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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鮫人), 세이렌(siren), 인어공주, 스토리텔링

본 연구는 동아시아 인어 서사의 풍부한 자료들을 발굴해내고 서양

의 인어와는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인어 이미지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상

상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인어 서사의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과 의미

에 대해 탐구하였다. 
먼저 동아시아의 인어 서사 원형과 구전 서사를 살펴보았다. 우리나

라에는 원래 중국의 인어 서사가 들어와 활발히 전승되었으나, 다양한 

곳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도교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인어 서사가 곳곳에서 보인다. 이런 모습은 서양의 인어 형

상과 사뭇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인어는 얼굴이 사람과 비슷하며, 비늘이 없는 흰 피부를 갖고 

있다. 둘째, 인어의 눈물은 진주가 된다. 셋째, 인어는 어느 때든 비단을 

짜는데, 물 밖으로 나와 인가에 머물면서 비단을 팔기도 한다. 넷째, 인

어는 인간과 친밀하거나 우호적인 관계이다. 다섯째, 동양의 인어는 돌

연변이가 아니라, 인간과 같은 보통의 존재이다. 여섯째, 인어가 사는 

곳은 바다 속이고, 주로 용사궁에 있다.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많았던 서양의 인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과 매우 다르다. 그렇기에 동양의 인어 신화는 이미지의 특

성을 잘 활용한다면 문화콘텐츠화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전략을 짜기에 앞서 동서양의 인어 관련 문화콘텐츠 현

황을 살펴보았다. 다양하게 브랜드화되어 홍보하고 세계인의 관심을 끌

고 있는 서양의 인어 신화와 달리, 동양 인어 서사를 활용하여 문화콘

텐츠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가 깊지 않다. 이에 더욱 활발히 문

화콘텐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전략으로 첫째, 
다양한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화, 둘째, 음악 분야에서의 콘텐츠

화, 셋째, 지역 공간의 콘텐츠화를 꼽았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동양 신화의 콘텐츠화 작업을 제안해 보았다. 이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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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히 서구 상상력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도교

를 바탕으로 한 동양 신화의 서사 속에는 그 민족 고유의 사유와 시대

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인어 이미지에 투영된 당대인

의 의식을 들여다보고 동아시아 상상력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도교의 서사에 바탕을 둔 자료는 구비 문

학과 종교, 문화 전공자들 간의 전문 영역에만 머물렀을 뿐 인접 학문 

및 세상과 소통을 모색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도교

의 서사 이미지들은 오늘날 환상성과 연관하여 무궁무진한 결합 가능성

을 지니고 있다. 이에 문헌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 속의 수

많은 기이한 동물들은 동양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리라 본다. 그 가운데 

인어 서사의 문화콘텐츠화는 동아시아의 인어 형상을 현대와 세계에 소

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서론

신화는 문학과 역사의 시원(始原)이며 복합결정체이다. 신화는 인간의 

근원적 사유의 기저이며 상상력의 보고(寶庫)이다. 특히 존재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원형적 상상력은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의 기반이 되며, 욕망의 

표상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사유체계와 창조·창작의 원천은 신화를 통해

서 접근할 수 있다. 문화의 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신화는 문화콘텐츠

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근원에 대한 회귀, 생명

력에 대한 갱신, 새로운 존재로의 변신 모티프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전통의 현재적 의미 탐구라는 신화의 핵심 요소들은 각종 미디어의 콘텐

츠와 결합해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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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양에서는 신화적 존재들이 유교적 가치관에 밀려 한동안 타

자(他者)로 소외되었던 시기가 있다. 신화적 존재들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지니고 전파, 전승되지 못한 채 인위적으로 매장되어 맥이 끊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인어 이야기가 있다. 
인어는 사람과 물고기의 중간 형태를 지닌 존재로, 나라와 지역에 따

라 그 모습과 특색이 다양했다. 인어 이야기는 근대 이전까지 유럽은 물

론 중국과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었던 이야기이다. 우리나

라도 여러 역사서와 문헌에는 인어에 대한 각종 기록이 발견되며, 왕실과 

사대부조차 인어의 실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인어 이야

기는 동양과 서양에 골고루 존재하는 세계 공통의 서사로, 이만큼 전 세

계적인 보편성을 갖춘 소재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인어 서사가 지리적 

보편성과 시간적 유구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인어 서사의 무한한 매

력이 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인어 서사의 풍부한 자료들을 발굴해내고 서양의 

인어와는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인어 이미지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상상력

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인어 서사의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의 인어 서사와 이미지

1) 동아시아의 인어 서사들

오늘날 인어 이야기라고 하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떠올린다. 스

코틀랜드의 신화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동문학의 영역을 넘어 연극

과 영화, 뮤지컬, 발레, 광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창작되고, 게임과 애

니메이션, 테마파크와 축제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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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양에도 예전부터 인어 서사가 존재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각 

지역 곳곳에 그 흔적과 전설이 녹아 있다. 먼저는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에 전해지는 동아시아 인어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어 서사의 원형은 중국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태평광기(太平廣記), 

수신기(搜神記), 박물지(博物志), 산해경(山海經), 술이기(述異記) 
등에는 인어 관련 이야기가 풍부하게 전해진다. 중국 관련 인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山海經 : “능어는 사

람의 얼굴에 팔 다리가 있고 

몸뚱이는 물고기인데 바다 

한가운데에 산다.”1)

② 山海經: “저인국이 

건목의 서쪽에 있는데 그들

은 사람의 얼굴에 물고기의 

몸을 했으며 발이 없다.”2) 

③ 正字通 : “역어는 바

닷속 인어이다. 눈썹, 귀, 입, 

코, 손톱, 머리가 모두 갖추

어져 있고, 피부와 살이 옥과 같이 희다. 비늘이 없고 가느다란 털이 

오색을 띠며, 머리카락은 말꼬리 같고 길이가 대여섯 자에 이른다. 몸

체의 길이도 대여섯 자 정도이다.”3)

④ 太平廣記: “해인어는 동해에 있는데, 큰 것은 길이가 5, 6척이나 

된다. 해인어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눈썹과 눈, 입과 코, 손과 손톱, 머

리가 모두 미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부는 옥처럼 희고 비늘이 

없으며 가는 털이 나 있다. 털은 오색 빛깔을 띠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1) 山海經 <海內北經>: “陵魚人面, 手足魚身, 在海中.” 
 2) 山海經 <海內南經>: “氐人國在建木西, 其爲人, 人面而魚身, 無足.”
 3) 張自烈, 正字通 ｢魚部｣: “魚+役魚卽海中人魚, 眉耳口鼻手爪頭皆具, 皮肉白如玉. 

無鱗有細毛, 五色髮如馬尾, 長五六尺. 體亦長五六尺.”

<능어>



216   道敎文化硏究 제49집

길이는 1, 2촌쯤 된다. 머리카락은 말꼬리 같은데 길이는 5, 6척이다. 

