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한국의 승 과 지옥 념의 이해

나    희    라

1. 머리말

2. 고  한국의 타계 과 승

3. 사복설화에 반 된 승

4. 래의 승 과 지옥 념의 이해

5. 맺음말

1. 머리말

인간에게 죽음은 한 사건이다. 죽음이라는 상은 한 인간이 생 에 이

루었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소멸시켜 버린다. 그러나 시간을 인식하고 존재 

의미를 탐구했던 인간이 이러한 일순간의 소멸을 그 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죽음 이후 육체  인간 존재는 소멸할지언정 그것을 뛰어넘는  다

른 무언가가 그 존재와 삶을 이어나간다는 희망을 품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좀더 발 하면서 죽음 이후 존재가 삶을 이어가는 공간과 양태에 

한 상상, 즉 승에 한 념도 발 했다. 

승 념은 후에 지옥 념을 낳았고 지옥 념은  극락 념과 비되었다. 

지옥 념은 기본 으로 사후 생  행 의 심 과 징벌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한다. 지옥 념은 인간의 사후 삶의 공간과 양태에 한 념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종교 이나 사후 을 바탕으로 등장하여 다른 지역으로 되었거나, 

세에서의 보상이나 삶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사고방식의 진 과 함께 등장

한 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승에 한 사고를 진 시키지 못했던 아주 

기 인류단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인류사회에서 발생했던 승에 비해, 

지옥은 많은 지역에서 특정 종교의 래로 발 하거나 승 념이 좀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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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지옥 념의 수용이나 아니면 자체 발 에는 그 사회의 

래의 승 념이 바탕이 되었다. 지옥 념 발  이 에 승을 어떻게 생각

했느냐에 따라 지옥 념의 수용이나 그 개 역시 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어떠한 념형태의 개가 그러하듯이 지옥 념의 개 역시 

해당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사상의 여러 부분을 반 하고 있다. 따라서 고  

한국에서 지옥 념의 발생, 혹은 수용과 그 개에서 이 의 승 념과 그 

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옥 념의 개와 그 향을 이해

하는데 기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크게는 한국의 지옥 을 체 으로 조망하기 한 기작업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  불교 수용 이 의 타계 과 승 을 살펴보고 

불교 수용 이후 불교설화로 윤색이 되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원  타계

(혹은 승 )을 품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복설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

로 불교의 지옥 념이 고  한국에 수용될 때 래의 승 념과의 계는 

어떠하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된 지옥 념의 특징과 의미를 추 하는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2. 고  한국의 타계 과 승

필연 인 일회  삶의 시간 ․공간  한계는 일 부터 인간에게 죽음 이

후의 상태에 해 고민하게 하 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어도 인간 

생명의 진정한 본질인 혼은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을 일 부터 가졌다. 

그런데 애 에 사후 혼이 가는 곳이 세와 분명히 떨어진 곳이라고 생

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많은 학자들이 사후 혼의 행방에 한 기 단계

의 념은 체로 생 에 살았던 곳 주변에 머문다고 생각했었는데 차 

실 인간세계와 떨어진 어떤 곳을 설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지 하 다.
1)
1)

국 신석기시  앙소문화에서 보이는 주거지 근처의 옹  매장 흔 이나,2)2)진

1) 棚瀨襄爾, 1966 他界觀念の原始形態-オセアニアを中心として-, 京都大學東南ア

ジア硏究せんたー,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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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 리 신석기시  주거지 안에 매장된 옹 은
3)
3)사자의 혼이 실의 인

간 세상에 머문다는 이른 시기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여겨진다. 고  일본

에서도 죠몽시 에는 마을의 장에 무덤을 만들어 사자와 생자가 함께 한다

는 념을 보 으나, 야요이시 에는 마을 바깥에 무덤을 두어 사자의 세계가 

생자의 세계와 격리 구분되어 따로 ‘사자들의 세계’가 설정되었다고 한다.4)4)

죽음은 물질  육체의 소멸이며 실  시공간의 단 이라는 그 의미가 새

겨지면 새겨질수록 사후 혼은  더 실세계에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되

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실세계와는 다른 별도의 세계(他界)가 사후 혼이 

진정으로 돌아갈 곳으로 설정되었다. 타계는 문화의 차이에 따라, 사회 단계의 

발  정도에 따라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사회 안에서도 

계  차이나 性, 연령 등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타계의식을 보이기도 했

다. 천상타계, 지하타계, 해양타계, 산 타계, 落島他界, 日沒處他界 등이 다양

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 원래 타계는 死後世界 뿐만 아니라 理想世界이기도 했다. 타계란 인

간이 실을 극복하거나 부정하기 해 설정한 별도의 세계 던 까닭이다. 그

래서 많은 고  문화에서 신들의 세계, 비 실세계, 死 의 세계, 원한 생명

의 세계는 서로 혼동되거나 연결이 되어 등장한다. 국에서 곤륜산은 신들의 

거처이며 원한 생명이 있는 不死의 낙원이자  사자들의 귀향처이기도 했

다.
5)
5)시베리아 나나이족은 모든 씨족은 각자의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

지에는 새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생명혼들이 살고 있고 뿌리는 죽은 자들의 

혼이 살고 있는 지하세계로 연결된다고 믿었다.6)6)생명의 원천과 죽음이 나

2) 康韻梅, 1994 中國古代死亡觀之探究, 國立臺灣大學出版委員 , 167면.

3) 김재 ․舟橋京子․田中良之, 2001 ｢상 리유  출토인골에 하여｣, 진주상 리

유 , 경상남도․동아 학교박물  참조. 

4) 水野正好, 1986 ｢生 と死 の織りなす古代｣, 宇宙への祈り(金關恕編), 集英社 

(山下晋司, 1996 ｢葬制と他界觀｣ 日本の古代 13 (心のなかの宇宙) (大林太良

編), 中央公論社, 265면에서 재인용). 

