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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세기 한국사회는 일제의 침략에 따라 강제로 병합되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

에 따라 한국의 전통문화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으

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였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통해 산업경제와 민주주

의제도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산업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국의 전통문화가 더 심하게 해체되었다. 

20세기 중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서구사회 중심에 대한 

비판과 비서구권 및 제3세계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획일

적인 문화적 가치보다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기를 추구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한국의 역

사, 언어, 예술,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으나,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

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근대화 이후 한국의 신화는 미신으로 여기거나 미개한 것으로 취급당했기 때문

이다. 신화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무의식적인 집단 심리를 보

여준다. 한국 신화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인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신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신화가 가지

고 있는 이야기를 매체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기존 한국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영화, 연극, 드라마, 소설 등이 대중문

화로 소개되었으나, 최근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라이트노벨 등과 같은 서

브컬처 콘텐츠에서 등장하고 있다. PC,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게임 및 

웹툰 이용자들이 증가했으며, 서브컬처 콘텐츠 시장규모 증가는 만화, 애니메이션, 

라이트노벨 이용자들을 증가시켰다. 서브컬처 콘텐츠가 한국 신화를 소재로 제작

되면서 서브컬처 콘텐츠 이용자들은 한국 신화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신화를 소재로 만든 서브컬처 콘텐츠에 등장하는 

한국 신화와 그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주제어 : 한국 신화, 신과 함께, 고스트메신저, 나와 호랑이님, 사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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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8~19세기 서구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팽창에 따라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기 위해 동양 및 제3세계 국가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

았으며, 식민지 점령 후 그 나라의 원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식

민지 국가의 전통문화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서구국가의 오리엔

탈리즘(Orientalism)은 고정관념과 편견적인 관점으로 비서구권

에 위치한 식민지 국가를 미개하고 열등한 문명으로 취급했다. 

서구국가는 자신의 문명이 비서구권보다 우월하므로, 우월하지 

못한 비서구권은 서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겼다. 

서구국가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식민지의 공동체의식을 해체

할 필요가 있었으며, 공동체의식의 기반이 되던 전통문화를 훼손

하였다. 식민지 원주민의 민족적 정체성 및 동질성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집단제의와 주술행사를 주관하던 민속종교와 

민간신앙을 가장 많이 훼손시켰다.

서구국가의 식민지 점령은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1854년 

일본은 미국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을 통치하던 도쿠가와 

막부를 붕괴시켰으며, 메이지유신 이후 왕정복고와 서구 근대화

를 시작했다. 일본의 근대화는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구열강의 침략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메이지시대의 서구화 

과정에서 일본은 적자생존‧우승열패의 논리를 수용했다. 자신들이 

비서구 세계에 속한다는 열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거기서 탈출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다.1)” 일본은 열등성을 해소하고 대륙진출

을 위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일본은 1910년 8

월 한일병합을 체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방식이 기존 서구국가와 비교하여 다르게 진행되었

다.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고 지배하기 위해 다른 제국주의 국가

* 이 논문은 제17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의 2015 아시아애니메이션

포럼(AAF20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재정리한 것이다. 

1) 강만길 외,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2004,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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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달리 이데올로기에 크게 의존하였다.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우, 그들 국가들과 식민지 국가들의 문명적․문화적 차

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식민지를 단지 무력으로 굴복시키던가 아

니면 경제적으로 유입하면 되었다.2)”

그러나 일본은 동양에 위치한 국가였고, 근대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루어진 점에서 서구국가와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주변지역에 거주

하던 소수민족을 침략하여 소수민족의 거주지를 강탈하고 그들을 

강제로 일본인으로 귀화시켰다. 일본은 북해도 및 사할린 지역에 

거주하던 아이누(Ainu)족과 오키나와 섬에 거주하던 류큐국(琉球

國)을 멸망시켰으며, 아이누족과 오키나와인이 유지했던 전통문

화를 부정하고, 천황의 통치를 받는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방식은 한일병합 이후 조선에도 적용하려 했

다. “일본은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선보다 뒤쳐져 있는 나

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자존심이 일본의 지배를 허락

할 수 없었다. 또한 조선의 경우 전통적으로 이익보다는 의와 도

리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무력의 

위협이나 경제력의 유인으로만은 지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 

측의 납득할만한 ‘논리’ 즉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3)”

초기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조선의 국가이념인 유교를 해체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했으며, 조선인에게 조선의 왕은 신봉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주의는 탈조선화를 

위한 방법이었으나, 태평양전쟁이 도래하면서 일제는 다른 방법

으로 식민지정책을 내세운다. 서구열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하던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서구와 본격적인 식민지 쟁탈경

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서구와 적대적 관계에 있게 된다. 이

때는 일본이 서구와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세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조선과는 일치, 즉 내선일체를 주장하게 된다. 이때는 서구

2) 강만길 외, 앞의 책, p97.

