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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이 연구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인 <가믄장아기>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
왕>을 주제적인 측면에서 비교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 <리어왕>은 여성의 주체적 삶이나
우월한 능력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리어왕이라는 한 인간이 지닌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
지가 불러온 파멸과 고통이라는 실존적 고뇌를 처절하게 그려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순종적 태도가 절대적으로 긍정되고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의
강한 능력을 경계하는 <리어왕>의 가치관에 반해, <가믄장아기>는 여성의 우월한 생산성
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유교적 가족주의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리어왕>이
여성인물들을 철저히 가부장제적인 가치관에 따라 형상화한 반면, <가믄장아기>는 남성 중
심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가믄장아기라는 주체적 여성인물을 긍정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가믄장아기>, <리어왕>, 무속신화, 셰익스피어, 비교문학, 주제, 失明, 개안,
여성의 생산성, 주체적 여성, 가족주의, 가부장권, 다문화주의, 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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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한국의 설화작품과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을 주제적 측면에
서 비교하여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 문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 문학작품 연구는 각국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의 보편성
에 기초하여 온 세계가 함께 공동의 장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는 문화상품을 생산함으로써 한류열풍을 일으킨 최근
한국의 문화상황을 주목할 때, 국문학연구 역시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
학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데에 보다 주력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국제화 시대에 이르러, 비교문학 연구는 문학적 소재의 전파와 수용이라
는 국가 간의 영향 수수관계를 따지는 이전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비교문학 연구는 이제 해체주의와 탈식민
주의의 영향 아래에 가속화된 다문화주의의 영향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1)
비교문학자 박성창은 “비교문학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자기와 타자를 동
시에 끌어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것들의 대차대조표를 작성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비교되지 못했던 것, 감히 비교의 반열에 오
를 수 없는 것까지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비교의 장을 창조해내는 것까지
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
본고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인 <가믄장아기>와 셰익스피어의

1) “최근의 ‘비교문학 위기론’ 뒤에는 해체주의를 거쳐 탈식민주의의 영향 아래 가속화된 ‘다
문화주의 (multiculuralism)’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조성원, ｢다문화주의와 (한국)비교문
학｣, 비교문학 24집, 한국비교문학회, 1999, 2쪽: “지금까지 주변으로 밀려있던 한국문학
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러한 ‘자국문학의 융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주의 속에 있다.” 조성원, 같은 글, 16쪽.
2) 박성창, ｢비교문학연구의 최신 동향과 전망｣, 이브 슈브렐,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성창 역, 민음사, 2002,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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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리어왕>을 주제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구비문학인
<가믄장아기>는 기록문학인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 <리어왕>에 비해서
그 분량이나 작품의 질적 밀도에서 상당히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렇게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을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이 과연 타당
한가부터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비교문학이 이제
“감히 비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것까지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비교의
장을 창조해내는 것”이라면, 한국의 설화작품과 셰익스피어의 희곡작품을
비교 고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일은 아니다. 어차피 비교문
학은 특정한 문학 장르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인문학적 사유 그 자체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3)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작품이 전적으로 셰익스피어
라는 작가 개인의 독창적 사고에서 산출된 결과물이 아니란 사실이다. 아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리어왕>은 당시 영국에서 활발하게 전승
되어온 옛날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희곡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이는 최
인훈이 <아기장수> 설화를 소재로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를, <온달과
평강공주> 설화를 소재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라는 희곡을 창작했
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Lear왕의 이야기는 전부터 영국에서 전해지던 전설의 하나이다. Leir는 영
국의 시조인 Brut가 Rome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후 오래지 않아 영국을 통치
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설이어서 생존연대는 물론 실재의
인물이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Lear왕에 대한 첫 기록은 Geoffery of
3) “오늘날 비교문학의 영역은 비교문학에 관한 이전의 정의가 무색해질 만큼 확장되고 있다
는 점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동서양의 고전문학에서 최근의 대중문학에 이르기까지,
신화와 비극에서 인종과 민족 그리고 성gender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비교문학이 다루지
않은 주제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제 비교문학은 문학의 범위를 뛰어넘어 인문학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글, 13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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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mouth가 1135년경에 라틴어로 쓴 History of the Kings of Britain에 나온
다. 이 이야기의 대략 줄거리는 Lear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 그러
므로 비극으로 끝을 맺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는 Shakspeare의 작품과 큰 차
이가 없다. 딸들의 이름 Gonorilla, Regau, 그리고 Cordeilla 등도 Shakspeare
의 작품에서 나오는 이름과 유사하다.4)

이처럼 전승되던 설화의 기록문학적 개작이란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희
곡이 구비문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상기할 때, 태생적 동질성을 갖는
한국의 <가믄장아기>와 영국의 <리어왕>을 한자리에 모아서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부조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출발은 두 작품에 담긴 주제의식의 유사성에서 시작한다. <가
믄장아기>와 <리어왕>에서는 딸의 孝와 딸에 대한 아버지의 가부장적 지배
욕이라는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양자 사이에는 플롯과 서사적
모티프에서도 많은 공통점이 있어 흥미롭다. 그러나 이런 많은 유사성을
지닌 두 작품이 결말에 있어서는 각각 해피엔딩과 비극적 최후라는 극단적
인 대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작품에 대한 비교고찰의 욕구가 증폭된다.
비교문학은 각자가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적 유산을 가장 잘 알게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브 슈브렐의 언술에 새삼 주목해 보
자.5) 국내에서 발간된 영문학 분야 연구논문에서 참고문헌 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에서 산출된 한국인 연구자의 연구업
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어로 작성된 영미권의 논저만이 제시되곤 하기 때
문이다. 이는 한국인 영문학자들이 영문학 작품을 연구할 때에 동료인 한국