5) 나희라, 1996 ｢西王母神話를 통해 본 古代中國人의 生死觀｣ 宗敎學硏究 15, 151 
-152면.

6) A. F. Anisimov, 1963 “Comsological Concepts of the Peoples of the North”, 

Studies in Siberian Shamanism(Henry N. Michael ed.), Toronto and Buffal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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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통해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고  한국에서 하늘(그리고 그것을 인간세

상과 연결시켜주는 산)은 생명의 원천이며 사후 귀향처로 여겨졌고,7)7)탈해가 

버림받은 장소인 바다는 죽음을 뜻하기도 하면서 한편 갖은 보물을 간직한 

非人間世이며 부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상타계이기도 했다.
8)
8)고  일본에

서도 사자들의 세계인 黃泉國과 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常世國이 교착되

어 있다.9)9)

고 인들이 사후세계와 이상세계를 연결시켜보고자 했던 것은 생명과 죽음

을 연 해서 보았던 고 의 생명 에서 출발한 것으로,10)10)이러한 타계에 한 

원  사유방식은 이후 승 의 개에도 계속 으로 향을 미쳤다. 死

를 한 굿에서 불려지는 바리공주 巫歌에서 사후세계인 승은 再生과 不死

의 藥水가 감추어진 세계로 그려졌다.11)11)  뒤에 살펴볼 사복설화에서 그려진 

사후세계 역시 이러한 원  타계의식의 표 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많은 사회에서 사자들의 세계는 地下에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

히 지하의 사후세계는 어둡고 황량한 곳으로 표 되기도 했다. 가장 이른 시

 7) 金蛙를 얻기 해 산천에 제사했더니 하늘에서 아들을 내려주었다는 이야기나(三
國史記 卷第13 高句麗本紀第1 東明聖王 元年), 단군과 주몽, 거세가 하늘을 

매개로 지상에 태어나 다시 하늘( 는 산)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古朝鮮, 三國史記 卷第13 高句麗本紀第1 東明聖王 元年, 三國

遺事 卷第1 紀異제1 新羅始祖赫居世王) 이러한 사정을 알려 다. 김유신이 하

늘에서 내려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三國遺事 卷第2 紀異第2 萬波息

笛) 역시 그러하다.

 8) 허황후가 바다 편에서 많은 보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는 이야기(三國遺事 
卷第2 紀異第2 駕洛國記), 수로부인이 다녀온 海中世界 이야기(三國遺事 卷第2 

紀異第2 水路夫人), 제주도의 설화(玄容駿, 1992 ｢古代 韓國民族의 海洋他界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  참조)에 보이는 바다도 그러하다.

 9) 守屋俊彦, 1972 ｢金の宮-靈異記における他界｣ 甲南國文19, 甲南女子大學國文學

(1974 日本靈異記の硏究, 三彌井書店에 재수록. 板本要 編, 1990 地獄の世

界, 溪水社에 재수록, 454면).

10) Ernst Cassirer, 1944 An Essay on Man - 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New Haven : Yale Univ. Press (최명  역, 1988 인간이란 

무엇인가-문화철학서설, 서 사, 132-139면).

11) 金泰坤, 1985 韓國의 巫俗神話, 集文 , 제2부 巫祖神話.

    편무 , 1996 ｢시왕 신앙을 통해 본 한국인의 타계 ｣ 민속학연구 3, 국립민속

박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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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사후 혼과 승에 한 이야기를 하는 고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죽음 후의 세계는 어둡고 불행한 지하세계 으며 死 는 이 세계에서도 원

히 존재하지 못하고 결국은 먼지처럼 사라져갔다.12)12)B.C. 4~3세기의 楚辭 
｢招魂｣에서도 사후 세계의 하나인 지하세계는 어두운 幽都로13)묘사되었다.

13) 

이러한 승 은 매장이나 동굴장 같은 사체처리방법에서 비롯된 땅속이나 

동굴 공간에 한 인상과 연 이 있다.14)14)고  헤 류족의 사자세계인 쉐올

(She'ol)은 무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자들 역인 어두컴컴한 곳을 가

리키기도 했다.15)15) 국에서 승을 가리키는 표 인 용어인 ‘黃泉’도 墓室을 

팔 때 분출하는 지하수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 에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 되

었고 춘추시  이후 차 사후세계를 체하는 말이 되었다.
16)16)고  일본 古

事記에서 여신 이자나미가 사후에 내려간 지하의 黃泉國도 무덤 축조에 따

른 이미지와 련이 있으며 어두우며 무서운 곳이었다.17)
17)

그러나 고  한국에서 사후세계를 이 게 표 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이것

이 사후세계에 한 고  한국인들의 낙천  사고방식을 알려주는 것인지, 아

니면 단지 자료 不傳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 무덤이 사후 

12) Stevan L. Davies, 1987 “Soul-Ancient Near Eastern Concepts” The Encyclopedia 

of Religion(M. Eliade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p.431-432  

13) 楚辭 ｢招魂｣ “魂兮歸來, 君無下此幽都些. 土伯九約, 其角觺觺些. 敦脄血拇, 逐人

駓駓些. 參目虎首, 其身若牛些. 此皆甘人, 歸來, 恐自遺災些.” 

    中野美代子, 1988 ｢中國人における死と冥界-地獄をデザインするまで-」佛敎思想 
10(死), 佛敎思想硏究 編, 京都 : 平樂社, 91면. 

    于爲剛, 1988 ｢中國地獄觀念的形成 演變｣ 社 科學戰線 1988年 4期, 99면.

14) W. Wundt, 1913 Elemente der Völkerpsychologie, Grundlinien einer psychologischen 

Entwicklungsgeshichet der menschheit (棚瀨襄爾, 1966 他界觀念の原始形態-オ

セアニアを中心として-｣, 京都大學 東南アジア硏究センタ, 創文社, 10～11면에서 

재인용).

