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과 문학교육적 가치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 뺷朝鮮童話大集(1926)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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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의 목적은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과 문학교육적 가치를 살피는 것이었다.
분석 자료는 심의린이 1926년 발행한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인 뺷朝鮮童話大集뺸에 나
타난 8편의 설화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첫째,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을 소외의 원인, 소외의 양상, 소외의
결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뺷조선동화대집뺸에 나타나는 소외의 주된 원인은 정신
적 요인이었다. 이야기 편수가 많을 뿐 아니라, 결말에서도 소외가 계속되기 때문이
었다.
소외의 양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었고, 세계에도 부정적이었다. 이야기의 등장인
물들은 주로 정신적 요인으로 인하여 세상과 화합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인한 소
외의 양상 역시,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소외의 결과는 6편의 이야기가 소외 심화의 결말을, 2편의 이야기가 소외 극복의
결말을 맺고 있었다.
둘째, 설화의 소외를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다룰 때,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보았다. 소외 심화의 이야기는 ‘자폐적 지식의 우회적 비판’이라는 가치
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외 극복의 이야기는 ‘재능과 적극성의 긍정적 인정’이
라는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외 심화와 소외 극복의 이야기들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가치는, ‘소통을 통한 소외의 극복’이었다.
주요어：소외, 문학교육, 자폐적 지식, 재능과 적극성,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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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머리에
사람은 누구나 양적으로 다수에 속하고, 질적으로 정상에 속하고 싶어한
다. 옳고 그름의 판단 이전에, 소수나 비정상에 속하면 불안해한다. 물론 다
수·정상이 선하고, 소수·비정상이 악하다는 판단은 섣불리 내릴 수 없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소수와 비정상은 다수와 정상에 비해 힘의 열세에
놓인다. 소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한 개인이
다수에 속하지 못하고 극단적 소수에 속할 경우, 그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거
나 거리가 있는 상태인 소외(疎外, Entfremdung)를 겪게 된다.
소외된 개인은 단절, 무력, 무의미, 무규범, 고립, 격리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건강한 삶과 사회를 위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
한 소외는 개인이든 사회든 원치 않지만, 항상 나타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 즉, 소외는 좋건 싫건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다(정문길, 198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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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통합을 위해서는 거리감을
없애는 것이 필요한데, 거리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교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 교감을 위한 방법으로 ‘설화’를 들 수 있다. 설화는
인간 내면 문제에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김옥
순·주옥 옮김, 2004: 16), 민중적·민족적 문학이기에(장덕순 외, 1995: 7~9)
정서와 세계관의 공유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나와 너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때 설화는 대화적인 특징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즉, 설화는 개인
이나 사회적 계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고, 자기성찰을 수행하면서도
이중화된 자아와 대화를 하는 셈이 된다(구인환 외, 2008: 3).
또한 설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설
화 속의 소외 양상을 통해, 당대 현실의 소외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소외의 개념은, 자기 동일성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론적 소외론, 사회 현상론
적 소외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신오현, 1984: 52~59). 인간 존재론적
소외론이든 사회 현상론적 소외론이든,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504~505). 본고에서
는 이를 참고하여, 소외를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
리가 있는 상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2006: 394)로 규정하기로 한다.
설화에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 바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 숙맥, 무식
자, 천치, 완고한 사람 등등 사회 구성원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
한다. 이런 인물은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
는 소수·비정상의 상태이므로, 소외된 군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설화에
나타난 이러한 소외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이다.
설화는 서사(敍事)이므로, 학습자는 서사 학습을 통해 설화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서사 학습의 중심축은 국어교육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는 국어교육의 현장, 특히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설화를 다룰 때, 교재 구성의 관점, 수업 현장의 관점,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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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상 관점에서 설화를 살필 수 있다.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제재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왜 그 제재를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다루는가 하는 중요성, 가치, 의미에 관한 설정이다. 따라서 설화의 소외를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다룰 때에도, 소외가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접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본고의 두 번째
목적이다.
요약하자면, 본고에서는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형상을 살펴보고, 그 소외
의 모습이 어떤 문학교육적 가치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1) 이를 위한 분
석 자료는 심의린이 1926년 발행한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인 뺷朝鮮童話大集뺸
에 나타난 몇 편의 설화로 삼고자 한다. 본고에서 뺷朝鮮童話大集뺸을 분석
자료로 삼은 이유는, 우리말 최초 설화 기록에서 소외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다는 것과, 이 소외 양상이 후대 소외 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을 원인, 양상, 결과를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소외의 모습이 문학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20년대 설화집에 나타
난 소외의 형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소외의 형상이 문학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소외의 모습
뺷조선동화대집뺸에 실린 약 8편의 이야기에서 소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8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이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1) 물론 ‘소외’ 자체가 어떤 문학교육적 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 ‘소외’가 나타난 설화를 교수-학
습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를 ‘소외의 문학교육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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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인 소외의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어떤 인물이 무엇 때문에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는지[소외의 원인], 통합되
지 못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한지[소외의 양상], 통합되지 못한 결말이
어떠한지[소외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우선 대상 이야기의 줄
거리를 간단히 제시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6. 당나귀 알>2)
어느 향촌(鄕村)에 정직하지만 무식한 농부가 있었다. 하루는 부인이 백목
(白木) 한 필을 주며, 장에 가서 팔고 무엇이든 사 오라고 한다. 장으로 간 농부
는 수박을 당나귀 알이라고 하는 말을 곧이듣고, 삼십 전에 사온다. 농부는
아내에게 수박을 주며 아랫목에 이불로 덮어두면, 삼칠일 만에 당나귀가 나온
다고 한다. 삼칠일이 되어 보니, 수박이 썩었으므로 농부는 뒷동산에 버린다.
마침 그곳에 있던 당나귀 새끼가 놀라 달아난다. 농부는 알에서 당나귀가 나온
줄 알고 쫓아가서 잡아온다. 진짜 당나귀 임자는 자기 당나귀를 이리저리 찾아
다니다가, 농부 집에 자기 당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달라고 한다. 농부는 당나
귀 알에서 나온 자기 당나귀라고 하여, 당나귀 임자는 동네 사람을 불러서 간
신히 찾아간다.
<7. 바보 사위>3)
어느 늙은이 내외가 무남독녀의 배필로 바보 사위를 얻었다. 한 집에 사는
데, 바보 사위는 장인과 장모가 시킨 일을 한번도 바로 한 적이 없었다. 하루는
장인이 사위를 불러서 뚝배기와 갓을 사오라고 시킨다. 걱정이 된 부인은 바보
남편에게, 뚝배기는 물을 부어보고 새지 않는 것을 사고, 갓은 써 보고 머리에
맞는 것을 사오라고 한다. 가게에 간 사위는 뚝배기를 써보다가 깨어 값을 물
어주고, 갓에 물어 부어 따귀를 맞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은 화가 나서
사위를 내쫓는다.
<29. 반쪽 사람>4)
옛날에 다리만 둘이고 머리, 몸통은 다른 사람보다 반이 적은 반쪽이라는
2) 심의린 著·신원기 譯解, 뺷朝鮮童話大集뺸, 보고사, 2009, 96~99쪽.
3) 위의 책, 100~102쪽.
4) 위의 책, 202~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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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반쪽이를 불쌍히 여기지만, 부친과 형은 병신이라고
싫어한다. 반쪽이가 십여 세가 되니, 힘이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세어, 토끼를
잡다가 바위를 차서 동네 인가(人家)를 부순다. 이에 화가 난 형이 반쪽이를
뒷동산 소나무에 감아 놓자, 반쪽이는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내려온다. 반쪽이는 나이가 이십이 되자, 건너 마을 사는 부잣집 딸하
고 혼인을 하겠다고 한다. 어머니가 만류하자, 반쪽이는 밤에 색시를 냉큼 업
어 올 것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형을 부잣집에 보내어, 반쪽이가
딸을 업어 갈 것이니, 단속을 잘하라고 한다. 부잣집 식구와 하인들은 색시를
지키느라 며칠이나 밤잠을 설친다. 피곤에 지쳐 식구와 하인들이 모두 잠든
날 밤에, 반쪽이는 식구와 하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어 놓고, 딸을 이불
에 말아 둘러메고 나온다. 반쪽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색시를 내려놓고, 재주를
한번 넘더니 잘 생긴 남자가 된다. 모친과 형은 기뻐하고, 색시도 기뻐하며
반쪽이와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5)
목서방(木書房)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자가 아니면 말을 하지 못했
다. 장인 집에 묵게 된 어느 날, 호랑이가 장인을 물어 갔다. 목서방은 문자를
써서 장인을 구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이 말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장인은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았다. 그 집 식구가 이것을 알고 관청에 고소했는데,
목서방은 볼기를 맞으면서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문자를 썼다. 심지어 몇 달
동안 옥살이 후에 풀려나면서도, ‘更不用文字(갱불용문자)하리이다.[다시는 문
자를 아니 쓰리이다]’로 말했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경우를 보여주는 이야기.
<45. 오리 먹고 알 먹어>6)
옛날에 숙맥인 어떤 군수가 오리를 많이 길렀는데, 셀 때 모두 몇 마리인지
를 헤아리지 않고 한 쌍씩 짝만 맞추어 수를 헤아렸다. 하루는 하인이 오리
한 마리를 훔쳐서 삶아 먹었다. 군수는 쌍을 맞추어 세다가 쌍이 틀리니까,
하인을 때리며 오리를 잡아먹지 않았냐고 나무랐다. 하인은 다시 오리 한 마리
삶아 먹고, 군수에게 다시 세어보라고 했다. 군수는 쌍이 맞는 것을 알고는,
하인에게 사과하며 오리알 열 개를 주었다.

