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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언(序言)

 

민담의 변이형태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2) 과거의 이야기

가 현재 어떤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 대한 통시적인 조사

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파양상의 문제도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동일유형에 대한 비교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그 면모를 거론할 수 있는 초

보적 단계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구연자의 인생사(Life History)와 그 이야기의 근원, 

혹은 전승의 출발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적 전파와 통시적인 민담의 전승, 또는 잔존의 문제는 지속적인 현지조사

가 실행되면서 그 가능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방향으로의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며, 문헌과 연관시켜 현재 조사된 전설과의 비교연구한 예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3)

 특히 도깨비이야기의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물의 빈약함 때문에 

구비점승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취약함을 드러낸다.4) 이 

1) 이 은 “韓國 도깨비이야기의 類型分類와 구조에 대한 試論”(『韓國民俗學』, 23號, 民俗學會, 1990, 1∼33쪽.)  

   과 “도깨비이야기의 類型과 特徵”(『玄山 金鍾塤 박사 華甲記念會論文集』, 集文堂, 1991, 639∼651쪽)과 연결되  

   는 논의이다.　

2) 敍事民謠를 토대로 전승의 차이를 살펴본 趙東一은 그 근거를 傳承根源, 唱者, 環境의 차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唱者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敍事民謠硏究』, 啓明大學校 出版部,   

  1983, 130∼131쪽.)

3) 이런 방면의 연구로는 趙喜雄의 『韓國說話의 類型的 硏究』(韓國硏究院, 1983)와 林在海의 「說話의 現場論的 

硏究」(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물론 成俔의 『慵齋叢話』나 柳夢寅의 『於于野譚』등의 조선 문헌설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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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개도 위에서 언급한 논의방법과 대상의 취약함에 의해 논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

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도깨비론(論) 등이 단순한 구조양상이나 이를 바탕으

로 한 도깨비의 심성추출 등, 이야기와 도깨비 자체만으로 한정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서 도깨비담(譚)의 전파와 변이양상을 구명하려는 

이 은 따라서 시론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 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이양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예정으로 있다. 첫

째는 일정지역 내에서 동일유형의 이야기가 어떤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는가를 비교 검토

하겠다. 둘째는 다른 지역 간에 존재하고 있는 동일구조의 이야기적 변이 및 계승양상

에 대한 것으로서,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각기 다른 면모를 취한 유형들의 검토작업이

다. 셋째로는 한 유형의 이야기적 구조차이에 대한 논의이다. 이것은 뚜렷한 전파형태적 

모습보다는 이야기 자체의 내용탈락과 첨삭현상, 그리고 발생요인 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5)

 결국 이 이 목적하는 전라도 해안지방의 도깨비담(譚) 변이양상 구명은 지역적 한

정을 바탕으로 체계화시키려는 것에 있다. 도깨비를 인식하는 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

다. 그런 점에서 도깨비신앙 등의 수용이 가장 뚜렷한 지역인 전라도 해안지방에서 전

승되는 이야기를 토대로 할 때 이야기의 모습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전승형태가 가장 활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의 전승과 변이양상을 구명

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전라도 해안지방에서 전승되는 도깨비이야기를 

논의자료로써 선정하 다.

2.동일지역(同一地域) 내(內)에서의 변이양상(變異樣相)

 

 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가 채록된 곳은 흑산면으로 〈도깨비와 대결하

기〉와 〈도깨비에게 홀리기〉가 있다. 동일지역 내에서의 동일유형은 줄거리의 유사성

이 두드러지며 내용상으로 약간씩 차이를 보여준다. 그것은 장덕순(張德順)의 견해처럼 

전달자의 태도나 기억에 의해 이야기의 전파진행이 다르기 때문이다.6)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지역 내의 동일유형의 이야기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전달자의 기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각기의 유형들에 대한 변

이양상 및 구조형태적인 차이를 살펴 보자.

 

  1) 흑산면의 〈도깨비와 대결하기〉7)

 흑산면 내에서 조사된 〈대결하기〉 유형은 가거도라는 동일지역에서 채록된 것으

로, 두 자료는 모두 바다에 살고 있는 도깨비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즉 밤중에 바다에

서 장어낚시를 하고 있는데 도깨비불이 나타나 무서워 육지로 도망을 쳤다. 도깨비가 

계속 쫓아오자 냇가를 건너 이를 물리쳤다는 내용을 보인다. 그러나 두 자료간에는 이

그것이 도깨비와 관련한 이야기로 보기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전개할 예정이다.

5) 成耆說에 의하면 민담의 전이에서 야기되는 민담의 원형변화는 motif의 변화보다는 'motif를 둘러싸고 있는 外  

   形的 構造 내지는 등장하는 主人公의 變異를 초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 다. (“民譚의 韓國化 變異樣相”,    

  『口碑文學』 3號,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39쪽.)

6) 張德順, “民譚”, 『韓國民俗大觀․ 6』,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出版部, 1982, 157쪽.

7) 이하 〈도깨비와 대결하기〉는 〈대결하기〉로, 〈도깨비에게 홀리기〉는〈홀리기〉로, 〈도깨비 이용해 부자되  

   기〉는 〈부자되기〉로 줄여서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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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실물과 행위의 차이가 극명하다. 이들 자료

의 행위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료-1〉      ① 밤에 바다에서 장어낚시를 했다.

                 ② 바다쪽에서 도깨비불이 다가왔다.

                 ③ 무서워서 육지로 피했다.

                 ④ 도깨비가 계속 쫓아오자 냇물을 건너 피했다.8)

        

                 ①의 행위

                 ②의 행위    ①의 행위에 대한 경고(도깨비의 도전)

                 ③의 행위    ②의 행위에 따른 도피행위

                 ④의 행위    ③의 행위에 대한 갈등해소

〈자료-2〉       ① 넓덕여에서 장어낚시를 했다.