15) Linda M. Tober and F. Stanley Lusby, 1987 “Heaven and Hell”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M. Eliade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p.237.

16) 蒲慕州, 1993 墓葬 生死-中國古代宗敎之省思 臺北 : 聯經出版社, 207면.

    杜正勝, 1991 ｢生死之間是連繫還是斷裂?-中國人的生死觀｣, 當代 58, 26-28면.

17) 古事記 上卷 黃泉國

    山下晋司, 1996 앞의 논문, 305-309면.

    西鄕信綱, 1976 ｢古代日本の冥界｣ 地獄と人間, 朝日新聞社,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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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처이며 지하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자료에서도 그곳이 어둡고 

암울한 곳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18)18)물론 이 자료들은 왕과 같은 특권층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는 특권층의 보장받은 사후 삶에 한 설

명일 뿐이므로, 보다 일반 인 고  한국인의 사후세계 을 말해주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근거만으로 고  한국에서 비 인 사후세계

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이나 일본에서는 불교의 지옥 념을 수용한 이후 자신들의 최

고 권력자를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몰아넣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7세기 

엽 唐 高宗代 唐臨이 편찬한 冥報記에는 佛法을 滅한 죄로 지옥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周武帝 이야기가 나온다.
19)19)  일본의 扶桑略記에는 세상의 

평안을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 醍醐天皇

(재 연  897년～930년)과 그 신하들 이야기가 나온다.20)
20)

한 사회의 최고의 정치권력자에게 어떤 일에 한 책임을 물을 때, 세에

서의 당장의 과오에 한 책임은 정치 , 사회  차원의 여러 수 에서 요구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한 정치 이며 물리 인 힘을 

제로 하기 때문에 최고 정치권력자에게 그것을 쉽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

18) 三國史記 卷第17 高句麗本紀第5 東川王 “八年, 秋九月, 太后于氏薨. 太后臨終

遺 曰 妾失行, 何面目見國壤於地下. 若群臣不忍擠於溝壑, 則請葬我於山上王陵

之側. 遂葬之如其 . 巫 曰 國壤降於予曰 昨見于氏歸于山上, 不勝憤恚, 遂 之

戰, 而思之, 顔厚不忍見國人. 爾告於朝, 遮我以物. 是用植松七重於陵前.” 

    三國史記 卷第17 高句麗本紀第5 烽上王 “五年秋八月, 慕容廆來侵, 至故國原見

西川王墓, 使人發之, 役 有暴死 . 亦聞壙內有樂聲, 恐有神乃引 .” 

     자료에서는 무덤이 사후거주처이며 지하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념을 볼 

수 있고  무덤에서는 음악소리도 흘러나오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三國

遺事의 미추왕 죽엽군에 한 설화에서는 미추왕과 김유신은 죽어서도 호 병

을 거느리고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三國遺事 卷第1 紀異第1 未

鄒王 竹葉軍).  

19) 冥報記 (續修四庫全書1264․子部․ 說家類, 上海古籍出版社, 1995～1999) 下

卷 4話  “周武帝 (中略) 我今身爲白帝, 爲滅佛法, 極受大苦, 可爲吾作功德也.” 

20) 扶桑略記(國史大系 第6卷, 經濟雜誌社, 1897) 第25 朱雀天皇 天慶4年 辛丑 春3

月 “道賢上人冥途記云 (中略) 金峰菩薩令佛子見地獄時, 復至鐵窟, 有一茅屋, 其

中居四箇人, 其形如灰爐. 一人有衣, 僅覆背上, 三人裸袒, 蹲居赤灰. 獄領曰, 有衣

一人, 上人本國延喜帝王也. 餘裸三人, 其臣也, 君臣共受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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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내세와 지옥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큰 심리

 요인이 되었겠지만, 내세에서 세의 책임을 물어 응징을 하는 방법이 있

다. 내세를 장악한 종교(내지 교회)의 정치  힘이 여기서 발 되는 것이다. 9

세기말의 한 텍스트에 의하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은 부친과 고 들, 고

 성직자들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환상(vision)을 보았다고 한다.21)21) 세 유

럽인들의 사후세계 에 향을  고  그리스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사회의 유력자가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하세계에 간다는 이야기는 그리 낯설

지 않다. 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륵의 왕이었던 길가메시가 엔키두를 찾아 지

하세계로 갔을 때 어둡고 먼지투성이인 그곳에 각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이 

왕 이 벗겨진 채 하인들처럼 서있는 것을 보았다.
22)22)그리스의 트로이 쟁의 

웅 아킬 우스는 사자들의 세계에서 왕이 되느니 차라리 비참한 자의 노

로 살더라도 지상에서 살고 싶다고 한탄을 하 다.23)23)

그러나 비슷한 시기 통일신라인들은 그러한 자료를 남기지 않고 있다. 황제

나 천황 등 사회의 유력자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은 지옥의 정치사회학 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할 흥미로운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원천 으로 무섭고 

어두운 지하타계에 한 통  념과 련시켜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

가 여겨진다. 지옥을 정치이데올로기화 하는 것, 즉 지옥의 정치화는 세의 

복잡한 권력 계와 종교 교단의 정치세력화, 그리하여 정치와 종교 간의 정

치  역 계의 얽힘과 연 이 있을 것이다. 통일신라는 고  일본과 마찬가지

로 국의 율령체계를 받아들여 정치세력과 그 권력 행사의 일원화를 시도했

었고, 그것이 실 으로 느슨해진 시기에도 기본 인 방향은 항상 거기로 향

하고 있었다.  당시 불교 교단은 국이나 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력과 연 을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국이나 일본과 달리 정치세

력화나 교단의 정치화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고 정치책임자에게 실의 

21) Jacques Le Goff, 1991 La Naissance du Purgatoire (최애리 옮김, 1995 연옥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239-244면). 