3) 강만길 외, 앞의 책,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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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국론 일치와 병력·노동력 

동원을 위한 국가주의를 내세우게 된다.4)”

일제는 조선인을 태평양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조선인을 일본

인으로 개조하려 했으며, 일제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기 위해 

조선인에게 군국주의적 가치관을 교육시킨다. 태평양전쟁 시 일

본인은 1등 황국신민이고, 조선인은 2등 황국신민이라고 했으며, 

2등 황국신민이 되어야 했던 조선인은 강제로 징병되어 전쟁터로 

끌려갔다. 일제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면서 조

선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했으며, 조선인에게 조선의 언어와 역사

를 배우지 못하도록 했다. 조선인을 강제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동화정책으로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강제로 가르쳤으며, 조

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짓도록 하는 창씨개명을 실시한다.

황국신민화 정책은 조선의 역사과 문화를 없애려 했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민족주의자는 조선의 역사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일제에 저항하였다. 일제는 황국신민화정책에 저항하는 사

람을 찾아내어 납치, 감금, 고문 등 가혹한 탄압5)을 자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1945년 8월 광복절을 맞이하여 멈출 수 있

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사회적으로 급격

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여전히 혼란스

러웠으며,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등과 같은 

대규모 사건들이 발생한다.

군사정부가 수립되면서 산업근대화를 추진하였고,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시장과 산업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군

사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 반민주적, 반인권

적인 독재정치를 펼쳤다. 군사정부의 독재정치에 저항하여 민주

화운동을 전개되었고, 한국사회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제도를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을 지

나오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유산으로 취급당

4) 강만길 외, 앞의 책, p100.

5) 대표적인 사건으로 1942년 한국어 연구가를 탄압한 조선어학회사건과 대종교 

간부를 탄압한 임오교변(壬午敎變)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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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주변에서 찾

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쇠퇴하였다. 

20세기 중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서구중

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소외당했던 비서구

권 및 제3세계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조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서구중심의 획일적인 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

의 문화가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추구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

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언어, 예술,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

를 연구하였으나,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못했다. 

근대화 이후 한국의 신화는 미신으로 여기거나 미개한 것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이다. “신화(神話)는 말뜻 그대로 보면 ‘신들

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고, 신화의 내용

은 신의 세계를 풀이한 것이다.6)”신화는 신이란 존재를 통해 어

느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무의식적인 집단 심리를 

보여준다. 한국 신화를 연구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

던 한국인의 무의식적 집단 심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며, 한국

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신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려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매체로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기존 한국의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매체는 영화, 연극, 드라마 

등과 같은 대중문화가 있으나, 최근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

임, 라이트노벨 등과 같은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등장하고 있다. 

PC,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게임 및 웹툰 이용자가 증

가했으며, 서브컬처 콘텐츠 시장규모가 증가되면서 만화, 애니메

이션, 라이트노벨 이용자를 증가시켰다. 서브컬처 콘텐츠 소재에

서는 연애, 전쟁, SF, 일상, 신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

며, 이중 한국의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서브컬처 콘텐츠가 등장

6) 설중환, 『다시 읽는 단군신화』, 정신세계사, 2009,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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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국의 신화가 서브컬처 콘텐츠에 반영되면서 서브컬처 

콘텐츠 이용자는 한국의 신화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

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신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국의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서브컬처 콘텐츠인 만화 <사진전>, 라이트

노벨 <나와 호랑이님>, 웹툰 <신과 함께>, 극장용 애니메이션 

<고스트메신저>에 등장하는 한국의 신화와 그 의미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Ⅱ. 한국의 신화

“한국에서의 신화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해방 이후이며, 그다

지 오랜 역사나 전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7)” 한국의 전통문화

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었다.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농업 중심사회에

서 산업 중심사회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신화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에서 거주했던 주민들의 공동체문화가 존재

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 농사일을 하려면 소수인원으로 작

업하는 것보다 마을의 다수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마을공동체사회는 자급자족의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간이 태

어나면서 교육, 결혼, 출산, 장례식 등과 같은 전통문화를 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근대화로 인해 도시가 급격히 발달되고 기계문명이 

발전하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도시로 대규모 유입되

면서 농촌의 공동체문화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규모가 

광역적으로 성장되면서 광역도시 주변지역이 도시로 편입되어 농

촌지역도 도시화되었다. 농촌사회가 해체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

도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그중 한국의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민

속종교와 민간신앙은 급속히 해체되었다. 민간신앙에서 자주 등

7) 오세정, 『신화, 제의, 문학』, 제이앤씨, 200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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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신으로 집을 수호하는 성주신(城主神), 부엌과 불을 관장

하는 조왕신(竈王神),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는 측신(廁神) 등이 

있으며. 한국의 제사문화에서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낸 후에 산

신제(山神祭)를 올리는 것도 민속종교와 민간신앙 중에 하나이

다. 한국의 신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신

화가 민속종교와 민간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이며, 한국의 민속종

교와 민간신앙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신화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기록으로 전승되어 국

