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깨비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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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깨비의 귀환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눈 앞에 보이는 인간의 일 만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한

계가 생긴 모양이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현실은 귀신과 사랑을 하고 혹은 타임

슬립을 하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세계와 공

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현재화하여 

우리 앞에 하나의 현실로 제공한다.

2017년 2월에 종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도깨비’1)는 어디선가 본 듯한, 들은 듯

한 이야기이다. 939세를 살아가는 반신반인의 도깨비, 도깨비의 신부로 운명이 예

정된 여자아이, 그리고 주변의 저승사자, 삼신할미, 전생의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치 드라마 이전부터 알던 이야기인 양, 익숙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익

숙함과 동시에 드라마 ‘도깨비’는 낯설고도 새롭다. 드라마를 통해 과거로부터 우리

에게 귀환한 도깨비 이야기는 서사의 씨줄과 날줄을 재직조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김은숙 극본, 이응복 연출,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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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서사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도깨비’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서사를 생성시

킨 원인들 및 가치에 대해서 논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귀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동아시아 전통 시기의 괴담서사라는 익숙한 서사 패턴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겠다. 이러한 익숙함은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뿐 아

니라 중화권에서 동시에 인기를 얻은 기본 요인이기도 하다. 즉 괴담서사를 향유하

던 역사와 문화의 전통,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한 익숙함은 드라마 ‘도깨비’라는 귀신

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서사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오게 만들었

다. 

따라서 이 드라마는 전통서사의 제재를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다대하다. 전통과 고전의 현대적 변용이 이 시대에 과연 유의미할지, 그것

의 현재적 가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현 시기 인문학의 물음 역

시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시 돌아온 ‘도깨비의 귀환’을 통해 상당 부분 제시되기 

때문이다.

Ⅱ. 드라마 ‘도깨비’에서의 통 괴담서사 수용

이 논문에서 다룰 ‘전통 괴담서사’란 전통 시기 동아시아에서 성행한 기괴하고 비

일상적이며 환상적인 이야기를 의미한다. 시기적으로는 중국 위진남북조의 志怪, 

당나라의 傳奇를 필두로 청나라 말 아편전쟁 이전까지 성행해 온 괴이한 이야기들 

및 조선 시기 말까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괴담서사가 그 범위에 속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 분석할 대상이 현대 한국 드라마인 만큼 중국의 전통 괴담서사와 우리

나라의 전통 괴담서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겠다.2) 

 2) 여기에서 ‘전통’이란 시기적 개념은 중국의 청나라 아편 전쟁 이전까지, 그리고 우리나

라의 조선 시기 말, 일본의 조선 강제 병합 시기 이전까지로 상정하였다. ‘괴담서사’란 

중국의 지괴와 전기에서 이미 행해진 비일상적이고 환상적인 괴이한 이야기들을 기본 

개념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인간과 귀신 간의 애정 이야기, 젊은 남녀 사이의 기이한 

만남과 헤어짐, 도술, 변신 등이 주된 제재로 포함된다. 또한 이 논문에서 다룬 우리나

라의 괴담서사에는 문인에 의해 편찬된 조선시기 문헌뿐 아니라 구전되던 상태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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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人鬼戀愛와 才子佳人 서사

1) 도깨비 남성과 인간 여성의 사랑: 人鬼戀愛 서사

드라마 ‘도깨비’의 주된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도깨비 남성과 인간 여성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일

상적인 제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존재와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랑 이야기는 중국의 전통 괴

담서사에서 ‘人鬼 愛’ 혹은 ‘異類相愛’3)라고 지칭하였고 중국 위진 시기의 지괴에

서 제재로써 처음 다루어지다가 당나라의 전기에 와서 본격적인 서사의 체계를 갖

추었다. 

그렇다면 드라마 ‘도깨비’는 어떠한가? 남성주인공인 도깨비는 인간이 아니다. 그

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추었기에 인간 보다는 우위에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드라마 속의 남성 주인공 도깨비는 이 세상의 질서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天上의 신은 아니다. 오히려 그 보다는 하위 개념인 귀신, 즉 망혼에 가까운 존재

로 설정되어 있다. 본래 드라마 속 도깨비는 고려 시기의 무사였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였고 그 자신도 살아오면서 행한 살육의 업보로 인해 도깨

비라는 존재가 되어 영원히 죽지 못하는 형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도깨비의 특성에 근거해 볼 때 그와 연관된 사랑 이야기를 전통 괴담서

사의 ‘인귀연애’의 범주로 보아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드라마 속 도깨비는 천상의 

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에 상당한, 초월적 능력을 지닌다. 일단 그는 불멸

의 존재이다. 드라마에서 도깨비의 나이가 939세라는 점과 인간의 생사 및 운명에 

개입 가능한 능력이 있다는 점,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정 정도의 예지력이 

있다는 점 등은 그의 지위를 전통 괴담서사 속 여우, 원숭이, 혹은 인형 등이 변신

한 귀신, 즉 ‘異類’ 보다는 훨씬 우월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 ‘도

깨비’에서 서술되는 애정 이야기는 ‘이류상애’가 아니라 ‘인귀연애’의 개념에 해당이 

록되어 현전하는 설화, 민담까지도 포함시켰다. 그 중 설화와 민담의 경우는 한국학중

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수록 작품에 근간하였음을 밝혀 둔다.

 3)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최진아 지음, 《환상, 욕망, 이데올로기: 당대 애

정류 전기 연구》, 문학과 지성사, 2008,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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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최상급의 신은 아니지만 분명 우월성을 지닌 귀신인 ‘도깨비’는 중국과 우리나라

의 괴담서사에서 동일하게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헌 

중 《釋譜詳節》에서는 ‘도깨비’를 ‘돗가비’라는 명칭으로 적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도깨비를 청하여 복을 빌어 목숨을 길게 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얻지 못하니 

…… (돗가비 請야 복비러 목숨길오져 다가 乃終내 得디 몬니 …… ).4)

여기에서 나타난 돗가비는 곧 도깨비의 옛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는 주체이자 목

숨을 길게 해 달라는 복을 비는 대상이다. 돗가비는 본래 ‘돗구’와 ‘아비’가 결합된 

말로 ‘돗구’는 절구를 뜻하는 말이라는 학설5) 및 ‘돗’은 불(火)이나 곡식의 씨앗이

고 ‘아비’는 ‘회회아비’나 ‘처용아비’와 같은 성인 남자를 의미한다는 논거6) 등을 통

해 볼 때 도깨비는 농경문화에서 생성된 우리나라 고유의 귀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도깨비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귀신이라는 자료

도 조선 후기 실학자인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된

다.