5) 위의 책, 270~271쪽.
6) 위의 책,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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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떡보의 성공>7)
옛날에 중국에서 재주를 비교하러 사신을 조선으로 보냈다. 조선에서 보낼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질도 둔하고 글도 모르는 뱃사공 떡보가,
죽기 전에 떡이나 실컷 먹어보자고 자원을 한다. 압록강에서 떡보를 만난 중국
사신은 떡보에게 손가락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어 보이자, 떡보는 네모를 만들
어 보인다. 다시 사신이 손가락 세 개를 보이자, 떡보는 다섯 개를 보인다.
이번에는 사신이 수염을 쓰다듬자, 떡보는 배를 문질러 보인다. 그러자 중국
사신은 조선의 뱃사공까지 이렇게 유식하니, 조선 사람과 재주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며 중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조선의 대관이 곡절을 묻자, 중국 사신
은 자신이 손가락으로 하늘은 둥글다고 하니 떡보가 땅은 모가 졌다고 했고,
삼강을 아느냐고 하니 오륜까지 안다고 했으며, 자신이 수염을 쓰다듬어 염제
신농씨(炎帝神農氏)를 아느냐고 하니, 떡보는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까지 안
다고 배를 만졌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떡보에게 대답한 의미를 물어 보았다.
떡보는 중국 사신이 둥근 떡을 먹었다 하기에, 자신은 네모난 떡을 먹었다고
했으며, 세 개를 먹었다 하기에 다섯 개를 먹었다고 했으며, 맛이 좋다고 하기
에 배가 부르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습고도 운수가 좋은 떡보 이야기.
<60. 천치(天痴) 신랑>8)
산촌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로 장가를 가서, 처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그것이 장김치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장김치가 마루 탁자 가운데층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잠든 밤에 김치 항아리를 찾는다. 김치를 떠 먹을 그릇이 없어
서 한 움큼 쥐고 꺼내려 하였으나, 주먹이 구멍에 걸려 뺄 수가 없다. 마침
대머리 장인이 더워 문지방을 베고 자고 있었는데, 바보 신랑은 장인 머리가
목침인 줄 알고 김치 항아리를 매다 치게 된다. 항아리가 깨어지고, 장인 이마
도 깨어지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미신을 좋아하는 주인 마누라는 고사를
지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내일 고사를 지내자고 한다. 신랑은 자
다가 일어난 것처럼 하여 모른 체 한다.
<65. 완고(頑固) 학자(學者)님>9)
어떤 시골에 글만 알고 세상 물정 모르는 학자가 있었다. 그때 경인선(京仁

