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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본고는 구비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 문제를 혈연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 奉祀, 재산․
신분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피면서 그 전승 의식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死者生孫之地>는 죽은 아들이 살아 있는 여성과 사후 혼인을 하여 아버지로 하여
금 손자를 보게 한 이야기로서 집착에 가까운 부계 직계 혈연 의식이, <죽은 신부와 혼인한
신랑>은 부계 가계 계승에 대한 여성들의 강박감이 담긴 설화임을 살폈다. 또한 봉사 문제
는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아들> 등 두 유형을 통해
살펴 보았는데, 전자에서는 제사 상속에 있어 부계 혈연에 대한 집착이 야기하는 문제를 드
러내었고, 후자 역시 이 점을 공유하면서 기존 宗法制 下 양자 들이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었다. 반면,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은 가족의 경제적 상승을 위해 모계 내
지는 여타 부계 혈연자까지도 포용하는 열린 시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원님으로 환생한
아들>은 열등한 위치에 놓인 者가 자식을 통해 꿈꾸는 신분 상승 욕망이 담겨 있었다.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재생산에 있어 부계 직계 혈연에 대한 전승자들의 강박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계 계승과 봉사는 철저한 부계 혈연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의
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자 강박감이라는 병적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식 이면에는 부계 혈연 가족제가 야기하는 문제점 인식
과 화목한 가족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본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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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편의 친아들>,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 <씨 다른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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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대체로 가족이란 혼인 및 출산을 통해 관계를 맺는 집단으로, 정서적인
유대 관계에 기초를 둔 공동체이면서 의식주 해결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단위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개체의 존속성을 염두에 두면, 과거
로부터 현재로 이어져 왔고 다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져야 하는 再生産의
임무를 띤 집단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祖上祭祀에 의한 先祖의 精神의
繼承”, “住居, 家財, 土地 등의 소위 家産의 維持 내지 擴大”, “집의 繼承을
가능케 할 家系繼承者인 男兒의 獲得”1), 곧 奉祀, 財産, 家系 등 세 가지
측면의 재생산을 이루어나가야 할 집단인 것이다. 전통 시대에 이 문제는
특히 중요했다. 재생산에 실패할 경우 특정 가족 개체는 쇠퇴 혹은 소멸에
이를 수 있으며 그 소멸은 선조의 존재까지 무화시켜버리는 일이 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족 재생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각편들을 텍스트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들 텍스트는 전통
시대 가족 문제에 대한 하층의 전승 의식이 담겨 있는 한편, 20세기 이후
전승자들의 근대적 의식 또한 잠재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그것에 대한 입체

1) 최재석, 한국가족연구(개정), 일지사, 1982, 212쪽. ‘재생산’이라는 용어는 가족 구성원
확대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자리에서는 재산, 신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본의 개념까지 포괄하여 더 넓은 의미의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전통 시대 가족의 역
할 등에 대해서는 인구의 재생산 기능,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기능, 사회 통제의
기능을 거론한 최홍기(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2006, 39-49쪽)
등에 대해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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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망이 가능한 텍스트들이다. 본고에서는 그 중 <死者生孫之地>, <죽
은 신부와 혼인한 신랑>,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아들>,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 <원님으로 환생한 아
들> 등 여섯 유형의 작품들에 주목하기로 한다.2) 텍스트 검토 결과 이들
설화가 여타 설화에 비해 가계, 봉사, 재산․신분 등 가족 재생산과 관련된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실증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감정 및 의식
차원의 논란거리들을 문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 텍스트들에 담긴 가족 재생산 의식을 풀어낼 매개적
개념으로 父系 血緣을 상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韓國家族制度史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17세기에 접어들어 가족
형태가 父系 直系家族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신라때만 하더라도 父系的
요소와 非父系的 요소가 공존하였으나 점차 부계적 요소가 강화되어 조선
후기에는 거의 부계적 색채만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3) 가족 구성원 확장의
두 방식 중 혼인은 부계 혈연을 잇기 위한 과정으로 의미가 격하되고 부부
관계보다는 부자 관계, 그것도 長子優待不均等相續과 관련한 가부장권 계
승의 관계가 핵심적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의 가족구조를
부자 관계를 중요시한 血緣的 垂直構造4)라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17세기 이후에는 부계 혈연이 가족 제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은
가족 재생산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특정 제도, 관습에 집착하게 되면서 정작 현실 속 가족은
안정적인 상태에 놓이지는 못했으리라 추측된다. 오늘날에 비해 낮은 평균
2) 작품명은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Ⅰ) 한국설화유형분류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과 근래에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 각편들을 기초로 하여, 선학의 논의와, 서사 내용을 정
리한 문학치료 서사사전 1, 2, 3(정운채 외, 문학과치료, 2009)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붙인
것이다.
3)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7쪽.
4)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5, 282-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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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과, 각종 변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계 혈연에 집착하
면 할수록’ 가족 재생산은 허약한 토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이다. 양자를 들이거나 첩을 두는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무
튼 그와 더불어 제도와 실상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
결과 계층,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겠지만, 더러 가족 재생산에 있어 특수
한 상황에 놓이거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설화들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논란의 중심에 둔
것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설화의 상황 대응 방식을 분석한 후, 특히 혈연
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 문제 인식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때 유형 차원과 각편 차원의 전승 의식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는 혈연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5)

2. 구비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 문제 인식
앞서 언급했듯 가족 재생산은 크게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계,
奉祀, 재산․신분 등이 그것들이다. 이 중 셋째 사항은 선조들의 사회적 위상
계승과 재산 상속 및 확장을 포함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설화
유형들에 나타난 문제적 상황과 그 대응 방식을 분석하면서 이 세 측면과
5) 이들 설화에 대해서는 이인경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
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 21, 한국고전문학회, 2002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형 중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아들>,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를 포함한
네 유형 설화들을 통해 가계 계승과 혈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사회의 가족제도에
대한 설화적 대응 양상을 살핀 바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역시 위 두 유
형을 설화에 나타난 제사 문화 논의의 일부로서 다룬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제사와 문화(민속연구 9),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9도 참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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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가족 재생산 인식을 각각 드러내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셋은 이처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기는 하다. 가계 계승은 나
머지 사항들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봉사 곧 제사
상속은 재산 상속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양자를 들이는 것은,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가계를 잇기
위해서이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제사 상속을 위해서라 보아야 한다. 그리
고 가계의 단절은 부계 혈연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제사 상속과의 연계
성을 떠나 그것 자체만으로도 가족 재생산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가계 계승을 후사의 문제로 국한하여 살필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이유이다.