이동벽이 말하길 지금 풍속에 이른바 독각귀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도 곳곳마다 

있다고 한다. 독각귀는 능히 자신을 숨겨 인가에 들어가 음란한 짓을 한다. 사람

에게 병을 옮기기도 하고 불을 지르고 물건을 훔쳐서 집집마다 해를 크게 입힌다. 

법술로도 쫓을 수가 없고 의약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다 …… 이 귀신은 우리나라에

도 있는데 밤에는 횃불 만한 빛을 내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를 지른다 …… 들
판을 두루 다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귀신불이다……혹 사람의 형상이 되는데 성씨를 

물으면 김씨라고 한다. (李東璧所云今俗所 獨脚鬼．邇來處處有之．能隱形入人

家淫亂．致人成疾．放火竊物．大爲家害．法術不能驅．醫藥不能治……此鬼．我

東亦有之．夜則放光如炬．或嘯或號. …… 遍于一野．我東鬼火 …… 或作人形. 

 4) 《釋譜詳節》은 다음의 자료에서 재인용함. 박기용, <한⋅중 도깨비 설화 연구>, 《나랏말

쌈》,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제18호, 2003.

 5) 박은용, <목랑고>, 《한국전통문화연구》,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제2집, 1986.

 6) 김종대 지음, 《도깨비, 잃어버린 우리의 신: 전래동화에 갇힌 전래의 신에 대한 17가지 

짧은 이야기》, 인문서원, 2017,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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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其姓則稱金姓云.)7) 

위의 이규경의 설명에 의하면 도깨비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동일하게 있는 귀신으

로 음란한 속성이 있고 물건도 잘 훔치며 도깨비불이라고 일컬어지는 빛을 들판에

서 발산한다. 혹은 김씨 성의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 문헌에서는 도깨비를 

다리 하나 달린 귀신, 즉 독각귀라고도 정의한다. 

다리 하나 달린 귀신인 독각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李瀷의 《星湖僿說》에서도 

등장한다. 이 문헌에서는 ｢우리나라의 귀신 중 괴이한 짓을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에서는 그것을 독각으로 부른다｣8)라고 하며 ｢혹 그것은 빗자루나 쓰레받기에 붙어 

산다｣9)고 부언하며 독각귀가 빗자루, 쓰레받기에 기탁하는 귀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렇다면 독각귀라는 귀신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통 괴담서사에서도 다루고 있을

까? 위진남북조 시기 지괴서사인 葛洪의 《抱朴子⋅內篇》에서는 ｢산속에 사는 산정

괴의 형상은 어린아이와 같고 발이 하나이다｣10)라고 전하며 발이 하나 달린 귀신

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다. 또한 당나라 시기 괴담서사인 裴鉶의 《傳奇⋅崔煒》에

서도 중국 廣州 지역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독각신이라는 귀신을 언급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최위는 그 지역에서 3년마다 독각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될 

뻔 하다가 겨우 탈출한다.11) 또한 《太平廣記》에는 빗자루에 붙은 귀신이 조화를 

부리는 이야기가 권제 368의 ‘精怪’ 조항 가운데 <徐氏婢>, <江淮婦人>, <僧太

瓊>12)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헌을 통해 볼 때 

도깨비라는 귀신은 독각, 즉 다리가 하나라는 형상 및 빗자루, 쓰레받기에 붙은 정

괴라는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 귀신의 애초의 원류가 우리나라인지 아니면 

중국인지를 분별해 내는 것은 이 논문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므로 언급하지는 않겠

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도깨비, 혹은 독각귀라고 불리우는 귀신을 우리나라와 중국

 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天地雜類> ‘鬼神辨證說/鬼神說’. 

 8) 李瀷, 《星湖僿說》 第2集 <萬物門> ‘箕仙’: ｢我國之鬼物作怪 , 俗 之獨脚.｣
 9) ｢或以其託於箕帚｣.
10) 葛洪, 《抱朴子⋅內篇》 ‘登涉’ 卷第17: ｢山中山情之形, 如 兒而獨足｣.
11) 배형 지음, 최진아 옮김, 《전기: 초월과 환상, 서른한 편의 기이한 이야기》, 푸른숲, 

2006, 63쪽 .
12) 李昉 등 모음, 김장환, 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15, 學古房, 2004, 509-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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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유하였고13) 특히 우리나라의 도깨비 서사는 중국 괴담이 대거 수록된 《太

平廣記》가 고려 시기에 전입된 이후 분명 더욱 그 내용이 풍부해졌을 것으로 예상

된다.14)

이제 다시 앞에서 제기한 드라마 ‘도깨비’가 ‘인귀연애’ 서사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으로 되돌아가보면 드라마 ‘도깨비’와 전통적인 괴담서사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다. 즉 전통 괴담서사에서는 대부분 인간인 남성과 여성인 귀신 

사이의 연애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인간인 여

성과 귀신인 남성의 사랑으로 주인공의 성별이 바뀌어 버렸다. 그렇다면 왜 드라마

에서는 도깨비라는 귀신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설정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본래 우리나라 괴담에 등장하는 도깨비의 성별 자체가 남성이다. 그 예로 

고려 시기 편찬된 《三國遺事》15)에 나오는 신라의 鼻荊郞 이야기를 상기할 수 있

다. 이야기 속에서 비형랑은 도깨비를 부려서 교량을 건설한다. 그리고 여기에 등

장하는 도깨비들은 모두 남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선시기 金安 의 《龍泉談寂

記》에서는 도깨비가 과부를 임신시킨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나의 친구 성번중의 집에 일찍이 귀신이 있었다 …… 그 귀신은 한 여종을 건드

려 그만 여종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여종의 말에 따르면 마치 사람과 접촉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이런 환난이 여러 집에서 자주 일어났다. 의원들이 이른바 귀

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吾友成蕃中家嘗有鬼怪 …… 陵汚一婢子, 歆歆

13) 우리나라 ‘도깨비’의 명칭에 대한 김종대의 견해에 따르면 도깨비를 한자로 ‘鬼’로 표기

하는 상황에 따라 중국의 ‘귀’와 우리나라의 ‘도깨비’를 동일하게 보는 오류가 발생하였

다고 한다. 또한 ‘도깨비’를 한자로 표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獨脚鬼’라고 ‘도깨비’와 

