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옛이야기를 활용한 고래 콘텐츠 개발 방안

Development Plan for Media Contents/Programs about Whale via Fairy Tale 
Sun Ju Kim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Ulsan

In this study, fairy tale about a whale is explored with about ten stories. It reveals 
that faire tale about “Belly of the Whale” has been most frequently mentioned.  
This paper describes the reasons why we should develop “Belly of the Whale” 
contents and methods for its realization. It has been considered that “Belly of the 
Whale” is often depicted as the space of imagination where the various events 
happen. Particularly depictions about “Belly of the Whale” in fairy tale are divided 
into the space of imagination and the space of death/rebirth. Therefore we 
consider imagination and death/rebirth as keyword. 

we can develop the 
exciting program to be customized according to subjects, genders, and ages. It can 
be expected that “Belly of the Whale” contents based on humanistic imagination of 
fairy tale allows the tourist to be satisfied with contents of good quality.

Keywords: faire tale, belly of the whale, imagination, death/rebirth, humanistic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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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옛이야기 속 고래 이미지 : 비일상적 고래의 일상적 향유의 아이러니 

1) 김준형, 「적정 수온·먹이 형성…노하우 활용 - ‘고래바다여행선’ 역대 최다 고래 발견 이유는」, 울산
매일신문, 2015.10.16.

2) 안정섭, 「울산 앞바다 고래는 어디로 갔을까」, 울산매일신문, 2013.11.3.
3) 표정옥, 「오영수 문학과 지역축제를 잇는 자연 회귀적 신화성의 기호학적 연구」, 『서강인문논총』2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8, 262쪽 참고.
4) 표로 정리한 옛이야기는 총 10편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옛이야기가 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옛이

야기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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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보자 제목 채록 장소 수록

 
크
기

고
래 
뱃 
속

성대중
 고래 배 속에서 살아
나온 어부

-  청성잡기

손진태 고래뱃속에서 - 조선설화집

김필련 
고래 속에 들어갔다 
살아 온 사람 

경상남도-울주군-강동면(1984)
한국구비문학
대계

강신용
호랑이 뱃속에서 고래
잡기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 강구1
동(1980)

한국구비문학
대계

강외숙
고래 뱃속에서 난 싸
움

경상남도-사천시- 용현면 선진
리(2013)

한국구비문학
대계

크
기

김석보 고래논 울산시 북정동(1984)
한국구비문학
대계

이용호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의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합가1
리(2012)

한국구비문학
대계

 기타
김재현

고래등에 붙은 전복 
딴 해녀 

제주도-서귀포시-중문동(1981)
한국구비문학
대계

권수이 은혜 갚은 고래 경상북도-봉화군-명호면(1982)
한국구비문학
대계

 

이 고래가 너거가 깨도, 내가 이 속에 드가가지고, 내가, 이 대마가 이래 이 고래 속에 들어가 있으

5) 이기대, 「고래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2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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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돈으는 깨가 너거가 몬 가간다. 이거를 내가, 잡기는 내가 이 고래 속에 들어가 내가 그기했

을 끼이까네 몬 가간다.” 그래 그라더란다. 그래가 아이구, 마 내가 우스바서. [청중1:고래 속에 드간 

기 어얘 살아 있으꼬?] 그래 고래가 인자 배에 마 그래 대마채로 마입에다 마 물로 훌 둘러 마시. 

[청중들이 거짓말이니 어쩌니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 그래 그래가 마 드갔다. 드가가 그래 인자 고

래를 깼는데. 그래 인자 그 영감도 살고, 고래를 깨 놓이 돈으는 인자 그 영갬이 지 고래 속에 드가

가 지가 잡았다고 그 영갬이 다 하고. 그래 인자 고래는 논가 묵었단다. [모두들 거짓말이라며 한바

탕 웃음]

 - 김필련, <고래 속에 들어갔다 살아온 사람>, 『한국구비문학대계』 중에서 -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즉위 4년인 정유(서기 157)에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延烏郞)과 세오녀(細

烏女)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가 바다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바위[혹

은 물고기라고도 한다.]가 나타나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갔다.8)

6) 권혁래, 「손진태의 <조선민담집>」, 『한국문학논총』63집, 한국문학회, 2013.4, 46쪽.
7) 류정월, 「〈자린고비 설화〉의 독해 방식과 ‘과장담(誇張譚)’의 문화」, 『서강인문논총』 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44쪽 참고.
8) 일연, 김원중 역, 『삼국유사』, 민음사, 2008, 144쪽.
9) 『울진군지』, 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10) 조창록, 앞의 글,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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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익, 성호사설11)

한 어부가 고래 뱃속으로 삼켜졌고, 그 속에서 칼로 창자를 그어 고래가 다시 토해내는 덕
분에 살아나왔으며, 이후로 머리가 벗겨져 다시 털이 나지 않았다.