2.1. 家系
<死者生孫之地> 유형 설화6)는 죽은 아들이 산 여성과 동침하여 손자를
낳아 대를 잇게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 유형 설화는 전국적으로 30
편의 각편이 채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전승력이 강한 유형이
라 할 수 있다. 그 각편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이 설화는 최래옥, ｢고목생화설화의 성격｣,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1977에 의
해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는 <고목생화> 설화를 靈交得孫型과 出他得孫型으로 나누었으
나, 이 중 전자가 <고목생화> 설화의 전형이다. 본고에서는 <고목생화>보다는 <사자생손
지지>가 작품 내용을 더 잘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유형명으로 삼고자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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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계/첫쪽수

채록 지역

제보자

1

死者生孫之地를 잡아준 숙종대왕

각편 제목

1-1/632

서울 도봉

강성도(남, 69)

2

죽은 사람의 아이는 그림자가 없다

1-3/287

경기 양평

간음전(여, 59)

3

사자생손 자리

1-7/722

경기 강화

윤태선(남, 62)

4

死者生男坐 落花成實向

1-8/375

경기 옹진

최돈영(남, 68)

5

죽은 송장이 산 자식 본 묘자리

2-4/733

강원 양양

강학철(남, 66)

6

죽은 사람이 산 자식 본 묘자리

2-8/490

강원 영월

유성칠(남, 78)

7

아들 둔 명당

3-1/237

충북 중원

윤정석(남, 73)

8

죽은 손자에게서 산 손자 본 이야기

3-3/620

충북 단양

신중혁(남, 67)

9

아들 없이 손자 얻은 명당

4-3/609

충남 아산

곽성용(남, 63)

10

사자유손지혈

4-4/752

충남 보령

최종묵(남, 60)

11

사자유손지혈

4-6/143

충남 공주

전세권(남, 71)

12

현풍 곽씨의 무자혈손지지 고목생화형

5-3/132

전북 부안

김사영(남, 89)

13

무자생손지지

5-6/655

전북 정읍

김형기(남, 83)

14

사자생손지지

6-4/462

전남 승주

오봉석(남, 81)

15

사자생손

7-1/221

경북 월성

임대순(남, 58)

16

사자생손(2)

7-1/437

경북 월성

이창석(남, 70)

17

윤태사집 사자생손

7-3/211

경북 월성

김종호(남, 63)

18

무자생손

7-7/793

경북 영덕

김석용(남, 76)

19

귀신의 아들로 대 이은 집안

7-13/267

대구 동

진능선(여, 97)

20

죽은 유복자의 핏줄 이어 준 대사

7-18/387

경북 예천

이맹선(여, 62)

21

사자생손의 혈

8-3/150

경남 진주

박무세(남, 73)

22

처녀에게 수태시킨 영혼

8-4/673

경남 진양

주덕수(남, 60)

23

고성 원님 딸과 혼인한 죽은 청송 양
(楊)씨 아들

8-5/878

경남 거창

성판원(남, 56)

24

대를 이은 은장도

8-6/942

경남 거창

박종기(남, 81)

25

사자생손

8-7/115

경남 밀양

신진청(남, 64)

26

사자생손

8-8/402

경남 밀양

민영곤(남, 57)

27

희덕 송씨의 망자득손

8-10/65

경남 의령

김영곤(남, 69)

28

사자생손

8-12/570

경남 울주

송기영(여, 69)

29

죽은 나무에 열매맺는 묘터

8-14/301

경남 하동

정도연(여, 56)

30

고목나무에 핀 꽃

8-14/795

경남 하동

강원순(여, 47)

6

구비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과 혈연 문제 89

이 설화의 줄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집의 외동 아들이 죽어 그 시신을 묻지도 않고 집에 둔다. 이를 본
도승이 死者生孫 명당을 잡아 준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곳에 매장한다. 그
후 우연히 그 지역에 부임하는 원 일행이 그곳에서 쉬게 되고 원의 딸은 신
이한 일을 겪고 난 뒤 임신을 하게 된다. 원은 집안의 망신이라며 딸을 죽이
려 하다가 당시 있었던 일과 칼 등의 증거물을 제시하는 딸의 얘기를 듣고
일단 칼 주인을 찾아야 겠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난다. 원은 잔
치를 베풀어 칼 주인을 찾으려 한다. 결국 칼 주인인, 그 아이의 할아버지를
찾는다. 할아버지는 손주와 상봉한다.

이 설화의 문제적 상황은 외동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가계 단절이다. 몇
대에 걸친 독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그려지고 있
다. 아이를 묻지 않고 그냥 집에 두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각편에 따라 죽은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9, 15번), 건포로 만들어 매질하는
엽기적인 경우(5, 6, 16번)도 있다. 이는 자식을 잃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
단계를 훨씬 넘어선, 가계 단절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여기는 이념
적 관습이 가하는 폭력에 해당한다.7)
사자생손 명당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비법으로 제3자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그 명당이란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 대로변가, 길 복판, 세
갈래길, 주막, 정자나무 밑 등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거나 쉬어
갈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일 뿐이다. 바로 이곳에
서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한 여성과 生死를 넘어선 인연을 맺게 되는 것
이다. 그 결과 후사를 잇게 되었다는 것이다.

