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의 범주와 갈래, 그 미래적 전망
천혜숙*

<논문개요>
문자, TV, 사이버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구술 이야기들의 기능은 상당히
위축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다매체들을 활용한
이야기 문화가 새로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버 이야
기판에는 글쓰기, 채팅, 사진, 그림(만화), 동영상의 매체들이 역동적으로
뒤섞인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부상된 설화의 범주들은 미스테리, 일화, 풍
문, 사건비화, 유머 등이다. 그들은 신화, 전설, 민담의 장르 전통을 계승하
는 한편으로 그 전통에서 일탈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
기의 담론방식이 사실과 경험을 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전한 허구와 넌
센스를 지향하는 양극 현상을 보인다. 이 새로운 설화 양상들이 드러내는 양
식성 또는 갈래성은 실화(true stories), 유머(humor), 시리즈 이야기(series
stories), 그리고 패러디(parody)에 대한 지향이다.
어떻든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구술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규모의 공동체들은 여전히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의 꽃’을 피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후로 구술의 이야기는 언더그라운드, 비하인드, 안티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더욱더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주제어 : 미스테리, 풍문, 유머, 실화, 패러디, 연쇄담, 언더그라운드 이야기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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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화 갈래의 전통과 현대
전통적인 설화의 하위분류는 신화․전설․민담의 삼분체계가 여전히 유
용한 것처럼 보인다. 삼분체계에 대한 갈래론도 이미 여러 관점에서 논의
의 깊이가 갖추어졌다. 세계와 자아가 대결의 관계인가, 통합의 관계인가,
또는 자아가 대상(세계)을 신성시하는가, 사실시하는가, 허구시하는가, 그
리고 세계 인식의 양상이 통합적인가, 규명적인가, 향유적인가 등과 같은
물음을 통해서 설화 갈래의 문제에 접근한 기존의 논의들은1) 신화․전
설․민담의 세 갈래야말로 설화의 화중이 오래 동안 축적하고 추구해 온
‘세계에 대한 모형적 인식이자 담론의 안정된 유형’2)임을 확인시켜 주었
다. 현장의 토착적 갈래에 대한 중요성이 환기되면서 삼분체계에 대해 의
1)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에 관한 시론｣/ ｢소설시대의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임재해, ｢존재론적 구조로 본 설화갈래론｣, 한국일본
설화연구, 인하대 출판부, 1987 ;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
사논문(미간행), 1987 ; 신동흔, ｢역사인물담의 현실대응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2) 츠베탕 토도로프, 바흐찐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최현무 옮김, 까치, 1987, 119-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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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옛날이야기의 갈래에 관
한 한, 이 삼분체계를 넘어설 만한 대안은 아직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삼분법이 현대 사회의 설화현상에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인
가. 매체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다양한 문학예술 장르들이 이야기의 기능
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옛날이야기가 펼쳐보이는 세계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판에서도 옛날이야기보다 일상적 사실담들이 더 자연스럽
게 소통된다. 사회의 다른 변화들이 이야기판의 변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이야기와 이야기판이 거의 사라졌다
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통신이나 사이버 공간의 이야기판에서 그 대안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과연 구술 중심의 전통적인
이야기 현장은 사라졌는가? 전파매체나 디지털 매체의 영향으로 옛날 이
야기의 전승현장이 위축된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모
인 곳에서는 ‘이야기의 꽃’이 핀다. 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이야기
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설화의 생명이 다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다만 이야기판과, 그 이야기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성격이 달
라졌다.3) 특히 일상적 자기 경험, 보고들은 우스갯거리, 기이한 사건에 관
한 이야기가 많아졌다. 이런 현상은 전파매체나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이야기판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일상, 사실, 경험의 이야기화가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만 할 수
없다. 조선조의 잡록이나 야담집들이 스케치해 주고 있는 당시의 이야기판
에서도 이미 특이한 개인에 관한 일화 및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압도적
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후기로 갈수록 그 범위가 시정의 군상과
세태에 대한 경험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비문학 조사
초기인 1960-70년대만 해도 옛날이야기 못지 않게 경험담의 구연이 풍부
3) 천혜숙, ｢현대의 이야기문화와 TV｣, 구비문학연구｝1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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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사실담 내지 경험담이 일상적 이야기판
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리라 짐작되는 바이지만, 그렇더라도 옛날이야기
에 대한 집단적 망각현상은 오늘에 이르러 감지되는 변화이다. 집단 내에
서 옛날이야기를 기억하고 구술하는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망각
은 그것의 기능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나마 옛날이야기에 관한
기억과 기능이 그런 대로 살아 있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일상적 경험담들
이 양산되는 시대가 도래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문학적 갈래의 지향이나 형성이 의사 소통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고 보면, 설화 소통의 場인 이야기판의 변화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설화 갈래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이야기판이 TV
나 사이버 공간으로 변용․확장된 양상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 직접 구술의 이야기판이 위축된 대신, 인터넷 공간의 이야기판에서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사실적 경험담 외에도 ‘유머’를 표
방한 이야기, 미스테리․괴담들이 풍부하게 오르내린다.
인터넷 공간의 이야기판에서 이야기 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수반하지만,
일차 매체는 말과 글이다. 글쓰기로 대화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물
론 그림과 음악, 사진과 동영상의 활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
서 다매체가 활용되는 디지털 이야기판의 구술성은 구술문화시대의 구술
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런가 하면 책․TV․영화․사이버상의 이야
기들이 다시 일상의 이야기판에서 구술로 소통되기도 한다. 물론 그 역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화책이 있어도 어린이들은 부모의 육성으로 들려주는
동화를 더 선호하듯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목소리로 직접 주고 받는 예
술적 의사소통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두드러지는 설화의 갈래적 지향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과연 새로운 갈래의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인가, 나아가서 이야기
문화의 방향과 전망은 어떤 것인가를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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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적 양상 : 사실적 경험담의 양산과 갈래의 혼재
설화의 현재적 양상들은 전통적 갈래인 신화․전설․민담과 소재 및 내
용의 차원을 공유하면서도 그 담론4)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적 경험에 집착하는 것은 전설의 전통을 잇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재
적 차원에서는 위의 세 장르를 넘나든다. 불가사의와 미스테리에 대한 추
구는 신화 및 전설의 전통과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역시 사실
여부를 따지고 정체를 캐려는 인식을 앞세움으로써 두 장르의 주제의식과
구분된다. 소화 및 재담의 설화적 전통을 계승한 유머와 우스개이야기들도
담론의 방식이 다양해졌다. 이렇듯 현대의 설화가 보여주는 세계 인식 또
는 담론 방식은 전통적 갈래체계에서 일탈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딱히 신화․전설․민담의 어느 하나에 속한 것이라 규정하기
어려우며, 둘 이상의 갈래적 특징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전통적 설화 갈래는 해체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우선 내용이나 주제적
특징, 담론방식의 국면에서 특징적인 양상들을 몇 가지로 범주화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 설화 범주들이 어떤 갈래로 양식화되고 명명될 것인가는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구비문학의 갈래란 사회적 전파나 전승 과정의 꾸
준한 모색을 거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1. 神․鬼․異界에 대한 믿음 또는 의문
귀신이야기나 신계 및 이계에 대한 관심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강세를

