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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상황은 모두 넷이다. 국제적인 세계화 현상과 노마디
즘 사조,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으로서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과 외국 여성들의 혼입이다.
다문화 사회가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데도 다문화주의 인식이 부족해서 문화적 갈등이 빚
어진다.
그러나 설화는 창조적인 상상의 문화를 다양하게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도 다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다문화 의식을 지닌 유학자들은 경전 중심의 유교문화에
몰입되지 않고 설화를 통해서 주변부 문화와 소수자 문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동료
유학자들의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설화집은 물론 우스개 설화집까지 펴냈다. 가장 대표적
인 것이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이다.
골계전에는 유교문화에 상반되는 반유교적 설화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유교적 덕목을 비판하는 것, 둘은 불교문화를 인정하는 것, 셋은
가부장 체제를 부정하고 여성주의를 추구하는 것, 넷은 양반 상전보다 미천한 종의 능력을
긍정하는 것이다. 유교문화를 다른 문화로 뒤집어버리는 까닭에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전도(顚倒) 관계는 1) 유교의 가치를 그 자체로 뒤집는 도덕적 전도, 2) 유교를 불교로 뒤집
는 종교적 전도, 3) 가부장 체제를 뒤집는 여성주의적 전도, 4) 신분의 상하관계를 뒤집는
신분체제의 전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스개 설화를 주목하며 반유교적인 문화와 소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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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들의 다문화주의 의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도 타문화에 종속적인 사대적 다문화 사회와, 자문화 중심의 주체적 다문화
사회가 있으며, 다문화의 관계 양상도 상극관계와 공존관계, 상생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가려면 주체적이고 상생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
면 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타문화의 가치를 대등하게 인정하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
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타문화에 대한 공감의 ‘울림’이 서로 공명(共鳴)하여 ‘어울림’을
이루어야 진정한 상생의 다문화 사회가 실현된다.
서거정은 골계전 편찬을 통해서 이러한 보기를 제시했다. 유교문화의 정체성을 건강
하게 지키고 바람직하게 창조하기 위하여 불교문화, 여성문화, 민중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 문화를 상생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러므로 서거정은 유학자로서 주류문화를 지켜나가
되, 주변부 문화와 소수자 문화인 우스개 설화에 공감하여 서로 어울리기를 기대한 진정한
다문화주의자라 할 수 있다.

주제어：다문화 읽기, 다문화 사회, 다문화주의, 우스개 이야기, 유교주의, 반유교성,
불교주의, 여성주의 소수자 문화

1. 다문화 상황의 인식과 설화의 다문화 현상1)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 다문화 사회라는 자리매김이 성
급한 것이라면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면 더 적절한가? 그렇다면 머
지 않은 장래에는 분명히 다문화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통시적으로 단일문
화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할 만하다. 만일 이러한 추론에
동의한다면 오래된 과거일수록 단일문화에 더 가까운 사회였다는 것을 인
정하는 셈이다. 그럼 오랜 옛날에는 단일문화 사회였는가? 그리고 옛날이
야기인 설화는 단일문화 현상으로 전승되고 또 단일문화를 반영하는 이야
기로 존재했을까?
1) 이 글은 ｢설화 속의 다문화 현상 읽기｣라는 제목으로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
대회(2008년 2월 13, 14일, 관동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이다. 발표회에서 ‘설화의
다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넓은 뜻으로 다루어서 논지가 흐려졌다’는 지정토론자 황인덕 교
수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다문화주의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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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정도와 수준은 다르겠지만, 단일문화 사회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문화란 폐쇄된 사회이자 역사 발전이 정체된 사회
에서나 가능한 특수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밀림이나 섬과 같은 고립된 지역
의 단일종족 사회에서도 단일문화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선조들이 누
렸던 전통문화와 더불어 당대에 창출된 문화가 더불어 있는 까닭이다. 따라
서 구조적으로 단일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는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 소통이 있
는 한 문화도 함께 교류되고 소통하며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순결한 단일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종족과 종교 등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민족문
화의 차이나 종교문화의 이질성으로 더 뚜렷한 다문화 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단일민족에 의해 단일종교를 믿는 나라의 문화는
단일문화로 인정된다. 한국사회는 일반적으로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적 단일성과 유교문화라고 하는 단일종교의 전통으로 인식되어 단일문화
국가로 인식되었다.
민족의 단일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단
일성은 인정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 사회가
유교를 주류종교로 국교화하며 억불숭유 정책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교문화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나라굿이 있을 만큼 무교문화의 전통도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유교문화가 주류문화로서 문화적 중심성을 지니긴
해도 불교와 도교, 무교의 문화도 주변부 문화로 함께 전승되며 일정한 문
화다양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은 물론 소규모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시골의 전통마을은 단
일문화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 데 그렇지 않다. 풍산 류씨 동성마을로
유명한 하회만 하더라도 반촌으로서 유교문화가 주류를 이루지만, 별신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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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굿문화의 전통과 탈춤과 같은 민중문화의 전통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화산 기슭에는 예전부터 사찰이 있어 불교문화도 이어지며, 근래에는
어느 마을보다 이른 시기에 교회가 들어와 기독교문화의 뿌리까지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반촌 마을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지닌 하회마을의 경우
에도 주류문화인 유교문화와 주변부 문화인 무교, 불교, 기독교 문화가 공
존한다. 문화의 역사적 축적과 변화에 따른 다양성과, 대중문화와 도시문화
의 영향에 의한 공시적 다양성을 함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혈연적인 구성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하회마을을 흔히 풍산 류씨 동성
마을이라고 한다. 류씨들의 집성촌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하여 하회마을
에는 풍산 류씨들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각성받이들이 더불어
살았다. 하층 신분의 각성받이들 없이는 양반마을 생활이 구조적으로 불가
능하다. 양반이 있으면 상민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한 성씨로만 이루어
진 마을은 존재할 수 없다. 풍산 류씨들에 견주어 각성받이인 상민들은 신
분적으로 비주류이며 세력으로 소수자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남녀의 성씨를 함께 따지면 더욱 그렇다. 비록 가부장의 성씨가 동
성집단으로서 상당히 단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인들은 모두
각성들이다. 구체적으로 부인은 물론 며느리와 어머니, 할머니들은 모두
다른 마을에서 온 타성들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하회마을에는 풍산
류씨들보다 타성들이 더 많다. 다만 가부장 사회에서 양반 남성들이 마을의
지배집단 구실을 한 까닭에 마치 동성마을로서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단일성을 지닌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하회와 같은
전통마을의 경우에도 혈연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연의 다양성도 마찬가지여서 단일성을
이루는 경우는 없다. 어느 숲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솔숲’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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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정말 소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숲 속에는 온갖 잡목들이 두루
섞여 있다. 따라서 솔숲이라고 하여 소나무만 자라는 숲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숲의 주종은 소나무이다. 잡목이 우거진 숲과 솔숲은 상대적으로
구별될 뿐이다. 솔숲도 어느 정도 생물종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회마을처럼 공간적으로 고립된 전통사회도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사회
라면 통시적으로 다른 시대문화를 함께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주
오랜 과거의 전통문화와 최근에 형성된 문화, 그리고 당대에 창출한 문화를
함께 누릴 수밖에 없다. 전통문화가 득세한 사회에서는 최근의 문화 또는
당대의 문화는 주변부 문화 또는 소수자 문화로 존재하며, 반대로 당대문화
가 득세한 사회에서는 전통문화나 근대문화가 주변부 문화 또는 소수자 문
화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통마을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주변부 문화로 간주되어 마치 이
단처럼 존재하지만, 오히려 도시사회에서는 종가와 종손문화가 소수자 문
화로 여겨져 때로는 기이한 전통처럼 취급된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와 신문
화는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적 성격에 따라 중심문화와 주변부문화 또는
다수문화와 소수문화로 제각기 다르게, 또는 역전된 관계로 다양한 스팩트
럼을 이룬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시대 어떤 사회든 구조적으로
단일문화만 누리는 사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에게 다문화가 새삼스레 문제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가. 최근에 다문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몇 가지 징후가 특히 두드러지게
감지되는 까닭이다. 그 조짐은 크게 두 가지 사회 상황의 변화에서 상대적
으로 드러난다. 하나는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형성된 세계적 보편 상황으로
서 주로 문화적 경향에 의한 것이라면, 둘은 국내적인 조건에 의해 조성된
한국적 특수 상황으로서 주로 민족적 교류에 의한 것이다. 국내외의 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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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 다시 안팎의 두 조건으로 양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크게 보아 네 가지
상황이 종래와 다른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인 보편 상황 하나는 세계화의 진전이다. 교통과 통신 기술
의 발달과 다국적 자본의 흐름에 따라 세계가 공간적으로 압축되고 시간적
으로 단축되어 마치 하나의 공동체와 같은 지구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세계
화는 지구촌 전체를 유기적 다문화 체계로 진전시키면서 개별 국가나 민족
도 저마다 이웃문화를 받아들여서 다문화 체제로 가도록 떠밀고 있는 상황
이다.
둘째, 국제적인 보편 상황 둘은 사조의 다양화 경향이다. 최근에 두드러
진 대표적인 경향이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유목주의 사조이다. ‘특정한 가치
와 삶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삶을 찾아 나서는
개척적이고 모험적인 사유의 여행’이다.2) 사유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까닭에 단일한 가치와 문화의 독점이 허
용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조의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국내의 특수 상황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의한 다민족 사
회의 형성이다. 1990년대 초 이후 약 20개 나라의 외국 노동자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 현재 약 30 만명 정도지만, 그 동안 오고간 숫자
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고 또 앞으로
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도시
사회의 산업문화 또한 다민족 문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넷째, 국내의 특수 상황 둘은 외국인 여성들의 혼입에 의한 다민족 가족
의 형성이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맺어진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3쌍 가운데 한 쌍으로 비중이 높고,
그러한 추세는 더 늘어나서 최근에는 2쌍 가운데 한 쌍으로 가고 있다. 따
2) 이진경, 노마디즘, 휴머니스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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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시골에는 외국인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문화와 공동체
문화가 다민족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네 가지 중요 변수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대는 다민족 사회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다민족 사회와 다문화 상
황에 따른 설화의 다종화(hybridization)3)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은 쉽게
예측된다. 설화를 중심으로 보면 설화는 옛날부터 다문화를 반영해 왔다.
상상력을 기초로 창조된 설화의 속성상 현실의 주류 문화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민족에 의한 다문화 사회 이전에 계층과 신분, 남녀, 종교 등에
따른 민중들의 주변부 문화들이 중요한 이야기 거리였다.
설화는 현실세계와 다른 별세계를 그리는 까닭에 다양한 상상의 문화를
풍부하게 갈무리하고 있다. 설화는 경험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상상의
이야기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문화를 창조할 수밖에 없다. 설화의 전승 방식
이나 향유 주체를 고려할 때, 주류 인생과 맞서는 소수자 또는 주변부 인생
의 생활세계를 그린 민중들의 이야기가 특히 많다. 따라서 어느 문학 갈래
보다 설화는 다문화의 경향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설화의
다문화 현상을 통해서 현실세계의 다문화 상황 또는 다문화주의를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2. 다문화의 재인식과 유학자들의 반유교적 설화집
다문화는 여러 문화의 혼종 상태나 문화 다양성을 일컫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문화의 혼종이나
다종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부 문화와 소수자 문화, 피지배 문화
3) 문화학계에서는 ‘hybridity’를 혼종 또는 잡종으로 번역해서 쓰기도 한다. 이종 이상 여러
종의 혼합을 뜻하는 것이므로 ‘다종’으로 일컫기로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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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화 동화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다문화를 표
방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이다.4) 구체적으로 보면 다문화주의의 극복 대상인
동화주의도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타민족을 문화적으로 동화 또는 복속하려는 자민족 중심의 동화
주의이다. 둘은 주류 세력의 지배문화가 소수자의 주변부문화 또는 피지배
문화를 흡수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지배층 중심의 동화주의가 있다. 자민족
중심의 동화주의가 국가나 민족 사이의 다문화를 대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자문화의 우위를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편견을 지녔다면, 지배층 중심의 동
화주의는 소수자와 피지배층 문화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계급주의적 편견을
지녔다.
다문화 문제에 결정적인 요소는 민족과 계급의 이질성뿐만 아니다. 종교
적 이질성도 중요하다. 한 민족이 누리는 다종교 문화도 중요한 다문화 현
상의 하나이다. 따라서 같은 민족 내부에도 다종교가 있는 한 주류 종교와
주변부 종교, 다수의 지배종교와 소수자 종교가 더불어 존재하게 마련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무교문화를 바탕으로 도교·불교·유교 문화가 공존
했으며, 최근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까지 공존하고 있다. 신라 이전에는
무교문화가 거의 단일문화 구실을 했다면 신라 이후에는 불교문화가, 조선
조에는 유교문화가, 최근에는 기독교문화가 주류를 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다수 종교에 대하여 소수 종교 또는 주류 종교에 대해 주변
부 종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한국을 다종교사회로 일컫
기도 한다. 한국사회의 특수한 다종교 현상은 다문화주의로 가지 못하고
주류종교가 주변부 종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조선조의 유교사회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했다. 상대적으로 유교문

