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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보통 설녀(雪女)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막연하게나마  

덮인 깊은 산에서 불가사의한 아름다운 의 여인, 정령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 다면 과연 이 게 막연하고 불가사의한 알 수 없는 존재이미지 정도로 설녀 이미지가 

우리에게 인식되고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쯤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어릴 부터 화나 TV, 만화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하여 설인(雪人)1)이란 존재를 

쉽게 해 왔었다. 설인은 티(Yeti)라고도 불리우는 히말라야 부근에 산다고 해지는 설

상의 미확인 괴물로서, 지 까지 사람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자극해 오면서 부터 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6A3A02033580)
 ** 앙 학교 외국학연구소 HK 연구교수

 1) 일본에서 설인(雪人), 설남(雪男)은 근 시 에 이르러 티(Yeti), 빅풋(big foot) 등의 번역어로서 명칭이 

덧붙여졌을 뿐으로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설녀와는  계가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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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유무와 진 를 둘러싸고 세계 으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아왔다. 한 유럽에서 해진 

 의 여왕2)이야기 속의 의 여왕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 이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온 존재 었다. 

<그림 1> 화도백귀야행(画図百鬼夜行)
속의 설녀(도리야마 세키엔(鳥山石燕))

<그림 2> 백괴도권(百怪図巻)속의 설녀

     (사와키 슈시(佐脇嵩之))

한편으로 한국과 국에서 오래 부터 승되어 오던 민담, 설, 민화 등의 수많은 옛날이

야기 속에서 설녀에 한 기록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체 인 언 과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존재유무에 한 기술조차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음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주변의 

배경과 향 속에 놓여 있어서인지 여태껏 우리들은 좀처럼 익숙하지 않은 설녀라는 존재보다 

설인과 의 여왕에게 주목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닌가하고 조심

스럽게 생각을 해본다.3)  

이러한 설녀에 한 동아시아 괴기 문화의 인식  배경 속에서 그 다면 우리가 희미하게 

나마라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설녀 이미지는 도 체 어디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이미지는 주로 일본에서 해지는 민담, 설, 민화 등의 옛날이야기 속에서 

 2)  의 여왕은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이 창작하여 1845년에 발간된 동화로 우리에게 리 

알려져 있다. 선악의 기로 속에 놓인 어린 소년, 소녀에 한 이야기로, 이후 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그 스토리와 내용이 조 씩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 장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의 여왕도 이라는 공통 이미지를 가직하

고 있는 존재이지만,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설녀와는 그 축을 달리 하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3) 일본고 문학문화연구회(2010)환상과 괴담도서출  문,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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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되고 때로는 문헌으로 승되어 온 다양한 설녀4)의 모습과 변용된 내용들을 통하여 살펴

볼 수가 있다. 일본에서 요괴로서 분류되고 있는 설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재 상 으로 다른 어떤 일본 요괴보다도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고 소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과정과 흐름 속에서 일본에서의 요괴문화 붐이 바다를 건  한국에까지 

이어져 오는 와 에 설녀라는 일본요괴가 조 씩 우리들에게 각인되기 시작 던 것이라 생각

되어진다. 즉 이는 최근 일본문화코드의 심으로 자리 잡고서 그 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괴기, 괴담문화 열풍과 그에 수반되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장르  차원의 요괴문화6) 붐과 

일정부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 에서 앞서 언 하 듯이 어렴풋이 인식되어 온 설녀라는 요괴 이미지에 한 

종합 인 고찰과 설녀 이야기에 한 보다 체계 인 정리와 승양식, 그리고 한, , 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시각에서 바라본 인식의 틀에서의 설녀 인식의 재정립7)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 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거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본 요괴, 설녀의 이미지에 한 연원과 

 4)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설녀의 이미지는 보통 과 겨울의 추 를 상징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공포의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설녀는 보통 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보라가 치는 밤에 하얀 

피부의 여인으로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하여, 자고 있는 남자의 정기를 빼앗아 가는 표 인 의 정령 

는 요괴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고, 의 녹아 없어지는 성질에서 

비롯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헛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주된 존재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http://ja.wikipedia.org/wiki/%E9%9B%AA%E5%A5%B3 (최종 검색일: 2013년 2월 10일)  

 5) 설녀는 재까지 다양한 화, 애니메이션, 래동화, 소설, 만화,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극 으로 활용 소비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설녀는 일본요괴문화 속의 표

인 존재로서 그 치를 하고 있다. 성혜경(2009)｢라 카디오 헌과 일본문화-｢雪女(Yuki-Onna)｣를 

심으로-｣일본연구26집, p.201
 6) 최근의 일본의 괴기, 괴담과 요괴문화는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코드와 문화콘텐츠를 상징하고 

표하는 요한 요소로 그 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그 범 와 역은 더욱 확 되어 나갈 것으로 

기 된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단순한 즐거움과 흥미차원에서의 근이 아닌, 좀 더 깊이 있고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일본 괴담과 요괴문화의 근원 인 이해’가 선행되기 해서는 요괴문화의 원형이 

되는 일본 괴기, 괴담물을 통한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문학의 문화화, 즉 

괴담문학에서 요괴문화로 이어가기 해서는 요괴문화의 기층이 되는 일본 괴기, 괴담물의 구조와 

그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과 이류들의 교류양식을 면 히 살펴보고 논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일본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괴기, 괴담과 요괴문화도 그 이야기의 근원을 되돌아보면, 
신화와 설, 그리고 설화와 민담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인간과 

공존하며 다시 그 시 의 문학이나 문화로 재창조 는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의 학

교 인문사회연구소 편(2013)동아시아 교류와 문화변용박문사, pp.83-84 
 7) 보통은 아름다운 이미지의 표 인 요괴로서 설녀는 인식된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러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 요괴 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꼭 그 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추녀로서 

