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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Allegorical communication

of the Ya-Dam

Kang Young-Soon

  Ya-Dam(野談) have twofold tendency toward literary-bureaucrat's 

and  bourgeoisie's sense of value in the latter Choson-dynasty. In this 

thesis, I try to speculate the standard on which the sense of value can 

be read in the Ya-Dam. It is by the allegorical communication that 

Ya-Dam have the certain sense of value. And I deal with 4 tale-types 

of the various narrative form i.e. <mole or mouse's marriage>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2 

-074 -AS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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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bler for rice cake and Imperial envoy> <faith of robber-band> 

<cow and horse's quarrel with their merit>. Here I chose the <mole's 

marriage> as model, and speculated as follows.

  In the <mole or mouse's marriage> tale-type, I could explore two 

oriented writing-attitude of folktale and allegory. While general versions 

have a mixed tendency, a part of the versions are focused at only one 

between two attitude. If focused at the two all, the version become the 

special Ya-dam or intentional short-story in written Chinese beyond the 

range of Ya-dam's form. Lee Guang-Jung's <Tu Si Jik>(竇氏直) and 

Shim Yik-Un's <Pun Seo Seol>(鼢鼠說) are just good instance. In these 

works the allegorical writing is usefully practiced in order that the writer 

transform the folktale's (or Ya-Dam's) materials into ideologized 

representation.

Ⅰ. 머리말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野談은 ’이야기성’이라는 서사적 지향을 뚜렷

하게 지녔다. 내용적으로는 그 당시 민중들의 사고와 함께 사대부의 삶의 방

식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반 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

대지향적인 가치가 조금씩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한편 문학유통상 야담은 개별 각편으로 전승되기보다는 문헌 단위로 향유되

는 편이다. 문헌별로 각편이 취사 선택, 축약 부연되기도 하고 문헌별로 전승

되는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야담 각편의 편차는 다양하며 

그것의 문학적 의의도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전대의 문헌에서 옮겨 싣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작가의식을 의도적으로 반

하여 작품의 이면적 의미를 강화하기도 하고, 한 편의 독립된 작품에 값할 

만한 서사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한문단편 소설에 육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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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야담연구는 조선후기 3대 야담집《동야휘집》,《계서야담》,《청구야

담》이 단연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로부터 개별야담집의 계통, 편·작자, 주제

별 유화 전승 등의 연구가 파생되었고 소설이나 설화 등과의 양식적 교섭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야담작품의 연구에서 그 계통, 전승, 교섭 등의 기준점을 주요 

야담집과의 거리에서 찾는다면 이는 외형적인 접근에 흐를 위험이 있다. 이와 

짝하여 개별 야담집, 또는 개별 각편의 내적 성향을 아울러 고찰해야 야담 향

유의 실상에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작품의 내적 성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기준일 것이다. 갈래의 범주가 비교

적 일정한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 내부의 갈래적 성향을 기준으로 삼거나,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야담과 이웃하고 있는 소화, 일화 등의 서사 양식과

의 친연성 여부를 문제 삼는 방법은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담은 조선후기 한문학의 새로운 갈래로서 사대부적 이

념을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담 각편의 내적 성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서사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 못지 않게 그같은 가치 지향을 측정할 지표가 절실히 필

요하다. 그것은 작품에 반 된 작가의 의도, 혹은 독자가 읽어낼 작품의 의미

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우

언적 경향에서 구하면서 야담과 타 양식간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야담

의 수용과 변개에는 늘상 서사적 경향과 교술적 경향의 두 축이 길항 관계를 

유지하면서 설화적 지향과 우언적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언은 짧막한 단형서사체일 때는 양식으로 취급해도 무방하지만 다른 

양식에 침투해 들어 갈 때는 하나의 수사법 내지 쓰기 방식으로 변환된다. 

자기 독립성을 지닐 때는 서사와 교술이 혼합되는 중간 갈래의 특성을 지니

며, 기존의 서사 혹은 교술 갈래에 침투해서는 그 혼합성을 통해 작품의 의미 

소통을 꾀한다. 따라서 우언은 문장 이하의 단위에 작용하는 단순한 수사법에 

그치지도 않고 특정한 양식으로 고정되지도 않는다. 이같이 광범위한 문학 

역에 두루 작용하는 우언의 소통 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야담과 

우언의 교섭 양상은 우언의 연구에서 보아도 긴요한 작업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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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고는 야담의 우언적 소통을 점검하기 위해 <두더지 혼인> <떡보와 

사신> <도둑의 의리> <말과 소의 공다툼> 유화를 선택하여 그 이론적 모델

과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두더지 혼인> 모티프는 속담에서부터 

야담, 구비설화, 문집의 잡저 기설류 등 다양한 양식에서 활용되고, 한국을 비

롯한 동아시아 한문학권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

므로 <두더지 혼인>은 ‘야담과 우언’의 교섭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

는 아주 적합한 유화다. 이를 통해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어서 

그보다 전승의 범위가 좁고 모티프 활용도가 뒤지는 다른 유화들을 살펴서 야

담의 소통 문제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Ⅱ. <두더지 혼인> 유화의 우언적 소통 양상

  <鼠婚>, <鼴鼠婚>, <들쥐의 혼인>, <두더지 혼인> 등으로 불리는 이 유화

1)는《효빈잡기》《어우야담》 등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야담집, 문집, 설화, 속

담, 동화, 신문 등에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쥐혼인’ 모티프를 활용한 

각종 사례 또는 각편이다. 이제 그 자료 분포의 양상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표준국어대사전》《표준국어사전》 수록 <두더지> 항 “두더지 혼인 같다”

②《한국구비문학대계》 수록 <쥐의 혼인>(1-7 310)/ <두더지의 혼인>(8-6 53) 

/<두더지신랑고르기> (8-1 305) / <쥐와 두더지의 혼사> (7-4) / <쥐의 배필

은 두더지> (6-2) 

③《조선족구비문학총서》 7권 소재 <두더지의 혼인>

④《연변민간문학집》 소재 <나비의 청혼>

⑤《촌담해이 자서》 언급 “鼴鼠圖婚, 安危之分, 著矣” 

⑥《순오지》 수록 <鼠婚> 항목

⑦《효빈잡기》《어우야담》 수록 해당 야담(無題) 

⑧《기관》《계압만록》 수록 야담(無題)

1) ‘類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강 순,《조선후기 여성지인담 연구》7~10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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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망양록》 수록 <古語爲戒者三事>

⑩《백일집》 수록 <鼢鼠說>

⑪《태극학보》수록 <鼠婚〉 1908.

⑫ 방정환, <두더쥐의 혼인>, 1923.