4) 최원오, ｢구비문학과 다문화주의｣,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년 2월 13, 14일, 관동대학교),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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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단일문화 사회로서 유교문화 동화주의가 철저했
다. 따라서 유교 이외의 종교문화는 좌도로 배척되었다. 국교와 같은 구실
을 하던 고려시대의 불교 전통도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 억불숭유 정책을
표방하며 사사혁파(寺社革破)로 불교를 여러 모로 억압했다. 불교는 좌도
로 간주되어 배격되었고 굿 문화는 음사로 간주되어 억압이 더 심했다. 그
러므로 조선조 사회는 유교문화로 일관된 단일체제의 사회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선조 유교사회에서도 유교와 맞서거나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반유교적인 문화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불교와 무교가 반유교적인가 하
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주의도 반유교적이다. 그리고
반상의 신분체제가 엄존하던 유교사회에 상하 신분체제를 뒤집어엎는 민중
주의도 반유교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반 중심의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서 무교문화와 불교문화, 여성주의 문화, 민중주의 문화는 상대적으
로 반유교적인 문화이자, 약자 문화이며 주변부 문화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주류 문화들이 유교문화에 맞서서 꿋꿋하게 살아 있
었다. 유교문화가 주류인 조선사회도 일정한 수준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었
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문화의 존재 여부는 사실의 문제이자 일반적인 현상
인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의 다문화는 어느 사회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주류문화 또는 다수문화에 속하는 지배계층에서 다
문화주의를 지향했는가 하는 점이다.
다문화주의에도 두 갈래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대등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주류문화나 다수문화, 지배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변부
문화와 소수문화 이민족 문화를 모두 동등한 문화로 본다.5) 한 마디로 문화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는

5) 송종호,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30, 한국민족연구원,
2007, 106쪽. 최원오, 위의 글, 3쪽 참조.
9

38 구비문학연구 제26집 (2008. 6. 30)

주류문화와 지배문화를 상대적으로 인정하면서 주변부나 약자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교문화의 동화주의를 고집하지 않고
피지배계층의 주변부 문화들을 두루 인정하며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수용하
려는 것은 다문화주의라기보다 문화다원주의이다.
다문화주의가 문화종들 사이의 객관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의 상대적 중심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변부 문화들의 가
치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다원주의는 ‘관점으로서 다문화주의’라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문화나 가치관이 타인의 그것과 상이할
때, 타인의 문화와 가치관을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상대주의적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다.6) 그러므로 자문화 중심성을 전제로 깔고 타문화의 가치를 인
정한다는 점에서 관점으로서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원주의는 상당히 가까운
개념이다.
설화의 세계에서는 다문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존재할 뿐 아니라7) 문화
다원주의 경향이 상당히 높다. 설화 가운데는 유교적 교훈성을 지닌 것이
많지만, 반유교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설화도 적지 않다. 가부장체제에 맞서
는 여성주의적 설화와 양반 중심의 신분체제에 맞서는 민중주의적 설화,
유교주의 가치관에 맞서는 불교주의적 설화들도 공존했다. 굿이나 기우제,
서낭제와 같은 민속문화를 긍정하는 설화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도 반촌에
서도 동제의 영험전설이나 동티전설이 새삼스레 형성되어 전승되기도 한
다.8)
6) 강정원, ｢다문화시대 구술문화의 정체성과 위상｣,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
회 발표논문집(2008년 2월 13, 14일, 관동대학교), 112쪽.
7) 임재해, ｢설화 속의 다문화 현상 읽기｣, 한국구비문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
문집(2008년 2월 13,14일, 관동대학교), 10－18쪽에서 길게 다루었다.
8) 임재해, ｢마을 설화의 전승양상과 공동체문화의 함수｣, 口碑文學硏究 제20집, 한국구비
문학회, 2005, 35－46쪽에서 문경 현리마을 양반 어른들이 동신의 영험담을 전승하면서 하
배들이 지내던 동제를 자신들이 직접 맡아서 지내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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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겉으로 보면 조선조 사회는 유교문화 중심의 주류문화가 관철되
는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설화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유교문화의 주류에
맞서는 불교문화와 무교문화를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유교적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주의와 민중주의 관련 설화들도 적지 않다. 민중들이 전승하
는 구전설화에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학자들의 문집에
도9) 이러한 설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적으로 이야기만 모아놓은 설화집
에는 반유교적인 내용들이 한층 풍부하다.
설화집 가운데도 우스개 설화집들이 그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고
금소총(古今笑叢) 같은 우스개 설화집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 설화집에
는 적나라한 육담 중심의 우스개를 모아놓은 까닭에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유학자들은 기피하게 마련이다.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滑稽
傳)은 고금소총에 비하여 육담의 비중이 아주 낮은 설화집이지만 골계
담을 주로 수록했기 때문에 동료 선비들의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단순히
골계적인 까닭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고 있는 반유교적인 설화의 내용이
더 문제된다.
유교문화의 시각에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유교문화에 맞서는 문화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주목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따라서 서거정의 골계전은 문화다원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다문화주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그런 까닭에 유가의 선비들은
골계전 편찬을 두고 서거정을 과도하게 질타한다. 그런데도 서거정은 동
료들의 비난을 서문에 그대로 옮겨두고 자신의 편찬의도까지 밝히면서 맞
선다. 먼저 서문에 제시된 선비들의 비판 내용부터 보자.
9) 유학자들의 문집에 설화들이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성현(成俔)의 용재총화(傭齋
叢話),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 등에서 비롯되어, 16세기 어숙권(魚叔權)
의 패관잡기(稗官雜記), 김안로(金安老)의 용천담적기(龍泉談寂記) 등의 잡기류로 이
어졌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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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잗달스럽고 맹랑한 것을 주워 모아 얽어서 호사가들의 턱이나 빠지
게 하는 것, 이것은 한낱 배우의 우두머리나 하는 짓일 따름이다. 세속의 교
화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일부 줄임) 뭇비방이 떨쳐 일어나고 오가는 많
은 사람들이 분주히 하기를 마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하면서 우물에
빠뜨리고 돌을 내리 구르려고 한다. (일부 줄임) 괴이한 곳으로 달려가고 기
이한 것을 좇는 것은 오직 가려운 것을 긁는 재주일 뿐이다. (일부 줄임) 대
개 장자(壯子)와 열자(列子)는 성문(聖門)의 죄인이요, 그대는 곧 장자와 열
자의 죄인이다. 10)