4) 여기서 담론(discourse)은 이야기가 표현되고 전달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일정한 주제를 가진 언술의 집합을 의미하는 푸코 류의 사회학적 담론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의사소통적 언술로서 담론에 착목한 바흐찐의 대화이론이나(츠베탕 토도로프의 앞의 책
참고), 서사의 국면을 이야기(story)와 담론의 두 국면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채트먼의 서사이
론 쪽에(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옮김, 고려원, 1990)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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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믿음인가, 의심인가, 호기인가에 따라 담
론의 양상을 달리 한다.
아직은 마을의 당신화들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신계를 바라보는 신화적 영
험담들을 더러 만날 수 있다. 신성에 대한 체험을 말하는 영험담은 많은 종
교의 포교용 설화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이다. 동신의 영험담들은 좌
정유래담으로서의 당신화에 덧붙어 있다가, 좌정유래담이 망각된 이후 파편
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다시 생성되기도 하
는 점에서 살아있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영험담의 지속적인 생성이야말로 마
을공동체 내에서 당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는 구실을 한다. 요컨
대, 당신화는 마을 당신의 신성과 영험함을 부각하면서, 동신에 대한 믿음과
제의의 지속을 보증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당신화군을 통해서 ‘믿음’의
지속을 추구하고 보증하는 담론의 방식을 보기로 하자.
(2-a) 조선 후기 어느 때 순흥 고을에 사는 이선달이라는 이의 꿈에 금성
대군이 나타나 “내가 흘린 피 묻은 돌이 죽동 냇물에 있으니 거두어 달라”고
당부하고 돌의 모양도 일러주었다. 예사로운 꿈이 아닌 줄 여긴 이선달은 이
튿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동 냇가를 뒤졌더니 과연 그 돌이 있었다. 이를 가
까운 죽동 서낭당에다 안치하고 동네에서 정성을 모아 제사를 지내고 그 후로
부터 순흥고을의 관민이 함께 해마다 정월 보름날 소를 잡아 제사를 올렸다.
구한말 왜적에 항거하여 국내 곳곳에서 土賊 救國의 깃발을 들어 일어설
때 이 곳 순흥에서도 의병을 일으켰다. 그 때 의병을 진압하고자 관군과 함께
왜군들이 들어와 설쳤는데, 죽동 서낭당 앞에 침을 뱉고 배설을 하는 등 무엄
한 짓거리를 했다. 이 때 마을엔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였다. 같은 무렵에 마을
주민의 꿈에 금성대군이 나타나 죽동 서낭당에 안치된 돌을 좀더 조용하고 청
결한 자리로 옮기도록 일렀다. 그래서 금성대군의 혈석이 소백산 대밑 두레골
로 모셔진 것인데, 그 일을 상민의 자치기구인 樵軍廳에서 했다.5)

5) 송지향 편저, 영주영풍 향토지, 려강출판사, 1987, 675-6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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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어떤 과객이 말을 타고 당 앞을 지나다가 말발굽이 붙어 꼼짝을 못
했는데, 말에서 내리니 말발굽이 떨어졌다. 그제사 그는 서낭님에게 무례해서
그런 줄 알고 당에 그 잘못을 백배사죄하고 길을 떠났다.
(2-c) 어느 해 정월 보름, 당고사를 지내기 위해 ‘양반님’(희생소)을 잡아
제물을 돋우고 있는 중이 었는데, 마침 산판하러 온 군인들이 당 앞을 지나갔
다. 그런데 당 앞에서 그들이 탄 자동차의 시동이 꺼져버렸다. 아무리 다시 시
동을 걸려고 해 보았지만 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 제물을 다 돋우고 난 후에
야 시동이 걸렸다. 놀란 군인들이 쌀 한 가마를 부조했다.
(2-d) 거의 해마다 상당주를 한 김용기씨는 정월 열하루인 모친의 생신을
차려드릴 수 없었다. 당주가 되면 금기 치성을 드려야 되었기 때문이다. 모친
의 회갑이 되던 해, 환갑잔치는 꼭 해드리고 싶었던 그는 마을 어른들께 부탁
해서 제관 선임에서 빠지고자 했다. 그런데 동짓달 그믐께 그의 모친이 흰 호
랑이가 방으로 들어와 앉는 꿈을 꾸었다. 쫓아내기를 세 번이나 거듭하자, 그
전 해 ‘양반님’을 모셔두었던 그 마당에 내다 앉으면서 “내가 서낭이다. 너 집
에 살러 왔다.”고 했다. 그러고는 “환갑은 3자가 세 개 들어가는 날로 미루어
하라.”고 일러 주는 것이었다. 김씨는 가족회의를 해서 하는 수 없이 모친의
환갑을 음력 3월 삼짓날로 미루고 그 해에도 상당주를 해야 했다.6)

위 자료는 영주 순흥의 금성대군당의 당신화들이다. 금성대군이 신격으
로 좌정하게 된 유래담(2-a)에서 그치지 않고, (2-b)-(2-d)에서 보듯이
그 신격의 영험을 보증해 주는 당신화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왔음을 보
여주고 있다.
때로는 공동체 내부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의심되고 흔들릴 때, 당신의
현몽이나 해코지를 소재로 한 영험담들이 생성되기도 한다. 이 때 피현몽
자는 자신의 현몽 경험을 ‘동네 회의’에 붙이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당신에 대한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아무
래도 오늘날은 이계나 신계에 대해서 외경과 믿음보다는 의문 또는 호기의
6) 김용기씨(읍내 1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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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 더 강해졌다. 의문이나 호기의 시선은 그 존재의 실재 여부 또는
정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담론의 방식 또한 직접 보고 경
험한 사람의 주체적 서술이 선호된다.
(2-e) 내가 아는 사람의 친척에게 직접 일어났던 일이다. 트랙터 기사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산을 깎아서 길을 닦는 공사에 참여 중이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꿈에 그 산의 신이 나타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곳을 마련할 며칠간
만 공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꿈이야기를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더더욱 공사의 연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어머니의 끈
질긴 만류로 그 기사는 공사일을 쉬었는데, 그 날 산사태가 나서 그 기사를 대
신하여 트랙터를 운전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7)

(2-e)는 (2-a)-(2-d)에 이르는 예화들처럼 신성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도, 또 그 믿음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어머니와 아들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산신의 처지에 끔찍한 결말
이 오버랩되고 있을 뿐이다. 신성이 더 이상 인간의 믿음과 교호하지 않았
기 때문에, 그 신성의 영험이 파괴적인 위력으로 인간을 가해하고 만 이야
기이다.
불가사의를 담은 이야기나 미스테리담이야말로 그러한 이계나 신계에
대한 강한 호기와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소재를 다
루었던 신화나 전설의 전통은 神人 또는 人鬼간의 관계 맺음의 문제를 神
異와 驚異의 주제적 의미로 형상화한 데 비해서, 현대의 미스테리담은
신․귀의 존재 및 실재 여부의 확인이나 그 세계에 대한 호기 쪽으로 더
관심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목격담이나 경험담의 담론 방식이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다루었던 TV 프로그램들이 그것의 정체 확인을 위
해서 과학적인 도구나 그 방면의 전문가까지 동원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
7) 고전여성문학회에서 참가한 한 고전문학 전공자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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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사고를 짐작할 만하다.
미스테리담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UFO 이야기도 대부분 목격담 방
식을 취한다. 그러나 서양에 비해서 외계인에 관한 경험담이 많지 않은 것
은 워낙 경험 자체가 희귀한 탓이기도 하겠거니와, 외계 탐사에 대한 과학
적 관심과 실천이 미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귀신이야기도 여전히 강세이지만, 전설적 경이의 시선은 아니다. 특히
요즘 성행하고 있는 ‘학교괴담’류는 괴기류의 전설적 전통과 닿아있는 것이
지만, 그 담론의 방식은 ‘사실’과‘경험’을 지향한다. 다만 두렵고도 끔찍한
사실적 경험으로 이야기될 뿐이다. 과거의 志怪類 설화에서 보듯이 귀신을
만나고, 대결하고, 더러는 사랑도 하고, 제압하기도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대의 이야기에서 귀신의 형상은 멀리서 무서운 모
습으로 출몰했다가 사라지며, 무섭고 끔찍하고 불가사의한 존재이거나 그
렇지 않으면 완전히 희화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머 시리즈물의 인기
소재인 귀신의 희화도 역시 전설적 경이에서는 일탈한 것이다.