⑬ 인도《판차탄트라》/《莊子》〈秋水〉편/ 일본 無住法師《砂石集》; 岡白駒《奇

談一笑》/ 월남《成宗遺草》 등에 수록된 해당 우언

  위 자료들의 기본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순서로 제시하는 까닭을 간

단히 점검해보자.2) 

  ①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속담이다. 사전의 풀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뜻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분수에 넘치는 엉뚱한 희망을 갖는 것. ㉡자기

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혼인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는 동류끼리 혼인하게 됨. 

㉢남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혼인. 여기서 

㉠㉡은 <두더지 혼인> 설화에서 유래한 뜻이고 ㉢은 아마도 그로부터 파생된 

의미인 것같다. ㉢의 해석은 두더지가 땅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

이 있어 보인다. 그같은 두더지의 유래담을 담고 있는 것은 ③이다.

  ②③④는 <두더지 혼인> 설화가 오늘날까지 광범위한 지역의 한민족에게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변이의 폭이 크며 소재적으로

는 전혀 다른 유화로 인식될 정도이다. ②는 현재 가장 많이 조사되었지만 크

게 보아 대동소이하다. 다만 좋은 혼처를 구하던 쥐가 결국에는 땅속을 파는 

두더지를 동류라고 하여 결혼한다는 내용의 미묘한 변화가 있는 각편도 있어 

주목된다. ③은 두더지가 좋은 혼처를 구하느라고 분수를 잃어버리고 돌아다

니자 햇님의 노여움을 사서 결혼은 커녕 땅속에서 평생 살게 되었다는 두더지

의 유래담이다. ④는 허황된 나비가 꿀벌, 개미, 잠자리 등에게 구혼을 하다가 

거절당하고 배추에 알을 까서 기생하며 살게 되었다는 일종의 나비 유래담이

다. 이는 두더지가 나비로 주체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구조적으로는 상통하는 

설화이다.3) 

2) 본 유화의 우언적 소통에 대한 논의는 양승민,〈우언의 서술방식과 소통적 의

미〉(고려대 석사) 58~61쪽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많은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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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는 비록 설화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나 이 유화가 조선전기에 이미 널리 

퍼져있었음을 증언한다. 왜냐하면 강희맹은 자신의 설화집《촌담해이》를 엮으

면서 그 서문에서 자신의 편찬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유화를 언급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만큼 <두더지 혼인>이 이른시키부터 하나의 예화로 삼을 만

큼 익숙했던 설화 던 것이다. 

  ⑥은 이 유화가 17세기 조선사회에 이미 속담으로 전승될 만큼 널리 퍼져있

었음을 증언한다. 그리고 속담 표제어 밑에 설화 내용을 부기함으로써 그 근

원 설화가 바로 이 유화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⑦은 나름대로의 풍자의식이 가미된 채 이 유화가 지식인들에 의해 수용됨

을 보여준다. 특히 국혼(國婚)을 선망하는 당대의 특정인을 꼬집는 구체적 우

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설화가 우언으로 변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⑧은 이 유화가 본격적으로 야담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서

사적으로 허구적 내용을 풍부하게 덧입힌다든가 서사주체인 두더지의 반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우의를 분명하게 도출하는 것들이 특징적이다.

  ⑨는 <두더지 혼인> 모티프를 수용하면서도 작가의 변용을 적극적으로 시

도한 예이다. 주제적으로 유사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시하면서 각 작

품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지식인의 문필력과 주제 장악력이 돋보이

는 작품들이다.

  ⑩은 이 유화를 작가 자신의 처지에 접하게 적용시키면서 수용미학적 특

장을 발휘한 작품이다. 유화의 내용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은 채 소개하면서도 

그 우의를 도출하는 부분에서는 작가적 우의를 극대화시켰다.

  ⑪⑫는 이 유화가 근대 이후까지 수용 유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분수에 맞지 않는 ‘참람됨’의 개념이 근대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문

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작가의식을 형상화하지는 못했지만, 나

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손쉬운대로 이 유화를 우언으로 수용했다고 판단

된다.

3) 아르네-톰슨의 유형 분류에서도 동일 항목에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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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은 이 유화의 국제적 유포를 증거해주는 자료들이다. 특히 전파론적 관점

에서 향 관계를 따질 수도 있지만 수용의 변이와 민족적 특징을 견주어 볼 

수 있게 하는 비교자료이다.

  이제 위들 자료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핵심 이야기의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느 두더지에게 예쁜 딸이 있어 천하 제일의 사윗감을 고르려 했다.

2) 햇님이 천하에서 제일일 것 같아서 청혼했다.

3) 햇님은 구름이 앞을 가리면 힘을 못쓴다고 구름에게 사양했다.

4) 구름에게 청혼하자 구름은 자신보다 바람이 더 강하다고 사양했다.

5) 바람에게 청혼하자 바람은 돌미륵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사양했다.

6) 돌미륵에게 청혼하자 돌미륵은 자신의 발밑을 파는 두더쥐가 더 강하다고 

사양했다.

7) 두더지는 결국 두더지를 사위로 삼았다.

  각편에 따라 소재적으로 서사주체들이 다르거나 앞뒤의 배경과 사건설정에 

변위가 있기는 하지만, 서사단락의 핵심은 혼처가 계속 바뀌다가 처음 자리로 

되돌아 오든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귀착된다는 것에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순환반증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아시아 여러 민족에 해당 유화가 다양하게 

존재한다.4)

  여기서 계속 바뀌는 대상이 결국 처음으로 돌아옴으로써 돌아오기 전까지의 

모든 선택이 일종의 방황이었음을 반증하는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고찰해 

보자. 각편 주인공에 따른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비교해 본다.

㉠ 두더지(쥐)→ 해(하늘, 옥황상제)→ (달 →) 구름→ 바람→ 은진미륵(석불, 혹

은 성벽) → 두더지

4) 陳蒲淸,《亞洲各國寓言》 37쪽에서는《판차탄트라》의 <鼠女擇鼠>에 대해 評析했

다. 여기서는 ‘循環歸謬的形式’이라 하고 중국 명대에 劉元卿의 <猫號>가 깊은 

향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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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남매 → 자라 신랑과 거북이 신부 → 붉은까마귀[해] → 모든 미물 

짐승 → 두더지 남매  

㉢ 나비→ 꿀벌 → 개미 → 잠자리 → 배춧잎 

㉣ 외다리짐승 → 노래기 → 뱀 → 바람 → (눈 → 마음)

㉤ 옥황상제 딸→ 산신 및 수신 → 사람

㉥ 문장→ 성리학 →사업→ 벼슬→농사→ 문장  

  이들은 모두 분수와 욕망의 관계를 문제삼고 있다. 더 나은 처지를 희망하

는 욕망이 있는 한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분수는 욕망의 한계를 제시하는 구실을 한다. 그 한계를 의식하지 못하면 자

기의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면 욕망은 끝이 없이 발동

된다. 욕망이 그처럼 작동할 때는 수없는 선택이 있어도 그것은 자신의 마땅

한 자리가 될 수 없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

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과 관점은 유형마다 다르다. 