골계담에 관한 선비들의 반응이 충격적일 만큼 격렬하다. 달리 말하면
이문화에 대한 반발이 뜻밖에 거세다. 경직된 선비들의 유교의식이 공자의
도를 표방하는 유학적 활동만 인정하며 그와 어긋나는 일은 아예 ‘이단’으로
규정하여 범죄행위처럼 다룬다. 비난 내용으로 보아 유교문화 동화주의를
넘어선다. 비난을 하는 이들은 유교문화 원리주의자 또는 유교 근본주의자
라 하겠다.
세간에서 널리 떠도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죄인으로 간주하
여 척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직된 사고의 근본주의자들에게 이문화 또는
다문화가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서거정은 다르다. “그대 말씀이 옳도다.
그러나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11) 하고, 비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기 생각을 밝혀 반론도 폈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며 격렬하게 비난하는
이들의 말까지 ‘옳도다!’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적인 언로와 대등한 담론
의 소통을 인정하는 보기 드문 일이다. 다문화주의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열
린 사고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과격한 비판을 당연하게 인정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론을 편다.

10) 徐居正, ｢太平閒話滑稽傳序書｣, 朴敬伸, 對校·譯註 太平閑話滑稽傳 1·2, 國學資
料院, 1998, 36－40쪽.
11) 朴敬伸, 위의 책⑴,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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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周)나라 문왕과 무왕의 행적을 들어 우스개가 한갓 웃음거리가 아
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데 유익한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스개 소리
를 담은 명저 남화와, 골계열전을 수록하고 있는 반고의 역사서 한서(漢
書)를 사례로 들어, 우스개가 역사 서술의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셋째, 공자가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바둑과 장기라도 즐
기는 것이 낫다고 한 것처럼, 선비라고 하여 반드시 후세에 남길 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일거리를 찾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유학자들의 비판과 서거정의 응답을 대조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광대나 하는 천박한 짓거리：중국의 성군들도 즐겨 했던 군자의 통치방식
∙ 세속교화에 장애가 되는 일：선현들도 골계전을 사서에 남겨 후세를 일깨움
∙ 공자의 도에 죄가 되는 일：공자도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 소일거리를 즐
김12)

서거정의 답은 엄정하게 보면 반론이 아니다. 반론은 상대의 주장을 인
정하지 않고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서거정은 선비들의 비판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옳다고 인정한 뒤에 비로소 자기 뜻을
밝혔다. 따라서 부정적 반론이 아니라 긍정적 보론(補論)을 펼친 셈이다.13)
유학자들의 비판이 경직되어 있고 일면적이라면, 서거정의 대답은 융통성
이 있고 다면적이다. 그러므로 유교 근본주의자들과 다른 다문화주의자의
면모가 서문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다.
유교 근본주의자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반론을 통해 그들이 이
단으로 여기는 문화를 인간사회의 필요한 문화로 인정하고 그 유용성을
밝히며 너그럽게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서문의 내용을 분석해 볼
12) 임재해, ｢유교문화 속의 설화 수용과 설화에 수용된 유교문화｣, 유교민속의 연구시각,
한국국학진흥원, 2006, 334쪽.
13) 위의 글, 330－335쪽 참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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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골계전은 편찬자의 다문화주의 성향을 잘 갈무리한 설화집으로 포착
된다.
함께 서문을 실은 눌재(訥齋) 양성지(梁誠之)나 강희맹(姜希孟)도 골계담
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눌재는 패관소설(稗官小說) 또한 유자(儒
者)들이 견문을 넓히는 자료로 삼거나 우스개 소리로 한가함을 깨뜨리는
데 매우 긴요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뛰어난 글솜씨가 조정 안팎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 가르침으로 삼고 웃게 만드니 원로 대신의 필담(筆
談)이나 다름없다고 예찬한다.14) 유가의 처지에서 이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이다. 상대적으로 문화다원주의적 경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희맹은 여기서 좀더 나간다. 스스로 골계전과 같은 촌담해이
(村談解滯)를 간행한 터라 오히려 우스개 몇 가지를 덧보태도록 하는 적극
성을 보인다. ‘어찌 항간의 말이나 뒷골목의 논의라 해서 정밀한 의리가
없을까’ 하는 반문으로, 골계전 비판자들을 재비판하면서, 우스우면서도 사
람을 경계할 만한 이야기들을 취한 점을 들어 골계전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15) 서거정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셈이다.
편찬자 서거정 외에 양성지나 강희맹 등과 같은 유학자들은 유교문화와
다른 이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자라 할 수 있다. 주자학의 관념
에 사로잡혀 있는 유교 원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설화집을 철저하게 배격했
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서거정을 비롯한 일군의 열린 유학자들은 설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며 우스개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 속에 갈무리된 내용과 기능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주자학 중심
의 유학자들과 달리 문예창작을 하는 문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문화에 더 개
방적이었다. 학문의 논리와 달리 문학이나 예술은 본디 다의적 창조성을