발이 하나만 달린 외다리 형상을 한 야만바(山姥)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노인의 모습으로, 는 유킨바(雪
婆)라는 아이를 납치해 가는 흉폭한 요괴로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은 일반 인 설녀 이미지에 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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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문화사  흐름을 통하여, 이미지의 변용과정 등을 살펴 으로써 설녀에 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어져온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재고해보는 

것을 본고의 주된 목 으로 삼고자 한다.8) 나아가서는 라 카디오 헌의 가이단(怪談) 속의 

설녀의 의의 그리고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의 구조 속에서 설정된 인간과 설녀와의 독특한 

계,  일본문화 속에서 여 히 살아 숨쉬는 설녀의 양상 등 설녀를 문화사  측면에서 

통시 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설녀 이미지의 혼재- 그 사례와 배경

일본의 각 지역에서 승되어 오고 있는 설녀 이야기는 일본 근  이 까지는 다양한 

이미지와 형태로 산재되어 개되어 왔다. 어떠한 완벽한 형태를 갖춘 기승 결의 구조를 

가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설녀의 목격담, 형태, 그리고 특징 등으로 설녀의 어떤 한 부분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단편 인 형태로 때로는 입으로 구승되면서, 때로는 기술되어 지

의 우리들에게 해지고 있는 것이 근  이 까지의 설녀 이야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설녀에 한 언 이 있었던 가장 오래된 문헌을 찾아보면 무로마치(室町)시  

말기에 소기(宗祇)법사에 의하여 쓰인 소기쇼코쿠모노가타리(宗祇諸国物語)9)에서 그 모습

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설녀에 한 구체 인 기술이 이루어진 최 의 문헌으로 일반 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설녀에 한 이야기가 시기 으로 세시 부터 승되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목10)이라 할 수 있다. 소기가 이 많이 내리는 에치고(越後)지방에 

가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 에 설녀에 한 흥미로운 기술이 

있는 곳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언 되고 있는 설녀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8) 한국과 일본에서 설녀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재 성혜경의 라 카디오 헌과 일본문

화-｢雪女｣를 심으로-와 황소연의 라 카디오 헌의 일본 -삶의 여정과 괴담출 을 심으로- 두 

편이 논문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설녀 연구가 단독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아닌 일본의 

요괴문화 속의 하나의 항목으로 폭넓은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일본 민속학  에서 필드워크 

심의 사례 소개 형식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지 의 형세이다. 따라서 한, 일 양국에서의 설녀에 한 

본격 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 日野巌(1982)動物妖怪譚有明書房, pp.186-189
10) 京極夏彦･多田克己 編著(2000)妖怪図巻国書刊行会,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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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가 어느 날 미명(未明)에 변소에 가려고 문을 열고 동쪽을 바라보니 10미터정도 떨어진 건 편 

나무 숲에 불가사의한 여자가 서 있었다. 키는 3미터 정도 고, 얼굴과 피부는 비칠 듯이 새 

하얗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의 형태로 나이를 생각해 보니 20살이 되지 않아 보이는데, 

새하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굴까? 이름을 물어보려고 

다가가자, 여자는 채소밭 쪽으로 걸어가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살펴보려는 사이에 자취를 감추

고 만다. 아침이 되어 인근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것은 의 정령입니다. 설녀라 

불리우지요. 이 게 이 많이 내리는 해에 드물게 나타난다고 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진귀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11)

당시까지만 에치고 지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수없이 회자되고 있었지만 좀처럼 그 존재가 

확인되지 못하 던 설녀가 처음으로 세상밖으로 그 존재가 확인되고 인지되는 순간을 묘사하

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속에서 설녀의 용모가 아름답고 처럼 하얀 여자로, 

그리고 앞서도 언 한 의 정령이라는 이미지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설녀는 

처럼 순수한 순백의 이미지와 같은 때 묻지 않은 순결한 처녀성을 간직하고 상징하는 존재

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녀가 

과연 이런 순백의 깨끗한 이미지로만 철된 존재로서 그 이후 지속 으로 이야기가 승되어 

왔을까 하는데 에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후 승되어져 온 다양한 일본의 설녀 

이야기들의 사례를 통하여 그 의문에 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설녀는 주로 일본에서 이 많이 내리는 호설지역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지역들을 심으로 설녀 이야기는 변용되고 승되어 나아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일본의 설국이라 불리는 아오모리(青森), 야마가타(山形),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에히

메(愛媛), 니가타(新潟)、나가노(長野) 등과 같은 곳에서 주로 퍼져 나갔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과 이미지,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조 씩 다르게 변용된 내용과 결말로 설녀 이야기는 

일본 국에 보편화되어 갔다. 그러면 이처럼 무수히 많은 설녀 이야기의 승형태들 가운데

에서도 가장 일반 으로 회자되고 있는 설녀 이야기를 몇 가지 사례로 정리하여 소개해 보고

자 한다.12)  

11) 소기쇼코쿠모노가타리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어 역으로 잘 표 되어 있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 다. http://home.att.ne.jp/red/sronin/_koten/0237sougi_yo.htm (최종 검색일: 2013년 2월 15일)  
12) 일본 각 지역의 설녀 승은 주로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 다. 乾克已編(1986) 日本伝奇伝説大辞典

角川書店, pp.922-923. 日野巌(1982) 動物妖怪譚 有明書房, pp.186-191. 村上健司 編著(2000) 妖怪事典
毎日新聞社, pp.356-357 http://ja.wikipedia.org/wiki/%E9%9B%AA%E5%A5%B3#cite_note-youkaizukan-1 
(최종검색일: 2013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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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양한 지역의 설녀 이야기 속에서도 이와테 지역에서 설녀는 보라에 속에 등장하여 

사람들을 하며 그녀의 같이 차가운 숨결로 그들을 얼려 정기를 빼앗아 동사시키

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② 니가타 지역에서 설녀는 아이들의 간을 빼어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길을 잃도록 만들어

서 얼려 죽게 만든다고 한다. 때로는 스스로 인간 남자에게 찾아와 그의 아내가 되지만, 

억지로 목욕을 하게 되어 얼음 조각만을 남긴 채 사라진 ‘고드름 부인’13)의 형태로 이야

기 되기도 한다.14) 

③ 아키타 지역에서는 설녀의 얼굴을 보거나 말을 나 거나 하면 잡아먹히게 된다는 이야기

도 해진다.