7) 위의 책, 307~311쪽.
8) 위의 책, 318~320쪽.
9) 위의 책, 334~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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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 철도가 개통되었는데, 신기하게 여겨 구경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 시골의
한 사람이 기차를 타 보고, 이 학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학자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곧이듣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학자와 다투는 판
에 그 학자의 친구가 왔다. 두 사람의 다툼을 듣고, 친구는 내일 함께 기차를
보러 가자고 한다. 기차를 본 학자는, 요귀라고 하면서 귀신 쫓는 진언(眞言)을
외운다. 그때 갑자기 기차가 김을 토하며 큰 소리를 내자, 학자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두 사람은 학자가 도깨비한테 홀렸다면서 데리고 간다
는 이야기.

2.1 소외의 원인
여기에서는 설화에 나타난 등장인물이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에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설화 향유층들이 인간
의 어떤 요소를 소외의 원인으로 치부했는지 살피면, 소외의 모습을 파악하
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당나귀 알>에서 농부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타인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너무 아는 것이 없기에 수박을 당나귀 알인 줄 알고 사게 되며, 썩은
당나귀 알에서 당나귀가 태어난 줄로 알게 된다. 당나귀 주인은 농부와는
말이 통하지 않자, 동리 사람들을 불러서 경우를 판단하여 들려 준 후에, 자
기 당나귀를 찾아 가게 된다. 농부가 동리 사람들과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
가 있는 상태의 원인은 너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7. 바보 사위>에서 늙은이 내외는 무남독녀의 배필로 바보 중에 바보를
얻게 된다. 사위는 장인 장모가 시킨 일을 한번도 바로 한 적이 없으며, 하는
일마다 못난 짓을 한다. 그래서 내쫓길 지경에 처하게 된다. 사위가 장인
장모와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의 원인은 자신이 바보이기 때
문이다.
<29. 반쪽 사람>에서 반쪽이는 머리며 몸통이 다른 사람보다 반을 적게
가져, 부친과 형에게 부당한 대접을 당한다.10) 자라면서 기운이 보통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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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갑절이 되지만, 이 역시 동네 사람들에게 위태함과 근심으로 간주된다.
반쪽이가 주변인들과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의 원인은 생김새
와 기운이다.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에서 소외 인물 목서방(木書房)은 문자가
아니면 말을 못해서 배냇병신 취급을 받는다. 문자로만 말을 해서, 장인은
호랑이 밥이 되고, 자신은 옥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끝내 문자 쓰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목서방이 세상 사람들과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
태의 원인은 문자로만 말을 하기 때문이다.
<45. 오리 먹고 알 먹어>에서 군수는 숙맥이어서 오리를 쌍으로만 헤아린
다. 몇 마리인지는 모르고, 단지 한 쌍씩 짝이 맞으면 된다. 군수는 숙맥으로
인해 하인들과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57. 떡보의 성공>에서 떡보는 성질이 둔하고, 글도 모르고, 소원이 떡을
실컷 먹는 것이고, 용모가 추하고, 눈조차 하나가 먼 인물이다. 떡보는 압록
강에서 뱃사공을 하여 살아간다. 압록강은 세상과 동떨어진 국경 지역이다.
이로 본다면, 떡보는 세상과 떨어져 세계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세상과의 거리감이 아주 심한 경우이다. 즉, 떡보는 정신적 결함과 육체적
결함 때문에 세상과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60. 천치(天痴) 신랑>에서 신랑은 산골에서 자란 천치여서 장김치를 모
르고, 장김치 때문에 장인의 이마를 다치게 한다. 신랑이 처가 식구들과 통합
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의 원인은, 자신이 천치이기 때문이다.
<65. 완고(頑固) 학자(學者)님>에서 학자는 한문에 대하여는 모르는 것이
없으나, 세상 일에 대하여는 대단히 어두운 인물이다. 한문을 많이 안다는
것은 인지적 영역의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학자님의 지식은
세상 일을 밝게 아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반쪽이’ 이야기는 뺷한국구비문학대계뺸에 4편, 임석재의 뺷한국구전설화뺸에 7편 등 모두 11
편이 전하고 있다. 성정희, 뺷설화를 활용한 소아기 우울증 아동의 문학치료 사례 연구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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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인정하지 않고, 기차를 보고 요귀라고 여겨 귀신 쫓는 진언을 외우는
우스운 행위를 한다. 학자가 세상 사람들과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의 원인은, 세상 일에 대하여 대단히 어둡기 때문이다.
이상 8편의 이야기에 나타난 소외의 원인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목

소외
인물

소외의 원인

<6. 당나귀 알>

농부 너무 아는 것이 없음. [정신]

<7. 바보 사위>

사위 아주 바보임. [정신]

<29. 반쪽 사람>

둘째
팔 하나, 머리와 몸통이 반쪽. [육체]
아들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 사위 문자가 아니면 말을 못함. [정신]
<45. 오리 먹고 알 먹어>

군수 숙맥. [정신]

<57. 떡보의 성공>

성질이 둔하고, 글을 배우지 못하고,
떡보 떡밖에 알지 못하고, 용모가 추하고,
눈이 하나 멂. [정신+육체]

<60. 천치(天痴) 신랑>

신랑 천치. [정신]

<65. 완고(頑固) 학자(學者)님> 학자 세상 일에 대단히 어두움. [정신]