유사한 한자음에 의거하여서도 표기하였는데 실상 중국의 독각귀와 우리나라의 도깨비

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김종대, 앞의 책, 37쪽, 50쪽을 참조. 아울러 김종대

의 책 51에서 52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깨비를 중국 문헌에서 혹은 우리나

라 문헌에서 한자어로 ‘魑魅魍魎’이라고도 표기하였는데 실제로 ‘이매’의 역귀적 성격 

및 ‘망량’이 사람을 홀린다는 점이 도깨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거해 볼 

때 필자는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비록 서로 차별점이 있었으나 ‘도깨비’라는 귀신을 

사이에 두고 유사한 특성이 확실히 공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드라마 ‘도

깨비’가 중화권에서 흥행할 수 있었던 문화적 토대라고 판단한다.

14) 박기용, 앞의 논문, 45쪽을 참조, 

15) 《三國遺事》, 卷1, <紀異2>, ‘桃花女⋅鼻荊郞’.



도깨비의 귀환  7

然受妊, 如有人道之感. 人家往往多遭此患. 醫家所 鬼胎 是也.)16)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구비문학에서는 도깨비가 어여쁜 과부에게 홀려서 재물을 

만들어 주었으나 결국에는 영악한 과부가 도깨비가 두려워하는 것이 ‘말의 피’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말의 피를 집 앞에 뿌려서 도깨비를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진다.17)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괴담에 등장하는 도깨비의 모습을 볼 때 도깨비

는 성별이 당연히 남성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18)

둘째, 드라마 ‘도깨비’에서 도깨비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설정된 데에는 또 다

른 이유가 존재한다. 이는 괴담서사를 향유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전통 시기 괴담서사는 남성 작가, 즉 남성 문인의 작품이었다. 그래서 괴담의 남성 

주인공은 대부분 과거를 준비하는 중이거나 혹은 과거에 급제한 문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19) 괴담 속에서 남성 주인공인 문인은 유교라는 관습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여성을 만난다. 그들의 만남에는 공인된 절차나 

관습이 개입되지 않은 채 남녀 주인공은 즉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어떠한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 그 대상과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당

시 문인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전통시기 괴담 서사의 독자 역시 남성 

문인들이었다. 따라서 그들 작자와 독자는 모두 현실에서 불가능하지만 괴담 서사

에서는 가능한 사랑 이야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인간 남성과 귀신 여성

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생산되기에 이른 것이었다.20) 

16) 한국고전종합DB, 金安  찬, 《大東野乘⋅龍泉談寂記》.
17) 도깨비가 말의 피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시리즈의 4-2(113), 6-3(118), 6-4(154), 6-5(166), 

7-13(182), 8-3(223), 8-8(196)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서술만 약간 상

이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디지털 자료

를 참조하여 인용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gubi.aks..ac.kr 

18) 여성도깨비, 아기도깨비, 혹은 머리에 뿔이 달린 도깨비의 형상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모습이고 일제 강점기 일본 귀신인 ‘오니’ 형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김종대 지음, 앞의 책, 76-77쪽.

19) 특히 중국 당나라의 전기는 과거시험을 매개로 형성된 문인집단이 주된 향유층이다. 따

라서 주인공이 문인 남성으로 설정되고 문인 남성의 가치관이 작품 속에 투영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20) 최진아, 앞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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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통 괴담서사와 달리 현대 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된다. 이

제 괴담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더군다나 드라마라

는 형식을 입은 괴담서사를 향유하는 계층은 문인 남성이 더 이상 아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작자는 김은숙이라는 이름의 여성이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향유층은 멋

진 남성 도깨비에게 매혹된 다수의 현대 여성들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환상적인 세계가 표준

화와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서 시청각적으로 재현되어야만 한다.21)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의 표준화와 합리화의 과정은 유교적 이데올로기나 유교적 질서에 근간하지 않

는다. 드라마 ‘도깨비’를 좌지우지하는 표준화와 합리화는 여성 시청자의 판단과 기

호에 속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문인 남성을 대신한 현대의 여성 시청자는 중국 전

통 괴담서사에서 사용하던 ‘인귀연애’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것을 새롭게 

변용하였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통 괴담서사 속 도깨비가 이미 남성으로 인지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그 남성 도깨비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여성 향유층의 기호에 

영합하는 이미지를 계속 생산해낸다면 더 이상 여성 귀신과 인간 남성의 사랑 이야

기는 필요 없게 된다. 이제 현대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귀신 남성과 인간 여성과의 

사랑 이야기라는 새로운 유형이 만들어졌다. 기존 ‘인귀연애’의 성별 역할이 바뀌어

지며 자연스럽게 되었다.

2) 신분 높은 도깨비와 불우한 소녀의 이야기: 才子佳人 서사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도깨비’는 전통 괴담서사 중 ‘인귀연애’의 패턴을 원용하였

을 뿐 아니라 전통 ‘才子佳人’ 서사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22) ‘재자가인’이란 ‘재

자’, 즉 재주 있는 남성과 ‘가인’, 곧 아름다운 여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의미한다. 

‘재자’는 문인, 혹은 고귀한 집안 출신임에 비해 ‘가인’의 출신과 사회적 배경은 불우

하다. 하지만 ‘가인’에게는 훌륭한 품성과 아름다운 외모라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21)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환상(성) - ‘환상적인 것’의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한

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제47집, 2014, 308쪽.