22) N. K. Sandars, 1960 The epic of Gilgamesh-an English version, Penguin 

Classics (이 주 역, 1978 길가메시 서사시, 범우사, 64면).

23) Homer(A. T. Murray trans.), 1919 The Odyssey, Harvard University Press,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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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책임을 종교  차원에서 묻는 시도가 있을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신라인들은 국이나 일본과 같이 최고 정치책임자를 

어둡고 무서운 지옥으로 보내어 징벌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자료

를 남기지 않았다. 물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러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시

도 자체가 그리 익숙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국이나 

고  일본의 통  사후세계 에는 어둡고 무서운 지하세계에 한 념이 

있었고 여기에 불교의 지옥 이 들어와 결합한 상태에서,24)24)지옥을 정치 으

로 이용할 요구가 있었을 때 그리 큰 충격 없이 황제나 천황도 지옥으로 몰

아넣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증을 인정할 수 있다면, 빈약하나마 고  한국의 승과 지하세계

에 한 자료에서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시인들의 

승 에 그러한 이미지가 희박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3. 사복설화에 반 된 승

그러면 고  한국의 승 이나 지하타계에 한 념을 좀더 구체 으로 

추정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 지배층에 한 자료에서 사후 거주처로 무덤(내

지 지하)이 상정되기도 하고,
25)25)그곳을 안락한 곳이라고 여겼던 념이 엿보

24) 불교의 지옥이 반드시 지하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아함경 에서 말하는 지옥은 

지하로 여겨지지 않는다. 石田瑞磨, 1982 ｢地獄とは何か｣ 書齋の窓 1982年 1

月～12月號, 有斐閣, 原題 ｢地獄ノート」(1985 地獄, 法藏館에 재수록. 板本要 

編, 1990 地獄の世界, 溪水社에 재수록)). 그러나 불교 지옥 념의 근원이라 

할 서방세계의 지옥은 지하에 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불교의 많은 경 에서 

지옥은 지하의 어둡고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교

의 지옥 념의 강을 형성하 다. 종교사상  측면에서는 至福의 공간은 

‘above’와 ‘light’와 련이 있으며, 고통의 역은 ‘below’와 ‘dark 는 shadowy’

와 연결된다(Linda M. Tober and F. Stanley Lusby, 앞의 , p.237). 지옥의 

구체  공간이 반드시 ‘지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의 이미지는 

‘하늘, 빛,   어딘가’하고는 다른 ‘어두운, 아래쪽’과 련이 있다는 것이다.

25) 한국의 타계 에서 지하에 한 념은 희박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依田千百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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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를 당시 승에 한 일반 ( 는 ) 념이었

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 비천한 인물을 숭고하게 다룬 민 의 설화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복

설화에
26)26)나타난 승 은 좋은 자료가 된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蛇福說

話에 의하면27)27)사복이 어머니가 죽자 그 시체를 메고 지하에 있는 연화장세

계로 들어갔다고 하 다. 이야기 구성에 사복이 비천한 출생과 비인간  성장

을 통해 결국 숭고성을 획득한다는 요소가 삽입되었지만, 결국은 그런 그가 

죽은 어머니와 지하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한 것이 이 설화의 심 거리라 

본다. 여기서 죽음과 지하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설화는 사후세계로서 

지하세계에 한 승 을 표 하고 있다 하겠다.
28)28)

한편 이 설화의 주요 인물인 사복과 원효가 ‘ 輪寺金 十聖’으로 추앙받던 

1985 ｢朝鮮の葬制と他界觀｣ 朝鮮民俗文化の硏究, 瑠璃書房, 369면). 사실 무덤

을 사후거주처로 생각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지하세계와 연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국천왕과 산상왕, 우씨에 한 자료에서 분명히 ‘地下’라는 용

어가 나와 어느 정도는 당시 사람들이 무덤이 지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을 둘 수 있다.  사복설화에도 승이 지하에 치하고 있다는 

념을 읽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26) 사복설화에 한 요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있다. 

    黃浿江, 1969 ｢蛇福說話의 硏究-‘우주의 나무’ 상징을 심으로-｣ 文湖5 (1972 
｢蛇福說話試論｣ 韓國敍事文學硏究, 단국 출 부 재수록) ; 조동일, 1983 ｢삼

국유사 불교설화와 숭고하고 비속한 삶｣ 三國遺事硏究 上, 남 학교 민족문

화연구소 (1990 ｢불교설화에서 본 숭고와 비속｣ 삼국시  설화의 뜻풀이, 집문

당에 재수록) ; 金相鉉, 1991 ｢蛇福說話에 나타난 華嚴思想｣ 新羅華嚴思想史硏

究, 民族社 ; 김헌선, 1999 ｢사복불언설화 이해의 층 ｣ 한국민속학 31. 
    이  조동일이 사복설화에는 비천한 인물을 숭고하게 다루는 민 의 설화의식이 

나타나있다고 하 다. 

27) 三國遺事卷第4 義解 第5 蛇福不  “京師萬善北里 有寡女, 不夫而孕, 旣産. 年

至十二歲 不語亦不起, 因號虫也童. 一日其母死. 時元曉住高仙寺. 曉見之迎禮, 福

不答拜而曰, 君我昔日駄經牸牛今已亡矣, 偕葬何如. 曉曰, 諾. 遂 到家, 令曉 薩

授戒. 臨尸祝曰, 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 福曰, 詞煩. 更之曰, 死生苦兮. 

二公轝歸活里山東麓. 曉曰, 葬智惠虎於智惠林中, 不亦宜乎. 福乃作偈曰, 往昔釋迦

牟尼佛, 裟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 , 欲入蓮花藏界寬. 訖拔茅莖, 下有世界. 

