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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성들로부터의 탈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2)이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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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는 ‘몸’과 가부장제와의 공모
지방관과 유배인, 그들의 헤게모니
남성지배의 형식‘들’과 자청비의 ‘남장’
<세경본풀이>와 페미니즘의 접속

<논문개요>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 정수남, 문도령의 관계는 삼각관계의 구도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두 남성 인물은 서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 왜 두 남
성 인물은 조우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를 삼각관계로 볼 수 있는 것
일까. 본고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물음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
저 정수남과 문도령의 남성성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정수남의 남성성은 그의 육체를 떠나서는 이야기될 수 없다. 남근을 중심으로 한
몸과 남근 중심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육체노동으로 이어지는 의미망의 연쇄가 정수
남의 남성성을 구축한다. 문도령의 남성성은 문선왕과 문도령, 삼천선비로 연결되는
수직적 위계제에서 비롯된다. 문도령은 문선왕의 권위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
적 남성성이며, 끝내 자청비를 쟁취해내는 알파 수컷이라는 점에서 헤게모니적 남성
*

본 논문은 2019년 2월 15일 <구비문학과 젠더 담론>이라는 기획주제로 열린 한국구비문학
회의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부족한 글을 열심히 읽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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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기도 하다. 이 점 때문에 문도령은 삼천선비가 질투하는 쟁투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도령의 남성성이 부상하고 정수남의 남성성이 격
하되고 있는 양상이다. 문도령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 조선시대 제주도 내의 지방관과 유배인이 점했던 위치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은 중앙 정계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처지였지만 제주도에서는 선진 문물인 유학을 소
개하는 외부인으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들의 중간자적 위치가 서사 내에서는
무력한 인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세경으로 좌정하는 문도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이다.
정수남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되지 못 하는 것은 심방의 말처럼 더 이상 육체 노
동이 긴요하지 않게 된 현실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몇몇 이본에서 정수남
이 하세경에서 세경장남으로 밀려나는 연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두 남성 인물이 서사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은 정수남으로 표상되는 주변화
된 남성성에서 문도령으로 형상화된 공모적 남성성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교체되
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상 <세경본풀이>에 드러나는 남성성들은 역으로 자청비의 인물 형상을 부각한
다. ‘탈의’를 통해 여성들을 배제하고, 남성들을 서열화하려는 시험에서 남장을 한 자
청비는 기지를 발휘하여 승리한다. 이때 끊임없이 자청비의 성별을 의심하는 거무선
생의 독백은 그 자체로 자청비가 <세경본풀이>의 남성성을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자청비는 남장을 한 채로 서천꽃밭의 짐정승 딸애기와 혼인함으로써 결정
적으로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무화시킨다. 이는 결국 섹스와 젠더의 구분이 허구적 구
성물이듯이 <세경본풀이>의 남성성들 또한 허구적 구성물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청비는 정수남의 남성성과 문도령의 남성성 사이에서 그 누구와도
결연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청비의 행로는 그녀가 남성지배의 여러 형식‘들’로부터 탈
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수남으로 상징되는 남성성과 문도령으로 상징되는 남성성,
곧 생산 양식의 층위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성과 문화 양식의 층위에서 여성을 희
생시키는 남성성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청비는 서사 말미에
서 성격이 변화된 문도령과 정수남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함으로써 ‘농경’이라는 새로
운 문화로의 이행을 예고한다. 이러한 자청비의 면모는 페미니즘이 남성과 대립하고
남성을 대체하고 남성에 대항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페
미니즘의 물결이 가파르게 흐르고 있는 지금, 자청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핵심어: 헤게모니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주변화된 남성성, 문도령, 정수남, 삼천선
비, 자청비, 남장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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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세경본풀이>는 자청비, 정수남, 문도령이라는 세 인물이 등장하는 서사

<

이다. 흔히 이 세 인물의 관계는 정수남과 문도령이 모두 자청비를 욕망한
다는 점에서 삼각관계의 구도로 지적되어 왔다.

1)

그러나 통상 한 명의 여

성 인물을 두고 두 명의 남성 인물이 갈등하는 삼각관계와 달리 <세경본풀
이>에서 정수남과 문도령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자청비
를 중심으로 자청비, 정수남의 서사와 자청비, 문도령의 서사가 분절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왜 이 두 남성 인물은 면대면으로

조우하지 않는 것일까? 본고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세경본풀이>의 남성 인물에 관한 연구로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세경

<

본풀이>에 가부장적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많았다.

3)

1)

2)

3)

권태효는 정수남이 자청비와 문도령 사이에 개입하여 삼각관계를 만든다고 언급했다. (권
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
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87쪽). 이와 마찬가지
로 강진옥도 <세경본풀이>의 핵심 사건이 자청비를 중심으로 문도령과 정수남의 관계 속
에서 벌어진다면서 세 인물의 관계양상이 각기 다른 대상을 욕망하는 삼각관계 구도를 갖
는다고 설명했다.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바리공주>와 <세경본풀
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2005, 320쪽). 신동흔도 정수남과 문도령이 자청비
를 가운데 놓고 얽히고 있으므로 일종의 삼각관계 구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흔,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124쪽).
류정월 역시 이 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문도령과 정수남은 자청비를 매개로 하는 간
접적 관계만을 가지며 문도령-정수남의 독자적 서사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試論)-｣, 여성문학
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202쪽. 그에 앞서 권태효도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가
자청비와 문도령 서사에서 새로운 한 축을 마련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서사 전개가 매끄
럽지 않음을 약설했다. 권태효, 위의 논문, 94쪽.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
속학회, 2011, 7-30쪽.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1999, 5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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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남성 인물들이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4)

그러

나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 즉
가부장제’가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 놓인 젠더 불균형을 간과하거나 축

‘

소한다고 보는 우려는 <세경본풀이>의 서사 문면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정수남과 문도령의 서사 사이 분절은 두 남

성 인물이 나타내는 남성성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도 있다.
정수남과 문도령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주로 세경 신직에 주목하여 자청
비에 비해 서사 상 활약이 부족했던 남성 인물들이 왜 각각 상세경, 하세경
으로 좌정하는가를 해명하려고 했던 연구들이 많았다.

6)

먼저 이수자는 서

양민주,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男裝)의 기능과 의미-여성영웅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207-244쪽.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199-229
쪽.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147-172쪽.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 2000, 293-323쪽.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5-42쪽.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5-482쪽.
좌혜경, ｢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1998,
181-199쪽.
4)

한 근이 모자라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중, 상전인 자청비를 겁탈하려
고 하는 하인 정수남, 칼 선 다리를 건너도록 며느리 시험을 치르는 문선왕, 그 앞에서 울
고 있는 자청비에게 죽더라도 문가 사람이 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문도령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 조현설은 <세경본풀이>가 “농경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신화지만 그 내부에
구축된 가족 형태는 이미 가부장적이다”라고 했다. 조현설, 앞의 논문, 478쪽.
젠더트러블, 조현준 옮김, 문학동네, 2008, 153-154쪽 참조. 이미 필자는
졸고에서 <세경본풀이>에서 천상의 문도령 가족이 보여주는 유교적 가부장제는 남성지배
의 여러 형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지상의 자청비 가족이 보여주는 남녀의 고정된 성역
할 체계가 또 하나의 남성지배 형식일 수 있다는 점을 언설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소윤, ｢
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72-73쪽 참조.

5) Judith Butler,

대표적인 연구들로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고은지, 앞의 논문, 53-76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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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정수남이 농경을 위한 목축과 관련되기에 하세경으로 좌정하는 것
은 적절하며 다만 문도령이 농경과 관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상세
경으로 좌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바로 이 점이 남성우위 및
남성본위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7)

최원오 역시 문도령

의 상세경 좌정을 지적하며 곡물 및 농경 기술이 갖는 문화적 위상이 남성
중심사회로 권력화되어 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추론했다.

오세정

8)

은 조금 다른 해석을 시도했는데, 문도령은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내는 구술
전승의 관습으로 인해 이름뿐인 상세경이 된 것이라고 서술했다.

9)

고은지는 세경 신직의 삼세경 구조를 공간 관념으로 보고 문도령이 천상
의 존재이기에 상세경으로, 정수남은 지상의 존재이기에 하세경으로 좌정
한다고 이해했다.

10)

정인혁도 이와 유사한 논지를 펼쳤는데, 자청비가 중

세경으로 좌정하는 것은 모든 구성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청비의 면모
에 가장 걸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흔은 자청비의 사회적 신분과 인물
의 속성을 도출하고 자청비가 문도령과 정수남의 중간에 위치하기에 중세
경으로 좌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특히 정수남은 ‘짐승(가축)-땅’이
권태효, 앞의 논문, 1999, 77-110쪽.
신동흔,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119-145쪽.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59-290쪽.
이수자, 앞의 논문, 1990, 147-172쪽;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
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267-300쪽.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 “중(中)” 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
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43-373쪽.
최원오,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전변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 25, 비교민속
학회, 2003, 275-305쪽;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
중인문학회, 2007, 363-394쪽.
7)

이수자, 앞의 논문,

1990, 160-161

8)

최원오, 앞의 논문,

2007, 392

9)

오세정, 위의 논문,

280

10)

쪽.