7) 물론 5번 각편처럼 부모의 애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경우도 있다. 그 후에도, 죽은 아이
가 밤에는 며느리와 함께 지낸다는 말을 듣고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병풍 너머에 숨어
있다가 아들을 만난다. 하지만 아들은 붙잡으려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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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화는, 문제적 상황은 철저히 현실적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神異性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 설화는 신이한 해결 방식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 하는 데 구연의 초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된
다. 신화적 색채가 짙은 화소들을 차용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 설화에서는 부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징표로 대부분의 각편들에 칼이
등장한다. 칼은 <주몽신화>에서 주몽과 유리의 부자 관계의 증거로 제시된
바 있는 화소이다. 또한 죽은 아들과 관계를 맺는 여성은 대부분의 각편에
서 고을 원으로 부임하는 이의 딸 혹은 정승의 딸로 설정된다. 굳이 지체
높은 여성이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신성한 혈통을 중요시하는 신화적 사유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
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신한 딸에 대한 핍박 역시 <주몽신화>나 <제석본
풀이>8)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정승
이 되거나(28번), 큰 인물이 되는(22번) 것도 신화적 사유의 소산이다. 게다
가 이 유형의 각편들 중에는 현풍 곽씨(12번), 평산 신씨(21번), 해주 오씨
(26번), 회덕 송씨(27번) 등 특정 가문의 신화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 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설화에서는 이러한 신화적 화소를 동원하여
문제 해결 방식의 개연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9)
그러나 가계 단절이라는 사건은 현실 속에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일임을
8) 27번 각편에서는 명당터를 잡아주러 온 도사가 흘린 시주 쌀을 사흘 동안 앉아서 줍는 삽
화가 있는데 이는 <제석본풀이>의 삽화와 통한다. 이 각편의 전승자는 이 이야기로부터
<제석본풀이> 이야기를 연상한 것이다.
9) 그러므로 이 유형 설화는 특정 가문에서는 신성성을 띤 이야기로 보았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전승 양상을 살펴 볼 때 이러한 신이성, 환상성은 이야기의 개연성 확보를 위한 기능
이 더 두드러진다.
이 화소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누어족은 ‘영혼결혼’으로 알려진 관습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 또는 자식이 없는 남자가 죽으면 그의 친척이
‘그의 이름으로’ 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결합으로부터 태어나는 어린이는 죽은 남자의 자
식으로 간주되며 그의 성을 따르게 된다.”(Edholm의 주장을 다이애너 기틴스, 가족은 없
다, 안호용 외 옮김, 일신사, 1997, 97쪽에서 재인용)고 한 것이 참고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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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문제 해결 방식의 신이성은 현실적 불가능성을 뛰어넘으려는
그 누군가의 욕망의 강도 높은 표출에 의거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 욕망
은 직계 혈연10)에 의한 가계 계승이어서, 거의 강박감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손자가 앉는다는 설정은 그러한
욕망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면일 것이다. 또한 미혼의 아들이 사후
혼인을 한 셈이 됨으로써 아들 자신도 자신의 불효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
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제사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원귀로 떠돌 수도 있
었던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사자생손지지> 유형이 아들의 죽음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죽은
신부와 혼인한 신랑> 유형은 결혼을 앞둔 여성의 죽음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유형 설화의 각편은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자생손지
지> 유형과 비교할만한 유형이라 생각되어 함께 다루고자 한다. 각편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번호
31
32
33
34

각편 제목
박어사를 살린 처녀
외손 발복
죽은 신부와 혼인한 총각
처녀골(1)

대계/첫쪽수
1-1/331
4-5/962
6-11/68
8-3/80

채록
서울
충남
전남
경남

지역
도봉
부여
화순
진주

제보자
강성도(남, 69)
임충선(남, 75)
장봉춘(남, 78)
조민(여, 70)

이 중 32번 각편의 줄거리를 제시해 본다.

신생원집 무남독녀가 반남 박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죽었다. 혼례를 위해
신부집으로 가던 신랑은 부고를 접했으나 그래도 신부집으로 가서 죽은 신
부와 첫날밤을 보낸다. 그 후 신랑은 새 장가를 갔다. 어느 날 신생원집 딸
10) 각편에 따라 부계 혈연임에 대해 확신에 가까운 변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25번 각편처럼
혈청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설정된 경우가 그러하다. 이는 이 설화가 혈연적 부자 관계에
집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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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에서 깔깔 웃는 소리와 함께 아들 낳았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러한 일이
그 후에도 두 번 더 있었다. 반남 박씨의 세 아들은 과거를 보러 가다가 누
군가가 자신의 자식이 과거 보러 간다며 어깨를 치는 꿈을 꾸었다. 세 아들
은 과거 급제한 후 부친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부친이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 준다. 세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신생원집으로 가 보니 웃음 소리가 난
날짜와 자신들의 생일이 같았다. 세 아들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자기 집
으로 모셔 와 평생 봉양했다.

이 유형 설화는 신랑이 의리를 지켜 복을 받게 되었다는 데 초점이 두어
진 이야기이다. 아무 연고 없는 孤魂이 되었을 여성을 신의를 지켜 받아들
임으로써11) 아들을 얻었음은 물론 후손들 중에도 효자와 열녀들이 많이 나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문 차원의 복에 해당하는 바, 이 유형 설화들
모두가 특정 가문의 이야기12)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이 설화의 문제적 상황은 <사자생손지지>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자생손지지>는 외동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가계 단절이 심각
한 수준의 문제적 상황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이 설화의 경우 혼례를 앞둔
딸의 죽음이므로 가계 단절의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측에서
볼 때도 그 아들이 다시 혼인하면 되므로 가계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화가 가계 계승과 관련된 문제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설화가 환기하는 여성의 의무 때문이다. 부자 관계를 중요시

11) 사후 결혼은 남성 못지 않게 여성에게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 미
혼으로 죽더라도 부모나 형제로부터 당대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제사를 받을 수 있으
나, 여성의 경우 귀속처는 시집이므로 미혼자로 죽었다고 해서 친정에서 돌보지는 않으
며 친정에서 위패를 모실 때도 일시적이거나 불편한 상태로 간주된다고 한다.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증보), 예전, 1991, 167-168쪽 참조.
12) 31번 각편은 박문수 집안, 32번은 반남 박씨, 33번은 현풍 곽씨, 34번은 함안 조씨와 예안
이씨 가문의 일인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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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혈연적 수직구조 하에서 여성의 가장 큰 의무는 시집 가서 아들을 출산
하여 시집의 가계를 잇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설화는 죽어
서까지도 시집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길러진 여성들의 강박감이 담긴 설화
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딸의 위패에서 나는 웃음소리는 이러한 여성들의
잠재된 의식을 상징한다. 그녀의 아들임이 입증된 후 그녀는 아들에 의해
어머니로서 奉祀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 역시 가계 단절을 문제적
상황으로 설정한 <사자생손지지>와 그리 큰 거리를 지니지는 않는다.