일반적으로 소외는 개인과 사회의 악순환 때문에 나타나는데, 개인이 원
하지 않는 조건에서 개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개인들의 행위의 합이 개인
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든다고 한다(이홍균, 2004: 40~41). 즉, 소외는 개인
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8편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소외
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 치중되어 나타난다. 소외 인물 개인의 문제가 해결
되면, 소외가 해결되는 양상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소외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신적 요인과 육체적 요인으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너무 아는 것이 없는 것, 바보, 숙맥, 성질이 둔함,
천치, 세상 일에 어두움 등은 정신적 요인으로 인하여 세상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이다. 그리고 반쪽이의 경우는 신체적 결함 또는 특이성 때문에 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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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어렵지만, 결말에서는 소외를 극복하여 통합을 이루게 된다. 떡보도
육체적 요인의 결함이 있지만, 소외를 극복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뺷조선동화대집뺸에 나타나는 소외의 주된 원인은 정신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편수가 많을 뿐 아니라, 결말에서도 소외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소외는 정신적 요소로도 나타날 수 있고 육체적 요소로
도 나타날 수 있는데, 뺷조선동화대집뺸에서는 주로 정신적 요인에 의한 소외
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소외의 양상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8편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소외의 원인으로 인하
여 소외의 양상이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소외의 양상이 어떤 가
를 작품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그리고 각 작품의 소외 양상을 살핀 후에,
8편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소외의 양상을 자아와 세계를 중심으로 구분해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외의 전개 양상을 자신에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가 하는 관점과, 사회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관점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소외는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소외의 양상이 개인 또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개인은 자아로, 사회는 세계로 보아도 무방하다.
<6. 당나귀 알>에서 너무 아는 것이 없는 농부는 수박을 당나귀 알이라고
여겨 사게 된다. 수박을 아랫목에 덮어두지만, 당나귀는 나오지 않고 수박은
썩게 된다. 농부가 썩은 수박을 뒷동산에 버리자, 마침 그곳에 있던 당나귀
새끼가 놀라 달아난다. 그러자 농부는 알에서 당나귀가 나온 줄 알고 쫓아가
서 잡아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속임을 당하고, 농부의 행위는 세상과
거리감을 더하게 만든다. 농부의 소외 양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고, 세계에
게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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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보 사위>에서 부인은 바보 사위에게, 뚝배기는 물을 부어보고 새지
않는 것을 사고, 갓은 써 보고 머리에 맞는 것을 사오라고 한다. 그런데 바보
사위는 이를 거꾸로 알아들어, 뚝배기 가게에 가서 머리에 쓰다가 뚝배기를
깨고, 갓 가게에 가서 물을 들어붓는다. 이 과정에서 사위는 망신을 당하고,
사위의 행위는 세상과 거리감을 더하게 만든다. 바보 사위의 소외 양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고, 세계에게 부정적이다.
<29. 반쪽 사람>에서 부친과 형은 반쪽이를 병신이라고 싫어한다. 또한
힘센 반쪽이의 장난을 동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근심한다. 반쪽이는 나이
가 이십이 되자, 건너 마을 사는 부잣집 딸하고 혼인을 하겠다고 하지만, 모
친이 기막힌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이에 반쪽이는 밤에 색시를 냉큼 업어
올 것이라고 한다. 모친은 깜짝 놀라 형을 부잣집에 보내어, 반쪽이가 딸을
업어 갈 것이니, 단속을 잘하라고 한다. 부잣집 식구와 하인들은 색시를 지키
느라 며칠이나 밤잠을 설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쪽이는 박해를 당하고,
반쪽이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반쪽이의 소외 양
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고, 세계에게 부정적이다.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에서 목서방(木書房)은, 호랑이가 장인을
물고 갔는데도 문자를 써서, 아무도 이 말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장인을
죽게 한다. 그 집 식구가 이것을 알고 관청에 고소했는데, 목서방은 볼기를
맞으면서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문자를 썼다. 이 과정에서 목서방은 감옥살
이를 하고, 목서방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목서방의 소
외 양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고, 세계에게 부정적이다.
<45. 오리 먹고 알 먹어>에서 숙맥인 군수는, 오리를 셀 때 모두 몇 마리인
지를 헤아리지 않고, 한 쌍씩 짝만 맞추어 수를 헤아렸다. 하루는 하인이
오리 한 마리를 훔쳐서 삶아 먹었다. 군수는 쌍을 맞추어 세다가 쌍이 틀리니
까, 하인을 때리며 오리를 잡아먹지 않았냐고 나무랐다. 하인이 다시 오리
한 마리를 삶아 먹고, 군수에게 다시 세어보라고 하자, 군수는 쌍이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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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과정에서 군수는 오리를 두 마리 잃게 되고, 숙맥 같은 군수의 모습
은 더 확실하게 알려진다. 군수의 소외 양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고, 세계에
게 부정적이다.
<57. 떡보의 성공>에서 성질도 둔하고 글도 모르는 뱃사공 떡보는, 죽기
전에 떡이나 실컷 먹어보자고 중국 사신과의 재주 대결에 자원한다. 압록강에
서 중국 사신을 만난 떡보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사신과의 재주 대결에서
이기게 된다. 떡보의 소외 양상은 자아에게 긍정적이고, 세계에게 긍정적이다.
<60. 천치(天痴) 신랑>에서, 산촌에서 자라 서울로 장가를 간 천치 신랑은
장김치가 무엇인지 모른다.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장김치라는 것을 안 신랑은,
밤에 장김치 항아리를 찾는다. 그리고는 장김치를 한 움큼 쥐고 꺼내려 하였
으나, 주먹이 구멍에 걸려 뺄 수가 없다. 마침 대머리 장인이 문지방을 베고
자고 있었는데, 바보 신랑은 장인 머리가 목침인 줄 알고 김치 항아리를 내리
친다. 이 과정에서 신랑은 소동을 일으키고, 자신은 그 소동을 모르는 체
한다. 신랑의 소외 양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고, 세계에게 부정적이다.
<65. 완고(頑固) 학자(學者)님>에서, 학자는 글만 알고 세상 물정을 모르
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 보고 이 학자에게 이야기
를 하니, 학자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곧이듣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기차를 보러 갔는데, 기차를 본 학자는 요귀라고 하면서 귀신 쫓는 진언(眞
言)을 외운다. 이 과정에서 학자는 기차를 귀신으로 알고, 학자의 행위는 세
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학자의 소외 양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고,
세계에게 부정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소외의 양상은 주인공이 사회와 통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이 사회와 통합된 다수·정상의 모습이 아니라,
통합되지 못하고 조롱의 대상이 된 소수·비정상의 모습이다. 즉, 수박을 당
나귀 알이라고 여기는 것, 뚝배기를 깨뜨리고 갓에 물을 붓는 것, 부친과 형
에게 박해를 받는 것, 볼기를 맞으면서도 문자를 쓰는 것, 오리가 없어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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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 떡을 먹으려고 목숨을 거는 것, 장김치가 무엇인지 몰라 소동을
일으키는 것, 기차를 요괴로 보는 것 등등의 상황은, 세상과 통합하지 못하는
소외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셈이 된다.
8편의 이야기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목

