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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는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움직이는 

시체다. 강시에게 물린 사람은 강시가 된다

는 전설이 있다. 강시의 유래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구전에 의하면, 전쟁이 많았던 

청나라 때 등장한 것으로 예상한다. 동아시

아권 나라들에서는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

어도 고향에서 장례를 치렀다. 때문에 수많

은 전사자들을 옮길 운반수단으로 긴 대나

무 2개를 시체의 양 겨드랑이 부분에 끼우

고 줄로 엮어 양 끝을 두 사람이 어깨로 짊

어지고 갔다고 한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팔을 들고 뛰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이

것이 강시의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마저 현실성이 없다고 비

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는 시체를 운반

하는 사람이 그 썩어가는 냄새와 점점 퍼지

는 세균을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청나라 시대의 전

사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괴가 된 강시

현실에서는 시체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

은 이 ‘강시’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냈다. 일반적으로 전설 속의 ‘강

시’는 보통 전사를 하여 묻히지도 못해 썩지

도 않고 시체에 원혼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요괴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날아다니거나 

둔갑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난다. 따라

서, 이런 강시가 생기지 않게 죽은 시체들을 

잘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는 선행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측면도 있다. 강시들은 머

리에 부적을 붙인 모습으로 종종 나타난다. 

이는 죽은 시체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

기 위해 도사들이 부린 술법이라고 전해진

다. 전설 속에서 정말 오래된 강시는 가뭄을 

일으킬 정도의 신통력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서 시간이 더 지나면 ‘후’라고 하는 사자와 개

를 닮은 짐승으로 변하는데, ‘후’는 용과 같은 

신통력으로 불과 연기를 내뿜으며 사람을 잡

아먹는다. 워낙 난폭하고 사악해 부처나 신선

들이 후를 붙잡아서 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강시 퇴치법

보통 강시 영화나 책에서 보면 무술이나 

칼을 이용해서 죽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

지만 전설에 따르면 강시를 멈추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가장 유명한 방법

은 부적인데 닭 또는 검은 개의 피와 주사

를 혼합한 안료로 누런 종이에 글씨를 쓰면

서 주문을 외우고 마지막에 도장까지 찍은 

다음, 강시의 이마에 이 부적을 붙이면 잠시 

동안 강시의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아

까 부적에 썼던 닭의 피와 검은 개의 피를 

뿌려도 강시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생소하지

만 날계란과 찹쌀 가루도 강시 퇴치에 효과

적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진다. 

[영화] 

<귀타귀 鬼打鬼> 
● 1980/액션, 코미디, 판다지

● 주연: 홍금보

‘강시’영화의 원조로 

불려진다. 쿵푸 영화 배

우이자 감독인 홍금보

가 제작한 액션, 코미

디 영화이며 홍금보의 

첫 히트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강시 영화로서

의 기본인 중국 고유의 괴기성을 부각시키

는 한편, 무술영화로서의 본분도 잊지 않고 

매력적인 격투를 곳에 배치했다. 

<강시선생> 

● /1987

강시선생은 전형적인 

호러 영화로 1980 년대

를 뜨겁게 달군 영화이

다.  2,009만 홍콩 달러

를 기록하며 흥행에서

도 대박을 거두며 이후 

나오는 강시 영화들의 

표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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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공포, 韩 구미호 VS 中 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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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량 특집 ②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九尾狐)는 예전부

터 우리에게 친숙한 설화 속의 요괴다. 구미

호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

아 국가들에 이미 익숙하다. 한국에서는 고

려 후기 때부터 구미호에 관한 설화가 전해

졌다. 또한,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에, 그

리고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대부터 구미

호에 관한 이야기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구미호는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를 말한다. 변신술을 할 수 있어 아름다

운 여자로 변해 사람들을 홀린다고 믿어진

다. 설화 속에서는 500년을 살 때마다 꼬리

가 둘로 나누어져서, 결국 9개가 되면 죽지 

않는 무적의 존재가 되거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구미호는 여우구슬을 지

니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구미

호가 인간의 정기를 가져갈 때 이 여우구슬

을 사용한다고 한다.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미호는 교활하

고, 사람을 해치는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진

다. 사람들을 홀려 나쁜 길로 이끌거나, 사

람들을 납치해 간만 빼먹는 등의 끔찍한 만

행들을 저지른다. 하지만 어떤 한국 설화들

에서는 구미호를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

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간 100개를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

다거나, 인간 남성과 결혼해 100일 동안 정

체를 들키지 않고 지내면 인간이 된다는 등

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한, 중국에서도 구

미호가 상서롭고 좋은 기운을 준다고 믿는

다고도 한다.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 로맨스 판타지/16부작/2010

● 주연: 이승기, 신민아 등

배우 지망생인 주인공

이 절에서 500년 동안 

그림 속에 갇혀있던 구

미호의 봉인을 풀어주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다. 인간이 되고 싶은 구미호와 동거를 시작

하며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영화]

천년여우 여우비

● 애니메이션/85분/2007

● 더빙: 손예진, 공형진 등

100년 넘게 살아왔지

만 인간의 나이로는 10

살인 꼬리 다섯 달린 여

우 소녀의 이야기다. 이 

구미호는 우연한 계기

로 또래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둔갑해 숨어들

어 생활하게 된다. 구미호에 관한 요소에 더

해 더 다양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웹툰]

간 떨어지는 동거

● 나 작가

● 네이버 웹툰, 목요일 연재 중 

현대 사회를 살아가

는 남자 구미호와 인간

과의 로맨스를 담은 작

품이다. 여자 주인공이 

실수로 구미호의 여우

구슬을 삼키게 되면서 반강제 계약 동거 생

활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모든 회차

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현재 동명의 제

목으로 드라마가 진행 중이다. 

미호 이야기

● 혜진 양 작가

● 네이버 웹툰, 완결(25부작)

남자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아홉 

명의 자식을 먹어야 사

람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으로 설화를 재해석한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작품이다. 네이버 웹툰

에서 4화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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