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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 사신이 조선의 인재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방

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떡보 민담은 흔히 지배층

에 대한 민중적인 반감의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중국이

라는 외세에 무기력한 지배계층과는 대조적인 민중의

저력을 과시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1]

이러한 떡보 민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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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보와 사신 민담에 드러난 전통 콘텐츠의 작동 원리

The Operating Mechanism of Traditional Contents
Shown in the Ddaekbo and Envoy Folk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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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떡보와 중국 사신 민담은 흔히 외세에 무기력한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 담긴 이야기로 알려져 있

다. 수문답으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을 기표 이론으로 설명한 연구결과가 있다. 중국 사신의 위치를 대타자로 간주하는

등의 라캉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떡보와 사신의 욕망의 성격 차이를 분석하여 떡

보의 담론 승리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즉, 떡보의 욕망은 충동이며, 충동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격

이 담론 승리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 사신은 대타자가 아니라 실재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충동의 형태로 반복되는 열등한 주체의 욕구에 대한 실재계의 응답으로 사신의 지위를 설정할 때 전통적인 민담 콘

텐츠의 작동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요어 : 떡보민담, 라캉, 기표, 욕망, 충동, 대타자, 실재계

Abstract The Ddaekbo and Chinese envoy story has been known as a folktale criticising the helpless ruling 
class by the people. It’s been explained that the hand gesture communication with the signifier theory. And it’s 
been analysed that the Chinese envoy is in the ‘The Other’ position with Lacan theory. But it showed that the 
winning factor of Ddaekbo could be elucidated by the difference of the desire feature of two conflicting 
subjects in the study. It claims that the Ddaekbo’s wanting is the impulse not the desire and he’s won the test 
by the repetitive and persistence impulse. And it’s proper that the position of the Chinese envoy is ‘the return 
of The Real’ not the ‘The Other’. It’s easy to understand the operating mechanism of the traditional folktale 
contents once the envoy’s position is the return of The Real responding to the repetitive impulse of the inferior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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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수문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의사소통의 기

발함에 대한 분석이 있다.[2] 묵언으로서의 수문답은 한

자라는 보편문어문자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표

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의의 누빔점은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 고답담론(중국 사신)과 기본적 욕구(떡보) - 발

현되어 비록 상이한 기의이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는 것이다. 이는 라캉의 기표이론을 차용한 분석으로,

라캉은 기의에 앞서는 기표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의는

기표의 환유적 연쇄 속에서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

고 부유하다가 누빔점으로 작용하는 상호 의사소통 기

회가 소급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보통은 지배기

표의 등장으로 해당 기표 밑에서 미끄러지는 기의가 소

급적으로 누락된(분열된) 고정 의미를획득하는 전이 기

제로 누빔점을 설명하나 떡보의 경우 전통적인 라캉의

기표이론으로는 다소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

는 민중적 힘의 표현에 대한 분석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본다. 중국 사신의 역할에 대한 분석도 라캉의 정신분석

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당시 조선의 상류층에 대

한 ‘대타자’로 중국 사신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상징계의

인격체로 불리는 대타자는 상징계로 진입한 주체들의

욕망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 기표의 수준에서 - 인정/

규정/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국 사신에 대

타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조선의 지배계층이라는

상징계의 대타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떡보 이야기에서는 당시 지배계층

이 대타자이고, 중국사신은 외부 교란 효과로 보는 것이

적절한데, 이에 대해서도 민중적 힘의 표현에 대한 분석

에 역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수문답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강의 상징적

의미나, 떡보 이전에 등장한 조선의 대표자로서 황희 정

승에서 미지의 장부로, 결국 떡보로 나타나는 인물의 변

화 양상, 중국 사신과 소통할 수 있는 민중의 고양된 지

위 등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3] 강(江)의 경우 중국과

조선의 국경에 해당하여 비중국/비조선이라는 국적을

특정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이라는 측면

을 강조한다고볼 수 있다. 어느 영역인지알 수 없는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모호한 의사소통이라는 설정을 통해

역사적인 구체성을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민담의 특색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조선의 대표 인물이 공인된 체계 내

의 정승에서 미지의 장부로, 결국에는 일자무식인 떡보

로 변천하는 과정에서도 민중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민담의 특색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사신과 의사소통이 되는 떡보를 통해서는 당시 상류층

보다 오히려 민중이 우월하다는 시각을 드러낸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떡보 민담은, 국