2.2. 奉祀
부계를 중시하는 혈연적 수직가족의 재생산 문제 중 어떻게 보면 봉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조상이 될 수는 없다. 반드시
후손이 있어야 한다. 그 후손들에 의해 받들어지는 제사를 통해 차츰 죽음
의 세계에 들어가며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13) 그리고, 후손은 조상을
통해 가족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부계 혈연의 직계가
없을 때 봉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혹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
을 적절한 해결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거리를 담은 설화 유형들이 있
다. 그 중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아
들> 등 두 유형의 설화들을 살펴보기로 한다.14)
우선,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는 아내를 통해 다른 씨의
아들을 얻은 데서 온 문제를 다룬 설화이다. 이 유형 설화의 각편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3) 최길성, 앞의 책, 151-152쪽.
14) 딸밖에 없는 양반가에서 딸을 백정(종)의 아들과 바꿈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친딸과
바꾼 종의 아들이 지내는 제사> 유형 이야기도 이들 유형과 관련하여 살펴야 할 것이나,
이 유형은 혈연 관계면에서 부계와 모계 어느쪽과도 관련되지 않아 본 논의에서는 제외
했다. 다만 뒤바뀐 딸의 의식이 문제시되는 각편들은 함께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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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
36
37
38
39
40
41

각편 제목
대계/첫쪽수 채록 지역
제보자
남의 자손 제사
2-4/726
강원 양양 원용식(남, 71)
전북 완주 정명자(여, 44)
제사는 낳은 아버지, 정은 기른 아버지
5-2/524
전남 신안 오금열(남, 74)
오장치 신장수
6-6/387
제사밥은 자손에게
6-9/313
전남 화순 윤중이(남, 70)
경북 경주 배남홍(남, 81)
박문수와 죽은 정승
7-3/580
경남 진양 정쌍현(여, 73)
양자가 지내는 제사에 온 두 아버지 영혼
8-3/499
두 아버지 가진 아들
8-5/141
경남 거창 성양자(여, 68)

이 중 39번 각편을 위주로 하여 줄거리를 제시해 본다.

박어사가, 이미 죽은 정승 친구 집을 찾아 갔는데 마침 제삿날이라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찾아 와 제삿밥을 먹으려 하자 어떤 패랭이
쓴 사람이 들어와 자신의 밥이라며 그 친구를 물리치고 제삿밥을 먹고 떠나
는 것을 보았다. 박어사는 친구의 아들을 불러 사정이 이러했으니 어머니에
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예전에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자 패랭이 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박어사는 음식을 똑 같이 해서 두 상을 차리라는 말을 해
주었다. 아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니 아무 탈이 없었다.

이 설화 유형은 위 각편처럼 양반 집안의 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奉祭
祀接賓客을 중요시하는 양반 집안이므로 봉사할 후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
큼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養子를 들이거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첩을 두어 아들을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의외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것은
부부 합의 하에, 혹은 아내는 몰랐다 하더라도 남편의 계획에 의해 다른
씨를 끌어오는 것이었다. 이는 아내의 정절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외관상으로는 부계 혈연을 잇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남성들의, 가부장적
질서 하에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욕망이 외간 남자의 소생으로 자신의 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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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게 하는 부조리한 사태이다.15) 다만 위 각편처럼 아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씨를 끌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들을 낳아야 했던 시집온 여성들의
욕망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부조리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훗날 아들의 부친 제사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부친의
제사에 정작 부친은 제삿밥을 먹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쫓겨나는 것이었
다. 이에 대한 조치가 분명치 않은 두 각편(35, 38번)을 제외할 때, 사태를
파악한 아들은 대부분 生父를 포함한 두 아버지의 제사를 차려주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각편들에서 얼굴도 모르는 생부를 위해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결말지은 것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혈연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16)
심지어는 41번 각편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를 겁탈한 생부인데도 죽은
날과 장소를 알아서 제사를 지내주기까지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실은 이 설화에서는 자식 봉사가 부계 혈연은 아니지만 모계 혈연으로는
이어진 셈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난 일을 자식에게 숨길 수밖
에 없는 약자로 등장할 뿐 특별한 발언권이 없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에
대해 40번 각편의 여성 화자는 아무리 고생하며 자식을 길러도 결국 아비에
게 가니 애미는 소용이 없다는 한탄을 남기기도 한다. 철저한 부계 혈연
의식이 낳은 결과이다.
이 설화의 문제적 상황은 자손 봉사에 있어 부계 혈연의 직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은 현상적으로는 모계 혈연을 통해 부계 혈연을
가장하면서 실은 부계 혈연을 달리하는 아들을 얻는 것이었다. 양자를 들이
15) 이인경, 앞의 글, 16-17쪽.
16) 화자들의 의식 역시 그러하다. “혈육이 아니면은 지사(제사)를 지내밭둥(지내 보아도) 안
받어 주는가 몬양이여.”(38번), “그란께 자석은 지자석이 제일이라 카는 기라요.”(41번).
(제사의 혈통성 강조는 임재해, 앞의 글, 35쪽에서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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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은 그가 직계의 부계 혈연이 아니라는 점에서 애초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씨를 달리하는 아들을 얻는 해결책이 궁여지책임
은 인정하나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부계 혈연 사회에서 그것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 문제를 얼마든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는
부계 직계 혈연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순리라는 의식이 이 설화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를 들였을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구비 설화 담당층은 이
경우 역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봉사 문제를 다룬 또 하나의
유형인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아들>이 바로 이 문제를 담고 있는 설화이
다. 이 유형 설화는 10편의 각편 중 6편이 여성 화자의 채록본임이 특징적
이다. 먼저 이 유형 설화의 각편 관련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각편 제목
소용 없는 양자
소금장수이야기(2)
양자 소용없다
아버지 혼과 아들
양자와 친자
양자와 친자
양자와 제사밥
현몽으로 찾은 혈손
아들 찾는 배진사
자식 찾은 전처

대계/첫쪽수
3-4/294
4-4/341
4-5/1072
5-1/521
6-4/237
6-4/760
6-12/327
8-13/294
8-14/338
8-14/500

채록
충북
충남
충남
전북
전남
전남
전남
경남
경남
경남

지역
영동
보령
부여
남원
승주
승주
보성
울주
하동
하동

제보자
이철순(남, 75)
고정숙(여, 60)
임인호(남, 78)
김금행(여, 67)
박일록(남, 87)
양회운(남 ,79)
김행연(여, 55)
이감출(여, 66)
박미녀(여, 72)
문영자(여, 38)