                 ② 낚시에 걸린 것을 건져보니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③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바다에서 철수하여 산으로 올랐다.

                 ④ 낚시하던 곳을 도깨비불이 한바퀴 돌더니 주인공을 추적하 다.

                 ⑤ 냇가를 건너 피했더니 도깨비불이 내를 건너지 못하고 사라졌

다.9)

   

                 ①의 행위

                 ②의 행위       ①의 행위에 따른 경고(혹은 도깨비의 도전)

                 ③의 행위       ②의 행위에 대한 암시

                 ④의 행위       ③의 암시에 의한 도피행위

                 ⑤의 행위       ④의 행위에 대한 갈등행위

 

 가거도에서 조사된 두 자료를 비교할 때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제공한다. 즉 〈자료

-2〉에서는 명확한 장소의 제시와 사건의 계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경험의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1〉은 막연한 장소설정과 사건발생의 계기를 충분히 설

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에 불과하다. 또한 〈자료-2〉는 사건의 전개에 충실

하고 있어 흥미의 유발이 가능하다. ①의 행위는 바다도깨비의 역을 인간이 침입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경고행위와 암시는 이야기의 내용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전달자

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도피행위 자체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적인 묘사가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달리 〈자료-1〉은 

이야기 자체가 막연하다. 낚시행위에서 도깨비불의 등장, 그리고 공포심에 의해 육지로

의 도망, 냇물을 건너 도깨비를 퇴치한다는 기본적인 줄거리를 개괄적으로 전달하고 있

을 뿐이다.

 〈대결하기〉의 두 자료를 비교할 경우 주목해야 할 것은 이야기의 계승양상 및 전

이형태에 대한 것이다. 이 점은 이야기의 계승이 창조적인가 퇴보적인가를 규명하는데 

8) 『韓國口碑文學大系」6-7,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596∼597쪽. 이하 『大系』로 약칭함.
9)윗 책, 614∼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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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0)

 〈자료-1〉의 제보자는 가거도 향리에 사는 김안순으로 1984년 조사 당시의 나이가 

55세이며, 〈자료-2〉의 제보자는 가거도 대리에 사는 고의숙으로 62세이다. 조동일(趙

東一)의견해처럼 연령에 의한 전승과정이 큰 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11), 

양 자료의 전승에서 어떤 쪽이 활발한 계승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대리가 가거도의 중심지라는 점과 고의숙씨가 향토사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12) 〈자료-2〉가 긍정적이며 발전적 계승을 추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대개의 지방이 그러하듯이 지역의 향토사가는 나름대로의 조사수집과 자

료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식이 일반 마을사람들에 비해 월등함을 강조적

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뚜렷하다13) 또한 자기 지방의 이야기 수집에도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에 대한 접촉이 잦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신이 제공한 이

야기의 형태를 완전하다는 자부심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자료-2〉

가 긍정적으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가거도 내에서 조사된 이야기일지라도 이야기 전달자의 구연태도나 기억에 의

해 상충된 전파과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4) 또한 이야기 자체도 구연자에 의해

서 그 내용과 줄거리의 창조적인 계승이나 퇴보적인 계승을 근본적으로 좌우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의 전승 자체도 과거와 같은 민담의 역할을 

상실하고, 특히 이농현상으로 민담의 전승이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행화현상은 

현재보다도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흑산면의 〈도깨비에게 홀리기〉

 

〈홀리기〉의 유형은 크게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도 동일유형으로 조사된 흑산면 예리의 〈자료-3〉과 심리의 〈자료-4〉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해 각 행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비교 검토하겠다.

      

 〈자료-3〉     ① 밤에 낚시질을 하러 갔는데 계속 빈 낚시가 걸렸다.

                ② 신경질이 나서 낚싯대를 올려놓고 있는데 큰 고동이 올라왔다.

                ③ 고동이 사람의 주위를 돌길래 칼로 치니까 피가 나왔다.

                ④ 그러나 고동은 낚시 끝으로 가서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를 쇠스랑  

10) 여기서 먼저 용어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즉 張德順은 민담의 전승을 창조적 방향과 파괴적 방향으로 구분한  

    바 있으나 (“民譚” 157쪽.), 趙東一은 창조적 계승과 퇴보적 계승으로 말한 바 있다. (“傳統의 退化와 繼承의   

    方向”, 『創作과 批評』 1966년 여름호, 357∼380쪽.) 그러나 민담의 전승을 방향성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전승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후자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11) 趙東一, 『敍事民謠硏究』, 135쪽.

12) 『大系』 6-7, 498쪽.

13) 본인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도 이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예를 들어 보겠다. 1991년 2월 28일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서 산간신앙을 조사했는데, 대담자 던 김모 노인(1914년생)은 자신이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했  

    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한 한학도 어느 정도 능했는데, 독학으로 공부한 것임을 누누이 강조  

    했다. 그 날 마을에서 서낭제를 드렸는데, 이때 그가 주도적으로 제의를 이끌었으며 축문 등 제의준비도 그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 

14) 여기서의 전승양상은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못했다. 이유는 본인이 현지조사로 채록한 자료가 아님이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 에서는 자료의 비교와 계승형태만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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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으라고 시켰다.

                ⑤ 만약에 고도의 말대로 했다면 사람을 끌고 갔을 것인데, 리한   

                        사람이라 칼로 긋고 피해 나왔다.15)

     

 〈자료-4〉     ① 밤에 낚시를 갔는데 고동이 걸렸다.

                ② 고동을 땡쳐 버리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소시랑도깨비가 되어 사  

                       람이 있던 자리를 었다.