경이라는 모호한 장소에서 오인된 의사소통을 통해 외

세에 무력한 지배계층을 비판하는 민중의 저력을 표현

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 동원된 라캉의 기표이론과

대타자 개념은 적절하나, 오인된 의사소통을 통한 담론

적 승리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다소 부족하고, 중국 사

신에 부여한 대타자의 개념 때문에 조선의 지배계층의

지위가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보충해보

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민담과 같은 전통 콘텐

츠의 작동원리에대한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 콘텐츠를 활

용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Ⅱ. 본론

1. 민담 콘텐츠의 구조 : 욕망/충동의 대립

라캉의 기표이론에서는 기표 밑에서 미끄러지는 기

의가 지배기표라는 누빔점을 중심으로 고정된다고 설

명한다.[4] 하지만 이때 기의는 자연 상태의 의미를 전

부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누락된, 분열된 형태로 소급

적으로(사후적으로) 고정된다. 이것은 기표로 구성되는

상징계에 진입하는 실재(the Real)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으로 라캉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림 1. 라캉의 욕망 그래프
Figure 1. The Desire Graph of Laca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545-551,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47 -

이를 라캉의 욕망 그래프로 상술하자면 그림 1에서

와 같이 지배기표의 의미화 연쇄 과정에서 존재(주체

혹은 의미, 즉 자연 상태의 실재)는 누빔점을 통과하면

서 분열된 의미로 고정된다.[5]

그래프에서 누락된 의미가 나타나는 방향이 과거로

소급되는 이유는 지배기표가 등장하여 누빔점으로 작

용하기까지 의미가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존재하지 않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의 실재(의미, 주

체)는 이미 현존하지만 그것이 유효한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지배기표와 만나는 누빔점을 통과할 때이다. 이

설명을 적용하면, 사신이 손가락으로 원형을 그렸을 때

사신을 지배하는 기표는 고답담론이므로 하늘의 이치

라는 철학적 의미로 고정되지만,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욕구의 기표에 지배되는 떡보에게는 둥근떡으로 의미

가 고정된다. 물론 이때 하늘의 이치 중에서도 사신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하늘의 이치와, 둥근떡 중에서도 떡

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둥근떡의 형태로 고정된다. 즉

누락된 의미로 고정되는 것이다. 비슷한 과정을 통해

손가락의 개수(삼강오륜과 떡의 개수)와 수염(염제)-배

(복희/포만감)라는 기표 역시 지배기표의 누빔점에 따

라 상이한 기의로 고정된다. 이처럼 떡보 민담은, 문자

와 말을 통한 상호 확인 과정이 불가능한 특수한 조건

에서 순수한 누빔점의 기능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라캉의 기표이론을 동원한 분석을 이용하면

상이한 의미 고정을 통한 오인된 의사소통의 기제를 파

악할 수 있다. 하지만 오인된 의사소통만으로 떡보의

담론 승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신은

오인된 의소소통을 통해서만 떡보의 능력을 높게 평가

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이 이야기에서 상이한 지

배기표에 지배당한 분열된 주체의 욕망을 분석하기 전

까지는 떡보의 담론 승리의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 담론 승리의 좀더 깊은 측면에서의 이유는

바로 주체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해보자.

다시 라캉의 욕망 그래프로 설명하면, 그림 1에서 누

빔점을 우측 하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통과하는 실재를

주체라고 보고 분석할 수 있다. 자연 상태의 주체가 가

진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 중에서 지배기표와 부합하

는, 대타자가 인정하는 욕망만이 상징계에 진입하기 때

문에 분열된 주체로 탄생하게 된다. 이때 주체가 잃어

버린 욕망은 일종의 잔여물로서 분열된 주체에게 고착

되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라캉은 이 잔여물을 '

대상 a'라고 부른다.[6] 대상 a는 실재계를 표상하는 것

으로 분열된 주체로 살아가는 상징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빈 그릇, 텅 빈 기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상 a는 실재계의 잔존물이기도 하지만 이는 상

징계 진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기표로 사

후적으로 구성되는 기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

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상상계와 상징계의 양대 재현 방식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 원초적 대상에 대한 접근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상 a는 불

가능성으로의 원초적 대상의 자리이다.”[7]

분열된 주체는 끊임없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이 대

상을 추구하게 되는데, 대상 a는 원래 주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소 범박하나 이는 '음악이 없