쪽.

고은지, 앞의 논문,

쪽.
쪽.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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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미축을 문도령은 ‘신/하늘’의 의미축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정수남과 문도령의 인물 특성을 고찰한 연구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
으로든 정수남의 남성성과 문도령의 남성성 사이에 서로 이질적인 면모가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세경본풀이>에 드러난 복수
複數)의

(

남성성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2)

은

R.W.Connell

남성성

을 젠더 관계 속의 장소이자, 그 장소에서 남녀가 관여하는

(masculinity)

실천으로,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육체적 경험, 인격, 문화 속에서 만들어내

최근에는 정수남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여럿 제출되었고 그 외에도 이전에 연구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삼천선비나 느진덕정하님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등장했다. 연도별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이은희,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 ‘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 연구｣, 어문론집56,
중앙어문학회, 2013, 232-262쪽.
신연우,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실천민속학연구26,
실천민속학회, 2015, 69-92쪽.
김나영, ｢노비로 등장하는 정수남과 느진덕정하님의 정체-안사인본 <세경본풀이>를 중심으
로｣, 구비문학연구51, 한국구비문학회, 2018, 105-140쪽.
김신정, ｢제주도 신화 속 반(半)영웅적 존재의 의미｣, 우리말글79, 우리말글학회, 2018,
281-307쪽.
11)

이를 위해 본고에서 검토한 이본은 총 11개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다.
이하 인용 각주에서는 이본 명과 쪽수만 밝히도록 한다.

12)

번호

이본 명

출처

출판사

7

박봉춘본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선본

조선 무속의 연구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한국구비문학대계9-1
제주도 큰굿 자료

8

이용옥본

이용옥 심방 본풀이

9

양창보본

양창보 심방 본풀이

고순안본
서순실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서순실 심방 본풀이

민속원
민속원
민속원
역락
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1
2
3
4
5
6

10
11

출판
연도
2008
1991
1991
2001
2007
1980
2001

2009

2010

20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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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로 정의하고 있다. 그의 정의는 남성성을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몸에 수반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관점을 내포한다. 곧
남성성들 내부의 다양성을 인식하자는 것인데, 이는 남성성을 불변적인 개
념이 아니라 가변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성의 정의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이 바로
그의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이라는 개념이다. 헤게

masculinity)’

모니적 남성성이란 기존 젠더 관계에서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
성을 일컫는다.

13)

이는 <세경본풀이>에서 상세경으로 좌정하는 문도령과

하세경으로 위치하는 정수남의 관계를 해명하기에 용이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세경본풀이>의 남성 인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

의 남성성 이론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기로 한다. 따라서 2장에

R.W.Connell

서는 우선적으로 문도령과 정수남의 남성성이 단일하지 않은 복수의 남성
성들임을 석명하고 문도령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서
사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제주도가 지닌 사회문화적 맥락
을 고려하여 왜 문도령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권좌인 상세경에 위치하고
그 대신 정수남은 하세경으로 좌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재론할 것이다.

14)

이러한 논의는 최근 염제신농이 상세경에 등장하면서 문도령과 자청비, 정
수남이 차례로 세경 신직에서 밀려나는 양상까지를 포괄할 것이다. <세경
본풀이>의 남성성들을 해석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복수의 남성성들을 뚫
고 나오는 자청비의 궤적을 보다 선명히 그려내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4장
자세한 사항은 R.W.Connell,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옮김, 이매진,
조.

13)

쪽참

2013, 116-130

류정월과 정진희는 <세경본풀이>를 분석할 때 ‘제주도’라는 공간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대표적 연구자들이다. 특히 정진희는 제주도 본풀이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
에서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류정월, 앞의 논문,
193-219쪽. 정진희, 아래의 논문들 참조.)
정진희, ｢풍농(豐農)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
학회, 2013, 111-144쪽; ｢풍요 여신은 ‘생산’하는가?-‘여기’의 신화 지형 탐색을 위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83-224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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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청비의 인물 형상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2. 노동하는 ‘몸’과 가부장제와의 공모
이 장에서는 정수남과 문도령의 남성성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들 사이의
젠더 정치를 파악함으로써 <세경본풀이>에 드러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변화 양상을 밝혀내고자 한다.

에 따르면 젠더는 개별적인 삶

R.W. Connell

보다 오래 지속되는 상징적 실천에 의해 조직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서
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적 남성이 당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표지일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역사적으로 젠더 관계
가 변화함에 따라 그 정의 역시 변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속에는 언제나
경합의 여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남성성들 내부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양한 남성성들 사이의 관계, 지배하
고 종속되면서도 그 사이의 동맹을 맺는 남성성 내부의 젠더 정치를 분석
하는 작업이 긴요한 것이다.

15)

의 논의를 참조할 때,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과 문도령은

R.W.Connell

그들의 남성성이 각각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파악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남성성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지칭될 만하다. 특히 정수남은 송당계 본풀이

‘

의 소천국 형상과 닮아 있는 바, 그러한 그가 <세경본풀이>에서 ‘하인’이자
하세경’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문도령이라는 새로운 헤게모니적 남성성

‘

의 등장으로 <세경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 신화의 차원에서 남성성들 내
부에 모종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정수남의 남성성은 그의 육체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그가 서사에
등장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의 벌거벗은 ‘몸’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가
15)

자세한 사항은

R.W.Connell,

앞의 책, 앞과 같은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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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를 모두 죽게 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오리 사냥을 할 때도 “우알로
문딱 벗어 놓고”

16)

있으며, 자청비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 장항 뒤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나설 때도 “몸뚱이나 알몸으로 헤연 아이고 지 동갑(同甲)
만 거들락/거들락 허멍 나오”

17)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사의 문면을 자

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몸’과 더불어 부각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의 ‘남근’
이다. 정수남은 오리 사냥을 하다가 옷을 모두 도둑맞은 뒤 급한 대로 개낭
잎으로 자신의 남근을 가리는데, 이본에 따라서는 이 행위가 개낭잎 냄새의
유래로 설명되기도 한다. “동갑(고대중본), 강알(양창보본), 원수님(이달
춘본, 강을생본), 볼상그른 물건(안사인본), 가온디 무엇(한행수본, 강순안
본, 이용옥본, 고순안본, 서순실본)” 등등 이본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
만, 서사가 지극히 간략화되어 있는 박봉춘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수남이
서사 속에서 자신의 ‘남근’을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남근 노출이 남근 중심의 섹슈얼리티로 연결되는 대목
이다.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직접 옷을
벗고 음모를 나무에 묶은 뒤 엎드려 물을 마시는, 기행에 가까운 시범을
보인다. 목이 마른 자청비는 어쩔 수 없이 정수남의 행동을 따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청비를 희롱하기 위한 정수남의 속임수였음이 밝혀진다.
이후 정수남은 자청비를 탐하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내보인다. 입을 맞추
자는 요구는 점차 자청비의 가슴을 만져보자는 요구, 또 허리를 안아보자는
요구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정수남의 손이 “청비 젯가심드레도...청비
강알 속드레도”

18)

들어가는 참극이 빚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본에서는 자청비가 정수남과 함께 하룻밤 지샐 움막을 만드
는데 자청비는 일부러 움막에 구멍을 만들고 정수남으로 하여금 그 구멍을
16)

양창보본,

195

17)

양창보본,

195

쪽.

18)

강순안본,

293

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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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게 한다. “한궁기 막으면 궁기 빠짓고 두궁기 막으면/두궁기 빠짓더
라.”

19)

밤새도록 이어지는 이들의 행위가 성관계의 은유라는 선행연구의

논의는 지극히 타당하다.

20)

이러한 성관계의 양상이 남근 중심의 섹슈얼리

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거듭된 남근 노출에서
알 수 있듯 정수남의 남성성에서 핵심은 남근을 중심으로 한 그의 육체이
다. 따라서 정수남과 자청비의 관계에서 정수남은 남근을 기반으로 한 섹슈
얼리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가)

(

그 날 처냑 지픈 밤이 뒈난 아무도 모르게 우알로 옷
을 벗언 팡돌 우의 헤뜰랙기 뒈갈라져둠서
정수남아, 정수남아, 혼정이 시건 부엉새 몸으로

“

환셍허영 원진 나 젯가심 우의나 올라앚아 보라.”
꼼 시난 하늘로 부엉부엉 아완 젯가심 우의 올라
앚이난 부엉새 양다릴 모도와 줴연 쌀  대를 찔
런 팡돌 알에 노아두고 누었단 방안으로 들어가 을
자더니

21)

나)

(

그날 밤은 당허난 청비는
이 밤 저 밤 야상경(夜三更) 깊은 밤이 뒈난
우알로 옷 벗언 엣돌 알에 오라근 헤트렝이 갈라지언
정이엇인 정수남아

“

부엉이 몸에 환싱(還生)허엿걸랑
나 젓가심데레 리라.”, 끔 잇이난 각시말다 부엉, 서방말다 부
엉이, 오랑 울멍 젓가심 더레 앚앗구나.