                ③ 그러면 사람이 날뛰며 죽는다고 한다.16)

 

 두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다. 이야기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고동을 도깨비

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하며, 고동의 말에 따라 인간은 고통을 받는다. 

이와 같은 고동의 도깨비화는 그 지역주민들의 도깨비에 대한 관념을 반 한 결과이며, 

특히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동의 행위로 볼 때 일종의 〈대결하기〉유형과 의미적인 면에서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자료에서의 차이는 이야기적 긴장이나 사건을 이끌어가는 각 소재들의 연결상황

에서 뚜렷하다. 〈자료-3〉의 경우 사건의 복선화를 위해 빈 낚시행위가 제시되어 있으

니, 〈자료-4〉는 그런 내용이 탈락되어 있다. 또한 고동의 행위로 보면 〈자료-3〉은 

능동적 도전형태로 나타나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자료-4〉는 타율적으로 

고동이 등장한다. 이러한 발단의 차이는 이야기의 전개에서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

를 행위중심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3〉      ①의 행위

                 ②의 행위     ①의 행위에 의한 고동의 도전(능동적)

                 ③의 행위     ②의 행위에 대한 대립

                 ④의 행위     ③의 행위에 대한 재도전

                 ⑤의 행위     ④의 행위에 대한 갈등해소

     

 〈자료-4〉      ①의 행위 

                 ②의 행위     ①의 행위에 대한 고동의 도전(타율적)

                 ③의 행위     ②의 행위에 대한 결과

〈자료-3〉은 도전과 대립의 반복행위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된 긴장

을 지속한다. 이러한 반복적 대립에 대해 조동일(趙東一)은 ‘고난과 행운이 교체되는 현

실 생활 자체를 반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17) 민담의 일반적인 형식은 고난과 

행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도깨비이야기에 있어서는 도전과 대립(고난)의 행위

가 강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도깨비이야기의 특징적 성격으로서 도깨비와 인

간의 대립상황이 특이한 형태로 제시된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료-3〉의 이야기

15) 許慶會, “黑山島의 口碑文學資料”, 『島嶼文化』 6輯,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8, 293∼294쪽.

16) 윗 책, 297쪽.

17) 趙東一,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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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긴장은 보다 풍부한 편이다. 이에 비해 〈자료-4〉는 도전행위로 발생된 사건의 결

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티브로 구성된 단순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

서 양자료는 상대적으로 전승형태가 상충됨을 알게 하는데, 〈자료-3〉이 보다 창조적

인 계승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지역 내에서 유사한 구조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음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것인가, 아니면 자체 발생구조인가로 유인의 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동도깨

비형태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생적으로 

발생하 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따라서 이야기는 흑산도를 중심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

단되며 두 자료의 비교도 그런 의미망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자료-3〉은 이야기로서의 내용을 충실히 보여주며, 사실담(事實譚)의 형태로 

이야기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자료-4〉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 행위

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야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써 중요

한 작용을 한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야기의 전이가 불명확했거나 아니면 구연자의 구연

상황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료-4〉는 민담의 일반적인 전승양상

에 속한다고 하기 보다는, 한 지역 내에서 공통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 

말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도깨비이야기를 전승된 내용으로 판단하면 허구보다는 경험을 토대한 특징을 강하게 

드러낸다. 또한 인간에 의해 사건이 주도된다기보다는 도깨비의 도전이 갈등발생을 야

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어떤 요소, 즉 사건발생의 계기가 제시될 경우 

이해가 쉬워지나 첨예한 대립형태가 서두부터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전체를 긴

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3. 타(他) 지역간(地域間)의 변이양상(變異樣相)

  여기서의 타 지역은 대개가 근접되어 있거나 또는 한 개의 군내로 거리상 근접되어 

있는 지역을 설정했다. 따라서 상호 향 하에 있거나 또는 일방적인 전파에 의해 계승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

다. 육지에서 해안으로 전파된 경우도 있으나, 해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상황

이 제시될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자료로는 무안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읍의 〈부자되기〉, 보성군 문덕면과 고흥군 고흥읍의 〈부자되기〉, 신안군 하의면

과 암태면의 〈암시하기〉 유형이다. 〈부자되기〉의 경우에는 옛날이야기의 형태로 되

어 있으나, 〈암시하기〉는 주인공이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과 함께 

허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1) 〈도깨비 이용해 부자되기〉-A

  해제면과 지도읍은 같은 반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조사된 〈부자되

기〉는 바다에 거주하는 도깨비이야기로서, 사건의 발생장소도 바닷가의 갯펄이다. 특히 

주인공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흉어는 자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풍흉어를 도깨비가 관장하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형성되었다고 추

정된다. 해제면 도리포 정희채씨 부인의 제보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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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과 비슷한 

형상이나 다리가 하나이고 올려다 보면 무한히 크고 내려다 보면 무한히 작으며 성은 김

가이고, 메물( )떡을 쨉쨉소리를 내면서 즐겨 먹는다. 또 나타날 때는 물이 빠지고 뽕뽕

소리를 내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기를 많이 잡는 날에는 꼭 나타나는데 “자! 먹소”하

고 뒤로 고기를 던져 주면 따라오지 않고 이후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준다고 한다.18)

 

  이와 같은 도깨비에의 보편적인 인식태도는 〈부자되기〉 유형의 발생과 접한 관

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깨비를 어떻게 모시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도깨비에 대한 사고체계는 

바로 도깨비이야기의 사실성에 충실한 반 이며, 이야기 자체는 과거라는 시간대를 갖

고 있지만 보다 현실감을 지니며 전승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육지에서의 〈부자되기〉

와는 상이한 점이 많다. 자료는 무안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읍에서 조사되었다. 각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5〉         ① 갯펄의 고랑에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았다.