14) 朴敬伸, 앞의 책⑴, 48－52 쪽 참조.
15) 위의 책⑴, 56－64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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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는 까닭이라 할 수 있다.
우스개들이 골계전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설화에 대한 서거정 개인
의 문학적 가치 인식과 우스개의 도덕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골계전의 이야기들은 편찬자 개인작이 아니라 모두 조정
안팎에서 들은 것이자, 서거정을 찾아온 선비들 사이에서 구연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선비들 사이에서 우스개가 널리 전승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골계전은 나타날 수 없다.
선비들도 공적으로는 우스개를 천박하게 여기고 설화를 경계해야 할 이
단의 문화로 간주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즐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조 지배층의 주류였던 유학자들도 단일한 유교문화 속에 매
몰되지 않고 민중들처럼 상스러운 이야기문화를 즐기며 다문화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설화는 알게 모르게 다문화주의를 공유하게 하는 힘이 있다.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양식으로 지어지고 전승되는 까닭이다. 설화의 다문
화주의적 경향성은 골계전에 수록된 설화의 내용을 보면 한층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3. 골계전 설화의 반유교성과 다문화주의 경향성
골계전에 수록된 설화는16) 유교적인 내용에 충실한 것도 있으나, 반유
교적인 내용에 관한 설화도 적지 않다. 유가의 선비들이 골계전을 비난한
것도 설화의 문화 양식 자체보다 이 책에 수록된 설화의 내용이 반유교적인
16) 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착상은 2005년에 ｢유교문화 속의 설화 수용과 설화에 수용된
교문화｣를 쓰기 위해 여러 문헌설화와 함께 朴敬伸, 對校·譯註 太平閑話滑稽傳를
으면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 안동대학교 대학원 설화연구 모임에서 이 책을
께 윤독했는데, 윤독 모임에 참여한 임주와 방지환이 관련 자료들을 찾아주어 도움이
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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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이 아닌가 한다. “잗달스럽고 맹랑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지적이 유가
의 도리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말한다. 반유교적 설화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을 크게 네 가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유교적인 가치나 덕목을 비판하는 것, 둘은 불교를 비롯한 반유교
적인 문화를 인정하는 것, 셋은 가부장 체제를 부정하고 여성주의를 추구하
는 것, 넷은 양반 상전보다 미천한 종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결같이 있어야 할 유교문화를 기존의 다른 문화로 뒤집어버리는 까닭에
웃음을 유발한다.17) 두 문화는 서로 거부하는 갈등관계를 이루면서 기존
문화가 유교문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유교의 가치를 그 자체로 뒤집는 도덕적 전도, 유교를 불교로 뒤집는 종교
적 전도, 가부장 체제를 뒤집는 남녀의 전도, 신분의 상하관계를 뒤집는
반상의 전도로 나타난다.
첫째 도덕적 전도에 관한 보기로 골계전의 ‘제44화’를18) 들 수 있다.
창녀에게 정을 준 젊은이가 정표로 이빨을 빼주고 이별했는데, 창녀가 곧
다른 남자 품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종을 보내 이빨을 받아오려 했더니,
창녀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 말하기를 “백정더러 살생을 금하고 창녀더
러 예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다는19) 이야
기이다.
백정과 기녀 사회에는 유가의 도덕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백정문
화와 기녀문화를 알지 못한 채 유교문화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17) 趙東一, ｢美的 範疇｣, 韓國思想大系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178쪽에서, ‘있는 것’으로 ‘있어야 할 것’을 부
정하는 미를 골계라고 했다.
18) ‘제44화’라고 설화자료를 지칭하는 것은 朴敬伸, 위의 책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따른 것이
다. 설화 각편에 제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면 자료로서 변별하여 인용하
기 쉽다.
19) 朴敬伸, 앞의 책⑴, 284－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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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가 바로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백정과 기녀 문화를
통해 유교문화의 도덕을 뒤집으면서, 유교문화와 다른 여러 문화를 인정하
는 뜻이 갈무리되어 있다. 백정문화나 기녀문화는 모두 소수자 문화이자
유교문화에 대하여 주변부 문화이다. 주변부 문화의 주체인 기녀가 유교문
화를 내세우는 선비를 웃음거리로 삼는 것은 유교문화에 맞서는 다문화주
의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유교문화의 덕목에서 ‘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독서이자 학문활동이다.
사대부란 곧 독서인을 말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선비가 독서를 게을리 하는
것은 물론, 아예 위선으로 한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제218화는 짐짓 글공부
하는 체 하며 잠만 자는 선비를 웃음거리로 삼는다. 어떤 선비의 아내가
우는 아이를 재우려고 책을 가져다가 아이의 눈앞에 펼쳐 주었다. 그러자
선비가 책은 왜 아이 눈 앞에 들이미느냐고 하자, “매번 보면 영감께서 책을
손에 잡기만 하면 문득 잠들어버리니, 책이란 것은 잠을 권하는 물건일 따
름이니까요.”하고 대답했다.20)
책이란 선비들이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을 가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다. 결국 독서란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는커녕 사람을 잠들게 만드는 수면제
나 다름없다고 하며, 선비들의 미덕인 독서활동을 여지없이 뒤집어버리는
셈이다. 책으로 아이를 잠들게 하려는 행위를 통해서 관념적인 독서문화보
다 현실적인 기능을 지닌 일상문화가 더 긴요하다는 뜻을 드러낸다.
위의 이야기는 선비들의 학문활동을 위선으로 비판하는 데 머물렀다면,
‘제12화’는 학문을 부정하는 데서 넘어서서 부부생활의 즐거움을 긍정적으
로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신혼의 아들이 아내를 좋아해서 공부를 하지
않자, 아버지가 부부유별과 집안의 법도, 입신양명 등을 일러주고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 아들은 아버지를 하직하고서 서울로 가지 않고 이웃
20) 위의 책⑵,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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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머물면서 밤마다 담을 넘어 아내를 만났다. 아버지가 간부인 줄 알고
아들을 죽일 뻔한 사실을 뉘우치고 울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비록 아무리 좋아해도 허물이 아니다. 내 잘못이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했다.21)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유교적 명분인 부부유별과 집안의 법도,
입신양명의 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숨은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의
유교적 가르침을 거역한 불효한 아들의 본성적인 행위가 긍정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선비의 길을 거스른 것은 물론, 집안의 법도를 주장한 아버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오히려 담을 넘은 아들의 행위를 옳은 것으로 인정
했다. 자연히 가부장의 권위도 우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는
양반가에서 추구하는 유교문화의 여러 덕목들이 두루 비판되고 인간의 본
성 가치로 극복된 셈이다.
사족의 남성이 여종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 남녀유
별이나 정조 관념은 온데 간데 없고 반상의 신분에 따른 최소한의 상하관계
도 무색하게 만든다. 이를테면 남편이 아내의 유모 딸과 사통한 까닭에 아
내로부터 “유모 딸이면 곧 내 동생인데 그대는 어째서 이다지도 윤리를 어
지럽히는가?”하고 책망을 받는다.22) 늙은이가 여종을 농락하다가 여종으로
부터 ‘흰떡 같은 마님을 두고 왜 추한 계집종을 훔치려 하십니까?’ 하고 항
의를 받자, ‘흰떡에는 채소 절임이 별미여서 종을 가까이 한다’고 둘러대
는23) 철면피 행위를 통해 양반들의 부도덕성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유교문화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는 주체는 기녀와 아내, 아들, 종이다.
모두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들이다. 반면에 그 대상은 모두 사족의 남성들
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족의 도령, 선비 남편, 사대부 아버지, 양반 상전들이
21) 위의 책⑴, 178－180쪽.
22) 위의 책⑴, 550－552쪽.
23) 위의 책⑵, 22쪽, 제13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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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두 사회의 주류 집단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자연히 이에 맞서는 사람
은 신분적으로 미천한 사람, 성적으로 여성, 부자관계에서는 아들이다. 미
천한 사람들의 문화로 유가문화의 도덕을 풍자하고, 여성의 문화로 선비들
의 위선적인 독서문화를 웃음거리로 만들며, 아들의 신세대 문화로 기성세
대의 가부장문화의 한계를 뒤집어 버린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대부문
화와 다른 피지배층 문화, 현실문화, 여성문화, 신세대문화를 주변부문화로
배척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의의를 지녔다.
둘째, 종교적 전도에 관한 설화로는 유교에 견주어 불교와 무교, 도교를
인정하는 설화를 들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사회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에 좌도로 이단시되는 종교는 상대적으로 불교가 더 두드러졌다. 따라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유교적인 시각에서 불교의 문제
를 드러내거나 승려의 패륜을 폭로하는 이야기와, 유교에 맞서 불교를 긍정
하는 이야기가 함께 전승된다. 골계전에도 두 유형의 불교 관련 이야기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만일 유교문화를 긍정하고 불교문화를 부정하려면 불교의 폐단을 다룬
이야기만 수록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 불교를 긍정하고 승려의 훌륭한 능
력을 인정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수록했다. 더군다나 선비와 승려를 함께
등장시켜 승려가 선비의 잘못을 지적하도록 하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이빨 빠진 생원이 절에 가서 머리에 큰 종기가 난 노승을 보자, 글을
모르겠거니 생각하고는 “스님 머리 뒤에는 가죽 방망이가 나왔구나(僧頭北出
皮槌子)!” 하고 읆조렸다. 중이 눈을 뜨고 대를 맞추어 “속인의 이빨 앞이 비
었으니 박처용이로다(俗齒南虛朴處容)!” 라고 대응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여기서 ‘박처용’은 곧 바가지 탈을 말한다.24)

24) 위의 책⑵, 270－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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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이 가죽 방망이라고 한 것은 종기를 남근에 은유해서 승려를 모욕한
것이다. 노승도 이에 질세라 생원을 보고 얼굴에 바가지 탈을 썼다고 하여
양반을 미천한 광대 취급을 하여 모욕을 주었다. 글깨나 읽은 선비의 거드
름을 풍자하며 승려들도 한문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처럼 선비
와 중의 다툼에서 중의 우위를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조선조 사
회에서 중은 팔천의 하나로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이다. 비주류의 소수
자 문화가 유교문화를 극복하는 셈이다.
선비가 먼저 학식으로 중을 공격하다가 거꾸로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25) 선비들이 중 앞에서 공연히 글을 지어 우쭐거리다가 망신을 당하게
하는 이야기는 승려들의 학식과 불교의 학문적 수준을 유학 못지 않게 높이
여기는 셈이다. 그러므로 “늙은 스님이 모습은 비록 쇠락했으나 안으로는
맑은 수양을 행했고 아울러 내외의 여러 경전들에 통했다”고26) 하는 것이
다. 학식뿐만 아니다. 처세술이나 슬기도 선비와 중을 대등하게 이야기하거
나 아니면 중을 더 훌륭하게 이야기한다.
혜진 스님이 서운판사(書雲判事)에게27) 새 책력을 주문했더니 판사가 묵
은 책력의 첫장만 살짝 바꾸어 보냈다. 스님이 일년 동안 묵은 책력을 쓰다
가 뒤늦게 깨닫고는 괘씸하게 생각하여 앙갚음으로 이듬해 봄에 채소의 씨
를 모두 구워서 판사에게 보냈다. 판사는 기뻐하여 씨를 뿌렸으나 싹이 전혀
나지 않았다. 뒤에 혜진을 만나 “늙은 까까머리야 죽은 채소 씨도 다시 살아
나느냐?” 하고 욕하자, “늙은 오랑캐야 묵은 책력을 어찌 새 것이라 하느냐?”
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크게 웃었다.28)

25) 위의 책⑵, 235－236쪽의 제203화도 ‘선비가 소 뒤에 서 있는 중을 보고 공연히 우후선사
(牛後禪師)로 놀리다가 자신 또한 중에게 우후조대(牛後措大)로 놀림을 당했다.
26) 위의 책⑵，같은 페이지.
27) 위의 책⑵, 230쪽. 서운판사는 고려때 관직으로 천문, 재상(災祥), 역일(曆日), 추택(推擇)
등을 담당했는데, 뒤에 세조 12년에 관상감으로 바뀌었다.
28) 위의 책⑵, 2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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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은 스님에게 묵은 책력을 보낸 판사에게 있다. 스님도 지지 않고 구
운 씨앗을 보냈다.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관리와 중이 대등
하게 맞선다.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 호칭도 ‘늙은 까까머리’와 ‘늙은
오랑캐’로 맞선다.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욕하며 마주보고 크게 웃었다고
한다. 유교와 불교를 상징하는 두 인물을 대등하게 인정한 것이다. 오히려
문제의 발단을 판사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불교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야
기하는 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조정의 고관대작이 중의 술수에
넘어가는 이야기도 있다.
이조판서 허성(許誠)이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거꾸로 했다. 일운(一雲) 스
님이 그 사실을 알고서 지리산의 ‘단속사’ 주지가 되고자, 평양의 ‘영명사’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단속사’로 가는 것을 싫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며
칠 후에 ‘단속사’ 주지로 가라는 명이 떨어졌다. 이에 일운은 “늙은 도적이 나
의 술책에 넘어갔다”며 쾌재를 불렀다.29)

조선 초에는 조정에서 사찰 행정을 관리하고 주지 발령까지 관장했던 모
양이다. 허성은 판서로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주지 발령을 청탁과 반대
로 하려다가 오히려 주지의 술책에 말려들고 말았다. 중은 아예 이조판서를
‘늙은 도적’으로 일컫는다. 일개 주지가 조정의 핵심 관리를 우롱하는 셈이
다.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선비들이 절에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도록 하는
이야기이다.
선비 세 사람이 과거에 계속 낙방하자, 나한전(羅漢殿)에 재(齋)를 올리려
고 절을 찾아갔다. 스님이 “응진(應眞)은 자못 영험하므로, 하지 않으려면 그
만이지만 만일 하려 한다면 곧 지극한 정성으로 경건하게 공양해야 한다”고
일러 주었다. 선비들은 향을 피우고 목욕하고 삼을 캐어 재를 올리는데, 웃
29) 위의 책⑵, 217－219쪽, 제19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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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떠들자 중이 “과거에 떨어지는 데는 본디 까닭이 있군요.” 하였다.30)