4) 윤정은, <리어왕>을 중심으로 본 셰익스피어 비평의 역사와 유형, 예림기획, 1999, 217쪽.
5) “비교문학은 각자가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적 유산을 가장 잘 알게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앎으로써 자신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의
뿌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연구되
는 학문으로서 비교문학의 기능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브 슈브렐, 앞의 책, 204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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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문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
인 영문학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독서물인가를 생각
해보게 된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영문학 연구는 본질적으로 비교 연구일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독창력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영국의 학자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독창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영문학이 한국에서 유용성을 지니는 조건으로서 한국인의 감성과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감상·비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문학 연구는
단순한 비교에 그치지 않고 문명·문화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민족적 가치
를 객관적으로 논구할 때, 영미의 경향을 추종 내지는 동반하는 문화적 소극
성과 비굴성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6)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지닌 한국인 영문학자가
산출한 영문학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본질적으로 비교문학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외국문학 연구는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것이며 궁극적
으로 한국인을 위한 것이기에, 마땅히 한국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문학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국문학자들이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 고전문학과 셰익스피어 희곡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한 선행
연구로는 <심청전>과 <리어왕>을 비교한 윤정은과, <춘향전>과 <이척보
척>을 비교한 조성원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7) 그러나 <리어
왕>의 서사전개는 <심청전>보다 <가믄장아기>와 훨씬 더 유사하고, <이척
보척>의 주제의식은 <춘향전>보다는 <열불열설화>와 크게 일치한다는 사
6) 김창호, 한국에서의 셰익스피어 수용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65쪽.
7) 윤정은, ｢運命에의 服從과 挑戰 -<｢沈淸傳>과 <King Lear>의 경우-｣, 영어영문학 39호,
영어영문학회, 1971 : 조성원, ｢순결의 딜레마: 셰익스피어 Measure for Measure와 판소리
계 <춘향전>의 문화적 비교연구｣, 비교문학 28집, 한국비교문학회, 2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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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8)
현재까지 한국 설화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는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동
일한 유형 Type를 기초로 한 역사지리학적 관심에 의해 주로 진행되어왔
다. 이는 대개 중국과 일본설화와의 친연성이나 同異性을 발견하는 데에
주력하거나, 한국설화의 상당수가 인도의 불경에서부터 전래된 것이란 식
의 발생론적 고찰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한국설화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
이나 다른 나라의 설화와의 친연성에 대한 규명 차원을 벗어나, 각국의 설
화자료를 순수하게 주제의 유사성에 따라 비교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
지만, 여전히 한국과 인접한 국가의 설화자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래에는 한국설화를 소재로 창작된 현대문학 작품과의 비교연구가 탄
력을 받고 있다. 최인훈의 희곡작품과 그 소재가 된 설화와의 거리를 재는
연구도 간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비교연구는 설화문학을 기록문학
의 소재적 원천 정도로 여기는 협소한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구비설화를 독자적인 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온전한 문학작품으
로 인정해줄 때,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무한한 세계를 새롭게 탐
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첫 시도로, 한국
설화와 서양의 기록문학을 비교하여 한국문학이 갖는 세계문학으로서의 보
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9)
8) 윤정은의 비교 연구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본고에서 <가믄장아기>와 <리어왕>을 비교
고찰할 때에 하기로 한다. 한편 조성원의 비교 연구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한국의 <열
불열설화>와 <이척보척>을 비교고찰하는 별도의 지면에서 하기로 한다.
9) “문학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인 것에 대한 추구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우리
문학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외국문학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말로 옮겨놓은 모든 번역문학은 사실상 우리 문학이다.> 라는
어느 세계문학 전집에 실려 있는 기획의 변을 단순한 수사적 치레나 상업적 광고 문구쯤
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세계문학에 대한 탐구는 사
대주의도 아니고 단순히 <나와는 다른 남의 것>에 대한 탐색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고유한 것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으로 기능
해야 한다.” 박성창, 앞의 글,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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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믄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
2.1. 비교의 근거
<가믄장아기>는 제주도 지역의 굿인 <삼공본풀이>에서 불리는 무속신화
(서사무가)인데, 가믄장아기는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강이영성이라는 사내 거지는 윗마을에 살고, 홍운소천이라는 여자
거지는 아랫마을에 살았는데, 부부가 되었다. 품팔이를 하며 살다가 딸을 낳
았는데 그때마다 이웃에서 동냥을 주었다. 딸들이 태어날 때마다 점점 이웃
의 동냥이 줄어들게 되었다. 첫째는 은장아기, 둘째는 놋장아기, 셋째는 가
믄장아기라고 이름을 지었다. 가믄장아기를 낳자, 하는 일마다 운이 틔어서
거지 부부는 거부가 되었다. 거지 부부는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였는데, 비오
는 날에 심심하여 15세가 지난 딸들의 효심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큰 딸
과 둘째 딸은 부모님 덕에 잘산다고 했지만, 가믄장아기는 ‘부모님 덕도 있지
만, 내 배꼽 밑의 선그뭇(배꼽에서부터 음부 쪽으로 내리 그어진 선) 덕에 잘
산다.’라고 답하였다. 화가 난 아버지는 불효한다면서 막내딸을 내쫓았다. 어
머니는 쫓겨나는 막내딸이 안쓰러워서 가믄장아기에게 식은 밥이라도 한술
떠먹고 가라고 전하라고 첫딸과 둘째딸에게 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가믄장
아기에게 오히려 ‘더 빨리 떠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자 가믄장아기는
집을 떠나면서 두 언니를 각각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변신시켰다. 부모는
딸들의 소식이 없자 문을 열고 나오다가, 문지방에 부딪쳐서 두 눈이 멀고
점차 가산을 탕진하여 거지가 되었다. 가믄장아기는 식량을 검은 암소에 싣
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마를 파는 마퉁이 삼 형제의 허름한 집에 유숙
하게 되었다. 삼 형제가 그 부모를 대하는 것을 보니 두 형은 마음이 사납고,
막내는 마음이 착했다. 가믄장아기는 막내 마퉁이와 부부가 되어 마를 캐면
서 살게 되었는데, 마가 있던 구덩이에서 금덩이와 은덩이가 쏟아져 나와서
거부가 되었다.
부모가 장님 거지가 되었음을 이미 아는 가믄장아기는 남편과 의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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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일 동안 거지잔치를 열어서 부모를 찾기로 하였다. 팔도의 거지들이 다
모여드는데, 맨 마지막 날에 장님 거지 부부가 찾아왔다. 가믄장아기가 부모
에게 자신이 막내딸임을 알리자, 부모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순간 눈이 밝
아졌다.10)

이 이야기는 본토에서 <내 복에 사는 딸>이란 민담으로도 활발히 전승되
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자인 아버지가 세 명의 딸에게 “누구의 복으로 사느냐?”고 묻자, 위의 두
딸은 ‘아버지의 복으로 잘산다’고 대답하였지만 막내딸은 ‘내 복으로 산다.’고
하여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쫓겨난다. 이후로 재산을 물려받은 언니들은 가난
해진 친정아버지를 외면하거나 구박한다. 숯구이총각을 만나서 결혼한 막내
딸은 숯을 굽는 이맛돌이 금덩이임을 알아보고 이를 팔아 부자가 된다. 막내
딸은 아버지가 거지가 되어서 자신의 집을 방문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집
대문을 여닫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날 수 있게 한다.11)

한편 한국의 설화 <가믄장아기>와 비교할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
King Lear>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어왕King Lear에게는 거너릴Goneril, 리건Regan, 코딜리아Cordelia라는
세 명의 딸이 있었다. 리어왕은 왕국을 이들에게 나누어주기로 마음먹고, 딸
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거너릴과 리간은 리어왕의
환심을 사려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코딜리
10)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한국고전문학전집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94-107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1) <내 복에 사는 딸> 민담에 대한 자료와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대숙, 한
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이지영, ｢<내복에 산다>형 민담의 전승변이 연구｣, 관
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조은희, ｢“내 복에 산다”와 “복진 며
느리”의 여성의식 변모양상｣, 우리말글 24집, 우리말글학회, 2002: 박명숙, ｢한·중 <제
복에 산다>형 구비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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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자식으로서의 효성을 다할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분노한 리어왕
은 코딜리아를 지참금도 없이 프랑스 왕에게 시집보내고 국토를 거너릴과
리간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왕국을 물려받은 두 딸은 리어왕을 냉대하
였다. 리어왕은 충신 켄트와 어릿광대를 데리고 궁전을 나와 폭풍우가 몰아
치는 황야를 헤매면서 불효한 두 딸을 저주하며 狂亂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왕비가 된 코딜리아는 리어왕의 참상을 전해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진격하였으나 싸움에 패배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포로가
된 코딜리아는 병사의 손에 교살되었고, 리어왕은 죽은 코딜리아의 시체를
안은 채 슬픔을 못 이겨서 절명하였다.12)

두 작품은 크게 모티프, 플롯, 주제, 세계관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의 근거
를 마련할 수 있다. 우선 두 작품에는 공통적인 이야기 모티프가 나타난다.
권위적인 아버지와 자기주장이 강한 막내딸, 세 명의 딸에게 던지는 아버지
의 물음, 악한 언니들과 착한 막내 사이의 불화, 막내딸의 갑작스런 추방과
낯선 남자와의 우연한 결혼, 권위(가난, 실명, 실권 등)가 실추된 아버지의
가출과 방랑, 관계가 역전된 상태에서의 막내딸과 아버지의 재회, 아버지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失明과 開眼 등이 그것이다. 이는 그대로 유사한 플롯
으로 실현된다.