晃朗淸虛, 七寶欄楯, 樓閣莊嚴, 殆非人間世. 福負尸共入, 其地奄然而合. 曉乃還. 

後人爲創寺於金剛山東南, 額曰道場寺. 每年三月十四日, 行占察 爲恒規. 

28) 黃浿江은 사복 이야기가 고 인의 葬事의 의미-母胎 復歸  再生-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하 는데, 필자도 그 기본 논지에 동의한다. 황패강,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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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었던 만큼, 이 설화를 화엄사상을 설화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해석을 

시도한 것은 무척 흥미롭다.29)29)그러나 필자는 이 이야기는 세속에서 승되던 

설화이며, 세속의 설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으로써 감

동을 주거나 설득력 있는 달을 통해 새로운 믿음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생

명을 가진다는 에 주목하고 싶다. 화엄경이나 화엄사상의 세세한 교리를 정

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이 설화가 그 게 정교한 교리  의미를 

달해주면서 그리하여 설화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설화를 달

하고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설화가 세계와 인간 삶의 

진실을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설화는 ‘뱀아이가 죽은 어머니를 데리고 지하의 행복한 세계로 갔다’는 단

순한 이야기로서 기본 으로 생사 을 표 한 이야기라고 보고, 이러한 입장

에서 이 설화가 당시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진실을 어떻게 해주었는가에 

을 맞추고자 한다. 

이 설화에서 열반(죽음)의 세계는 지하세계이며 연화장 세계라고 하 다. 

연화장세계는 불교의 이상세계로, 원래 특정한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연화장세계는 華嚴經(80권본) 華藏世界品에 의하면 彌山 가장 의 風輪

이 받들고 있는 香水海에 떠있는 大蓮華 가운데에 치한 佛國土이다.30)30)화
엄경의 蓮華藏世界說은 원래 마하 바라타의 천지개벽설에서 출발한 것으로 

風輪이 있고나서 그것이 水輪을 지탱하며 물 가운데 비쉬 가 있고 그 배꼽

29) 金相鉉. 앞의 논문 참조.

    이 설화를 구성하는 여러 話素들을 화엄경을 비롯한 화엄경 과 여러 화엄사상

가들의 논설에 맞추어서 이 설화가 화엄사상을 표 한 것으로 해석하 다. 가령 

사복이 12살까지 不語不起하여 蛇童이라 했다는 화소를 잘게 나 어서 ‘12살’은 

12緣起를, ‘不語’는 화엄경의 主佛인 비로자나는 말이 없고 신 여러 보살을 

시켜 말하게 했다는 것을, ‘不起’는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無明妄心을 일으키지 

않았다든지 는 十地  不動地(童眞地)에 이르 기 때문에 蛇童이라 했다고 

해석함으로써 이 설화의 모든 부분은 화엄사상의 표 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이 설화를 하나의 유기  이야기로 다루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도 된다(趙東一, 1971 ｢說話｣ 口碑文學槪說-

口碑傳承의 韓國文學的 察, 一潮閣, 55면). 話素의 각 단 가 어떤 사상  은

유를 개별 으로 표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화소들이 자체 으로 는 구조

으로 품어내는 체  유의미성을 읽어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30) 大方廣佛華嚴經 80卷本 第8-9卷 華藏世界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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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화를 낳고 연화로부터 천지만물이 성립한다고 하는데서 공통 이 있

다.31)31)결국 원래 인도신화에서 출발한 연화장세계에 한 상상의 근본에는 지

하가 아니라 물이 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복설화에서는 이 연화장세계가 지

하세계로 설정되었다. 불교의 이상세계 을 용하는데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

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복설화는 생사 에 한 이야기이다. 삶과 죽음에 한 이야기를 하기 

해 등장하는 인물이 사복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원효이다. 여기서 심 話

는 사복(과 어머니)이며 원효는 사복이 제시하는 생사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

여주기 한 보조 인물이다.32)32)사복과 그의 어머니는 이 설화에서 단순한 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복의 어머니는 죽은 상태로만 등장하기 때

문에 그리 요하지 않은 존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설화를 개시키는 

발단은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다. 그리고 뒤에 언 하겠지만 사복의 본질(즉 

뱀)과 어머니(여성)가 지니는 신화  상징과 연 시켜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

에서 사복과 어머니는 심층  의미를 지니는 상징  인물로 이 이야기의 주

제인 생사 의 본질을 그 자체에 구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사복과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사 의 본질을 구 하고 있는가. 우선 사복

의 어머니는 남자와 하지 않고도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존재이다. 남자와 

하지 않고 임신을 하는 능력은 여성이 가지는 ‘생산’의 힘을 신성하게 발

휘한 것이다. 일반 으로 여성은 그 ‘생산’의 힘 때문에 이른 역사 시기부터 

특별한 종교  의미를 부여받았다. 고구려의 신성한 여인 유화 역시 남편 없

이 웅 주몽을 낳았다. 그녀는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  존재 다.33)33)‘생

31) ｢蓮華藏世界｣ 望月佛敎大辭典(1933, 東京 : 世界聖典刊行協 ) 第5卷, 5040- 

5043면.