22) 여기에서 ‘재자가인’ 서사는 괴담의 부류에 포함되는 서술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 

괴담서사에서 인간 남성과 여성 귀신의 인물형상은 항상 재자가인의 인물형상에서 나타

난 특성을 견지하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 괴담서사를 설명함

에 있어 ‘인귀연애’와 ‘재자가인’을 함께 다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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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재자’와 ‘가인’은 본래 혼인해야만 하는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자가인’ 서사에서는 비록 ‘가인’이 아무리 불우하더라도, 

혹은 ‘재자’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국 남녀 주인공은 그들을 둘러싼 온

갖 현실을 극복하고 결국 행복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재자가인’ 서사는 당나라 傳奇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미 명대 

사람 胡應麟은 《 室山房筆叢》에서 ｢전기에는 <비연>, <태진>, <최앵>, <곽옥> 등

의 작품이 속한다｣23)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네 개의 작품은 바로 ‘재자가

인’ 서사의 전형에 해당한다. 이들 작품은 모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비연>은 趙飛燕 자매와 漢 成帝의 사랑 놀음을 다룬 <趙飛燕外傳>이고, <태진>은 

楊貴妃와 唐 玄宗을 주인공으로 한 <楊太眞外傳>이다. 또한 <최앵>은 崔鶯鶯을 

여성 주인공으로 한 元稹의 <鶯鶯傳>이며 <곽옥>은 蔣防의 <霍 玉傳>이다. 여기

서 예시된 ‘재자가인’ 서사의 남성 주인공은 모두 높은 신분과 뛰어난 재주를 지닌 

특별한 인물들로 한나라 성제, 당나라 현종과 같은 황제이거나 혹은 과거시험을 준

비하거나 이미 급제한 문인이다. 이에 비해 여성 주인공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

지만 신분은 남성 주인공 보다 하위 계층에 속한다. 예를 들어 조비연 자매와 양귀

비처럼 황제의 후궁이거나 최앵앵의 경우처럼 전란을 피해 절에서 은신하는 몰락한 

귀족 집안의 딸, 혹은 곽소옥과 같은 기녀 신분이다. 따라서 남녀 주인공들이 행복

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현실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재자가인’ 서사의 패턴은 현대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 

남성 주인공 도깨비(원래 이름은 金信, 이하 김신으로 지칭함)는 고려 시대 무사 

출신이다. 김신은 혁혁한 전공을 세운 능력자이자 왕에 대한 충성심이란 도덕적 가

치를 지닌 인물이다. 원래의 삶에서도 문무를 겸비한 재주 있던 남성인 김신은 불

멸의 삶을 사는 도깨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자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도

깨비인 김신은 캐나다의 화려한 호텔의 소유주이자 커다란 회사의 실질적 주인으로 

부유함을 기본 배경으로 한다. 또한 그는 고려 출신답게 한자를 아름다운 필체로 

쓸 줄 알고 독서를 즐기는 지성을 지녔으며 동시에 현대 문명의 利器를 활용할 줄

도 안다. 이에 비해 여성 주인공(이하 지은탁이라고 지칭함)은 출생부터 불우하다. 

23) 胡應麟, 《 室山房筆叢⋅九流緖論 下》: ｢一曰傳奇, <飛燕>, <太眞>, <崔鶯>, <霍玉>

之類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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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한 미혼모의 딸이다. 다행히 편모 슬하에서 나름 행복한 유년

기를 보냈지만 편모마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된 뒤, 이모 집에 위탁되어 온갖 구박

을 받는다. 여성 주인공 지은탁에게는 형제, 자매조차도 없다. 이는 그녀의 환경, 

즉 현실적 결핍을 상징24)하는 ‘재자가인’ 서사의 전통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은탁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도깨비 신부’라는 운명이 예정되어 있

다는 점이다. 즉 그녀는 재자인 도깨비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 시기 ‘재자가인’ 서사의 공통적 패턴 가운데 하나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첫사랑이고 그들의 사랑은 운문을 매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다음의 당나라 傳奇 

작품에서는 그러한 실례를 반증해 주고 있다.

1) 천낭은 그 단정하고도 아리따운 모습이 무리 중에서도 빼어났고, 왕주는 어

려서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와 자태를 갖추고 있었다 …… 왕주와 천낭은 항

상 자나깨나 서로를 생각하였다. (倩娘, 端姸絶倫. 王宙, 幼聽悟, 美容範 …… 宙
倩娘常私感想於寤寐.)25)

2) 절세의 미모를 한번 본 뒤,

세속의 이 내 마음 스스로를 책망할 뿐. 

부디 소사 따라 (남편에게) 날아가지 말고,

아란을 배워 (내게) 내려오시구려.

(一覩傾城貌, 塵心只自猜. 不隨蕭史去, 擬擧阿蘭來.)26)

위의 작품 1)에서 남녀 주인공은 재자와 가인의 전형적 특성을 구비하였고 서로

를 첫사랑으로 여긴다. 이는 또 다른 작품인 2)에 삽입된 운문을 통해서도 구현된

다. 재자와 가인은 편지, 혹은 시를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하거나 혹은 자신의 

현재 심리를 보여준다. 

3) 은탁: “아저씨, 혹시 도깨비 아니에요?”

24) 최수경, <淸代才子佳人 說의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2001, 128쪽.

25) 陳玄佑, <離魂記>.

26) 皇甫枚, 《三水 牘⋅步飛烟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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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너 대체 뭐야?”

은탁: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한데. 제가 도깨비 신부거든요.”

…… 은탁이 제 목을 내 보였다. 푸른 낙인, 도깨비 문양이 뚜렷하고 선명했다 

…… 도깨비 신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존재였다.27) 

4) 은탁: “나 몇 번째 신부에요?”

김신: “처음이자 마지막.” ……28)

5)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부터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29)

작품 3)은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이다. 남녀 주인공은 서로 우연히, 운명처럼 

만난다.30)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은탁의 목에 존재하는 도깨비 신부의 표식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음이 증명된다. 그들은 이후 작품 4)에서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운명적 사이임을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작품 5)의 운문은 김신의 현재적 감정을 

27) 김은숙 원저, 김수연 저, 《도깨비1》, 알에이치코리아, 2017, 36쪽. 드라마 ‘도깨비’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이를 활자화한 책의 두 종류로 현재 존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논문 작성시 인용의 편의를 위해 활자화된 책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논지 전개의 

필요에 따라 드라마의 회차에 의거해 서술하는 방식을 병용하였다. 

28) 위의 책, 83쪽.

29) 위의 책, <사랑의 물리학>, 88-89쪽.

30)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남성 주인공 김신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능력에 대한 설명이 

누차 언급된다. 이에 비해 여성 주인공 지은탁은 평범한 여고생의 외양을 하고 있어 전

통 서사의 ‘가인’과는 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전통 서사와는 다른 방

식으로 지은탁이 전통 서사 연장선상에서의 ‘가인’임을 표현한다. 즉 삽입 OST인 ‘이쁘

다니까’의 노랫말을 통해 여성 주인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남성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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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장치로 드라마에 등장한다. 