소외
인물

소외의 양상

<6. 당나귀 알>

수박을 당나귀 알이라 여겨 사다.
농부 버린 수박에 놀란 당나귀를, 알에서 나온 당나
귀로 알다. [자아 -, 세계-]

<7. 바보 사위>

사위

<29. 반쪽 사람>

부친과 형이 박해하다.
힘센 반쪽이의 장난을 동네 사람들이 근심하다.
형이 나무에 묶다.
둘째
장가를 보내달라고 하자, 모친이 기막힌 말을
아들
하지 말라고 하다.
딸을 지키는 부잣집 식솔과 하인들을 골탕먹
이다. [자아 -, 세계-]

뚝배기 가게에 가서 뚝배기를 깨다.
갓 가게에 가서 물을 들이붓다. [자아 -, 세계-]

호랑이가 장인을 물고 갔는데도, 문자를 써서
장인을 죽게 함.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 사위 볼기를 맞으면서도 문자를 씀.
부인이 음식을 옥중에 넣어줄 때에도 문자를
씀. [자아 -, 세계-]

<45. 오리 먹고 알 먹어>

오리를 쌍으로만 세어 확인하다.
하인이 오리를 한 마리 삶아 먹었을 때에는
군수
알지만, 두 마리 삶아 먹었을 때에는 모름.
[자아 -, 세계-]

<57. 떡보의 성공>

뱃사공으로 살아가다.
떡보 떡을 실컷 먹으려고 중국 사신과의 재주 대결
에 자원해서 재주를 겨루다. [자아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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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천치(天痴) 신랑>

장김치가 무엇인지 모르다.
밤에 장김치 항아리에 손을 넣어 빠지지 않자,
신랑
장인 머리를 목침으로 알고 내리치다.
[자아 -, 세계-]

기차 이야기를 믿지 않다.
<65. 완고(頑固) 학자(學者)님> 학자 기차를 직접 보고 요괴로 알고 진언을 외우다.
[자아 -, 세계-]

소외의 양상은 대체로 자아에게 부정적이었고, 세계에도 부정적이었다.11)
이는 소외의 원인이 소외의 양상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
의 등장인물들은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
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 신체적 요인도 있었지만, 주로 정신적 요인으로 인하
여 세상과 화합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인한 소외의 양상 역시,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
고 있었다.

2.3 소외의 결과
소외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는 소외 인물의 소외가 극복되었는가, 더 심화
되었는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이야기의 서두에서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
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였는데, 결말 부분에서 그 거리감이 짧아졌는지, 더
길어졌는지를 살필 수 있다. 소외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와 통합을
이루면 소외 극복으로 볼 수 있고, 사회와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소외 심화로
볼 수 있다. 즉, 소외의 결과는 소외 극복과 소외 심화로 나눌 수 있다.
<6. 당나귀 알>에서 농부는 당나귀 주인에게 정신 병자로 취급당한다. 당
나귀 주인에게 자기가 사 온 알에서 나온 당나귀라고 강변하고, 당나귀 주인

11) <57. 떡보의 성공>에서는 자아와 세계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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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비를 가릴 수 없어, 이튿날 동리 사람들 많이 불러 가지고 경우를 판단
하여 들려 준 후에야, 간신히 당나귀를 되찾아 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는
것이 없는 농부는, 동리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아는 것이 없는 농부’로 각인
되었을 터이다. 농부의 소외는 더욱 심화된다.
<7. 바보 사위>에서 사위는 심부름을 똑바로 하지 못해, 상인에게서도 봉
변을 당하고, 장인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난다. 아내 덕분에 어렵게 결혼 생활
을 하고 있었지만, 이젠 처가에서 쫓겨나고 만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회와
의 통합을 더욱 방해하고 있다.
<29. 반쪽 사람>에서 반쪽이는 재주를 넘어 묘한 남자가 된다. 그리고는
색시와 결혼하고 모친과 형도 기뻐한다. 반쪽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족
에게 인정받고 아름다운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야기 서두에서는 사
회와 통합이 먼 상태였는데, 결말에서는 사회와 통합을 이루고 있다. 반쪽이
는 소외를 극복하고 있다.12)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에서 목서방은 문자 사용 때문에 감옥살이
를 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에도 문자를 쓴다. 그래서 작중화자는 ‘병신이
고, 아는 것이 병’이라고 말한다. 이야기가 계속되었더라면, 아마 목서방은
또 감옥살이를 했을 법도 하다. 문자를 사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
하였는데, 오랜 감옥살이 끝에도 결국 문자 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소외
는 더 심화된다.
<45. 오리 먹고 알 먹어>에서 숙맥인 군수는 오리가 없어진 사실을 모른
다. 오리를 두 마리나 잡아 먹은 하인에게, 사과를 하며 오리알 10개를 주기
까지 한다. 숙맥인 군수의 어리석음이 더욱 잘 드러나는 결말이다. 군수의
소외는 더욱 심화된다.
<57. 떡보의 성공>에서 떡보는 중국 사신과의 재주 대결에서 이긴다. 떡보
12) ‘반쪽이’ 유형의 이야기는 탄생, 성장, 성취, 결혼의 단락을 공유하고 있는데, <29. 반쪽 사
람>은 성취가 탈락한 ‘혼인형’ 이야기이다. 노영근, ｢민담 각편 형성 원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겨레어문학회, 뺷겨레어문학뺸 제38집, 2007, 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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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떡밖에 모르니, 오로지 떡으로 해석하여 문답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중국 사신의 질문에 답변을 아주 잘 한 셈이 된다. 그래서 공신이 되고 상급
을 많이 받는다. 떡보는 성질이 둔하고, 무식하고, 용모가 추한 소외의 요소
를 일거에 극복한다.
<60. 천치(天痴) 신랑>에서 천치 신랑은 장김치를 먹으려다 항아리로 장
인의 이마를 터지게 한다. 작중인물은 천치 신랑의 바보스러움을 알 수 없지
만, 독자는 신랑의 바보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신랑은 이야기의
서두에서도 사회와 통합되지 못했고, 결말에서는 거리감이 더욱 심화된다.
<65. 완고(頑固) 학자(學者)님>에서 학자는 기차 소리에 정신을 잃고, 도
깨비한테 홀렸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듣는다. 세상 일에 어둡다는 평판
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기차 앞에서 귀신 쫓는 진언을 외우는 학자의 모습
은, 세상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외의 이야기들이 주로 희극적 민담, 즉 소화(笑話)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8편의 이야기 중에서 <29. 반쪽사람>을
제외한 7편의 이야기가 웃음을 유발하는 골계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소외 이야기가 왜 소화의 형태를 취했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모든 문학 작품은 미적범주로 존재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미적범주의
측면에서 소외 이야기가 소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외 이야기는 개인과 사회의 불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사회에서 이루려한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 실현은 번번이 실
패로 끝난다. 사회가 현실이며 ‘있는 것’의 상태라면, 개인의 욕망은 이상이
며 ‘있어야 할 것’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외 이야기에서 개인은 부정되고
사회는 긍정된다. 개인은 아는 것이 없는 사람, 바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 숙맥, 무식자, 천치, 완고한 사람으로 부정적 인물이다. 소외 이야기는
개인이 사회와 통합하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개인과 사회는 하나가 성립될
때 다른 하나는 성립될 수 없다(조동일, 1973: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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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야기에서 개인은 부정되고 사회는 긍정되는데, 이는 사회의 입장
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것이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 즉, ‘있는 것’에서 ‘있어야 할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있는 것’[사회]이 긍정되고, ‘있어야 할 것’[개인]이 부정되는 상반(相反)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외 이야기들은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는
상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골계의 미적범주를 드러내고, 그래서
소외 이야기들은 소화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13)
8편의 이야기에 나타난 소외의 결과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목