2.2. 전설적 전통의 계승과 확장 : 일화․풍문․비화
일화의 설화적 전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조 사대
부 문화가 배태한 일화문학도 결국은 친구․동학․문중의 사람들로 구성
된 이야기판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겪은 사람의 일에 관해 주고받은 이야
기를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대부 중심이었던 일화는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서 역관이나 중인, 심지어는 시정의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확장하면서 야담과 고소설 장르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인데, 현대사회에 와서도 여전히 유명한 인물 중심으로, 또는 주변의 특
이한 인물과 관련해서, 그 특이함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이루어
지고 전승됨을 볼 수 있다. 인물의 특이한 부분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

9

34 구비문학연구 제18집(2004.6.30)

대한 이야기 토막이란 의미에서 ‘에피소드’라는 말로 지칭되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정치가, 스타, 고승, 문인, 학자 등에 관한 에피소드는 그
인물의 유명도 만큼이나 전승의 범위가 넓다. 한편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
니더라도, 크고 작은 공동체 내에서 중심된 인물이나 특이한 인물을 중심
으로 일화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제 오늘이 다르지 않다. 이
를테면 학계에서는 선배학자나 스승에 대한 일화가 전승되기 마련이고, 대
학의 학과 공동체에서도 교수나 선배의 일화들이 대대로 전승된다. 정계,
화단, 문단, 친족집단, 동창모임 등에서도 그 나름대로 여러 인물에 관한
일화나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지고 변이되면서 전승되어 왔고, 또 전승되어
갈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모임의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이른바
뒤풀이의 자리나, 공동체 내의 소규모 그룹들이 벌이는 이야기판에서 공유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안이나 가문의 일화들은 한국과 같이 문중이 중시되는 문화를 가
진 나라에서는 그 기능이 여전히 각별할 것이기에 가문담으로 범주화해 볼
만하다. 문중 제사, 가족 모임, 친족계, 상장례 등의 모임들에서 문중 및
가족에 속한 인물의 일화들이 가문의 결속을 위해서 또는 후손의 교육을
위해서 구연되고 있다. 문헌에 기록된 자료가 다시 구술되는 경우도 얼마
든지 있다. 다음은 의성(천전) 김문의 한 어른이 구연한 자료이다.
(2-f) 천전김문의 못난이 할매
나의 십대조벌 고모되신 어른인데 얼굴이 검고 얽고 못생겨서 혼인할 나이
가 되어도 말 건네는 이가 없었다. 어떻게 성사가 되어 스물이 넘어서야 경주
의 양동이씨가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신행하던 날, 고개춤에 이르러서 가마
를 마다하고 내렸다. 긴 담뱃대로 담배도 피고 밖에서 소변도 보는 등 그 기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무튼 그 길로 시집이 있는
경주까지 걸어서 신행해 갔다고 한다. 가서 살림을 잘 한 것은 말할 것 없고,
여섯 형제를 두었다. 그들을 잘 가르쳐서 아들 중에 큰 벼슬자리가 났다.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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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성하였고 문중 내에서 더러 양자도 가고 해서 지금은 양동 이씨가의 6할
이 그 할매의 후손이다. 여장부인 못난이할매 이야기가 천전김씨 문중에서는
아주 유명하다.

현대에는 자기 경험에 대한 진술도 많아졌다. 자전류의 글이 많아진 것
과 같은 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대가 열리고서도 자서전은 유명한
사람이나 쓰는 것으로 알았던 선입관이 불식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
이 걸렸다. ‘뿌리깊은나무’사에서 조금은 특이한 직업의 보통 사람들이 직
접 구술한 자서전 시리즈를 출간한 이래로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고, 최근에는 말 그대로 보통사람의 자전적 구술이 책으로 정리된 바
있다.8) 이야기판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이나 생애를 자발적으로 구
연하는 화자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의 구연 자체가 화자들에게는 자기 확
인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자전적 경험을 생애이야
기로 범주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비화와 소문(풍문)도 전설적 전통의 계승 또는 확장으로 고려해 볼 만한
범주들이다. 지금은 KBS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군사독재와 그로 인한 정치적 사건이 점철
되었던 무겁고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사람과 사건
에 대한 이야기가 오죽 많았겠는가. 뉴스메이커에 연재되고 있는 <긴조
9호세대 비화>도 같은 경우이다. <긴조 9호세대 비화> 가운데 1970년대
학생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과, 그가 관련된 사건 및 일화를
소개하는 한 기사, “전설은 살아있다”(2004. 5. 14.)를 예로 들어 보자.
소개된 인물인 신동수씨는 그 인물됨이나 행적 자체가 그야말로 ‘전설적인
운동가(영웅)’로서, 그 당시에도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바람 같은 인물
이었지만, 지금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런 그의
존재를, 당시 같이 활동했던 운동가 출신의 정계, 문화계 유명인사들이 나
8) 유동영․허경민 정리,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 디새집,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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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기억과 일화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냈다. 다음은 그 한 토막이다.
(2-g) 긴조 9호세대 비화: 전설은 살아있다
장선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 탈반에 와서 장구도 치고 놀면서 나를
의도적으로 고양시켰다.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그의 언설은 감동적이었다.…정치 사회문제에 눈을 뜨게 해 준 것이었다.
내가 10-2데모에 가담한 것은 그에게 영향받아서다.” 하지만 10-2데모로 구
속 제적된 장선우와 달리 그를 움직인 신동수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장선우는 이 때 ‘참고인’으로 연행
된다. …뭔가 하나라도 불지 않으면 실컷 얻어맞는 상황이었다. 신동수의 치
밀한 처신을 엿볼 수 있는 일화 한 토막.
“참고인으로 불려 다닐 때 동수형이 그걸 알고 미리 몇 시에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 놓았다. 잡혀간 나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
만 그는 그런 상황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다방에 전화
를 걸어 나를 바꿔달라고 하면 기관원들은 허탕을 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확인되는 것이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증언들이 사회적 표면에 부상
하기까지 위와 같은 이야기들은 비화 또는 소문(풍문)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비화가 아니다. 풍문보다는 역사와 더
근접해 있는 비화의 경우 언젠가는 기록으로, 영상으로, 예술로 빛을 받는
시대가 오는 법이지만, 어둠 속에 오래 묻혀 있을수록 변이형이 많이 만들
어지기 마련이다. 곧 비화는 진원의 시공간에서 멀어질수록 풍문에 가까워
진다. 그러나 풍문도 사실 확인을 거치면 소식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사실 확인이 차단 당할 경우에는 비화로
든 풍문으로든 버티고 살아남든가, 또는 사라지든가 둘 중 하나일 터인데,
이 때 관건이 되는 것이 민중이다.
풍문이 가다가가다가 머무르고 의미화되는 곳이 민중층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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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풍문은 개인적인 주체가 없이, 그것을 듣고 퍼뜨리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휘말려 들어간다.10) ‘바람결에 들림’을 의미하는 풍문은 말 그대로
所從來가 불확실하면서도, 그 불확실함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는 언술이
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났다는 사실 자체이다. ‘풍문에 들으니 그렇다
더라’고 전제하는 것으로 화자는 면책이 된다. 증거물이 빠진 전설이자, 사
실고증이 안 된 역사인 셈이다. 그래서 풍문은 때로 근거 없는 낭설이나
유언비어와도 결착된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명분으로 풍문은 때로 나
쁜 소문, 곧 험담을 조작함으로써 일정 사람과 상황을 질곡으로 몰기도 한
다. 때로 정치적인 주동들이 풍문을 이용하거나 조작하기도 했다.
전통사회에서 유행했던 讖言은 정치적 풍문의 전형이라 할 만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그러한 현상 자체를 神異 또는 운명적 현상으로 믿는 경향
이 있었던 것같고, 그런 만큼 조작도 성행하였다. 말의 주술력에 대한 민
간의 관념이 그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조선 후기 민란의 기운이 드세
지고 관민의 대결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진인출현설’ 도 전략적 풍문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꿈꾸었던 당시 민란의 주체들
은 濟世主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성씨와 출향이 某某한 神人이 십만 용병
을 거느리고 곧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11)
예컨대,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영덕 신돌석 전설들도 소문 또는 풍문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의병투쟁 당시 직접 전투에 참가한 사람
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신돌석
이라는 장수의 신이와 활약상,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관한 풍문이 퍼져 나
갔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화중은 그에 관한 전설을 직간접의 목격담 형태
로 구술하면서 역사적 증언의 담론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신돌석이
9) 풍문과 소문은 개념상 큰 차이가 없다. 소문을 듣고 전한다는 매체성을 강조한 개념이 풍문이
다. (한스 J. 노이바우어, 소문의 역사, 박동자․황승환 옮김, 세종서적, 2001, 13면 참조)
10) 위의 책, 17면.
11) 조동일, ｢진인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 고전문학연구｝5집, 1990 참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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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약한 시기가 이제 백여 년 남짓된 만큼, 초기의 채록자료들에서는 직접
목격담 형식이 나타나는 대신,12) 한 세대 이후의 제보자들은 간접목격담
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13)
어떻든 그 소문이 당시 사회에서 널리 유포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時宜
性을 확보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집단의 기억과 구술로 오
래도록 지속된 사실은 민중의 역사인식이 각별하고 진지했음을 의미한다.
구술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오래도록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러 역사적 진실이 억압당할 때 민중의 기억은 사
실을 넘어선 문화원형적 상징과 결착함으로써 더욱 핍진한 형상을 창출하
기도 한다. 물론 구술사의 반경은 그러한 상징적 형상까지 갈무리한다. 신
돌석 장군의 전설들이 역사적 증언으로서의 성격을 담보하고 있으면서도
설화적 원형으로서 ‘아기장수’의 여러 상징들과 결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은 그 때문이다. 그것이 민중의 구술이 역사적 사실을 유지하고 의미화하
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는 풍문이 더욱 무성해졌다. 그리고 정치적인 풍문 못지 않게
대중스타를 비롯한 유명인사에 관한 풍문도 많아졌다. 연예인과 관련된 풍
문들은 TV의 <연예통신>류 프로그램이나 신문의 연예관련 기사들, 인터넷
게시판들에 오르내리면서 그 사회적 파장을 키워 가다가, 인터뷰나 기자회
견 등과 같은 사실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사실로 또는 허위로 판명된다.
이른바 연예통신 류의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던 때나 사이버 문화가 지금처
럼 보급되기 이전에도 구전으로 떠돌아다니는 해괴한 풍문들이 많았다. 한
예를 들면, 유명한 여자 탤런트 아무개가 결혼을 했다가 피부가 검은 아이
를 낳아 이혼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30여 년 전 꽤나 유명한 연예계의 풍문
12) 조동일의 전설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영남대학교 출판부, 1980)에서 조사 보고된 자료들이
그러하다.
13) 천혜숙, ｢영덕지역의 신돌석 전설 : 집단의 기억과 역사적 리얼리티｣, 의재최운식박사화갑기념
논총간행위,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316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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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내용인 즉, 아프리카 가봉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왔을 때 그녀가
수청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풍문이 떠돌 때, 그 여자 탤런
트가 뚜렷한 해명 없이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어버려서, 미확인 사실이긴
하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의 반신반의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또 몇몇
인기여류스타들은 ‘某대통령의 여자’로 풍문의 대상이 되었는데, 때마침 그
들이 미국으로 프랑스로 외유를 나가는 바람에, 그 풍문이 오래도록 잦아
들지 않았다.
최근에 들은 연예가의 풍문 하나는 아주 고상한 이미지의 일류급 중년
여자 탤런트 모씨가 지금은 타계한 대재벌 총수의 하룻밤 수백 억 수청에
응하여 이혼을 당했다는 이야기이나, 그녀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근래
에는 TV, 신문, 인터넷, 구술이 상호 연계하여 풍문을 조작하거나 확장하
는 양상을 보인다. 정치적 참언 외에는 돈 많은 이웃 과부에게 장가를 들
고 싶은 머슴(또는 홀아비, 서당훈장)이 풍문을 조작하던 정도가 고작이었
던 전통사회에 비해 현대사회는 악성루머나 험담류의 풍문이 지나치게 성
행하는 것이 문제이다.