가. 부유한 아버지가 세 명의 딸에게 자신에 대한 효심을 시험하기 위하
여 질문을 한다.
나. 두 딸은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버지가 기대한 대로 답변을
하지만 막내딸은 아버지를 분노케 하는 답변을 한다.
다. 두 언니가 막내를 미워하고 이로 인해 자매들은 불화한다.
라. 막내딸은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되어서 낯선 세계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
마. 막내딸이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여 세상을
12) 이후로 <리어왕> 텍스트는 영어원전은 W. Shakespeare, KING LE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을, 한국어 번역본은 W. Shakespeare, 리어왕, 이덕수 역주, 형설출판사,
1988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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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하게 된다.
바. 막내딸은 아버지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아버지와 재회한다.
사.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과 딸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

2.2. 부녀 갈등의 원인과 의미
각 작품에서 아버지와 막내딸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자.

“막내딸아기 이리 와라. 가믄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발
신行爲發身 하느냐?”
가믄장아기가 말을 하되,
“하늘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마는 내 배꼽 밑에 있는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위발신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여자식이 어디 있느냐. 어서 빨리 나가거라.”
어머니 눈에 거슬리고 아버지 눈에 밉게 보여 입던 의복을 거두어 검은
암소에 실어 놓고 먹을 식량을 실어 집을 나간다. 13)
Lear : which of you shall we say doth love us most?
That we our largest bounty may extend
Where nature doth with merit challenge. Goneril,
Our eldest-born, speak first.
<중략>
Cor : Unhappy that I am, I cannot heave my heart into my mouth : I love
your Majesty according to my bond ; no more nor less.
Lear : How, how, Cordelia! Mend your speech a little, Least you mar your
fortunes.
Cor : Good my Lord, You have begot me, bred me, lov'd me : I Return
those duties back as are right fit, Obey you love you, and most honour you.
13)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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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ave my sisters husband, if they say They love you all? Happily, when
I shall wed, That lord whose hand must take my plight shall carry Half my
love with him, half my care and duty: sure I shall never marry like my
sister, to love my father all.
Lear : But goes thy heart with this?
Cor : Ay, my good Lord.
Lear : So young, and so untender?
Cor : So young, my Lord, and true.
리어 : 너희 가운데서 누가 과인을 제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천륜
에 따른 효성에 개인적인 미덕을 더하여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과인은 가장 큰 혜택을 줄 터. 거너릴아, 제일 먼저 태어난 과인의 딸, 말해
보아라.
<중략>
코딜 : 불행한 일이옵니다만 소녀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입에 올려 말로
표현할 줄을 모르옵니다. 소녀는 소녀에게 지워진 의무에 따라 전하를 사랑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옵니다.
리어 : 어째서, 어째서, 코딜리어야! 네 말을 좀 고쳐 보려무나. 네 운명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말이다.
코딜 : 전하, 전하께옵서는 소녀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으며 사랑해주셨
사옵니다. 이제 소녀는 아주 합당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여 의무를 다하옵고,
아바마마에게 복종하옵고, 사랑하옵고, 그 누구보다 존경할 것이옵니다. 아
바마마만을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니들은 무엇 때문에 남편을 맞이
했사옵니까? 혹 소녀가 결혼하게 되면 소녀가 결혼서약을 한 낭군께서는 소
녀의 사랑의 반을, 그리고 걱정과 의무의 반을 가져갈 것이옵니다. 소녀는
아바마마만을 전적으로 사랑할 생각이라면 결코 언니들처럼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리어 : 한데 그것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코딜 : 그러하옵니다, 전하.
리어 : 그렇게 어린 것이 어찌 그리도 인정머리가 없단 말이냐?
코딜 : 나이는 어리오나, 전하, 마음만은 정직하옵니다. (제1막 제1장)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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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작품에서 딸의 효심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아버지의 행동
을 선행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억압적이며 권위적인 家父長의 모습
으로 파악하고 있다.15) 실제로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
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딸을 추방해버리는 아버지
의 모습에서는 괴팍함과 권위적인 태도가 묻어난다. 당연히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새삼스레 그에 대한 功致辭를 하겠다고 드
는 것부터 옹졸한 처사로 보인다.16)
<가믄장아기>의 경우 이 자료가 굿에서 불리는 무속신화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김대숙은 이 작품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놓고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온 부신의 기능을 가진 여인이 자신보다 문화
단계가 낮은 남자를 생금장을 녹이는 야장으로 변모시키면서 획기적인 번
영을 이룩한 사실의 반영이며 철기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문화신
화’17)라고 보았는데, 박명숙은 이에 힘입어서 아버지가 딸과 富神으로서의
직능을 다투는 신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바 딸에게 神職을 양보할 수 없어
서 딸을 집에서 내쫓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민담화 되면서 신직에 대
한 치열한 다툼은 가려지고 복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가부장적인 아버
14) W. Shakespeare, 앞의 책, 41-43쪽.
15)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 반면에 막내딸은 주체적인 여성이다. 가부장제에
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불효한다고 믿는다.
<중략>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막내딸은 집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떠나
게 된다.” 조은희, ｢“내 복에 산다”와 “복진 며느리”의 여성의식 변모양상｣, 우리말글 24
집, 우리말글학회, 2002, 117-142쪽 :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아첨과 찬사에 익숙한 왕으로
서 리어가 딸들이나 신하의 말을 곧 자신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척도로 삼고 있을 수 있
고 따라서 막내딸의 말은 그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며 심지어 모욕으로 여겨진
다. 이는 가부장적인 억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미애, ｢<리어왕>에 나타난 성
억압과 왜곡된 여성상｣, 셰익스피어비평 37집,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1, 218쪽.
16) 김대숙, 앞의 책에서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17) 위의 책, 96-126쪽 참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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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형상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하였다.18) 그렇다면 <리어왕>과
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신화자료가 아닌 민담 <내 복에 사는 딸>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19)
가믄장아기는 자신의 생존이 天地라는 자연의 혜택과 부모의 양육에 힘
입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무엇보다 자신의 “여성성(생산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답변한다. 이것이야말로 “남성중심”의 가부장권에 대한
여성의 도전으로 해석될 만한데, 자식에 대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와 부양 능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아버지의 의도는 작품들 사이에서 섬세한
차이가 드러난다. 리어왕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왕국을 분할해주기 전에
딸들의 충성심을 미리 보증 받아두려는 욕망에서 딸들을 시험해보았던 것
이다.20) 리어왕은 세 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부터 막내딸 코딜리아
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어 자신의 노후를 의탁할 요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리어 : 너희 가운데서 누가 과인을 제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천륜
에 따른 효성에 개인적인 미덕을 더하여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과인은 가장 큰 혜택을 줄 터. 거너릴아, 제일 먼저 태어
18) 박명숙, 앞의 논문, 373-374쪽.
19) <내 복에 산다> 민담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세 명의 딸에게 지금 “누구의 덕으로 사느냐?”라고 묻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아버지의 절대적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너희들에 대한 나의 지배권에 무조건 복종하
고 있느냐?”가 될 것이다. 막내딸은 이에 대해 ‘내 복에 산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가부장
인 아버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겠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수직적 상하관계에 대한 자식의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20) “리어가 요구한 사랑의 고백은 단순한 부녀간의 애정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
하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맹세와도 같다. 더구나 이제 실권을 양도하는 리어의 입장에
서 곧 권력을 양도받게 될 딸들로부터의 사랑과 복종의 언약은 매우 필수적이며 절실한
요구인 것이다. 더 나아가, 재산과 왕권 계승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딸들에게 그것을
미끼로 사랑을 요구할 경우 그들은 서로 경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애정 표현을 할 가능
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김미애, 앞의 논문, 216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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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과인의 딸, 말해보아라.
<중략>
리어 : 닥쳐라, 켄트! 격분한 용과 그 분노의 대상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
나는 저 애를 극진히 사랑해서 그 애의 알뜰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했었다.
〔코딜리어에게〕썩 물러가라, 내 눈 앞에서! 이제 아비로서 저 애
와의 정을 끊었으니 무덤만이 내 안식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불란
서 왕을 불러라 누가 가겠느냐? 버건디 공작을 불러라.21)
Lear : Peace, Kent! Come not between the Dragon and his wrath. I lov'd
her most, and thought to set my rest on her kind nursery. [to

