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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본 논문은 한국 민담의 서사 구조의 원형과 그것이 갖는 의의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 민담의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행(+행)·불행(-행)을 수학적 값으로 정하여 Y축
으로 놓고, 이야기의 화소 전개의 서사적 과정을 X축으로 놓았을 때 마치 삼각함수의 그래
프와 같이 +와 -값을 일정하게 반복하며 오가는 곡선이 생성된다. 이러한 곡선의 모양은 N
형이 연쇄되는 경우도 있고 M형이 연쇄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N형 구조,
후자를 M형 구조로 명명하고, 이를 민담의 서사 구조로 보았다. N형 구조는 무언가 결핍된
상황에서 시작한 주인공이 시련을 이겨내고 행운을 찾는다는 결말을 가진 민담의 구조적
원형이다. M형 구조는 주인공이 욕심을 가져서 응징되거나, 불운의 연속으로 비극적 결말
을 지니는 민담의 구조적 원형이다.
이러한 N, M의 굴곡이 적은 횟수로 등장하는 이야기일수록 단순한 서사 구조를 지닌 민
담이며, 복잡한 서사 전개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은 N, M의 굴곡의 횟수가 많다. 즉, N형과
M형의 연쇄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야기의 서사적 단순성이나 복잡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담의 서사 구조적 원형은 민담의 전승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담지자
들의 무의식 속에서 그 민담을 기억하게 하는 골격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굴곡
의 정점과 저점에서 나타나는 화소의 등장은 민담의 흥미성을 이끌어내는 주된 요소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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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이는 담지자들이 숱하게 변이된 각편들을 별개의 민담이 아니라 하나의 민담
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준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민담, 구조적 원형, 원형, N형 구조, M형 구조

1. 서론
민담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구조를 파
악하는 작업이다. 민담을 분석하는 수많은 논문들은 분석 방법론은 달리
한다고는 해도, 텍스트가 되는 민담의 서사 구조를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가기 마련이다. 각각의 민담 분석 논문들이 민담의 서사 구조를 언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민담의 내용과 특성을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가 되는 대상 민담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바로 서사 구조의 파악인 것이다.
그런데 여러 민담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 어딘지 모를 공통점이
있다. 각 이야기마다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행·불행의 구체적인 모습은 달
라도,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행·불행이 어느 시점에서 교차
적으로 나타날 것을 담지자들은 알아챌 수 있다. 담지자들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개되면, 어느 시점에서 주인공이 행운을 겪을 것인지 불행을 겪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행운이나 불행이 ‘어떤 방식’
으로 주인공에게 찾아올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나 이 뻔한 서사
구조를 다 알고 있지만, 각각의 이야기가 식상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로
인식되는 이유는 바로 이야기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화소 때문이다. 각 이야
기는 화소를 달리함으로써 다른 이야기로 인식된다. 이에 대한 담지자들의
호기심이 흥미를 유발하고 이로써 설화는 전승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야기의 뻔한 서사 구조는 이렇다. 주인공이 무언가가 결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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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우연한 행운
이 1차적으로 주어져서, 초기 결핍을 타개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주인공은
어떤 속임수 등에 빠져서 그것을 놓치게 된다. 결국 그는 이를 극복하고
행운을 다시 찾음으로써 궁극적인 행복을 얻게 된다. 단 ‘어떤’ 초기 결핍이