음부가 남자나 여자의 것과 다르지 않아서 바닷가에 사는 홀아비와 과

부들이 대부분 잡아다 연못에서 키운다. 교접할 때도 사람과 다르지 않

으며 또한 사람을 다치게도 하지 않는다.”4)

⑤ 搜神記 권12 : “남해 밖에 교인이 있는데 물고기처럼 물에 산

다. 늘 비단을 짰는데, 울면 눈에서 진주가 나왔다.”5)

⑥ 述異記 권상 : “蛟人은 泉先이다. 또한 천객이라고도 불린다. 남

해에는 교인이 짜는 비단이 나오며 천선이 잠수하여 비단을 짜니 이름

하여 龍紗라고 한다. 그 값은 백여 금에 달하는데, 물에 빠져도 젖지 

않는다. 남해에 용사궁이 있는데 천선이 비단을 짜는 곳이다. 비단은 

서리처럼 하얗다.”6)

⑦ 博物志 : “남해 물속에 사는 교인이 비단을 잘 짰는데, 물 밖으

로 나와 인가에 머물면서 매일 비단을 팔았다. 작별할 무렵에 눈물을 

흘려서 구슬을 만들어 주인에게 주었다.”7) 

동양의 인어는 대체로 교인(鮫人)으로 불렸으며, 이 외에도 능어(陵魚), 
저인(氐人), 해인어(海人魚) 등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신선

과 도술에 대한 기록이 담긴 수신기(搜神記), 박물지(博物誌)와 술

이기(述異記) 등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다.8)

 4) 太平廣記 권464, ｢水族｣: “海人魚，東海有之，大者長五六尺，狀如人，眉目口

鼻手爪頭, 皆爲美麗女子，無不具足. 皮肉白如玉，無鳞，有細毛，五色輕軟，長一

二寸. 髮如馬尾，長五六尺. 陰形與丈夫女子無異，臨海鳏寡多取得，養之于池沼. 
交合之際，與人無異，亦不傷人”

 5) 搜神記 : “南海之外, 有鮫人, 水居如魚, 不廢織績, 其眼泣, 則能出珠.”
 6) 述異記 : “蛟人即泉先也,又名泉客. 南海出蛟綃紗, 泉先潜織织, 一名龍紗. 其价

百餘金, 以爲入水不濡. 南海有龍紗宮，泉先織綃之處，綃有白之如霜者.”
 7) 博物志: “鲛人從水出，寓人家，積日賣絹. 將去，從主人索一器, 泣而成珠滿盤，

以與主人.”
 8) 이외에도 태평광기에는 ｢水族爲人｣편을 따로 두어 사람이 된 물고기가 도술

을 부리거나 사랑에 빠지는 등의 이야기를 46편 묶었다. 반대로 사람이 물고

기가 되어 사라진 6편의 이야기는 ｢人化水族｣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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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인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① 三山面志: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의 거

문도 사람들은 매일 새벽 1

시에서 3시경 사이에 주로 

신지께여 부근으로 삼치 미

기리(줄낚시)를 나갔다고 한

다. 그런데 흐린 날은 틀림

없이 조금 먼 곳에서 보면 

물개 같은 형상이고, 가까운 

곳에서 볼 때는 분명히 머

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팔과 

가슴이 여실한 여인이 나타

났다고 한다. 하체는 물고기 모양이었지만 상체는 사람 모양을 한 하얀 

인어가 분명했다고 한다. 특히, 달빛 아래서의 모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섬사람들은 그 인어를 신지께, 신지끼 

혹은 흔지끼라고 불렀다. 신지께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의 거문도, 

동도, 서도 세 섬으로 둘러싸인 내해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고, 녹사이 

같은 섬 밖에서만 출현했다고 한다.”9)

② 於于野談: “김담령(金聃齡)이 흡곡현(翕曲縣)의 고을 원이 되어 

일찍이 봄놀이를 하다가 바닷가 어부의 집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 어부

에게 무슨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었더니, 어부가 대답했다. “제가 고기잡

이를 나가서 인어(人魚) 여섯 마리를 잡았는데, 그중 둘은 창에 찔려 죽

었고 나머지 넷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가서 살펴보니 모두 네 살 

난 아이만 했고, 얼굴이 아름답고 고왔으며 콧대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귓바퀴가 뚜렷했으며 수염은 누렇고 검은 머리털이 이마를 덮었다. 흑

백의 눈은 빛났으나 눈동자가 노랬다. 몸뚱이의 어떤 부분은 옅은 적색

이고, 어떤 부분은 온통 백색이었으며 등에 희미하게 검은 무늬가 있었

 9) 삼산면지(삼산면지편찬위원회, 1998)

<여수 신지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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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녀의 음경과 음호 또한 사람과 똑같았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주름 무늬가 있었다. 이에 무릎에 껴안고 앉히자 

모두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며, 사람을 대하여서도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하얀 눈물만 비 오듯 흘렸다. 김담령이 가련하게 여겨 어부에게 

놓아주라고 하자, 어부가 매우 애석해하며 말했다. “인어는 그 기름을 

취하면 매우 좋아 오래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부패해 냄새

를 풍기는 고래 기름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김담령이 빼앗아 바다

로 돌려보내니 마치 거북이처럼 헤엄쳐 갔다. 김담령이 무척 기이하게 

여기자, 어부가 말했다. “인어 중에 커다란 것은 크기가 사람만 한데 이

것들은 작은 새끼일 뿐이지요.” 일찍이 들으니 간성이 무식한 어부가 

인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어 여인 같았다. 희롱하여 

음란한 짓을 하자 인어가 다정히 웃기를 마치 정이라도 있는 듯이 했

다. 드디어 바다에 놓아주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세 차례나 반복한 

후에 떠나갔다고 한다.“10)

③ 白雲筆: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 중에 사람같이 생긴 것을 교인

(鮫人)이라 한다. 교인이라는 것은 인어(魜魚)이고, 인어라는 것은 인어

(人魚)이다. 또 역어(魚+役魚)라고 부르기도 한다. … 내가 서호(西湖)에 

살고 있을 때 남옹(南翁)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찍이 배를 타고 거야(巨野)의 큰 물로 내려가던 중에 물 위에 서 있

는 어떤 물체를 보았다. 배를 등지고 십여 보쯤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데, 머리카락은 매우 윤기가 있으나 땋지 않았고, 피부는 몹시 깨끗하

였으나 옷을 걸치지 않았으며, 허리 밑으로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

다. 손을 모으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서 있는데, 열두세 살쯤 되는 예

쁜 계집아이였다. 나는 평소에 괴이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다니

는 시체가 거센 풍랑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뱃사람들은 크

게 놀라 두려워하고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며 쌀을 뿌리고 주문을 외우

면서 절을 하였다. 배가 점점 다가가자 곧바로 움츠려들며 물속으로 들

어가 버렸다. 배가 그곳을 십여 보쯤 지나가자 또 손을 모으고 머리를 

10) 유몽인 저, 신익철, 이형대, 조용희, 노영미 옮김, 어우야담(돌베개, 2009), 
pp.76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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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고 서 있는데, 서쪽을 향하여 있던 것이 동쪽을 향하여 또 사람과 등