  ㉠과 ㉢의 구비설화는 낙관적 세계관을 잘 나타내준다. 오랜 방황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면 궁극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게된다는 생각을 반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삶의 경험을 많이 지닌 선험자의 교훈을 듣고 분수를 지키라는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떤 구연자는 “남의 집 하인은 끝내 남의 집 하

인이고 양반은 끝내 양반이다.”5)라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삶의 

지혜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전해져 내려우는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다름 아

닌 보통사람들이 터득하는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같은 구비설화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조선족설화에서는 주체성의 미

확립이 하나의 욕심으로 설명되고 그 결과 파탄으로 결말이 지어진다. 낙관적 

세계관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설화의 일반적 형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 순환구조에서도 

햇님의 위세를 턱없이 사모하다가 재앙을 입어 두더지로 원히 땅속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서사단락을 단축시키거나 ㉢에서도 허 심으로 신분 

5)《한국구비문학대계》(8-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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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꾀하고자 하는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소 이질적인 나비를 의인

화시키고 있다. 이때 꿀벌이나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주체들인데 그 노력의 

결과만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나비인 셈이다. 잠자리는 꿀벌 개미만은 못

하지만 그래도 나비에 비해서는 부지런해서 자기 자신만은 평생 책임질 수 있

는 대안적 존재로 제시됐다.  

  야담도 기본적으로는 ㉠의 서사단락을 받아들이고 있다. 서사적으로는 구비

설화와의 친연성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작가의 특수한 우의나 작가의 문

학적 취향을 반 한다. 앞에서 제시했던 ⑦⑧의 자료들이 서사적으로 모두 ㉠

에 속한다는 것은 음미해 볼만한 현상이다. 

《어우야담》의 작가 유몽인은 특수한 우의를 여기에 곁들이고자 했다. 국혼에 

의해 정권을 농단하던 사람들의 말로와 폐해를 언급하며 이들의 혼인은 “두더

지만도 못하다.”라고 했다. 국혼을 통해 상류사회에 편입하여 각종 특권을 누

리려고 하다가 끝내 그 화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빗대었다. 두더지는 자기 자

리로 되돌아와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지만 이들은 제 자리로 돌아오기 전

에 화를 입으니 두더지만도 못한 것이다. ㉠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낙관적 세

계관인데 비해 유몽인은 특권의식에 멍들은 인간 군상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들은 소박한 욕망에 의해 방황하는 인간들이 아

니라,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기득권화해서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려 하기 

때문에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파국의 존재와 같다. 이것은 국혼을 

통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당대의 정치 구조와 인간의 욕망 구조가 결합된 특

수한 사회현상에서 작가의 우의가 놓이게 됨을 말해 준다.

  한편 같은 서사구조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⑧과 같은 작품은 서사적 흥미를 

극대화시켰다. 이 예화는 한문고전의 신화세계를 장황하게 배경으로 설정하고 

주인공 두더지 역시 신이한 능력을 갖추어서 좋은 혼처를 구한다는 점을 자연

스럽게 전제했다. 서사적 계기성을 높이기 위해 그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청혼 대상들과의 심리적 관계도 세심하게 묘사했다. 청혼대상

들은 단순히 더 강한 존재에게 사양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느 정도의 갈등까지 

묘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 사이를 오고가던 

두더지는 하나의 신화적 주체로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두더지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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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향 오서산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문집에 수용된 작품들은 작가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곁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우의의 강도도 높아진다. ㉡㉥이 대표적이다. 이 중 ㉡은 주체성의 

결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단순한 방황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패망에 이

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자라와 거북과의 갈등은 애초 두더지의 자만심이나 

허 심에서 촉발한 것이다. 그리고 해를 뜻하는 붉은 까마귀는 두더지의 선망

의 대상이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두더지의 심한 열등감이 내포되어 있다. 허

심과 열등감은 두더지 집안에 예측불허의 재앙을 가져다 준다. 작가 이광정은 

혼인으로 세력을 유지하려는 당대 권벌세력들의 온갖 갈등양상과 암투를 우언

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다른 각편처럼 사윗감을 찾는 적극적

인 행위가 생략되고, 오직 권위적 존재인 붉은 까마귀의 청혼만을 기다린다. 

여기서 두더지의 욕망은 극대화되고 세계와의 불화, 그리고 두씨직 일가의 재

앙은 증폭된다.

  또 ㉥의 작가 심익운은 두더지이야기 자체가 지니는 교훈성이나 서사성에는 

별로 무관심한 편이다. 하나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 유화가 

지니고 있는 순환반증 논리에 유독 관심을 기울이고, 작가 처지에 맞는 우의

성을 도출하여 심각하게 논의했다. 자기의 처음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견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유화를 끌어드렸을 뿐이

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숨김없이 논의했다. <설>이라는 문체를 선택한 이

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심익운의 최

후의 의론을 보자.

  저 성인은 하늘과 같다. 하늘은 진실로 오를 수 없다. 후세의 사업을 드리우

는 것과 지금의 벼슬이 빛나는 것은 또한 구름이 눈앞에 지나고 바람이 귀옆을 

지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농사는 날씨를 기다려 열심으로 한해를 마치니 

일은 많고 소득은 적다. 비유컨데 석불을 어도 꿈적하지 않고 다만 저 혼자 

힘들 뿐인것과 같다. 나는 문장이란 두더지처럼 땅을 뚫고 다녀야만 된다고 생

각했다. 비록 작은 기술이어서 배울 것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그윽함에 깊이 잠

기는 경지는 그 묘함을 독점할 수도 없고 힘으로 다 할 수도 없다. 두더지가 땅

을 뚫고 다니는 것을 다른 쥐들은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쥐들의 능력이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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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 본성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더지 혼인>의 순환구조에다 자신의 처지를 일일이 대응시키고 그 비유

성에 힘입어 문장의 본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결론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문장이란 대단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본성이 없

어서 사람들이 전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해 볼만한 일이 많지만 진

정으로 할 일은 자기 본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자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문학이야말로 그런 것 중의 하나라는 뜻이다. 문학을 기술이 아닌 예술

로 보는 문학관을 피력한 셈이다.

  ㉣은《장자》라는 책이 그렇듯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철학적 우의를 많

이 내포하고 있다. 다리 하나뿐인 짐승이 다리가 많은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가 다리가 속으로 있어 마음대로 다니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다리 없

이 공중을 마음대로 떠다니는 바람을 부러워한다. 그런데 바람은 정작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를 이길 수있는 존재가 하찮은 손가락 하나, 

발길질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는 우언속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애초 전제하기로는 바람보다 빨리 움직

이는 눈, 형체도 전혀 없는 마음, 말하자면 사람의 능력이 바람이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이다. 장자는 이 우언의 결론을 하찮은 것에 지는 것이 크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능력

은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는 우의는 외다리가 다리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다

리 많은 것은 다리 없음을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하는 순환구조에서 도출된다. 