전통 ‘재자가인’ 서사에서 남녀 주인공이 행복하고도 영원한 결합을 얻는 과정은 

험난하다. 특히 신분의 차이라는 사회적 환경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어긋나게 하

고 때로는 방해꾼이 등장하여 그들을 갈라 놓는다.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이러한 

전형적 패턴이 적용된다. 김신과 은탁은 서로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로 영원히 맺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깨비 김신에게 꽂힌 칼을 도깨비 신

부인 은탁이 뽑아야 할 운명이고, 만일 이 칼을 뽑는다면 김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無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려 시기의 무신 김신을 죽음에 몰

아 넣은 간신 박중원이라는 악귀는 김신과 은탁의 결합에 제일 큰 위험을 제공한

다. 

‘재자가인’ 서사에서 남녀 주인공이 온갖 혼사장애를 극복하여 결합하듯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신과 은탁도 결합을 이루긴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신과 은탁

은 악귀를 제거하면서 김신에게 꽂힌 칼이 뽑히고 이어서 김신과 은탁에게는 망각

과 이별이라는 또 다른 장애가 다가온다. 이러한 곡절을 거치고 난 후, 결국 그들

은 다시 원래의 기억을 회복하여 재회한다.31) 

이러한 ‘재자가인’ 서사의 패턴은 앞서 언급한 ‘인귀연애’ 패턴과 결합하여 드라마 

‘도깨비’를 관통하는 커다란 서사의 축으로 기능한다. 전통 괴담서사에서 ‘인귀연애’

는 재주 있는 문인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 귀신간의 사랑이기에 이미 ‘재자가인’의 

남녀 주인공 패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현대 드라마 ‘도깨비’가 ‘인귀연애’와 ‘재

자가인’의 서술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음은 전통 서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서술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드라마 ‘도깨비’의 시청자들은 멋진 남성 도깨비와 

불우한 여성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대하며 마치 어디에서 본 듯한, 들은 듯한 이

야기라는 익숙함, 친근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2. 허용된 일탈로서의 환상 

드라마 ‘도깨비’가 전통 괴담서사의 논법을 가장 충실히 따른 부분은 다름 아닌 

31) 그 후 은탁은 김신을 혼자 두고 죽는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기다린 김신은 환생한 

은탁과 다시 만나면서 드라마 마지막에서는 이들의 만남의 영속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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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성을 운용하는 부분에서이다. 당나라 傳奇 서사에서 본격화 된 전통 괴담서사

는 환상을 이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현실을 초월하고 일탈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환상인 동시에 그 환상으로 인해 현실로부터의 혀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 괴담서사에 등장하는 인간 남성과 귀신 여성은 대체로 30대 가량의 문인 신

분인 남성과 아직 10대 후반인 어리고 아름다운 귀신 여성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이

는 당나라 전기에서뿐 아니라 그 이후 전통 괴담서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32)

교씨 성을 가진 서생이 얼마 전 아내를 잃고 혼자 몸으로 무료하게 지냈다. …… 
앞에서 한 시녀가 쌍두 모란등을 들고 길을 인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나이는 열일곱이나 열여덟 살 가량 되어 보였다. (有喬生  

…… 初喪其耦, 鰥居無聊 …… 見一丫鬟, 挑雙頭牡丹燈前 , 一美人隨後, 約年

十七八.)33)

위의 괴담서사는 명나라 때의 작품인 《剪燈新話》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이 이야

기의 작자 역시 瞿佑라는 남성 문인이다. 유교적 교육을 받은 남성이 정식의 절차

를 거치지 않고 기녀도 아닌, 길에서 만난 어린 양가집 여성과 애정 행각을 벌인다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어리고 아름다운 여성을 추구하는 남성의 심

리는 ‘환상’이라는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발현될 수 있었다. ‘환상’이 가진 기능은 앞

서 말했듯이 이중적이다. ‘환상’은 권태로부터의 탈출, 놀이, 幻影, 결핍된 것에 대

한 갈망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로 볼 수 있

다.34) 즉 아름답고 어린 여성과의 자유로운 연애를 갈망하던 문인 남성의 본능은 

문인 남성이 처한 현실의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유교적 

교육을 받은, 근엄한 문인이 기녀도 아닌, 양가집의 어린 여성과 정식 절차 없이 

사사로이 결합하는 것은 분명 위법적인 일탈이다. 그리고 유교사회에서 위법적 일

탈은 처벌받아야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환상은 일탈을 허용하는 하나

32)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통 괴담서사에서 10대 후반의 젊은 문인 남성과 중년

의 신분 낮은 여성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전통 시기 괴담서사의 향유층이 다름 아닌 문인 남성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33) 최용철 옮김, 《전등삼종(상)⋅전등신화⋅모란등기》, 소명출판, 2005.

34) 캐서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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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치가 된다. 문인 남성이 길에서 만난 양가집 딸로 추정되는 어린 여성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은 분명 처벌의 대상일 수 있지만 그 여성이 귀신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귀신 여성과의 연애를 처벌하는 법은 아무리 엄격한 사회라고 하

더라도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인 남성들에게 아름답고 어린 여성 귀

신과의 연애 이야기는 허용된 일탈을 가능하게 해 주는 환상적 장치가 되어 왔고 

전통 시기 괴담 서사에서 즐겨 사용되는 패턴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전통 괴담서사에서의 환상과 허용된 일탈을 드라마 ‘도깨비’에 적용시키면 

역시 유사한 부분이 드러난다. 

1) 은탁: “제가 도깨비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내내 아저씨만 기다렸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
2) 저승사자: “나이차가 얼만데”

도깨비: “900년 그까짓 거 뭐”

저승사자: “너 왜 자꾸 나이를 줄이니? 939살이잖아.”

도깨비: “야, 사실 내가 빠른 년생이라 원래 한 살 적어.”35)

위의 1)에서 보여지듯이 939살의 도깨비는 김신은 19살의 고등학생 은탁에게 

‘아저씨’라는 호칭으로 불리운다. ‘아저씨’라는 호칭처럼 드라마에서 도깨비는 여성 

주인공 은탁의 또래 남성이 아니다. 그는 옷을 잘 차려 입고 키가 큰 30대 중반의 

잘생긴 남성으로 묘사되어있다. 이에 비해 여성주인공인 은탁은 교복을 입고 다니

고 수능을 준비하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어린 여학생이다. 이들 사이의 사랑은 

분명 현대 사회의 법과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미성년인 여

성과 ‘아저씨’라는 애매모호한 호칭으로 불리워지는 중년 남성과의 애정 이야기36)

35) 김은숙 원저, 앞의 책, 114쪽.