을 지고 서 있었다.” 남옹이 이에 이르러 그것이 살아 있는 물체라고 

믿고, 그것이 교인이 아닌가 의심하였다고 나에게 자못 자세하게 말하

였다. … 또 일찍이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해서(海西)에 여행을 

갔는데, 빈집에 아름다운 여인과 여러 어린아이가 모두 하얗게 몸을 드

러내 놓고 갇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가까이 가서 교접(交接)을 하였는데, 행동거지와 정감이 있는 태도가 모

두 사람이었다. 다만 말하지 않는 것이 수줍어하는 모습 같았다. 주인

이 들에서 돌아와 그것을 삶아 대접하려고 하기에 놀라서 물으니, “물

고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주인에게 청하여 바다에 데리고 가서 놓아

주었다. 떠나려고 할 즈음 세 번 돌아보아, 마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

사로웠던 것에 연연하는 듯하였다고 한다.”11) 

④ 海東繹史: “대제(待制) 사도(査道)가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 날이 

저물어 어느 산에 정박하여 머물다가 모래밭을 바라다보니 붉은 치마를 

입고 양쪽 어깨를 드러낸 채 머리는 산발을 한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팔꿈치 뒤에는 희미하게 붉은 지느러미가 나 있었다. 이에 사도가 뱃사

람에게 명하여 상앗대로 물속으로 밀어 넣어 부인의 몸이 손상되지 않

게 하였다. 부인은 물을 만나 이리저리 자유롭게 움직여 보다가 몸을 

돌려 사도를 바라보고 손을 들어 절하면서 감사해하고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뱃사람이 말했다. “제가 바닷가에 살

지만 이런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가 말했다. “이것은 인어(人魚)

이다. 능히 사람과 간통하는데, 물에 살면서 사람의 성질을 가진 것이

다.”12) 

11) 이옥,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휴머니스트, 
2009), pp.101-104.

12) 한치윤, 海東繹史 40권, <交聘志> 8권, <海道>: “待制査徒, 奉使高麗, 晩泊一

山而止. 望見沙中, 有一婦人, 紅裳雙袒, 髻鬟紛亂. 肘後微有紅髯. 査命水工, 以篙
投於水中, 勿令傷. 婦人得水, 偃仰復身, 望査拜手, 感戀而投. 水工曰, “某在海上, 
未見此何物.” 査曰, “此人魚也. 能與人姦, 處水族人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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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어우야담(於于野談), 백운필(白雲筆),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등의 각종 문헌과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같은 구비 자료에서도 인어에 대한 기록들을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

양한 곳에서 인어 관련 서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수백 곳의 한시에서도 

인어와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6-17세기 유선문학을 창작

한 작가군들이 인어에 관련된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일본의 경우에는 야오비구니가 있다.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의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인어’에 관련된 전설 중 하나가 바로 ‘야
오비구니전설’이다. 이 전설은 지역에 따라 다소 내용이 다르지만 인어의 

고기를 먹은 처녀가 그 후 비구니가 되어 팔백 년을 생존했다는 내용은 

공통된다. 또한 이 전설은 비구니가 나이를 먹어도 젊고 피부가 희었다고 

하여 ‘시로비구니[白比丘尼] 전설’이라고도 불렸다.14) 

① 日本書記 : “가을 7월, 섭진국의 어부가 굴강에 깊이 그물을 던

져 무언가를 건졌는데, 그 모양이 아이와 같아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다.”15)

② 야오비쿠니에 대하여 세속에서 전해지기를 옛날에 이 부근에 여

섯 명의 부자가 있어서 때때로 모여 보물을 서로 자랑했다. 먹는 것 역

시 진기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느 날 인어를 요리했다. 다섯 명은 인

어를 수상한 것이라 여겨 먹지 않았다. 한 명만 인어 고기를 품에 숨겨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와 딸 몰래 숨겨둔 것을 딸이 인어는 약이　된다

고 듣고 훔쳐서 먹었다. 이로 인하여 장수하게 되어 팔백 년을 살았다

고 한다.16) 

13) 졸고, ｢한국 한시에 나타난 인어 상징물 고찰｣, 동방학(한서대학교 동양고전

연구소, 2010), pp.89-116.
14) 九頭見和夫, 日本の｢人魚｣像(和泉書院, 2012), p.165.
15) 日本書紀 卷二二, <推古天皇二七年七月>: “秋七月, 攝津國有漁父, 沈罟於堀江, 

有物入罟. 其形如兒, 非魚非人, 不知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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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세국(현재의 미에 현) 벳뽀라는 곳에 전 형부(刑部) 차관 다다

모리[忠盛]가 내려갔을 때의 일이다. 어부가 세 마리의 큰 물고기, 머리

는 사람 같은데 이는 자잘한 것이 물고기 그 자체이고 입은 튀어나와 

원숭이 같은 것 세 마리를 그물로 잡았다. 둘이 지고 옮겨도 꼬리가 땅

에 끌릴 정도의 크기였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높이 외치는 소리가 

마치 사람이 외치는 것 같았다. 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두 마리를 다다노리에게 헌상했으나 다다노리는 두려

워하여 어부에게 돌려줬다. 어부들은 그것을 먹어버렸지만 별 이상은 

없었고 그 맛은 각별히 좋았다. 인어란 이와 같은 것을 이르는 것일

까.17)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많은 

인어 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인어는 각 나라마다 두드러진 특징

이 있었다. 중국의 인어는 원시 사회 생물의 한 종류로, 한국의 인어는 

인간과 가까운 존재로, 일본의 인어는 장수(長壽)와 관련된 존재로 나타

났다.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

미지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양과는 다른 동양의 인어 이미

지를 살펴, 인어를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의 인어 이미지 

동아시아 인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동양의 인어는 다음과 같은 이미

지와 습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인어의 모습은 사람과 얼굴은 비슷하며, 흰 피부에 비늘이 없다. 

머리카락은 말꼬리와 비슷하다. 동사강목(東史綱目)18)이나 해동역사

16) 九頭見和夫, 日本の｢人魚｣像(和泉書院, 2012), p.175
17) 九頭見和夫, 日本の｢人魚｣像(和泉書院, 2012),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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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歷史)의 기록을 보면 다리 대

신 꼬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있는 인어도 있다. 후대로 가면 인어

는 아름다운 여성, 특히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매우 아리따운 공주로 등장하기도 하

고, 검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름다

운 흰색 살결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

되기도 하며, 열두세 살쯤 되는 예쁜 

소녀로 표현되기도 했다. 대체로 여

자의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남자 인어도 있었다. 
또 서사성이 덧붙여져 인어에 관한 전설이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부산 동백섬 해안가에는 황옥공주 인어상이 있다. 황옥공주는 인어

이면서 매우 아리따운 미란다 왕국의 공주로 등장한다.19) 여수 거문도에 

18) 안정복, 東史綱目 부록 하권, ｢濊考｣: “예(濊)는 동이(東夷)의 옛 나라다. 주

서(周書)에서 말한, “예인(濊人)은 전아(前兒)인데, 원숭이처럼 생기고 서서 다

니며, 어린애와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안】지금 울릉도(蔚
陵島)에 가지어(嘉支魚)가 있다. 바위 밑에 굴을 파고 살며 비늘이 없고 꼬리가 