                    ② 하루는 고기가 안잡히길래 지켜보고 있으니까, 뻘에서 뽕뽕   

                           소리가 나고 불빛만이 있었다.

                    ③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니 불빛이 사라졌다.

                    ④ 도깨비의 짓으로 생각하고 다음날 메 묵을 만들어 갯펄에 뿌  

                           렸다.

                    ⑤ 다음날부터 고기가 잘 잡히자 보름날마다 고사를 지냈다19)

 〈자료-6〉        ① 도깨비를 위한 밥과 떡을 해주고 잘 사귀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었다.

                    ② 그러나 잘못하면 도깨비가 고기를 갯펄에 묻어버려 못잡게 했  

                           다20)

  

  위의 두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 〈자료-6〉은 이야기의 체계를 갖

춘 것이기보다는 바다도깨비의 능력과 성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

은 이 지역 주민들의 바다도깨비 인식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해제면처럼 도

깨비를 달래서 풍어를 얻고자 하는 ‘어장고사’가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21) 즉 도깨비가 풍어신으로서의 신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고사의 장소도 어장

이 있는 해변가로서의 도깨비의 역이 갯펄을 중심으로 한 근해임을 알 수 있다.22)

 〈자료-5〉는 일종의 고사기원설화에 가깝다. 갯펄에서의 고기잡이는 도깨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이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 묵을 공양하여 고기를 많

18) 『내고향 해제고을』， 해제면지발간위원회, 1988, 252쪽.

19) 윗 책, 272쪽.

20) 許慶會, “智島의 口碑文學資料”, 『島嶼文化』 5輯,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1987, 337쪽.

21) 『내고향 해제고을』, 252쪽.

22)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와 충남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도깨비고사나 참봉고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는 拙稿, “濟州島 도깨비本풀이의 形成樣相에 대한 考察” (『學術硏究發表論集』 5輯,  文化財硏究所, 1991,  

    345쪽∼347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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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잡게 되었는데, 이후부터 보름마다 도깨비에게 고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줄거리를 갖

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이야기와는 달리 도깨비와 인간의 갈등이 첨예한 대립으로 전

개되는 대신에 도깨비의 심술이나 변덕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도깨비의 심

술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위협상황과 결부된다. 고기잡이로 생계를 위하는 어민에게 

있어서, 어획량의 감소는 생활의 연속을 끊어버리는 방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내용으로 볼 때 행위자의 양면성이 뚜렷하며, 그것 때문에 도깨비고사가 기원했다

고 풀이할 수 있다.

사건의 전개양상으로 본다면 주체행위자는 도깨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간의 행위가 사건을 이끌어가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도깨비의 행위가 

단지 암시적인 측면이 농후한 것도 이런 사실을 반 한 결과이며, 암시를 통해 인간이 

실질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깨비는 음식을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만을 

표현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도전한다든지 위해하는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현실적으로 삶의 위문제이기 때

문에 도깨비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혹은 긴장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면모가 인간의 정신적 사고로 연결되면서 도깨비는 신격화되는 과정을 통해 

하위신격(下位神格)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 자료의 전승양상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 〈자료-5〉에서 〈자료-6〉으로 

이행되는 과정, 또는 전파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런 전이형태가 과연 절대적

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도

깨비 신앙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서 두 자료는 도깨비에 대한 믿음의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5〉는 허구성을 토대로 사실과 같은, 그리고 사실로 여겨지는 이야기의 줄거

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설의 특징 중 하나인 사실적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흥미

로운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자료-6〉은 이야기로서의 구조나 흥미가 퇴행된 상태이

다. 다만 바다도깨비의 신통력, 혹은 바다를 관장하는 초월적 능력을 소지한 신격에 대

해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두 자료의 비교는 제보자의 표현기능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자료-5〉는 제보자가 이야기를 흥미있게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강한데 비해서, 〈자료-6〉은 이야기의 전달행위에 대한 뚜렷한 의미부여가 상

실되어 있으며 단순하게 도깨비를 신성한 존재로 믿어 왔다는 자기주장에 불과하다.

 민담의 계승양상으로 볼 때 〈자료-6〉은 거의 퇴화된 형태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퇴보적 계승을 보여준다. 〈자료-5〉는 반대로 이야기의 줄거리나 ‘한 인물(人物)의 행

동을 시간(時間)의 흐름에 따라 계속 이야기하는 단선적(單線的) 진행(進行)’을 하는 민

담의 기본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23) 이런 의미에서 〈자료-5〉는 보다 활발한 내용전승

을 추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자료-6〉에 비해서는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계승

을 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도깨비 이용해 부자되기〉-B

 

 보성군 문덕면과 고흥읍에서 조사된 이 유형은 〈부자되기〉-A와는 내용상으로 큰 

23) 張德順․趙東一․徐大錫․趙喜雄, 『口碑文學槪說』, 一潮閣, 1971,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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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A유형은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일종의 경험담에 근접한다. 그러나 B유형은 옛날이야기 형태로서 주제 자체도 도깨비의 

어리석음, 혹은 성격의 단순함을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을 갖고 있다. 각기의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7〉   ① 도깨비를 이용해 부자된 사람이 논을 샀다.

              ② 도깨비가 귀찮아지자 말가죽을 울타리에 널어놓고 대문에 피를 발랐다.

              ③ 이를 괘씸하게 여긴 도깨비가 논에 자갈을 채웠다. 

              ④ 주인이 이를 보고 자갈 때문에 농사가 잘되겠다고 했다.

              ⑤ 이 말을 들은 도깨비는 자갈 대신에 소와 말의 똥을 쌓아 놓았다.