④ 그 밖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설녀는 서로 다른 형태와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설녀가 

아기를 데리고 나타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요괴 에 하나인 우부메(産

女)15)와 비슷한 을 가진 형태로 유명하다. 보라 치는 밤에 유킨코(雪ん子)를 안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이를 안아달라고 부탁한다. 아이가  무거워져 사람은 

에 묻히어 동사한다고 해진다. 그리고 부탁을 거 하면 골짜기로 떨어뜨려 죽인

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살려면 칼을 입에 물고 있으며 견디다가 설녀에게 아이를 

건네주면 보물을 얻거나 엄청난 괴력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도 해지고 있다.16) 

⑤ 때로는 에히메(愛媛)지역에서는 설녀가 이 내리는 밤에 외다리 형상을 한 야만바(山姥)

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고 하고, 나가노 지역에서는 유킨바(雪

婆)라는 아이를 납치해 가는 요괴와 련지어 아이를 납치해 가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 다. 그래서 이 지역사람들이 이 많이 내리는 겨울 녁에는 아이들을 집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하 다고 한다.17)

13) 아오모리, 야마가타, 아키타 에도 ｢고드름 부인(しがま女房)｣ 는 ｢고드름 여자(つらら女)｣라 불리는 

형태로 비슷한 이야기가 해진다고 한다. 고드름 여자 역시 인간 남자와 결혼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고드름이 녹는 이 되면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듬 해 겨울이 되어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
14) 古橋信孝(1992)｢雪女伝説｣日本｢神話・伝説｣総覧新人物往来社, pp.276-277
15) 우부메(産女, 姑獲鳥)는 산고의 고통 속에 결국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은 요괴를 말한다. 죽은 임산부를 

그 로 매장하면, 우부메가 된다는 개념은 부터 있었고, 많은 지방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서 엄마에게 안기게 한 후 매장했다고 해지고 있다. 増田秀光

(1999)妖怪の本学習研究社, p.103
16) 多田克己(1990)幻想世界の住人たち IV 日本編新紀元社, p.194
17) 이와테  도노(遠野)지방에서도 정월 보름 밤에 설녀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들에 나와서 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의 외출을 경계시키는데, 이처럼 설녀를 야만바와 같은 식으로 다루는 경우를 

많은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김용의 역(2009)도노 모노가타리(遠
野物語) 남 학교 출 부, p.168, pp.203-234에 이와테  도노 지방의 민간 승에 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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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일본의 설국에서 수많은 승양식을 볼 수 있는데, 정월에 설녀가 실세계인 

인간계를 찾아온다는 설정에서 설녀의 도시가미(歳神)  성격을 엿볼 수도 있다. 한 부

터 산에서 지켜야 할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산의 정령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산사람 사이에서 

해지는 괴이담에 설녀의 괴이담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승되는 형태의 설녀 이야기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이야기가 승되는 과정에서 설녀의 정령  성격만이 강하게 인식되어 

에도시 에는 요괴로서의 설녀가 정착되어 가게 되었다고 한다.  

어 든 설녀라 불리는 이야기에 공통 으로 용되는 사항은 ‘겨울 밤 에 뒤덮인 공간, 

깊은 설산에 불가사의 한 여성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개되어 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실제 으로 설녀 이야기는 부분 슬  이야기이고, 아이가 없는 노부부, 산에서 

혼자 사는 남자 등 이처럼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보라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닌가하며 상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기다리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행복감을 꿈꾼 이야기18)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다림은 허무함 뿐만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존재인 설녀의 출 을 고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재의 독자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그 안타까움과 아련한 

마음은 더욱 고조되고 간다.    

이와 같이 일본의 각 지역에서 이야기가 변용되어 승되어 감에 따라 설녀는 더욱더 다양

한 모습과 이미지로 혼재되어 가는 양상19)을 보이고 있었음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3. 라 카디오 헌과 가이단(怪談)속의 ｢설녀｣의 의의

3.1 설녀 이야기 계보의 완성자-라 카디오 헌과 가이단(怪談)

이처럼 세 소기쇼코쿠모노가타리이래 다양한 설녀 이야기가 일본 각지에서 해져 

18) 古橋信孝(1992) 앞의 책, pp.276-277
19) 한 가지 재미있는 은 겨울에 많은 으로 뒤덮이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당연히 다른 어느 지역보

다도 상당한 수의 설녀의 이야기가 승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으로 홋카이도에 해지는 설녀 

이야기는 상 으로 타 지역에 비해 그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민화(民話)가 

성장할 시간  여유와 토양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보통 이야기 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에 한 좀 더 구체 인 배경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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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근  이 까지는 어떤 극  거리를 가진 완성된 이야기로서 

라기보다는 설녀의 어느 한 면만을 부각시킨 단편 인 이야기 형태로 산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하나의 완성된 문학작품으로 정착시킨 것이 라 카디오 헌의 가이단(怪談)20)

의 ｢설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해 내려오는 

다양한 설녀상을 일본인이라면 구나 익히 알고 있는 지 의 형태의 설녀 이야기로 최 로 

완성시킨 것은 일본인이 아닌 서양인 헌이었다는 것21)이다.