있으며 물고기 몸에 네 발이 있다. 뒤가 매우 짧아 육지에서는 잘 달리지 못

하나 물에서는 나는 듯이 다닌다. 소리는 어린애와 같은데, 그 기름은 등유(燈
油)로 쓸 만하다 하니, 전아라는 것은 아마 그런 유인가?濊東夷之古國, 周書謂, 
濊人前兒, 若獼猴立行, 聲似小兒者, 是也. 按. 鬱陵島有嘉支魚, 穴居巖碛, 無鱗有

尾, 魚身四足. 以後甚短, 陸不能善走, 水行如飛. 聲如嬰兒, 脂可以燃燈云, 此兩謂前

兒, 或是類歟?”
19) 두산동아백과사전, ｢황옥공주 인어상｣: “먼 옛날 인어의 나라 미란다에는 아

름다운 황옥공주가 살았는데, 황옥공주가 자라자 어머니는 머나먼 무궁국의 은

혜왕에게 황옥공주를 시집보낸다. 인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황옥공주는 

은혜왕의 왕비로 살아가지만, 고향과 가족 생각에 그리움이 쌓여간다. 이를 안

타깝게 바라보던 은혜왕은 황옥공주에게 말한다. “그대의 할머니가 주신 황옥

을 달빛에 비추면 그대의 나라가 보일 것이오.” 황옥공주는 매일 달에 황옥을 

비춰보며 인어로 변해 동백섬 근처를 헤엄쳤다고 한다. 황옥공주가 김수로왕과 

<부산 동백섬 황옥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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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는 인어 신지끼는 검은 머리를 풀어헤친 흰색 살결을 가진 아름

다운 여인이며20), 인천 장봉도의 인어 또한 상체는 여자와 같이 모발이 

길고 하체는 고기와 흡사한 여성의 모습이다.21) 백운필(白雲筆)에서는 

“머리카락은 매우 윤기가 있으나 땋

지 않았고, 피부는 몹시 깨끗하였으

나 옷을 걸치지 않았으며, 허리 밑으

로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손을 

모으고 어깨를 늘어트린 채 서 있는

데, 열두세 살쯤 되는 예쁜 계집아이

였다.”라고 하여 인어를 예쁜 여자 

아이로 표현하였다.22)

둘째, 인어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

면 진주가 된다. 수신기(搜神記)와 

박물지(博物志)에 드러나듯이, 교

인은 울면 눈에서 진주 혹은 구슬이 

나온다. 이 특성은 한시에서 두루 수용된다. 권필은 “만남과 헤어짐에 머

리털은 학처럼 희고 간난과 위험 속에 눈물은 교인과 같아라”23)라 하여 

결혼한 허황옥 왕비라는 설도 있다.”
20) 이 인어이야기는 디지털 여수문화대전에 ｢구비전승, 설화편｣, ‘신지께’편에 

실려 있다. 같은 내용이 삼산면지(삼산면지편찬위원회, 1998)에도 있다. 
21) 인천 장봉도 인어상 비문 전문 : “장봉도는 옛날부터 어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우리나라 삼대 어장의 하나로 손꼽던 곳이다. 옛날 어느 때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도 장봉도 날가지 어정에서 어느 어민이 그물을 낚으니 인어 한마리가 그

물에 걸려 나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들었던 인어가 나오자 깜짝 놀라 자세

히 보니 상체는 여자와 같이 모발이 길고 하체는 고기와 흡사하다. 뱃사람들

은 그 인어를 측은히 여기고 산채로 바다에 다시 넣어주었다 한다. 그 뱃사람

들은 수삼 일 후 그곳에서 그물을 낚으니 연 삼일 동안이나 많은 고기가 잡혀 

이는 그 인어를 살려준 보은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라 여기고 감사하

였다고 전한다.”
22) 李鈺, 白雲筆, <談魚>. 

<인천 장봉도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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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교인, 즉 인어에 비유하였고, 신유 또한 “창강 한

밤중에 인어가 울어대나 눈 가득 진주 눈물 물 속에 떨어지네”24)라 하여 

정포 달밤의 아름다움을 인어의 진주 눈물로 묘사하였다. 진주 눈물의 관

습은 가곡원류의 시조에도 남아 있다. 

눈물이 진주라면 흐르지 않게 두었다가 

십년 후 오신 님을 구슬성에 앉히련만

흔적이 이내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

무명씨의 작품이다. 눈물이 진주라면 구슬성을 만들어 임을 맞이하련

만, 그럴 수 없어 슬프다는 내용이다.25) 교인(鮫人)의 진주 눈물을 관습

적으로 차용한 작품이다. 
셋째, 인어는 어느 때든 비단을 짜는데, 용사궁에서 떠나 육지로 나와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비단을 팔기도 한다. 그 비단을 용사(龍紗) 혹은 

교초(鮫綃)라고 하는데, 색이 서리같이 하얗고 물에 적시거나 넣어도 젖

지 않아, 그 값은 백여 금에 달한다. 젖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용사의 특

성을 빌려, 귀한 말씀이나 글을 용사에 쓰고 싶다는 기록이 관용적으로 

나온다.
넷째, 인어는 인간과 친밀하거나 우호적인 관계이다. 비단을 짜서 인가

23) 권필, 石洲集, <奉寄車五山吟契二十八韻>: “聚散頭如鶴, 艱危泣似鮫”
24) 신유, 申竹堂海槎錄. <淀浦月夜作> : “滄江半夜鮫人泣, 滿眼明珠落水中”
25) 이 내용은 이미자의 노래 “눈물이 진주라면”에 그대로 녹아 있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행여나 마를새라 방울 방

울 엮어서 그님 오실 그날에 진주방석 만들 것을 지금은 눈물도 다 흘려서 흔

적만 남아 있네. 2)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내 마음 내 사랑을 방

울방울 엮어서 그님 오실 자리에 진주방석 드릴 것을 지금은 눈물도 다 흘려

서 자국만 남아 있네.” 성금련의 가야금 독주곡 “눈물이 진주라면” 또한 동일

한 관습을 차용하고 있다. 눈물을 진주로 만들어 임께 드리고픈 바람을 노래

하는 관습은 그 기원을 알든 모르든 간에 유유히 우리 민족의 관습적 상징으

로 전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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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며 파는 모습도 

있고, 인가를 떠날 때 진

주 눈물을 흘려 값을 치

르는 모습도 있다. 과부나 

홀아비가 교접을 할 정도

로 거부감이 없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수우도에는 인어 장

군에 대한 신화가 내려온

다. 인어장군 혹은 설운장

군이라 불리는 청년이 왜구의 침략에서 주민들을 구해주었다는 기록이

다.26) 이와 같이 동양의 인어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다. 