과거를 앞둔 선비들이 부처의 영험을 기대하고 사찰에 찾아가 재를 올리
는 일은 유교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교를 믿는 까닭이다. 게다가 스님의 말
을 듣고 목욕재계하며 공양하기 위하여 산삼을 캐러 나선 일도 선비로선
예삿일이 아니다. 그러나 산삼을 캐는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재를 올리면서
깔깔 웃었기 때문에 결국 스님의 비난만 받고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선비들의 한계를 드러낸 이야기이다.
과거에 급제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사찰을 찾아간 것이 선비의 한계
이다. 그러나 불교에 의지하여 재를 올리고 소원을 비려고 하면 지극 정성
으로 해야 마땅한데 무성의하게 했다. 학문을 하려면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
로 받아야 하듯이, 재를 올리려면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는데 그러
지 않았다. 짐짓 형식을 따르되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다.
선비들의 유학 공부도 그러했을 것이다.
자연히 재를 실패한 것처럼 과거시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선비들은
‘하지 않으려면 그만이지만 만일 하려 한다면 지극한 정성으로 경건하게’
해야 한다는 승려의 가르침과 목욕재계하고 정성껏 재를 올리는 불교문화
에서 깨우침을 받아야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유교와 불교의 관계가
전도된 셈이다. 유교사회에서 이단으로 간주되는 불교를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다종교적 포용성이자 다문화적 융통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불교에 의해 유교가 부정되는 것처럼, 여성에 의해 남성의 가부장
적 권위도 부정되는 설화들이 많다. 유교문화의 전형인 가부장 체제가 여성
에 의해 과감하게 전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설화를 여성주의 설화라
한다면, 전통사회에서도 요즘 못지 않게 여성주의 설화가 적극적으로 이야

30) 위의 책⑵, 271－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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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 문학을 마치 외래 문예사조인 것처럼 현대문학 중심으
로 해석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설화를 보면 인간
해방의 ‘상생적 여성주의’로 해석할31) 만한 서사문학의 전통이 뿌리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조 남성주의의 3 가지 상징인 권력으로서 ‘힘’과
욕망으로서 ‘성’, 권위로서 ‘글’에 대해서 오히려 여성 우위를 드러낸 설화들
이 훌륭한 보기이다.32)
골계전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또 다른 여성
주의의 모습이 여러 모로 드러나 있다. 한 마디로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고
사는 여권 중심의 설화로서, 가부장의 권위를 부정하는 여성 상위 시대의
이야기가 그러한 보기이다. 아내에게 맞고 사는 것이 때리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부부생활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의 이야기부터 보자.
무관과 문관이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무관은 능히 아내를 제압하여 항상
아내를 때렸으나, 문관은 오히려 아내에게 제압 당하여 항상 맞고 지냈다.
이웃들은 모두 무관을 장부라 칭찬하였지만, 남정승은 남자가 아내에게 맞았
다면 나약할 따름이지 악덕한 것은 아니며, 남자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
면 엄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되 미덕은 아니라고 했다. 조정의 관리도, 아내
에게 맞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을뿐더러 곧 남편의 직책을 회복하게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다소곳이 있으면 잠시 뒤에 이부자리가 허락되고 곧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33)

세간의 사람들은 아내를 휘어잡는 남편을 장부라 하는데, 오히려 사대부
계층의 남성들은 아내에게 휘어잡혀 사는 것이 득이라고 했다. 그 논리도
31)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여성주의다운 상상력 읽기와 민중의 여성인식｣, 口碑文學硏究
제1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357－360쪽 참조.
32) 위의 글, 324－353쪽 참조.
33) 朴敬伸, 앞의 책⑵, 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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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하다. 한 사람은 악덕과 미덕에 견주어서, 다른 사람은 부부관계의 빠
른 회복을 두고서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편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한 것이
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폭력은 단속해야 할 범죄 행위가 아니며, 부부싸
움 이후의 문제에 관해서도 남성보다 여성 폭력은 쉽게 부부관계를 회복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아내에게 쥐어 사는 남편이 더 원만한
부부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공처가 남편을 긍정하는 이야기이다.
아내의 욕설과 주먹질에 견디다 못한 문관 유씨는 위엄으로 아내를 눌러
보려고, 관청에서 돌아와 관복을 입은 채로 좌정하고 정색하여 경전의 칠거
지악을 말하며 부인의 질투심을 나무랐다. 그러자 아내는 성이 나서 곁에 있
던 나무판을 들고 일어나 “음란하면 내쫓아도 좋고 질투하면 내쫓아도 좋다
고!” 하며 닥치는 대로 남편을 때리자, 유씨는 다급해서 창문을 넘어 도망갔
다.34)

아내의 주먹질은 남편의 관복도 아랑곳하지 않고 칠거지악에 관한 경전
의 내용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자 하는 시도
라도 해보았지만, 조정의 관리인 허씨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아내가 두
려워서 늘 움츠려 지내고 감히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렇게 죽어지내는데
도 어느 날 부인에게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다. 그런 탓에,
동료가 아전의 죄를 다스리고자 회초리로 때리려 하자, 허씨가 말리면서
“전에 집사람에게 회초리로 맞아보니 아파서 참을 수 없더구만.”이라 했
다.35) 그러므로 조정의 관리들도 예사로 아내에게 맞고 살았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관은 으레 아내를 휘어잡고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문관들은 이 지경으로 살지만 무관은 다르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34) 위의 책⑵, 190－192쪽.
35) 위의 책⑵, 23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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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장이 아내를 몹시 두려워했다. 하루는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세우고는 “아내가 두려운 자는 붉은 깃발, 그렇지 않은 자는 푸른 깃발에 가
서 서라!”고 했다. 모두 붉은 깃발에 서는데, 오직 한 사람이 푸른 깃발에 서
있었다. 대장이 장하게 여겨 그에게 연유를 물어 보니, “아내가 항상 사내들
여럿 모인 데는 가지 마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고 대답했다. 대장은 기
뻐하며 “아내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로구나!” 했다.36)

이 우스개는 요즘도 농담으로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군사들은 물론 무관
의 대장까지 아내를 겁내기는 마찬가지이다. 군사들이 대장의 명령보다 아
내의 말을 더 엄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이다. 대장은 공처가 노릇이 자기만
예외인가 했는데, 뜻밖에 모두 동지라는 생각에 특히 기뻐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가부장 체제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는 여성주의 문화가 상당히
관철되었던 사실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이야기들이다. 조선조의 가부장
체제 속에서도 이와 맞서는 여성주의 문화가 엄연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입
증하는 셈이다. 공적으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세태를 설득
력 있게 뒷받침한다. 아내에게 맞은 남편의 송사를 다룬 제52화도 전형적인
공처가 이야기이다.
공처가인 군수가 동헌에서 송사를 처리하면서,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낸
아내를 꾸짖자, 곁에 있던 남편이 오히려 아내 탓이 아니라 우연히 문짝이
넘어져서 그렇게 되었노라 변명을 했다. 이때 군수의 아내가 몽둥이를 들고
문짝을 이리저리 치면서 “고을의 수령이 공무를 처리하려면 도둑이나 토지,
노비에 관한 일을 돌보지 않고 어찌 아녀자의 일에나 간여하는가?”하고 소리
치자, 군수는 손을 내저으며 “내 집 문짝도 장차 넘어지려 한다”고 하며 그
부부를 그냥 돌려보냈다.37)

36) 위의 책⑵, 258－259쪽.
37) 위의 책⑴, 314－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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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맞은 남편이나 군수 모두 아내에게 쥐어 산다는
점이다. 공처가 생활이 집안의 사적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헌
의 송사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아내의
폭력으로 얼굴에 상해를 입었지만, 공적으로 문제삼아 제재를 하려 해도
피해자인 남편이 가해자 아내를 두둔하고 나서니 별 수 없다. 군수 앞에서
도 아내가 무서워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남편의 처지이다.
그런데 더 주목할 일은 군수 아내의 행위이다. 아내가 남편의 공무 수행
에 나서서 ‘공무가 아닌 아녀자의 일’에 간여한다고 호통을 치며 나무란 것
이다. 그러면서 군수의 아내는 스스로 남편의 공무에 개입함으로써 남녀와
공사의 문제를 함께 뒤집어 버린 셈이다. 한 마디로 아내의 특권이 일방적
으로 관철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남성주의의 가부장체제를 매우 적극
적으로 극복하는 여성주의 설화라 할 수 있다.
여성주의 설화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송사가 벌어
질 만큼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편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과, 둘은 공적으로
아내의 폭력을 다루어도 아내의 위협 때문에 공정한 처리가 불가능했으며,
셋은 그러므로 조선조 사회에서 가부장 체제가 일사불란하게 관철되지 않
았다는 사실이다. 넷은 이러한 여성주의 설화가 양반사회에서도 널리 구전
된 것을 보면, 여성주의 문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며, 다섯
은 더 나아가 오히려 이러한 여성주의 문화가 더 바람직하다는 데까지 이르
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설화에서 과감하게 나타나는 것은 설화가 지닌 다문화적 경향성과
골계전을 꾸린 편찬자의 다문화주의적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가부장 체제를 뒤집는 남녀의 전도를 다룬 설화처럼, 반상의 상하
관계를 뒤집는 설화들도 적지 않다. 이른바 신분체제를 전도시킨 설화로서
미천한 신분의 하녀나 종, 백정, 광대들이 양반들 못지 않게 유식하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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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며 인간답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다. 설화의 세계에서는 종
들이 상전의 부도덕한 행위에 맞서서 인간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선비
의 학식에 맞설 만한 학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양반들 못지 않게 인간적
인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 문화가 부각되는 이야기들이다.
원님이 나들이 중에 이웃 고을 아전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아전
딸의 미모에 혹해서 갖은 수단으로 딸을 품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마침내 목
을 매어 죽는시늉으로 아전의 아내를 위협하고 딸을 차지하려 하자, 전후 사
실을 눈치챈 아전의 아내는 “이 뒈질 개도둑놈아! 네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남의 집 딸을 찾아 토색질하는 속임수가 이에까지 이르렀더냐!” 하고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며 꾸짖었다. 원님은 부끄러워 밤새 슬그머니 도망쳤다. 38)