36) 바로 이와 같은 어린 여성을 탐하는 중년 남성의 성적 취향을 ‘롤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라고 하는데 ‘롤리타’란 1955년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에 의해 발

표된 소설의 여성 주인공 이름이다. 이 소설 발표 이후부터 미성숙한 어린 소녀를 좋아

하는 중년 남성의 성적 취향을 ’롤리타 콤플렉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한국 드라마 ’도깨비‘는 아직 미성년인 여성 주인공과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 

주인공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기에 롤리타 콤플렉스에 기반한, 현실에서 지탄 받을 만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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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 듣기에 불편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전통 괴담서사에서 그러했

듯이 일탈은 환상으로 구제된다. 위의 2)에서와 같이 도깨비 김신 스스로도 자신의 

나이가 은탁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민망해하지만 그의 나이가 위법적 소지가 

있는 39세가 아니라, 환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939세라는 점, 그리고 그

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점은 이 드라마를 향유하는 모두에게 허용된 일탈을 

제공한다.

이처럼 드라마 ‘도깨비’는 전통 괴담서사에서 제시한 허용된 일탈로서의 환상성을 

남녀주인공의 설정에 충분히 이용하였다. 그 안에서 드라마의 시청자는 전혀 불편

한 느낌 없이 도깨비 아저씨와 어린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통 괴담서사와 드라마 ‘도깨비’의 차이는 누가 향유층인가에 대한 부분으

로 귀결된다. 전통 괴담서사의 향유층이 문인 남성이기에 귀신은 여성이어야 했다. 

이에 비해 현대 드라마의 향유층은 여성이므로 이제 귀신은 남성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 괴담서사와 드라마 ‘도깨비’에서의 일치하는 점은 어린 여

성주인공과 나이 많은 남성주인공의 조합이 변하지 않은 채 전통 괴담 ‘인귀연애’ 

서사의 남녀주인공 설정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선가 본 듯

한, 들은 듯한 설정으로 현대 드라마의 향유층에게 익숙함을 제시하는 전략과 연관

된다.

허용된 일탈적 기능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중년 남성과 어린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사

회적 지탄의 여지가 있으나 도깨비와 어린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지탄 받을 어떠한 문

제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전통 괴담서사에 대입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전

통 괴담서사 역시 나이 든 문인 남성 주인공과 어린 여성 주인공의 조합이고 이 조합에

는 ‘롤리타 콤플렉스’ 적인 경향이 은연 중에 존재한다. 실제로 명대의 괴담서사인 瞿佑

의 《剪燈新話》 중 <牡丹燈記>는 에도 시기 일본에서 아사히 료이의 괴담서사인 《오토

키보오코》의 <牡丹燈籠>으로 변용되었다. 30대 문인 남성과 10대 후반의 여성 귀신의 

사랑 이야기인 이들 작품은 이후 현대 일본에서 ‘新說 모란등롱(2009년)’이란 영화로 

각색되어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런데 현대판으로 각색된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

녀주인공이 30대 남성 회사원과 10대 여고생 귀신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영화의 내

용 또한 ‘롤리타 콤플렉스’의 농후한 분위기와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녀주인공

의 설정과 그 특성에 근거해 볼 때, 전통 괴담서사의 남녀주인공의 나이와 역할 설정에

는 분명 일정 정도 ‘롤리타 콤플렉스’와 유사한 남성 문인의 기호가 개입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설정은 이미 전통 괴담서사의 전형적이고도 익숙한 

패턴이 되었고 현대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전통 괴담의 패턴을 수용하면서 그대로 적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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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 괴담서사의 스토리텔링

이미 언급했듯이 드라마 ‘도깨비’는 전통 괴담서사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특히 

이 드라마는 중국 전통 괴담서사인 ‘人鬼戀愛’ 서사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남

녀주인공의 역할과 설정에 있어서도 중국의 ‘才子佳人’ 서사의 전통을 연용하였다. 

이는 곧 현대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만드는 틀이 중국 전통 서사에 근간하였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드라마 ‘도깨비’는 그 틀을 채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구비전

승되어 내려 온 우리나라의 옛 괴담서사들을 변용시켰다. 즉 드라마 ‘도깨비’는 형

식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서사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괴담서사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하여 현재적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아래에 보이는 항목들은 이 드라마에서 전통 괴담서사를 변용하여 스토리텔링한 

부분들이다.

1) 도깨비 김신과 은탁이 메밀밭에서 만나는 장면 및 김신이 메밀꽃을 선물하는 

장면: 도깨비가 메밀묵을 좋아한다는 구비문학에서 변용됨.37)

2) 도깨비 김신이 말의 피를 무서워하는 장면: 과부와 도깨비 이야기에서 변용

됨.

3) 캐나다의 호텔의 소유주가 김신: 도깨비가 부의 신이자 건설의 신이라는 점

에서 변용됨.

4) 도깨비의 감정과 연관된 변덕스런 날씨: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도깨비의 조

화’라는 구전설화에서 변용됨.

5) 저승사자와의 장난과 겨루기 장면: 도깨비가 씨름을 좋아한다는 속성에서 변

용됨.

6) 도깨비 김신이 은탁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함: 도깨비의 성별이 남성이며 본래 

도깨비가 여성을 좋아한다는 특성이 변용됨. 과부를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과부에게 

속은 도깨비 이야기와도 연관되어 있음.

7) 김신이 자신의 몸을 불로 만드는 장면: 도깨비불에서 변용됨.

37) 이 장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도깨비 관련 괴담의 요소들은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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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탁의 이모 가족이 금괴를 얻음: 도깨비가 금은보화를 만들어 낸다는 이야

기에서 변용됨.

9) 은탁이 김신에게 빗자루로 변할 것이냐 묻는 장면: 도깨비가 빗자루에 깃들

인 정령이라는 중국 괴담 및 우리나라 괴담에서 변용됨.