또 ㉤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존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웅들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우의를 담고 있다. 그것은 옥황상제의 

딸조차 사람을 가장 좋은 신랑감으로 삼는다는 데서 더욱 해학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과 ㉤은 외국작품이지만 <두더지 혼인> 유화의 우언적 의미를 도

출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6)

  이상의 예화들을 통해 볼 때 <두더지 혼인> 유화는 설화적 내용을 충실하

6) 외국의 우언 유형들과의 구체적인 비교는 다음 과제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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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하는 것도 있고, 작품의 우의를 강조하여 서술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설화에 친연성을 보이는 자료는 일반적인 삶의 교훈을 묘사한 데 

비해, 지식인 작가의 문집에 수록된 자료들은 작가적 상황과 관점에 따라 비

판적 우의를 도출하는 데 힘을 기울 다. 그러한 작가적 태도를 가장 농후하

게 보여준 것이《망양록》의 예화이다. 

《망양록》의 <두씨직>은 함께 실린 두 개의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삶의 교훈

을 곁들이고 있다. 이미 서사 위주의 야담 문체를 버리고 개성적인 작가의 필

치를 고급스럽게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작품 사이에서 우의가 은연중 호응

하도록 배치하고 있다. 한편 심익운의 <분서설>은 완전히 작가 자신의 처지

에 <두더지 혼인>의 순환구조를 일대일로 대비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

의 문학관을 피력하는 데 목표가 있지만 그러한 문학관을 도출하기까지의 인

생 경험과 도출의 타당성을 이 유화의 구조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비 자체가 유비적 사고에 기초한 우언적 발상이며, 아울러 자기 처

지를 철저하게 반 했다는 점에서 설화적 우화와는 다른 특수한 우의를 도출

했다. 

  이들에 비해 야담의 해당 예화들은 설화의 서사 단락을 충실하게 받아들이

면서도 서사적 흥미와 특수한 우의를 함께 추구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설화와 

문집작가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야담은 설화의 서사성

과 한문학 작가의 이념성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갖추었다는 점에서 우언의 

소통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Ⅲ. 다른 유화에서의 우언적 소통의 검증

  1. <떡보와 사신> 유화

  <떡보와 사신> 유화는 <사신과의 수문답>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승된 내

력은 오래됐지만，최근까지도 구비설화에서 활발히 전승되는 작품이다. 상위 

유형으로는 “우연한 행운으로 상대방 물리치기”에 해당되니 소화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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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행담’에 속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전승되

고 있으며 그 연원은 근동지역에 있다고 하며 유형의 비교 연구 측면에서도 

이미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7) 언어의 불통과 선입관으로 엉뚱한 해석을 했다

는 데서 웃음을 자아내는 내용이다. 그런데 웃음 뒤의 우의가 곁들여져 우언

문학으로 해석할 여지를 지니고 있다.

  이 유화는 이제까지 한국문헌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몽인의《어우야담》에 

처음 보인다8). 그 이외의 것으로는《溪鴨漫錄》9),《鷄山談藪》10) 등의 야담집에

도 보인다. 그 대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사신이 조선에 올 때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니 이인들이 많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2) 평양 길가에서 키가 구척이요 수염이 허리까지 늘어진 장부를 보고 이인

이라 생각하여 시험코자 하나 언어불통하여 수화로 이야기를 한다.〉

  3) 사신이 손으로 하늘을 의미하는 동그라미를 그리자 장부가 땅을 의미하는 

네모로 대답했다. 사신이 삼강을 의미하는 손가락 셋을 펴보이자 장부는 다섯을 

펴보 다. 사신이 다시 옷을 가리키자 장부는 입을 가리켰다.

  4) 한양에 와 사신이 접반사에게 감탄하며 칭찬했다. 그 이유를 묻자 자기가 

손으로 둥 게 하여 하늘을 뜻하니 장부가 손으로 네모지게 땅을 말하고, 세 손

가락으로 삼재(三才)를 뜻하니 다섯 손가락으로 오륜(五倫)을 말하고, 옷을 들어 

옛날에는 옷을 드리우듯 천하를 무위로 다스렸음을 뜻하자 입을 가리켜 말세에

는 구설로 천하를 다스렸다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5) 접반사가 수소문하여 장부를 데려다 물어보았다. 장부는 사신이 동그란 떡

을 먹었다고 손짓해서 자신은 네모난 떡을 먹었다고 답했으며, 세 개를 먹었다

고 하여 다섯 개를 먹었다고 답했으며, 옷이 걱정이라 하여 먹는 것이 걱정이라

고 입을 가리켰다고 대답했다.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그런데《어우야담》에서는 이 유화를 하나의 삽화로 끼어넣었다. 말하자면 

7) 조희웅,《한국설화의 유형》 205~231쪽 참조.

8) 유몽인의《어우야담》 氣相조에 있는 <떡보와 사신>이야기

9) 정명기편,《한국야담자료집성》 8권, 보고사.

10) 정명기편, 같은 책, 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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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화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전체의 메시지에 

맞추어 삽입된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소화 또는 행운담이 더 큰 문제의식

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활용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유화를 끼고 있는 앞뒤 문맥까지 아울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모가 마음만 못한 사람들이 있다. 공자를 비롯하여 역사상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윤필상, 성현 등이 그러하다.

  (2) 반면 외모와 마음이 같은 사람도 있다. 오원, 항우, 제갈량, 장비 등과 우

리나라 조광조, 최 경이 그러하다.

  (3) 장부 떡보와 중국 사신 이야기

  (4) 수염 긴 장부가 사신의 공경을 받은 것은 외모에 끌리고 우리가 예의의 

나라라는 이름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5) 근래의 재상 유전이 연경에 가서 종과 옷을 바꿔 입고 함께 관상을 보았

더니 관상자가 신분을 알아보았다. 관상장이의 감식력이 사신보다 기이한 셈이

다.11)

  여기에는 외모와 마음의 관련성에 관한 세 가지 경우가 대비되고 있다. 첫

째는 외모가 마음보다 못한 경우, 둘째는 외모와 마음이 훌륭하게 어울리는 

경우, 셋째는 마음이 외모보다 못한 경우이다. <떡보와 사신> 유화는 세번째

의 경우를 위해 동원했다. 작가는 이 유화의 의미를 평하면서 내면과는 상관 

없이 외모에 압도되어 오해를 하고, 또 하나의 선입관을 가지고 예단하여 제 

좋은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화를 

더 동원하여 외모에 끄들리지 않고 내면을 보는 감식안을 소개했다. 이는 굳

이 따지자면 외모가 마음보다 못한 경우에 속하는 예화이지만, 사신의 비루한 

감식안을 풍자하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따라서 분량으로 보나 논의의 초점으로 보거나 핵심은 <떡보와 사신>에서 