22)

19)

고대중본,

20)

이는 서순실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서 나타난다.

쪽.

21)

안사인본,

288

22)

서순실본,

187

179

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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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는 각각 자청비가 부엉새로 환생한 정수남의 혼을 부르며

(

자신의 젖가슴 위에 내려앉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정수남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자청비는 대개 (가)와 (나)에서처럼 옷을
모두 벗고 돌 위에 대(大)자로 누워서 부엉새를 부른다. 이본에 따라 자청
비는 가슴과 배 등을 노출하고 있는데 단순히 부엉새를 잡는 방법으로 보
기에는 여성의 육체가 성적으로 지나치게 대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엉새가 정수남의 환생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자청
비가 부엉새를 잡는 방식은 정수남의 남성성이 남근 중심의 섹슈얼리티임
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 정수남의 남성성은 순전히 그의 남근, 곧 몸을 떠나서는 논
의될 수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왜 정수남의 남성성은 그의 육체를 떠
나서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일까? 이는 그가 육체노동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인 사실을 알리자 자청비의 부모
는 “우리 장남은 머슴살이는 중요헌 일도 허곡 한집 먹은 일도 허곡/딱
일을 허는디, 느가 정수넴이 죽여뒁 오민 우리 일은 어떵허느/니?”

라는

23)

원망이 섞인 소리를 내뱉는다. 이때 정수남이 하는 ‘일’이란 강을생본과 고
대중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하루에 콩과 조 밭을 석 섬, 수수밭

양창보본, 204쪽. 이와 비슷한 취지로 자청비의 부모가 말하는 것이 이달춘본, 강을생본,
고대중본, 안사인본이다. “그 종은 우리 식굴 맥영/살리는 종인디,/어서 나 종으로 살려오
라.”(이달춘본, 249쪽), “로 콩 석섬 가는/나 종 져 오라./로 좁썰 석섬 갈앙/려
오는/나 종 쳐 오라./로 대죽씨 닷섬 가는/나 종 져 오라.”(강을생본, 291-292쪽),
“우리 먹을 오몽하고 밭 갈 쇠 먹을 오몽하고/제 먹을 오몽는디 나 종을 살려오라.”(고
대중본, 180쪽), “너년은 놈의 집의 씨덱(媤宅)가민 그만이여, 그 종은 살려/두민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오몽은 허여 준다.”(안사인본, 287쪽).
한행수본, 강순안본, 이용옥본, 고순안본, 서순실본의 맥락은 조금 다르다. “양반의 집에
남도 났저. 사름 죽였젠 말이 뭐이겠느냐?”(한행수본, 334쪽), “아이고, 이거 양반의 집의
당공젱이 난 덴 해연게/사름을 죽엿젠 말이 뭔 말이냐.”(강순안본, 294쪽), “이 년 저
년/예펜 년이/사름을 죽이덴 말이 미신 말고/저 나고 가라.”(이용옥본, 267쪽), “사름을
어떵 죽이곡 살리/곡 허느니.”(고순안본, 259쪽), “사람을 죽이덴 무신 말이고.”(서순실본,
185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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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섯 섬 가는 일(강을생본), 또 우리 먹을 것과 밭 가는 소가 먹을 것,
제 먹을 것 마련하는 일(고대중본)로 모두 육체노동의 영역 안에 있다. 즉
부모의 호령이 있고서야 자청비는 정수남의 ‘몸’이 단지 ‘섹스’하는 몸이
아니라, ‘노동’하는 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기실 부모의 언술 이전까지 정수남의 남성성은 주로 자청비와의 이자적
관계에서 남근을 중심으로 한 그의 몸과 남근 중심의 섹슈얼리티로 구축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청비 부모에 의해 실은 그것이 육체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음이 판명되면서 정수남의 남성성은 ‘섹스’하는 몸에서 ‘생산’
하는 몸으로 그 준거점이 변화한다. 이에 따르면 정수남의 남성성의 본질이
란 다름 아닌 생산 양식의 층위에 자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4)

일찍이

정수남의 노동은 그가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어 왔는
데 그의 노동은 자청비마저 대체할 수 없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인간 일반
의 동질적이고 추상적인 순전한 노동이 아니다.

25)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듯 정수남의 남성성이 남근을 중심으로 한 몸과 남근 중심
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육체노동으로 이어지는 연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다. 그런데 정수남의 남성성은 처음부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하인’이자 ‘하세경’으로 등장한다는 데에서 그렇다. 이는 문도령
의 남성성을 설명한 뒤에 논의할 수 있을 터다.
정수남의 남성성이 그의 ‘몸’에서 기인하는 것과 달리 문도령의 남성성은
24)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2011, 105쪽.

강을생본과 안사인본에서는 부모에게 혼이 난 자청비가 정수남 대신 육체노동을 시도하
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이본에서 그러한 자청비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귀결
된다. 이때 정수남의 노동은 Karl Marx가 말한 ‘유용노동’으로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그의 노동이 거대한 하나의 동질적인 인간노동으로는 치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
것이 순전한 인간노동(human labour pure and simple)이라면 자청비 혹은 자청비의 부모
나 다른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일반의 노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수남의 노동은 “그
것의 유용성이 그 생산물의 사용가치로 표현되는 노동, 또는 그것의 생산물을 사용가치로
만들어 스스로를 표현하는 노동”인 유용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Karl Marx, 자본론-정
치경제학 비판Ⅰ(상),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9, 52-58쪽 참조.)

25)

이소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성들로부터의 탈주 17

그와 다른 남성간의 ‘관계’에서 도출된다. 바로 이것부터가 정수남의 남성
성과 문도령의 남성성이 서로 다른 층위에 놓여 있는 것임을 알게 한다.
특히 문도령의 남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선왕과 삼천선비를 살펴봐
야 한다. 한자 ‘문(文)’이 쓰인 문도령, 문선왕의 이름, 그리고 삼천선비라는
명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유교문화와 관련되는 인물들이다. 이에
따르면 문도령의 남성성은 생산 양식의 층위에 있는 정수남의 남성성과
달리 문화 양식의 층위에 놓여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문도령은 아버지의 명을 금과옥조로 삼아 살아간다. 그는 자청비와
함께 글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버
지의 편지 때문이다. 자청비가 여자인 것을 알고 하룻밤을 같이 보낸 뒤에
도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라 서둘러 천상으로 올라간다. 문도령은 가부장의
법에 종속된 인물인 것이다. 이쯤에서 생각해볼 만한 것이 정수남은 아버지
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수남이 지닌 남성성과 달리 문도령의 남성성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
다.

26)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 익히 문제시되었던 문도령의 소극적 성격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만한데, 그의 남성성이 가부장적 배당금, 곧 여성 종속
의 결과로 얻는 이익은 누리면서 정작 가부장제 수호의 전면에는 적극적으
로 나서지 않는 공모적 남성성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

은 공모적 남성성의 특성으로 여성 억압이 직접적으로 드러

R.W.Connell

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이들은 젠더 갈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조차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가부장제로부터
오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8)

세경본풀이>에서 문도령은 이러한

<

이와 관련해 졸고에서 <세경본풀이>의 공간별 결연양상을 분석하면서 지상에는 제주도
의 부부중심 가족구조가, 천상에는 한반도의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이원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추론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졸고, 앞의 논문, 32-73쪽 참조.

26)

27) R.W.Connell,

앞의 책,

127

28) R.W.Connell,

위의 책,

128

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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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적 남성성과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 자청비로 하여금 칼 선 다리를 밟
게 하는 것은 문도령이 아닌 문선왕이다. 문도령은 자청비 옆에서 칼 선
다리를 건너가다 죽더라도 문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기만 한다. “
청비야 이디 가당 죽어도, 우리 문칩이 사람이로구나.”

29)

문도령은 문선왕

과 같이 칼 선 다리에 얼른 오르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는 자청비가 문가로 대표되는 가부장제에 예속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는 점에서 문선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여성 억압을 대놓고 하지는 않지
만, 그 역시 가부장제로부터 시험을 받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자청비와 다르게 정작 문도령은 자청비를 위해 한 번이
라도 문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문도령이 가부장제와
공모하는 남성성이라는 주장을 또 한 번 뒷받침한다.
문제는 <세경본풀이> 내에서 문도령이 자청비와 혼인하고 종국에는 상
세경이 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점이다.

30)

그렇기 때문에 <세경본

풀이>에서 문도령의 남성성은 그 자체로 쟁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는
문도령과 삼천선비가 자청비를 두고 반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욕망의 삼각형 구도는 문도령과 정수남 사이가 아니라 문도령과 삼천선
비의 사이에서 찾아져야 한다.
삼천선비는 주로 문도령이 글을 가르치는 제자 혹은 같이 글공부를 하는
동료로 등장한다.

31)

그런데 강을생본에서는 삼천선비가 문선왕의 명으로

자청비가 밟을 칼 선 다리의 숯 구멍을 파기도 한다.