              ⑥ 주인은 논에 와서 거짓으로 농사를 망쳤다고 했다24)

 〈자료-8〉   ① 도깨비가 젊은 과부에게 욕심을 품고 정을 통했다.25)

              ② 도깨비가 갖다준 돈으로 땅을 많이 샀다.

              ③ 과부가 처음에는 도깨비인 줄 몰랐으나, 정을 통하고 나서 알았다.

              ④ 만족할 만큼 재산을 모으자, 도깨비를 떼어 버리고자 했다.

              ⑤ 도깨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 말피라고 했다.

              ⑥ 과부는 도깨비에게 말대가리를 대문에 걸고 집 사방에 말피를 뿌렸다.

              ⑦ 도깨비는 과부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는 믿지 못할 존재”라고   

                     외치고 다니다가 사라졌다26)

  두 자료는 이야기의 전개와 결과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면으로는 

상이함이 주목된다. 상이함의 원인은 이야기의 원형이 전승과정에서 변질된 것으로 추

정되지만, 어떤 것이 선행하는 유형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해남군 삼산면에

서 조사된 이야기의 경우는 〈자료-7〉과 〈자료-8〉이 결합된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

에 주목될 만하다. 즉 〈자료-8〉의 전반부와 〈자료-7〉의 후반부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 전개양상을 세 단락으로 구조분석해 보면 표 〈도깨비 이용해 부자되기 유형비교〉

와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유형
줄         거         리

채록지
발  단 대  립 결  말

1
 어떤 사람이 도깨비와 친

 교를 맺어 부자가 됨

  도깨비와의 대립

 (말피와 말대가리)

 도깨비의 보복→

 주인공의 기지(도

 깨비를 이김)

 보성군 문덕면

2
 과부가 도깨비와 정을 통

 해 부자가 됨
〃 〃  해남군 삼산면

3 〃 〃  도깨비의 패배  고흥군 고흥읍

<도깨비를 이용해 부자되기 유형비교>

24) 『鄕土文化遺跡調査』 6輯, 鄕土文化開發協議會, 1986, 119쪽.

25) 거창읍의 주필득이 제보한 ‘도깨비와 처녀’에서는 과부 대신에 처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大系』 8-5,     

    1981, 170∼172쪽 참조.)

26) 『大系』 6-3, 1984, 4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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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유형 중에서 둘째는 첫째와 셋째의 절충형태로 평가할 소지가 많으나, 오히려 원

형에 근접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조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첫째형태가 가장 원

형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계기부여→대립→보복→기지’로 이어지는 갈등

해소의 단락이 ‘계기부여→대립→패배’의 단순구성보다는 내용면에서 풍부한 느낌을 주

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셋째유형의 도깨비 패배행위는 도깨비의 어리석음

을 강조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만, 반대로 여자의 교활성-또는 기회주의

적 근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유형은 계기부여의 차이, 즉 남자는 

친교를 맞고 여자와는 정을 통한다는 차이를 제외한다면 의 줄거리는 동일하다. 도깨

비와의 대립형태로 표현된 말피와 말대가리라든지, 도깨비의 보복으로 농사를  망치게 

되자 주인공의 기지로 이를 극복한다는 내용도 같다. 셋째유형 만이 도깨비의 완전한 

패배로, 자신과 정까지 통했는데 변심해서 쫓아버리는 극단적인 반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내용상의 차이는 전승의 문제로 귀결될 소지가 많다. 기본적인 골격은 일

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깨비와의 갈등양상과 이의 해소과정이 말피와 말대가리로 상

징화되는  형태 자체도 위의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결국 도입단계에서의 

여자와 남자의 차이, 결말부 도깨비의 행위양상 등은 전승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야기

의 부연작용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27)

 도깨비는 말피와 말대가리 등 말과 관련해서 상극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도깨비

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피를 뿌리고 말대가리를 대문에 걸어놓는 행위가 요구

된다. 이것을 모티브로 삼고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가에 따라서 서두와 

결말은 차이를 갖게 된다. 특징적인 것은 도깨비를 쫓아내는 행위와 이로써 인간이 승

리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유형은 〈도깨비 이용해 부자되기〉-B에서만 찾아볼 수 있

다는 점이다. 또한 도깨비를 이용해 부자가 된다는 결말부의 일치도 특징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전승형태는 도깨비와의 갈등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도입부의 대립주체인 남자

와 여자, 결말부 도깨비의 역에서 해소되는 형태적 차이로 구분지을 수 있다.

 도입부에서 남자가 도깨비와 대립주체이면 친교형태를 보이며, 여자가 주체라면 통

정의 내용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도깨비가 남자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교와 통정

단계에서 진전하여 부를 획득하고, 이런 목적이 달성되면 인간은 도깨비를 쫓아보낼 계

략을 수립한다. 말피와 말대가리로 상징되는 해결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결

과는 도깨비의 보복행위로 이어지는데, 다음 단계의 내용이 요구되는 예와 바로 도깨비

가 패배함으로써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형태를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없는 단순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전자는 새로이 사건의 반전을 야기하는 모

티브의 부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

며, 이런 결과로 이야기의 흥미성을 높이는 구조적 발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들 이야

기의 내용상 전개로 본다면 동일유형인 둘째와 셋째유형 중에서 앞의 것이 이야기적 흥

미나 민담의 구조적 확대부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서 창조적 계승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이에 대해서는 姜恩海의 「한국 도깨비담의 形成․變化와 構造에 關한 硏究‥(西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  

    文, 1985, 26쪽.)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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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시하기〉

 

 〈암시하기〉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인간에게 가해질 

피해를 암시해주는 형태와 둘째는 명당자리를 제시하여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

기서의 〈암시하기〉는 후자의 것으로 신안군 내외 하의면과 암태면에서 채록된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풍수지리적 향은 매우 지대한 것이었다. 한 마을의 입지조건도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야 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국을 중시하여 왔

다. 또한 사람의 생과 죽음도 풍수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런 대표

적인 예가 도읍풍수(都邑風水)의 양택설(陽宅說)과 묘지풍수(墓地風水)의 음택(陰宅) 명

당설(明堂說)이다.