이처럼 란 의 외국인 헌이 어떠한 형태로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방식과 

동기 속에서 가이단을 집필하게 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가이단 속의 ｢설녀｣이야기가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된 경 에 하여 그의 약력22)과 더불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라 카디오 헌은 1850년 그리스 이오니아 제도의 카다 섬에서 아일랜드계 의사 던 

아버지와 그리스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더블린으로 이주

하여 이모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 그리고 어린 시 에 왼쪽 을 실명할 정도로 외롭고 우울한 

소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1869년 열아홉의 나이로 홀로 미국 신시내티로 이주하 으나, 극빈

자 생활을 면치 못하 으나, 다행히 당시 명한 편집자 던 헨리 왓킨과 교류하면서 쓰는 

재주를 인정받아 1872년 <신시내티 데일리 인콰이어러>의 기자로 일하게 된다. 1890년 ≪하퍼

스 매거진≫ 특 원으로 처음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풍경과 정서에 반해 시마네(島根)  마쓰

에(松江)에서 학교 어교사로 재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에 한 

술 활동을 시작하는 와 에, 마쓰에의 몰락한 사무라이 집안의 여성인 고이즈미 세쓰코(小

泉節子)23)와 결혼을 한다. 이후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이름까지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로 

바꾸기까지 하면서 일본문화와 문학을 서양에 소개하는 쓰기에 오로지 매진하 다고 한다. 

20) 라 카디오 헌의 표작 가이단(怪談)에 한 다양한 표기와 번역본에 붙여진 이름에 한 설명은 

라 카디오 헌 지음 ․ 김시덕 역(2010)일본괴담집 怪談도서출  문, pp.265-266에 자세하다.
21) 성혜경(2009) 앞의 논문, pp.199-200
22) 다음에 소개할 라 카디오 헌의 약력은 황소연(2009)｢라 카디오 헌의 일본 -삶의 여정과 괴담출

을 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0집, 성혜경(2009)｢라 카디오 헌과 일본문화-｢雪女｣를 심으로-｣ 
일본연구제26집, 라 카디오 헌 지음 김시덕 역(2010)일본괴담집 怪談 도서출  문과 인터넷 사이

트로는 http://www.hanulbooks.co.kr/author/content.asp?pAID=4656, http://book.daum.net/category/authorDetail.do? 
authorID =AU00369260, http://www.younglock.com/shop/main.php?class_id=1649&item_id=170477&page=view_item 
(최종 검색일: 2013년 2월 18일)를 주된 참고 자료로 삼아 정리하여 기술하 음을 밝 둔다.  

23) 외국인인지라 헌의 일본어 실력은 그다지 높은 수 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일본문화와 문학에 

하여 그 구보다도 깊이 있는 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리한 감성과 직 이 크게 작용한 

것도 있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조력자로서의 아내 세쓰코의 역할이 상당하 다는 것이었다. 헌에게 

새로운 창작의 재료가 될 이야기를 들려주기 해 세쓰코는 희귀한 책을 구입하여 내용을 알기 쉬운 

일본어로 이야기하듯 헌에게 들려주었다고 한다. 이 게 하여 출간된 것이 가이단이었던 것이다. 
성혜경(2009) 앞의 논문,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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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서도 일본 민담과 괴담을 수집하고 기록하는데 각별한 애정을 기울 는데, 그가 지은 

책으로 치타(Chita)(1889),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그림자(Glimpes of Unfamiliar Japan)(1894), 

동쪽의 나라에서(Out of East)(1895), 마음(Kokoro)(1896), 부처의 나라에서(Gleanings in 

Buddha Fields)(1897), 가이단(1904) 등이 있다. 이처럼 라 카디오 헌의 술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존재하지만, 그 에서도 1904년에 출 된 가이단이 일본인들에게 가장 리 

알려진 책이자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하다. 헌이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직  

수집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국과 일본의 옛 이야기에서 소재를 따온 14편의 작품이 수록되

어 있다. 가이단의 단편들은 불가사의하고 때로는 자연  신비스럽고 그리고 공포스러움

으로 가득한, 일본 괴담문학사상 상당한 치를 하는 기괴한 요괴 이야기이다. 헌에 의하여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요괴들과 원령들은 작품 속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이른다. 이 에서 가장 리 알려진 것이 ｢귀없는 호이치(耳な

し芳一)｣와 함께 ｢설녀｣이다. 이에 하여 황소연은 “가이단은 1886년 3월에 라 카디오가 

뉴올리언즈에서 출간한  국 괴담집(Some Chinese Ghosts)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라 카디

오의 마지막 출 물인 만큼 그의 일본 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요한 치와 의미를 하는 

작품”24)이라 평하고 있다. 한편 성혜경은 “간결하면서도 정련된 문체로 일본의 요괴와 원령들

의 자연 인 신비와 공포의 세계를 생생하게 재 한 가이단은 그의 표작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애독되고 있으며 문학  완성도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25)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에서도 가장 뛰어난 일본 찰자’로 칭송받던 헌은 1904년 심장마비로 

인하여 54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일본의 국민  작가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헌의 

장례식 날 와세다 학은 휴강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 다고 해지며, 마쓰에에 있는 그의 

집은 사 지로 지정될 정도의 그의 명성은 드높았다.