32)

여기서 가부장인

문선왕을 중심으로 문도령, 문도령에서 다시 삼천선비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계제가 성립된다. 삼천선비가 문도령과 같이 글공부를 하는 동료로 등장

29)

서순실본,

30)

물론 문도령은 자청비와 혼인 이후에 자청비의 청으로 결별한다.

쪽.

195

문도령은 랑거리에서/삼천선배를 고 훈(訓)기를 는고.”, 고대중본,

31) “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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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문선왕이 청비신디/여 볼 핑계가 읏어지난,/일천선빌 걷우우고/‘물통을 파
라’ 연”, 강을생본, 301쪽.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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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도 이들은 줄곧 앞서나가는 문도령을 시기, 질투한다. 여기서 문도
령과 삼천선비 사이에 엄연한 위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시/일년도 못살매/부량쟁이가 나아고

(

문국성 문두령은/곤 지집 라단/놀음놀이 멍/펜고이 살고,

“

팔도이/땅 착 물 착을/비여 앗아시니,/우리 두일뢰 열나흘
낙성잔치를 노랭 영/문두령을 불러당/고압약주 멕영 죽여 두엉
청비랑 라당/우리 례배기 게.”/이논을 지우젠,/...중략...
나몬 낭군 죽었구나!”/청비는 문두령을/물맹지 치매예 언주와 안고

“

구둘에랑 들어오니/안자리옌 능뇨자리/밧자리옌 화허멍석/번지르르 아

놓고
머리 맡딘/한서팽풍 둘러치고/발레렌 족지팽풍 둘러치고
와랑자랑 배개예/금산비단  이불을 덖어/눅져 두고,
앞 밭디, 뒷 밭디/넘어가멍 넘어오멍/앵
 이를 심어다가
머리턱으로 발을 걸려 매멍/문두령 눈썹에/매딱 라매여 두언
물맹지 클에 앚안/맹지를 차암시난,/일천선비들은
문두령이 죽어시냐?”/보레 완,/청비라/“문두령은 어디 갔쑤과?”/들언,

“

청빈 말을 되,/어제 낙성잔치 먹으레 간/술 하영 멕여부난
술 취연 오란 누언/일어나지 못였쑤다.”
일천선비들은/‘말로 문두령이 잠신간?/연,
창문엘 간 들작 난/앵
 이가 ‘응’ 멍 일어고,
일천선비들은 말을 되,/“따! 그 놈 장수여,
그 술 삼잔 먹어도/콧소리 보라!”

33)

다)에서 삼천선비는 ‘부량쟁이’ 혹은 ‘일천선비’로 나타나는데, “문국성

(

문두령은/곤 지집 라단/놀음놀이 멍/펜고이 살고,/팔도이/땅 착 물
착을/비여 앗아”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양창보본에서는 ‘동네 친구덜’
인 삼천선비가 “문도령은 멍텅해도 각신 망진 거 헤여오란 살암쪄.”

34)

33)

강을생본,

305-306

34)

양창보본,

217

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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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도령 각시 들리레나 가보”

35)

자고 논의한다. 이외에도 이달춘본,

안사인본, 이용옥본, 서순실본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

36)

이들 장면에서 삼천선비는 문도령에게서 자청비를 탈취하려고 작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삼천선비의 자청비 겁탈 시도는 문도령을 경유하여 촉발되
고 있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문도령이 자청비를 아내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한 명의 여자를 둘러싼 두 남자의
경쟁 관계, 흔히 삼각관계라고 일컬어지는 욕망의 삼각형 구도에서 그 여자
의 자질보다는 그 여자가 다른 그 남자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두 남성의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
나 <세경본풀이>에서는 두 남성의 불화가 문도령의 부족한 자질에서 기인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 남성의 뛰어난 자질이 문제가 된다고 본
의 논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Kosofsky Sedgwick

37)

Eve

그렇다고 하더라

도 삼천선비의 문도령 살해와 자청비 겁탈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죽어 있는 문도령을 살아 있다고 오인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35)

양창보본,

쪽.

217

양창보본처럼 자청비를 괴롭히자고 하거나 이용옥본처럼 자청비에게 말을 걸어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이본에서는 자청비를 ‘보쌈’하러 가자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청빌 아당 살/궁니를 트는구나.”(이달춘본, 258쪽), “청비를 푸데
기로 결정 뒐 때”(안사인본, 295쪽), “청비 푸데쌈 허젠”(서순실본, 197쪽). 본문에서
인용한 강을생본에서는 자청비를 “례배기”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진성기에 따르면 이는
‘돌림 마누라’의 뜻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삼천선비의 이러한 면모가 다른 본풀이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삼천선비는 <초공본풀이>에서도 유독 여주인공의 ‘겁탈’과 관
련지어 등장한다. 신연우는 <초공본풀이>에서 삼천선비가 노가단풍 아기씨의 삼형제에게
악을 저지르는 주체라고 설명했다.(신연우, 앞의 논문, 74쪽.) 그러나 그가 거론한 악행 이
외에도 삼천선비는 황금산 주접선생에게 노가단풍 아기씨를 잡아 오라는 내기를 건다. 황
금산 주접선생이 노가단풍 아기씨를 잡아 온 후 그녀가 삼형제를 임신하는 것을 볼 때 이
는 겁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삼천선배가 말을 허되/그러면 너의 당이 수룩 드련 난
애기씨 작을 심어오라/소서중이 말을허되 걸랑은 그리하오리다./작을 심어오민 어찌하오
리까?/작 심어오면 우리 삼천선배가 돈 삼천냥을/모두아 줄 것이며 작을 못내 심어오면
너는 목숨을/바치겠느냐? 걸랑 그리하오리라 하오시고 내길 하고”, 장주근, 제주도 무속
과 서사무가, 역락, 2001, 98쪽.

36)

37)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Julie Rivkin, Michael Ryan, et al., Literary

Theory: An Anthology(Malden, Mass: Brackwell, 2001), p.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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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게난 문도령은 어딜 가앗수까?”, “아이고 우리 낭군님은 저거

“

봅서 당신네 신디 간 술을 주난 천 잔이고 만 잔이고 받안 오란, 술에
취허연 누언 콧소리만 저추룩 ‘부르릉 부르릉’ 허멍 잠수덴.” 허난, 아이
고 선비덜 “우린 죽어시카부덴 허단 보난, 말로 저거 콧소리로구나~.” 허
여간다.

38)

위 인용문에서 자청비는 삼천선비에게 마치 문도령이 코 고는 소리인
것처럼 등에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를 듣고 삼천선비는 죽은 줄로 믿었던
문도령이 살아 있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는다. 게다가 요란한 등에 소리는
그 자체로 문도령의 남성성을 전시하는 도구가 된다. 삼천선비는 이본에
따라서 “따! 그놈 콧소리 보라!”,

39)

먹어도/콧소리 보라!”,

따! 그 놈 장수여,/그 술 삼잔

“

아이고 문도령 아니 죽언, 코 불멍  잠구나

40)

“

라고 감탄하며 도망간다. 안사인본에서는 삼천선비가 문도령이 앉던

.”41)

무쇠 방석을 들지 못해 “문도령 힘이 이런 장수로고나.”

라고 깨우치며

42)

돌아가고 있다.
은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구도에서 남성

Eve Kosofsky Sedgwick

간의 강한 유대가 발견된다는 점에 천착한다.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는
남성 동성사회적인 욕망, 즉 호모소셜리티(homosociality)가 구현되는 지
이용옥본, 286쪽. 이에 대해 김신정 선생님께서는 토론문에서 이 장면이 “문도령 ‘육체’
의 과잉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수남의 남성성, 즉 ‘몸’과도 연결된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는 필자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를 드린다. 필자는 이로 말미암아 남성성은 일차적으로 육체를 떠나서는 사고될 수 없다
는 점에서 문도령의 남성성과 정수남의 남성성 모두 육체와 관련되나, 다만 정수남의 남
성성은 남근을 중심으로 한 육체가 강조되며 문도령의 남성성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
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부각된다는 나름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

38)

39)

이달춘본,

259

40)

강을생본,

306

쪽.

41)

서순실본,

197

42)

안사인본,

297

쪽.
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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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43)

그러므로 문도령에게 탄복하며 돌아가는 삼천선비의 모습은 결

국 자청비를 둘러싼 문도령과 삼천선비의 경쟁이 남성들 사이의 수직적
위계제를 긍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준다. 애초에 문도령을 향한 이들
의 시기, 질투가 문선왕-문도령-삼천선비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계제에 대
한 강한 의심과 불만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기,
질투는 자칫 <세경본풀이> 내에 구축된 가부장 중심의 남성 동성사회 질서
를 뒤흔들 수 있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들은 결과적으로 문도령이 자청비를
차지할 만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임을 인정하고 문도령 우위의 수직적 위계
제를 수긍함으로써 <세경본풀이>에서 가부장 중심의 남성 동성사회가 다
시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점에서 남성들 간의 강한 유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편에는 노동하는 ‘몸’이 전면에 내세워지는
남성성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삼천선비에서 문도령, 문도령에서 다시 문선
왕으로 견고하게 높이 쌓아 올려지는, 가부장제와 공모하는 남성성이 있다.
그런데 정수남의 서사와 문도령의 서사 사이, 그 격절은 정수남이 상징하는
남성성에서 문도령이 상징하는 남성성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교체되었
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미 정수남이 ‘하인’이자 ‘하세경’으로 설정되어 있
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수남의 ‘하인’이자 ‘하세
경’이라는 위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존재를 상정할 때에야 가능한 것이
다. 이에 따르면 정수남은 “지배 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권위를 부여
하는”

는 주변화된 남성성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수남의 남성

45)

43) Eve Kosofsky Sedgwick, op. cit., pp.708-711.