이러한 풍수사상은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우리 민족의 정신․생활․문

화․ 등 전 분야에 향을 끼쳤으며, 설화나 소설 등의 문학에서도 풍수와 관련한 내요

이 자주 다루어져 왔다28). 따라서 풍수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존속하여 왔으며, 

앞으로 전승되어질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도깨비이야기의 〈암시하기〉 유형에서 명당찾기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풍수지리적

인 해석 등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대개 명당을 암시해 주는 양상으로 나타나

며, 암시된 묘자리를 으로써 부자가 되었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전라도 지방에서 

채록된 도깨비이야기도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자.

 〈자료-9〉    ① 곽진원씨 조부는 선량한 사람이었으나, 가세가 곤궁하 다.

               ② 추석날 양식이 떨어져 고기와 쌀을 사오겠다고 장에 갔으나, 술만  

                      얻어 먹고 돌아오게 되었다.

               ③ 돌아오는 도중 술에 취해 길바닥에 드러 누웠다.

               ④ 잠자다 보니까 몇사람이 다가와서 사람이 죽었으니 매장해야겠다고  

                      하면서 이고 갔다.

               ⑤ 바구니섬의 재(고개)에 도착해서 말하길, 이 사람에게는 분에 넘치  

                      는 자리니 쌍개머리에 묻어 밥이나 먹게 해주자고 말했다.

               ⑥ 쌍개머리에 묻으려고 할 때 조부가 악을 써서 도깨비들을 쫓았다.

               ⑦ 다음날 부모의 묘를 재에 묻었더니 가세가 넉넉하게 되었다.29)

 〈자료-10〉   ① 진변에서 술장사를 하는 서광탈씨가 있었다.

               ② 하루는 길을 가다 세 사람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그를 붙들고 갯펄  

                      로 돌아 다녔다.

               ③ 밤새 다니다가 새벽이 되자, 진변의 한 모퉁이에 던지며 “대명당이  

                      니 죽거든 거기 묻어라”라고 말했다.

               ④ 자식들이 나중에 그 자리에 묘를 썼더니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30)

28) 최근 호남지방에서 채록된 風水說話의 연구가 李樹鳳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百濟文化圈  

 域의 喪禮風俗과 風水說化硏究院』,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86, 133∼340쪽.)
29) 『大系』 6-5, 1985, 624∼626쪽.

30) 윗 책, 670∼6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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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로부터 명당을 암시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들 유형은 모두 경험담이며, 이

를 증거할 만한 경험자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암시하기〉유형에 나타

나고 있는 도깨비의 행위는 뚜렷한 의미부여가 가능하지만,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갈 만

한 구조적 갈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느다. 따라서 도깨비의 암시행위와 이를 받아 들이

는 경험자의 행위-묘자리를 쓰는 행위-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립의 상실은 

이야기의 흥미성을 반감시키는 작용을 할 뿐이며, 동시에 이야기의 전개도 호기심을 유

발하는데 뚜렷하지 못하다. 오히려 도깨비와 같은 예견적 존재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조

될 뿐이다. 

 두 자료가 채록된 지역은 섬이다. 그러나 제보자가 이야기를 전달받은 곳은 목포와 

진변이라는 육지에서 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구연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기회가 부여

된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된다.

 〈자료-9〉는 제보자가 진도에 거주하고 있는 곽진원씨로부터 목포에서 들은 것이

다. 그런 사실로 보면 이 이야기는 진도에서 목포로, 다시 하의면으로 전파되었다는 전

승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세 지역으로 전승하는 동안에 이야기적 작위행위가 개입되었

을 여지는 충분하다. 이 이야기에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은 술이다.  술에 의해 도깨

비-이야기 상으로는 낯선 사람-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경험이지만, 이들의 경험이 확실하

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의 상황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관적

인 개입작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의 전개상황으로 볼 때 〈자료-9〉의 구연내용이 보다 풍부하며 구체화된 면

모를 보여준다. 예컨대 〈자료-10〉에서는 서광탈씨가 낯선 사람과 만나는 계기가 불명

확하지만, 〈자료-9〉는 술취한 결과 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도깨비를 만났다고 하는 

확실한 정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그 이전의 상황도 〈자료-9〉는 곽진원씨 조부의 

생활상이나 사건발생이 추석 때라는 매우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확실한 지명을 언급하여 이 이야기가 진실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러한 민담

의 본개양상, 즉 전설과 같이 있었던 사실로 정착하려는 민담의 전개방향은 원래 민담

의 전개방향은 원래 민담의 본질로서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도깨비담(譚) 들의 내용 자

체가 경험담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자료-9〉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허구성이나 구연자의 작위성이 개

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허구성이 강화될 경우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

게 단순한 흥미거리에 불과하게 될 소지가 많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게는 공

감대의 형성과 설득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의식의 차원에서 가공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표현과정에서 그럴듯

하게 이야기된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을 떠난 허황함

에 바탕을 두고 표현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예술적 형상화가 

불가능하고 전승자의 문학적 관심을 끌 수 없게 되어 설화로서의 전승력을 잃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구로 의식되는 이야기는 현실성에 근거를 둔 그럴듯한 표현양식에 담

기어져서 이야기되어야 청중의 문학적 흥미를 자극시키고 화자 자신의 표현욕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설득력을 확보해서 이야기로서의 전승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31)

31) 임재해, “설화의 존재양식과 갈래체계”, 『구비문학』 8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116쪽.