이 중 50번 각편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 사는 배진사라는 사람이 부자였으나 자식이 없었다. 배진사는 사방
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소나기를 만나 오두막으로 피신했다. 그곳에
는 과부가 살고 있었다. 배진사는 과부와 하룻밤을 보내고 자신을 찾아 오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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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집으로 돌아 갔다. 과부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대구 배진사집을 찾아갔으
나 마침 그 날이 배진사의 장례일이었다. 과부는 돌아와 아이를 낳았다. 그
사이 배진사집에서는 이미 형의 작은 아들을 양자로 들여 놓은 상태였다. 그
후 배진사 부인은 남편의 제사때 꿈을 꾸었는데, 남편이 제삿밥 먹으러 왔다
가 양자의 생부에게 쫓겨나 모처로 가서 아들을 보듬고 있고 그 곁에는 여자
가 함께 있는 꿈이었다. 위에는 남편의 명함이 있었다. 배진사 부인은 꿈을
깬 후 그곳으로 달려가 아이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들였던
양자는 재산의 반을 주어 罷養하였다.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아들>의 문제적 상황 역시 앞의 유형처럼 자손
봉사에 있어 부계 직계 혈연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는
양자를 들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
시대 양자 제도는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遠親을 입후해도 조부모 이상의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서자를 포함한 친자보다 이미 立後한 양자의
지위가 확고해졌다고 한다.17) 서자가 이미 있다 하더라도 同宗之子로서 양
자를 세웠고, 친자가 뒤에 태어나더라도 파양을 하고 제사 상속을 받을 수
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유형 설화도 이러한 종법제 하 양자 제도의
자장 속에서 형성된 설화일 것이다. 다만 위 인용 각편처럼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받는 경우가 7편이나 되는데 이는 그 경우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설화에서 봉사 단절의 문제를 양자를 들임으로써 해결하고자
한 것은 그러한 문제적 상황 하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남편에게 庶子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서자의 존재는 아내의 꿈을 통해 인지된다. 남편의 서자가 있음을
안 후 아내는 복잡미묘한 심리 상태에 놓였을 것이면서도 그 서자를 받아들

17) 박미해, ｢17세기 양자의 제사상속과 재산상속｣, 한국사회학 33, 한국사회학회, 1999, 7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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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파양하기까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18) 47, 49, 51번 각편에서는
가문 회의를 소집하여 당당하게 그녀의 주장을 펴기까지 한다.
엄밀히 말해서 그녀의 입장에서 남편의 서자는 양자의 경우처럼 전혀 혈
연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양하면서까지 남편의 서자를 받아들
인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죽은 남편을 위해서였다. 남편이 제삿밥을 들지
못하는 일은 그 간의 정을 보아서도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녀는 양자 앞에서는 무기력해 할 수밖
에 없는 반면19) 남편의 혈육인 서자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20)
결국 그녀의 결정은 종법상 우선적 위치에 있는 양자를 보내고 서자인
부계 직계 혈연자를 봉사자로 삼는 것이었다. 이는 종법에 어긋나는 일이었
지만 그녀는 이를 행동으로 옮겼으며, “좌우지간 양자 자식이란 게 헛일이
여.”(42번), “작은마누라를 얻어 각구 나먼언 그 새끼가 그리두 내 새끼
요.”(43번), “양자허머넌 아무 소양웂다구 허더랴.”(44번)처럼 화자들 역시

18)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인경, 앞의 글, 18-19쪽 참조. 이인경은 이때의 아내의 심리 상
태로서 양자 앞에서의 무기력함, 남편에 대한 情理, 남편에 대한 섭섭함, 아비의 얼굴조
차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난 어린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 등을 들고 있다.
19) 44번 각편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20) 다만 이 유형 설화에서 아내가 남편의 서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 자식을 찾았다.”(46
번), “옳다. 내 자식이 여기에 있으면서 (…)”(51번)라고 하며 굳이 ‘내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좀더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 아내는 그 간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
든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해 남편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자식이 없어 집
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남편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몹시 서운
해 했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남편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남편을 잃었다는 점에서
남편의 여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아비 없는 아이에 대한 애
틋함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거기에다 그 여인의 목소리로 전해 듣는, 소나
기 때문에 이루어진 인연은 서로 간에 누구도 강압적이거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닌 자연스러운 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 설화를 전승하는 화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이 장면을 최대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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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여기에는 봉사에 있어 부계 직계 혈연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살아서는 형제 간이나 죽으면 남이라는 인식(48번)은 충격
적이기까지 하다. 조상의 혼령은 부계 혈연, 그것도 직계와만 감응한다는
것이다. 앞 유형도 그러했지만 이 유형 설화 각편들 모두에서 양자의 생부
가 자기 아들의 제삿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반성적 인식은 후술할 터이나, 일단 봉사에 있어 부계
혈연의 직계성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준칙이라는 인식이
이 유형 설화들의 전승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2.3. 재산·신분
부계를 중시하는 혈연적 수직가족 하의 가족 재생산 문제 중 또다른 하나
는 재산 상속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
설화, 그것도 이를 혈연 문제와 관련지은 설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21)
그리고 재산 상속의 문제는 실은 가계 계승이나 봉사 문제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문제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산 상속 문제를 단순히 가산을 물려받
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부모의 신분, 사회적 지위나 富 등 사회경제적
자본의 계승 및 그 확장에까지 범주를 넓혀 본다면 이를 혈연 문제와 관련
지어 인식한 설화들을 찾을 수 있다.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 유형 설
화도 그 중 하나이다.22) 이 설화는 자신의 자식인 줄 알았던 셋째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부인이 외도를 하여 낳은 아들임을 알게 되는 데서 오는 문
제를 다룬 이야기이다. 먼저 이 유형 설화의 각편 관련 정보를 제시해 둔다.
21) 재산 상속 문제를 다룬 설화들도 있기는 하나, 혈연 문제로 인한 심각한 상황은 없어 본
논의에서 제외했다. 물론 계모 설화들은 함께 논의해야 할 유형들일 것이다. 그러나 계모
설화는 단순히 가족 재생산 문제로만 논의하기는 어려우므로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22) 이 유형 설화는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에서 논
의된 바 있다. 다만 이 논의는 부부 관계를 중시하였으므로 본 논의와는 관점이 다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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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
53
54
55
56
57
58
59
60