가의 탄생과 시조를 다루는 건국신화(建國神話)와 민간에서 구비

되어 전승되는 무속신화(巫俗神話)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국신

화는 한국인의 국조이신 단군의 탄생과 생애를 기록한 단군신화

(檀君神話)8)이다. 단군신화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

와 인간세계를 다스린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와 

인간이 되길 바라자,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어 이것을 양식 삼아 

동굴 안에서 100일 동안 견디라고 한다. 호랑이는 인내심이 부족

하여 약속을 어기나, 곰은 환웅과 약속을 지켜 인간여성이 되었

다. 그녀의 이름은 웅녀였고, 웅녀는 환웅과 혼인을 맺은 후 단

군을 출산한다. 단군은 고조선(古朝鮮)을 설립하고 1,500년 정도 

다스린 후 산신(山神)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단군신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환웅은 천상의 존재로서 지상에 내려오며, 그의 

아들 단군은 지상의 존재인 인간으로 태어난다. 단군의 마지막 

모습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변신하

여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준다. 

“단군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태어나 왕이 되어 끝

내는 산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땅 오르내리기’ 구조

이다. 뫼비우스 고리란 것도 겉으로 가다 보면 속이 되고 속으로 

가다 보면 겉이 되는 것으로, 결국 서로 정반대인 겉과 속이 하

나라는 논리구조이다. 우리의 단군신화에서는 뫼비우스 고리처럼 

하늘과 땅이, 신과 사람이 하나로 통한다.9)” 단군신화에서 찾아

8) 본 논문에서 다루는 단군신화는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을 기반

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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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인간은 신으로부터 시작하

고, 인간은 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성을 보여준다. 인간의 수

명이 다 되어 죽게 되면 우리는 사망(死亡)했다고 말하지만, 한

국에서 한국인이 죽게 되면 “하늘로 돌아갔다(歸天)”고 말한

다. 한국인의 죽음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

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한

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인간과 신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존재이며, 모두 인간은 신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강

조한다.

단군신화는 한국 최초의 건국신화이나, 그 기반은 민속종교와 

민간신앙까지 이어진다. 단군왕검의 이름이 가진 의미에서 단군

(檀君)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王儉)은 국

가의 지배자인 군주를 의미한다. 제정일치 사회에서 군주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제사장이고, 단군신화는 한국의 건국신화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巫俗信仰)에도 영향은 준다. 단

군신화에서 인간이 신으로 승격되는 것처럼 무속신앙에서도 인간

이 신으로 승격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속신화는 민중의 

생활을 보살피는 무속신을 다룬 신화로써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무속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은 처음부터 신으로 존재한 것이 아

니라,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난 인물이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아 

신으로 승격된 것이다. 무속신화는 건국신화처럼 기록이 아닌 구

비로 전승되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같이 변화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무속신화는 단군신화가 가진 샤머니즘(shamanism)과 토테

이즘(Totemism)을 수용하여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면

서 도교(道敎), 불교(佛敎), 유학(儒學) 등을 흡수하여 계속 반

복하여 변천되었다. 무속신화는 시간의 흐름과 지역적 특성에 따

라 이야기가 변환되었으며, 각 시대에 살아간 인간들의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재생산되었다. 

9) 설중환, 앞의 책,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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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무속신화로 한국의 무조신(巫祖神)인 “바리

공주신화”가 있다. 바리공주는 태어나자말자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어느 노부부의 손에 의해 길러진다. 

바리공주를 버린 부모님이 죽을병에 걸리자, 바리공주는 부모님

을 살리기 위해 저승에 찾아간다. 저승에서 바리공주는 무장승에

게 약을 구하기 위해 무장승이 내린 고행을 수행한다. 바리공주

의 마지막 고행은 무장승과 결혼하여 7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으

며, 바리공주는 그 보답으로 약을 얻게 되어 부모님의 생명을 구

한다. 바리공주는 무장승이 내린 고행과 부모님을 살린 공적으로 

이승과 저승을 관장하는 신직을 부여받는다. 

바리공주신화에서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인물은 석가세존이

다. 석가세존은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

속신화는 다른 종교와 문화의 유입에 따라 생성되거나 변천되었

다. 무속신화는 건국신화처럼 기록되지 않고 구비 전승되므로 비

전형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바리공주신화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 지역에서 전승되는 신화로 지역에 따라 바리데기, 오구

풀이, 칠공주, 무조전설(巫祖傳說)이라고 불린다. 무당이 여는 

무속의식에서는 지노귀굿, 씨끔굿, 오구굿, 망묵이굿이라고 구연

된다. 바리공주신화가 지역에 따라 신화의 서사와 무속의식명이 

서로 다른 것처럼 한국에 구비전승 되던 무속신화는 지역적 특성

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속신화는 현실적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전해지므로, 

무속신화를 제의로 참여하는 인간들의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행해진다. 바리공주신화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명칭과 이야기

가 전해져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근원은 같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바리공주신화와 더불어 한국의 무속신화인 “당금애기