10) 도깨비의 이름이 ‘김신’이라는 부분: 사람의 형상으로 변한 도깨비가 김씨라

는 《五洲衍文長箋散稿》의 기록에서 변용됨.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드라마 ‘도깨비’는 어디에서인가 보고 들은 적 있는 것 

같은 익숙함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의 드라마이지만 중화권에

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되며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은 이 드라마의 ‘익숙하게 하기(낯

익게 하기, Familiarization)’38)라는 서사 장치의 미덕 덕택이다. ‘익숙하게 하기’

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서사 패턴의 반복을 사용한다. 서사의 앞부분만 보아도 이 

내용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의 반복은 일반적으로 환

상성에 근간한 무협소설에서 즐겨 사용하는 서사기법이기도 하다.39) 익숙한 내용

은 서사의 독자에게 경계심을 풀게 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따라서 드라마 ‘도깨비’

를 보는 한국과 중국의 향유층들은 이 이야기가 낯선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 

괴담서사의 한 끝자락이란 사실을 자연스럽게 대면한다. 게다가 ‘도깨비’의 서사 구

조는 중국 전통 괴담서사의 형식을 연용하였고 서사 콘텐츠는 한국 전통 괴담서사

를 변용시킨 것이기에 이 드라마는 익숙하고도 낯익은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인간과 귀신의 애정 이야기는 중국과 한국에서 공유되던 서사의 형식이다. 

따라서 ‘도깨비’의 향유층은 이 드라마가 ‘인귀연애’의 패턴임을 직감하며 남녀 주인

공이 속한 세계가 다른 것이 결국 그들의 애정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저절로 알게 

된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는 한국 전통 괴담서사에 흔히 등장하는 ‘삼신할머니’, ‘저

38) ‘익숙하게 하기’는 ‘낯익게 하기’로도 불리워지며 ‘낯설게 하기’와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

닌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로부터 처음 제기된 이 용어들은 리듬, 비유, 역설, 플롯의 

설정을 통해 ‘익숙하게’ 혹은 ‘낯설게’ 서사를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용환 지음, 

《소설학사전》, 서울, 고려원, 1992, 이정옥,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 1930년대를 중

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49쪽에서 ‘익숙하게 하기’ 관련 부분에 근

거함.

39) 조현우, <무협소설의 흥미 유발 요인 탐색: ‘낯익게 하기’의 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

사연구》, 대중서사학회, 제6권, 제1호, 2001, 58쪽.



18  《中國文學硏究》⋅제67집

승사자’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따라서 드라마의 향유층은 이미 ‘삼신할머니’가 생

명을 관장한다는 점과 ‘저승사자’가 생명을 마감 짓는다는 사실을 익숙하게 알고 있

는 상태에서 앞으로 그들이 서로 대립된 구도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에서 남녀 주인

공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드라마 ‘도깨비’는 남성 주인공을 기존에 우리가 알던 獨脚鬼, 

魑魅, 魍魎 등의 귀신과는 차별되는, 잘생기고 교양 있으며 능력 있는 귀신으로 새

롭게 만드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를 시도한다. 드라마에서 낯설게 보

여지는 ‘도깨비’는 멋지고도 신선하다. 이미 드라마의 향유층은 ‘도깨비’에 대한 경계

를 해제한 상태에서 새롭고 신선한 ‘도깨비’를 받아들인다. 중국 전통 괴담서사의 

패턴을 통해 인간과 귀신의 애정은 일반적으로 비극적으로 종결될 것임을 드라마의 

향유층은 예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향유층은 ‘도깨비’에서는 좀 더 다

른 결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눈 앞에서 전개되는 드라마의 

남성 주인공 도깨비는 전통 괴담 서사의 도깨비와 기표는 같지만 그 기의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생에 인간이었던 도깨비, 도깨비 신부에 의해서 칼이 뽑혀야

지만 형벌이 끝나는 도깨비, 저승사자와 친구인 도깨비는 전통 괴담서사로부터 제

공받은 기존의 도깨비로부터 분리되며 새로운 기의를 만들어 내었다. 이 드라마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할머니의 모습이다가 때로는 세련된 젊은 여성으

로 변신하는 삼신할머니, 전생에 고려의 왕이었고 슬픈 사랑을 이루지 못한 착하고

도 고직식한 저승사자는 기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기의는 이미 달라져 버렸다. 따

라서 달라진 기의를 통해 이 드라마의 향유층은 서사의 전개에 더욱 흥미를 지니고 

집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통 괴담서사의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

다.

Ⅲ. 통 괴담서사의 재화: 결론을 신하여 

이상에서와 같이 드라마 ‘도깨비’에 투영된 전통 괴담서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통 괴담서사의 문법은 현대 드라마를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도록 

만들었다. ‘인귀연애’와 ‘재자가인’ 서사는 이 드라마를 구성하는 커다란 틀이 되었



도깨비의 귀환  19

다. 또한 도깨비라는 귀신 이외에도 저승사자, 삼신할머니, 전생, 내생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사한 괴담 서사를 즐겼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일한 호응을 

얻어 내었다. 한편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성에 근간한 ‘익숙함’과 함

께 ‘낯설음’이라는 반대의 서사 장치도 가동시켰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던 

멋있는 남성 도깨비와의 애정 이야기, 그리고 예정된 운명과 맺어짐의 이야기는 현

대 드라마라는 형식 안에서 이미 아는 이야기를 낯설고도 신선하게 만들어내었다. 

다만 전통 괴담서사의 향유층과 현대 드라마의 향유층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하였

기에 이에 따라서 귀신의 성별이 달라졌다는 현상이 생겼다.

이 밖에도 이 드라마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전통 서사의 현재화’와 연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눈여겨 볼 만 하다.40)

첫째,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전통 서사에서 즐겨 구현되던 특별한 서사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드라마의 14회에 나타난 특이한 서술방식이 그 부분

에 해당한다. 본래 이 드라마는 첫 회부터 줄곧 3인칭 관찰자 시점을 견지하여왔

다. 그런데 갑자기 14회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불쑥 등장한다. 그리고 3

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삼신할머니의 내레이션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된다. 