는 세계에 태어난 모짜르트'를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음악이라는 기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징계에

진입한 이 주체가 겪게 될 공허함과 갈증의 원인은 바

로 음악에 대한 열정, 즉 대상 a라는 것이다. 주체는 음

악에 대한 열정(대상 a)이라는 욕망에 집착하면서도 이

를 표현할 수 있는 기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헛된 대

상(기표 팔루스(pallus))을 추구하게 된다. 자신의 갈증

을 적셔줄 것으로 착각케 하는 대상(팔루스)을 끊임없

이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다소 모호한 개념

인 팔루스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주체에게 상상적인 만족감, 근거 없는 충족감을 주는 모든

것, 자신의 결여를 채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無)일 뿐인 이 모든 것이 팔루스라는 상징 속

에 포함된다.”[8]

분열된 혹은 거세된 주체(모짜르트)는 내리는 빗소

리나 종소리와 같이 주체의 대상 a과 유사한 대상들을

추구하면서 실망만을 맛보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은 헛

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라캉의 정

신분석학에서 분열된 주체가 겪는 신경증적 증상은 상

징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고유한 특징이고, 실

재계의 잔존물인 대상 a에 근접하는 기표를 주체가 전

이 과정을 통해 자각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

다. 물론 대상 a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상'을 통해 주체는 자신을 보호하면서

도 대상 a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라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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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는 분열된 주체의 대상 a에 대한 욕망은 환상

을 통해 추구되면서도 실재와 주체를 구분하는 가림막

으로 환상이 작용하기도 한다.[9] 즉 환상은 주체의 내

밀한 욕망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가리기도 하는 역설적

인 기능을 수행한다. 떡보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환상

의 기능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국경(강)의 역할을

양자물리학의 끈이론으로 추후 상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라캉의 주체이론을 염두에 두고 사신의 욕망

을 분석해 보면, 사신의 지배기표는 고답준론이다. 즉

당시의 삼강오륜이나, 염제와 복희의 치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현

학적인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치세나 정치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기표로서 의식주가 해결된 이후의 인간

이 느끼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신의 대상 a는 우

주의 원리와 같은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욕망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처럼 거대하고 근원적인 깨달음에 대한

욕망도 의미가 있으나 사신이라는 주체에게 생사가 달

린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중국 사신은 이 이야기에서 약소국 인재의 역량을 진단

하기 위해 지배자의 입장으로 등장하므로 아쉬울 것이

없는 욕망의 담지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신의 대상

a는 초월적이고 거대한 담론으로, 주체를 집요하게 몰

고 갈 수 있는 역능(puissance)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이제 떡보의 욕망을 분석해 보면, 사신과 달리 그 욕

망의 성격이 고상한 담론과는 거리가 멀다. 떡보는 떡

이나 실컷 먹어보자는 의도로 자원했고, 사신과의 대담

이 실패했을 때 직면하게 될 비난이나 형벌 따위는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마 떡보의 대상 a는 포만감

이나 충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

젖가슴에서 느끼는 충족감, 포만감 후에 맛보는 시원한

배설감 같은 것이 아닐까. 떡보를 추동하는 대상 a는

욕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욕구에 가깝고, 이러한 종

류의 욕구를 라캉은 충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떡보

의 역능의 원인은 욕망이 아니고 충동인 것이다. 욕망

에서는 주체가 대상 a로 표상되는 실재계의 잔존물을

직접 겨냥하지만, 충동에서는 대상 a의 주변을 돌아서

충동 자체를 재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순충동이나

항문충동으로 설명하면 이런 특색을 이해하기 쉬운데,

구순충동에서는 입술이라는 성감대의 접촉 쾌감을 맛

보기 위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대상을 반복적으로

추구한다. 항문충동에서는 항문이라는 성감대의 배설

쾌락을 위해 배설물에 집착한다.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

에 해당하는 충동 외에도 지젝(Zizek)은 욕망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추구, 대상 주변을 맴도는 순환적인 성

격을 충동의 주요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입술이나

항문과 같은 성감대 혹은 기관들이 집요하게 반복적으

로 그 자족감의 재생산을 최종 목적으로 추구하는 행위

와 의도가 바로 충동인 것이다. 충동의 최종 목적은 반

복을 통한 부분대상(기관)의 쾌락이므로 마치 이것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살인로봇과 비슷하다고 지젝은 설

명한다. 거의 파괴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살인로봇

이 자신의 미션인 여주인공의 살해를 위해 몸통만으로

기어가는 기이한 모습을 충동의 형상으로 설명하는 것

이다. 지젝의 묘사를 인용해 보자.