신화10)”도 마찬가지이다. 당금애기신화도 동북부, 서남부, 제주

10) 제석본풀이라고 불리는 당금애기신화는 가족이 모두 집에서 외출 중에 딸 혼

자 집에 남아 있다가, 집에 찾아온 중에 의해 딸이 임신하고, 가족들은 딸을 

집에서 내쫓는다. 딸은 자신의 중에게 찾아간 후 아이를 낳고, 중은 딸에게 

삼신(三神)의 신직을 부여하고, 딸의 아이들에게 제석신(帝釋神)의 신직을 부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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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에 따라 이야기 내용이 조금 상이해도 신화가 가진 근원

적 의미는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존재론

적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사령 굿에서 바리공주를 

구연하면서 동일시를 이루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출산에 대한 경

외심과 두려움, 희열을 공감하기 때문에 제석본풀이는 지역의 한

계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불려 질 수 있는 것이다.11)”

무속신화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받아들이는 그 시대 인간들의 

생활에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신화는 과거형, 그

것도 최고(最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화의 본질은 항상 진

행형인 것이다.12)”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신

화는 우리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한국의 무속신

화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기존에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무속의식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한

국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무속의

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처

용무(處容舞),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영산재(靈山齋) 등은 한국

의 무속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가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속의식이 세계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

받았으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의 전통문화는 국가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는 것만 아니라, 문화산업으로써 경제적 부

가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외면당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언어, 예술,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

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중 미신으로 취급받아온 

한국의 신화는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11)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원리』, 한국학술정보(주), 2005, 

p270~271.

12)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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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한국 신화

1. 한국에서 서브컬처 콘텐츠

한국의 신화는 이야기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사이다. 한국에서 

한국의 신화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동화책과 아동용 애니메이

션, 국어교과서 내의 국문학에서 접하거나 일반대중을 위한 영화

나 드라마 등과 같은 대중문화에서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화

와 드라마는 실사영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므로, 실사영상에서 

등장하는 배우와 그 배우가 연기하는 대상인물 간의 차이점을 구

별하기보단 동일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TV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 회장 역을 맡은 최불암 씨와 현실에서

의 최영한(최불암 씨의 본명)은 서로 다른 인물이다. 최영한 씨

가 국회의원 시절 문화공보위원으로 활동할 때, 그에게 제기된 

민원은 대부분 농촌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한다. 실사영상

의 하이퍼 리얼리티 요소는 시청자에게 작품이 의미하고 있는 내

용보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배우에 대해 강조되었으며, 시

청자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의 차

이점을 인식하기보단 둘 사이의 간극을 모호하게 인식하였다.13)

하지만 이와 다르게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라이트노

벨 등과 같은 서브컬처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가상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므로 그 

캐릭터 자체를 하나의 인물로서 인식할 수 있었다. 서브컬처 콘

텐츠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실사영상과 비

교하여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간극의 모호성이 적었다. 그러나 서

브컬처 콘텐츠는 대중문화처럼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

으나, 최근 PC,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

하기 시작했다.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만화, 라이트노벨, 웹툰의 

제작은 소수인원의 작가가 제작이 가능하나, 영화와 드라마를 제

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원과 자본이 필요하다. 

13) 이런 현상들은 고구려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주몽>과 임진왜란을 바

탕으로 제작된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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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콘텐츠에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제하기 위해서는 적

지 않은 인원과 투자금액이 필요하나 만화, 라이트노벨, 웹툰의 

제작여건을 고려하면 서브컬처 콘텐츠는 유동적으로 시장으로 진

입할 수 있었다. 서브컬처 콘텐츠를 이용하는 주요 매체는 PC, 

인터넷, 스마트폰이며, 서브컬처 콘텐츠는 제작여건이 대중문화

보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대중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신화

를 소재로 제작된 서브컬처 콘텐츠가 대중에게 소개되었고, 일부 

작품은 큰 호응을 얻게 되면서 서브컬처 콘텐츠 이용자는 한국의 

신화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신화를 소

재로 제작된 서브컬처 콘텐츠로 만화 <사진전>, 라이트노벨 <나

와 호랑이님>, 웹툰 <신과 함께>, 극장용 애니메이션 <고스트메

신저> 등이 있으며, 작품의 소재가 된 한국의 신화와 그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만화 <사신전>

한국 신화 중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삼아 만든 작품으로 1995년

부터 1998년까지 소년챔프에서 연재했던 <사신전>이 있다. <사신

전>의 시놉시스는 인간 세상에 내려온 환웅은 웅녀와 힘을 합하

여 성품이 난폭한 호랑이족을 사해(死海)로 추방하고, 환웅은 자

신의 연인이던 호랑이족 우두머리 마후를 봉인한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자 호랑이족은 인간 세상을 침범하고, 평범한 고교생

으로 환생한 환웅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미소녀 사신(四

神)을 만나 각성하여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되고, 봉인에서 풀려난 

마후와 재회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사신전>은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멋 훗날에 다시 환생하는 점에서 단군신화의 ‘하늘땅 오

르내리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신이란 영물(靈物)적인 존재

를 등장시킨 점에서 도교적 요소를 작품에 반영하였다. 