도출되는 ‘감식안’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외모와 마음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따져진 것이라기 보다 어떤 다른 개념을 암시하기 위한 이야기 선택지에 불과

11) 박명희 외,《어우야담》 105~109쪽/ 원문 3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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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말하자면 외모와 마음이 어울리는 경우, 바람직하게 어울리든 아니면 저

급한 수준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외면과 내면이 등식을 이루는 경우이든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외면과 내면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부등식을 

이루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문질빈빈’(文質彬彬)을 이루지 못하는 

첫째와 셋째는 동일하게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을 해석하고 평가

할 국면에서는 첫째보다는 셋째의 경우가 더욱 문제적이다. 첫째는 차라리 

“마음이 외모보다는 낫다”라고 평가되는 데 비해, 셋째는 “외모가 마음보다 

낫다”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외모와 마음이란 외식과 내면이라 풀어 이해할 수 있지만, 작가는 반드시 

외면만 꾸미는 대상이고 내면은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저절로 밖에 드러난

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작가는 (1)의 마무리에서 “이들은 모두 마음(/

중심)이 외면을 꾸  수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정의했다. 또 (2)의 마무리에서 

“이들은 모두 겉과 속이 한결같다”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3) 이하의 내용은 

“외식이 내면을 밝혀주지 못하는 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놓고 보

면 (2)는 외식이 내면을 밝혀주고, 내면이 외면을 꾸며주는 이상적 상태를 지

적하는 것인 반면에 (1)(2)는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서 외모와 마음을 명분(/명의)과 실상(/내실)로 바꾸어 보면 더 분명한 

개념구조가 도출된다. 작가 유몽인은 당대 사회 문제점이 실상을 헛된 명분에 

맞출 수도 없고, 또 명분이 실상을 내실 있게 견인하지도 못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또 그 둘의 괴리가 점점 커져만 가는 당대의 부조리에 대한 

강한 풍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17세기초 사림파들의 정계 진출이 완

료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거취 양상이 서로 달라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을 때, 명분과 실상은 명의와 실리로부터 명예와 진실까지 다양

한 개념틀로 작용했을 것이다.12) 유몽인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외모와 실상

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떡보와 사신>유화를 통해 우의적으로 풍

자하고 있는 것이다.13)

12) 윤주필,〈우언 쓰기의 언어관과 명실론〉 421쪽 참조.

13) 유몽인의 명실론에 대한 우언적 관심은 윤주필, 앞의 논문 422~423쪽과 이월

교수의〈유몽인의 명실론과 그 문학적 수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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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신과 떡보 사이에 벌어지는 해석의 왜곡은 언어불통에서 야기된 듯

하지만 여기에는 절묘한 암시가 들어 있다. 손짓을 통해 발신자와 수신자가 

연결되는 소통과정은 엄연한 텍스트를 구성하고 이는 언어의 그것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언어 그것은 윤리적 명의와 실천을 매개하는 도덕

으로도 확장된다. 비단 부정확한 언어이기 때문에 곡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외면이 실상을 이그러뜨리는 왜곡 현상을 부추킨 것이다.14) 작가는 당

대 사대부사회에서 관직이라는 직함보다는 실력을 갖춘 사람의 내면을 알아보

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때론 조롱하고 때론 통매했다.

  구비설화15)에서는 명과 실의 어긋난 해석으로 벌어지는 자의적 해석보다는 

해석의 다름이 보여주는 엉뚱한 결과에 더 의미를 둔다. 또한 결과의 극적인 

묘미를 더하기 위해 도입 부분의 확대 변이가 일어난다. 사신과 떡보가 수문

답하게 되는 계기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선의 인재 유

무를 시험하기 위해 사신이 특파되고 조선 조정에서는 대응할 사람을 찾기 위

해 인재를 수소문한다. 이에 조정의 많은 신하들을 제치고 떡보가 떡을 실컨 

먹어 볼 요량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신이 완전히 승복을 하고 떠난 후 구비설화 향유자들은 중국이 조선

을 무시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엉뚱한 넌센스에 대한 웃음을 지

양하고, 민중에 의해 국가가 위신을 세웠다는 이야기, 민중들의 승리로서 대리

만족하는 이야기로 호쾌한 웃음을 터뜨린다. 보잘것 없는 것이 대단한 것도 

물리칠 수 있고, 작은 힘이 국가의 위기를 구해낼 수 있다는 우의를 지니게끔 

전의된 셈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이월 , 앞의논문 332쪽- 334쪽 참조.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구비문학대계》 수록 <사신간의 수화>(1-1, 774); 

<떡보와 사신>(1-2, 95); <떡보와 사신>(1-4, 87); <중국 사신과의 문장겨루기

(2)>(1-5, 95); <나룻배 사공의 기지>(1-7,225); <떡보와 사신문답>(2-7, 119); 

<떡보와 중국 사신과의 현문우답>(3-2, 445); <기지로 원님이 된 건달>(6-2, 

228); <중국 사신을 이긴 떡보>(7-8, 1098); <떡보>(8-3, 699): <떡보와 칙

사>(8-7,349)/ 한국구비문학연구회 편,《한국구비문학선집》 수록 <사신간의 수

화>(84쪽)/ 손진태의《조선민담집》에 있는 <사신간의 手問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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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초의 설화집으로 추정되는《이언총림》에도 이 유화가 실려있다.16) 

중국에 표류한 상인을 중국 관료들이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다.’는 선입관 때

문에 시험해 보고자 했다가 자신들의 기존 생각을 재확인하고는 조선을 우대

했다는 내용이다. 보통 사람들의 대리만족, 보잘 것 없는 것에 대한 기대감 등

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는 구비설화와 대등하겠다고 하겠지만, 사람이란 제 

생각하는 선입관대로 행동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소화집에도 이 유화가 실려 있어 기본적으로 야담의 우의를 충실하게 

반 하고 있다.17) 그러나 유몽인이 의도한 우의의 정도가 약화되며 소화의 본

래 기능인 웃음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떡보와 사신> 유화는 야담, 구비설화, 소화 등에 유포되어 있지만 문집에

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유몽인처럼 우의를 변형 확산시킬 소재

로서 이 유화가 적당치 않다는 문집의 한문학 작가들의 비평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보편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데서 만족하고, 웃음을 자아내는 데서 

매력을 느끼는 민중향유층에 적합한 설화 유형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몽인의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적절한 문맥을 부여하면 하나의 우의를 지닌 우언 작품

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계속되는 추적이 요망된다.

  2.〈도둑의 의리〉유화

  이 유화의 전형적인 작품은 야담집《소한세설》(消閒細說)18)에 <큰 강도 제 

몸을 죽이다>(大禦無良自殺身)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강도가 욕심으로 인하여 남을 때려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제 목숨까지 해친

다는 내용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작품이 박지원의《열하일기》 중에 <황금

16) 정신문화연구원소장본《里諺叢林》에 있는 <떡보와 사신>이야기,《구비문학》 5

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에 재수록되어있다.