  

나) 성대중, 청성잡기12)

울진 둔산진의 어떤 백성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복을 작살로 찔러 잡다가 고래를 만나 
배와 함께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니 작살을 놀릴 만큼 넓었
으므로 온 힘을 다해 마구 찔러 대자 고래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를 토해 내었다. 나와 
보니 온몸이 흰 소처럼 허옇게 흐물흐물해지고 수염이나 머리털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
다. 그 백성은 결국 나이 구십이 넘도록 살다가 죽었는데, 천명이 다하지 않았기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11) 김흥식, 『조선동물기』, 서해문집, 2014, 309〜310쪽 재인용. (이익, 『성호사설(星湖僿說)』 6권) 
12) 김흥식, 『조선동물기』 , 서해문집, 2014, 311〜312쪽. 재인용.(성대중, 『청성잡기(靑城雜記)』 4권.)
13) 조창록, 「한문학에 나타난 '고래'에 대한 인식과 그 문학적 형상」, 『동방한문학』62집, 동방한문학회, 

2015,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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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진태, <고래 뱃속에서>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 뱃속에 배와 함께 들어갔다. → 먼저 들어온 사람들
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 → 항아리 장수가 된장과 물이 든 항아리를 지게를 진 채 도박 구
경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 도박판에서 싸움이 일어나 항아리가 깨졌다. → 깨진 
항아리가 고래 뱃속을 찔러 고래가 죽었다. → 사람들이 항아리 조각으로 고래 배를 째고 
겨우 살아나왔다.

라) 강외숙, <고래 뱃속에서 난 싸움>, 경상남도 사천시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고래에게 삼켜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 → 들어
가 보니 그 곳에서는 이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다. → 곁에서는 옹
기장수가 옹기지게를 버텨 놓고 도박 구경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 도박을 하던 
사람이 잘못 옹기짐을 쳐 박살이 나자, 옹기 파편에 찔린 고래가 날뛰다가 죽고 말았다. 
→ 이에 고래 뱃속에 있던 사람들은 옹기 파편으로 고래의 배를 째고 탈출하였다. → 고래 
뱃속에서 배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을 안 한 어부가 다시 들어갔다가 살아오지 못했다.

마) 김필련, <고래 속에 들어갔다 살아온 사람>, 울산시 강동면

어부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고래를 만났다. → 큰 고래가 한 번에 삼켜 뱃속에 들
어갔다 →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깜깜한 고래 뱃속이었다. → 그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
고 방법을 찾다 보니 주머니에서 칼이 나왔다. → 그 칼로 고래 뱃속을 잘라 고래를 죽였
다. → 죽은 고래가 해안가로 밀려들어왔다. → 고래 뱃속에서 나온 어부는 고래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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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강신용, 호랑이 뱃속에서 고래잡기, 경상북도 영덕면

  한 사람이 얼떨결에 호랑이 뱃속에 들어갔다. → 깜깜한 뱃속에서 횃불을 밝혔다. → 호
랑이가 뜨거워 날뛰다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 호랑이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 → 배
가 고파서 호랑이 내장과 뱃속을 잘랐다.(호랑이의 죽음) → 고래 뱃속도 잘랐다(고래의 죽
음) → 큰 부자가 되었다.

3. 고래 이야기의 재구성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방안 : 상상과 죽음/재생의 세계로
의 초대
 

14) 임재해, 「삼국유사 설화 자원의 문화콘텐츠화 길 찾기」, 『한국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2009, 
21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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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박물관 누리집>

 
 ‘거대하고 신비로운 고래 뱃속길은 마치 고래 뱃속 안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뱃속 
내부에는 고래가 먹는 다양한 종류의 먹이 액침과 고래내장 패널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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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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