32) 어머니의 사체를 앞에 둔 臨尸祝에서 원효와 사복이 경쟁을 하여 미천한 사복이 

이긴다는 이야기 구조는 비속하지만 숭고한 설화  웅, 즉 최고인 인물보다 

한수 인 자가 보잘 것 없는 듯이 보이는 무리 가운데 있다는, 그리하여 최고

라고 믿는 데서 생기는 자만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의 공평을 세울 수 있다는 

설화의 논리를 구 하는 것이라고 한 해석은 탁월하다(조동일, 1990 삼국시  

설화의 뜻풀이, 集文 , 248-251면). 결국 이 설화의 진정한 주인공인 사복이며, 

이야기의 발단이 된 어머니의 죽음과 사복을 심으로 이 설화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3) 金哲埈, 1971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性格｣ 柳洪烈博士華甲記念論叢(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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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힘을 발휘하는 여성성의 상징인 여신들은 일 이 地母神이며 달의 여신

이었다. 여성은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달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한번씩 월경

을 통해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존재이며,  지상의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있고 생산해내고 그 죽음을 끌어안는 지를 상징하는 존재이었기 때문이

다.34)34)地母神이며 月神인 여신들은  결혼하지 않는 ‘성스러운 처녀’이거나 

‘남편을 원하지 않는 여인’이기도 했다. 애인이 있거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처녀(즉 결혼하지 않는 여자)라고 여겨졌다.
35)35)  달의 여신은 흔히 

암소로 재 되었다. 암소의 뿔은 자연히 죽고 재생하는 달의 두 측면을 환기

시킨다. 달의 여신이 뿔을 머리에 달고 있는 것은 바빌로니아나 그리스 미술

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징물이다.  이집트의 이시스는 달의 여신이며 

암소의 뿔로 머리를 장식한 여신이었다. 角杯는 月神의 뿔로 그것으로 천상의 

음료를 마심으로써 신과 같은 존재가 되거나 신성한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고 

믿어졌다.
36)36)사복의 어머니는 생에 경 을 싣고 다닌 암소 다고 한다. 

어머니가 낳은 그 아이는 열두 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여 

사복(뱀아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비인간 인 어릴 의 행 의 이야

기는 주몽이나 그 아들 유리처럼 그가 설화상의 웅임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후에도 사복이라는 이름을 여 히 지니고 있듯이 그의 본질은 뱀으로 상징

된다는 것을 한 말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뱀은 허물을 벗고 동면을 하는, 

즉 죽음과 재생을 반복함으로써 결국은 不死의 지혜를 획득한 표 인 달동

물이다.37)37)그러므로 뱀은 한 지의 풍요와 여성과 련이 있다.38)38)그래서 

韓國古代社 硏究, 知識産業社에 재수록) 참조. 

34) 여성과 달, 지의 종교  계는 Mircea Eliade, 1983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Paris : Payot (이재실 옮김, 1993 종교사 개론, 까치, 제4장 달과 

달의 신비학과 제7장 지, 여성, 풍요 편) 참조.

35) Ester Harding, Les Mystères de la Femme (김정란 옮김, 1996 사랑의 이해, 
문학동네, 7장부터 11장) 참조.

36) Ester Harding 김정란 옮김, 의 책, 제3장, 제12장, 제15장 참조 ; Mircea Eliade 

이재실 옮김, 의 책, 162면.

37) 뱀이 不死를 획득한 존재라는 념은 일반 인데, 특히 원래 인간이 불사의 존

재가 될 운명이었는데, 달자의 실수라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필멸, 뱀

(을 비롯한 기타 달동물, 즉 탈피를 하거나 동면을 하거나 수륙 양서하는 동물

들)은 불멸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들도 많다. 제주도 巫歌에서도 뱀은 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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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세포네가 때때로 뱀의 형태를 취하는 디오니소스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낳기도 했다.39)39)

죽음과 재생의 속성이야말로 달과 지의 여신과 뱀을 연결시키며, 그래서 

여신과 뱀은 死 와 사자들의 세계(달의 세계나 지하세계)를 지배한다. 고

인들에게 죽음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사건이 아니었고, 재생으로 이어지는 연

속  사건의 이었다. 따라서 사자들은 재생하기 해 그러한 힘을 간직한 

세계(달)로 가거나 그러한 힘을 본질로 하는 여신들이 다스리는 세계로 갔다. 

많은 사회에서 사자들의 세계는 여신에 의해 지배되었다. 고  국에서 장생

불사의 지배자인 서왕모는 애 에 질병과 죽음의 지배자 고, 고  일본의 황

천국 지배자 역시 여성인 이자나미 다. 수메르의 신화에서 승을 다스리는 

자는 여신 에 쉬키갈이었고, 에벵키 신화에서도 죽은 자들의 세계인 부니의 

지배자는 노 다. 무속의 승세계 지배자 역시 여성인 바리공주이다.40)40)

한 뱀은 어두운 구멍에서 살며 죽음처럼 차갑고 두려움을 다. 그래서 뱀은 

지하세계를 표하는 동물이며 사자들의 혼으로 여겨지기도 했다.41)
41)

이 듯 사복설화의 심인물인 사복과 그 어머니는 ‘여성-달-뱀-죽음과 재

생의 반복(불사)- 지와 사후의 지하세계’라는 신화  상징 속에서 복잡하게 

얽 있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사복이 어머니를 

이 없이 계속 환생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용 ,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   

｢체본풀이｣, 新丘文化社).  

     Mircea Eliade 이재실 옮김, 의 책, 165-166면. 

38) 이집트에서 풍요와 수확의 여신인 Rannut는 뱀으로 표 되었다. 크 타의 地母

神은 뱀을 몸에 감거나 머리장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여신은 뱀신격(an older 

serpent-divinity)의 人態化이다. 그리스의 데메테르는 머리를 두 마리의 뱀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그녀의 마차는 날개 달린 뱀들이 끈다. 

    J. A. MacCulloch, 1911 “Serpent-Worship : Introductory and primitive”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James Hastings ed.),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pp.399-404, 409-410.

39) J. A. MacCulloch, Ibid, p.404

40) 나희라, 2004 ｢고 의 상장례와 생사 ｣ 역사와 실 54, 187면. 