Cordelia.] Hence, and avoid my sight! So be my grave my peace,
as here I give Her Father's heart from her! Call France. Who stirs?
Call Burgundy.

코딜리아가 리어왕에게 그렇게 매몰찬 대답을 하게 된 것은, 리어왕의
질문이 왕국의 분할이라는 딸들 사이의 利害관계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
이었다. 두 언니가 각자의 권력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과장
된 사랑을 앞 다투어 과시하는 위선적 태도를 목도하면서, 자신의 진실된
孝心이 언니들의 허위와 차별되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이는 굳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증명할 성질이 아닌 부녀간의 사랑을, 왕국의 분할과 세습이라
는 정치적 구도와 관련지어 확인하려는 리어왕의 부조리한 욕망에 대한 코
딜리아의 저항인 것이다.22) 어떤 의도에서건 코딜리아가 아버지의 욕망에
순순히 따르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이를 코딜리아가 아버지의 가부장
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쉽게 단정 짓기 어렵다. 아버지의 물음에 대
한 코딜리아의 무덤덤한 답변은 자신이 언니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왕권을

21) W. Shakespeare, 앞의 책, 37-47쪽.
22) 코딜 : <방백> “분명 나의 사랑은 혀를 놀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는 무거운 것이
니까.” (제1막1장 76행), 위의 책,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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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욕망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코딜리아가 말로써 증명하려고 나서
는 것은 왕권에 대한 코딜리아의 탐욕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임을
리어왕은 애써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이 순수하게
아버지를 딸로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명하고 싶었던 코딜리아의
태도를 가부장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23)은 재고되
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 특히 아버지에 대한 딸의 순종적 태도를 강조하던
당대의 가부장제적 사회를 고려하면, 아버지에게 한 번도 지지 않고 말대꾸
를 하는 코딜리아의 당돌한 태도나 강한 자의식만큼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2.3. 아버지와의 결별 후 여주인공의 삶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의 삶에서, 가믄장아기와 코딜리어는 분명한 차
이를 드러낸다. 가믄장아기는 항상 서사진행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기능하
지만 코딜리아는 그렇지 않다. <리어왕>에서는 始終 리어왕이 주역이고 코
딜리아는 조역에 머물고 있다. 역시 <가문장아기>의 주인공은 가믄장아기
이고 <리어왕>의 주인공은 리어왕인 것이다. 실제로 코딜리아라는 선인형
인물은 악인형 인물인 두 언니 거너릴이나 리간보다 성격화가 미약하다.
프랑스왕을 따라서 영국을 떠난 이후로 코딜리아는 무대에서 존재감을 거
의 상실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산성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
고 주장한 가믄장아기는,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23) “ ‘無’라는 그녀의 대답은 외견상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리어에게 가장 치명적인 가
부장적 권위에 대한 부정이다. 왕국을 경솔하게 분할하는 등 비극적 상황에 대한 총체적
인 책임은 물론 리어에게 있다 하더라도, 코딜리아는 불행을 야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
겠다.” 이혜경,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타난 가부장제와 여성｣, 셰익스피어비평 36
집,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0, 315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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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증명해 보일 기회를 얻게 된다. 가믄장아기는 명실상부하게 독립적
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코딜리아는 이런 독립적
인 삶의 경험을 단 한 순간도 거치지 않는다. 코딜리아는 자신에게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로 청혼을 철회하는 버건디 공작을 향해, “세상의 지위와 재산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그 사랑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이처럼 코딜리아의 결혼은 오직 프랑스왕과 리어왕의 의지에
따라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인의 의지나 욕망과는 무관하게 이
루어진 비주체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코딜리아는 아버지의 슬하를 떠나자
마자 곧 프랑스 왕의 아내가 되어 프랑스로 떠나가는 종속적인 삶을 이어가
게 된다. 코딜리아는 말하자면 영국판 三從之道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가믄장아기의 결혼은 코딜리아의 결혼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가믄장
아기는 마퉁이 삼형제 가운데 막내 마퉁이가 마음도 착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를 배우자로
택하였던 것이다. 이런 결혼과정은 孝에 대한 가믄장아기의 가치지향성까
지 보여주고 있어서, 가믄장아기의 주체적 삶의 태도가 不孝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가만히 보니 큰 마퉁인 마를 삶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서 많이 먹었으니 마 모가지나 드십시오.”
마 모가지를 꺾어 드리고, 자기는 잔등이로 우막우막 먹고,
둘째 마퉁인 마를 삶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서 많이 먹었으니 마 꼬리나 드십시오.”
마 꼬리를 끊어 주고,
작은 마퉁인 마를 삶으니,
“설운 어머님 아버님, 우리들 낳아 키우려 하니 얼마나 공이 들고,
이제 살면 몇 해를 살 겁니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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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끝은 꺾어두고 잔등이로 드린다. 가만히 보니 쓸 만한 것은 작은 마퉁
이밖에 없구나. 24)

이처럼 가믄장아기의 결혼은 그녀 자신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결혼생활에서의 주도권 역시 가믄장아기가 쥐
고 있었다. 가믄장아기는 마퉁이와 결혼한 이후로 가계를 크게 일으키게
된다.25) 그러나 코딜리아에게서는 남성의 가부장권을 능가하는 이런 주체
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녀에게서는 강한
자의식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연민의 정만이 묻어날 뿐이다.