17) 예를 들어《古今笑叢》 소재〈認庸爲異〉이 대표적이다. 정용수,《고금소총․명

엽지해》 34~37쪽 참조.

18)《소한세설》은 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나손문고본이다. 정명기교수의《야담자

료집성》에 인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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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에도 활용되어 있으며 <서로 죽이는 도둑들>19)이란 제목의 구비설화에

도 보인다. 이중 야담 작품이 구성이 가장 완결된 상태이며 서술이 핍진하므

로 서사단락을 나눠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도천동(盜泉洞)에 사는 장사가 심사가 불량하며 자칭 상장군이라 일컬으

며 졸개를 두어 명 거느리고 있었다.

   2) 때를 만나지 못해 천하는 도모하지 못하지만 졸개들과 함께 녹림호객 노

릇을 하자며 도적질을 5,6년간 하 다.

   3) 어느 날 밤 한 마을의 부잣집을 털게 되었는데 모두 깊이 잠들어 금은보

화를 힘껏 짊어지고 대로상에서 격앙가를 부르며 좋아하 다.

   4) 한참을 가다 갈증이 나자 상장군이 두 수하에게 인근 주막에 가서 술을 

받아오라 하 다.

   5) 두 사람은 인근 마을 주막에서 술 항아리를 사오면서 상장을 죽이고 자

기들끼리 재물을 나눠 갖자고 모의하여 술에다 독약을 탔다.

   6) 돌아오자 마자 한 부하가 상장에게 다른 부하가 상장을 죽이자고 했다고 

일러 바쳐서 상장이 격분하여 그 부하를 때려 죽 다.

  7) 아직 분이 식지 않은 상장에게 일러바친 부하가 독이 든 술을 권하여 상

장이 마시고 죽었다. 

  8) 남은 한 부하가 보물을 한꺼번에 지고 가려고 힘을 써서 갑자기 일어나다 

맥이 끊어져 죽었다.

  9) 도적 맞은 집에서는 이리저리 수색하다가 온전히 보물을 찾았다.

  우선적으로 ‘도천동’이라는 지명은 작의적인 인상을 준다. 때를 만나지 못한 

자칭 ‘상장군’이라며 두 명의 졸개들과 도둑질을 하며 살지만, 그의 직업은 남

을 무력으로 제어하여 물건을 뺏는 강도이다. 그가 사는 지명이 그것을 암시

하고 있다. ‘상장군’ ‘때를 만나지 못함’ 등을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를 지

어 세상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법도 하지만, 스스로는 공의로운 일을 한

다면서 도적과 다름 없는 일들을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들은 

운이 좋아 순조로이 많은 재물을 획득하나 갑자기 욕심이 일어나 혼자서 차지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구비문학대계》, 5-1,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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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다가 결국은 모두 죽게 된다. 그들의 결속력은 오직 ‘욕심’으로부터 나왔

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편찬자는 세상의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

의 꾀에 자신이 빠져서 스스로 망하고 만다20)는 보편적인 우의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물과 같은 것은 하늘이 내려준 복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쩌지 못한다는 운명론적인 교훈을 제시하기도 했다.21) 옳지 못한 욕심은 결

국은 패망을 부르고 만다는 보편적인 우의가 작가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어찌 보면 우언으로서는 조금 헐거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도 여겨진다. 설

화에 교훈적 의미를 덧보탠 정도이다. 이러한 교훈적 우의를 매우 예리하게 

포착하여 비판적으로 심화시킨 것은 박지원의 <황금대기>에 삽화로 활용되면

서 가능했다. 연암은 북경을 기행하면서 우리나라 선비들이 북경에 들어가면 

한번쯤은 꼭 보고 싶어하는 ‘황금대’에 주목한다. 황금대는 연나라 왕이 인재

를 모으기 위해 황금을 쌓아놓고 천하의 선비를 초청하 다는 역사적 장소이

다. 작가는 황금대를 물어 물어 탐색한 결과, 문헌에서의 명성과는 다른 초라

한 북경외곽의 언덕을 보고 그 감회를 하나의 기행문 형식으로 적었다. 뿐 아

니라 연이어〈황금대기〉를 지어 황금대의 역사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타진했

다. 기행문 형식으로는 작자의 생각을 피력하기에 미진하거나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후자의 작품을 별도로 마련했을 것이다.22)

  연암의 <도둑의 의리> 삽화는 <황금대기>의 결론 부분에 삽입된 것으로 

줄거리가 요약적이다. 그를 이어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다소 긴 우의를 도출

하고 을 맺었다. 

아아! 이 금도 반드시 장차 길 가에서 굴러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주워 얻었으

리라. 그 주워 얻은 자 또한 반드시 하늘에 묵묵히 감사하면서도, 이 황금이 바

로 무덤을 헤쳐 꺼내서 서로간에 독약을 먹인 끝에 나온 것인 줄은 별로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뒤까지 또 몇 천 몇 백 명을 독살할지 미처 모르리

20) 원문은 “此所謂出乎爾者反乎爾者 不攻而自破也”라고 했다.

21) “明日其失物者 遍探四方 還得其財 以此觀之 可知其有福祿者 人莫能害 有殘賊

者 天亦爲伐矣”

2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민,〈<황금대기>를 통해 본 연암 산문의 쓰기 

방식〉, 347~348쪽; 윤주필,《틈새의 미학》 173~175쪽 참조.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20  韓民族語文學(第43輯)

- 316 -

라. 그런데도 천하 사람 중에 황금을 사랑치 않는 자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주역》에 이르기를,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예리함이 쇠를 끊는다”고 

하 으니, 이것은 필시 도적의 점괘일 것이다.23)

  작가는 황금이란 끝없이 도는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

은 그것을 향해 몰려들고, 몰려들 때는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뭉치지만 

그것을 나누기 위해 분열함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그런 까닭에 황금은 언제나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된다. 주역의 ‘동인’괘는 본디 나쁘지 않은 괘이지만 한 

마음이 되는 최초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황금은 돈과 마찬가지로 이로움과 예리함의 양날을 지니고 있다. 두 

사람의 합심이 이로움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때로 쇠를 끊는 예리함을 지니

고, 또한 그들 스스로를 끊는 비정함으로 돌변한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했다. 

야담의 작가가 운명적인 우의를 드러내 분수에 순종하라는 교훈적인 우의를 

도출했다면, 연암은 황금에는 이로움과 함께 예리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반어

적 우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구비설화에 수용된 본 유화는 주인공이 도적질이나 무덤을 파는 정도

가 아니라 강도살인을 저지른다. 그 후에 세 도적은 서로 욕심이 생겨 술에 

독을 넣어 상대를 죽이려 하다가 기다리는 다른 도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남은 

도적은 독주를 마시고 죽는다. 그러나 야담이나 문집에 비해 구비설화향유층

들은 “근개 사람이 양심이 불량허면 못쓴다 그거여.”라고 하며 보편적인 교훈

을 우의로 제시할 뿐이다. 우의의 성격으로 보건대 구비설화와 문집의 중간에 

야담이 있는 셈이다.