<사신전>의 연재 시기는 20세기말이고, 21세기로 진입하던 시

기로써 연재 당시 국내․외에서 세기말이란 불안감과 새로운 세상

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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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광신도들이 일으킨 휴거소동이 있었고, 국외에서는 1990년 독

일의 통일,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1995년 일본 옴진리교

에 의해 일어난 도쿄지하철 독가스테러사건 등이 있었다. 세기말

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기존 세계가 붕괴하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

할 것이라고 여기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서브컬처에 반영된 것이

다. 이런 요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찾

아볼 수 있으며, 일본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제작

된 <아키라>(アキラ, 1988, 도쿄 무비 신사)와 <신세기 에반게리

온>(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 1995, 가이낙스)은 세기말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작품에서 표출되는 것을 보여준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TV 방영 종영 후 극장판 <The End of 

Evangelion>(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劇場版 Air/まごころを、君

に, 1997, 가이낙스)에서는 인류보완계획이 시행되자 에바 조종

사를 제외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소멸하여 세계가 붕괴한다. 

인류보완계획을 주도한 “젤레 위원회의 입장에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결함이며 죄이다. 갈등과 싸움, 질시와 허물로 서로를 

밀어내는 인간 존재의 갱생은 ‘개선’이 아니라 ‘재생’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재생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인류는 

소멸되어야 한다.14)” 기존 세계가 붕괴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은 탄생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인

류보완계획은 선행되어야 했다. 

<사신전>의 세계관은 강력한 적에 의해 기존 세계가 붕괴되고, 

세계를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구축할 영웅이 등장하는 점에서 

세기말에 대한 불안 심리와 신세기에 대한 희망을 작품에 반영하

였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문명이 존재하지 않은 한국의 기존 

세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문화영웅으로 

등장한다. <사신전>은 환웅을 등장시켜 기존 세계의 붕괴와 새로

운 세계를 만드는 건국신화적인 요소를 작품에 반영하였다. 

14) 이길용, 「<The End of Evangelion>의 구원관 연구 : ‘인류보완계획’을 중

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19호, 201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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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트노벨 <나와 호랑이님>

20세기를 지나 21세기가 도래하면서 단군신화를 소재로 <사진

전>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서브컬처 콘텐츠가 등장한다. 그것

은 2010년 12월 출간되어 최근까지 라이트노벨 및 만화로 연재하

고 있는 <나와 호랑이님>이다. <나와 호랑이님>의 모티브는 단군

신화에서 환웅은 웅녀와 혼인하지만, 남은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

을까 라는 동기를 삼아 이야기를 전개한다. <나와 호랑이님>의 

시놉시스는 주인공 소년이 호랑이와 웅녀의 후예, 그밖에 등장하

는 요괴소녀들 사이에서 연애를 다루고 있는 러브코미디 장르이

다. <나와 호랑이님>의 특징은 만화가 아닌 라이트노벨로 먼저 

발간된 점이며, 한국 라이트노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라이트노

벨의 내용이나 설정 등이 많이 등장하였다. 

한국에서 라이트노벨이 흥행하게 된 동기는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에서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면서부터이다. 일본의 영화, 방

송,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과 같은 콘텐츠가 국내로 

수입되었으며, 국내 서브컬처 콘텐츠 이용자들이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이용하면서 일본 라이트노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는 대부분 만화 원작

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라이트노벨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국내에서 흥행한 일본 애니메이션 중 라이

트노벨 원작이 많아지면서, 국내 서브컬처 콘텐츠 이용자도 일본 

라이트노벨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일본 라이트노벨 번역본이 한국 라이트노벨 시장규모를 증가시

키게 되자, 한국에서도 라이트노벨을 자체적으로 발간하였다. 한

국 라이트노벨이 국내 라이트노벨 시장에 유입되었으나, 일본에

서 유입된 라이트노벨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국내 서브컬처 콘텐

츠 이용자는 일본 라이트노벨은 계속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 라

이트노벨 시장은 일본 서브컬처 콘텐츠의 유입에 따라 확장되었

으므로, 한국 라이트노벨은 일본 라이트노벨의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었다.

<나와 호랑이님>의 경우, 일본 라이트노벨에서 자주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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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캐릭터가 롤리타적 요소를 갖

춘 점과 남자주인공은 다수의 여성캐릭터에게 사랑받는 하렘요소

를 반영하였다. 단군신화를 소재로 삼아 제작된 <사신전>과 <나

와 호랑이님>을 비교하면, 전자는 붕괴되는 세계를 구원할 영웅

의 탄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대서사(Master Narrative)이고, 

후자는 연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은 이야기(Small Narrative)

이다. 시대적 흐름과 문화적 교류 등은 소재가 같은 신화라도 전

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웹툰 <신과 함께>

한국의 건국신화인 아닌 무속신화를 소재로 만든 작품으로 웹

툰 <신과 함께>가 있으며, <신과 함께>의 구성은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순으로 되어 있다. <신과 함께>의 시놉

시스로 “저승편”은 죽은 인간이 저승세계에 오게 되면 저승시

왕에게 재판받는 과정과 지옥의 소개, 저승사자가 이승세계에서 

활약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승편”은 가택신이 자신들의 

집주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승사자와 철거업체에게 저항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신화편”은 저승이 탄생하는 과정과 “저

승편”과 “이승편”에서 활약하는 무속신의 탄생을 보여준다. 