각편 제목
지관 이야기
오목부자 이야기
엿장사에게 강간당한 지사 부인
남의 명당 쓰고 잘 산 삼형제
황씨 성이 살아야 되는 집터
온굴지네의 유래
옹씨 이야기
풍수 이야기
과객의 아들

대계/첫쪽수
1-7/443
1-8/422
6-1/106
6-2/153
6-6/384
6-6/604
6-10/306
8-1/102
8-3/233

채록
경기
경기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경남
경남

지역
강화
옹진
진도
함평
신안
신안
화순
거제
진양

제보자
신석하(남, 46)
최돈영(남, 68)
손판기(남, 51)
김용옥(남, 79)
오금열(남, 74)
김인섭(남, 56)
서일(남, 48)
김성윤(남, 67)
박순악(여, 68)

이 중 52번 각편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地官이 가난하게 살았다. 그의 세 아들은 이에 불만을 갖고 우리도 좋
은 집터를 구하자고 하였다. 지관은 집터를 하나 알려 주며 그 집에서 하룻
밤을 잘 보내면 그곳이 좋은 집터가 된다고 하였다. 첫째, 둘째 아들은 누군
가의 방해로 하룻밤을 보내는 데 실패했으나 셋째 아들은 하룻밤을 잘 보내
고 돌아왔다. 지관은 우리 성씨를 가진 사람은 그 집터를 받을 수 없는데 어
찌 된 일이냐고 아내를 추궁했다. 아내는 남편이 지관이라 살기 힘든 가운데
정씨 성을 가진 총각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셋째라 하였다. 지관은 셋째
아들덕에 잘 먹고 살아 보자 하였다. 결국 그 집터에 셋째 아들 이름으로 집
을 지어 잘 살았다.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의 문제적 상황은 셋째 아들이 아내의 불륜
으로 낳은 아들로서 父系가 다르다는 데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
지만, 부계 혈연을 이은 두 형이 있기 때문에 가계 계승이나 奉祀의 문제와
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이상, 즉시 조처를 취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후일 재산 상속을 할 때 부계가 다른 아들은 배제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재산·신분 상속과 관련된 논란을 야기하리라 예
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셋째 아들이 오히려 집안을 번창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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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본을 지닌 자라는 점이다. 명당 집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명당 집터는 특정 성씨에게만 자격이 부여된 곳으로 설정된다. 풍수
설화에서 흔히 보듯 이 명당도 부계 혈연 원리가 철저히 적용되는 장소인
것이다. 가장이 地官으로 설정된 각편이 대부분인 것은 그러한 전문가가
그 집터가 배타적인 명당터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일 것
이다.
지관은 그 명당터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식들의 투정을 무마하기 위
해 일부러 그곳으로 보낸다. 그러나 그곳이 의외로 셋째 아들이 임자임을
알자 일단 아내를 추궁한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23) 결과론이지만 아내의 부정은 용서됨은 물론 오히려 긍정되고 있
다. 지사는 아들 덕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며 그곳에 아들의 이름으로
집을 짓는다. 그 후 부자가 되었음은 물론 3대 정승이 나오기도 한다(59번).
이 유형 설화는 이처럼 앞서 살핀 설화들과는 달리 부계 직계 혈연에
집착하지 않는 설화이다. 가족 재생산에 있어 민감한 문제인 가계 계승이나
봉사 문제가 아니라면 부계 혈연은 그렇게까지 집착할 사안은 아니라는 인
식이 이 유형 설화에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富와 관련될 때는 그러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은 쇠퇴하게 되고 급기야는
소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의 외연은 확대된다. 55번 각편에서 세 아들로 하여금 한 지붕
아래에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한 가장의 유언은 셋째 아들의 복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또한 두 성씨로 이루어진 집단이 한 가족이자 친족
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57번 각편은 온씨가 굴씨 집터에
서 살게 된 경우인데 화자의 말에 따르면 온씨와 굴씨는 그 후 서로 간에는

23) 57번의 경우처럼 아주 다정하게 추궁하는 각편도 있고 53번의 경우처럼 굳이 아내의 부
정을 확인하지 않는 각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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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이 가족의 경제적 재생산이 부계 혈연과 어
긋나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다음에 살필 <원님으로 환생한 아들>은 가족
재생산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자체가 취약한 이들의 서글픈 욕망을 다룬
이야기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각편들은 3편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설화가
담고 있는 함의는 만만치 않다. 먼저 각편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각편 제목
61 어머니 지성으로 환생출세한 이야기
62 문화유씨의 인도환생
63 다시 태어나서 원님 된 이야기

대계/첫쪽수
3-2/224
5-1/299
7-15/601

채록
충북
전북
경북

지역
청주
남원
선산

제보자
조재욱(남, 65)
이병규(남, 74)
이정직(남, 67)

이 중 63번 각편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그 고을에 새로 도임하는 원의 행차를 보고
자신도 커서 과거에 응시하여 원을 해 보고 싶다고 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하
다는 부모의 말에 실망하여 병이 들어 죽는다. 이 부부는 아들이 죽은 날 꼭
밥 한 그릇씩 떠 놓고 기원을 했다. 아들은 다른 집에 환생하여 고을 원이
되었다. 원은 특정한 날만 되면 산길로 가서 어느 영감 할미가 있는 집에 가
서 포식을 하고 돌아오는 꿈을 꾼다. 어느 날 실제로 꿈 속 집을 더듬어 찾
아가보니 그 영감 할미는 바로 자신의 전생 부모였다.