26) 한국의 해양문화 V.3, ｢동남해역｣(해양수산부, 2002), pp.521-522. : “통영시 

사량면 수우섬(樹牛島)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장군사당이 하

나 있는데, 매년 음력 10월이면, 마을사람들이 마을의 수호신인 설운장군의 사

당에 모여 지극한 정성으로 당산제를 지낸다. 이 당산신인 설운장군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이 섬에 한 가난한 어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슬하에 자

식이 없어, 부인이 뒤뜰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아들 하나를 점지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결국 오랜 치성이 효험이 있었던지 드디어 태기가 있

더니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여느 아이들보다 몸체가 두 배나 크고 

똘똘하였다. 아이는 첫 돌을 지나자 혼자 바다로 나가 헤엄을 치는데, 잠수를 

퍽 잘하였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이 섬에 예사롭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며 좋아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잠든 아들 설운(薛雲)
을 자세히 살펴보니 겨드랑이에 아가미가 있을 뿐 아니라 온 몸에 딱딱한 비

늘이 돋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부인은 괴이한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혹시나 

동네에서 쫓겨날까 싶어 이 사실을 일체 발설하지 않기로 영감과 엄밀히 약조

를 했다. 설운은 무사히 자라 장정이 되었다. 한편 이 때, 남해안에는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뭍에 올라와 곡식을 약탈해 가더니, 급기야 전라

도 곡창지대에까지 그 손길을 뻗쳐 약탈한 곡식을 배에 싣고 수우도 및 사량

도 앞 바다를 거쳐 일본으로 가져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를 괘씸히 여긴 설

운은 단신 바다로 뛰어들어 왜구를 무찔렀으며, 약탈해 가던 곡식을 빼앗아 

인근 섬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줬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그를 장군이라 불렀

<왜구를 물리친 통영 수우도의 인어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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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동양의 인어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인간과 같은 보통의 존재이

다. 서양 인어의 이름은 특정한 존재나 인물을 뜻하는 명칭인 데 반해, 
동양에서는 보통명사로 쓰인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 인어도 있다. 산해

경에 나오듯, 능어나 저인은 바다 한가운데에 사는 종족으로 어쩌다 한 

번 태어난 괴물이나 요괴가 아니다.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한 종류일 뿐

다. 설운장군은 도술도 부리곤 했다. 수우섬과 사량섬 및 욕지섬, 그리고 멀리 

남해섬까지를 훌쩍훌쩍 건너 뛰어 다녔으며, 산정에 걸터앉아 큰 부채를 펴들

고 살래살래 부채질을 하면 먼 바다 위로 지나가던 왜구의 해적선들이 바람에 

끌려오고, 순순히 응하지 않는 놈들은 파도를 거세게 일으켜 배를 침몰시켜 

버리기도 했다. 드디어 설운장군은 이곳 바닷사람들에게 구세주처럼 추앙을 받

게 되었다. 그런데 조정에는 수우도 근처에 해괴한 인물이 나타나, 오가는 어

선을 괴롭히기 때문에 어부들이 무서워 고기잡이를 못하고 모두들 굶어 죽어

간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왜구들이 설운장군을 없애기 위해 꾸민 소문을 지방 

관리들은 그대로 듣고 조정에 보고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어부를 괴롭히는 그 

인물을 당장 체포하라는 명령을 욕지도 호주판관(湖州判官)에게 내렸다. 결국 

관군이 설운장군을 잡으려고 하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그는 어부들을 모아 관

군에 맞서 싸웠으며, 욕지도 관아를 역습하여 판관부인을 납치해 절해고도인 

국섬(國島)에 숨겨두고는 아내로 삼았다. 아내가 된 판관부인은 일 년이 되어 

설운장군의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설운장군은 자기의 아이까지 낳은 여자이기

에 자기를 해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껏 

친절하게 대해 주면서도 설운장군의 약점을 살피며 탈출의 기회를 노리던 부

인은 설운장군이 한번 잠이 들면 며칠을 잔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설운장군

이 잠들자 몰래 산정에 올라가 봉화를 올려 관군들을 불러들이었다. 관군들이 

급히 몰려와 잠든 설운장군을 생포하여 배에 실어 압송하는 도중, 그때서야 

잠에서 깨어난 설운장군이 힘을 쓰니 굵은 포승줄이 “뚝, 뚝” 하고 끊어졌다. 
놀란 관군이 칼을 빼 급히 내려쳤으나 목이 댕강 떨어지는가 싶더니 곧 제자

리로 도로 붙는 것이었다. 이에 판관부인이 다시 칼로 목을 내려치게 명하고

는 숨겨둔 메밀가루를 잘린 목에 뿌리니 머리가 갑판 위로 데굴데굴 굴러 떨

어지고 몸뚱이가 몇 번 꿈틀거리더니 서서히 죽어갔다. 이렇게 설운장군이 관

군에 붙잡혀 죽자 왜구의 노략질은 다시 시작되었으며, 나라에서도 한동안 이

를 막지 못해 그 피해는 극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수우섬의 사람들은 설운장

군을 바다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장군의 사당을 세워 억울하게 죽은 그의 넋을 

달래는 한편, 왜구를 무찔러 달라는 간절한 바람과 더불어 마을의 안녕과 풍

어를 비는 제사를 연년이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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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 보니 남자 

인어도 있고, 여자 인어

도 있다. 
여섯째, 인어가 사는 

곳은 바다 속이고, 주로 

용사궁에 있다. 산해

경에서는 해내북경과 

해내남경이라 하여, 인

어가 사는 곳을 밝혔고, 
태평광기에서는 동해

라 하였으며, 수신기
에서는 남해 밖에 산다 하였다. 술이기에서도 남해에 교인이 살며, 특

히 용사궁에서 비단을 짠다고 했다. 박물지에서도 남해 물속에 교인이 

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인어는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반면 서양의 

인어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적대적 존재가 많다. 아시리아의 여왕 세

미라미스의 어머니 아타르가티스 여신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목동을 사

랑했으나 그를 죽이고 만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

어들었고, 물고기의 형상으로 바뀐다. 물고기로 바뀌었음에도 아타르가티

스의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후 아타르가티스는 상체는 인간의 

모습을, 하체 즉 가슴 아래로는 물고기의 모습을 갖게 된다.
알렉산드로 대왕의 여동생 테살로니케도 죽은 후 인어가 되었다고 한

다. 그녀는 에게 해에 살았으며 선원들과 마주치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고 한다. “알렉산드로 대왕은 살아계신가?” 이때 선원들은 이런 대답을 

해야만 한다. “그는 살아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다르게 대답을 하

면 데살로니케는 불같이 화를 내며 고르곤으로 바뀐 뒤, 선원들을 죽였다

고 한다.