본래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난 무속신은 자신의 업적을 대별왕

과 염라대왕에게 인정받아 무속신으로 승격된다. <신과 함께> 

“신화편”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신화는 이승세계와 저승세계가 

나누어지는 대별소별전’, 저승사자 일직차사와 월직차사의 본풀

이를 다룬 ‘차사전’, 서천꽃밭의 꽃감관의 본풀이를 다룬 ‘할

락궁이전’, 성주신 및 조왕신 등 가택신의 본풀이를 다룬‘성주

전’과 ‘녹두생이전’, 저승사자의 우두머리인 강림도령의 본풀

이를 다룬 ‘강림전’으로 이어진다. 

<신과 함께>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는 무속신은 강림도령, 일직

차사, 월직차사로 구성된 세 명의 저승사자이며, 저승사자의 역

할은 수명이 다 된 인간을 찾아내어 그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저승사자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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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조선시대 선비가 입던 검정색 두루마기와 갓을 착용하는 것

이다. 그러나 <신과 함께>에서는 저승사자가 한국의 전통의상을 

착용하지 않고 검정색 양복정장을 착용한다. 이승세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저승세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같

이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무속신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계속 변천되므로, <신

과 함께>에서도 한국의 현대적 요소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작품

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시대가 변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의 근본은 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승편”과 “이승

편”은 작가가 무속신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만든 것이

나, “신화편”은 본래 한국에서 구비되던 무속신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신화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대별소

별전’ 이야기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이승은 언제나 거짓말과 속

임수만 넘치는 부조리한 세계이나, 저승은 남을 속이지도 않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공정한 세계로 나온다. 무속신화에서 이

승과 저승이 서로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이승세계인 현실에서 살

아가는 민중이 약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압제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하지만 저승에 가게 되면 민중은 구원을 받아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되고, 민중을 억압하던 권력자는 자신이 저지

른 죄로 인해 큰 벌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저승편”에서 주인공 중에서 고인(故人)으로 등장하는 인물

은 평범한 회사원과 전역을 앞둔 육군병장이다. 회사원으로 등장

하는 남성은 매일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 후 영업접

대에서 술을 너무 마시는 바람에 과로사로 죽는다. 육군병장은 

보초근무 중 총기사고로 부상을 당하나, 자신의 상관이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상당한 육군병장을 몰래 매장하여 죽게 만든

다. 두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사

고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두 사람의 죽음에서 전자는 현대 자

본주의사회에서 보여주는 노동착취와 인간소외를 고발하고, 후자

는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와 군의문사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의 부

조리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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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편”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과잉투기로 인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하는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서 떠날 수가 없어 철거업체에 저항하지만, 결국 노환으로 죽는

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이 부동산투기에 의해 집을 잃는 

고통과 핵가족화로 인해 고독사하는 노인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을 보여준다. <신과 함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작품에 반영하여 웹툰 이용자에게 큰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애니메이션 <고스트메신저>

<신과 함께>처럼 무속신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서브컬처 콘텐츠

로 <고스트메신저>가 있다. <고스트메신저>는 2010년 12월 OVA 1

화, 2014년 8월 OVA 2화가 출시되었으며, OVA 1화 및 2화를 합친 

극장판 애니메이션 1편이 2014년 5월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그

리고 2014년 3월 OVA 1화와 2화 중간이야기를 다룬 라이트노벨 

<고스트메신저 무제경전>이 발간되었다. <고스트메신저>의 시놉

시스는 주인공 소년 강림은 우연히 소울 폰을 입수하게 되고, 소

울 폰에 갇힌 저승사자 강림도령과 만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이 활약하여 악령 퇴치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나, 인간과 저

승사자는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변세력에서 견제가 시작

된다. 

<고스트메신전>에 등장인물은 한국의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신

으로 설정하였다. 강림도령은 ‘강림전’, 바리낭자는 ‘바리공

주신화’, 마고는 ‘설문대할망설화’, 사라도령은 ‘할락궁이

전’에 등장하는 신이다.  <고스트메신저>의 시․공간적 배경에서 

이승세계는 현대사회의 서울이고, 저승세계는 디지털시스템이 구

축된 최첨단 정보사회이다. 저승사자와 무속신이 사용하는 도구

로 소울 폰이 등장하며, 저승사자는 소울 폰을 이용하여 악령과 

싸우고 봉인시킨다. 21세기 한국사회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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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등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무속신화는 시대적 흐름과 그 시대에 살았던 인간들에 의해 계속 

변천되므로, 저승세계에 정보화 사회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무속신화를 소재로 만든 <신과 함께>와 <고스트메신저>를 비교