3.2 가이단속의 ｢설녀｣의 의의와 특징 

3.2.1 이  여성성과 요괴성을 함께 지닌 존재

다음으로는 이와 같이 설녀 이야기들의 원형 에서도 재 일본에서도 가장 보편 인 

24) 황소연(2009)｢라 카디오 헌의 일본 -삶의 여정과 괴담출 을 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30집, 
pp.162-163

25) 성혜경(2009), 앞의 논문,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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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면서, 설녀 이야기 계보를 자연스러운 극  구성이 있는 형식으로 발 , 완성시킨 라

카디오 헌의 가이단속의 ｢설녀｣이야기를 구체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옛날 무사시(武蔵)지방에 모사쿠(茂作)와 미노키치(巳之吉)라는 두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보라 심하게 쳐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추 를 피하려고 조그만 오두막을 찾아 잠시 

쉬면서 잠을 청하게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미노키치는 불어오는 에 잠에서 깨게 

된다. 에서 잠들어 있는 모사쿠 에 올라 타있는 것은 하얀 옷을 입은 하얀 피부의 은 여자

는데 모사쿠의 얼굴에 하얀 입김을 내뿜자 모사쿠는 얼어 죽고 말았다. 이번에는 하얀 은 여자가 

공포에 떨고 있는 미노키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 는 고 잘 생겨서 죽이지는 않을 

테니 오늘 있었던 일을 로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라졌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미노키치는 오유키(お雪)라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어 

열 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이 세월이 흘러도 늙지를 않는 것이었다. 보라 

치는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운 부인에게 미노키치는 아내에게 무심코 말을 던지게 된다. “이 게 

당신을 보고 있자니 열 여덟 살 때 내가 겪었던 불가사의한 일이 생각이 나오. 그날 당신과  

닮은 여인을 만났었소” 미노키치가 이 게 말을 하자마자 오유키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말하 다. “당신이 그때 만났던 여자가 바로 나다. 내가 당신에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고”말하 거늘 하며 성을 내었지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를 죽이지 

않고 살려 둘테니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거라”하며 그녀는 녹아서 하얀 안개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26)

헌의 ｢설녀｣는 도입 부분의 이야기의 개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보라의 정령과 화신으로 

공포스럽고 악한 요괴로서 앞서 살펴본 여러 형태의 설녀 이야기 승들과 언뜻 큰 차이 을 

지니고 있지 않는 듯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설녀｣의 한 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고 잘생긴 청년 미노키치에게는 연약한 순백의 처녀성과 팜므 탈  

성격을 동시에 간직한 여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 인간 여성인 오유키로 변신한 

이후 우여곡  끝에 미노키치와의 혼인의 과정에서 생긴 아이들을 하여, 범해서는 안 될 

기를 깨고 마는 인간 미노키치를 모성으로 인하여 용서를 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마음 

약한 존재로서의 모습도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었다. 설녀는 한없이 인간을 하는 섬뜩한 

본성을 나타내는 존재인 요괴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녹아 없어지는 

의 이미지와 아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애 함과 안타까움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던 것이다.

26) 小泉八雲(2009)怪談・奇談講談社, pp.80-85에서 거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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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것은 일본의 통 인 이류혼인담의 양식의 답습이 아닌, 사람과 이류의 존재인 요괴

와의  다른 차원에서의 이류혼인담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상으로서 요괴로서의 설녀, 

그리고 모성과 팜므 탈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  성질의 설녀로서, 이 의 설녀 

이야기와는  색다른 모습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라 카디오 헌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2 이류혼인담의 틀 속에서 바라본 헌의 ｢설녀｣와 인간27)

일본의 경우 수많은 곳에서 승되는 인간과 이류가 혼인하는 모티 를 가진 이류혼인담 

이야기가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해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 각 지역에서 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들 일본인의 생각과 가치 을 엿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과 통 인 이류혼인담28)의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다른 이류의 존재인 요괴 설녀와 인간

과의 결합이 래하게 되는 결과에 하여 좀 더 구체 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류혼인담

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다른 일본의 통  이류혼인담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헌의 

｢설녀｣ 이류혼인담만의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공통 과 차이 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이류혼인담은 인간이 인간과 다른 종류인 이류의 존재와 혼인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군을 통틀어서 흔히 말한다. 이러한 유형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있는 보편 인 설화 유형으로, 즉 동물·정령·요괴 등, 인간 이외의 존재들

과 혼인하는 옛날 이야기군의 총칭을 보통 이류혼인담이라고 지칭29)한다고 한다. 

그 다면 일본에서 인간과 이류의 존재인 요괴와의 교류와 이 부터 이루어지고 

승되어져 왔다는 것은 도 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실공간의 인간과 이공간(異

空間)의 이류와의 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이류혼인담의 양상과 그 내용

을 살펴 으로써 인간과 이류와의 교류라는 일본인의 상상력의 근거와 그 배경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범 를 좁 서 연속하여 존재하는 실공간과 이공간 속에서 

27) 이 부분은 졸고(2011)｢일본의 이류혼인담(異類婚姻談)의 승과 그 의미에 하여｣일어일문학에서 본고

의 문제의식과 부합되는 부분을 재인용하거나, 내용을 추가 보충하여 기술하 음을 밝  둔다.
28) 일본의 통 인 이류혼인담은 보통 가장 크게 이류의 성별에 따라서 이류남편담과 이류부인담의 두 

종류로 나 어진다고 한다. 이류남편담은 뱀남편, 원숭이남편 등으로 변되는 형태와 그보다 더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류부인담의 경우는 뱀부인, 개구리부인, 조개부인, 물고기부인, 용궁부인, 학부인, 
여우부인 등 여러 가지 이야기 형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이류혼인담 속에는 인간과 이류간의 

다양한 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川森博司(1989)「日本異類婚姻譚의 構造分析

-交換構造를 심으로-」비교민속학5輯, pp.67-77
29) 松居友(1988)昔話の死と誕生大和書房,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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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되는 설녀와 인간과의 교류와 의 개양상과 그 의미에 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류혼인담 속의 인간과 이류의 결합 형태를 보면 보통 이류의 존재가 인간세계를 찾아와 

인간과 혼인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행복한 생활을 하나 보통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될 기를 깸으로써 그 둘의 혼인은 불행한 결말을 래하고 만다. 다시 말해서 이류혼인담에

서 일반 으로 보이는 형태는 두 존재의 정 인 계기를 통한 만남에서 이어지는 혼인이지만 

공교롭게도 부정 인 불행의 형태로 마침표를 게 된다는 것이다. 맺어져서는 안 될 두 

존재가 래한 비상식 인 계는 결국 국이라는 어 난 형태로 끝나게 된다는 30)이다. 