“충동은 특정한 요구에 집착한다. 그것은 변증법적 술책으

로 사로잡을 수 없는 기계적인 고집스러움이다... (터미네이터

는) 다리조차 없는 금속질의 뼈대뿐일 때도 자신의 요구를 끝

까지 관철하며 타협이나 주저의 여지없이 자신의 희생물을 추

적하도록 프로그램 된 로봇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10]

이상의 분열된 주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신의 욕

망과 떡보의 충동이 대결하는 장면이 바로 수문답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이상학적 욕망과 집요하게 반복

되는 충동이 손동작으로 말없이 고요하게 일어나는 장

면으로, 이를 요약하자면 표 1과 같을 것이다.

표 1. 수문답의 내용 전개
Table 1. The Exchange Flow of Hand Gesture

기호 / 주체 중국 사신 떡보

손 모양 하늘의 이치 떡

손가락 개수 삼강오륜 떡

수염과 배 정치철학 떡

떡보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자신의 충

동인 '떡'만을 지시한다. 떡보의 대답은 터미네이터의

무시무시한 기계적인 힘을 느끼게 한다. 이런 대결에서

과연 어느 쪽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자신의 죽음

도 불사하는 집요한 반복, 즉 충동이 승리하는 것이 자

연스럽지 않을까. 또한 이 지점에서 민담의 의미를 감

지할 수 있다. 민중의 힘은 거대담론에 대한 고상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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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아니라, 부분대상의 집요한 반복으로서의 충동을

통해 표현된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충동을 반복하는 것, 상징계의 질서를 구성하는

지배기표의 이면에 숨겨진 거세당한 자신의 근원적인

욕구를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민

담의 힘이 폭발한다. 떡보의 민담은 이러한 민중 고유

의 힘을 단순한 이야기로 환원시켜 그 폭발적 근원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당시 조선의 지배계층이 무기력하게 묘사된 이유도 알

수 있다. 즉, 상류계층이 집요한 반복으로서의 충동을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황희 정승처럼 중국 사신

과 유사한 고답준론의 욕망으로 겨우 제압하는 것이 가

능했을 것이므로 결국 떡보라는 민중의 대변자가 등장

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민중적 힘의 표현

으로 욕망 대신에 집요하게 반복되는 충동을 차용한 것

은 이 민담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

다.

2. 민담 콘텐츠의 캐릭터 : 실재의 응답

조선 지배계층을 인정/규정/금지하는 대타자로 중국

사신을 보는 관점이 있지만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의 대타자는 당연히 조선의 지배계층으로 보는 것이 자

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상층

의 위치가 당연히 대타자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 입장 역시 그 사회의 대타자의

지배기표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적

절하다. 즉 피지배계층을 수탈의 대상으로 보는 당시

지배계층의 지배 기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피지배계층의 간절한

구원에 대한 요청으로서 중국 사신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면 이 민담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 라캉의

이론에서 이는 ‘실재계의 응답’으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에서 부상당한 주인공 톰

행크스가 다가오는 적군의 탱크를 향해 권총을 무기력

하게 쏘는 장면에서 실재는 응답한다. 탱크를 향해 쏘

는 권총은 어떤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겠지만 갑

자기 탱크가 폭발하고 만다. 주인공과 관객은 순간적으

로 권총의 총알에 의해 탱크가 폭발한 것이라고 착각하

지만, 바로 다음 순간 우군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지

르는 장면이 나와 그 의문을 풀어준다. 즉 우군의 전투

기가 마침 그 시점에 탱크를 파괴한 것을 우리가 착각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착각과 함께 어떤 감동을

전해주는 묘한 측면이 있다. 순간적이지만 우리는 무기

력한 주체의 위치를 벗어나 전지전능한 위치를 차지하

여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한 기분을 맛보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을 라캉은 실재의 응답으로 표현하며

특히 지젝이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무능력을 전능성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남근적 전도가 실

재의 응답으로 속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적으로 우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인준으로 자신의 전능성에 대한 신

념의 지지물로 지각하는 실재의 몇 조각이 항상 얼마간 존재

한다....일관성을 보증하는 일종의 담보물 구실을 하는 실재의

몇 조각이 얼마간 존재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상징적 의사소통

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11]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실재의 응답은 오인된 의사

소통의 근원적인 작동원리이기도 하다. 자신의 과대망

상적인 욕망에 대해 현실적인 응답이 들려온다고 착각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근원적인 작동 원리라는 것이다.