이 유형 설화는 앞서 살핀 <사자생손지지> 유형과 설정된 상황은 같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은 전혀 다르다. 부모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24) 계승해 줄 가계라 할만한 것이 없다고
24) 위 63번 각편에서는 가난한 집안으로만 설정되어 있으나, 61번 각편에서는 상민으로, 62
번 각편에서는 아버지가 通引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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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질 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의 경우처럼 자식을 추억하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엄밀한 신분 질서 하의 폐쇄 사회에서 하층의 가족
재생산이란 이처럼 부모와 같은 신분, 계층의 대물림일 뿐일 것이므로 재생
산 자체가 비극적인 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아들은 그러한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을 꿈꾼다.
차라리 그것은 부모의 욕망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혈연 관계가 지속되
는 한 그러한 욕망은 결코 현실화될 수 없다. 바로 이 자리에 아들의 幻生이
놓인다. 아들은 새로운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결국에는
이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前生에 집착하는 것으로 설정된
것은 이 설화가 하층인 부모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뜻한다. 환생이란
장치는 사실상 단절된 혈연 관계를 잠재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서 혈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 속 혈연에 대한 부정을 전제한다. 이 설화는 그만큼, 신분 또는 계층상
열등한 위치에 있는 가족의 재생산 문제에 있어 심각한 딜레마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 가족 재생산 관련 구비 설화에 나타난 부계
혈연 의식의 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군가의 가족 재생산 욕망의 소산으로서 아들 혹은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
에 던져져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자신
역시 그러한 욕망을 훈육받고 또한 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
러워야 할 과정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당대의 이념, 관습, 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그것들에 의해 종속되기도 하는 과정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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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핀 구비 설화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문제적 상황을 통해 형상화한 설화
들로서, 유형, 각편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그 기저에 깔린 강한 부계 직계
혈연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자생손지지>가 부계 혈연으로 가계를 계승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표
출된 설화라면,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와 <제삿날 찾은 남편
의 친아들>은 제사 상속자인 아들 혹은 양자가 부계 혈연이 아닌 데서 야기
되는 문제를 다룬 설화들이다. <죽은 신부와 혼인한 신랑>은 가계 계승에
있어 이러한 혈연 의식에 대한 여성측의 강박감을 드러낸 설화로서, <제삿
날 찾은 남편의 친아들>과 함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여성 역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설화이다. 물론 <원님
으로 환생한 아들>은 현실 속 부계 혈연을 부정할 때 자식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보면 부계 혈연 의식이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은 환생이라는 장치를 통해 사후에까지 혈연이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설화이다.
이러한 부계 직계 혈연에 대한 강박감은 전통 시대 유교 사회에 그 근원
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7세기 이후 혼인, 가족 및 친족 제도에서의
부계 혈연 강화 현상을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에는 혼인의 목적이 아들을
출산하여 가계를 잇는 데 두어져 갔으며 제사, 재산 상속도 적장자 우대
상속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양자 제도 역시 적장자 우대의 제사, 재산 상속
과 긴밀한 관련을 지녔다. 그것은 종법적 명분을 중요시하는 방향이었다.
가족이란 바로 그러한 종법적 질서가 구현되어야 할 중요한 장으로 인식되
었던 것이다.
앞서 살핀 설화들은 이러한 배경 하에 형성된 것들이다.25) 설화 속 부계
25) 본고는 한국구비문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2010년 8월 19일-20일, 안동 군자마을)에서
발표한 논문을 개고한 것이다. 이때 토론자로 나섰던 서영숙선생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여기 부기해 둔다. 본고에서 다룬 여섯 유형에 대해 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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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에 대한 강박감도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화의 실상을 통해 볼 때 부계 혈연 의식이 집착이
자 강박감이라는 병적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집착이자 강박
감이란, 그러한 정서 자체가 그 대상에 대한 문제적 인식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설화들에 기존 제도나 관습 및 그것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반성적 인식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자생손지지>의 경우 가계의 단절은 크나큰 문제적 상황이다. 각편에
따라 몇 대에 걸친 독자가 죽은 것으로 설정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그
집안의 가계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와
더불어 혈연에 대한 집착도 강하게 나타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설화 뒷부분의,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혈연에 대한 집착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만한 자연스러운 감정26)
에 다름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혈연에 대한 집착과 혈육을 그리
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련을 지니지만 이 유형
설화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는 후자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음을 주목해야 한
다는 것이다.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을 봉사자로 삼은 아버지가, 물론 제3자의 시선으로 처리되
지만, 뜻밖에 정작 자신은 제삿밥을 받아 먹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배경으로, 계층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사자생손지지>와 <죽은
신부와 혼인한 신랑>은 상층 가문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
아들>,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는 그보다는 더 아래 계층에서 향유된 이야
기이고,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과 <원님으로 환생한 아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서
향유된 이야기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하, 남녀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속에 이들
유형을 위치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필자는 <사자생손지지>와 <죽은 신부와 혼인
한 신랑>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나 그 외의 사항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 글 속에 어느 정도 수용되어 있었음을 밝혀 둔다.
26) 물론 이 또한 부계 혈연 이념의 포장에 따른 것이라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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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인의 눈을 의식한 혈연 집착에 따른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혈연 원리에 따르면 아들의 生父는 그 누구에 앞서 제삿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한편으로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어이
없음은 역설적으로, 어차피 밝혀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
로 봉사를 받으려는 자의 허망함에 대한 풍자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부계
직계 혈연에 집착하는 봉사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설화는 부계 혈연 중심의 봉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아들>은 양자 제도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설화이다. 앞서 살폈듯 이 설화에서 아내가
남편의 혈육이 있음을 확인하자마자 파양해버리는 것은 종법 질서에 어긋
나는 일이다. 서자를 양자보다 앞세우는 일 역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행위가 긍정되고 있다는 데 이 유형의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종법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죽은 남편이 자신의 혈육에게 찾아간 것으로 표상되듯 혈연으로 맺어진 가
족원들 간의 생사를 넘어선 情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분명하다. 여기
에는 물론 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에게 그의 생부가 흠향하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27)
27) 1980년대의 사례이지만 박혜인이 경북 성주군의 한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양자로 간 아들로 하여금 그가 장남인 경우 생부 제사의 첫 잔을 올리게 하기도 했다
고 한다. 둘째가 첫 잔을 올리는 것이 법도에 맞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자 제도는 1900년 이후로도 오래 지속되었고 그 문제점에 대
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박혜인, ｢가족관계를 통해본 한국인의
혈연의식 - 경북 벽진의 혼상제례 변화분석 -｣, 한국학연구 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89, 122쪽 참조.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채록 작업 역시 이 즈음에 이루어졌음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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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설화들은 가족 재생산이 부계 혈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
루어져야 함을 기저에 깔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가계 계승, 봉사는 경직된 사유의 소산임을 지적하고 있다.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의 경우는 여기서 좀더 나아간다. 근원적으로는 부
계 혈연 의식이 깔려 있으나 이에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가족의 경제적 상승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래
의 가족이 잘 살기 위해 모계 내지는 여타 부계 혈연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열린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혈연에 대한 집착보다는 ‘잘 삶’이라
는 현실 논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럴 경우 가족의 외연은 넓어지
는 셈이다.
나아가 각편 차원에 이르면 부계 혈연 의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심각한
수준에서 폭로되기도 하고 그 대안까지 모색되기도 한다.
<사자생손지지> 각편들의 경우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이러한 일에 끌려
든 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부계 혈연 이데올로
기에 입각한 기획 하에서 여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각편들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9, 10번 각편들에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끌려 온 여성이 그 사자생손지지를 점지해 준 중의
가슴을 찌르거나 나무에다 묶어 복수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는 부계
혈연 이념의 비인간적 성격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인식에 근거를 둔다 할
수 있다. 또한 10, 19번 각편에서는 여성이 죽은 남편과 비정상적인 방법으
로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변이를 보인다. 아무 이유 없이
홀로 된 여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인간 다운 삶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죽은 신부와 혼인한 신랑> 각편들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이가 발견된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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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 각편 중 두 각편에서는 외손자와 외조부모가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 중 32번 각편에서는 외조부모가 외손자에 의해 봉양받는
것으로 결구된다. 딸이 무남독녀였으므로 아마 외손 봉사에까지 이어졌으
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부계 혈연 집착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의의까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의 36번 각편의 변이도 주목
할 만하다. 이 각편에서는 여타 각편들과는 달리 두 아버지 제사를 차려
놓고도 오히려 아들이 養父한테 가서 울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에 대
해 제삿밥을 먹으러 온 生父는 크게 화를 낸다. 이러한 변이는 기른 정이
낳은 정 못지 않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부계에 집착하
는 혈연은 오히려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강한 이의 제기인 것이다.
요컨대 이 설화들에서 이처럼 부계 혈연을 집착의 수준에서 문제삼고 있
는 것은 그만큼 부계 혈연의 이념이 전통 시대 가족을 얼마나 불안정한 상
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반증한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자
강박감이라는 병적 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정서와 의식
이면에는 부계 혈연 가족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인간 다운
삶에 토대를 둔 화목한 가족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본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구비 문학의 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써, 그
중 구비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 문제에 집중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가족 재생산을 가계, 봉사, 재산·신분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
는 구비 설화 작품들을 그 혈연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다.
우선 <사자생손지지>에서는 죽은 아들이 살아 있는 여성과 사후 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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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자를 본 이야기로서 집착에 가까운 부계 직계 혈연 의식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죽은 신부와 혼인한 신랑>은 부계의 가계 계승에 있어 역성
측의 강박감이 담긴 작품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봉사 문제는 <남의 씨로
낳은 아들이 지내는 제사>, <제삿날 찾은 남편의 친아들> 등 두 유형을 통
해 살펴 보았는데, 전자에서는 제사 상속에 있어 부계 혈연에 대한 집착이
낳은 문제적 상황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후자 역시 이
러한 의식을 공유하면서 기존 종법제 하 양자 들이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었다. 반면,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은 가족의 경제적 상승
을 위해 모계 내지는 여타 부계 혈연자까지도 포용하는 열린 시각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원님으로 환생한 아들>은 열등한 신분, 계층의 일원이 꿈
꾸는 사회경제적 상승 욕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였다.
이상의 설화들을 통해 가족 재생산에 있어 부계 직계 혈연에 대한 전승자
들의 강박감과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설화들에 나타난 집착
수준의 부계 혈연 의식은 그만큼 부계 혈연의 이념이 전통 시대 가족을 얼
마나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반증한다. 하지만
전승자들은 그러한 상황이 비인간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씨 다른
아들이 얻은 명당>에서처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까지 나아감을 볼 수 있었다.
가족이란 경제적 공동체이면서 정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
날 관습적 의미에서의 가족 공동체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부 관계가 부자 관계 못지 않게 중요시되고 있는 요즈음 새로운 맥락에서
이러한 부계 혈연 문제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혈연
위주의 가족 인식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족이기주의라는 폐해를 낳는 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택한 설화 유형 외에도 가족 재생산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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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다. 예컨대 계모 이야기라든가 형제 갈등을 다룬 이야기 등이 그러하
다. 이들은 부계 혈연 계승 자체는 문제적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계 혈연 의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 쉽지 않아 제외했으나, 향후
이들 유형 설화들까지 포괄하여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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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ly Reproduction and Blood Relationship
in Oral Folktales