소외
인물

소외의 결과

<6. 당나귀 알>

농부 정신 병자로 보이다. [소외 심화]

<7. 바보 사위>

사위 장인에게 두들겨 맞고 내쫓기다. [소외 심화]

<29. 반쪽 사람>

둘째 묘한 남자가 되어 색시와 결혼하다. [소외
아들 극복]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 사위

감옥에서 풀려 날 때에도 문자를 쓰다. [소외
심화]

<45. 오리 먹고 알 먹어>

군수

하인이 오리를 한 쌍씩 잡아먹으면 알지 못함.
[소외 심화]

<57. 떡보의 성공>

떡보 공신이 되고 상급을 많이 받다. [소외 극복]

<60. 천치(天痴) 신랑>

신랑

항아리로 장인 이마를 터지게 하다. [소외
심화]

<65. 완고(頑固) 학자님>

학자

기차 소리에 정신을 잃어, 도깨비한테 홀렸다
는 말을 듣다. [소외 심화]

13) 골계담은 우스운 이야기이고, 소외는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이다. 그렇다면 우스운 이야기와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웃음의
주체와 대상의 구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골계담의 웃음은 ‘주체’의 웃음이지 ‘대상’의 웃음
이 아니다. 골계담에서 웃음의 대상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로 표상된다.
이는 사회와 통합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소외된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골계담
의 ‘대상’과 ‘소외’는 사회와 통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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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의 이야기에서 6편이 소외 심화의 결말을, 2편이 소외 극복의 결말을
맺고 있었다. 6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보, 숙맥, 천치는 여전히 사회와
거리감을 더했다. 2편의 이야기에서 반쪽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 소외를
극복하고 있었고, 떡보는 운수가 좋아 소외를 극복하고 있었다. 반쪽이는 자
신의 재능으로, 떡보는 떡을 많이 먹겠다는 강한 의지로 사회와 통합을 이루
고 있었다.

3. 소외의 문학교육적 가치
3.1 자폐적 지식의 우회적 비판
8편의 이야기 중에서 개인과 사회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소외의 심화라고 했다. 이러한 소외 심화의 이야기는 문학교육의 현장에
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소외 심화의 인물들은 너무 아는 것이 없고, 바보이고,
문자를 잘 쓰고, 숙맥이고, 천치이고, 세상 일에 어두운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 형상은 타인이나 사회와 소통에 큰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소통이 곤란하고, 바보, 숙맥, 천치는 정상적인 소통이
어렵다. 세상 일에 어둡다는 것 역시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자
잘 쓰는 남자나 완고 학자님 역시 문자로는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 내적인
성찰에는 문자가 소통되지만, 외적인 관계에는 문자가 소통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자’를 알아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다. 소통
은 ‘나와 너’의 진정한 공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최성식, 2009: 93). 바보,
숙맥, 천치는 공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천적으로 소통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자를 배우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런
데 소통을 위해 배운 문자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고 세상과 거리감을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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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외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세상을 더 잘 알기 위해 배운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밖으로 발산하지 않고 안으로 수렴하는데 치중하여, 자신만의 세
계에 매몰되어 있다. 이것은 대인 관계 및 사물이나 사건처리 능력에서 나타
나는 결함인데, 이를 ‘자폐(自閉)’로 볼 수 있다. 자폐(自閉)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언어, 인지 능력, 대인 관계 및 사물이나 사건처리 능력에서 결함
을 나타내는 것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2006: 572~573). 문자를 알
아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은, <44. 문자(文字) 잘 쓰는 남자>에서 목서방과
<65. 완고(頑固) 학자(學者)님>에서 학자에서 볼 수 있다.
문자 잘 쓰는 남자인 목서방은 장인 식구, 동네 사람들, 관청, 군수 등과
서로 반응 하지 못하고, 문자를 사용해야만 말을 할 수 있다. 즉, 목서방은
타인에 대한 반응이 없고, 특이한 언어 패턴을 가지는데, 이는 자폐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추정선 외, 1999: 335). 완고학자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옳은 소리를 미친 소리로 알아 듣고, 기차를 보고 귀신 쫓는 진언을 외운다.
즉, 완고학자님은 사회적 관계의 결핍, 의사소통 능력의 결핍, 변화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폐의 전형적 증상이다(추정선 외, 1999: 335).
소외 심화의 형상에 나타난 문자 잘 쓰는 남자와 완고 학자님이 쌓은 지식은,
세상을 향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지식이고, 그 지식이 대인 관계
의 결함을 도출했기에, 이를 ‘자폐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폐적 지식은 사회와의 통합을 어렵게 한다. 즉, 한 개인의 공동
체적 이념 형성을 방해한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하는
데, 그 관계의 집합인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문학교육이 활용될 수 있다(김
대행 외, 2000: 75). 따라서 이러한 소외 심화의 이야기를 통해, 문학교육의
현장에서는 자폐적 지식에 대한 경계를 교수-학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
외 심화의 이야기에서는 자폐적 지식에 대해 은근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
이다. 타인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 만의 삶에 집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소외 심화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문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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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를 ‘자폐적 지식의 우회적 비판’으로 볼 수 있다.