헌의 ｢설녀｣ 이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류혼인담과 공통된 요소로 요괴 즉 이류의 

존재로서 인간과 계를 맺으며 혼인을 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에서 형 인 

이류혼인담의 모습31)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류의 존재와 혼인을 한 인간이 서는 

안 되는 기를 깨고 이류의 존재의 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별한다는 

이야기. 이와 같이 지된 장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극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의 유형을 ‘ 서

는 안 될 기’라고 한다. 이것은 ｢鶴女房(학 부인)｣32)｢蛇女房(뱀 부인)｣등 많은 이류혼인담의 

유형에서 그 사례를 살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다른 통 인 이류혼인담과의 차이 과 련해서는 앞서 언 한 성혜경의 논문에 

그 내용이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라 카디오 헌이 단편 인 이미지나 이야기들을 

토 로 설녀 이야기를 각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착목한 것이 일본인의 심 을 울리며 끊임없이 

상상력을 자극해온 이류혼인담의 구조 다는 사실은 일본문화에 한 라 카디오 헌의 리

한 혜안과 안목을 엿볼 수 있는 목”이라 말하며 “설녀가 서양인의 손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

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일본을 표하는 이야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와 이야기 구조가 이 작품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언 하고 있다. 하지만 성혜경은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일본의 이류혼인담의 

구조에 설녀라는 여성상을 기계 으로 끼워 맞춘 것이라면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30) 졸고(2011) 앞의 논문, pp.196-197
31) 서는 안 될 기(見るなのタブー), 서는 안 될 장소(見るなの座敷)는 세계 각지의 신화와 민화에 

보이는 유형과 모티 의 하나이다. 무언가를 하는 곳을 ‘ 서는 안 된다’라는 타부와 기가 부과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극, 는 이별이 찾아온다. 는 결코 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유형패턴을 가진다. 河合隼雄

(1982)昔話と日本人の心岩波書店、pp.1-10
32) ｢鶴女房(학 부인)｣ 는학의 보은(鶴の恩返し)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는 리 일본의 주로 동북지방에

서 승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기시되어 있는 것을 어긴 인간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움과 이류의 인간

을 한 희생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구체 으로 이류의 존재인 학 부인에 한 이미지는 

이류혼인담의 형 인 형태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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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 같은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헌의 ｢설녀｣의 매력은 일본 인 요소와 

서양 인 요소의 묘한 융합에 있으며, 치 하고도 뛰어난 구성력, 개방식, 응축된 이미지

와 섬세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문체에 있다”33)고 말하며 헌의 설녀 이야기만의 오묘한 매력

과 당시뿐만 아니라 지 까지도 일본인들에게 열 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근거와 원동

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요괴 설녀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 지만 인간에게 다가가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었던가? 결국에

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인간으로 변신하여 인간과 혼인을 하는 그들만의 한계성의 극복 

방식을 찾아냈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애써 극복된 요괴 설녀의 한계성은 해서는 안 될 

기를 깨뜨리고 마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서로의 공간과 존재들에 한 근원  문제 으로 

인하여 여지없이 부서지고 마는 것임을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4.  일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여 히 살아 숨 쉬는 설녀

최근 20여 년 동안의 일본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해가는  일본

사회 속에서 수없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다양한 일본문화의 단면들과 그 자취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존재감과 상징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괴기, 괴담문화 열풍과 그에 수반되는 요괴문화 붐일 것이다. 그로 

인하여 요즘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문학작품, 화, 만화, 애니메이션, 연극에서 그리

고 각종 캐릭터 상품과 그로 인한 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콘텐츠34)에 이르기까

33) 헌의 ｢설녀｣만의 독특한 특징과 의의에 하여 성혜경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그 내용을 

추가하면 “이처럼 이류와의 조우- 결혼- 국 이라고 하는 비교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보이는 일본의 

이류혼인담에 비해 헌의｢설녀｣는 치 한 극 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 복선을 깔고 있어 짧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여운을 남기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  한다. 단어 하나하나, 이미지 하나하

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퇴고를 거듭했던 헌의 창작자세는 설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모성(母性)과 이른바 팜므 탈 인 요소가 공존하는 이 인 여성상, 괴담  요소를 가미하면서 서스

펜스를 고조시키는 장치, 이계(異界)와 실계의 비, 꿈과 실의 경계를 애매하게 처리하는 등 세 한 

부분에서의 헌의 문학  각색과 미학이 돋보이는 작품이 바로 헌의 ｢설녀｣” 라고 헌의 ｢설녀｣ 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성혜경(2009) 앞의 논문, pp.204-205
34) 일본의 요괴 붐이 가져온 산업  효과는 실로 막 하다.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타지 화, 

, 그리고 키홀더나 머그컵 등의 소품에서 정종, 병에 이르기까지, 수백 종의 요괴 캐릭터가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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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내용물들이 ‘괴기, 괴담물  요괴문화’와 직간 으로 

하게 연 되어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일본문화 콘텐츠 속에서 ‘괴기, 괴담물  

요괴문화’의 자취와 그 흔 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35) 

마찬가지로 승되어온 일본의 요괴, 설녀 이야기는 다양한 의미와 유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인가? 앞서도 언 하 지만 겨울의 차가운 이미지와 비정함, 한편으로는 의 깨끗

한 아름다움과 덧없는 한계성의 상징으로서 설녀의 승은 다양하게 혼재되어 승되고 있다. 