하면, 전자는 저승사자가 죽은 인간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 

활약하고, 후자는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활약한다. <신과 함께>

는 인간사를 관장하는 무속신들로 통해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보

여주는 드라마적인 이야기를 갖추고 있으며, <고스트메신저>는 

저승사자를 중심으로 악령을 퇴치하는 모험이야기를 갖추고 있

다. 무속신화를 소재로 제작하더라도 작품에서 전개하는 관점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대중문화콘텐츠는 대중, 문화, 콘텐츠의 세 요소가 유기적으

로 상관됨으로써 그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

심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서사(narrative)다. 문화콘텐츠는 

무형의 가치를 생산, 유지,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화로서의 

가치는 물론 미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향유는 필수적이며, 향유의 가장 중심 매개는 서사인 것

이다. 대중은 서사(narrative)를 통해 콘텐츠를 향유하면서 향유

의 정도, 기간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서사는 대중문화콘텐츠 

생산 및 향유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

다.15)”

문화콘텐츠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서사

이다. 우리사회는 산업화시대를 넘어 탈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여가생활 및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중문화에 주류 콘텐츠가 

되는 영화, 드라마 연극 등의 경우 이야기의 소재에서 많은 한계

15) 박기수, 『애니메이션 서사 구조와 전략』, 논형, 2004,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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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드러난다. 대중문화콘텐츠는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대중의 호응과 경제적 성공을 위

해 검증된 시나리오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브컬처 콘텐츠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대중문화에 진입하게 되었다.

드라마로 흥행한 <식객>은 허영만 작가의 만화 <식객>을 기반

으로 제작하였고, <미생> 역시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을 기

반으로 제작하였다. 웹툰 <26년>, <군도>,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과 같은 작품이 영화로 제작되어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만화와 

웹툰 등과 같은 서브컬처 콘텐츠가 최근 대중문화콘텐츠에서 시

나리오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

가 PC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게임

을 하는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탈산업화된 세계에서 문화산업은 대규모 시장이 되었으며, 문

화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쟁

력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서브컬처는 그동안 주류 대

중문화에 의해 그동안 가려져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21

세기로 도래하면서 문화산업의 새로운 발원지로 등장하였다. 서

브컬처 콘텐츠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는 영

화와 드라마처럼 대규모 인원과 자본이 소요되지 않으며, 소수인

원의 작가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 과거의 

콘텐츠는 TV, 라디오, 영화관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나. 최근 PC,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은 대중

에게 서브컬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서브컬처 콘텐츠의 소재는 일상생활부터 시작하여 SF, 역사, 

스포츠 등 다양한 이야기를 삼을 수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낯설

고 무관심하게 여기던 신화도 이야기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 한

국사회에서 한국의 신화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산업근대화 

등을 거치면서 크게 훼손되었으며, 우리가 한국 신화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동화책과 아동용 애니메이션, 국어교과서의 국문학

에서 접하거나 영화나 드라마 등과 같은 대중문화로 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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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국의 신화는 우리 일상에서 친근한 존재로 느껴지기보단 

낯설고 무관심한 대상으로 외면당해 왔다. 새 집을 짓고 나서 고

사를 올리는 것이 집을 수호하는 성주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무속

의식이란 사실과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 올리는 천도재(薦度

齋)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신이 바리공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신화가 미신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무속의식이 한국의 신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신화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지고 있

는 심층의식에 잠재된 집단무의식의 발현이므로, 신화에서는 특

정집단의 원형이 나타나게 된다. 국가와 민족, 지역에 따른 신화

는 서로 다르므로, 각 지역에 속하는 신화는 해당지역에 살아가

는 인간의 원형이 되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신화는 자신이 속한 해당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전승되어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기능으로 수행하였다.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서 무속의식 중에 용왕제(龍王祭)가 있다. 용왕제는 바다에서 거

주하는 어민이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행사이며, 어촌이 위치하고 있는 해안지역에서는 매년 용왕제를 

개최하여 어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축제를 즐긴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문화가 해체되고 있던 점에서 무속의식은 

집단제의로서 한국인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가 한국인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한국 전통문화연구에서 역사, 언어, 예술, 건축, 

문학 등의 분야는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한국인의 삶을 보여주

는 한국의 신화를 깊이 다루지 못한 이유는 신화가 학문적 연구

보다는 생활양식이나 풍습으로 접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화는 고

정된 전통문화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유동적으로 존재하는 문

화이기 때문이다. 

“신화로 보존된 한국인들의 문화적 메시지는 시간적‧공간적 제

약을 넘어선다. 문화 공동체 내부에서 전승되는 문화적 경험‧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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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시․공간적 성격을 띠며 상징처럼, 전승자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신화는 오늘날의 디지털 환

경, 영상매체의 발전과 판타지문화의 성장 등과 맞물리면서 오히

려 가장 현대적인 문화영역에서 새롭게 재생되고 있다. 소설, 영

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신화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16)”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서브컬

처 콘텐츠를 <표 1>과 같이 만화 <사신전>, 라이트노벨 <나와 호

랑이님>, 웹툰 <신과 함께>, 애니메이션 <고스트메신저>를 소개

하고, 각 작품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신화와 의미를 연구하였다. 