원님이 권력을 내세워 부도덕하게 아전의 딸을 취하려 하자, 마침내 아전
의 어미가 정색을 하고 원님을 욕하여 내쫓은 이야기이다. 아전의 아내가
원님의 토색질을 정면으로 질타한 셈이다. 처음에는 원님의 비위를 맞추려
하던 아전의 아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원님일 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는 사실을 알자, 누구보다 당당하게 원님을 꾸짖은 것이다. 그러므로 원님
도 별수 없이 아전의 아내에게 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성적 욕망 탓에 아랫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기생을 잊지 못해 남의 무덤에 곡하는 선비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조정
의 관리가 기생과 이별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 길가의 무덤을 할아버지 무
덤이라며 절을 하고 곡을 하자, 동행하던 종이 ‘서방님이 곡하는 것은 할아
버지 무덤이라서가 아니라, 아가씨를 생각해서일 뿐입니다.’ 하고 직언을
하여 눈물을 닦고 길을 떠나게 만든다.39) 상전의 어긋난 행위를 노복이
정확하게 일깨워 준 이야기이다. 미천한 노복이 상전보다 더 올바른 인간
38) 위의 책⑴, 435－439쪽.
39) 위의 책⑵, 420－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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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각된다.
신분과 지체를 넘어서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이야기들인데, 남녀를 불문
하고 아랫사람들이 상전의 그릇된 욕망을 나무라고 부도덕한 행위를 바른
길로 이끈다. 아랫사람들이 오히려 양반들보다 더 도덕적일 뿐 아니라 상전
의 탈선까지 바로잡아 주는 셈이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삶의 슬기도 양반보
다 종이 더 앞서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귀한 집 도령이 어리석어서 늘 종의 속임수에 놀아났다. 뒷날 도령이 어
머니 상을 당했는데 어리석은 탓에 상례를 알지 못했으나, 종이 항상 곁에서
부축하며 “도련님이 초상때부터 죽과 미음조차 먹지 않고 슬퍼하시다가 병
이 났습니다” 하고는, 상례에 관한 모든 것을 종이 처리했는데, 조문하는 사
람들이 보기에 하나도 어긋나는 점이 없어서 “도령은 진실로 어리석지 않구
나!” 하고 감탄하였다.40)

꾀 많은 종이 도령을 섬기며 속임수로 자기 이익을 취했지만, 초상이 났
을 때는 무식한 도령을 대신하여 효자처럼 꾸미고 상례에 맞게 일을 처리했
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도적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 대신
나서서 도령의 목숨을 살려내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도령보다 더 슬기로운
인물이 종일 뿐 아니라, 비록 종이 도령을 속였으나 그것은 작은 일이요,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는 늘 도령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령보다 더 훌륭한 종의 역량을 여러 모로 칭송하는 이야기
이다. 타고난 신분의 아래위와 습득한 능력의 높낮이는 같이 가지 않는다
는 뜻이 담겨 있다. 아랫사람의 능력이 양반보다 월등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소수자이자 주변부 문화를 주류문화보다 더 높이 평가하
는 셈이다. 따라서 아랫사람이라 하여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40) 위의 책⑴, 573－5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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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을 업신여기며 하찮게 대하는 관리도 마침내 하인에게 당하여 웃음거
리가 된다.
배가 뚱뚱한 조정의 관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마졸이 눈병 앓는 것을 보
고서 “너의 눈이 비록 습기가 많은들 올벼 서른 섬을 심으랴! 적삼 소매에는
액이요 파리에게는 복이로다” 하고 무안을 주었다. 그러자 마졸은 그 소리에
응해서, “귀한 분의 불룩한 배가 비록 큰들 썩은 흙 서른 섬을 실을 수야 있
겠소! 역마에게는 큰 액이요 굶주린 호랑이에게는 큰복입니다” 하였다. 41)

상전이 자신의 마졸을 하찮게 여기고 놀리려 들다가 도리어 역습을 당했
다. 역습의 대응도 예사롭지 않다. 상전의 말귀와 운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대응을 한 것이다. 종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아도 선비들과 겨룰 만큼 알
것은 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설화에서는 종이 선비인 상전 못지 않게 학
식도 갖추어서 상전을 놀라게 만들기 예사다. 하인이라 하여 무식한 것들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인이 여종에게 한서(漢書)를 가져오라고 하자, “전한서입니
까, 후한서입니까?” 하고 묻고서, 주인이 전한서 열전 몇 권과 본기 몇 권을
찾아오라고 하니 정확하게 찾아주었다는 것이다.42) 여종이 전한서와 후한
서를 가릴 뿐 아니라 열전과 본기를 가려서 책을 찾아올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지녔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이웃집의 여종도 그러한 식견에 뒤지
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세우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배울 겨를이 없는 여종들도 선비들 못지 않은 식견을 지니
며 학문적인 자존심도 지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
하는 셈이다.

41) 위의 책⑵, 280－281쪽.
42) 위의 책⑴, 503－505쪽.
29

58 구비문학연구 제26집 (2008. 6. 30)

선비가 가난해서 나이가 찬 딸을 뒤늦게 시집보내게 되어 혼인날을 ‘돼지
날[亥日]’로 잡았다. 신랑이 올 날이 사흘 남았을 때, 아가씨가 뒷간에 가는
길에 기르는 개가 꼬리를 치며 다가오자 ‘육갑(六甲)에 개날[戌日]이 없다면
내일이 바로 돼지날일텐데’ 하고 날이 더딘 것을 꾸짖었다. 늙은 여종이 듣
고는 마당에 모이를 쪼는 닭들을 향해 “육갑 가운데 너희 닭날[酉日]이 없다
면 내일이 바로 돼지날일텐데”하고 꾸짖듯 말하자, 뒷간에 앉았던 아가씨는
크게 부끄러워했다.43)

상전인 아가씨의 숨겨진 속셈을 드러내서 웃음거리로 삼는 한편, 육십갑
자에 관한 여종의 지식을 드러내서 대견하게 여기도록 하는 이야기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가씨와 여종 사이의 식견과 행실의 수준을 대등하게 보
여주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여종이 마당의 닭을 보고 즉각 대응하는 순
발력을 통해 아가씨를 일깨워주는 여종의 성숙함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상전을 능가하는 여종의 역량을 통해 여성주의 의식도 갈무리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남녀 종을 막론하고 그들의 존재를 상전인 양반과 대등하게
또는 더 우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양반문화 못지않게 상민문화도 긍정
적으로 인정하는 민중주의적 경향성을 지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설화의 다문화적 성격과 다종교 사회의 이해
설화에 반유교적인 내용이 풍부한 것은 골계전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
니다. 설화는 본디부터 다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경전이나 문헌
의 서술보다 더 자유롭게 생산되고 전승되는 것이 설화인 까닭이다.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생산되는 모든 문예작품들은 일정한 체제나 단일 문화의 가
치에 묶여 있지 않다. 문예작품들은 늘 세상을 앞질러가고 기존 체제를 넘
43) 위의 책⑴, 509－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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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서 새로운 체제의 세상을 창조한다. 이것이 문예작품의 창조적 다의성
이자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적 창조력이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문예작품
일수록 항상 반체제와 변혁을 시도하며 다른 세상을 꿈꾼다.
설화는 예사 문예작품과 달리 그러한 성격이 특히 강하다. 세간에서 공
동작으로 생산되고 자유롭게 구전되는 까닭이다.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매
체의 특성 때문에 누구나 하고 들을 수 있는 문화양식으로서 전승력을 확보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체제나 권력도 창조적 상상력으로 지어져서 전승되
는 설화의 내용을 검열할 수 없으며 그 확산을 막을 수도 없다. 익명으로
소통되는 까닭에 도리어 인간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면효
과’를 발휘하며, 떠도는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며 사실은 자기 속내를 담아
내는 ‘풍문효과’도 발휘한다.44)
풍문은 내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이라는 면책효과가 있으며, 가면은 자신의
정체를 가려주는 숨김효과가 있다. 따라서 설화는 체제의 굴레에서 늘 자유
롭다. 소수문화에 속하는 이들도 주류문화에 자유롭게 저항할 수 있다. “가
면효과는 자기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기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면, 풍문
효과는 떠도는 남의 이야기를 내세워 사실상 자기 이야기를 마음놓고 하는
것이다.”45) 가면은 숨기면서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효과 때문에 모든 규범
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서 과감하고, 풍문은 남의 말에 의지하여 자기 뜻
을 전달하는 역설적 여론효과 때문에 전승과정에서 눈덩이 현상처럼 확대
재생산되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설화는 특정 문화의 단일성에 귀속되는 구
심력보다 오히려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지향하는 원심력이 더 큰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44) 임재해, ｢사이버공동체의 소통양식과 설화 전승양상의 재인식｣, 구비문학연구 제2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6, 26－32쪽에서 설화의 가면효과와 풍문효과에 관해서 자세하게 다
루었다.
45) 위의 글,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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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의 그러한 경향성은 다른 나라 설화집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슬람문
화는 윤리적 통제력이 매우 강하지만 그들의 고전 설화집인 천일야화에
서는 살해와 질투, 불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상당히 반이슬람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성적 욕망을 금기로 여기는 율법이 어느 문화권보다 강
하지만 천일야화에서는 여성들이 서로 애인자랑을 하거나 남성을 유혹
하는 이야기들이 예사다.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을 표방한 그림동화에서도 엽기적이고
잔혹한 내용은 물론 ‘아버지가 딸과 사랑’에 빠지는 근친상간의 내용까지
있다. 그러므로 설화에는 도덕적 금기도 체제의 규범도 어찌할 수 없는 자
유로운 상상력이 발휘되는 까닭에 주류 세계와 다른 세계와 문화에 대한
창조와 동경을 꿈꾸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겠다. 설화의 이러한 일탈적
창조력이야말로 다문화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다.
나는 이러한 설화의 속성을 다문화적 성격으로 읽고자 한다. 유교사회의
설화 또한 다문화적 성격을 마음껏 발휘하여, 유교문화의 규범에 어긋나는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게 마련이다. 골계전에서만 그런 것이 아
니라, 유학자들이 엮은 다른 문헌 설화들에는 물론 반촌마을에서 전승되는
구전설화에도 반유교적인 설화들이 두루 보인다. 유학자들이 하고 듣는 설
화들 가운데 유교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설화들, 다시 말하면 유교문화와
다른 문화를 긍정하는 설화들이 놀라울 만큼 풍부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충격적이자 파격적이다.46)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는 일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상전이 하인의 충고
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종들의 식견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찰의 승
려가 무례한 선비들보다 인품이나 학식이 뛰어나고 선비들도 과거를 앞두고
46) ｢유교문화 속의 설화 수용과 설화에 수용된 유교문화｣, 348－358쪽에서 문헌설화를, 368
－372쪽에서 구전설화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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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을 믿는가 하면, 여성들의 정조도 자신의 성적 결정권에 따라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된다.47)