    하지만 이 이 민담의 현재적 진화․발전 단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현  

    존하는 민담들의 내용적 현상만을 토대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은 기존 민담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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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해의 견해는〈자료-9〉의 구조적 형태를 규명하는데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

다. 즉 〈자료-9〉가 긍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야기가 지니는 사실

적 면모가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건의 체험자, 사건의 발생이유, 발

생장소 등이 확실하게 제공되어 청중들이 관심을 끌수 있게 되며, 또한 이야기가 추구

하는 의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야기의 전파에도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

나 〈자료-10〉은 그러한 확실성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료-10〉이 민담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

만, 민담의 개연성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전승양상은 〈자료-9〉에 비해 현격한 원형변

질의 과정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자료-9〉는 구체화된 전승과정을 잘 드러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전파와 사실적인 내용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 

계승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동일유형(同一類型)의 변이양상(變異樣相)

 〈도깨비방방이 얻기〉유형이 조사된 지역은 보성군 문덕면과 진도군 지산면, 함평

군 신광면이다. 이들 지역은 상호간 이야기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만큼 근접

된 곳은 아니다. 이야기 내에 구성상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도 이와 같은 지역적 괴리

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된 자료들은 모두 뚝딱방망이를 얻음으로써 

부자가 된다는 것이며, 혹떼러 갔다가 혹붙이고 오는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채록되지 않

았다. 도깨비는 있지만, 중요한 차이는 혹을 떼고 붙이는 행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혹을 떼고 붙이는 행위가 결합된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것이 지역적인 차이 때문인지는 규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면 각 자료가 보이는 

구조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각 자료에서 명확한 차이는 재상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자료-11〉

〈자료-12〉는 첫째 상황과 둘째 상황이 대립된 반복구조를 보이고 있느나, 〈자료-1

3〉은 단일형태의 구조로 끝난다. 이것은 구연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 구조결과이다. 

즉 병치된 상황이 단일화되어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난 것은 원형의 퇴보나 축소화현상 

    질을 정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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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방망이 얻기〉의 구조적 차이32)

          자    료

 차    이
11(보성군 문덕) 12(진도군 지산) 13(함평군 지산)

주인공의 가족 열댓명 어머니와 형제 어머니, 형수, 아들

열      매 개금(가족수) 은  행 깨  금

노 숙 상 황 저녁에 소나기 만남 저  녁 없  음

노  숙  처 헛  간 절 절

방망이 명칭 요술망치 뚝딱방망이 뚝딱방망이

내 부 상 황 헛 가 래 벽  장 다락벽장

대 립 인 물 이웃사람 동  생 없  읍

재  상  황 매맞고 집안이 망함 육체적 고통 없  음

결       말 주인공만 부자가 됨 동생의 참회 주인공이 부자됨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구연자가 인과응보적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단일 테마로서 

도깨비방망이의 신통력에 매력을 갖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의 개연성은 보다 타당한 상황-예를 들면 구연자 자신의 전승자적 역

할 등-을 도출한 경우에만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에서는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만 언급하고자 한다.

 〈자료-11〉과 〈자료-12〉의 구조는 모티브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표를 참고로 하

면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한 것같지만 일치되는 모티브는 거의 없다. 주인공의 가족들도 

〈자료-11〉은 열댓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지만 〈자료-12〉는 형제와 어머니만이 있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선정은 대립인물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이야기의 교훈적 기

능을 명쾌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자료-11〉은 이웃사람과 대립상태에 있으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권선징악적 인과응보가 강조된

다. 〈자료-12〉는 형제간의 대립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인과응보적 내용도 엿보이나 

형제간의 우애가 주제이다.

〈도깨비방방이 얻기〉에서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부의 획득에 있다. 부

의 획득은 〈부자되기〉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넌 사실은 도깨비 이야기가 형성

되거나 새로운 모티브가 삽입된 당대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주

인공의 출신성분은 대개 하층민이거나 하층계급에 속한는 나뭇꾼으로 등장하는데, 이들

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생활을 위하는 기초적인 의식주의 해결이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당대의 의식구조가 반 되어 현재 전승되고 

있는 도깨비이야기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33)

〈도깨비방망이 얻기〉 유형은 산이라는 발생장소와 밤이라는 시간적 공간을 동일하

32) 〈자료-11〉 :『鄕土文化遺蹟調査』 6輯,  120∼121쪽.

    〈자료-12〉 :『大系』 6-1, 1980, 402∼405쪽.

    〈자료-13〉 :『大系』 6-2, 1981, 717∼718쪽.

33) 姜秦玉은 설화의 광역화된 전승은 인간이 희구하는 부귀와 화라는 현실적 달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  

    과 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바 있다. (「韓國傳說에 나타난 傳承集團의 意識構造硏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11쪽.)

    위의 내용에 따른다면 도깨비이야기 중에서 〈도깨비방망이 얻기〉유형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사  

    실은 방망이를 통한 부의 추구가 주제로 나타났다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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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독의 도깨비에 의한 상황전개가 아니라, 군집된 상태의 도깨

비와 만나면서 사건이 발생한다. 이러한 도깨비의 군집성은 다른 이야기유형이 단독으

로 등장하고 있음과 차이를 보이며, 일본의 귀(鬼)(おに)도 산에 거주하고 군집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호관련이 유추된다.34) 특히 경험담의 형태를 취한는 도깨비이야기

는 대부분이 단독의 도깨비가 등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해

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산이라는 발생장소와 함께 노숙처가 헛간이나 폐허가 된 절간으로 상징화되고 있음

도 흥미있는 점이다. 먼저 헛간 형태는 사냥꾼들의 임시막(거처)이나 화전민 등의 폐가

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폐허가 된 절간의 등장은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건 