하지만 도깨비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 …… 그렇게 홀로 남은 도깨비는 저승과 

이승사이, 빛과 어둠 사이, 신조차 떠난 그 곳에 영원불멸 갇히고 말았지. …… 도
깨비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뒷걸음으로 걸었지. 자기 앞에 놓인 발자

국을 보려고.41)

40) ‘전통 서사의 현재화’라는 관점과는 별도로 이 드라마는 서사 장르 간의 특이한 패턴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는 원작 소설의 바탕 위에서 생성되는데 비해 이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깨비’는 드라마가 먼저 방송된 이후 그 인기

에 힘입어 드라마의 주요 화면을 삽입한 소설이 출판되는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

다. 이는 소설 형태의 서사가 생성된 후 그것을 각색하여 영상 서사가 만들어진다는 기

존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다. 즉 ‘무슨 무슨 원작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가 아니라 ‘무

슨 무슨 원작 드라마’를 각색한 소설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드라마는 소설

의 형태로 다시 발간되었을까? 이는 종이 출판물이 지닌 특별한 감성과도 연관된다. 현 

시기 소설이라는 장르의 위기와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영상을 금속 재질의 원형 

DVD에 담아 소장하는 것보다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보며 그 행간의 여운을 즐기고자 

하는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는 활자를 읽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일정 정

도의 소비층이 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41) ‘도깨비’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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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은 은탁에 의해 검이 뽑혀진 도깨비 김신이 혼자 외롭게 눈 덮힌 사막을 

걷는 장면이다. 이 부분에서 삼신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중국 전통서사의 說話人

처럼 등장한다. 설화인이 되어 버린 듯한 삼신할머니의 내레이션을 따라 남성 주인

공인 도깨비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다. 사막을 걷고 자신의 발자국을 보는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동시에 삼신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며 도깨비의 현재 감정

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한다. 이처럼 느닷없이 이야기에 개입하여 이야기를 주도하고 

등장 인물들의 성격이나 감정을 다 파악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다

름 아닌 전통 서사의 설화인의 재현이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 드라마의 향유층

은 언젠가 이런 식의 서술 방식을 경험했던 것 같은 익숙함을 어렴풋이 느낀다. 이

는 우리나라의 향유층뿐 아니라 유사한 서사를 공유한 중국의 향유층에게도 공통되

는 문화적 현상이다. 동시에 드라마의 향유층은 갑자기 낯설게 치고 들어오며 시점

을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서술 방식에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전통 괴담서사의 성

공적인 현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이 드라마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 괴담서사가 지닌 공통된 요소에 기대었기

에 중화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특히 ‘限韓令’으로 우리나라 드라

마를 공식적으로 볼 수 없는 중국에서 조차도 드라마 ‘도깨비’는 최고의 관심을 받

았다.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 드라마 ‘도깨비’의 중국이름인 ‘鬼怪’를 검색하면 

수백 조항이 결과치로 나오는데 그 중에는 ‘왜 김신 역을 맡은 배우 공유는 중국에 

안 오는가’라는 조항과 함께 ‘한한령으로 한중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자체 답변까지 수록되어 있다. 실제로 이 드라마는 ‘한한령’이라는 중국 측

의 제재가 없었다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거두어 들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다.42) 

이 드라마의 외적 팽창은 실로 놀랍다. 드라마 자체뿐 아니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각종 음원은 이미 중국 최대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모두 석권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드라마 ‘도깨비’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장소들은 금세 유명 관

광지가 되었고 드라마 속에서 ‘도깨비’가 은탁에게 준 목화 꽃다발, 메밀꽃 인형, 드

라마에 나왔던 관련 시집 까지도 함께 매출되는 효과를 얻었다. 

결국 이 드라마가 ‘限韓令’이라는 정치적 빗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해 낸 원동력은 바로 한국과 중국의 공유된 문화 기반의 서사가 지닌 커다란 힘 덕

42) 정덕현, <‘한한령만 아니었어도’ 도깨비의 탄식>, 《시사저널》, 2017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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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즉 전통 괴담서사라는 공통의 영역과 그것을 향유하던 문화적 관습은 가장 

성공적인 현재화의 조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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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will deal with the Korean drama ‘Tokkaebi’, which was 

broadcasted at the beginning of 2017, to prove the principle behind 

the traditional Korean⋅Chinese horror narratives inherent in the 

dram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rama ‘Tokkaebi’ is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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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traditional Korean⋅Chinese horror narrative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is drama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ngui’s love story

(人鬼戀愛)’ and the grammar of ‘Caizijiaren(才子佳人)’. The drama 

‘Tokkaebi’ is related to the traditional narrative of ‘Rengui(人鬼)’s 

love story’ as it used the love story between a female human and a 

male Tokkaebi as the main motif. 

Also, there is a mutual understanding with ‘Caizijiaren’ narratives 

in terms of the love story between a talented man of high class, and 

a beautiful underprivileged lady.

Second, the set up of the drama’s main male and female characters 

follow the principle of the traditional Korean⋅Chinese horror 

narratives which has been passed down since Tang Chuanqi(唐傳奇). 

Chracters has been established by male writers of the traditional 

East Asian horror narratives which reflects their Lolita Complex. 

Despite the fact that the writer of this drama is a female, the story 

still follows the familiar principle of traditional Korean⋅Chinese 

horror narratives by arranging the main female character to be 

young.

Third, the traditional horror narratives used the method of fantasy 

in order to avoid the unethical situation. Accordingly, this drama 

established the main male character as ‘Tokkaebi’, a fantastic 

existence, to contradict the unethical situation. 

This drama used technique of narrative, what we called, 

Familiarization and Defamiliarization. Moreover it contains important 

features including characters like Samsin an old grandma from 

Korean fabl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revious life and life 

after death of Buddism. The drama ‘Tokkaebi’ receives fervent 

appreciation and response from the viewers of Chinese amidst the 

‘Xianhanling(限韓令)’ circumstances. This is because the dram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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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principle of traditional horror narratives which was 

shared with between East Asians. 

And this drama constructed a new narrative format where the 

original drama product a novel, opposing the general format where a 

drama is made from an original novel. Furthermore, the settings of 

the drama became a tourist attraction presenting its value for 

practical use. These phenomenons can be said to be the evidence of 

the value of currency in traditional Korean⋅Chinese horror 

narratives.

【主題語】

도깨비, 한⋅중 괴담서사. 인귀연애, 재자가인, 환상, 로리타 콤플렉스, 스토리텔링, 

한한령

鬼怪, 韓⋅中怪談敍事, 人鬼戀愛, 才子佳人, 幻想, 洛利塔復徵, 數位說故事, 限

韓令

Tokkaebi, Korean⋅Chinese horror narratives. Rengui’s love story, Love 

story between a talented man of high class and a beautiful 

underprivileged lady, Fantasy, Lolita Complex, Storytelling, Xianhanling

(限韓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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