2.4. 부녀의 재회과정 그리고 失明과 開眼의 의미
<리어왕>에서 코딜리아가 프랑스로 떠나간 이후 무대는 거너릴과 리건
이 차지하게 된다. 이들은 주역인 리어왕의 고뇌를 형상화하기 위한 상대역
으로서, 리어왕을 배신하고 박대하는 악역을 맡는다. 그러나 코딜리아의
역할은 리어왕으로부터의 분리 즉 무대에서의 “不在”에 집중되고 있다. 두
언니의 악행이 강조됨으로써 무대에서 사라진 코딜리아의 善함이 상대적으
로 강조될 뿐, 프랑스로 떠난 코딜리아의 삶은 조명되지 않는다. 코딜리아
는 리어왕의 근황을 전해 듣고 언니들로부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영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 장면 이전까지는 코딜리아의 존재감이 무대
에서 사라진다.
남편의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달려가 아버지와 재회한 코딜리아는, 몰
24)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103쪽.
25) <내 복에 산다>형 민담에서는 막내딸이 남편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돌덩이가 금덩이임을
간파하는 우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家産을 크게 일으킨다. 막내딸이 남성보다 우월한
경제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가계를 부양하는 가부장의 역할을 훌륭해 수행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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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리어왕의 상처받은 가부장권을 치유하면서 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다. 아래 인용에서 보듯이, 그녀는 리어왕에게 家父長의 상징적 권리인 ‘자
식에 대한 祝福權’을 復權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26)

Cor : [Kneels.] O! look upon me, sir, And hold your hand in benediction
o'er me. No, sir, you must not Kneel.
코딜 : <무릎을 꿇으면서> 아! 소녀를 보소서, 아버님. 그리고 손을 들어
소녀를 축복해주소서. 아니옵니다. 아버님, 무릎을 꿇으셔선 아니
되옵니다.27) (4막 7장 58행)
Lear : You must bear with me. Pray you now, forget and forgive : I am
old and foolish.
리어 : 그대는 나를 용서해줘야 되겠다. 부탁이니, 잊고 용서해다오. 나는
늙고 어리석은 사람이다.28) (4막 7장 84행)

코딜리아는 리어왕에게 철저히 순종적이며 아버지의 가부장권을 고스란
히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을 추방한 아버지를 구원하고 그의 훼손된
가부장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코딜리아와 달리, 가믄장아기는 재회하
게 된 부모 앞에서 훨씬 더 당당하고 심지어 우월한 태도를 보인다.
한편 <심청전>과 <리어왕>을 비교 연구한 윤정은은, 리어왕이 거너릴과
리간이라는 운명적 惡과 싸웠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심청전>에는 “惡의
운명과 싸워서 惡을 퇴치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惡의 힘에 제물을 드려 惡의
분노를 사지 않도록 하려는 弱者의 생리가 풍겨있다.”라고 하면서, <심청
26) “축복의식 blessing ritual을 통해 부모는 자식들의 행복과 번영을 기리고 사랑하는 혈연관
계를 확인하고 강화한다. 자식이 부모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에 대한 존경 뿐 아
니라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갈망하고 실천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혜경, 앞의
논문, 177쪽,
27) W. Shakespeare, 앞의 책, 309쪽.
28) 위의 책,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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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운명에 복종하는 심청을 통해서 한국의 무속적이고 유교적인 세계관
을 보여주는 데 비해 <리어왕>은 운명에 도전하며 악과 싸우는 리어왕을
통해서 영국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29)
그렇다면 리어왕이 운명적인 惡과 실제로 어떻게 싸웠는지 궁금해진다.
우선 리어왕을 향한 거너릴과 리간의 악행이 과연 리어왕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운명이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원천적으
로 리어왕 자신의 인간적 결함이 초래한 불행이었다는 점에서 “운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거너릴과 리간의 행위는 자신들
에게 왕국을 분할해준 리어왕의 시혜와 굳은 믿음에 대한 악랄한 배신인
동시에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학대하는 패륜적 행위라는 점에서 분
명한 惡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리어왕 자신의 인간적 실책이
가져온 논리적이며 현실적인 귀결이었지 악한 운명 그 자체는 결코 아니었
다. 리어왕은 이런 두 딸의 惡行과 싸워서 그들을 응징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딸들의 악행을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狂亂하며 광야를 헤맬 뿐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어왕은 내면적 각성을 이루어낸다. 결국 자신
이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게 된 셈이다.
두 작품에는 아버지의 失明과 開眼이라는 동일한 모티프가 주제전달을
위한 효과적 은유로 기능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리어왕>에서 失明모티프
는 의미심장한 은유로 빈번히 사용되는데, 코딜리아를 내쫓은 후 나머지
두 딸에게 권력을 양도한 이후로 빠르게 몰락해간 리어왕은 이후로 자신의
시력이 상실된 상황을 호소한다. 여기서 남성 인물의 눈을 빼앗거나 그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문학적 수사는 그들의 남성성이 거세됨을 의미하며,30)
29) 윤정은, ｢運命에의 服從과 挑戰 -<｢沈淸傳>과 <King Lear>의 경우-｣, 영어영문학 39호,
영어영문학회, 1971.
30) “프로이드(Freud)의 이론에 따르면 거세에 관한 인식은 시각과 관련이 있으며 눈멈에 대
한 남성의 공포는 거세 공포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눈, 남근적 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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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그들의 남성적 권력과 지배권이 소멸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lou : Because I would not see Thy cruel nails pluck out his poor old
eyes;
그로 : 차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오, 부인의 그 잔인한 손톱이 그 노인
의 두 눈을 후벼내는 것을31) (4막 1장 17행)

또한 남성 인물의 失明은 그의 인간다운 이성적 통제력과 분별력의 결핍
을 의미하고 있다.32)

Lear : Out of my sight!
Kent : See better, Lear; and let me still remain
The true blank of thine eye.
리어 : 내 눈 앞에서 썩 사라져라!
켄트 : 리어왕이여, 눈을 뜨고 잘 보소서, 그리고 소신으로 하여금 언제까
지나 전하의 눈에 진정한 핵심으로 남아있게 하소서.33) (1막 1장
157행)
Old Man : You cannot see your way
Glou : I have no way, and therefore want no eyes; I stumbled when I
saw.
노인 : 백작님께선 길을 보실 수가 없사옵니다.
시에 대한 선망과 질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는 욕망을 소유하고 있다.”
김미애, 앞의 논문, 224쪽.
31) W. Shakespeare, 앞의 책, 235쪽.
32) “리어가 <늙고 어리석은 두 눈아, 이 일로 인해 다시 눈물을 흘린다면 나는 너를 뽑아서
던져 버리겠다.>라고 한 말에서도 남성성의 상실과 눈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눈은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해를 입기 쉬운 연약한 부분이기 대문에 글로체스터가
중시하는 남성성이 거너릴과 리간의 강력함에 비해서 얼마나 취약한가를 드러내고 있
다.” 김미애, 앞의 논문, 224쪽.
33) W. Shakespeare, 앞의 책,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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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 나에게는 갈 길도 없다. 그러니 눈도 필요 없느니라. 눈이 멀쩡할
때도 나는 걸려 넘어졌다.34) (4막 5장 27절)
Edg : The dark and vicious place where thee he got cost him his eyes.
에드거 : 아버님께서는 어둡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너를 만드셨는데, 그 代
價로 그의 눈을 잃으셨다. 35) (5막 3장 171행)
Lear : This is a dull sight. Are you not Kent?
리어 : 내 시력은 믿을 것이 못 돼. 그대는 켄트 아니냐?