원래 이라는 차가움을 무기로 삼아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흉폭하고 잔인한 요괴에서 

아름다운 환상 인 이미지의 존재로서의 설녀에 이르기까지 그 이미지는 다채롭게 의 

일본요괴문화 속에서 개되면서 여 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된다. 설녀는  일본사

회와 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활발히  다른 형태로 변용되고 소비되어 다양한 실생활에서 

쉽게 하게 됨을 알게 된다. 근년에는 설녀 이야기에 다양한 상상력을 불어 넣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설녀 이미지와 성질을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경향이  강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다른 일본의 요괴들과 마찬가지로 설녀 이야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방면에 걸쳐서 그 이미지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설녀의 승방식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싶은데, 그 내용을  일본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장르 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화 <괴담(怪談)>에서의 설녀 <그림 4> 화｢요괴 쟁｣속의 설녀36)

상품이 등장하고, 요괴 스티커나 피겨가 동 된 과자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 앙

학교 한일문화연구원 편(2005) 일본의 요괴문화 한 리미디어, p.304 
35) 동의 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편(2013) 앞의 책, p.82 
36) 그림 출처 http://blog.naver.com/hayan_111/70015871098 (최종검색일: 2013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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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65년 고마야시 마사키(小林正樹)의 화<괴담(怪談)>에서의 설녀

화 <괴담(怪談)>37)은 1964년에 제작되어 1965년에 개 된 고바야시 마사키(小林正樹) 

감독에 의한 일본 화로, 화의 원작은 라 카디오 헌의 괴담에서 선별된 ｢흑발(黒髪)｣, 

｢설녀(雪女)｣, ｢귀 없는 호이치의 이야기(耳無芳一の話)｣, ｢찻잔 속에(茶碗の中)｣의 4편의 옴

니버스 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화 <괴담(怪談)>에서 각각의 작품은 헌의 작품 가이단의 

감성을 잘 나타내고 엿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졌으며, 인간과 이류, 는 인간과 인간간의 

무상감, 애 함, 상실감, 공포 등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작품 속의 설녀의 이미지와 

공포는 작품 가이단에서 헌이 나타내려고 하 던 설녀의 이미지를 제 로 구 38)하고 있다

는 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4.2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감독의 화 <꿈(夢)> 속의 설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자신이 직  꾼 꿈을 모티 로 삼아 제작하 다는 1990년 작품 

<꿈>39) 에서의 한 편인 ‘ 보라’에서도 설녀가 등장하고 있다. 잠깐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무리의 산악 원이 등반  모진 보라를 만나  기력을 잃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 때 흰머리에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쓰러져 있는 원들

에게로 나타난다. 화 속에서 설녀는 의식을 잃은 원들을 짓 르며 ‘ 은 따뜻하고 얼음은 

뜨겁다’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러자 필사 으로 이 여인에게 항을 하자 추한 

늙은 여인으로 변모하여 큰 웃음을 지으며 보라 속으로 사라져 간다. 

본 화도 구로사와 감독의 꿈을 소재로 삼았다고는 하지만, 라 카디오 헌의 작품 가이단
에서 상당 부분의 감과 향을 받아서 만들어 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원작 가이단과 

달리 특이할만한 은 본 화에서 등장하는 설녀는  다른 형태의 변용된 이 인 설녀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이다. 장면의 이해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의 공포스러운 요괴로서의 설녀 이미지( 원들을 잠들게 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존재로서

37) 제18회 칸느 국제 화제 심사 원상과 로마국제 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 고, 아카데미 외국어 

화상에도 노미네이트되었다. http://ja.wikipedia.org/wiki/%E6%80%AA%E8%AB%87_(1965%E5%B9% 
B4%E3%81%AE%E6%98%A0%E7%94%BB) (최종검색일: 2013년 2월 3일) 

38) 이 뒤덮인 설산의 경치 속에서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설녀 이미지와 결부시켜 하얀 냉기와 백색의 

상징성과 환상성을 제 로 상화 하 다는 에서 고바야시 감독의 치 한 작품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9) 화 <꿈(夢)>은 1990년에 공개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에 의한 미국과 일본의 합작 화로도 유명하다. 

8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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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와 상냥한 의 정령으로서의 설녀 이미지(용기를 북돋아 주어 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더라도 상당 부분 통

인 이미지의 설녀의 이미지는  변용되어 에서는 다양한 이미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형태로 까지 진척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3 2005년 미이  다 시(三池崇史) 감독의 <요괴 쟁> 속의 설녀

2005년에 공개된 화 <요괴 쟁>은 제목 그 로 버려진 쓰 기들을 요괴와 결합해 세상

을 멸망시키려는 마인(魔人)과 선택받은 소년의 한  승부를 다룬 타지 액션 모험극이다. 

이 화에서도 설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화 속에서 그 비 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앞서 

제시한 화 속의 한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설녀=아름다운 미녀’라는 형 인 이미지 

등식 계는 본 화에서도 여 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다.    