유학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설화집으로 편
찬까지 하는 것은 유교의 이치를 부정하기 위한 것일까. 선비와 승려를 견
주어 선비를 부정하고 승려를 긍정하는 것은 유교를 배격하고 불교를 끌어
들이려고 한 까닭일까. 만일 그렇다면 다분히 주류문화에 대한 변혁의 시도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유가의 신분에 속할 뿐 아니라, 유교적인
설화도 풍부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해석은 달라진다. 유학자들 스스로 경직
된 유교주의의 한계와 폐단을 인정하고 인간다운 유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불교문화의 장점도 인정하며 타문화의 바람직한 면모를 상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은 유교의 원리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얼굴을 한 유교문화를 지향하며 인간해방의 유교사상을 실현
하고자 하는 뜻이 갈무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48)
설화를 잡성스러운 이야기로 배격한 경직된 유교주의자들을 단일문화에
매몰된 사람들이라 한다면, 유교의 이치와 다른 설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집하여 설화집을 묶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
하는 열린 유학자들이자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융통성 있는 선비들
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선비들이야말로 다문화의 수용을
통해 인간해방의 진정한 유교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이민족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여 창조적인 다문화 사회를 만들
어 가는가 하는 문제의 해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47) 위의 글, 388쪽.
48) 위의 글, 387－393쪽에서의 자세한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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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의 세 양상과 상생적 다문화 사회
다문화는 여러 문화가 한 사회 안에 제각기 존재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다. 여러 문화가 마치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서로 대등하게 소통하고 영향
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야 한다. 어느 문화든 일정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한 단일문화의 장단점이 다문화를 통해서 보완되고 극복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다문화주의의 건강성이자 다문화주의자의 미덕이다.
생태학적으로 말하면 문화종 다양성을 형성하는 것이 건강하다. 종교문화
를 두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한국사회를 흔히 다종교 복합사회라고 한다. 단순히 여러 종교들이 더불
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종교 사회이며, 그것은 단일종교 사회보다 바
람직한 문화인가?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다종교의 관계 양상
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종교를 이단으로 여기며 적대시하는 다종교 사회는 위험
한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바람직한 다종교 사회라 할 수 없다. 종교 분쟁
사회라 해야 마땅하다. 다른 종교를 자기 종교로 대치하려는 정복적 선교활
동은 갈등을 조성하기 마련이다. 다른 종교의 신도가 개종한 사실을 통해
자기 종교의 우월을 입증하는 행태가 그러한 보기이다. 그것은 영혼과 양심
을 훔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 종교들이 서로 상극관계에 있는 까닭에
늘 위험하다.
둘째,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제각기 자기 종교를 유지하는
데 매몰되어 있는 다종교 사회는 종교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여러 종교가 더불어 있다는 사실이 득도 해도 없는 상황이다. 종교 다수
사회로서 다종교 공존관계를 이룬다. 생태학적으로 종교 다양성 상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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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못한 까닭에 공존하되 공영하지 못한다. 제각기 고립되어 존재하는
다종교 사회는 상극관계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불안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셋째, 서로 다른 종교를 의식하고 인정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 종교를
더 건강하게 일구어가려는 다종교 사회는 종교문화가 성장하는 사회이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 자기 종교를 건강하게 가꾸어 가는
종교 공생 사회라 할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 종교 다양성이 살아 있는 진정
한 다종교 사회이다. 여러 종교들이 서로 상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바람직한 종교문화를 이루게 된다.
우리 사회가 다종교 복합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굿 문화의
열린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다른 종교를 이단으로 배척하지 않고 새로운
종교로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 수용했다. 다른 종교문화를 끌어안는 융통성
과 포용성을 지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종교 복합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상생적 다종교 사회를 이루는 데 미흡한 까닭은 새로 들어온 종교들이 차례
로 점령군처럼 군림하면서 이미 있는 종교를 탄압하고 복속시키하려 하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시대에 공인된 불교는 고려조에 무교를 억압한 위에서 국가
종교로 자리잡았고, 조선조에 득세한 유교는 무교와 불교를 좌도로 탄압하
면서 국가 이념으로 군림했으며, 개항기에 전래한 기독교는 무교와 불교는
물론 유교까지 이단으로 배격하면서 사회 주류 종교의 자리를 차지했다.
따라서 외래 종교 우위의 우리 종교문화는 토착 종교 우위의 일본 종교문화
와 퍽 대조적이다.
그 결과 한국 종교사는 무교<불교<유교<기독교의 전개처럼 외래종교 우
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일본종교사는 신토>불교>유교>기독교
의 전개처럼 토착종교 우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49) 그 결과 한국 기독
49) 임재해, ｢굿 문화사 연구의 성찰과 역사적 인식지평의 확대｣,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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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신도는 30%에 이른 반면에 일본은 0.6%에 머문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
사가 바람직한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외래종교들이 새로 들어와서 기존의 종교를 깔아뭉개는 새 종교 우위의
논리 때문에 우리 사회는 민족종교의 정체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진정한 다
종교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외세종교 우위의 틀 속에서 토착종교가
종속적인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토착종교와 외래
종교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해야 상생적인 다종교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다문화 또는 다민족 문화의 이치도 이와 같다. 외래문화와 자문화의 관
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늘 외래문화를 선진문화로 받아들이면 일본 종교사
와 반대 구조를 이루는 한국 종교사의 모습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른바
자문화 폄하의 ‘종속적 다문화’ 사회, 또는 외래문화 우위의 ‘사대적 다문화’
사회를 이루게 마련이다. 따라서 타문화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자문화의 정
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주체적 다문화
사회가 기대되는 방향이다. 그러므로 다문화라고 하여 모두 같은 구조의
문화라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 문화가 함께 있되, 자문화와 어떤 관계
를 이루며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문화 갈등이 민족 갈등으로 확대되는 상극적 다문화 사회와, 여러 민족과
문화들이 제각기 다른 영역을 이루며 고립되어 있는 독립적 다문화 사회,
그리고 여러 민족이 한민족처럼, 그리고 여러 문화들이 마치 한 문화처럼
유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생적 다문화 사회가 있다.
상극적 다문화 사회는 단일문화 사회보다 위험하며 불안한 사회이다. 다
른 종교에 대한 불신이나 민족적 갈등이 심화되면 폭력적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독립적 다문화 사회는 사실상 단일문화 사회나 마찬가지여서 다문화
학회, 2006, 95－104쪽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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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문화에 대한 불만과 잠재적 갈등이 상극적으
로 진행되면 불안한 문화로 가게 된다. 이와 달리 이문화의 수용과 협력을
통해 상생적으로 발전하면 안정된 문화로 갈 수도 있다. 상생적 다문화 사
회야말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서 문화적 창조력을 생산적으로 발휘하며
인간다운 삶의 문화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다문화 사회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타문화와 상생관계를 이
루는 주체적이고 상생적인 다문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순조롭게 상생적 다문화 사회로 가자면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경, 이해
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타문화를 지나치게 존중하고 일방적으로 숭배하
게 되면 우리 종교문화의 현실처럼 외래문화가 우세한 종속적인 다문화 사
회를 이루게 된다. 과거 중국문화에 대해서 그랬던 것과 같이, 지금 서구문
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전통문화는 상대적으로 폄
시되면서 서구문화 중심의 사대적인 다문화로 가고 있다.
그런 한편, 제3세계 문화는 거꾸로 하찮게 여겨서 배격하는 동시에 그들
의 문화에 대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타문화 가운데도
소수자 문화이자 약자 문화이며 국제사회에서 주변부 문화에 해당되는 제3
세계문화를 대등하게 보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 문제이다. 서구 중심의 사대
적이고 종속적인 다문화에서 자문화 중심의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다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혼입한 외국여성을
학대하는 것이 그러한 폐단이다. 그리고 한류를 다문화 논리나 문화교류
차원이 아니라, 순전히 장터 논리로 상업적 전략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공급
하려는 것도 같은 경향의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제3세계에 대한 문화 차별이 민족 차별로 이어져서 민족갈등까지 조성하
는 역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문제이다. 따라서 수용 중심의
종속적 다문화 못지 않게 공급 중심의 지배적 다문화도 문제를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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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해야 한다. 적어도 바람직한 다문화는 자문화를 중심으로 여러 다문화
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열린 시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융통성 있게 수용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가장 일차적으로 모든 문화는 불완전하다는 인식과 서로 의존
적일 때 상생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문화생태학적 인식이 긴요하다. 어느
문화든 완벽한 문화는 없는 것처럼 어느 문화든 문제만 있는 문화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문화를 추종하는 반면에 제3세계문화를 폄시했다. 따라
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려면 그 동안 무조건 본받으려 했던 서구문화의 한계
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하찮은 문화로 차별했던 제3세계 문화의
장점을 포착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문화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항상 다른 문화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
다. 그러한 관심은 ‘성찰’과 ‘설렘’에서부터 비롯된다. 자문화의 한계에 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타문화에 대한 동경과 새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음
이 설레야 한다. 설레는 마음 없이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조롭
게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면 마음 속에
서 공감의 ‘울림’이 일어난다. 일방적인 울림은 종속적인 수용에 머물러서
진정한 상생에 이르지 못한다. 두 문화의 ‘울림’이 함께 일어나 서로 어울려
야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한 자문화의 울림과 더불어 자문화에 대한 타문화
의 울림이 서로 공명(共鳴)해야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실현된다.
그러자면 타문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자문화에 대한 설렘으로 다가와야
한다. 두 문화가 설렘으로 만나서 공감하는 가운데 ‘울림’과 ‘울림’이 서로
공명할 때 비로소 ‘어울림’의 경지에 이른다. 상생의 다문화 사회는 문화적
울림들이 서로 공명하며 조화롭게 어울림을 이루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
회이다. 문화와 문화가 어울림을 이룰 때 마침내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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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은 서로 상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독불장군은 어
울림과 거리가 멀다. 한쪽만 변해도 어울리기 어렵다. 서로 더불어 조화롭
게 변해야 상생할 수 있다. 그러자면 스스로 변화하는 융통성을 먼저 발휘
해야 한다. 그래야 타문화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자기는 변하지 않은
채 상대만 변하기를 기대해서는 어울림을 이룰 수 없다. 타문화를 우상숭배
라 하여 배격하면서 울림을 기대하기 어렵다. 울림이 없는데 어울림이 조성
될 수 없다.
자문화를 지키기 위해 상대문화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면 상생은
커녕 상극관계에 이르게 된다. 십자가를 넘어뜨리거나 단군상의 목을 베면
서 두 문화가 어울리기를 기대할 수 없다. 상극적 다문화는 서로 불행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하여 타문화에 대한 설렘과 울림을 위해 자문화의 정체
성를 부정할 일은 아니다. 타문화의 논리로 자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종속적인 상황에 빠진다. 외래문화를 일방적으로 동경한 나머지 자문화를
하찮게 여기면 결코 어울림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자문화에 튼실하게 뿌
리를 내린 위에서 타문화에 관한 열린 수용이 기대되는 방향이다.
자문화의 뿌리가 뽑힌 채 다른 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다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자문화의 중심성 위에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민족적 정체성도 확보
하고 국제사회도 문화 다양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문화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다문화 사회는 국가나 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잃게 만들 뿐 아니
라, 지구촌 전체로 보면 결국 국제적 다문화 세계가 부정되고 국제적 문화
다양성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다문화의 세계를 이루려면 각 나라마다 자문화의 정
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자문화의 정체성들이 다양하게
어울릴 때 비로소 다문화가 성립되는 까닭에 자문화의 정체성 없는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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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상 성립될 수 없으며, 비록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알맹이 없는 껍데
기 다문화에 머무르게 된다. 질적 다문화는 제각기 자문화의 정체성을 수준
높게 유지하며 상생적으로 어울렸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할수록 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타문화에 대한 설렘의 동경과 울림의 공명은 이차적이라는 사
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문화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면, 다른 문
화권의 사람들이 자문화에 대한 설렘의 기대도 없고 울림의 공감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정체성 없는 자문화는 상생적 어울
림의 다문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가 아무리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자문화의 정체성이 증발된
상황이라면, 그것은 타문화 사회에 종속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
다. 다문화 사회를 곧 타문화 사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심문화와 주변부 문화, 주류문화와 소수자 문화, 남성문화와 여성
문화 등 남녀, 신분, 계층, 지역 등의 다문화와 달리, 민족과 민족 사이의
다문화 사회는 다문화주의보다 문화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자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까닭
이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자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치인과 경영인들은 너도나도 ‘글로벌 스텐더
드’를 읊조린다. 시장경제를 시작으로 정치와 행정 체계까지 세계적 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자본들은 한결같이 단일 경제체제와
단일 사회체제를 이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이자 국제적 표준이 문제되는 사회일수록 문화는 세
계적 표준을 지향할 수 없다. 문화는 표준화되는 순간 망하는 까닭에, 문화
다양성이 더 존중되고 다문화 사회가 가치 있게 추구된다. 그러므로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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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문제되는 사회일수록 자문화의 정체성과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건강
하고 융통성 있게 지켜나가는 일이 소중하다. 그것이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서거정은 골계전 편찬을 통해서 그러한 보기를 제시했다. 서거정은 유
교문화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교문화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지키
고 바람직하게 창조하기 위하여 다른 문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유교문화의
이치가 표준화되고 유교 경전이 정전화(正典化 )되는 순간 유교문화의 본
디 이치와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된다고 여긴 까닭에, 유교주의자들의 지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거나 좌도로 간주하여 핍박
하는 주변부 문화들, 곧 불교문화와 상민문화, 여성문화를 긍정하는 설화들
을 적극 끌어들인 것이다.
따라서 유교 근본주의의 폐단을 막고 인간의 얼굴을 한 인간해방의 유교
문화를 창조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오히려 반유교적인 설화들을 다양하게
모아 엮은 것이 골계전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서거정은 유학자로서
주류문화를 누리되, 주변부 문화이자 소수자 문화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여
러 문화를 함께 인정하고 그 가치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조선조 유교문화시
대의 진정한 다문화주의자라 해도 좋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다
원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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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Multicultural Society
Creation with Folktales of Golgyejeon