36)

(5막 3장 281행)

윤정은은, 심봉사가 肉眼이 멀었다가 得名하게 되는 것에 비해 리어왕은
心眼이 어두워졌다가 得名하게 된다고 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정신적인 고
민에서 정신적인 해방과 승리를 모색한 데 비해 <심청전>의 작가는 감각적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보다 육감적인 것이었다. 전자가 정신적인 승리의
추구라면 후자는 보다 물질적인 財壽의 추구였다.”라고 분석하였다. 이 연
구는 <리어왕>에 대해서는 심층적 분석을 하고 있는 반면, <심청전>에서는
줄거리를 따라가는 표피적 수준의 독해를 보여주는 듯하다.37)
34) 위의 책, 243쪽.
35) 위의 책, 341쪽
36) 위의 책, 351쪽.
37) 무엇보다 심봉사의 眼盲을 육체적 성격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이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간
과하고 있다. 사실 심봉사의 眼盲은 家父長으로서의 권위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이성적
통찰력이 상실된 상태를 형상화하는 修辭적 장치라는 점에서 리어왕의 경우와 동일한 것
임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심봉사가 아버지로서 심청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었던 무능함은 眼盲이라는 그의 태생
적이고 운명적인 신체적 장애 때문이었다. 심봉사는 뺑덕어미에게 갖은 사기를 당하게
되는 우매하고 미성숙한 인물로도 그려지는데 이것 역시 그의 안맹함에서 기인한 결과이
었다. 사실상 심봉사를 부양한 것은 심청이었던바, 가부장권을 상실한 심봉사가 아닌 심
청이 실질적 家長으로서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주도하였던 것이다.
한편 심청이가 자신의 곁을 떠난 이후부터 심봉사는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심청이와 재회하는 순간에 눈을 뜬다는 문학적 수사는 바로 심
봉사의 이런 내면적 각성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봉사는 결과적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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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믄장아기>에서는 부모가 가믄장아기를 추방한 후에 딸들을 찾아 나
서려다가 문지방에 부딪쳐서 失明을 하게 된다. 여기서 문지방은 통과의례
나 入社式에서 과거의 단계와 다음 단계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명한 아버지는 肉眼을 상실함으로써 이전에 가졌던 낡고 표피적인
허위의식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었다. 그의 실명은 그가 이제껏 누렸던 가부
장제적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하는바, 아버지는 눈 먼 거지의 처지로 전락하
고 만다. 가믄장아기는 스스로 부모를 찾아 나서지 않고 거지 잔치를 베풀
어서 부모가 자신을 찾아오도록 한다. 그리고 거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부
모에게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은 채 그들이 굶주리도록 내버려둔다.

로 공양미 삼백 석 덕분에 눈을 뜬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심봉사의 開眼
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서 얻은, 즉 “운명에의 순응”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청이가 심봉사의 옆에서 사라진 순간부터 그야말로 광야에 홀로 버
려진 심봉사가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면서 이루어낸 인간적 성숙과 각성의 결과물이다.
심봉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眼盲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한 바, 눈을 뜨
고 싶어서 공양미 삼백 석을 내겠다고 선뜻 약속하였는가 하면, 심청도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희생을 자처했다. 악한 운명에 그저 순응하겠다고 마음먹었
다면, 애초에 그 누구도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심봉사의 眼盲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비참한 “운명”이었지만, 심
봉사와 심청은 그런 부당한 운명에 저항하려고 처절하게 투쟁하였다. 그러므로 심청이
惡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에 순응하고자 했다는 윤정은의 분석은 설득력이 적다. 심
청이는 惡에 순응하려고 인당수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眼盲이라는 불행한 운명
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開眼을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기로 결정한 것은, 오히려 자신 앞에 놓인 不條理한 운명에 저항하려는 역설
적인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눈을 뜨고 싶었고, 자신
들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어놓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들은 드디어 운명을 개척한 것이다.
사실 죽음이 곧 再生을 가져오게 된다는 무속신화의 제의적 서사구조를 이해해야만
<심청전>을 온당하게 읽어낼 수 있다. 판소리 장르는 무속신화로부터 胚胎된 것으로서
신화적이고 제의적인 속성을 띠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버
지의 개안을 위해서 왜 무고한 딸이 대신 죽어야 하는가라는 ‘희생양적 제의구조’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하다. 이는 유교의 孝이데올로기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심청과 심
봉사는 운명공동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바, 부모와 자식의 존재를 연속선
상에서 이해하는 유교주의적 가치관과 인간의 삶을 개인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사이의 거리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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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로 오는 거지는 밥을 먹기 위해 위로 앉으면 밑에서부터 밥을 주다가
떨어뜨리고, 밑에 앉으면 위로부터 밥을 주다가 떨어뜨리고, 가운데 앉으면
양끝으로 밥을 주다가 떨어버리라.”38)

이는 “당신들은 지금 네 덕에 밥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가믄장아기의
비언어적 메시지가 분명히 표출되는 순간이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가부장적
지배권을 능가하는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딸들에게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사느냐?’고 물었던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밥을 이리저리로 치워버리는 가믄장아기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되돌려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즉시 확인하게 된다. 이전에
무시하고 간과했던 막내딸의 비범한 능력을 통찰하는 心眼이 떠진 것이다.
가부장권의 절대성을 딸에게 과시하려던 오만함으로 인해 실명했던 아
버지는 가믄장아기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開眼하게 된다. 이처럼 <가믄장
아기>에서의 失明은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절차적이며 과정적인 고통으
로 기능한다. 가믄장아기는 이처럼 부모의 각성과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
로 유도하여 정신적 성숙을 돕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9)
그러나 <리어왕>에서 코딜리아는 리어왕의 정신적 성숙을 가져오는 인
물로 보기 어렵다. 리어왕에게 직접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거너
릴과 리간의 배반과 악행이었던바, 리어왕은 두 딸의 악행을 통해서 비로소
과거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결국 <리
어왕>은 “개인”의 罪過에 대한 철저히 개인적이고 應報的인 심판을 마련하
38) 현용준·현승환, 앞의 책, 105쪽.
39) “부모는 가믄장 앞에서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참회를 함으로써 광명
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생명체로 전환된다. 이처럼 부모의 개안이라는 과제의 수행은
부모 스스로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믄장의
모습에서 신입자에게 시련과 박해를 주는 동시에 도움을 주는 입사식 지도자의 모습이
발견된다.”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호, 한국언어문
학회, 2000, 5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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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公義的인 가치관을 엿보게 한다. 리어왕은 진실
을 보는 心眼을 상실한 죄로 인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을 진
정으로 사랑하는 딸 코딜리아를 영원히 잃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된다. 이는
인간의 표면적 언술 특히 자신을 향한 아첨에 의지하여 왕국을 분할해주고
노후를 의탁하겠다는 리어왕의 어리석은 판단과 자기과시욕이 초래한 自業
自得의 결과였다.