냐, ‘어떤’ 속임수이냐, ‘어떻게’ 놓친 행복을 되찾느냐, 그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이냐’가 다른 이야기와 변별됨으로써 각각의 다른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담은 매우 간단한 원형적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구조주의자들은 민담의 구조 분석을 통해 민담 내의
불변적 요소로서의 구조를 찾아내고 이것을 유형화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
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구조는 전체 안에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맺고 있는 내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민담에
있어서의 지속적이며 불변적인 요소로 민담의 내적 일관성에 의해 결정된
다.1) 프롭에 의하면 다양한 각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 유형을 존립할
수 있게 하는 불변적인 요소가 기능인 것으로,2)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구조’
의 초창기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알란 던데스는 프롭이 말한 ‘기능’이라는
용어를 ‘모티핌(motifeme)’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다3). 그는 북미인디언
민담의 구조 유형학을 논하면서, 모티핌의 양식으로 구조적 모델을 설정하
였다.
이렇게 본다면 본 학회 주제인 ‘원형’과 관련하여 민담의 구조 문제는 설
화의 원형을 구명해내는데 매우 용이하다고 여겨진다. 이번 기획 발표의
주제는 ‘구비문학과 원형’이다. 본 기획 발표의 주제로서의 원형이란 말은
1) 宋孝燮, ｢構造主義 民譚論｣, 民譚學槪論, 一潮閣, 1982, p.177.
2) 블라디미르 프롭 著·황인덕 譯, 민담형태론, 예림기획, 1998.
3) Alan Dundes, ｢Structural Typology in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The Study of
Folklo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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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型(archetype)’를 염두에 둔 것으로, “문학과 사상 전반에 보편적인 개념
이나 상황으로 여겨질 만큼 자주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근본적인 상징·성
격·유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구비문학 내의 “원초
적이고 근본적이며 보편적 심층에서 작동하는 그 무엇”을 구명해내는 것이
본 기획 발표가 지향하는 바라면, 민담 내의 ‘구조’는 바로 구비문학의 원형
을 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그간 민담을 분석함에 있어서 구조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설명되어졌
다. 본고에서는 민담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심층적 이야기 구조를 민담의
구조적 ‘원형’으로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언급한 ‘원형’은 모든 민담의 구조
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법칙성을 토대로, 이것이 최대한 구조의 공식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심층적 원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민담을 표본
으로 삼아 그래프를 제시하고, 이를 민담의 심층 서사구조적 원형으로 보고
자 한다. 여러 민담들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개별적인 민담을 분석하기 보다는 그 속에 있는 원형적 구조를 추출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개별 민담을 세세히 분석하는 것은 생략
하고 흔히 알고 있는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를 샘플로 설정하여 간단한
그래프를 추출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다.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
를 대상 설화로 삼은 이유는 <지성이와 감천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고
있는 민담의 두 유형이 본고에서 제시할 민담의 서사 구조적 원형으로서의
N형 구조와 M형 구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그래
프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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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담의 서사 구조적 원형
1) 표본 민담의 서사 단락
그래프를 논하기 위해 표본이 되는 민담으로서 <지성이와 감천이a>(이
하, <지감a>로 약칭함)와 <지성이와 감천이b>(이하, <지감b>) 설화의 서사
단락을 소개하고자 한다(서사 단락을 소개하는 앞에 간단하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의 지면을 줄이기 위함임).4)