Lim, Jae－Hae(Andong National University)

Four phenomena are driving our society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international globalization, nomadism trend, influx of migrant workers, and
mingling of women from foreign countries. While multicultural society is being
promoted in diverse ways, cultural conflicts are being created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about multiculturalism.
However, traditional tales had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even in traditional
society because the folktales were composed of diverse imaginary and
creative cultures. Confucian scholars with multicultural perspective paid
attention to peripheral and minority cultures through folktales instead of
devoting to Confucianism based on scriptures. They were not concerned by
criticism and condemnation of their colleagues, and therefore published
folktales and even farcical tales. The most representative folktales is

Taepyeonghanhwa golgyejeon written by Seo Geo－jeong.
Golgyejeon is a collection of anti－Confucian folktales that conflict with
Confucian culture and such folktale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criticizing
the virtues of Confucianism, recognizing and approving Buddhism culture,
pursuing feminism by refusing patriarchy, and affirming the ability of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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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re considered to be inferior to nobilities. The collection induces
laughter by turning over the Confucian culture using other cultures, and such
reversals are separated into 1) a moral reversal that overturns the values of
Confucianism as a whole, 2) a religious reversal that overturns Confucianism
by Buddhism, 3) a feministic reversal that overturns patriarchy, and 4) a social
class reversal that overturns the class structure. Therefore, multicultural
perspectives of scholars who communicated with anti－Confucian cultures
must be accepted by observing such farcical tales.
Multicultural society is divided into conservative multiculturalism that insists
on the assimilation into the majority and liberal multiculturalism that seeks to
integrate different cultural groups into the mainstream cultur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cultures is explained as conflicting relationship, coexisting
relationship, and win－win relationship.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healthy
multicultural society, various cultures must have win－win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under liberal multiculturalism. Identity of the mainstream culture
must first be secured. Then the values of other cultures should be recognized
equally and all cultures must be able to communicate and interchange with
one another. Truly multicultural society can only be realized when all cultures
can sympathize with 1other cultures and such sympathy creates harmony.
Seo Geo－jeong provided such argument through the compilation of

Golgyejeon. In order to protect and create healthy and clean identities of
Confucianism, he gathered together the cultures of Buddhism, Feminism, and
the Folkism and gave them a win－win relationship. Seo Geo－jeong, a
Confucian scholar, was a true multiculturalist who wished for the protection
of the mainstream culture and also for harmonious interaction between the
mainstream and minority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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