그런데 실상 삼천선비가 공포에 떨고 있는 대상인 문도령이 ‘죽어 있다’는 사실은 이후
장의 논의와 관련지어 볼 때 의미심장하다. 문도령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임에도 지극히
무력한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세경본풀이>에서 이렇게 무력한 남성
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44)

3

45) R.W.Connell,

앞의 책,

쪽.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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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문도령의 남성성은 <세경본풀이>의 서사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들 사이의 동맹 관계가 포착되기도 한다는 점은 중요히 다룰 만
한 사항이다. 이는 <세경본풀이>에서 ‘겁탈’을 의미화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이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인 뒤, 말을 타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간다. 이때
그런 자청비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본에 따라 이들은 신선,
노인, 백관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몇몇 이본에서는 이들이 삼천선비로
등장한다.

46)

삼천선비는 자청비를 보고 “절로 오는 여자/는 부정허다. 서

정허다. 핏네 남쪄. 랑네 남쪄. 름 알로 네/려사라.”

라고 말한다.

47)

통상적으로 제주도 신화에서 바람 아래를 부정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정수남을 살해하고 온 자청비를 부정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청비의 정수남 살해가 정수남이 “자쳉비를
해치자는 눈치가 보히”

고 “이놈안티 몸을 헐릴”

48)

것 같은 불안감과 “요

49)

거 영헤당 나가 정수넴이 손에 죽어질로구나.”

와 같은 위기감에서 나온

50)

자기방어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자청비에게는 주어지지 않
는다. 그 대신 삼천선비는 자청비에게 말로써 죄의식을 각인한다.

51)

엇따

“

정수남을 죽인 자청비를 삼천선비 등의 인물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장면은 박봉춘본 이
외에 모든 이본에서 나타난다. 그것이 신선으로 나타나는 이달춘본, 강을생본에서는 자청
비에게 정화의식을 치러주기도 한다. 한행수본은 팔천선비로 나타남에도 정화의식을 치러
주고 있다. 이렇게 정화의식이 나타나는 이본은 전체 이본 가운데 이 3개뿐이다. 여기서도
정수남을 죽인 자청비를 부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드러난다. 한편 문도령이 자청비와 다시
재회하는 장면에서 자청비가 바늘로 문도령의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자 문도령 또한 삼천
선비처럼 자청비에게 부정하다고 말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문도령과 삼천선비가
자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6)

47)

양창보본,

203

48)

박봉춘본,

281

쪽.

49)

고대중본,

179

50)

서순실본,

184

쪽.
쪽.
쪽.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 행위를 주는 것을 일컫
는 ‘2차 가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권김현영에 따르면 형사 사법 절차 과정에서 경찰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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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레 가는 저 처네야. 름 알로 지네시/라. 핏네가 나다. 랑네가 나다.
투데룹다. 름 알로 지네시라.”

52)

그 결과 칼 선 다리 앞에서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인 것이 자기의 죄라고 고백한다. “하늘님아, 하늘님아, 멩천
明天) 뜬 하늘님아, 나 정이 엇인 정수냄/이 굴미굴산 란 간 죽인 줴

(

뱃기 없읍네다. 죽영에/살린 줴 뱃기 없읍네다.”

53)

주지하듯 정수남의 남성성과 삼천선비의 남성성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
다. 곧 정수남의 남성성은 생산 양식의 층위에, 삼천선비의 남성성은 문화
양식의 층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두 남성성들 모두 여성을 성적
으로 억압하는 것은 동일하다. 특히 삼천선비는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인
사실만 짚어냄으로써 정수남이 자청비를 겁탈하려 했다는 사실은 은폐하
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삼천선비는 자신들이 자청비를 겁탈하려고 했던
것 역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한다. 즉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두 남성성들 사이에 은밀한 결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논의할 것은 <세경본풀이>에서 공모적 남성성인 문도령이
자청비와 혼인하고 최후에는 ‘상세경’으로 좌정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된다는 점이다. 남은 질문은 왜 <세경본풀이>가 공모적 남성성에게 헤게모
니를 쥐여 주는가이다.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는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결과 사건은 ‘은폐’
된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사건이 처리될 때 가해자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기도 한다.
여기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2차 가해의 영역에 속한다. 2차 가해는 무엇보다 피해자를 비
난하는 문화와 관련되는데 그러한 문화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가족의 조력을 받기 힘들
다. 자신을 겁탈하려던 정수남을 죽인 자청비를 대하는 삼천선비와 부모의 태도는 모두
이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권김현영 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29-34쪽.)
52)

고순안본,

259

53)

한행수본,

343

쪽.
쪽. 이는 강을생본, 강순안본, 이용옥본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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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관과 유배인, 그들의 헤게모니
장에서는

2

의 논의를 활용하여 <세경본풀이>에 드러난 남

R.W.Connell

성성들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3장에서는 조선시대 제주도라는 구체적인 시
공간 속에서 <세경본풀이>의 남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 지를 탐구하
고자 한다.

54)

기실 조선 시대에 제주도는 ‘천 리 밖 유배지’로 불리는 최고 등급의 유배
지였다. 따라서 정치와 학문에 있어서 나름의 일가를 이룬 인물들이 유배되
는 경우가 많았다.

55)

유언호(兪彦鎬,

∼1796) 역시 1788년 12월에 정

1730

조의 탕평을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가
년 뒤에 풀려난 인물이다. 그는 제주도에 있을 당시 여러 편의 글을 남겼

3

는데 ｢제주오절녀전(濟州五節女傳)｣이 그중 하나이다. 아래 인용문은 ｢제
주오절녀전｣의 서두를 가져온 것이다.
마)

(

제주는 왕도(王都)에서 2천 리 떨어진 남해의 끝에 있다. 그 풍속은 어리
석고 비루하여 꾸밈이 없다. 새끼줄로 만든 삿갓을 쓰고 개가죽으로 만든 옷
을 입고 가죽 버선을 신으며, 새가 지저귀듯 시끄럽게 떠들고 누린내 나는
음식과 훈채를 먹는 섬나라 야만족의 풍습이 있다. 그곳에서는 옛날에 부모
가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혹은 물에도 던지고 화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
무공(貞武公) 기건(奇虔)이 목사로 부임하여 관에 넣어 염하고 땅에 묻는
법을 가르쳤으니, 부모를 땅에 묻는 장례법은 기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백성들은 신이하고 괴이한 것에 현혹되어 있었는데, 제주에 비와 바람을 부
이러한 2장과 3장의 연구 시각 내지 접근 방법은 서로 괴리된 것이 아니다. R.W.Connell
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남성성들’은 탈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
간에서 생겨나 언제나 변화하는 ‘역사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R.W.Connell은 그의 책 8장
과 9장에서 서구 ‘남성성들’을 근대적 젠더 질서의 형성 과정 속에 위치시키며 남성성의
역사를 종합하고 있다. (R.W.Connell, 앞의 책, 276-326쪽.)

54)

김치완, ｢주체와 타자의 이중 시선으로 본 제주의 조선유학｣, 동서철학연구
서철학학회, 219쪽.

55)

69,

한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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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커다란 이무기가 사는 석굴이 있었다. 관적에 있는 15세 민녀를 목욕시
켜서 굴 앞에 데려다놓고 음악을 연주하며 기도하면 이무기가 여자를 물고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봄과 가을에 늘 있었다. 통판 서연(徐憐)이 그 시기
가 되었을 때 역사를 모집하여 도끼를 들고 좌우에 서게 하여 이무기가 나
오면 쳐서 죽이게 하니 마침내 괴이한 현상이 사라졌다. 그렇게 당시에 선임
된 수령들이 임금의 덕과 가르침을 베풀어 점차 교화되어 갔지만, 옛날에 물
든 더러운 습속이 아직도 남아 있다. 백성들은 검소하면서 인색하여 힘껏 밭
을 갈고 가축을 기르고 물고기를 잡고 나물을 캐면서 틈을 봐서 이익을 남
겨 먹기를 바랐다. 후대에 오랫동안 거주한 백성들은 좋은 말과 바다 소라와
쓸 만한 목재 등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고 남의 어장을 침범함에 절도가 없
었으니, 그 백성들이 갈수록 억세고 오만해졌으며 교활하고 간사해졌다. 주
인을 거스른 종과 법을 무시하는 사나운 무뢰배들과 죄를 짓고 귀양을 왔다
가 풀려나지 않은 자들이 다 함께 그 악습을 이루어 습속이 날로 더욱 투박
해졌다. 제주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아서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반드시
두세 명의 처를 둔다. 김매고 수확하고 나무하고 풀 베는 힘을 쓰는 일은 모
두 여자가 한다. 한번 그 마음을 잃으면 버리기를 남아도는 듯이 하니, 여자
들이 굳센 뜻이 없어서 서로 담을 넘고 구멍을 뚫어 음란한 행동하기를 어
려워하지 않는다.