  도둑이란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본 유화에서의 의미는 양심

불량한 자, 혹은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욕심사나운 자들이다. 이에 대해 야담

이나 구비설화의 향유자들은 욕심에 대한 징벌로서 도적들의 죽음을 해석한

23) 원문은 다음과 같다: “嗟乎! 是金也, 必將宛轉于道左, 而必將有人拾而得之也. 

其拾而得之者, 亦必將黙謝于天, 而殊不識是金者, 乃塚中之發, 而鴆毒之餘, 而由前

由後, 又未知毒殺幾千百人. 然而天下之人, 無有不愛金者, 何也? 易曰: ‘二人同心, 

其利斷金.’ 此必盜賊之繇也.” -《熱河日記》 下卷〈黃圖紀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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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연암은 사람들의 단합과 분열이라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인의 처세까지도 암시한다. 자기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단합이란 분열을 

전제로 한 것이고,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이 되어 공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욕심을 지닌 선비들은 황금을 탐낸 사람들의 걸어간 길, 즉 이

로움과 예리함 사이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점을 암시했다고 하겠다.

  한편 동일한 유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도적’을 소재로 하여 인간관계와 

의리의 문제를 다룬 우언이 여럿 더 있어 함께 살펴볼 만하다. 김주신의 <구

강의 도적>(九江盜)24)을 먼저 살펴보자. 그 내용을 단락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강의 도둑 10명이 구멍을 뚫어 도적질을 할 때 먼저 마른 자를 들어가

게 하 다.

  2) 마른 자가 구멍에 다리부터 넣고 들어가 몸이 반쯤 들어갔을 때 주인이 

알아차리고 그의 발을 당기자 남은 9명의 도둑을 불 다.

  3) 다른 도둑들은 후환이 두려워 잡힌 도둑을 베자고 의논했다.

  4) 마른 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집주인에게 빨리 잡아당겨 달라고 소리지르자 

주인은 의심하며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놓아주었다.

  5) 발가락이 잘린 줄도 모르고 30리를 도망치다가 비로소 깨닫고는 남은 도

둑들을 원망했다.

  6) 아홉 명의 도둑들은 자기들 때문에 마른 자가 소리를 지르고 그 결과 주

인이 놓아준 것이라며 원망함을 비웃었다.

  7) 마른 도둑이 잠시 생각타가 눈물을 흘리며 다른 무리들에게 감사했다. 그

리고 발가락을 자른 주인집에 절을 한 후 떠났다.

  김주신은 이 작품을 <세 가지 밉살>(三惡)이라는 제목밑에 서문을 쓰고 다

른 두 작품과 함께 적어놓고 있어 포괄적으로 우의를 지적해 주고 있다25). 그 

서문에 의하면 “벼슬하는 자들이 이끗으로 이르기를 좋아하다가 형벌에 저촉

되어도 후회할 줄을 모른다”26)는 상황에 도적들을 비유한 것이다. 

24) 金柱臣,《壽谷集》 권 12〈雜著〉

25) 양승민, 앞의 논문 64~67쪽에서 김주신의 세 작품을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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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작가의 지적을 작품 내용에 적용시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

다. 마른 도둑은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아홉 명의 도당들에게 오

로지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결과 만 흡족히 여겨 감사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런데 이를 당대 관료들에 빗대어 보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암

시해 준다. 이로움을 위해 파당을 지어 일을 도모하다가 잘못 되어 자신이 희

생양이 되더라도 목숨만 부지하면 파당을 원망하기는 커녕 여전히 파당을 짓

고 그 파당에 충성을 하는 형국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사대부 양반들을 희학적으로 기롱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인 회

의는 없이 조직의 희생양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도둑떼와 같은 모습이 당대의 지식인 관료집단에서 어른거린다면 등골

이 오싹한 일이다. 오직 이익을 위해 뭉치고 또 이익을 위해서 동료애를 저버

리는 이합집산의 몰골이 연암의 황금대 도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

만큼 조선조 관료집단에 대한 지식인들의 양심적 고백과 비판은 동일한 성격

을 띠게 된다.

  3.〈말과 소의 공다툼〉 유화 

  이 유화는 인간에게 끼친 공덕이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말과 소가 다투는 내

용을 지니고 있다. 나이 다툼이 아닌 공다툼이라는 점에서 쟁장형 우화소설인 

<두껍전>류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자기 자랑 내지 공치사로 

이루어진 언변대결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

접적으로는 돈황석굴에서 발굴된 <다주론>(茶酒論)이나 한국에서 여러 각편

이 성행했던 <규중칠우쟁공> 유화와 더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유화의 

각편은 이제까지 모두 네 작품이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다.27) 

26) 원문은 다음과 같다: “余見近世, … 㑬宦之吏, 好以利相喩, 觸刑僇而不悔. 此三

者, 余之甚大惡者也.”

27) 윤승준,《동물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181~182쪽에서는 두 작품을 발굴하여 

우언소설과 동물우언과 교섭 양상에 주목하여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을 

추가하여 우언 자체의 소통적 의미를 따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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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봉묵(曺鳳黙)의《화교유고》(華郊遺稿) 권2, 잡저에 수록된〈牛馬論功

解〉28)

  ② 차석우(車錫祐)의《해사집》(海史集) 권4, 논에 수록된〈牛馬爭功論〉

  ③ 이정현(李廷鉉)의《추탄유고》(秋灘遺稿) 잡저에 수록된〈牛馬爭功論〉

  ④ 이우준(李遇駿)의《몽유야담》(夢遊野談) 권3〈이언〉(里諺) 세번째 이야기

  문집에 세 편, 야담에 한 편이니 대체적으로 문집에 수록된 경우가 더 많다. 

이같이 문집 작가에 의해 선호됐던 이유는 아마도 특정한 논공행상과 관련된 

우의를 형성하기에 유리했던 때문인 듯하다. 또한 모두 말과 소와 관련된 중

국 고전에 근거한 고사가 번다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유화가 한문

수용층을 중심으로 유통된 배경을 짐작케 한다.29) 이들 각편의 공통단락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와 말이 서로 누가 공이 있는가 논하기로 한다.

2-1) 말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들어가며 공을 자랑한다.

2-2) 소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들어가며 공을 자랑한다.

3) 소의 공이 조금 낫다고 결론 짓는다.

3)‘어느 쪽이 더 낫다고 여길 수 없고 동등하다고 결론 짓는다.