2.3. 민담적 전통과 유머의 성행
2.3.1. 일상, 사실, 우스개
사실과 경험을 통해 재미와 놀이를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민담의
전통과 비추어 보면 긴 스토리를 갖춘 본격 민담이 점차 퇴조하는 대신,
재미있는 사건 중심의, 길이가 짧은 민담이 많아졌다. 내용면에서도 환상
성의 요소가 제거되고, 사실적인 소재가 늘어난다. 민담이 일상의 경험이
나 현실생활을 이야기의 소재로 대폭 담게 된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에
와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14) 일상의 경험적 사실을 가볍게, 때로는
14) 신동흔이 민담을 환상적 민담․희극적 민담․사실적 민담의 세 범주로 구분한 것은 민담의 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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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거리로 이야기화하는 담론방식은 특히 사이버 이야기판에서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일로에 있다.
사이버 이야기판의 하나인 ‘드림위즈 커뮤니티’의 게시판에는 아래와 같
은 코너들이 마련되어서 일상의 이야기, 또는 농담과 우스개가 하루에 수
십 편씩 오르고 있다.15)
작가마을/ 나도작가
별난세상 별난유머/ 사랑과 우정사이/ 야한얘기 화끈농담/ 엔터테인먼트
내가 사는 이야기/ 고민상담 SOS’

사진, 그림, 동영상 자료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글, 명언, 정
보를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은 비중으로 올라 있는 이야기
자료들을 일별해 보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이야기의 길이, 내용, 주제들
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일상, 경험, 우스개가 하나로 엮인 형태
의 짧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범주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교체되
기도 한다. 다음은 교체되기 이전의 ‘하하 유머’코너에서 퍼 온 자료이다.
(2-h) 웃지 못할 의심
아는 사람의 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하자 주변사람들은 출장 잦은 남편을 둔
내게 걱정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열여자 싫다는 남자 없다. 니 남편도
한번쯤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 의심해 보기로 했다.-.-∷ 참 이상한 게 십 년
넘게 믿어온 남자인데 의심하기로 작정하고 지켜보니 모든 점이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모두가 잠이 든 새벽 한 시. 그 깊은 어둠 속에 남편의 핸드
폰이 울렸다. 자다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는 남편. 가만히 상대의 목소리를 듣
고만 있더니 알았다고 끊는다. 얼핏 들리기로는 여자 목소리 같았다. 남편은
대적 양상을 고려한 아주 적절한 분류라고 생각된다.(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1, 175-209면 참조)
15) 2004. 4. 20. 현재이다. 이전에는 ‘하하 유머’, ‘부부생활 쓴맛단맛’이란 코너도 있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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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갈등하더니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는다. 그리고 자
는 나를 한번 더 확인하더니 살금살금 부시럭 부시럭 바깥으로 나갔다.
‘헉!! 설마설마 했더니, 내가 그렇게 믿어온 남편이 ... 이 밤중에 여자 전
화를 받고 나갔다... 오마 이 갓...’ 자는 척하구 있다 벌떡 일어난 나는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머리 뽀사지게 고민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사임당인 척 할 필요가 어디 있나. 무조건 따라 나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내가 아니라 그 뇨자 편을
들면 우짜지?’
오만 생각을 하며 떨리는 가슴으로 앉아있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
렸다. ‘분명 급하게 나가느라 지갑을 안 들고 나간 게다. 바람난 저 인간을 어
떻게 해야 하나...’ 초당 100바퀴로 머리 굴리다 벌떡 일어나 문앞에 가 서 있
었다. 문을 여는 순간, ‘으악-’ 하고 비명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는 남편. 바람
피우는 걸 상대방에게 들켰을 때보다 더 무서울 때가 어디 있겠는가.
“당신 이제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 없어. 난 모든 걸 지켜 봤어!”
뒤로 자빠진 남편 앞에 머리 산발하구 서서 분노로 씩씩대는 사임당.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미스테리물의 한 장면이었다. “전화한 뇬 누구얏!”
슬금슬금 다시 일어나던 남편이 분위기 장난 아님을 깨닫고 사실대로 분다.
“...옆....옆집....아짐마...”
“ 머? 옆집 아짐마? ” ‘아니 적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더란 말인가??’
“ 그 여자가 왜 전화한 거얏! 이 밤중에 남의 남자한테! 왜! 왜!”
남편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듯,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그 여자를 택한 듯 놀
라고 당황하던 조금 전의 모습과 달리 되려 당당해진 모습으로 침대로 갔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던지는 말.
“차 빼 달라고... ”
(드림위즈 커뮤니티 게시판 ‘하하! 유머’에서)