<지감a>
① 도입 : 앉은뱅이와 봉사 형제(혹은 이웃)가 가난하게 살았다.
② 떠남 : 봉사가 앉은뱅이를 업고 구걸(혹은 소풍)을 떠난다.
③ 見金 : 샘에서 물을 먹다가 금을 발견한다.
④ 棄金 : 하나의 금을 서로에게 양보하다가 나눌 수 없어 그냥 버리고 간다.
⑤ 變物 : 행인에게 금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금을 양보하나, 행인의 눈
에는 금이 구렁이로 보인다.
⑥ 分金 : 화가 난 행인은 구렁이를 반으로 자르며, 결국은 둘이서 금을 나
눈 것이 된다.
⑦ 得金 : 나뉜 금을 봉사와 앉은뱅이가 하나씩 갖는다.
⑧ 生疑 : 금을 가져봤자 사람들에게 강도를 당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생
각으로 걱정을 한다.
⑨ 獻金 : 금을 절에 바친다.
⑩ 祈福 : 절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치성을 드린다.
⑪ 顯福 : 앉은뱅이는 다리가 펴지고 봉사는 눈이 떠진다.

4) 굳이 이 민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담으로도 본고의 서사 구조적 원형을 도출하는 데 표
본 설화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같은 제목으로 전승되고 있는 대등한 두 이야
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화에 대한 개별적 설명을 최대한 생략함으로써 본 논문의 분
량을 최대한 간략히 하기 위해 삼은 하나의 표본 민담임을 밝혀 두겠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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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감b>
① 도입 : 부모님이 돌아가신 형제(혹은 의형제)인 지성이, 감천이가 가난
하게 살았다.
② 떠남 : 형제가 구걸(혹은 돈벌이)을 떠난다.
③ 불균형한 得材 : 형제 중 한 명(A)만 좋은 것을 많이 얻어온다.
④ 탐욕 : 못 얻어온 형제(B)가 A의 재물을 시기하고 욕심낸다.
⑤ 가해 : B가 A의 눈을 찌르고 재물을 빼앗아 도망간다.
⑥ 조력자 : A에게 조력자가 나타나 눈 치료법, 가문 마을에 물 나게 하는
방법, 부잣집 딸의 병이 낫는 법을 알려준다(혹은 그가 하는 말을 엿듣
는다).
⑦ 행복 : A는 조력자의 말대로 하여 눈을 낫게 하고, 가물은 마을에 물을
나게 해서 사례를 받아 부자가 되고, 부잣집 딸의 병을 고쳐 그녀와 결
혼한다.
⑧ 모방 : 우연히 A의 집에 동냥온 B가 A의 부자된 경위를 듣고, A의 행위
를 모방하여 자해한다.
⑨ 응징 : A의 행위를 모방한 B는 조력자의 외면으로, 혹은 징벌을 받아
평생 불구로 가난하게 살거나 죽는다.

흔히 알고 있는 이 민담은 지성이와 감천이가 형제나 친구로 등장한다는
점이나 가난과 불구, 우연한 행운 등의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군으로 묶이지만, 서사 맥락이나 결말이 확연하
게 차이가 나므로 <지감a>와 <지감b>로 나누어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인공
은 일단 지성이와 감천이이다. 이들의 이름은 ‘봉사 : 앉은뱅이’, ‘선인 : 악인’
으로 일정하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 따라 유동적으로 명명된다.

2) 그래프를 통한 서사 구조적 원형의 추출
여러 설화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설화 유형은 변이의 틀을 제한하
는 불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구조이다. 하나의 설화로 유형화될 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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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본이 되는 화소 전개의 공통성은 설화의 기본형을 재구할 수 있게
한다. 설화를 이루는 불변적인 요소는 그 화소 전개 방식의 기저를 이루는
구조에 있다.
설화 각편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를 가능한 한 단순화하고 생략하여 그
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상을 만들어내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 및 전체와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설화 전체의 구조를 간명하게 제시하는 작업이 설화
형태론 즉 構造論임5)을 주지한다면 도출한 모티핌을 수학적 그래프에 적용
시켜 공식화하는 작업은 구조론의 본 의도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알란 던데스는 한정된 모티핌들이 순환적으로 결합되고 이러한 결합은
뚜렷한 양식으로서 북아메리카 민담의 구조적 근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
다.6) 그가 모티핌의 양식을 바탕으로 순차적 구조 모델을 제시한 방법은
<지감>담의 구조 분석의 모델을 마련해준다. <지감>담 역시 한정된 모티핌
의 순환적 결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적 결합은 일종의 함수 그래
프처럼 정형화된 반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감>담의 모티핌 양식은 “결핍해결-행복”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이를 수학의 함수 그래프에 적용한다면,
결핍은 “-幸”, 해결은 “0”, 행복은 “+幸”의 값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는 ‘결핍(-幸)-해소(0)-행복(+幸)’이 일정하게 반복되
는 구조를 가진다. 알란 던데스는 북미 인디언 민담이 불균형(disequilibrium)
에서 균형(equilibrium)으로의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
서의 불균형(disequilibrium)이라는 것은 위협을 받는 상태 혹은 회피하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관점에 따라 과잉의 상태 혹은 결핍의 상태라
고 언급했다7).
5) 尹勝俊, ｢說話의 構造와 形式｣, 說話文學硏究(上),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p.260.
6) Alan Dundes, ibid, p.61.
7) Alan Dundes, ibid, p.61.
7

96 구비문학연구 제28집 (2009. 6. 30)