이후에 야기된 결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즉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대사건 이후

에 각종 사원이 소실되거나 폐허가 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또다른 계기

부여가 가능한 것은 중세 이후의 잦은 농민항쟁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농민항

쟁은 농민들의 고립적이며 분산된 형태로써 자연발생적인 일회성의 특성을 갖고 있었

다.35) 보다 강력한 투쟁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행위가 자행되면서 발생한 민란들로써, 1862년 발생된 진주

민란이 시발적이며 대표적인 사건이다.36)민란의 결과로 농민층의 사회의식에 대한 각성

과 이에 따른 약간의 개혁이 시도되기는 했지만, 농민들의 기본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37) 오히려 이들은 생활기반의 상실로 타 지방으로 유랑하게 되거

나, 산적 등의 신분적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을 뿐이다.38) 폐허가 된 절간은 이런 사람들

의 노숙처나 근거지로 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근거로 할 때, 주인공이 만난 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산적의 유형

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근접한다.39) 즉 밤중에 산적들이 약탈한 재물과 음식으로 즐기고 

있을 때, 주인공이 깨끔을 물어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산적들이 도망을 치자 주인공이 

여기서 얻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는 형식으로 이야기 구성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도깨비 방망이의 문제는 주인공의 재물획득을 합리화시키는 장치로서 완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도깨비가 부의 생산자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

 〈도깨비방망이 얻기〉의 중심인 1차 에피소드의 내용은 이러한 원형소에 의해서 형

성되었으며, 재상황의 내용이 부연․확장하여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된 것으로 짐작된

다. 이와 같은 가설이 용납된다면 〈도개비방망이 얻기〉유형은 임진왜란 이후에서 조

선 말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주인공의 경험담과 결부되면서 다양한 이

야기거리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전라도지방에서 조사된 〈도깨비방망이 얻기〉의 결말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없

다. 〈자료-11〉은 매를 맞고 집안이 망했다는 형태의 징벌로 끝나며, 〈자료-12〉는 

육체적․고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자

34) 馬場あき子, 『鬼の硏究』, 三一書房 : 東京, 1971, 111쪽.

    이 에 의하면 다리와 성문에 출현하는 おに는 단독으로 활동한다.

35) 宋讚燮, “1862년 진주농민항쟁의 조직과 활동”, 『韓國史論』 21호,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9, 317쪽

36) 金鎭鳳, “民亂”, 『韓國史論․4』, 國史編纂委員會, 1976, 119쪽.

37) 윗 , 129쪽.

38)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창작된 대표적인 소설로 洪命熹의 『林巨正傳』을 들 수 있다.

39) 이와 유사한 내용을 馬場あき子의 『鬼の硏究』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산에서 출몰하는 귀신을 소규모의   

    도둑집단이나 체제이탈집단으로 추정하고 있다.(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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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13〉의 경우는 착한 아들이 보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며, 재상황이 

설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특수한 내용의 결말로 인해 이야기가 새

롭게 전개되거나, 혹은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수한 예로는 주로 덕과 봉화

에서 조사된 것으로 남자의 성기가 길어지는 고통을 받거나, 또는 이런 신체적 이상함

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를 만나 같이 산다는 식으로 새로운 상황을 설정하는 이야기

들이 있다.40) 결말의 지역적 차이는 지역적 향토성이 반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야기

가 추구하는 교훈성에 의해 변형되기도 한다41) 따라서 전라도 지방의 〈도깨비방망이 

얻기〉 유형은 극단적인 인과응보를 표현하기 보다는, 인화와 개과천선의 당위성을 앞

세운 교훈성이 부각되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5 . 결     어(結語)

  이 은 이야기의 채록지가 전라도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지만, 이야기의 변

이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민담의 전승이라는 면에서 논의가 

요구된다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 양상에 주목해서 논의

하 다. 첫째는 동일지역 내에서의 변이이며, 둘째 다른 지역 간에 존재하는 동일구조의 

이야기, 셋째는 한 유형에 대한 구조적 차이와 발생 등에 관한 것이었다.

 도개비이야기의 변이양상 구명은 비단 도깨비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

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 에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동일유형의 이야기

라 할지라도 지역적 전승과 제보자들의 차이가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한 경험담을 토대로 구성된 이야기는 허구성이 보다 확장되어 이야기를 흥미있게 이

끌어가는 면모를 보이지만, 시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전설을 사실

로 드러내기 위해 지명이나 실존인물을 동원하는 특징이 경험담을 토대로 한 도깨비담 

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 유형에 대한 구조적 차이를 살펴본 〈도깨비방망이 얻기〉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결말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혹을 붙이고 혹을 떼

는 행위가 삽입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는 대신에 결말의 단순성이 뚜렷하 다. 하지

만 경북지방에서는 결과 때문에 이야기가 확장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덕이

나 봉화지방에서는 2차 상황의 결말로 성기가 늘어나는 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이야기가 확대부연되고 있다.

 이상으로 도깨비담의 특징과 변이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에서는 무엇보다 

현지조사에 의한 이야기의 채록이 아니라. 발표된 조사자료를 논의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빈약함이 있다. 그러나 전승형태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변이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가에 대한 비교양상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현지조사를 확대하여 이런 결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도깨비담에 대한 지역적 차이와 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는데, 

40) 『大系』7-6의 76∼78쪽과 475∼478쪽, 그리고 『大系』 7-10의 521∼523쪽 참조할 것.

41) 결말처리양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拙稿, “도깨비방망이얻기의 構造와 結末處理樣相” (『韓國民俗學』 24호, 民俗  

    學會, 1991, 37∼43쪽.)에서 主題와 口演者의 性別로 나누어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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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채록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논의가 현재보다 충실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도깨비담의 총체적인 위상을 밝히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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