3.2 재능과 적극성의 긍정적 인정
위에서 개인과 사회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 즉 소통의 심화에서 나타나는
문학교육적 가치를 ‘자폐적 지식의 우회적 비판’이라고 살펴보았다. 이와는
달리, 개인과 사회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통합 또는 소통의 결말을 맺는 이야
기도 있었다. 이를 소외의 극복이라고 했다. 이러한 소외 극복은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소외 극복의 인물은 반쪽이와 떡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 요소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쪽
이는 겉은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반쪽’이었지만, 속은 엄청난 기운이 있어
세상과 화합할 수 있었다. 반쪽이는 육체적 요인 때문에 아버지, 형, 부잣집
식구와 하인들로부터 소외받고 있었다. 반쪽이는 이러한 육체적 소외를, 자신
이 지닌 재능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엄청난 힘과 부잣집 식솔들을 꼼짝 못하
게 하는 재치로 색시와 부부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능력이나 재능으로 극복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떡보의 경우는 재능으로 소외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 행운
으로 소외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떡보의 행운은 우연히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적극성 때문에 얻어진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떡보는 떡을 너무나 먹고 싶어 했다. 그래서 떡을 먹으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바로 중국 사신과의 재주 대결이다. 떡보의 자원에 의주
부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한다. 하지만 떡보는 겉만 보고 판단
하지 말고,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국 사신과의 재주 대결에 나선다.14)
14) 여기서 떡보의 행위가 우연적인지, 적극적인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떡보의
행위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적극성을 보인다. 속으로는 단지 떡이나 실컷 먹으려는 생각
을 했더라도, 겉으로는 의주 부윤의 거듭된 확인에 목숨을 걸고 다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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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떡보는 우연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 한다. 자
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떡보는 떡을 실컷
먹으려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함과 동시에, 공신이 되고 상급을 많이 받게
된다. 이제 떡보는 성질이 둔하고, 글도 모르고, 무식하고, 용모가 추하고,
뱃사공 노릇을 하고, 용렬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소외의 인물이 아니다.
공신이 되고, 상급을 받아 세상과 소통하게 되어 자신의 소외를 극복하게
된다. 따라서 떡보의 소외 극복은 저절로 굴러 온 행운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 적극성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소외 극복의 두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문학교육적 가치는 ‘재능과 적극
성의 긍정적 인정’으로 볼 수 있다. 반쪽이는 재능으로 자신의 소외를 극복하
고 있었고, 떡보는 적극성으로 자신의 소외를 극복하고 있었다. 반쪽이의 행
위를 통해, 학습자는 재능의 긍정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떡보의
행위를 통해, 학습자는 적극성의 긍정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능과 적극성은 ‘동일시’라는 문학교육적 효과와 관련이 깊다(구
인환 외, 2008: 67). 동일시(identification)란 어떤 개인이 그가 선택한 모델의
양식을 본떠 자아를 형성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제임스 그리블 저, 나병
철 역, 1987: 198). 즉, 동일시는 다른 사람의 태도, 신념, 가치 등을 자신의
것으로 채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특성이 자신의 성격에 흡수되는 것을 말
한다(정옥분, 2007: 404). 특히, 성장기 학습자의 경우, 자아를 형성하는 작중
인물을 찾아 자신의 것으로 채택함으로써, 잠재적 고립감과 불안 심리를 해
소할 수 있다.
학습자는 소외 극복의 이야기를 통해, 반쪽이의 재능과 떡보의 적극성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편의 소외 극복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문학교육적 가치를 ‘재능과 적극
성의 긍정적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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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통을 통한 소외의 극복
위에서 뺷조선동화대집뺸에 실린 8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외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소외가 심화되는 이야기도 있었고, 소외가 극복되는 이야기도
있었다. 너무 아는 것이 없고, 바보이고, 문자를 잘 쓰고, 숙맥이고, 천치이
고, 세상 일에 어두운 사람은 소외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반쪽이와 떡보는
재능과 적극성으로 자신의 소외를 극복했었다.
소외가 심화되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보, 숙맥, 천치, 아는 것이 없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존재자의 내면이나 존재자 사이의 분리에 의한
모순이나 긴장 관념이어서, 개인적 측면의 소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어둡다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의식하는
관념이어서 사회적 측면의 소외로 볼 수 있다. 소외 심화의 이야기들은 소외를
심화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학은 독자의 수용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의
의식을 확대·심화시켜주는 언어 예술이다(허창운, 1993: 7). 즉, 소외 심화의
이야기를 수용한 독자는, 소외 심화를 확대하여 소외 극복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독자는 문제적 개인의 문제적 행동을 수용함으로써, 그
문제-소외를 극복하려는 의식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소외를 개인적 측면 또는 심리적 측면으로 간주한다면, 소외의 극복은 개
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고, 소외를 사회적 측면으로 간주한다면, 소외의
극복은 사회 조직의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안형관, 1995: 61~65).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소외이든 사회적 차원의 소외이든, 소외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막히지 않게 통과를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소통(疏通)
이 필요하다(엄정식, 2010: 203). 인간 관계는 서로 통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지, 서로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인간은 대사의 주체이
든 감각의 주체이든 지각의 주체이든 생각의 주체이든, 마음에 바탕한 능동
적 관계맺음이 있어야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최봉영, 2005: 184~187).
소외는 개인과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는 상태이고, 소통은 개인과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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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는 상태이다. 개방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로 서로를 수용하며 공
감대를 넓힐 때, 개인과 사회는 통합될 수 있다(엄정식, 2010: 203). 즉, 소외
는 소통으로 극복된다. 개인이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
의 극복을 위해서는, 막힘과 거리감을 걷어내고 서로 잘 통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뺷조선동화대집뺸에 실린 소외 심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