그런데 민담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알란 던데스가 말한 ‘결핍(-幸)-해소
(0)-행복(+幸)’의 순차 구조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
다. 민담 속에는 초기 결핍이 해소되면서 주인공에게 행운이 다가오는 듯하
면서도 적대자나 주인공의 실수에 의해 그 행운이 다시 좌절되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된다. 즉 ‘결핍(-幸)-해소(0)-행복(+幸)’의 순차구조 뒤에는 반드시
‘행복(+幸)-해소(0)-결핍(-幸)’이라는 역차구조가 연쇄되고 있다. 그리고 이
런 역차구조가 연쇄된 후에 오는 ‘결핍(-幸)-해소(0)-행복(+幸)’ 속의 행복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행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민담의 주 특징인 ‘행복한
결말’의 ‘행복’이란 역차구조 뒤에 이어지는 순차구조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
음을 우리는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즉 알란 던데스의 구조 이론은 이 ‘역차
구조’를 간과했던 것이다. 이를 좀더 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한다.
알란 던데스가 가리키는 불균형을 <지감>담에 대입시켜볼 때, 이는 초기
결핍 혹은 그 행운을 버림으로써 다시 결핍으로 이행된 상태라 할 수 있으
므로 이는 “-幸”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모티핌의 지향
점인 균형은 결핍의 충족 상태로 “+幸”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의 값을 넘나드는 과도기에 자리하여 +와 -값이 일시적으로 상쇄되는
상태를 “0”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지감>담을 표본으로 삼은 그래프
의 x축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화소로 사건의 전개축이라 할 수 있다. f(x)축
은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행·불행의 값으로 앞서 설명한 모티핌의 값을 의
미한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화소의 등장과, 이들 화소가 주인공의 운명에
끼치는 영향은 서사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그리고 이 두 축이 이루는 함수
관계는 설화의 심층 구조를 좀더 객관적으로 명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A large number of American Indian folktales consist of a move from disequilibrium to
equilibrium. Disequilibrium, a state to be feared and avoided if possible, may be seen as
a state of surplus of lack, depending upon the point of view.…”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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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형 구조
앞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지감a>담의 반복구조를 삼각함수의 그래프
에 대응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f(x)
+행

0

② ③
④
⑤
①
불구, 의지 見金 棄金 變物
가난

⑥ ⑦
⑧
分金 得金 生疑

⑨
獻金

⑪
⑩
祈福 得福

x

–행

그림 1 . <지감a> 화소 전개별 행·불행 그래프

①에서 보여주는 초반부의 결핍은 ②에서 불구를 일시적으로 해소함으로
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금을 발견함으로
써 의외의 행운을 얻게 되어 그래프의 +값으로 상승된다. 그런데 이들은
이 금을 버림으로써 의외의 행운을 원점으로 돌려놓게 되고 상승된 +값은
0의 값으로 상쇄된다. 또한 지나가는 행인에게 금을 양보하는데, ⑤에서
이 행인에게는 금이 구렁이로 보이게 된다. 이는 행인이 주인공들에게 금
소식을 들음으로써 행인의 기대심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행인
에게는 결핍요인이 된다. 그리하여 화가 난 행인이 구렁이를 반으로 가름으
로써 결국 주인공들은 금을 갖게 되는데, 이는 주인공이 금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갈등요인을 제거한 것이 되므로 +요인으로 상승되기 이전의
예비축인 0의 축으로 상승된다. 그리하여 주인공들이 금을 나누어 갖게 되
는데 이는 주인공들에게는 기대 이상의 행운이 되므로 다시 +축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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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를 화소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화소
전개
(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불구
가난

의지

견금

기금

변물

분금

득금

생의

헌금

기복

현복

+

+

f(x) 0
-

0
-

+
0

0
-

+
0

0
-

초반부 일시적 의외의 행운을 행인의 분금으 획금 금이 절에 치성을 행복
소용없 보시함 드림으
결핍 해결 행운 버림 획금 로 인한
음을 으로써 로써
기대에 획금의
깨달음 금을 행복
대한 가능성
의미
으로써 버림 출현의
심리적
가능성
행운
상실감
버림의
가능성