41) 신라토우에 특히 많이 부착된 뱀은 개구리와 함께 표 인 죽음과 재생을 상징

하는 달동물로서 무덤부장품의 장식으로 걸맞는 상징을 가진 존재이다. 뱀이 죽

은 자의 혼과 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세계 인 보편성을 가지거니와, 

국과 한국에도 많은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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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는다는 것은 결국 이승에서 구분되고 립되었던 것들을 월하거나 통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즉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42)42)살아있

는 것(사복)과 죽어 있는 것(어머니)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의 진정

한 통일은 결국 여성과 뱀의 상징을 아우르는 지하타계에 들어감으로써 이루

어졌다. 이승에서의 삶으로 분리되었던 어머니와 아들이 지의 모태(지하세

계)로 귀환함으로써 승에서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 

이 게 본다면 사복설화는 생과 사의 본질을 원시 이래의 신화  세계  

속에서 설명하려 한데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삶과 죽음

은 애 에 둘이 아니어서 삶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재생으로 이어진다

는 생사 을 말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43)43)그 다면 사체를 앞에 둔 원효와 

사복이 ‘死生苦兮’라 했던 것은 ‘死生不二’의 에 서있는 신화  생사 의 

승화된 불교  표 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44)44)

그리고 이 지하타계는 理想鄕이었다. ‘띠풀의 기를 뽑자 그 아래에 세계

가 있었고 밝고 맑았으며 칠보난간과 장엄한 각이 있었으니 인간세상이 아

니었다’고 하 다. 풀 기는 앞에서 본 시베리아 나나이족처럼 인간의 삶과 죽

음이(혹은 그 혼, 혹은 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심에 있는 우주

나무(cosmic tree)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45)45) 승인 지하세계가 어둡고 무서

운 세계가 아니라 불교의 이상세계로 그려졌다. 이러한 지하 승에 한 이

미지는 당시 신라인들의 세계 에서 승은 어둡고 무서운 곳이라는 념보

다는 사후 지하 승으로 가는 것은 원래 ‘자기 집’으로의 귀환이며 그곳에서 

재생을 기다린다는 원  이상타계의 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복설화와 같

42) 원래 육체 , 심리  계에서 출발하여 신화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둘이며 

하나이다. 그래서 여신의 아들은 그녀의 애인이기도 했다. 리지아의 여신 시벨

르의 아들 아티스는 연인이기도 했고 타무즈와 이슈타르의 계도 그러하 다

(Ester Harding 김정란 옮김, 앞의 책, 7, 9, 11장 참조). 한국의 고 신화에서는 

유화와 주몽, 거세와 알 의 계가 이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나희라,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 사연구 39, 64-65면 참조). 

43) 연속 이며 相補的 생사 에 해서는 나희라, 2004 앞의 논문 참조.

44) 물론 연속 이며 상보  생사 이 삶에 좀더 무게 심을 둔, 그래서 죽음 이후 

재생이 필요한 생사 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불교의 생사 은 생과 사를 모두 

극복하려는 념이라는 에서 차이는 있다.  

45) 黃浿江,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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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하세계로의 귀환 이야기가 성립되고 유포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

각한다. 

물론 신라사회에서 승이 지하세계에만 설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주몽이나 

거세, 김유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천상타계 한 리 알려졌었다. 그

러나 천상타계는 상층 신분이 갈 수 있었던 타계 던 것 같다. 계 과 신분의 

분화와 차별 이후 발 한 타계 에는 수직  사회질서에 걸맞는 수직  타계

질서의 불평등이 나타났다. 고 인들이 생각한 여러 타계 에서도 최상층의 

타계이며 신들의 세계이기도 한 천상타계는 세의 사회질서의 최상층에 있

었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타계 다.46)
46)

그러나 천상타계가 계 질서의 산물로서 보다 분화된 사회에서 발 한 타

계 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면47)47)타계 의 분화 이 부터 오랜 동안 사람

들의 상상을 이끌어왔던 보다 원 이며 인 타계 은 결국 지로의 

귀환을 제로 하는 지하타계 이 아니었을까.
48)48)그 기 때문에 사복과 같은 

비천하면서도 숭고한 민 설화의 웅은 지하세계로의 귀환으로 귀결되었고 

 그 지하세계인 승은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원  타계 념인 이

상향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사복설화는 죽음과 재생이라는 신화  생사 의 본질과 승의 하나

인 지하세계에 한 념, 그리고 원  타계 념 등이 반 된 민간설화에다

가 윤회와 업보설을 포함한 ‘生死皆苦’이며 ‘生死不二’라는 불교의 생사 을 삽

입시켜, 불교의 생사 을 일반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 설화로 재구

성․ 승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49)49)

앞에서 이 설화를 구성하는 세세한 부분을 화엄사상의 은유로 보아 이 설

46) 나희라, 2003 ｢고  한국의 타계 ｣ 한국고 사연구 30, 104면.

47) 타계 념의 발달 단계에 해서는 棚瀨襄爾, 앞의 책, 20-11면 참조.

48) 이후의 타계 의 개에서도 짐작하듯이 고 의 지배층들도 천상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면서도, 실 으로는 매장이라는 사체처리방법이 결코 포기되지 않았듯

이 결국 땅 속으로의 귀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49) 사복이야기의 맨 마지막이 도량사에서 찰회를 하 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사복설화는 찰법회시에 講唱되던, 혹은 연극  상황을 연출하

던 바탕 설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사재동, 1990 ｢원효불기의 문학  

연구｣ 배달말 15, 배달말학회 ; 오 , 1999 원효 설화의 미학, 불교춘추사, 

136-137면 참조) 사복설화의 불교  승 양상의 일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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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화엄사상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설화의 본 의미를 충분히 드러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했었다. 그런데 필자 역시 본 설화의 여러 부분을 

나 어서 그것들이 신화  세계 의 상징  표 이라고 보는 방법을 사용했

다. 방법론상에서 다를 바가 없다. 그 다면 필자의 논지 역시 그리 신뢰할 만

한 것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신화  세계 은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쌓아올린 오래된 지혜이며 

직 인 것이어서 분석 이지 않다는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 천체

와 지와 인간의 본성이나 그들의 움직임에 한 본질은 고 인의 직  

경험에 의해 인들보다 더 리하게 악되고 연 지어지고 법칙화되었다. 