실은, 소외의 극복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외를 극복하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재능이 있는 경우와, 적극성이 있
는 경우였다. 자신 앞에 놓여진 소외라는 단점을 재능과 적극적 노력으로
극복했다. 소극성이 자신을 자신에게 소통시킨다면, 적극성은 자신을 세계
에 소통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고 비록 실패로 끝날지 몰라도, 일단 시도해 보는 적극성이야말로
자신과 세계의 소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9. 반쪽 사람>에서 반쪽이는 자신의 재능을 혼인을 위해 사용한다. 혼인
은 두 사람의 만족을 바탕으로 하여, 두 사람의 소통을 이루어주고, 가족의
소통, 세상의 소통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57. 떡보의 성공>에서 떡보도
자신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모자라는 뱃사공이라는 소외를, 공신과 상급으로
극복하여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뺷조선동화대집뺸에 실린 소외 극복의 이야
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소외 극복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심화의 이야기에서도, 소외 극복의 이야기에서도 소통의 중
요성을 읽을 수 있다. 즉, 뺷조선동화대집뺸에 나타난 소외의 이야기들은 ‘소통
을 통한 소외의 극복’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교재화를 통해, ‘소통을 통한
소외의 극복’을 교수-학습할 수 있다. 교육내용과 단원목표와 수업목표를 통
해 ‘소통을 통한 소외의 극복’을 제시할 수 있고, 학습자 역시 이러한 제재를
통해 ‘소통을 통한 소외의 극복’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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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다움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게 해 주고, 논리가 아니라 감성으로 대상
을 접해 내면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구인환 외, 2008: 75). 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해 해명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 양식이다. 뺷조선동화대집뺸에 실
린 8편의 소외 이야기는, 학습자들에게 소외에 대해 해명하고, 소통을 통한
소외의 극복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4. 맺으면서
본고의 목적은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과 문학교육적 가치를 살피는
것이었다. 분석 자료는 심의린이 1926년 발행한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인 뺷朝
鮮童話大集뺸에 나타난 8편의 설화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첫째,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을 소외의 원인, 소외의 양상,
소외의 결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소외의 원인은 정신적 요인과 육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고, 뺷조선동화대집뺸에 나타나는 소외의 주된 원인은
정신적 요인이었다. 이야기 편수가 많을 뿐 아니라, 결말에서도 소외가 계속
되기 때문이었다.
소외의 양상은 자아에게 부정적이었고, 세계에도 부정적이었다. 이는 소
외의 원인이 소외의 양상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은 주로 정신적 요인으로 인하여 세상과 화합하지 못했다. 그 원인으
로 인한 소외의 양상 역시,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소외의 결과는 6편의 이야기가 소외 심화의 결말을, 2편의 이야기가 소외
극복의 결말을 맺고 있었다. 6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보, 숙맥, 천치는
여전히 사회와 거리감을 더했다. 2편의 이야기에서 반쪽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 소외를 극복하고 있었고, 떡보는 운수가 좋아 소외를 극복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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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쪽이는 자신의 재능으로, 떡보는 떡을 많이 먹겠다는 강한 의지로 사회
와 통합을 이루고 있었다.
둘째, 설화의 소외를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다룰 때,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보았다. 소외 심화의 이야기에서는 ‘자폐적 지식의 우
회적 비판’이라는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외 극복의 이야기에서
는 ‘재능과 적극성의 긍정적 인정’이라는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외 심화와 소외 극복의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소통을
통한 소외의 극복’이었다.
본고는 뺷조선동화대집뺸에 실린 8편의 설화에 한정하여 소외의 모습을 살
펴본 한계가 있다. 1920년대에 발행된 다른 설화집에 나타나는 소외와 관련
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소외의 양상과 문학교육적 가치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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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ienation and Significance of Literary Education
which Folktales Involve
Shin, Won-gie(Busan Dong-CheonHigh School)
The main objectives of this writing was to see the feature of alienation
and the meaning of literary education which folktales imply. The materials
for analysis were limited to eight stories in the 뺷朝鮮童話大集뺸(Choseon
Donghwa Daejib), which is the first collection of Korean folktales published
by Sim Eui Ryn in 1926.
To consider the feature of alienation in folktales, I divided it into the
causes, the aspects, and the results of alienation. First, why does the
alienation happen in folktales? My research showed that it was by mental
causes and most of the stories in ‘Joseon Donghwa Daejib’ had the alienated
characteristics and they continued to appear in the end of the stories.
And these mental causes made characters of the stories not be in harmony
with their surroundings. As a result, the alien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self as well as on the situation around him/her.
How does the alienation in folktales end? Six of eight stories which I
analyzed showed that the alienation was deepening to the ending, while
the others had the ending in which it was overcome.
Next, I tried to know what meanings the alienation of folktales has in
the literary education. My conclusion was that the stories deepening the
alienation indirectly criticized the autistic knowledge and the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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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ing the alienation positively accepted the talents and the initiative.
But both of them ultimately sought the conquest of alienation through
communication.
【Key words】alienation, autistic knowledge, the talents and the initiativ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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