표 2 . <지감a>의 화소 전개별 행·불행 전개표

여기까지 본다면 그래프의 전체적인 윤곽은 N형을 그리면서 연쇄되고
있다. 그래프의 모양을 본떠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는 이야기의 구조를 N형
구조라고 명명한다. <지감a>담의 자료상으로 볼 때 ⑦에서 끝나는 자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지감a>담의 주인공들에
게 있어서 금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요소로 인식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감a>담의 궁극적인 행복은 초기의 두 가지 결핍요인이 보여주듯
이 그들의 물질적인 결핍상태의 해결은 미결적인 행복이다. 이는 즉 금을
나누어 갖는 데에서 끝나는 결말은 행복이 아닌 행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다. 이들에게는 불구라는 결핍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적인 행복이 되며,
여기에는 하늘의 기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결된 결말을 위해서는 이 행운이 다시 한 번 좌절을 겪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⑧이다. ⑧은 다시 이들의 물질적 행운을 -값으로 하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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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⑨를 통해 절에 금을 보시함으로써 그들의 것이
되었던 행운은 그들을 떠나게 되는데 이는 다시 -값에 설정될 수 있다. 이는
주인공의 행운을 버림에 대하여 전승자들이 갖는 심리적 상실감에 기인하
는 것이다. 그러나 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불구 상황을 치료하기 위한 치성
을 드리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불구라는 결핍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시 0의 값으로 상승된다. 따라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불구 상황이 해결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다. 그런데, 이 행운은 그들의 지극한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
에서 금을 우연히 획득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그들이 간절히 염원
하는 궁극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선행되었던 행운보다
더 고차원적인 행복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⑦~⑪까지 또 다른 N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인공들의 결핍요인이 충족되고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행복
한 결말을 갖는 <지감a>는 N형 곡선이 연쇄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顯福

행운

해소(임시적)

해소

棄幸

(幸→福으로의 전환)
결핍

결핍

(有→無로의 전환에서 오는

(초기 결핍)

화중들의 심리적 상실감)

그림 2 . <지감a>의 서사적 원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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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형 구조
앞 절과 같은 방법으로 <지감b>담의 서사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f(x)
+
행

0

①
가난

②
③
떠남 불균형

④
탐욕

⑤
가해

⑥
조력자

⑦
행복

⑧
모방

⑨
응징

x

–행

그림 3 . 그림 3 . <지감b> 화소 전개별 행·불행 그래프

이는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①~⑦까지는 앞서 소개한 <지감b>
과 동일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공과 갈등관계의 인물인 B는 자신의 잘못
을 반성하지 않고 A를 다시 한 번 시기함으로써 그와 동일하게 되고 싶은
욕심을 부리게 되어 A를 모방한다. 이러한 모방은 B가 벌을 받아 불구라는
또다른 결핍, 또는 죽게 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한다. 따라서 ⑧은 0의 값으
로 ⑨는 -값으로 곡선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인공에게는 +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설화에서는 지성이와 감천이에게 동등하
게 주인공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A의 행복에
초점을 둔다면, 1차적으로 ⑦에서 N형의 서사 구조로 끝나지만, 지성이와
감천이 중 주인공과 갈등관계의 인물의 불행이 후일담처럼 첨가되어 있는
⑧, ⑨가 다시 -값으로 하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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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전개
(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가난

구걸

불균형

탐욕

가해

조력자

행복

모방

응징

+

+

f(x) 0
-

의미

+

0

0

0

-

0

-

-

초반부 일시적 불균형하 재물을 우의, 피해자의 피해자 가해자의 가해자의
행복 의 행복 욕심으로 불행
결핍
해결
지만 탐함으로 물질,
인한불행
육체 가능성
써
한쪽이
자초
예고
재물을 불행한 손상
얻어 옴 사건
유발
가능성

표 3 . <지감b>의 화소 전개별 행·불행 전개표

이렇게 본다면 <지감b>담의 이러한 결말은 M형 그래프를 이루고 있다.
즉 주인공이 복을 받는다는 결말 이후에 주인공과 갈등관계의 인물을 응징하
는 결말이 첨가되면 M형 그래프가 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균형한
得財

행복
조력자
출현
모방

해소(임시적)
탐욕
결핍
(초기 결핍)

가해

응징

그림 4 . <지감a>의 서사적 원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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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의 사건 전개를 수학의 그래프에 대입
시켜 보았다. 그 결과 선한 주인공이 행복을 누리는 결말을 맺는 이야기는
N형 구조를, 악한 주인공을 응징하는 결말을 취하고 있는 이야기는 M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민담의 서사 구조적 원형의 의의
민담의 서사 구조가 N형 구조와 M형 구조를 갖는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곡선이 이루는 정점과 저점의 의미가 중요하다. 상
승 혹은 하강 곡선의 정점과 저점에서 이 곡선의 방향을 꺾도록 하는 화소
가 무엇이냐에 흥미성이 있으며 이것은 설화의 서사 구조와 함께 설화의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중대한 축이 될 것이다.
설화의 서사구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원형적 굴곡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
도 설화의 담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1차적
상승 서사(↗)