유머만을 다루는 대한민국 유머천국의 코리아유머란 사이트에도 역시
일상, 사실, 경험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웃음을 동반하는 이야기들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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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 우리나라에 집씨도 있었던가
어느 일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티비를 보고 있었다. 마
침 티비에서는 경제부... 음...암튼 무슨 장관이라는 진념이라는 사람이 나왔
다. 자막으로 진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저 사람 이름이 진념이가?? 엄마는
여태 집념인 줄 알았다.’ --; 우리나라에 집씨도 있었던가...“엄마.. 울 나라에
집씨가 어딨노?” ... “집씨가 왜 없노... 집씨가...노래까지 있구만.” 당황했다.
왠 노래?? 결국 엄마는 그 노래, 집씨 집씨여인~ T. T. 어머니~ 왜 이러셔
여~ --“”
(대한민국 유머천국 코리아유머에서)

(2-j) 급식 개그(짧음)
평소 별거 아닌 급식을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메뉴에 표기하기 좋아하는
우리 학교...항상 학생들은 급식을 받은 후 실망하기 서울역에 그지 없었지요.
ex)구라 하나 안 보태고 메뉴판에 “맑은국물 시원한 콩나물국”>내용물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콩나물국”...이런 식이었지요.(일일이 쓰자면 끝
이 없음)
어느 날, 메뉴에 “야채 스틱” 출현.
신입생 1 : 오... 우리 학교는 롯데리아 같은 데서 파는 야채스틱 같은 것
도 나오나 봐.
신입생 2 : ㅎㅎ 그런가바. 난 치즈스틱이 더 좋은데..머 그래도 야채스틱
도 나름대로 좋아.
재학생 1 : 한쪽 입술만 씨..익 올라가며 안타깝다는 듯 시선을 보내며 지
나친다.
드디어 급식 배급시간. 기대에 가득 찬 신입생들의 식판에 올라온 건 반으
로 자른 신선한 生오이.
물론 고추장도 없이.. 대략 가볍게 그냥 “분식집 야채튀김” 정도를 예상했
던 재학생들조차 전혀 예 상치 못했던 生오이의 등장에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벽을 치고 말았다.
(대한민국 유머천국 코리아 유머에서)
(2-k) 세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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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오자 신혼인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께 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만간에 이 집에 두 식구가 아니고 세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말했다.
“아 여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군요. 사실은 내일 아침에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
에 이사들어오시기로 했거든요.”
(놀자놀자의 ‘자유이야기’에서)

TV의 여러 이야기 프로그램도 ‘일상과 주변에서 일어난 놀랍고 재미있
는 이야기’들을 즐겨 다루어 왔다.16)
(2-l)부사단장 숙소의 당번병이었던 나는 부사단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동
료와 그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가롭게 지냈다. 갑자기 소대장이 와서 사령
관이 이 곳에 와서 묵게 될 것이니 방에 불을 지피 라고 했다. 며칠 비워둔 방
이라 금방 덥혀지지 않아서 사령관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계속 군불을지 폈
다. 방의 열기에 참을 수 없게 된 사령관이 내의바람으로 뛰어나왔다. 방의 장
판이 모두 새까맣게 탄 데다 사령관 내의는 구멍이 났을 뿐 아니라, 엉덩이에
화상까지 입었다. 다음날 아침 사령관은 그 사건에 대한 함구를 명하고 불편
한 걸음걸이로 떠났다.
부사단장이 돌아오기 전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방에 노란 페인트칠을 했
는데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부사단장이 페인트가 마르지 않은 방에 걸터
앉았다가 바지를 버렸다. 지금도 두 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MBC <휴먼TV> '앗 나의 실수‘ 1998. 12. 6. 방영)
(2-m)
전북 익산의 어느 마을에서 60대 할머니가 임산부의 배를 하고 다녀 온 동
네 사람들이 흉측하다고 수근거렸다. 20년 전 과부가 된 할머니, 외동딸을 데
16) 천혜숙의 ｢현대 이야기문화와 TV｣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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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렵게 살면서 끼니도 거르고 품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다. 동네사
람이 마을금고 이자가 높다고 거기 맡기라고 해서, 그에게 돈을 주고 통장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그녀가 동네의 다른 사람들 돈까지 그렇게 거두어
줄행랑을 쳐버렸다.
그 이후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할머니는 ‘돈배’를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녔다. 돈이 쌓여갈수록 몸은 무겁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악몽에 시달리던
할머니, 결심을 하고 은행으로 갔지만 은행원도 못미덥고 또 은행에 도둑이
들까 불안하여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나 돈이 모두 젖었다. 돈배를 풀어 마루에 늘어
놓고 말리던 중에 도둑이 들어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 동네에서 통장과 경찰
이 설득하여 두 사람과 동행하여 은행에 돈을 맡겼다. 지금도 비상금은 돈배
에 차고 산다.
(SBS<깜짝 스토리랜드>,2002년 8월 6일 방영)

2.3.2. 허구를 통한 웃음, 웃음을 통한 놀이
완전한 넌센스의 유머가 특히 성행하게 된 것도 현대적 특징이다. 유머
의 성행은 笑話와 才談의 전통을 이은 것이겠지만, TV의 코메디 프로그램
이나 사이버 공간의 유머 사이트가 그 주된 현장이 됨으로써 엄청난 양과
다양한 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유머는 원래 수사학의 용어이던 것이 오
늘날 일반인들에게 이야기의 범주로 널리 지칭된다.
그 많은 자료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일이거니와, 우선 널리 알려진
유머 시리즈물들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대체적인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초기의 ‘참새 수수께끼 시리즈’로부터 오늘의 ‘사오정 시리즈’에 이르기까
지, 유머 시리즈물이 떠돌기 시작한 것이 벌써 30여 년 이상은 된 듯하다.
최불암처럼 실제 인물을 차용하거나 만득이나 맹구, 사오정과 같은 가상인
물을 만들어서, 또는 ‘입 큰 개구리’처럼 동물의 형상을 이용한 유머 시리
즈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유머 시리즈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상상적 허구가 만들어낸 가벼운 놀이 또는 언어적 유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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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보인다.
(2-n) 커다란 점
최불암이 사는 동네에 요 며칠 전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최불암이 김, 김치, 계란, 무국... 이렇게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침 뉴스에 최불암 동네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나왔다.
범인의 특징은 이마에 커다란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최불암은 혀를 쯧쯧 차며 거울을 보는데!
자신의 이마에 커다란 점이 있었던 것이다.
최불암은 자신이 범인인 줄 알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다.
그 다음날 아침뉴스에서 한 마디...
“어제 최불암씨가 머리에 ‘김’을 붙이고 자살했습니다.”
(쥬니어네이버 ‘이야기뭉치’에서)
(2-o) 앙드레 김의 아들
앙드레 김과 그의 아들은 유럽으로 패션 쇼를 하러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
다. 어린 아들이 기내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러자 앙드레 김이 “촤-알스떠들면 안돼요.”
그래도 그의 아들은 계속해서 떠들었다. 그러자 앙드레 김의 또 한 마디,
“촬쓰- 조용히 해야 돼요.”
지나가던 스튜어디스, ‘역시 앙드레 김은 아들의 이름도 국제적으로 짓는구
나.’라고 생각하며 그의 아들에게 물었다.
“이름이 촬스니?”
“철수인데요--”
(주니어네이버 ‘이야기뭉치’에서)
(2-p) 군것질
하루는 만득이가 길가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네 개를 먹고 계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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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아줌마는 아홉 개나 먹었다며 다섯 개 값을 더 내라고 했다.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아줌마가 너무 무섭게 굴어 차비까지 톡톡 털어 아홉 개 값을 냈
다. 하는 수 없이 만득이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서 귀신이
불렀다.
“만득 - 후아-. 만득-- 후아---!”
몰래 다섯 개나 먹은 귀신이 너무 매워서
“만득-- 후아---, 만득---후아---!!”17)