4.4 일본 애니메이션에서의 설녀

<그림 5> <포켓몬스터> 속의 설녀40) <그림 6> < 라리횬의 손자> 속의 설녀41)

일본 애니메이션 <이 야샤(犬夜叉)>속의 설녀는 악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그림에서와 같이 <포켓몬스터> 속의 설녀는 귀여운 이미지로, < 라리횬의 손자(ぬらりひょ

40) 그림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230/read?bbsId=G005&articleId=16254764 
&itemId=75 (최종 검색일: 2013년 3월 10일) 

41) 그림 출처 http://dic.pixiv.net/a/%E5%8F%8A%E5%B7%9D%E6%B0%B7%E9%BA%97 (최종 검색일: 2013
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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んの孫)> 속의 설녀42)는 귀엽고 쁜 아이돌과 같은 이미지 우리에게 등장한다.

5. 나가며-설녀 이야기의 가능성과 망

일본에서 요괴는 주로 인간의 원 인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키는 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들 일본인들의 독특한 창작과 상상력의 결과로 인하여  

때로는 인간에게 있어서 신과 같이 경외의 상으로 숭배되기도 하 고, 때로는 인간과 그들

의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귀와 같은 존재로서 퇴치시켜야 할 상으로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미지로 요괴에 한 인식의 범 는 

그 폭을 넓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 지 까지 살펴본 일본 요괴, 설녀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인간과의 

교류와 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로 설녀의 통 인 요괴 이미지에서 비롯된 비교  어둡고 공포스러운 이미지의 

요괴  존재, 두 번째로 설녀의 처럼 새하얀 순백의 처녀성을 간직하지만 때로는 요염한 

팜므 탈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세 번째로 아이들에 한 집착과 애정을 통하여 

한없이 나약한 모성을 지닌 존재 등 설녀 이미지는 일본의 각 지역의 특색과 그곳에서 살아가

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이미지는 가감되며 승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설녀 이야기 계보의 완성자 라 카디오 헌의 설녀 이야기는 한층 진일보하여 “단순

한 인간과 요괴의 이야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궁극 으로는 한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야기

이자 원한 타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남녀의 비극  계성에 해서 생각하게 하는 작품

으로 이처럼 설녀가 시 와 문화를 월해 독자들을 사로잡는 것도 이러한 삶의 근원 인 

질문에 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열린 해석”43)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이끌어 낼 만큼 설녀 이야기의 그 인식의 범 와 해석의 양상은 해마다 격을 높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최근 2009년 일본에서 개 되어 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설녀>라는 

42) 2008년부터 소년 에서 연재되기 시작한 만화 < 라리횬의 손자>에서도 히로인  한 명으로 설녀가 

등장하는데, 작 에서 인간이름은 오이카와 쓰라라(及川氷麗)로 불리우는 존재로 작  캐릭터 에서도 

탑 클래스의 인기를 자랑하는 인물로 애독자들에게 유명하다.
43) 성혜경(2009) 앞의 논문,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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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44)가 있었다. 앞서 설명하 던 기존의 화 속의 설녀 이미지와는 달리 팜므 탈 인 

이미지와 성격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화이자, 노골 으로 직 일본 AV배우가 주연

을 맡고 있는 일본식 에로 환타지 화이다. 본고 설녀의 문화사를 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혼재되어 승되어 온 설녀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여러 시 를 거쳐 가면서 

화, 애니메이션, 게임, 패러디물 등으로 변용되고 소비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지

만, 이러한 형태로까지 진화되고 창작될 정도로 설녀 이미지가 사용이 될 은 생각지도 

못하 던 일이 었다.     

향후에도 일어날 이러한 독특하고 다양한 설녀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개되어 

나갈지 그 변화가 기 되고 흥미롭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 문화 속에서 

여 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설녀의 앞으로의  다른 이미지의 소비행태와 개양상을 기 해 

보며,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설녀의 이야기와 이미지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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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동아시아 괴기 문화 속의 요괴 승과 그 흐름

‒ 일본 요괴, 설녀(雪女)의 문화사를 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본 요괴, 설녀의 이미지에 한 연원과 근거, 문화사  흐름을 통하여, 

이미지의 변용과정 등을 살펴 으로써 설녀에 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어져온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재고해보는 것을 본고의 주된 목 으로 삼고자 하 다. 이를 통하여 첫 번째로 설녀의 통 인 요괴 이미지에
서 비롯된 비교  어둡고 공포스러운 이미지의 본래의 요괴  존재, 두 번째로 설녀의 처럼 새하얀 순백의 처녀성을 
간직하지만 때로는 요염한 팜므 탈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세 번째로 아이들에 한 집착과 애정을 통하여 한없이 
나약한 모성을 지닌 존재 등 그 설녀 이미지는 일본의 각 지역의 특색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이미지는 가감되며 승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이러한 독특하고 다양한 설녀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개되어 나갈지 그 변화가 
기 되고 흥미롭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 문화 속에서 여 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설녀의 앞으로의 

 다른 이미지의 소비행태와 개양상을 기 해 본다.

In the East Asian Grotesque culture Yokai tradition and the flow

‒ Japanese Yokai, in a cultural history of Yukionna ‒
In this study, examining descended leads to the past Japanese ghost, origin image Yukionna, based, flow through the cultural 

history,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image, and carried forward by vaguely based on Yukionna to redefine the 
image of that which was contained in the aim wa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to try to rethink the meaning. Through 
this bewitching femme fatale women like the second the eyes of Yukionna to, retain the pure whiteness of virginity, but sometimes 
the first derived from to the traditional ghost of Yukionna image, the original image is relatively dark and frightening ghost 
beings exist, the third are facing special circumstanc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f Japan and the people who live 
there, in the acceleration of the image that has been handed down through the the infinitely feeble resistance, such as the presence 
the Yukionna image-obsession and love for children to know that could.

Is interesting to continue to happen in the future of these unique and diverse Yukionna, images and deployed consumption 
is expected to change anything of you will not be closed. Look forward to in these modern Japanese culture, behavior and 
development aspects of the image, still alive Yukionna of another future consu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