②
1차적
하강 서사(↘)

③
2차적
상승 서사(↗)

④
2차적
하강 서사(↘)

…

이후 설화에
2차적으로
1차적으로 주어진 1차적인 불행이
결핍된 상황
주어진 행운이 따라 적절한
극복되어
속에서 시작하는 우연한 행운이
주인공에게 1차적 다시 좌절되는 첨삭이 가능
주인공에게서
주인공에게
과정을 설명하는
행운(혹은 그
우연히 다가오는 떠나가는 과정을
행운을 설명하는 설명하는 화소로 이상)이 되돌아 화소로 이루어진
서사
과는 과정을
화소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서사
설명하는 화소로
서사
이루어진 서사

표 4 . 설화의 서사 구조적 원형과 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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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간단한 설화라고 하더라도 위의 ①, ②, ③은 최소한으로 갖춰져
야 한다. 악한 주인공을 응징하거나 주인공에게 비극적인 결말이 주어지는
이야기에서는 ④가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강은 담지자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결말의 향방이나 구연자의 구연 능력에 따라 다시 새
로운 화소의 첨가로 인해 상승곡선이나 하강곡선이 계속 덧붙음으로써 N형
혹은 M형이 지속적으로 연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이가 수반되기도 할 것이다.
우선 무언가가 결핍된 상황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행운을 차지하는 민담
의 서사 구조적 원형은 N형 구조라 할 수 있다. ‘결핍 ↗ 우연한 행운 ↘
행운을 빼앗김 ↗ 행운의 쟁취’가 그 골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양
한 화소의 등장으로 여러 번의 굴곡을 거쳐 서사성을 완성해간다. 흥미 있
는 화소의 등장이나 유능한 구연자는 바로 이러한 굴곡을 수차례 연쇄시켜
가며 이야기의 서사적 맥락을 확장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무언가가 결핍된 상황에서 출발을 한 주인공이 행운을 차지하지만 욕심
을 부리다가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민담류에서 발견되는 서사 구조적 원형
은 M형 구조라 할 수 있다. ‘결핍 ↗ 우연한 행운 ↘ 행운을 빼앗김 ↗ 행운
의 쟁취 ↘ 행운을 빼앗김’이 그 골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담류에서는
주인공이 스스로의 욕심이나 실수로 인해 불행해지는 결과를 얻는다는 화
소가 등장한다. M형 구조 역시 그 화소나 화자에 따라 여러 번 연쇄되면서
서사성을 완성시켜 간다.
‘뻔하지만 식상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지속되는 원동력은 여기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행·불행의 상승·하강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 이 뻔한 서사 구조로 인해 담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전승할 수 있을 것이다. 등장인물의 운명에 상승곡선이 오면 다음에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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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강 곡선이 올 것, 이어서 다시 상승곡선이 더해질 것이고 이는 주인공
의 운명이 향방에 따라 상승 혹은 하강의 정점에서 멈추어 결말이 날 것이
라는 것. 민담 구연에 있어서 구연자의 이러한 의식 구조는 마치 수학 공식
처럼 담지자들의 머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의식 구조 속에 자리한 곡선
의 정점이나 저점에 자리하는 화소가 무엇인지만 기억을 한다면 하나의 민
담을 기억하고 전승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전승자들의 의식 속에
서 민담을 잊지 않게 하는 이러한 구조적 원리는 바로 민담 전승에 있어서
막강한 생명력을 지닌다. 숱한 시간 속에서 파생된 숱한 이야기 속에서 한
이야기가 사장되지 않고 지금까지 전승될 수 있는 생명력은 민중의 기억력
일 것이다. 기억력의 원천은 바로 지금까지 논의한 민담 구조의 이러한 공
식성에 있을 것이며, 이를 민담의 구조적 원형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불행을 가져다주는 화소의 신선함은 설화를 저마다 각각
의 다른 이야기로 변별해주고 식상하지 않은 이야기로 만들어준다. 수학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무수한 수가 있기에 수학 문제가 재미있어지고 다양
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민담의 구조적 원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소가 있기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각각의 재미를 지니면서 다양하게 파생
되어 전승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의 원형적 서사 구조는 설화의 보편성을, 그 서사 맥락 속에
등장하는 화소는 설화의 개별성을 이루는 토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
의 원형적 서사구조는 기억력의 원천이 되고, 화소는 설화의 흥미성의 원천
을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축은 설화의 전승력을 뒷받침해주는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능한 화자는 이러한 상승·하강 곡선 속에 흥미를 더하기 위한
화소를 더욱 첨가하거나, 그 굴곡을 몇 개 더 늘임으로써 설화의 변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야기를 들은 대로 잘 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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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지 못하는 화자들은 화소를 바꾸거나, 빼먹음으로써 변이에 가담한다.
각편들이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하나의 설
화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원형적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충분히 이 굴곡 안에서 논의 될 수
있는 화소 중 얼마가 변이된 것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변이된 각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의 설화 속의 변이형
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 다양한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
목을 붙인 이야기라는 명제에 다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바로
담지자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러한 설화의 서사 구조적 원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우
선 한국 민담의 서사 구조는 크게 N형 구조와 M형 구조를 그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행(+행)·불행(-행)을 수학적 값으로
정하여 Y축으로 놓고, 이야기의 화소 전개의 서사적 과정을 X축으로 놓았
을 때 마치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같이 +와 -값을 반복하며 오가는 곡선의
모양에서 명명한 것이다.
이러한 민담의 서사 구조는 민담의 서사 구조적 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
다. N형 구조는 무언가 결핍된 상황에서 시작한 주인공이 시련을 이겨내고
행운을 찾는다는 결말을 가진 민담의 구조적 원형이다. M형 구조는 주인공
이 욕심을 가져서 응징되거나, 불운의 연속으로 비극적 결말을 지니는 민담
의 구조적 원형이다.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N, M의 굴곡이 적은 횟수로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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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사 전개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은 N, M의 굴곡이 많은 횟수로 등장
한다. 즉, N형과 M형의 연쇄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야기의 서사적
단순성이나 복잡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담의 서사 구조적 원형은 민담의 전승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 이는 담지자들의 무의식 속에서 그 민담을 기억하게 하는 골격의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굴곡의 정점과 저점에서 나타나는 화소의 등장
은 민담의 흥미성을 이끌어내는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담지자
들이 숱하게 변이된 각편들을 별개의 민담이 아니라 하나의 민담으로 간주
할 수 있도록 하는 준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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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lk tales narrative structural original form
and its meaning