3. <가믄장아기>와 <리어왕> 사이의 거리
아들도 아내도 없는 리어왕은 딸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
이는 딸들의 애정을 두고 사위들과 다투는 형국이 되고 만다. 이는 리어왕
과 딸들 사이에 근친상간적인 애정다툼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를 간파한
코딜리아는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언니들이 왜 결혼을 하
였는가를 반문한다. 사실 리어왕은 처음부터 미혼인 막내딸 코딜리아의 애
정을 독점하려는 욕망을 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된 순간 코딜리아를 프랑스왕과 결혼시켜서 추방해버린다.
이에 반해 <가믄장아기>에서는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로 빈번히 설정
되어 있어서, 아버지는 딸에게 근친상간적인 애정을 갈구하지 않는다.
<가믄장아기>에서 아버지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고 묻는 것은 ‘지금
까지 아버지의 덕으로 먹고 살아왔음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너희들을 계속
먹여살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리어왕>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나를 미래에도 계속 사랑해주겠다
고 약속해준다면 네게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전자가 과거의 삶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에 반해 후자
는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계약에 초점이 놓인다. 그리고 가믄장아기가 과거의
24

<가믄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301

삶과 단절하기를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여 행복한 결말을 끌
어낸 것에 비해, 코딜리아는 미래를 포기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암울한 결말
을 초래한 셈이다.
<가믄장아기>는 가믄장아기라는 여성인물의 자아실현과정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딸의 화합과 번영이라는 가족공동체의 행복을 향해
서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富의 창출과 이를 통한 가족의 화합과 번영
을 소망하는 설화 전승자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각각 굿에서의
연행과 무대에서의 상연이라는 두 작품의 장르적 속성에서 기인한 차이로
도 설명될 수 있다. 굿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개인의 문제를 모두 노출하여
함께 해결해가는 제의적 시공간이란 점에서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구체적
으로 해결해가는 행복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배반한 거너릴과 리건을 향한 증오를 표출하는 리어왕은, 두
딸들의 여성적 생식력을 향해 험악한 저주를 퍼붓는다. 불효한 딸들에 대한
가장 잔인한 징벌이 바로 그들의 생식력을 말려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은 상
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보면 악한 딸들은 不姙이라는 저주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다.40) 정치적 권력을 향해 욕망을 불태우는 거너릴과 리건에게
발견되는 가부장제적 남성의 속성은 리어왕에게 매우 두렵고 위험하게 다
가온다.41) 그것은 리어왕으로 代喩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권에 대한 도전
이기 때문이다. 리어왕의 이런 비난은 여성의 생식력이 갖는 절대적 힘에
40) “리어의 불임에 관한 저주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이 두 여성은 임신과 양육이라는 여성 고
유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 김미애, 앞의 논문, 228쪽.
41) “여성이 생명 창조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생명을 부여한다면 그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을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남성의 두려움이 연유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리어와 관련지어
볼 때, 왕, 아버지, 남성으로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리어가 오히려 딸들의 권위에 대해
서 자신의 생사가 좌우되는 무기력한 피지배자로 전락한 상황을 인식한 것에서 그의 저
주가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리어의 비난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능력이
가하는 절대적 힘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자신을 위협하는 여성으로서의 딸들에게 대한
두려움이 저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글,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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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려움에서 생겨난 것으로 자신을 거세한 두 딸에 대한 두려움이 저주
로 환치된 것이다. 코딜리아에 대한 리어왕의 사랑과 찬양은 오로지 그녀의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게 된다.

Lear : Cordelia, Cordelia! stay a little. Ha! What is't thou say'st? Her voice
was ever soft, Gentle and low, an excellent thing in woman.
리어 : 코딜리어, 코딜리어야! 잠시만 기다려라 하! 무엇이라고 말을 했더
냐? 그 애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고 나지막해서 여자로
서는 뛰어난 자질이다.42)
(5막 3장 270행)

<리어왕>에서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인물들은 모두 파
멸하고 만다.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의 강한 에너지와 욕망은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정치적 욕망을 불태우는 거너릴과 리간의 남성적 욕망은 비난
받고 응징되며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린 코딜리아의 당돌한 답변은 모든 비
극의 도화선 역할을 맡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믄장아기>와 <리어왕>이
보여주는 여성인물을 향한 상이한 시각이다. 가믄장아기의 강한 자기주장
은 궁극적으로 온가족의 행복을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지만 코딜리
아의 강한 자의식은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가믄장아기와 재회한 아버지는 孝道를 받는 부모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
딸을 내쫓았던 아버지는 자신이 내쫓은 그 딸 덕분에 다시금 행복해질 수
있었다. 가믄장아기가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아버지 앞에서 증명하는 것과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효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서사적 전개 속에
서 상호충돌하지 않고 조정되는 것이다.43) <가믄장아기>의 서사적 진술은
42) W. Shakespeare, 앞의 책, 351쪽.
43)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승리와 패배라는 것으로 구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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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믄장아기가 가장 효심이 깊은 막내 마퉁이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에서
보듯이 시종 부모에 대한 孝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드러낸다. 가믄장아기의 우월한 능력과 성공은 다시 친정과 시집 양쪽 가족
의 공동체적 행복으로 환원됨으로써 개인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과 等値되
고 있다.44) 이처럼 <가믄장아기>의 서사적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유교적 가
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믄장아기>는 가부장권을 쥔 남성들보다 월등한 여성주인공의 주체적
이고 능동적인 삶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뛰어난 생산성을 찬양하고 숭
배한다. 여성의 창조적 능력과 우월한 생산성이 바로 가족 전체의 삶을 기
저에서 떠받치고 있는 실질적인 힘인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45)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가믄장아기>가 여성의
탁월한 생산성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이 작품은
남성을 능가할 정도의 여성의 우월한 능력은 여성 자신이 아닌 남성을 포함
한 가족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발휘되어야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때에만 긍정적 가치로 인정받