떡보 민담에 이를 적용하자면 수탈의 대상으로서 배

불리 먹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떡보라는 주체는 현재

의 대타자인 지배계층에 대해 저항하고 그 세력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떡을 먹고자하는 집요한 충

동에 몸을 맡긴 상태로 인재 모집에 자원하고, 중국 사

신과의 수문답에 응하면서 떡보는 집요한 충동의 몸짓

을 계속한다. 그리고 문득 그 충동에 대한 응답이 도래

한다. 중국사신이 경탄하며 떡보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

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실재의 응답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억압당한 주체의 욕망이 충족되지만 이는 주체의 우월

한 능력 덕분이라기보다는 우연한 일치로서의 실재의

응답일 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체는 자신의 우

월한 능력에 대한 향유, 주체의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민중의 해방감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 민담이 민중의 저력을 표현하는 이야기라

고 설득력 있게 천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충동

의 속성과 함께 실재의 응답으로서의 중국 사신의 지위

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실재의 응답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주체인 떡보에 대한 조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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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층의 추후 행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지배계층은 떡보에게 상을 내린다. 상을 내리는 것은

주체의 행위를 인정해주는 대타자의 위치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배계층의 대타자로서의 면모는 이 민

담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며, 중국 사신은 실재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할 때 이 민담이 가진 아름다움과 감동의 기제를

이해되기가 더욱 용이해진다.

Ⅲ. 결론

떡보의 민담이 표현하고 있는 민중의 힘을 욕망과

구분되는 충동의 속성으로, 외세의 성격을 실재의 응답

으로 규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단순하게 지배계층에 대

한 반감, 중국 사신과의 오인된 의사소통을 통한 우월

적 지위 점유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는 민중적 힘의

발현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집요한 반복으로서의 욕망인 충동을 통해 폭발하는

민중의 힘, 실재의 응답으로서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

로 발휘되는 성공적인 욕망의 실현을 이해할 때 민중적

힘의 발현 양상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로 파악할 때 당시 지배계층의 위치가 대타자로 고정되

어 떡보에게 포상을 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수용되는 것도 알 수 있다.[12]

이 민담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민담적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표, 욕망,

실재 등의 라캉 이론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판단된다. 역사적 사실과

의 괴리감은 수문답이 이루어지는 국경(강)의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

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강은 흐르는 무정형의 유체이다. 바람과 지형에 따라

얼마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형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강 위에서 욕망/충동이 맞부딪치면서 고

요하게 진행되는 오인된 의사소통인 수문답과 그것의

결과인 실재의 응답으로서의 승리를 되새겨보자. 이 영

역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한 환상공간처럼 느껴진다. 모

든 양태를 수용하고 강한 욕망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가는 잠재적인 공간이 감지되는 것이다. 이 공간

은 양자물리학에서 표현하는 끈이론(string theory)과

기묘하게 닮아있다. 끈이론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

본적인 입자(원자와 분자 등)들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모양들은 사라지고, 대신 진동하는 동그란 끈 모양이

그 모든 입자들을 생성시킨다. 이 둥근 끈이 어떤 모양

으로 진동하느냐에 따라 만물을 구성하는 에너지와 입

자로 모습을 드러낸다.[13]

이 끈 모양이 어떤지 들여다보기 위해 인간의 시선

이 향하는 순간 -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광자

(photon)를 가하는 순간 - 구체적인 입자의 모습이 우

리의 눈앞에 현현한다. 민중의 힘은 광자처럼 우주의

기본 에너지인 끈을 입자로 생성시키는 것이다. 집요한

충동과 기막힌 실재의 응답으로 담론 승리를 쟁취하듯

이, 떡은 무한한 변신 에너지의 강에서 솟아오르는 민

중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떡보 민담은 욕망/충동의 대결

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충동, 실재의 응답으로서 등장하

는 외부 인물/세력, 무정형의 강을 배경으로 활용하는

점 등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확보함을 알 수 있었다.

민담과 같은 오래된 전통 콘텐츠의 작동원리는 욕망/충

동의 대립구조, 실재의 응답에 해당하는 외부 캐릭터,

물로 표현되는 잠재적인 배경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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