  여기서 2-1)과 2-2)의 순서는 뒤바뀌기도 한다. 또 결론에 있어 소의 쟁공

이 이기는 경우와, 쟁공 자체를 무마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이 변이형을 표

시했다. 그러나 이상은 핵심적 단락이 이와 같을 뿐이고 그것을 전개하는 구

성은 작가에 따라 사뭇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에 따라 결말의 우의도 단순하

지 않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야기 진행의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은 선어

자(善御者)와 목우자(牧牛者)가 말과 소의 공을 자랑한다. 결말을 지을 수 없

28) 소와 말이 서로 자신의 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와 말을 기르는 사람들

의 논쟁이라는 점에서 동물우언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의 변이라고 보아 함

께 다룬다. 

29) 구비설화에서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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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객이 해결해 준다. 각자의 장점을 말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못미치니 그 

경중을 놓고 따져야 한다고 하고 소의 공이 말의 공보다 앞선다고 했다. ②는 

소와 말이 직접 자신들의 공을 자랑하다 주인에게 판결을 부탁한다. 주인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된다고 하자 수긍하고 물러선다. 

  한편 ③은 가장 복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야기 서술자 ‘나’, 논쟁 구술

자 ‘친구 오유선생(烏有先生)’, 논쟁 당사자 말[鬣者]과 소[角者]의 이중 액자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오유선생의 존재 자체도 허구적 설정임을 암시한 것이지

만, 그가 말과 소의 논쟁을 목격했다는 곳도 또한 가상적 공간이다. ‘무하유지

향(無何有之鄕) 광막지야(廣漠之野)’라고 했다. 나와 오유선생은 모두 평생 ‘기

이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

한 구성상의 설정일뿐 정말로 친구끼리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님

은 물론이다. 뿐 아니라 말과 소는 자못 치열한 공다툼을 하여 주장과 반박을 

몇차례 주고 받는다. 그 결과 소가 논리적으로 승기를 잡았으나 말은 마지막

으로 화해의 논리를 펴고 소가 그에 동의하여 결말을 짓는다. 우선 말과 소는 

사람에게 길러지는 존재로서 신령한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없이 먹여키우

는 사육 동물과도 다르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니면 자신들의 공은 

성립되지 못하므로 그 공을 자신들이 소유해서는 안되고 모두 사람에게 돌려

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송사를 반드시 없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또 ④는 부자집 주인이 기르는 ‘한마리 소와 한마리 말’[一角一鬣]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구성을 취했다. 이 부자는 평

소 말을 좋아하는 벽이 있어 요란스럽게 꾸미고 좋은 집에서 거두는 데 비해 

소는 날마다 일만 하고 먹이도 시원치 못하다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한다. 

애초 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가 논쟁을 일으켰으므로 그 주도권은 소

에 있고 결국 말은 응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 주인이 이것을 듣고는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한다: “가축도 후박을 두어

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무릇 수하 사람을 다루는 자는 한결같이 

보고 거기에 틈새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은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①은 농경사회 던 

전통사회의 통념을 드러내면서 이면적으로는 논공행상의 다툼보다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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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공력을 들여야한다는 점을 암시했다. ②는 이 유화 중에서 가장 보편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쟁공의 무의미함을 나타내면서 적재적소에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기능적 평등성을 주장했다. ③은 말과 소가 스스로 내린 

화해의 결말을 보이고 있지만, 그 우의는 인간적 의미를 농후하게 지니고 있

다. 중세적 정치체제하에서 신하들, 혹은 수하사람의 공적이란 수직적 질서의 

상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우의의 암시는 

비단 전제적 군주제를 옹호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쟁공은 자칫 개별적 기능과 

능력 상호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전체의 제어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상위의 존

재를 인식하고 그에 기꺼이 귀속하는 위계질서가 살아 있을 때의 중세의 이상

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소와 말은 그같은 결론에 동의하고 함께 사람

들이 사는 골목으로 돌아갔다고 한 것은 이 작품이 의론 일변도를 넘어 여러 

허구적 서사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한편 ④는 소와 말의 단순한 쟁공은 아니다. 어느 부잣집에 함께 사육되고 

있는 특정한 소와 말이 서로 다른 처지를 두고 공다툼을 했으므로 ‘논공행상’

의 의미가 더 크다. 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그 보상체계의 평등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논란거리로 삼

은 부분도 인간사회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점에서 ④가 야담

집에 거두어진 것은 적절해 보인다. 뿐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 없는 것

도 이러한 문제제기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여겨진다. 단지 주인의 뉘우침과 바

른 시정이 있을 뿐이다. 야담 본래의 목적의식인 풍교를 충실히 수행한 작품

이라 하겠다. 이는 유몽인이 <두더지 혼인> 유화를 국혼이라는 특정 사건의 

풍자로 우의화한 것에 상응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Ⅳ. 마무리 -야담의 우언적 소통 

  이상 야담, 문집, 구비설화 등에서 동일한 우언 유화를 수용하고 있는 작품

들을 살펴 보았다. <두더지 혼인> 유화에서는 설화성과 우언성이라는 두 가

지 방향의 서술 태도를 두루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혼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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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지만 각편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게 마련이고 그 두 가지

를 모두 강조할 경우 아주 특이한 야담이 되거나 야담 이상의 의도적 한문단

편이 되어 버린다. 이광정의《망양록》 소재 <두씨직>이나 심익운의 <분서

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우언적 쓰기는 설화 내지 야담적 소

재를 작가의 이념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두더지 혼인>에서 추출한 두 가지 방향의 서술 태도는 여러 유화에 적용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당 예화로서 <떡보와 사신>, <도둑의 의리>, <말

과 소의 공다툼> 등을 선택하고 여러 각편을 야담, 문집, 구비설화 등에서 찾

아냈다. 이중 야담 양식에서는 해당 예화의 각편이 모두 검색되었다. 그만큼 

야담은 설화성과 우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떡보와 사신>은 명분을 실상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 따른 오류를 풍자

하는 명실론적 우의를 보여 주었다. <도둑의 의리>는 욕망에 의한 결속력이 

쉽게 와해되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갈등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일상경험적 

우의를 도출했다. 이는 명분의 실상은 이끗이라고 하는 명리론의 개념으로 이

해된다. <말과 소의 공다툼>은 수하사람의 불공평한 대우가 큰 문제를 일으

킨다는 우의를 밝혔다. 쟁공 모티프를 수용하면서도 보상체계의 평등성이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야담의 구체성이라는 특

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두더지 혼인>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설화이

며, 또 각 민족 내부에서 여러 양식으로 꾸며진 작품이기도 하다. 한국문학사 

내부에서의 통시적 고찰과 함께 동아시아 비교론을 통한 공시적 고찰도 함께 

시도해야 할 터인데, 이는 다음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주제어 : 야담의 우언적 소통, 설화성, 우의성, <두더지혼인> 유화 

(Allegorical communication or 'Ya-Dam', characteristics as 

Folktale, characteristics as Allegory, The tale-type of〈mole or 

mouse's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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