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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를 숭배하거나 친근하게 생각하는 현상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람이 죽어 묘(墓)를 쓸 때 좌청룡 우백호가 둘러진 곳을 명당
이라 하고, 집을 지을 때 집의 가장 핵심부인 상량(上梁)에용(龍)․호(
虎)등의 글자를 적어둠으로 해서 복(福)을 받고 자손이 번창하여 액운이
찾아들지 못하도록 빌었다. 또한 벽장문이나 중문 혹은 출입문 위에 삼재소
멸(三災消滅) 호랑이 부적을 붙여 액(厄)을 막고자 하였으며 호랑이를 그린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처럼 호랑이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신앙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은 경남 울주군 반구대의 선사시대 암각화와 고구
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에 청룡, 주작, 현무와 함께 나오는백호등에서도
볼 수 있어 인류의 역사와 거의 같이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벽화나
석상은 물론 회화나 공예품, 자수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는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의 수염(鬚), 발톱(爪), 이빨(齒), 뼈(骨), 털가죽(皮)
등도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약재로 사용하
거나 벽사용 생활용구로 사용했으며 호랑이의 뼈로 술을 담은 호골주(虎骨
酒)를 약으로 마셨다는 기록도 있다.
한국 호랑이는 원산지가 시베리아로 중국 북부지역과 한국 등지에서 살았
다. 한국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은 1922년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는 토종 한국 호랑이를 보았다거나 잡았다는 기록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멸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민들은 누구나 자기를 지켜주는 신령
이 어디엔가 있다고 믿어왔다. 물에는 용왕이 있고 산에는 호랑이가 있어 자
신들을 액운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턱밑에 앉아 재
미있는 호랑이 이야기로 기나긴 겨울밤을 보내기도 했고, 머슴방에서는 무서
운 호랑이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언제 누구에게 들어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호랑이 얘기였다. 우리에게 있어 호랑이는 인간적이며 해학적
인 성품을 가진 동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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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화에 등장하는 한국 호랑이들은 사납고 험상궃은 모습이 아니라 점
잖게 입을 다물고 있거나 혹은 빙그레 웃음을 머금고 있거나 때로는 바보같
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 마치 인자한 옆집 할아버지를 대하는 듯
다정스럽고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모습의 호랑이는 세계 어느 민족의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호랑이를 소재로 한 그림은 수호신적인 역할을
했던 사신도(四神圖)의 한 변형으로 보이며 좌청룡, 우백호로 왼편은 용이
막아주고 바른편은 호랑이가 막아준다는 벽사용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과 여염집에서 벽사의 수호신으로 호
랑이를 그려 대문이나 집안 곳곳에 붙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도 사납
고 용맹스러운 험상궃은 얼굴 모양은 아니다. 우리 호랑이는 칼이나 창을 쥐
고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중국의 수호신이나 불교의 험상굿은 사천왕
과는 대조되는 웃음기를 띠고 있다. 사납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빙그레
웃음을 머금은 채 개구쟁이 손자가 장난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상한 할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위엄이 있어 보이면서도 무섭지 않고 늠름한 자
태, 이것이 우리 호랑이의 모습이다. 벽사의 뜻으로 그려지는 호랑이 그림
중에 대나무 숲을 배경(竹林出虎)으로 그려지는 것이 있다. 이 그림 속의 호
랑이는 대개 포효하는 모습이거나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악귀
를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여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배
경이 되는 대나무도 벽사의 의미를 지니는데 “대나무가 타면서 터지는 소리
에 귀신이 놀라 달아났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처럼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한 호랑이 그림은 “호랑이는 죽을 때가 되어서만이 대나무 숲을
찾는다”는 통설이 아닌, 벽사의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그림이 아니더라도 호랑이가 벽사용으로 사용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호
랑이 발톱노리개와 시집가는 신부의 꽃가마에 덮는 호피 문양의 가마 덮개,
또는 상여나 무덤가에 세웠던 호상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것은 어떤 자연
물이나 인공물을 몸에 지니거나 접촉함으로써 그 주력(呪力)의 힘이 미친다
는 주술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그림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림가운데 하나가 호작도(虎鵲圖)이다. 이는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까치와
그 밑에서 이를 바라보며 웃는 듯이 앉아 있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그림이
다. 작호도는 잡귀의 침범이나 액을 막는 일종의 벽사용(邪用)으로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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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는데 ‘까지 호랑이 그림’은 어느 호랑이 그림과는 달리 까치와
소나무, 호랑이가 항상 함께 그려지고 있어 하나의 유형화된 그림으로 보아
진다.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길조이며,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
을 좌우하는 전능한 신으로 여겨져 서낭신의 사자로써 우리와 아주 친숙한
새이고, 호랑이는 서낭신의 신지를 받들어 시행하는 심부름꾼이다. 따라서
호작도는 서낭신의 신탁(神託)을 까치가 호랑이에게 전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다.
까치 호랑이 그림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다소 뚱한 표정
의 호랑이와 소나무가지에서 호랑이를 향해 짖어대고 있는 까치는 부패한
관리와 일반 백성에 비유되어 부패한 관리들을 향해 비꼬고 조롱하는 모습
을 풍자적으로 그린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호작도와 관련하여 중국에는
표작도(豹鵲圖)가 있는데, 중국어로 표(豹)자는 소식을 알린다는 보(報)자와
동음관계에 있어, 까치의 ‘기쁨 소식을 알리는 길조(喜鵲)’라는 의미와 함께
아울러 ‘보희(報喜)’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기에 정월을 뜻하는 소나무
를 더해 ‘신년보희(新年報喜)’의 뜻으로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원하는 그림으로 사용되었다.
이 밖의 호랑이 그림으로는 산신과 함께 등장하는 산신도와 사냥 그림인
호렵도에 그려지는 것이 있다. 산신도에 그려지는 호랑이는 산신을 등에 태
우고 가는 모습이나 산신 옆에 엄숙한 표정으로 얌전하게 엎드려 있는 자세
를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호랑이는 영물로 모셔지면서 언제부터인지 모
르게 무속사상과 연결되어 민간 신앙으로 뿌리를 내렸다. 산신이 타고 다니
는 것으로, 혹은 산신의 심부름꾼으로서 으례 산신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다.
때로는 호랑이 자체를 산신령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다. 호렵도(虎獵圖)는 호
복(胡服)차림의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이다. 그림에는 호랑이 이외에도 여러 짐승들이 사냥감으로 등장하지만 호랑
이가 특히 많이 등장한다. 호렵도의 호랑이들은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모습이
많은데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사냥꾼들을 무시하는 듯이 바라보며 마치 그
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서 여유있게 담배를 피우거나 창
이나 화살을 휘어잡고 사냥꾼에게 달려드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도 있다. 민
화 특유의 해학적인 호랑이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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