<아타르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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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잘 알

려진 세이렌(Siren)은 

본래 반인반조(半人

半鳥), 즉 몸은 새의 

모습을 한 형상이었

다. 그리스 신화에 등

장하며, 아름다운 여

성의 얼굴에 몸은 독

수리의 것을 갖고 있

다. 독일 신화의 로렐

라이(Lorelei) 또한 

바다 요정이나 반인

반조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하여 조난시

켰다고 한다. 인어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바르샤바에서조차도 처음에 인

어는 요술과 노래로 어부들을 홀리고 고통스럽게 한 존재였다.27)

27) 오경근, 김지향 엮음, 세계민담전집 10, 폴란드·유고편. 민음사, 2003, pp. 
162-172. 폴란드 바르샤바는 인어의 도시로 일컬어진다. 인어신화로 도시가 만

들어졌고, 인어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바르샤바에 얽힌 인어 이야

기는 두 가지이다. 옛날 바르라는 어부가 샤바라 불리는 인어를 잡았다. 둘은 

부부의 연을 맺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바다를 잊지 못한 샤바가 결국 바다로 

돌아감으로써 헤어지고 말았다. 바르샤바라는 명칭은 두 부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시레나(syrena) 인어에 관한 이야기다. 시레나는 바르샤바 구시가지

와 비스와 강가에 칼과 방패를 든 용감하면서도 조금은 낯선 모습으로 서 있

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바르샤바의 인어 시레나는 아름다운 

노래로 어부들의 고기잡이를 방해했다. 어느 날 한 장사꾼이 사람들에게 구경

거리로 삼을 생각으로 인어를 잡았다. 인어가 살려달라고 해원하자, 어부의 아

들 중 스타쉑이라는 젊은 청년이 불쌍히 여겨 인어를 놓아주었다. 이후로 인

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늘날까지 무장한 채로 바르샤바를 지키

고 있다고 한다.

<‘Ulysses and the Sirens’, Herbert James Draper,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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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은 바다, 나아가 자연에 대한 공포심이 인어에 대한 부정적 신화, 
전설로 발전하게 한 반면, 동양은 공포심보다는 존경과 외경의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

했지만 동양에서는 자연을 조화와 상생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또 서양의 

인어가 어쩌다 생긴 돌연변이적인 존재라면, 동양의 인어는 인간과 다름

없는 존재로 나타났다. 서양의 인어들은 대체로 죽은 후 원한으로 인어가 

되었거나 신적인 존재이다. 이들은 돌연 인간 세계에 나타난 이방인이었

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 방식은 인간의 삶에 기생하며 그 삶을 방해한다. 
그러나 동양의 인어는 인간의 옆동네에 살 듯, 바다 속에 살면서 그들 나

름의 사회를 꾸리고 영위한다. 또 서양의 인어가 강력한 힘을 갖는데 비

해 동양의 인어는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나타났다. 
서양의 인어는 애초엔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었다. 인간의 삶을 노래

와 요술로 방해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많았다. 그러나 끊임없

이 이미지를 변화시켜가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면서 연약하고 예쁜 존재

로 탈바꿈해갔다. 곧 서양의 인어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중성적 

이미지, 환상적 이미지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반면 동양의 인어는 매

우 친근하면서도 신비로운 우호적 이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존재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동일한 소재임에도 한쪽은 멋진 문

화 콘텐츠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아예 존재마저 잊히고 말았다. 
따라서 서양의 인어 이미지와는 구별되는 동양의 인어 이미지의 특성

을 잘 활용한다면 인어의 문화콘텐츠화에 좋은 기여를 하리라 본다. 

3. 인어 서사의 문화콘텐츠 현황 

풍부한 동아시아 인어 서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방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동서양의 인어 관련 문화콘텐츠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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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양의 문화콘텐츠 사례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기로 한다. 도교적 상상

력에 기반을 둔 동양의 인어가 타자로

서 잊혀가는 동안, 서양의 인어들은 다

양한 분야에서 콘텐츠화에 성공하여 새

롭게 부활했다.
대표적으로는 인어공주 이야기가 있

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는 청동상으로 

만든 작은 인어상이 하나 있다. 작고 볼

품이 없지만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인어공주를 보기 위해 몰려든다. 
폴란드의 인어는 샤바 혹은 시레나인

데 수호신의 이미지가 있다. 바르샤바의 도시 곳곳에 여러 문장(紋章)과 

상징물에 용맹스런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다. 택시와 버스, 가로등, 건물 

벽화, 심지어 도시의 쓰레기통까지 인어 문장이 사용되었다. 폴란드 사람

들은 스스로를 인어의 후예로 생각하며, 힘들고 고달팠던 역사에서의 피

해 의식을 인어로 위안받는다고 

한다. 시레나는 뮤지컬, 관광상

품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세이렌 인어의 유

혹 이미지를 활용한다. 로고에 

뱃사람을 노래로 유혹하던 세이

렌을 그려 넣음으로써, 지나가는 

손님들을 커피 향기로 유혹하고 

끌어들이겠다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스타벅스의 홈페이지는 

세이렌의 이미지를 노르웨이의 

<바르샤바의 인어 동상>

<스타벅스 세이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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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화에서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28) 부정적 이미지의 세이렌이 마케

팅을 통해 우호적 이미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미국 뉴욕의 코니아일랜드(Coney Island)에선 매년 여름 인어 퍼레이

드 축제가 열리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해마다 열리는 

지역축제로서, 매년 올해의 왕과 여왕을 선발한다. 축제가 시작될 때쯤이

면 퍼레이드를 보고 그것에 참가하기 위해 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니아일랜드로 향한다. 
1899년 작곡된 드뷔시의 <Trois Nocturnes>에도 세 번째 파트에 ‘사이

렌’(Sirènes)이 있다. 이 곡은 사이렌과 바다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

를 담고 있다. 여성합창곡

이라 마치 인어가 노래하

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반면 동양은 인어 서사

의 문화콘텐츠 사례가 그

간 서양만큼 활발하지 않

았다. 그러나 최근에 동양

의 인어 소재와 신화를 활

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2009년에 개봉된 일본의 애니메이션 벼랑 

위의 포뇨는 ‘미야자키 하야오판 인어공주’로 알려져 있다. 소스케라는 

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한 인어 포뇨가 소스케를 좋아하게 되고 여러 

상황을 겪은 후 바다를 벗어나 사람이 된다는 줄거리이다. 배경을 현대 

일본으로 가져오고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덧입히긴 했지만, 이 작품은 안

델센의 인어공주를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인

어공주를 모티프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론가

28) 스타벅스 홈페이지. <스타벅스 컴퍼니> : “노르웨이 목판화에 나오는 세이렌

이라는 인어를 심벌로 선택하였습니다.” 

<중국영화 미인어>



232   道敎文化硏究 제49집

와 관객들이 인어공주를 쉽

게 연상하는 것은29) 안델센의 

인어공주가 워낙 깊게 각인

되어 있는 탓이다. 
중국도 주성치의 코미디 영

화 미인어는 2016년 개봉했

다. 개발로 청정해역 ‘청라만’
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

자, 이를 지키기 위해 인어 샨샨이 자존심 세고 허세 많은 부동산 재벌 

류현에게 접근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코믹하게 담아내었다. 이 영

화에 등장하는 인어의 모습은 산해경에 나오는 것처럼 청라만에 사는 

인간과 다름없는 하나의 부족

일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의 녹스게임즈에서는 웹게임 

‘미인어’를 서비스하기도 했다. 
이는 영화의 판권을 사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게임으

로, 1700만 명에 달하는 유저

를 보유하다가 2017년 문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29)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인터뷰에서 벼랑 위의 포뇨의 모티브는 안델센의 

인어공주가 아니라 일본 민담 <우라시마 타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애

니메이션이 상영되고 난 후, 많은 평론가들은 벼랑 위의 포뇨가 인어공주 
서사와 만나는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FILM 2.02008월 12월 3호 ‘미야자

키 하야오 감독 인터뷰’ 중 : “기본적으로 벼랑 위의 포뇨는 한 어린 소년

에 관한 단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인어공주가 모티프란 말도 있지만 

그건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유리병에 든 금붕어 포뇨를 소스케가 발견하는 내

용 등이 추가된 것이다.” 