56)

본고에서 ｢제주오절녀전｣의 서두를 가져온 것은 명백히 제주도의 풍속
을 이질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언호의
입장에서 제주는 “왕도(王都)에서 2천 리 떨어진 남해의 끝”에 있는 것으
로 규정되는데 이렇게 왕도와 제주 사이의 먼 거리를 강조한 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제주의 “어리석고 비루하여 꾸밈이 없”는 풍속을 소개하
기 때문일 터다. “섬나라 야만족의 풍습”으로 비견되는 제주의 풍속은 기건
과 서연 등 선임 수령들에 의해 점차 교화되는 듯했지만 “옛날에 물든 더러
운 습속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57)

56)

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사,

쪽.

2010, 457-458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럼에도 절의를 보여준 제주의 다섯 여인에 대한 상찬인데 이는
본고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미뤄두도록 한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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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호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잠시 망각하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
게끔 한다. 바로 고려에 복속되기 이전 제주도가 탐라국이었다는 사실이다.
유언호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피식민지를 바라보는 제국의 문화우
월주의적 시선과 닮아있다. 조선과 제주의 관계를 제국과 피식민지의 관계
로 해석하는 것이 단지 허황된 상상력의 소산은 아니다. 제주도에는 일읍일
교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향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시기보다 더 일
찍 태조 원년(1392)에 향교가 세워지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조선의 대(對)
제주도 정책과 관련된 회유책임과 동시에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했던 조정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58)

여기서도 조선 본

위의 문화우월주의적 시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러한 관점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국주의 자체가 이미
젠더화된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피식민지에 입거하는 것은
남자들로만 구성된 군대와 상인이었다. 그리고 흔히 군대는 피식민지에서
정복자’로서의 남성성을 구축해 나갔다.

59)

‘

제주도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정복자의 자리를 ‘선비’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인 ‘선비’가 아니었다는 것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다.
문도령은 글공부를 하러 가는 도중 자청비를 만날 뿐 아니라 이후 서당
에서 삼천선비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선비’라고 볼 수 있다.
문도령의 선비적 면모는 그 자체로 그가 유교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 유교문화를 전래시키는
데 공헌한 주체로 목사로 부임했던 지방관과 귀양살이를 하던 유배인들을
꼽는다.

60)

그런데 이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양진건, ｢조선조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국교육사상연구회, 2006, 68쪽.

58)

59) R.W.Connell,

앞의 책,

19,

한

쪽.

279

유요한은 유교가 조선 정부가 파견한 지방관에 의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
작했다고 보고 있다. 유요한, ｢제주 토착종교와 외래종교의 충돌과 질서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개종주의(Proselytism) 비교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22, 서울대학교 종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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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제국주의의 맥락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조선의 정치 구조는 남성들만
의 전유물로 이미 젠더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를 다스리러
파견됐던 지방관도, 사화에 연루되어 귀양 오는 유배인도 모두 남자였
다.

61)

이들은 제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유교문화를 전파시켜 나갔

다. 따라서 이들이 제주도에 새로운 남성성을 확립해 나갔을 것이라는 추론
이 가능하다.

62)

문제는 지방관이든지 혹은 유배인이든지 간에 제주로 입도했던 남성들
이 중앙 정치와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는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지방관으로 올 때는 역모에 연루되거나 정치적 실수로 인해 한직으로 좌천
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63)

특히 유배인은 정치적으로 무력화

문제연구소, 2012, 7쪽. 이러한 견해는 김지혜 역시 동일하다. “제주는 민간신앙 때문에 유
독 유교가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목사들과 유배 온 지식
인들의 적극적인 교화 활동에 힘입어 지방유림들은 점차 자신들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
다. 특히 유배를 온 유학자들은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기도 하
고, 유배지인 제주에서의 왕성한 집필 활동 역시 제주에 유교가 널리 퍼지는데 기여를 하
였다.” (김지혜,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0쪽.)
물론 귀양 오는 유배인들 가운데에는 극히 드물지만 여성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광
산부부인 노씨(1557-1637)이다. 그녀는 김제남의 부인으로 인목대비의 친정어머니였다.
계축옥사로 김씨 가문이 멸족되어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인조반정 이후 다시 서울로 돌아
왔다.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했을 때, 여종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술을 만들어 팔았는
데 일대에 ‘대비 어머니의 술’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형지,
김경미 역주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사, 2006, 117-121쪽 참조.)

61)

조현설 역시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에 나타난 남성상을 살펴보면서 양이목사가 조정의 기
대에 반하는 관리이지만 ‘목사’ 벼슬로 등장하는 것은 탐라인들이 기대하는 남성상의 결과
라고 논의했다. (조현설, ｢설화에 나타난 남성상-일월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과 <부대각
본>의 경우-｣, 2014년 한국구비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한국구비문학회, 2014, 119
쪽.)

62)

민회참, 최계옹, 홍종우 같은 예가 그러하다. 민회참(閔懷參, 생몰미상)은 1456년 김정수
金正水)가 제학 윤사균(尹士盷)에게 송현수와 판관 권완(權完)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발
하자 이에 연루되어 제주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좌천되었다. 최계옹(崔啓翁, 1654-?)
은 1710년 영상 신완(申琓)을 탄핵하는 소를 올렸다가 제주 목사로 좌천되었다. 홍종우
(洪鍾宇, 1850-1913)는 황실 중심의 근대화를 추진하다가 점차 정계에서 도태되어 1903년
제주 목사로 좌천되었다. 이상의 정보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encykorea.a
ks.ac.kr/)을 참조했음을 밝혀두는 바다.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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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남성들이었다. 나름의 포부를 지녔음에도 중앙 정치에서 맹활약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세경본풀이>에서 문선왕-문도령-삼천선비로 이어
지는 수직적 위계제가 가부장제 국가의 은유일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박봉춘본, 강을생본, 안사인본, 양창보본, 서순실본에서는 세변난 화소가
등장하는데 특히 박봉춘본과 강을생본에서는 대국이 왜적과의 전쟁으로
인해 문선왕에게 구원병을 청한다든지(박봉춘본), 문선왕과 다른 나라간
에 전쟁이 났다든지(강을생본)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문선왕과 문
도령, 삼천선비가 있는 곳이 하나의 국가체임을 암시하고 있다. 문도령은
이 가부장제 국가에서 삼천선비를 가르치는데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
도로 입도했던 유배인의 형상이 문도령에게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문도령은 중앙 정계로의 진출이 막혀 있던 유배인과 마찬가지로
세변난과 같은 국가 대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문도령이 수직적 위계제에서 중간자적 위치를 차지한다
는 것이다. 지방관과 유배인 역시 제주에서 바로 이 중간자적 위치에 자리
하고 있었다. 지방관은 조선과 제주의 사이에서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여
제주를 다스리기 위해 온 관리로서 대우를 받았다. 유배인들 역시 향교의
교수관 대신 실질적으로 제주에 유학을 전수한 스승으로 고평되었음을 몇
몇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중앙 정계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처지
였지만 조선에서 제주로 온 외부인이었기에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조선이라는 가부장제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배당금이
었던 셈이다. 가부장제 국가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그 배당금을 누리
는 그들의 모습이 문도령의 형상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4)

이는 제주삼읍 향교의 중창과 이건이 빈번했던 사실과도 관련된다. 양진건에 따르면 제
주삼읍 향교는 육지부와 달리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직책을 받지 못한 자들과 과거에 응시
하지 않은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들이 집결한 공간이었다. 이들에게는 향교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의 상징이었으며 바로 이 점이 제주도에서 양반임을 상징하는 직역(職
役)인 향직(鄕職)을 이들이 독점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제주삼읍 향교는
교육기관의 성격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신분 유지처로서의 기능을 했던 셈이다. 양진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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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귤림서원의 오현단(五賢壇)은 조선시대에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김정, 정온, 송시열) 지방관으로 부임했던(송인수, 김상헌) 다섯 명의 인

(

물들을 모신 제단으로 제주 사회에서 지방관과 유배인이 지니고 있었던
위력을 느끼게 해준다.

65)

문도령이 <세경본풀이>에서 ‘상세경’으로 좌정하

는 것은 이러한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지방관의 경우 임기를 다 채우고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만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잦은 교체가 이루어졌다.