왜 최불암이고 앙드레 킴인가, 만득이․맹구․사오정은 어떤 존재의 표
상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학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
니라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재직시절에 특히 성행했던 대통령 관련 유머
시리즈들은 다분히 정치풍자적 성격이 짙다. 최근에 유행하는 ‘간 큰 남자’
시리즈류 또한 현대 사회의 여권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
유머 시리즈물이 엉뚱한 내용에다 단순한 언어유희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적 발언으로서도 의미있는 기능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리즈물이 아닌 유머들도 다음에서 보듯이 길이가 짧은 이야기가 많다,
(2-q) 마스크를 하는 이유
엄마를 따라 병원에 온 아들이 갑자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의사들은 수
술할 때 왜 마스크를 하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야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환자가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
는 거지.”
(미디어 다음의 ‘유머’에서)
(2-r) 어느 참새의 말솜씨
어느 화창한 아침에 참새떼들이 .....전기줄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근데 마
침 참새 밑에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닌가. 아니 이런 참새가 실례를 해. 지나
가는 사람 머리에다가 실례를 하고 말았다! 화가 난 아저씨 왈, 참새보고, “넌
17)노정환 엮음/강진호 그림, 사고뭉치 만득이, 한국어린이교육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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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도 안 입니?” 그러자 참새가 하는 말. “그럼 넌 팬티 입고 똥누니?”
(오늘의 유머, ‘유머글 게시판’에서)

소화의 전통 속에 있는 육담 또한 현대 사회에서 성행하는 유머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육담은 ‘性’이라는 주제가 갖는 특이성과 금기적 국면 때문
에 드러난 부분보다는 내장된 부분이 훨씬 큰 설화적 자산이었다. 문헌 소
화로 전하는 사대부들의 육담에서 보듯이 육담의 전통 또한 질과 양, 양면
에서 만만치 않는데, 현대의 육담도 그에 못지 않게 활발하고 풍부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육담은 전통적 육담에 비해서 기발한 말장난과 형식적
기교가 우세하고 스토리성이 약화되어 전통 육담이 지닌 진진한 재미가 소
거된 편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통적 육담에 비해 생명이 길지 못하고 잠
깐 동안 떠돌다 사라지고 마는 한계가 있다.18)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현대의 육담은 유통과 전파,
창조와 향유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해졌다. ‘드림위즈’ 게시판의 ‘야한얘
기 화끈농담’란을 비롯하여, PC통신이나 다음, 성인클럽의 게시판 등에 원
색적인 육담들이 넘쳐난다. ‘음담’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검증해 보면 3만여
개가 넘는 사이트들이 소개되는데 간단한 소갯말조차도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선정적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육담은 이렇게 포르노 문화
와 바로 접속되는 것이 문제이다.

18) 신동흔이 ｢한국의 육담｣에서 ‘현대사회와 육담’의 문제를 다루었다.(황패강선생고희기념논총간
행위, 설화문학연구상, 단국대출판부, 1998). 그 외에도 임재해의 ｢우리 시대 육담들에 나타
난 ‘성’의 형상화와 ‘성’문화의 양상｣(김선풍외, 한국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을 참
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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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론방식과 새로운 갈래에 대한 전망
3.1. 실화에 대한 지향
이상에서 현대 사회의 설화 양상을 내용과 담론방식의 국면에서 범주화
가 가능한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드러나는 특징은 실화에
대한 지향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과 경험에 근거한 듯이 말한다. 종래
신화․전설․민담 차원의 소재 또는 주제들이 경험적 인식과 실화적 구술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자체는 현대 설화의 갈래적 지향으로 주목될 만
하다.
사실적 경험담이 설화인가 아닌가, 또는 문학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19) 경험담의 문학성 및 설화 범주화 문제는 설화
또는 이야기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경험담이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나 경험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문학이 아
니라고 할 수는 없다. 흔히 문학을 상상력의 소산이라거나, 설화를 상상적
허구의 이야기로 개념 규정하는 것은 그것들이 담고 있는 소재적 차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무엇을 담았
는가보다 어떻게 담았는가가 오히려 문학을 문학 아닌 것과 구분하는 관건
이 된다.
(3-a) 창녕 성씨가의 인업
내가 창녕 성씨가로 시집와서 손윗동서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우리 시댁
이 창녕에서 이름난 부자 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망하기 시작했다.
19) 신동흔이 아래의 논문에서 ‘일상의 문학’이란 범주를 설정하고, 경험담의 문학성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 ｢문화전환
기에 돌아보는 문학의 개념과 위상 : 사이버세계, ‘일상의 문학’을 중심으로｣,민족문학사연구｝
17호, 민족문학사학회,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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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윗 동서는 시아버지가 사후에 인업이 되어 지붕 위로 날아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 후로 집안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다. 마루에 두었던 돈궤가 가득차
있다가 비어가는 바람에 밤이면 징징 큰 소리를 냈다. 갓 시집 와서 나도 그
돈궤 우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하도 커서 집안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후에 창녕의 박씨가에다 그 돈궤를 팔았다.20)

위의 이야기는 경험담이고 사실에 근거한 실화로 구술된 것이지만, 내용
상으로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아버지 인업이 지붕 위로
날아갔다는 사실이 과연 사실일까. 제보자의 손윗동서는 어쩌면 망자의 적
삼을 들고 고복을 하는 장면을 그렇게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아마도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다면, 재복을 좌우하는 집안
의 업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시아버지의 죽음과 맞물려서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화자가 직접 경험한 가족으로부터 들
었고, 부분적으로는 자신도 경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성 여부를 가
늠하기 어려운 神異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를, 화자는 사실로 전제하고 구
술하고 있다. 실화인가, 설화인가, 나아가서 문학인가의 여부가 애매한 텍
스트이다.
또 사실적 경험담의 경우, 예술적 형상성을 획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경험담을
일괄해서 모두 문학이나 설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는 전통적인 갈래인 전설에서 이미 있어 왔다. 일단 우리
가 설화라고 부르든 이야기라고 부르든 그것이 문학담론이면서 일상담론이기
도 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문학의 갈래는 문학 집단의 오랜 인식적 합의 과정에서 선택
된 담론 형태인 동시에, 현재적 문학 행위의 문법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개인의 문학적 표현은 주제나 성향에 따라 결국 갈
20) 대구시 불로동 구능선할머니(1985년 조사 당시 9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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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관습 중의 어느 것을 취하기 마련이다. 문학사의 흐름에서 갈래가 핵심
이 되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험담은 일상의 다기한 사실과 사건들을 이야기 속
에 담은 것이어서 어떤 유사성이나 유형으로 모아지기보다는 파편적인 특
징을 지니게 되며, 그런 점에서 어떤 갈래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
일 수도 있다. 또 설화의 갈래란 대표적인 유형을 통해서 그 범주가 구체
화될 수 있는데, 경험담을 대표할 만한 유형이란 것이 있는가도 문제이다.
경험 자체가 이미 다양한 것이 아닌가. 유형의 부재란 어쩌면 고정된 세계
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설화 갈
래나 설화 유형의 개념 적용이 이미 어렵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설화 유형이란 것이 여러 사람과 지역과 시대를 거쳐 전파되고 전승되면서
형성되는 것일진대, 현대사회의 설화 유통기한은 과거와 달리 단명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일상․경험․사실에 대한 관심은 근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이고 그것이 경험담의 양산을 촉진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경험에 착목하고 사실처럼 이야기하려는 인식원리와 담론
방식이 뚜렷하게 포착될 수 있다. 말하자면 경험담 내지 사실담의 양태는
근대적 인본주의, 과학주의, 리얼리즘의 설화적 반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한 정신적 지향이 다양한 실화들과 실화 유머들까지 양산하게 된
배경이다.