승자들은 자식이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자 부친을 만나게 하고 딸의 주장대로 <내 복>
의 승리를 확인시켜 ‘인간은 제 복만큼 산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놓으면서 동시에 부친
에 대해 효도를 했다는 행복담으로 이끌어 양자의 대립을 화해시키고 있다.” 현승환, ｢삼
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학 1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41쪽.
44) “복을 인간 내적인 속성에서 분리시킨 실체로 다루고, 복으로 인해 부유한 생활을 한 여
주인공의 궁극적 지향점이 가족주의적 화합임을 뚜렷하게 제시한다. 복과 윤리의 상관성
에 대한 성찰 대신 복 자체에 역점을 두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은 결국 가족의 화합을
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서 공동체 성향으로의 강한 결속력을 궁극적인 목표로
요구하는 문화기반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결국은 윤리를 초월한 중요하면서도 자연스
러운 암묵적 긍정, 즉 화합과 결속에 대한 추구가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인정된다.” 박명
숙, 앞의 논문, 390쪽.
45) 이는 가족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담당해온 제주도여성들의 강한 생활력과 삶의 의지가 제
주도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가믄장아기>의 네용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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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해체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여
성의 강한 자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惡으로 규정된다.
아버지의 욕망을 애써 모른 척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내세웠던 코딜
리아의 강한 고집이 가져온 것은 결국 가족의 파멸이었다. 또한 아무리 효
성이 지극하고 진실한 사랑을 가진 코딜리아일지라도 아버지를 비극적 파
국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었다. 이는 리어왕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었기에
모든 것을 리어왕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가믄장아기가 최후의 승자로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행복한 삶을
성취해냈다면, 코딜리아는 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되
돌려놓지 못한 채 파멸해가는 숭고한 패배자로 남는다. 코딜리아의 이런
불행한 최후는 아버지 리어왕의 욕망을 수용하고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정
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낸 것(불효)에 대한 應報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결말에서 아버지에 대한 순종적인 딸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코딜리아는, 아버지의 가부장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자
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가믄장아기의 주체적 면모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코딜리아는 사실상 주체적이지는 못하면서 자의식만 강한 여성이
었던 셈이다.
<리어왕>은 남성을 압도하는 강한 여성인물들을 부정하면서 순종적 여
성인물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는 <가믄장아기>가 남성보다 우
월한 여성의 능력과 생산성을 찬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리어왕>은 여성
인물의 주체성이나 능력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리어왕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지가 불러온 파멸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처절하게 그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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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는 현실에서 민족주의적 연구태도나
서구 중심의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은 모두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
학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없이 섣불리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을 비교
하여 논의하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46) 이는 자칫 한국문학을 외국
문학 작품을 찬양하기 위한 보조적인 비교수단으로 폄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예도 적지 않다. 이처럼 우리의
심리적 기저로 깊숙이 파고든 오리엔탈리즘의 폐해를 돌아보면서, 외국문
학 연구자들과 한국문학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소통이 활발하지 못했던 과
거를 반성하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세계문학으로서 한국설화가 지닌
문학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하기 위해, 한국의 구비설화인 무속신화
<가믄장아기>와 영국의 희곡인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주제적 측면에서
비교해보았다.
두 작품은 유사한 모티프와 플롯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면서 한쪽은 해피엔딩으로 다른 한쪽은 처절한 비극으로
종결되고 있다. 가믄장아기는 서사의 핵심이며 주역이지만 코딜리아는 리
어왕의 고뇌를 그려내기 위한 조역에 머문다. 또한 가믄장아기는 가부장권
에 도전하는 주체적 인물인 데 반해 코딜리아는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비주
체적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리어왕>은 여성인물을 철저히 가부장제적
인 가치관에 따라 형상화하는 데에 반해, <가믄장아기>는 남성중심의 가부
장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가믄장아기라는 주체적 여성인물을 긍정적으
46) “자신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두 개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
득하는 것이 비교문학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성
원(1999), 앞의 글,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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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각시키고 있다. 작품의 제목 그대로 <가믄장아기>는 가믄장아기의 주
체적이고 우월한 능력에 따른 성공담이지만 <리어왕>은 리어왕의 인간적
오만과 실수로 인한 비극인 것이다.

30

<가믄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307

참고문헌
김정숙, 자청비·가믄장아기·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도서출판 각,
2002, 13-231쪽.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쪽.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한국고전문학전집 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
구소, 1996, 1-573쪽.
W. Shakespeare, 리어왕, 이덕수 역주, 형설출판사, 1988, 5-355쪽.
W. Shakespeare, KING LE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201쪽.
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1-353쪽.
김미애, ｢<리어왕>에 나타난 성 억압과 왜곡된 여성상｣, 셰익스피어비평 37
집,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1, 215-243쪽.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호, 한국언어문학
회, 2000, 35-55쪽.
김창호, 한국에서의 셰익스피어 수용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281쪽.
박명숙, ｢한·중<제 복에 산다>형 구비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2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359-401쪽.
박성창, <비교문학연구의 최신 동향과 전망>, 이브 슈브렐,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성창 역, 민음사, 2002, 7-30쪽.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
국언어문학 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233-262쪽.
양영수, ｢제주신화에 나타난 공존과 사랑의 원리 ; 그리스 신화와의 비교를 중
심으로｣, 제주도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157-192쪽.
윤정은, <리어왕>을 중심으로 본 셰익스피어 비평의 역사와 유형, 예림기획,
1999, 1-494쪽.
윤정은, ｢運命에의 服從과 挑戰 -<｢沈淸傳>과 <King Lear>의 경우-｣, 영어영
문학 39호, 영어영문학회, 1971, 25-34쪽.
윤호병, 비교문학, 민음사, 1994, 1-528쪽.
이미영, Shakespeare의 희극과 비극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 강한 여성을 중
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6, 1-211쪽.
31

308 구비문학연구 제27집 (2008. 12. 31)

이재선, 문학주제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5-431쪽.
이지영, ｢<내복에 산다>형 민담의 전승변이 연구｣, 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
대 국문학과, 1990, 221-243쪽.
이지훈, ｢King Lear 의 민담 source로서의 Cinderella Cycle｣, 고전르네상스드
라마 1집, 한국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 1993, 63-86쪽.
이환태, ｢노장사상을 통해 본 셰익스피어의 비극｣, 동서비교문학저널 2집,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1999, 275-307쪽.
이혜경,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나타난 가부장제와 여성｣, 셰익스피어비평
36집,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0, 207-328쪽.
이혜경, ｢셰익스피어 극에 나타난 부모의 축복과 저주｣, Shakespeare Review
44집,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8, 177-202쪽.
이혜순, 比較文學Ⅰ 이론과 방법, 과학정보사, 1990, 14-367쪽.
조성원, ｢다문화주의와 (한국)비교문학｣, 비교문학 24집, 한국비교문학회, 1999,
1-21쪽.
조성원, ｢순결의 딜레마 : 셰익스피어 Measure for Measure와 판소리계 <춘향전>의
문화적 비교연구｣, 비교문학 28집, 한국비교문학회, 2000, 199-226쪽.
조은희, ｢“내 복에 산다”와 “복진 며느리”의 여성의식 변모양상｣, 우리말글
24집, 우리말글학회, 2002, 117-142쪽.
조진기, 비교문학의 이론과 실천, 새문사, 2006, 1-327쪽.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
소, 1993, 31-50쪽.
홍유미, 셰익스피어의 문제극과 여성문제 : 여성의 시험을 중심으로, 이화여
대 박사논문, 1994, 1-199쪽.
이브 슈브렐,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성창 역, 민음사, 2002, 31-215쪽.
Ulrich Weisstein, 비교문학론, 이우영 역, 기린원, 1989, 1-363쪽.
삐에르 브뤼넬, 비교문학이란 무엇인가, 석준 역, 미리내, 1993, 1-311쪽.
프랑시 클로동·카랭 아다-보틀링, 비교문학개요, 김정란 옮김, 동문선, 1992,
7-150쪽.

* 이 논문은 8월 31일 투고되어 2008년 11월 20일 심사 완료하고 12월 11일 게재 확정함.

32

<가믄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30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emes of Korean Folktale
<Kamoonjang-ahgi> and Shakespeare’s <King Lear>

Lee, In-Gyung(Inje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themes of Korean folktale <Kamoonjang-ahgi>
and Shakespeare's <King Lear> by the comparative metho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an find that <Kamoonjang-ahgi> differs with <King Lear> on
the thematic point of view.
<Kamoonjang-ahgi> depicts the competent woman's active and subjective
personality as it is very positive and good. But <King Lear> does it as very
negative and bad. what is more, <King Lear> is based on a patriarchal value
and male chauvinism. By contrast, <Kamoonjang-ahgi> opposes against them,
and admires the women's superiority and subjectivity.
<King Lear> takes the focus on not Cordelia's good character but King Lear's
anguish and agony caused by his arrogance and ignorance in the respect of
Christianity. In contrast, <Kamoonjang-ahgi> puts a high value on so great
woman-power superior to man's as the heroine Kamoonjang-ahgi has proved.
Key words：<Kamoonjang-ahgi>, Shakespeare, <King Lear>,
Comparative Study, Theme, Patriarchy, Multiculuralism,
A Patriarchal System. Woman’s Subjective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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