Jeong, Choong Kwon(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family
reproduction in folktales from three aspects (family succession, memorial
service, and property & social status), and to extract the perception of blood
relationship appearing in them.
First, The Land that a Dead Son Has Children is a story in which the dead
son marries a living woman and has a grandson, suggesting the tenacious
consciousness of blood relationship through the paternal line. A Bridegroom

Marrying a Dead Bride describes women’s obsession to the succession of
paternal life. Furthermore, the issue of memorial service was discussed using
two stories A Memorial Service Offered by a Son from a Different Father

and The Husband’s Real Son Who Visited on the Memorial Service Day.
The former is about adhesion to paternal blood relationship in the succession
of memorial services, and the latter deals with the same issue but shows a
critical attitude toward adoption under the conventional lineage system. On
the other hand, A Propitious Grave Site Obtained by a Son from a Different

Father shows an open view that embraces blood relatives in the maternal line
as well as other paternal lines for the socio‐economic rise of the fami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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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n Born Again as a Governor describes a socially disadvantageous
person’s desire to succeed through his son.
All these stories show obsession to family reproduction in the successors
of the paternal blood line. In particular, they are based on the consciousness
that the succession of family and memorial service must be through the
paternal blood line. Although the consciousness of paternal blood relationship
in these tales is basically from traditional Confucian society, however, it is a
natural human sentiment and a simple instinctive idea. These tales are
counterevidence showing how unstable situations the obsessive consciousness
of paternal blood relationship drove families in old days into.
Key words：Family Reproduction, Blood Relationship, The Land that a

Dead Son Has Children, A Bridegroom Marrying a Dead
Bride, The Husband’s Real Son Who Visited on the
Memorial Service Day, A Memorial Service Offered by a Son
from a Different Father, A Propitious Grave Site Obtained
by a Son from a Different Father, A Son Born Again as a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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