66)

무려

유배인의 경우 500여 년간

여 명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외부인의 이와 같은 잦은 출입은

200

어떤 식으로든지 제주민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주
도에서 특정한 유형의 남성성을 구축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
다.
이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문도령의 등장으로 하세경이 되는 정수남이다.
이본에 따라서는 하세경도 아닌 세경장남으로 격하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
본의 양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바)

(

세경 신중 마누라님
난산국을 신을 풀저 헙네다. 상세경님은
은 이로 인해 제주삼읍 향교의 중창과 이건도 잦았던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양진건, 앞
의 논문, 98쪽.)
제주 귤림서원은 1578년 제주판관 조인후가 기묘사화로 제주로 유배를 왔던 김정(金淨,
을 추모하기 위해 충암묘를 세운 것이 시초이다. 1682년 김정 이외에 송인수
(宋麟壽, 1499-1547),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정온(鄭蘊, 1569-1641)을 더 모셔 귤림
서원으로 승격한다. 1695년에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까지 봉향해 오현(五賢)을 모
시는데, 1892년 제주유생 김희정이 오현의 뜻을 기리고자 귤림서원에 조두석을 세운 뒤
제단을 쌓는다. 이것이 제주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오현단이다. 이상의 설명은 네이버
두산 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94234&cid=40942&categoryId
=33383)를 참조하였다.

65)

1486-1521)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부임했던 제주 목사 290명 가운데 2년 반인 30개월의 임기를 모두
채운 이는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실제 한 사람이 재임했던 평균 기간을 따져보면 이는 1
년 9개월 정도이다. (김치완, 앞의 논문, 217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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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실롱씨(炎帝神農氏), 중세경은 문왕상에 문도령, 하세경은 청비, 세경
장남
정수남이 거느리고
동경은 가린석 서경은 부림페
세경농기(-農器) 장기를 걸머지영
세경땅에 들어가 오곡농(五穀農事)허면
오곡이랑 풍등허고 육축(六畜)은 번성을 시겨준뎅
세경신중마누라님
난산국을 신을 풀저 헙네다

67)

사)

(

상세경은
염제실농씨(炎帝神農氏) 중세경, 하늘 옥항(玉皇), 문왕상(文王星)은 문도
령(文道令), 하세경은
청비(自請妃)~ 세경장남(--馬男), 정이엇인정수남이
정술댁이 거느령, 세경신중 마누라님 전에
난산국은 본산국, 본을 풀저 영헙네다.

68)

바)와 (사)는 각각 양창보, 이용옥본에서 가져온 것인데 ‘상세경’은 ‘염

(

제신농’, ‘중세경’은 ‘문도령’, ‘하세경’은 ‘자청비’, 그리고 ‘세경장남’이 ‘정수
남’으로 등장한다.

69)

그리고 양창보본과 이용옥본의 서사 말미에는 자청비

에게 오곡씨를 주는 주체로 ‘염제신농’이 서사에 등장하고 있다.

70)

염제신

‘

농’은 유교문화보다 더 강력한 중화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등장으로 문도령과 자청비, 정수남이 차례로 세경 신직에서 밀려나고 있다.
67)

양창보본,

172

68)

이용옥본,

237

쪽.

69)

이는 고순안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순안본,

쪽.
쪽 참조.

237

청비/가 염제실롱씨안티 간 청비가 “오곡씨 타레 오라수다.” “경 허주.” 헤연/“나
룩이여, 산데여, 보리여, 조여, 콩이여, 이여.” 딱 허/는디 아 그거 딴 오단 보난 문득
셍각난 게 오꼿허게 하나 떨어졋구나게./“아이고 이거 무싱 건고?” 씰 떨어젼, 그것이
이젠 놔둰 활딱허/게 간 “씨 줍서.””(양창보본, 220쪽), “밥 얻어 멕여두곡 오곡농
씨 타젠, 염제실농씨안티 청비/올라간, 씨앗은 딱 탄 내려오단”(이용옥본, 290쪽).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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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논의의 초점을 두는 것은 세경장남이 되는 정수남이다. 기실 정수
남이 지니는 수렵성·대식성·육식성은 <송당본풀이>의 소천국과 맞닿아 있
는 것으로 제주도 본풀이에서 토착 남신의 기본적 속성으로 이해되어 왔
다.

71)

그런데 금상이 등장하는 <세화본향당본풀이>에서는 소천국이 ‘신’이

아닌 ‘포수’로 등장하더니 <세경본풀이>에서는 아예 정수남이라는 ‘세경장
남’으로 등장한다.

72)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그의 남성성이 지니는 기본 성격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정수남은 육체노동에 기반한 남성성을 지니는 것인데 실제 농
업에서 육체노동이 지니는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바로 한행수본이다. 한행수본에서 심방
은 정수남이 자청비와 함께 문도령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말머리 고사를
지내는 장면을 구송하다가 말고 잠시 이런 첨언을 한다. “옛날 사름들은
씨집가젱 민 새 신랑 칩의서/머리코 법도 마련허였수다. 을 이껑
그네 하매지기/설입허여 간다. 지금 사름들은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
가용도 잇어지/난 머리코 법 없읍네다.”

73)

옛날 사람들이 혼인을 할

때 새신랑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가기 전 말머리 고사를 지냈다는 말이다.
하매지기’는 하인을 일컫는 말인데 이때 하인이 말을 힘껏 끌었다고 이야

‘

기하고 있다. 심방의 구술에서 육체노동이 중시되었던 시대의 모습이 나타
나는 것이다. 핵심은 ‘말’이 더 이상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말을 끄는 하인의 육체노동이 쓸모가 없어진 것은 당연하다. 한행수 심방은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정수남의 고유한 직능 가운데 하나인 말머리 고

<

사가 현실적으로는 그 효용력을 잃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마불림제라고 일컬어지는 의례의 실체와 연결해서도 생각해볼 만
71)

권태효, 앞의 논문,

72)

이에 대해서는 졸고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졸고,

73)

한행수본,

쪽.

329

쪽 참조.

1999, 95-96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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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점이다. 정수남은 <세경본풀이> 말미에서 마불림제의 제상을 받게 되
는데 이에 대해 일찍이 강정식은 마불림제의 존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
한 바 있다. 우마와 일기 조절, 신의 청소 중 무엇으로 마불림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의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74)

특히 <세경본풀이>는 잠수굿에서 <요왕세경본풀이>

라고 명명되어 서두와 말미에 용왕에 대한 내용을 붙여서 구송되기도 한
다.

75)

이는 그만큼 <세경본풀이>가 단골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

고 또 그렇게 반응해야만 하는 서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수남이
하세경으로 좌정하고 또 더러 세경장남이 되기도 하는 것은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남성성의 의미가 퇴색된 현시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불림제의 실체가 묘연해진 이유도 같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
다.

76)

4. 남성지배의 형식‘들’과 자청비의 ‘남장’
결과적으로 자청비는 정수남의 남성성과 문도령의 남성성 사이에서 그

강정식, ｢당굿의 세시의례적 성격｣,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91쪽. 요즘 들
어 제주도에서 마불림제와 관련한 행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실상 전승 맥락이 끊겼던
것을 복원한 것이다.

74)

강소전에 따르면 제주도 잠수굿이 열리는 “동김녕에서는 이런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거기에다 본풀이 전후로 용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삽입함으로써 요왕세경본풀이
라고” 명명한다고 한다.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3쪽. 서순실은 김녕리 잠수굿을 집전하는데 잠수굿을 할 때 직접 <요왕세경본풀이>를 구
송한다. 그래서 채록된 서순실본 <세경본풀이>에서도 그러한 점이 나타난다. “엣날은 
수덜 물에 들레 가민/물속곳, 아이고 물질헤당 보민 클러지고 클러지곡 허난, 벌/모작 헤
여근 는 법도 마련헤엿수다.”, 서순실본, 201쪽.

75)

물론 염제신농으로 인해 세경 신직에서 밀려나는 것은 정수남뿐만이 아니다. 문도령도
중세경으로, 자청비는 하세경으로 그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 이는 염제신농으로 대변되는
중화문명이 제주도 무속에 힘을 발휘한 결과로 생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졸고,
99-105쪽 참조.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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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도 결연하지 않는다. 자청비가 정수남을 선택하지 않을뿐더러 문도
령과도 최종적으로는 결별하고 있음이 여러 이본을 충실히 대조한 연구들
을 통해 이미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자청비의 행로는 그녀가 남성지배의
여러 형식‘들’로부터 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수남으로 상징되는 남성
성과 문도령으로 상징되는 남성성, 곧 생산 양식의 층위에서 여성을 억압하
는 남성성과 문화 양식의 층위에서 여성을 희생시키는 남성성 모두를 거부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두 남성성들을 관통하는 성적 억압에서 자청비가
주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정수남의 겁탈
시도로부터, 또 삼천선비의 겁탈 시도로부터 자청비를 구하는 것은 바로
자청비 그녀 자신이다.
핵심은 <세경본풀이>가 새로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등장으로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가치가 역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서사무가라는 점
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남장’을 통해 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문에 부
치는 자청비의 인물 형상은 문제적이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의 ‘남
장’으로 인해 생물학적 성인 섹스와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 남장을 하고 거무선생의
서당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자청비와 문도령 사이의 대결이 벌어진다. 자청
비와 문도령의 대결 화소는 이본에 따라 서당 선생인 거무선생, 문도령,
자청비 이렇게 세 인물에 의해 각각 치러진다. 그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
은 바로 거무선생에 의해 자청비와 문도령의 대결이 시작되는 경우이다.
자청비의 섹스에 대한 의심이 대결의 발단이 되기 때문이다.