3.2. 유머 및 시리즈 양식에 대한 선호
다음으로는 유머와 시리즈물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
보이는 이야기문화의 또 다른 주류가 유머와 개그의 폭발적 증가임을 2장
에서 살핀 바 있다. 실화에 대한 추구와는 다분히 대극적인 양상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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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놀이와 희화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유머들 가운데 시리즈의 형태
를 취하는 것이 많다. 육담이나 희화화된 괴담류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
기들이 시리즈 양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래는 어린이 사이트
인 주니어 네이버 ‘이야기 뭉치’에 올라있는 시리즈물의 목록이다.
사오정시리즈

맹구시리즈

만득이시리즈 짱구시리즈 못말리는 할머니

뿡뿡뿡시리즈

연예인시리즈

학교괴담

일본괴담

무서운 할머니

유머는 소화전통의 현대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도깨비 이
야기 시리즈 정도에서 볼 수 있었던 시리즈물의 증가는 일단 새로운 담론
방식 또는 새로운 갈래의 전조로 포착된다. 시리즈물은 하나의 주제 또는
소재가 일련의 연속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는 짧은 길이를 선호하다 보
니 주제적 함의를 형상화하기 어려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스
토리성의 약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아래와 같이 경험담을 표방한 유머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3-b)

에피소드1 : 이 녀석이 바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경험담 (1)

21)

어느 날 아주 지루했던 영국 문화사 강의시간에 녀석은 내게 제안을 했다.
의성어가 포함된 싯구를 하나씩 만들어 교환하자는 거다. 한때 유행했던 3행
시 같은 건데 주제어를 하나씩 불러주면 거기에 짧은 시를 지어야 하고 꼭 의
성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지루한 강의를 듣느니 그게 재미있겠다 싶어 시
작을 했는데… 녀석이 ‘눈’을 주제어로 던져 주었다. …아마도 나는 ‘눈이 雪雪
내린다’ 머 대충 이런 식으로 지어서 되돌려 주었던 것같다.
그런데 녀석이 이상하게 바라보며 “눈이 눈눈 내린다가 모야?” 그러는 거
다. “이… 얌마, 눈이 설설 내린다지 눈눈 내린다로 읽으면 어캐?” “형 바보 아
냐? 이게 설 눈자 잖아?” “이 밥통이… 너 바보 아냐? 이게 눈 설자지 어캐
설 눈이야? 너 학생 맞아?” “으구 형 대학에 돈 주고 들어왔지? 요즘 대학생

21) ‘놀자놀자’ 사이트의 ‘자유이야기’란에 2002. 5. 7.자로 올라 온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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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한자를 모른다더만...” “(어이없는 표정으로) 야이 색히야, 이따 확인하고
틀린 놈이 저녁사기다.”
물론 녀석은 수업 후 밥을 사야만 했다. …쩝…

아래는 시리즈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의 제목들이다.
에피소드 2 : 이 녀석이 바보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경험담(2)
에피소드 3 : 그러나 녀석이 순진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바꿨던 경험담(1)
(보너스판 경험담)
에피소드 4 : 그러나 녀석이 순진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바꿨던 경험담(2)
(보너스판 경험담)
에피소드 5 : 녀석이 똘똘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경험담]
에피소드 6 : 다시 녀석이 바보가 아닌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경험담]
에피소드 7 : 그래도 난 그 녀석을 좋아한다.

다음은 서사적 스토리를 갖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시리즈물
의 유행과 경향을 읽을 수 있는 예들이다.
(3-b) 남편의 네 가지 유형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정력도 좋을 때--- “그래~ 잘났다! 잘났어!”
돈은 잘 벌지만 정력이 별로일 때--- “돈이면 다냐!다야? 밥만 먹고 사냐!”
정력은 좋지만 벌이가 시원찮을 때---“니가 짐승이지 사람이야?”
돈도 못벌고 정력도 형편없을 때---“웬수야, 왜 사니? 귀신도 눈이 멀었지.”
(3-c) 연령별로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30대 남자---매월 카드 대금 청구서 도착할 때
40대 남자---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날 때
50대 남자---아내가 곰국 끓일 때(며칠이고 놀다 오니까)
60대 남자---아내가 여행가자고 할 때(돌아올 때 버리고 올까 봐)
70대 남자---아내가 이사가자고 할 때(혼자 남겨두고 떠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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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처럼 사실이나 사건을 단답형으로 죽 나열하는 담론의 방식이 유
머란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즘의 이야기문화이다. 현대사
회의 농담 또는 잡담형 이야기문화의 주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위의
예를, ‘남편의 네 가지 유형은?’이나 ‘연령별로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은?’처럼 의문형으로 바꾸면 그대로 현대판 수수께끼 시리즈가 된다. 사
실은 한 행 한 행이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10-20년 전
만 하더라도 연쇄담으로 이루어진 수수께끼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더욱 간명하고 축약된 형태를 선호하게 된 현대적 변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화와 수수께끼간의 이러한 넘나듦, 곧 갈래의 혼재 양
상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론될 것이다.

3.3. 패러디의 확장과 상호텍스트성의 문제
패러디가 성행하는 것도 오늘날 유머를 표방하는 이야기문화의 특징 가
운데 하나이다. 패러디는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의 양식이나 기법, 또는 작
가 특유의 말투(idiolect)를 비는 일종의 모방으로서, 그것을 조금 비틀거
나 변형시켜서 새로운 주제를 구현하는 예술 양식을 말한다.22) 코미디언
들의 개그에 빈번하게 유행하는 유명인 흉내내기도 패러디의 일종이다. 흡
사하게 흉내내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데서 그치기도 하지만, 거기에
시사적이거나 풍자적인 성찰이 보태지면, 보다 의미 있는 패러디가 이루어
지게 된다.
년전에 유명한 여배우 J모씨가 <6남매>란 TV드라마에 떡장수 어머니로
출연했는데, 극 속에서 떡장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떡 사세요”란 대사를
말하면서 그녀는 특유의 우아한(?) 말투로 일관했다. 시청자들도 허름한
차림새와 우아한 말투의 부조화를 불편하게 느꼈을 터인데, 유명한 여자
22) Katie Wales, A Dictionary of Stylistics, Longman Inc., New York, 1989,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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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언이 어느 프로에서 그 우아함을 특히 과장하여 패러디함으로써 크
게 인기를 모은 적이 있다. 연기에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녀의 연기관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가식과 꾸밈, 그리고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풍자의 기능을 확실하게 보여준 패러디였다.
(2-o)와 같은 예화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패러디의 기능을 감당한 경
우이다. 앙드레 킴씨도 혀를 굴리면서 영어처럼 한국어를 어눌하게- 때로
는 느끼하게- 말하는 특유의 버릇이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2.3.2항에
서 논의한 실존 인물에 관한 유머시리즈들도 일단은 해당 인물에 대한 설
화적 패러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도 이야기는 간략하지만, 인물이
나 정치현실에 대한 패러디로 보인다.
(3-d) 김모 대통령이 아침마다 하는 일
김모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어디서 잤느냐’고 묻는다.
둘은 모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마누라를 패지 않았느냐’고 확인한다.
셋은 세계평화상으로 받은 상패를 정성스럽게 닦는다.