<여수엑스포 상영영화 ‘신지끼 여 이야기’>

<온라인게임 미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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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어 서사를 바탕으로 한 콘텐

츠로는 신지끼에 대한 활용이 비교

적 활발한 편이다. 2012년 프랑스

의 샤를 드모 감독이 만든 국내 최

초 3D 홀로그래픽 사운드를 활용

한 ｢신지께 여 인어이야기｣가 여

수 엑스포에서 영상으로 전시되었

다. 영상의 성공에 힘입어 여수시

는 웹드라마 ｢신지끼｣를 2016년 

제작하였다.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

움에 취한 신지끼가 빅오의 여신을 

만나게 된다. 그후 7일간 인간이 

되어 여수관광지를 배경으로 거리

의 악사와 ‘꿈꾸는 첫사랑’을 펼친다는 이야기다. 총 22분 분량의 웹시리

즈 4편으로 구성됐다. 
거문도에는 인어 해양 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2011년 완공된 이 공원

에는 인어 전설이 담긴 서도리 녹산 등대를 탐방할 수 있는 돌담 산책로 

1.5.km를 개설하였다. 또 탐방로 주변 절벽 위에는 4.5m의 청동 인어상

을 설치하였다. 
2016년 제작된 드라마푸른 바다의 전설도 인어를 소재로 하여 만든 

것이다. 어우야담에 나오는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로맨스

이다. 여기서의 인어의 이미지는 눈물을 흘리면 진주가 된다는 특성을 활

용하여, 육지에 올라온 인어와 인간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다. 
근래에 이같이 동양 인어의 이미지를 활용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

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신화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지역의 공간마다 인어 동상을 세워 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이 동상들은 

대체로 인어 공주 이미지를 모방한 느낌이라, 밑에 스토리를 제대로 읽지 

<인어 소재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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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그저 안델센의 인어공주 동상을 모방해서 이곳에 세워놓은 줄 아

는 사람이 많다. 
이에 동아시아의 인어 형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방안을 고

민해 보아야 하리라 본다.

4. 인어 서사의 문화콘텐츠 가능성과 역할

동아시아 인어는 풍부한 서사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

다. 게다가 인어 이야기는 대중성이 높은 콘텐츠이다. 더불어 인어는 바

다에 살기에 무한한 상상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어 서사는 문화콘텐츠

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에선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드문 까닭은, 우리에게도 인어 서사가 있다

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이미지만 익숙한 

탓도 크다고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화콘텐츠 가능성을 제안해 본다. 
첫째, 다양한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화이다. 
기존에도 시도되었던 방법이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의 콘텐

츠화가 가능할 것이다. 원형 서사 그대로의 작업도 가능하고, 이미지의 

차용을 통한 현대적 변용도 가능하다. 안델센의 인어공주의 경우 지금

까지도 영화는 물론 애니메이션, 웹툰, 뮤지컬, 게임, 연극, 무용 등 다양

한 매체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인어 서사도 무용과 뮤지컬, 웹툰

과 게임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인어 서사를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서양의 인어공주와는 차별되는 우리의 인어 이미지와 

서사를 활용하고 창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어공주가 아닌 인어 아저씨를 떠올려 볼 수 있으며, 서양의 

인어 서사에는 없는 인어의 눈물로 만든 구슬인 교주와 인어가 만든 비

단인 교초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또 동양에는 인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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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존재하므로 인어 왕국에서 벌어지는 서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서양의 인어공주가 지고지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달라

진 시대상에 맞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용기 있는 인어상을 구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로도 성공한 서사를 들여다보았을 때, 대체로 

공통되는 지향 가치는 용기와 우정, 신의, 진실 등이다. 우리나라의 인어 

서사를 들여다보면 이들 지향 가치를 다양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어장군인 설운은 용기를 갖고 있었고, 여수와 인천, 제주도와 동해 등

에서 나타나는 인어는 신의와 우정, 진실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향

가치는 대체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열광하는 가치들

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브랜드 가치로 삼아, 인어에 대한 다양한 영상 콘

텐츠를 제작하면 세계적으로도 매력적인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음악 분야에서의 콘텐츠화이다. 교인의 진주 눈물은 앞서 밝혔듯

이, 시조와 가야금 산조에도 이어졌고 대중가요의 가사에도 녹아들었다. 
또한 드뷔시의 곡처럼 클래식곡으로 탄생하기도 하였다. 

동양 인어의 다양한 특성과 이미지를 음악으로 구현한다면, 신비한 동

양의 인어 신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악이나 

정통 클래식, 대중음악과 뮤지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어의 이미지

와 지향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춘향전의 고향인 남원시의 경

우 2009년 11월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향 이탈리아 베로나시와 각종 

정책교류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춘향전>을 비롯

한 우리의 국악이 이탈리아의 오페라 페스티벌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춘향전>을 바탕으로 국악의 해외진출

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30) 인어를 소재로 한 서사 역시 이와 같

30) 장영범, ｢지역문화 콘텐츠와 축제 이벤트를 활용한 관광 비즈니스 전략에 관

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3,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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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신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K-pop이 세계적인 대중음악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가사로 우리의 인어 서사를 활용한다면 신비함과 참신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지역 공간의 콘텐츠화이다. 각 지역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인어 

동상을 중심으로, 인어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 문화 사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에는 스토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후에는 사람

들이 스토리를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축제에서 성

공하기 위해서는 대개 6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한다.31) 인어 서

사를 테마로 한 지역 축제 기획은 이들 요소의 대부분을 충족시킨다. 그

러므로 인어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하고 인어 체험을 

하는 등 인어 서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인어 축제를 개최하여, 각 지방의 역사와 그에 얽힌 스토리 등을 홍보할 

때, 다양한 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인어 변장, 인어 수영대회, 물고기 잡

기 체험, 인어 비단 짜기, 인어 구슬 모으기 등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기

획될 수 있다. 