아)

(

두 석이 되어가난
장은 청빌 불르고
짐도령은

“

글로 봐도 예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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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봐도 예로 나타난다.
앚는 서늉을 봐도 예로 나타난다
걸음 걷는 자부생일 봐도
예로 나타난다
말 는 음성을 봐도
예로 나타난다

77)

아)에서 거무선생은 자청비에게 “앚는 서늉을 봐도 예”, “걸음 걷는

(

자부생일 봐도 예”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무의
미해진다. 자청비의 섹스가 그녀의 행동에 의해 판별된다는 점에서 <세경
본풀이>에서 섹스는 이미 젠더만큼이나 문화적인 것임이 나타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자청비의 섹스를 판단하기 위해 거무선생이 내는 일종의 시험이
생물학적 범주에 놓여 있지 않고 오줌 멀리 싸기, 베옷 입고 달리기, 웃통
벗고 씨름하기 등 모두 문화적 범주에 놓여 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각각
의 경기는 그 자체로 여러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곧 남자들 사이
의 경쟁과 위계, 그와 동시에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제와 지배가 놓여
있는 것이다.

78)

특히 베옷 입고 달리기와 웃통 벗고 씨름하기 등은 일차적으로 ‘탈의’라
는 문화적 양식을 통해 생물학적인 여성을 제외하고 1등부터 꼴등까지 남
성들을 정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줌 멀리 싸기
역시 누가 가장 멀리까지 오줌을 쌀 수 있는가를 겨룸으로써 남성의 성적
능력을 판단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또한 문화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자청비의 섹스를 확인하기 위한 거무선생의 시험이 자청
비의 기지와 재치로 인해 모두 수포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끊
임없이 자청비의 성별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무선생의 독백은 자청비로 인
해 <세경본풀이>에서 섹스와 젠더의 구분선이 불분명한 것이 되고 있음을
77)

강을생본,

쪽.

275

78) R.W Connell,

앞의 책,

쪽.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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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표지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섹스와 젠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는 자청

<

비가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의 짐정승 딸애기와 혼인한다는 데에 있다. 자청
비는 여성의 몸으로 여성인 짐정승 딸애기와 혼인한다. 실상은 동성애적
관계인 자청비와 짐정승 딸애기의 관계는 자청비의 남장으로 인해 마치
이성애적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동성애적 관계를 이성애적 관계로
위장하는 자청비의 남장은 역으로 이성애적 관계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역
할을 한다. 섹슈얼리티의 본질로 생각되는 이성애조차 실은 ‘패러디’에 불
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도 여전히 섹스를 따르는 젠더란
없다.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모호한 것이 되어버린다.

79)

물론 자청비의 남장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세경본풀이>
에서 서사적 긴장을 발생시킨다. 자청비가 짐정승 딸애기와 첫날밤을 치르
지 않기 때문이다. 짐정승 딸애기와 짐정승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자청비의 행동은 남성이라는 섹스에 어울리는 젠더 규범의 섹슈얼리티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자청비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짐정승 딸애기와 짐정승의 시선은 거무선생과 마찬가지로 ‘섹스/젠더/섹
슈얼리티’의 구도를 와해시키려는 자청비를 감시하는 일종의 제도 권력으
로 볼 수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세경본풀이>의 흔들리는 남성성이다.
섹스/젠더/섹슈얼리티가 허구적 구성물이듯이 남성성 또한 하나의 허구적
구성물임이 자청비의 남장을 통해 확인된다.

5. <세경본풀이>와 페미니즘의 접속
자청비는 자신을 겁탈하려던 정수남을 죽였다가 살릴 뿐 아니라 서천꽃
밭 짐정승 딸애기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는 문도령과 끝내 결별한다. 이러한
79) Judith Butler,

앞의 책,

쪽.

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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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청비의 인물 형상은 그 자체로 삼각관계 여주인공의 전형적인 역할 궤적
에서 한참 벗어난, 새로운 여성성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정수남에서
문도령으로 교체되었을 뿐,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또 정수남이 주변화된 남성성이라고 해서 그가
가진 자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청비 앞에서 자신의 남
성성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더 강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남성
성들은 끊임없이 서로 공모하고 영합하기를 반복한다. 서사 말미에서 자청
비가 문도령, 정수남과 함께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이러한 남성성‘들’
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마리가 존재한다.
이는 남성성이 시공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문도령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청비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오
며 지상에서 재회한 정수남은 더 이상 자청비의 육체를 탐하지 않는 모습
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청
비가 이렇게 변화된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함으로써 ‘농경’이라는 새로
운 문화로의 이행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청비의 면모는 마치 페미
니즘이 남성과 대립하고 남성을 대체하고 남성에 대항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페미니즘은 다양한 인식자의 위치
를 인정하고 각각의 입장과 조건을 경합하는 사유인 것이다.

80)

페미니즘의

물결이 가파르게 흐르고 있는 지금, 자청비의 전복적인 몸짓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80)

정희진,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일까?｣, 정희진 외,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쪽.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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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placement of hegemonic masculinity and
escape from masculinities
-Focusing on Segyeong-Bonpuri-

Lee, So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ship

among

Jacheongbi,

Cheongsoonam,

and

Moondoryeong in the Segyeong-Bonpuri has been identified as a love
triangle structure by researchers. However, the two male characters in
the narrative do not ever meet each other in person. Why is this? Can
we genuinely call their relationship as a love triangle?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se questions. To find the answers,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at Cheongsoonam and Moondoryeong have
different masculinities.
Cheongsoonam’s masculinity is concentrated on his physical qualities,
which are represented by the semantic network of the phallus-centric
body, the phallus-centric sexuality, and the performance of physical
labors. However, the masculinity of Moondoryeong originates from the
vertical hierarchy of his father, Moonseonwang, and is passed down to
Moondoryeong and Samcheonseonbi. Moondoryeong shows complicit
masculinity,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he is dependent on the power
of his father. However, in the end, he shows hegemonic masculinity by
obtaining Jacheongbi through marriage. Because of Moondoryeong’s
success with Jacheongbi, he becomes Samcheonseonbi’s object of
jealousy.

이소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성들로부터의 탈주 43

Next, in the narrative, the masculinity of Moondoryeong is highlighted
whereas the masculinity of Cheongsoonam is overshadowed. To explain
Moondoryeong’s posi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we first have to
understand the position that the administrator and the exiled had within
Jeju island during the Choseon dynasty. Though they were powerless
in the mainland, in Jeju island, they were treated highly for having
introduced the advanced culture of Confucianism there. The positions of
the administrator and the exiled are represented through Moondoryeong’s
image as a powerless man who eventually rises to the position of Upper
Segyeong.
The failure of Cheongsoonam to be a symbol of hegemonic masculinity
is due to a society that no longer appreciates physical labor. This explain
why

Cheongsoonam

is

demoted

from

Lower

Segyeong

to

Segyeong-jangnam in some versions. Hence the reason that the two
characters

do

not

Moondoryeong’s

meet

complicit

in

the

narrative

masculinity

lies

replaces

in

the

fact

that

Cheongsoonam’s

marginalized masculinity in the posi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Therefore,

the

masculinities

shown

in

the

Segyeong-Bonpuri

highlights the character of Jacheongbi. Jacheongbi, disguised as a man,
outsmarts the tests administered to her to prove her sex and wins over
Moondoryeong. The constant monologue by Geomu-seonsaeng who
suspects Jacheongbi is female also hinders the masculinity presented in
the Segyeong-Bonpuri. The marriage between Jacheongbi, who is
disguised as a man, and the daughter of Jim-jeongseung in the Seocheon
flower garden also eliminates the distinction between sex and gender.
Just as this proves that sex and gender are a fabricated construct in the
Segyeong-Bonpuri, it also exposes the fabricated nature of masculinities.
As a result, Jacheongbi does not end up with either Cheongso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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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r Moondoryeong. Jacheongbi’s actions indicate that she is escaping
from

various

forms

of

male

domination.

She

rejects

both

the

masculinities symbolized by Cheongsoonam and Moondoryeong, which
keep women restricted to the level of a mode of production, and sacrifice
them on the alter of culture style. Nonetheless, Jacheongbi foresees the
transition

to

a

new

culture

called

“agriculture”

by

embracing

Moondoryeong and Cheongsoonam, and she changes to a god along with
them at the end of the narrative. This shows that feminism is not a
concept that exists to confront, replace, or resist men. In the current era,
where a powerful wave of feminism is rising, we have fresh reasons to
examine the character of Jacheongbi.

Key

words:

hegemonic

marginalized

masculinity,

masculinity,

complicit

Moondoryeong,

masculinity,

Cheongsoonam,

Samcheonseonbi, Jacheongbi, disguised as the 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