설화 텍스트간에 이루어지는 패러디도 물론 있다. 다음의 자료는 전통
민담 ‘떡보이야기’를 패러디한 것이다. 중국사신이 외계인으로 바뀌었지만,
떡보가 우둔하게 중국사신을 제압하듯, 두부장수 최불암도 우둔함으로 외
계인을 제압하고 있다.
(3-a) 최불암과 외계인
어느 날 최불암과 외계인이 만났다. 외계인이 먼저 손을 아래로 내리니까
최불암은 위로 올렸다. 그러자 외계인은 손가락 세 개를 내보였고, 최불암은
다섯 개를 내보였다. 다시 외계인이 손가락 한 개를 내 보이니 최불암을 고개
를 설레 설레 저었다.
(다음은 우주로 돌아간 외계인이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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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갔다가 최불암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말야. 내가 우주에서 내려왔다
고 하니까 자기는 땅에서 솟았다고 하더군. 그래서 난 무술을 세 가지 한다고
자랑했지. 그랬더니 자기는 뭐 다섯 가지나 한다는 게 아니겠어. 내가 한 가지
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야. 참 대단한 지구인이었어.
(다음은 두부장수 최불암이 같은 시간에 자기 부인에게 한 말)
내가 길을 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러 한 외계인을 만났는데 말야. 대뜸 그
녀석이 묻는 말이 두부값이 내렸느냐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오히려 올랐다
고 했지. 그 외계인이 한 모에 삼백원이냐고 다시 묻길래 아니 오백원이라고
대답해 줬어. 그런데 백원만 깎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다고 했지. 나 원 그
렇게 치사한 외계인은 처음 봤다니까, 쯧쯧!
(주니어네이버 ‘이야기뭉치’에서)

20여 년 전만 해도 전통적인 설화 텍스트와 현대의 텍스트간에 이루어
지는 이런 종류의 패러디가 유행했다. ‘산신령과 나무꾼’이라든가 ‘호랑이
와 남매’ 같은 전통 민담을, 위의 예처럼 구조적으로 패러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다지 성행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소재적
차원의 패러디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귀신과 만득이의 쫓
고 쫓김을 소재로 한 <만득이시리즈> 같은 것은 소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귀신설화 전통의 패러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귀신의
이미지나 주제가 귀신설화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3-b) 부적
오랜 연인 천순이와 결혼을 앞둔 만득이는 이번 기회에 귀신을 떼어버리기
로 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굿을 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열받은 만득이!
이번에슨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가 비싼 값을 치르고 부적을 샀다.
다음 날 어김없이 귀신이 쫓아오며,
“만득아-, 만득아-!”
모른 척하며 기회만 엿보던 만득이는 귀신이 다가오자 잽싸게 부적을 꺼내
이마에 ‘딱’하니 붙여버렸다. 그러자 당황한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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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득아-, 후! 후! 후!”
이마에 붙은 부적을 불어서 떼겠다고,
“만득아-, 후! 후! 후!”23)

텍스트의 공유란 결국 상호텍스트성을 말하는 것이다. 설화문학의 갈래
로 말하자면 갈래의 혼재 또는 갈래간의 전이와도 유사한 현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수께끼 장르가 설화와 같은 소재 및 유형을 공유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예술장르가 발달한 오늘을 사는 세대는 영화, TV드라마, 가요,
광고문구 등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상호텍스트성을 공유하고
있다. 인기가 높았던 <대장금>드라마를 패러디한 코메디, 광고 등이 유행
하듯이, 오늘날의 패러디 문화는 그 텍스트 공유의 범위가 무한하게 넓고
무차별적이기까지 하다. 패러디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도 물론 있다. 아
래는 영화, TV프로그램, 설화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들이다. 주로 성적인
주제로의 패러디 경향이 강한 편이다.
황혼에서 새벽까지 : 황홀해서 새벽까지
용가리 : 뿅가리
간첩리철진 : 여간첩리철순
여고괴담 : 여인괴담
식스센스 : 섹스신스
체험! 삶의 현장 : 체험! 성의 현장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 공주병백설이와 일곱난봉꾼
(‘놀자놀자’의 자유이야기코너에서)

패러디는 문학이나 예술 형식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촉매제나 동
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문학갈래의 역사에서 그 중요성이 심대하다. 그
러면서도 본질적으로 텍스트의 공유 또는 상호텍스트성과 연관되는 개념
23) 노정환 엮음, 앞의 책, 186-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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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설화나 소설, 희곡 등과 같은 문학의 갈래개념과는 구분된다.24)
따라서 설화만의 갈래개념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기서 문제삼고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설화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야말로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예술 장르들을 공유하는 사회인데, 그러한 자산들을 이야기 텍스트
가 수렴하는 양식적 개념으로 패러디가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마무리
설화의 갈래에 대한 전망은 설화의 사회적 기능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
다. 전통적인 설화 갈래가 현대사회의 설화 현상에서는 부재하거나 때로는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 그대로 설화가 오
늘의 사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적 국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 신화나 전설 또는 민담이 가졌던 구실들을 오늘에 와서 복원
하겠노라고 욕심낼 수는 없다. 설화의 기능이 첨단의 매체와 다양한 예술
형태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약화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은 다매체의
현대사회에서 말 뿐 아니라, 그림․사진․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화의 갈래는 그러한 확장과 변모의
반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갖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술의 설화는 일종의 안티테제를 의
미화하는 데 더욱 긴요하리란 기대도 없지 않다. 비화와 풍문, 또는 풍자
적 유머의 갈래가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될 수 있다. 사회적 힘을 가진 대
중매체 또는 양지쪽에 있는 첨단의 매체들이 간과했거나, 또는 정치 사회
적 상황에 의해 소외되는 바람에 은닉된 진실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유지
24) 클라이브 톰슨, ｢바흐친의 장르이론｣, 여홍상 엮음,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7, 210-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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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그러한 범주의 설화들이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
된다. 말하자면 언더그라운드, 비하인드, 안티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설화
의 몇몇 갈래들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구실을 할 수 있으리란 뜻이다.
매체의 변모나 확장(특히 인터넷 공간의 이야기판)과 더불어서 설화의 존
재양상이 그에 상응한 변모를 하고 있는 한편으로, 설화의 몇 가지 갈래들
은 구술 이야기의 입지가 축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구실이 더욱 예각화
될 수 있는 국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을 비롯한 소규모의 친밀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전
히 구술의 이야기판이 형성될 것이라 보면, 아마도 그 공동체 내에서 중요
하거나 개성이 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일화의 생명도 여전할 것이라 전
망된다. 그리고 직접 구술의 이야기 현장이 위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책․
TV․영화 등에서 본 것을 다시 구술로 주고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에 올라온 이야기들은 다시 구술로 소통․전파된다. 이것이 구술이 갖는
힘이다. 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결국은 모두 이야기 구술의 소재
로 환원되는 이 큰 사이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동화책이 있어도 어
린이들은 부모의 육성으로 듣는 동화를 더 선호하듯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목소리로 직접 주고받는 예술적 의사소통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
다. 반문명과 생태주의, 친환경적 세계관의 확산과 더불어 어쩌면 그 소용
이 점차 더 커질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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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thegories, Genres, and Future Prospects in Contemporary
Folktales

Chun, Hye-Sook(Andong University)

Since various media for communication, as like books, TV, and
internet etc., has appeared, orality of folktales considerably seems
to be weakened. But it says that new storytelling culture came
into being in contemporary times. So all kinds of communication,
that

is

writings,

chatting,

photographs,

animations,

and

moving

images, are mixing dynamically in mass media or cyber space.
Today, mystery, humorous stories, rumor, behind the scenes
stories,
folktales
they

and
than

succeed

the

like,

became

traditional
traditions

more

folktale
of

the

important

genres.
folktale

On
genres,

cathegories
the
on

of

one

hand,

the

other

hand, they totally depart from them. And I take notice of, more
or less, contradictory phases in the world view of contemporary
folktales.

In

short,

It

takes

a

serious

view

of

facts

and

experiences in some cases, runs after pure fiction and nonsense
in other cases. And also their style of discourse prefers true
stories,

series stories,

and parody. Except for that,

we shall

wait until these pursuits on new genres in storie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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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died.
Though appearance of new media, oral tales would be also
alive in future. I think they have more serious roles in making
and

occasionally

promoting

the

underground

discourses

against

pressure on public opinion or struggle discourses in undemocratic situations.
Key

Word

:

facts,

experiences,

mystery,

huomr,

rumor,

stories, series stories, the underground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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