31) 정민의, ｢지역 축제 기획요소에 관한 사례 연구｣, 문화관광연구, 문화관광연

구학회, 2003, pp.61-82. : “① 축제 기획요소의 특성화 : 지역 축제가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축제로 기획되

어야 한다. ② 축제 주제의 개발 : 독창적이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축제의 지속적인 평가 : 지역축제방문객조

사를 통해 관광객 기대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획요소를 파악하여 차기 

축제에 피드백(feedback)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④ 축제공간의 한계성 극복 : 
축제공간은 축제를 한층 더 신비스럽고 매력적인 연출의 무대로 축제 방문객

에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한다. ⑤ 지역축제의 브랜드 개발 : 축제자체가 그 지

역을 방문의 주목적이 되는 것으로 축제자체가 목적지화해야 한다. ⑥ 지역축

제의 관광메시지 개발 : 지역축제는 축제의 소재를 발굴하여 자원화뿐만 아니

라 상품화시켜 시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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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를 통한 특산

물과 기념품 등도 개

발할 수 있을 것이

다. 테마파크를 조성

할 때 인어 서사를 

테마로 구성하는 방

법도 있다.32) 
예컨대, 제주도의 

굼둘애기물은 인어

가 마을의 약숫물에서 목욕을 하며 상처를 치료하고 마을을 향해 고맙다

고 인사를 했다는 전설이 있다.33) 그러나 막상 그 장소를 가면 안내판이

32) 도쿄의 디즈니랜드는 인어공주를 모티프로 하여 조성되었다. 아리엘의 궁전이

라는 테마와 소재로 각종 시설이 구비되었다. 
33)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제주특별자치도, 2009), ｢인어의 전

설과 물오리 자맥질, 귀덕 2리 굼둘애기물｣, pp.330-333 : “옛날 귀덕 앞바다에

는 전설의 아름다운 인어(人魚)가 살고 있었다. 인어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 눈

을 피해 바다 속에서 헤엄치며 놀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마을 앞 

방파제 역할을 하는 ‘여(물속에 잠겨 있는 바위)’에 올라와 지친 심신을 풀었

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인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피해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띄더라도 보지 못한 척 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

던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바다 속에서 여유롭게 헤엄치며 놀던 인어에게 

시련이 닥쳤다. 자신보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의 갑작스런 습격을 받게 된 것

이다. 가까스로 근처의 '여'로 몸을 피했지만, 살펴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아직은 날이 밝아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띠면 어쩌나 싶었지만 그대로 두면 상

처가 더 깊어질까 걱정되었다. 인어는 마을 앞에 흐르는 깨끗한 용천수로 가

서 상처를 얼른 씻고 오기로 결심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재의 굼둘애기물

에 도착한 인어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한 채 급하게 용천수에 몸을 던지고 

목욕을 하며 상처를 씻는데 열중했다. 마침 용천수 주변에서 빨래를 하던 마

을 사람들은 상처를 씻는 인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른 척 해주었다. 상처를 모두 씻고 바다로 다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릴 때서

야 주변에 마을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인어는 자신을 보고도 보지 못한 

척 해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느끼고 그들을 향해 고맙다는 

<제주도 굼둘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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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지판도 없어, 신화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굼둘애기 축제를 연다

든가, 주변에 굼둘애기 기념관을 만드는 등 신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

간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의 장봉도 인어상, 부산 동백섬의 황옥 공주 인

어상도 그 지역 주민들조차 인어의 존재를 잘 모른 채 동상만 덩그러니 

서 있는데, 이들의 의미와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어의 정체성이 창출하는 가치를 착안하여, 지역 브랜드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인어라는 상상적 가치를 강조하거나 인어가 주

는 우호적 이미지를 지역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지역 

홍보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인어 비단, 인어 구슬 등 다양한 인어의 물

건을 매개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전략도 필요하다. 

5. 결론

신화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자 동아시아 상상력의 근원이기도 

하다. 특별히 인어 관련 서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다. 이미 서구에서는 북구 신화를 변형한 인어공

주가 문화콘텐츠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양 신화의 콘텐츠화 작업을 제안해 보았다. 이는 

단순히 서구 상상력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도교를 바

탕으로 한 동양 신화의 서사 속에는 그 민족 고유의 사유와 시대의 이데

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인어 이미지에 투영된 당대인의 의식을 

들여다보고 동아시아 상상력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인사를 올리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이 용천수에 몸을 

씻은 사람들은 잔병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물오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속으로 재빠르게 들어간다는 뜻의 ‘굼둘애기’를 상처를 씻고 

바다로 사라진 인어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이 용천수를 ‘굼둘애기물’이라

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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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금까지 도교의 서사에 바탕을 둔 자료는 구비 문학과 종교, 문화 전

공자들 간의 전문 영역에만 머물렀을 뿐 인접 학문 및 세상과 소통을 모

색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도교의 서사 이미지들은 오

늘날 환상성과 연관하여 무궁무진한 결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문

헌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 속의 수많은 기이한 동물들은 동양

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리라 본다. 그 가운데 인어 서사의 문화콘텐츠화는 

동아시아의 인어 형상을 현대와 세계에 소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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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possibility and role as 
cultural contents through the image and 

narrative of East Asian mermaids*34)

Kang, Min-kyoung**
3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rit of East Asian imagery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meaning of the mermaid narrative in the cultural 
contents of East Asia by analyzing the images of East Asian mermaid 
distinguished from Western. 

First, I looked at East Asian mermaid prototypes and oral narratives. In 
Korea, the Chinese mermaid narrator originally came in and was actively passed 
on, but it appeared to be transformed in various places. In China and Japan, 
mermaid narratives based on Taoist imagination are seen everywhere. This shape 
has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 mermaids.

First, a mermaid has a face similar to a person and has a scaly, white skin. 
Second, the mermaid's tears become pearls. Third, a mermaid squeezes silk at 
any time. She goes out of the water and sells silk while staying in the accent. 
Fourth, mermaids are intimate or friendly relations with humans. Fifth, the 
Oriental Mermaid is not a mutation, but a normal being, such as a human 
being. Sixth, the mermaids live in the sea, mainly in the Yong-sa palace. It 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2A01025080)

 ** Professor, Hanya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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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different from the western mermaids, which had many beings that interfered 
with and frightened human life, with strong power and hostile relations with 
humans. Therefore, the mermaid of oriental mermaid can make a good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contents if the characteristics of images are utilized 
well.

Prior to the formulation of cultural contents strategy, we examined the status 
of cultural content related to mermaid in the East and the West. Unlike the 
myths of Western mermaids, which have been widely branded and promoted and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world, it has not been deeply started to make 
cultural contents using Oriental Mermaid narra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ulture contents plan more actively. In this study, firstly, the contents 
were made using various media, second, contents were made in the music field, 
and third, contents were made in the local space.

In this way, we proposed the work of contentization of oriental myths. It is 
not simply an attempt to emphasize the difference from Western imagination. 
The narrative of oriental mythology based on Taoism reflects the ideology of the 
nation and the ideology of the times.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to look into 
the consciousness of the contemporaries projected in the mermaid image and to 
discover and spread East Asian imagination.

Until now, materials based on the Taoist narrative have only stayed in the 
area of   specialized literature, religion, and culture, and have not actively shown 
up on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neighboring scholars and the world. 

The narrative images of Taoism have unlimited possibility of combining with 
fantasy today. So many myths and legendary strange animals coming down to 
literature and oral tradition will be sources of Eastern imagination. Among them, 
the cultural contentsization of the mermaid narrative will be very meaningful to 
introduce the mermaid form of East Asia to the modern and the world.

Key words : Mermaid, Taoist, Mountain Sea, Myth, Taipei Madness, 
Imagination, Cultural Contents, Shark, Siren, Mermaid, Storytelling


	도교문화49-07강민경(211~242)
	책갈피
	180736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