Baek, Min-Jeong(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 on explaining the Korean Folk tale narrative structural
original form and its meaning. Korean folk tales narrative structural origin
could be greatly seen as N form structure and M form structure. This is to
set the happiness(+happiness) and unhappiness(-happiness) which is given to
the protagonist as a mathematical figure and putting it as Y-axis, the narrative
stages of the motifs development of the story as X-axis which is named after
making a curve that comes and goes + and - values repeatedly like a
trigonometric function graph.
This kinds of folk tales narrative structure could be considered as the origin
of the folk tales narrative structure. The N form structure is the structural origin
of the tale that the protagonist starts with some kind of lacking situation but
finally gains happiness after overcoming hardships. The M form structure is
the structural origin of the tale that has a tragic ending because the protagonist
got punished or continually being misfortuned for being avaricious.
Comparatively simply stories comes with less of N, M curves and the stories
which have intricate narrative development will come with more N, M curves.
In other words, the stories narrative simpleness or the complexity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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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by the numbers of the serial links of N form and M form curves.
This kind of narrative structural origin of a folk tale takes a decisive role
on how strong the handing down of the tale is. This takes a role as a
framework for the story tellers to remember that folk tale in their
unconsciousness. Moreover the
motif which appears at the highest and the lowest peak of the curve is
the main factor that draw interest of the tale. Further more it is able to be
an reference for each versions which have been numerously changed by the
story tellers are not separate folk tales but one.
Key words：folktale, narrative structural original form, original form, N form
structure, M for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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