한국의 신화가 서브컬처 콘텐츠로 제작되면서 신화가 가지고 있

는 원래의 가치가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으나, 대중에게 재미

와 흥미를 유도하여 한국의 신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신화는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라이트노벨 등

과 같이 서사성을 갖추지 않은 서브컬처 콘텐츠에 등장하게 되었

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신은 바리공주이며, 바리공주는 게임에

서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였다. 스마트폰용 

카드 배틀 RPG 게임 “확산성 밀리언 아서”와 인터넷 MMORPG 게

임 “최강의 군단”에서 바리공주는 미소녀 캐릭터로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브컬처 콘텐츠는 PC, 인터넷, 스마트폰

으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으므로 일반 대중은 한국의 신화를 

낯선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역사에서도 한국의 신화는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이진 세계로 등장한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국가

의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이유는 조선이 단군조선을 계승한 국가

라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은 단군을 제일 위에 놓

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까지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사당

을 건립토록 했다. 이는 고려 초기에 있었던 신라계승과 고구려

16) 오세정, 앞의 책,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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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의 두 갈래 역사인식을 신라나 고구려 모두 단군이라는 하나

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통합적 역사인식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7)”

작품명 사신전 나와 호랑이님
신과함께 

신화편
고스트메신저

신화의 

분류
건국신화 건국신화 무속신화 무속신화

한국의 

신화

단군신화 단군신화 대별소별전 강림전

차사전 (강림도령)

할락궁이전 바리공주

성주전 (바리낭자신화)

녹두생전 설문대할망전설

강림전 (마고)

할락궁이전

(사라도령)

작품

표지

표 3. 한국의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서브컬처 콘텐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했던 민족주의자 중에서 단군신화를 종교적으

로 신봉했던 대종교 신자18)가 많았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방법

으로 국권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지

키는 것도 역시 중요했다. 조선인은 조선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

해 조선인의 정신을 지켜야 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17) 설중환, 앞의 책, p103~104.

18) 독립운동가로는 김좌진, 홍범도, 조완구, 지정천, 이회영, 이시영, 안희제, 

이범석 등이 있으며, 역사학자로는 신채호, 정인보, 국어국문학자로는 주시

경, 이극로, 홍명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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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해 내선일체를 내세운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친다. “동화정책은 피지배민족의 문화, 언어, 역사 등을 말살

하고 그 대신에 지배국의 문화, 언어, 역사 등을 강요, 주입하려

는 데 그 특징이 있다.19)” 일제가 대종교를 탄압하고, 단군신화

를 부정한 이유는 조선인에게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국사회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한국인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많이 상실하였다. 한국인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의 신화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

아가는 것이다. 신화는 과거를 뒤쫓는 이야기가 아니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변천하므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의 모습을 대변한다. 서브컬처 콘텐츠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

물, 배경, 상황 등의 설정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대

적인 신화로 재생산할 수 있다. 한국의 신화를 소재로 한 서브컬

처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대중들이 한국의 전

통문화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문화산업에서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은 스토리텔링이

며, 한국 신화는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

지만 한국의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서브컬처 콘텐츠는 계속 제작

되어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의 신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 한국의 신화

가 반영된 서브컬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신화와 서브컬처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계

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 강만길 외, 앞의 책,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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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Korea Mythology in Korea Subculture Contents 

Yun, Young-Seok

The Korean society was forcefully merged with the invasion of 

Japan in 20th century, and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was damaged 

severely by colonization from Japan. After liberation, Korean 

society experienced drastic social change with Korean War, and 

industrial economy and democratic system developed as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occurred. However, Korean traditional culture 

dissolved more severely as Korean society developed industrial 

economy and democracy.

As criticism of existing Western center of society and the 

emphasis of cultural identity of non-western regions and 

third-world, world society preferred exchange of culture of diverse 

nations and people with each other in advent of postmodernism 

thoughts in mid-late 20th century. If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was dissolving meanwhile, it was needed to be recovered again. 

Despite the research in Korean history, language, art, architecture 

was performed to recover cultural identity of Korea, it did not go 

in-depth with Korean mythology, for Korean mythology is considered 

as superstition or savage. 

Mythology shows subconscious group psychology of people who live 

in certain specific region. Studying Korean mythology is one of the 

ways to rediscover cultural identity of Korea. In order for Korean 

mythology to be known to many people, its stories should be told by 

media.

There were movies, plays, drama, and novels produced based on 

existing Korean mythology as introduction, then these mythical 

stories are appear in subculture contents such as recent comics, 

animation, webtoon, games, and light novels. Then population of game 

players and webtoon readers increased as dissemination of PC and 

smart phones, and increasing market scale of subculture contents 

increased a population of consumers of comics, animation, and light 

novel. Consumers of sub-culture contents were interested as many of 

these contents were created, base on Korean mythology. Therefore, 

this paper is written as research on Korean mythology and its 

signification in sub-cultural contents which were produced bas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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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y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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