인들은 뱀과 달과 여성을 연 시키는 것이 좀처럼 어렵다. 아니 가능하면 

떼어놓으려 한다. 그러나 고 인들은 죽음과 재생의 반복이라는 에서 달과 

여성과 뱀을 연결시킬 수 있었고 그것들의 상징물들 한 쉽게 결합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지혜의 우산 안에서 자의든 타의든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여자가 남편 없이 뱀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한 존

재가 되어 어머니가 죽자 어머니와 함께 땅 속 이상세계로 들어갔더라’는 이

야기가 무얼 말하는 것인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복설화에서 사체와 지하세계, 그리고 이상세계인 연화장세계가 연결

되어 있는 것은, 불교 수용 이후에도 신라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사자들이 가는 

지하 승은 무섭고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이상 인 세계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도 될 것이다. 

4. 래의 승 과 지옥 념의 이해

한국에서 지옥 념은 외래종교의 수용으로 본격 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 했듯이 불교가 래되던 한국사회는 자체 사회의 분화 발 으

로 타계 (혹은 승 )도 이미 분화되어 있었다. 사회 분화와 계층화가 역동

으로 진행되던 시기, 그리하여 먼  권력을 장악한 지배층들이 자신들을 피

지배층과 확연히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에는 내세의 삶 한 지극히 

계층성을 띄었다. 세의 수직  사회질서와 마찬가지로 내세 역시 수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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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편되어 최고층이며 최상의 내세인 천상타계는 세의 정상에 있는 지배

층들에게 우호 인 타계이었다. 지배층들은 생 의 사회 , 물질  조건을 그

로(혹은 더 과장되게) 유지하면서 최상의 타계에서 사후 삶을 계속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거 한 무덤을 조성하고 殉葬과 厚葬 형식을 통해 사

후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타계질서의 정 에 설정한 天上他界

에서의 삶을 희구하 다. 이러한 사후세계 은 집단  계층성을 농후히 반

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분화 발 은 지배층이 힘을 집 하는 데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분화 발  속에서 차 자신들의 힘을 축 시켜 나가던 상

 하층민-하 지배층이나 지식인-들은 사회 , 물질  자원에 한 보다 공

정한 분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진 은 고  한국에서는 4～6세기에 걸

친 사회 변화의 결과이기도 했다. 새로운 자각의 실천자들은 기존의 집단  

계층성이 아니라 개인의 행 와 능력을 분배의 기 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

하 다. 

개인의 행 와 능력에 한 새로운 인식은 세와 내세의 계에 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 다. 내세의 삶이 세의 집단성과 계층성에 기반한 물

질 , 신분  조건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에서의 개인의 행 와 

능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세는 세의 자동 연장이 아니라 

세의 행 에 한 보상이나 심 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곳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시기 인간에 한 자각과 윤리  실천행 를 시하는 

불교가 수용되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게 되었던 것 같다. 특히 불교의 인과업

보와 윤회설은 세의 행 와 사후의 삶이 어떻게 연 되어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윤리  실천행 는 특히 지옥 념과 

결부되어 사람들에게 향을 미쳤다.

지옥 념의 핵심은 세 행 에 한 사후 심 과 징벌에 있다. 사후 심

에 한 념은 인류 역사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먼  등장하 고 이후 고  

페르시아에서 발 한 사후 심  사상 등이 후기베다문헌시 의 인도에 유입

되어 불교의 사후 심  사상을 형성시키기에 이르 다고 이해되고 있다.5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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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사후 심 은 세 삶의 불공정함과 불완 함을 보상하여 此岸과 彼岸의 

발란스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근원  욕망에서 출발하 을 것인데,51)51)그 개

에서는 상당히 사회 , 정치 인 성격을 농후하게 띄면서 사회와 인간의 생활

방식에 향을 주었다.
52)52)

후한  이후 국에 불교가 래되면서 사후 심 과 징벌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의 지옥사상이 역시 알려졌고 남북조시  이후 많은 지옥 련 경 들이 

번역되면서 불교의 지옥사상은 국인들의 사고와 생활에 많은 향을 주었

다.53)53)원래 국에는 어둡고 무서운 사후 지하세계에 한 념이 있었고 후

50) 지옥사상의 역사와 개에 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 다. 

    S. G. Bradon, 1967 The Judgment of the Dead - The Idea of Life After 

Death in the Major Religion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 Alice K. 

Turner, 1993 The History of Hell, Jarcourt Brace(이찬수 옮김, 1998 지옥의 역

사Ⅰ․Ⅱ, 동연) ; 岩本裕, 1965 ｢地獄思想の展開-古代インドにおける地獄思想

とその起源｣ 地獄と極樂, 三一新書(1979 地獄めぐりの文學(佛敎說話硏究第4

卷), 開明書院에 재수록. 板本要 編, 1990 地獄の世界, 溪水社에 재수록) ; 張

美鎭, 1995 ｢불교문화권에 있어 ‘地獄’의 原神話的 要素와 그 의미｣ 美術史學7. 
51) 기원  2100년경 이집트의 한 문학작품인 ｢The Complaints of the Peasant｣에 

의하면 한 농부가 부정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사건을 질질 끄는 리를 

사후세계에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의 불공정함을 내세에

서 보상받으려는 사후 심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S. G. Bradon, Ibid, 

pp.24-25.

52) 山口昌男, 1969 ｢地獄以前-シャーマニズムの日本的展開｣ 傳統と現代 1969年1

月號, 學燈社(1971 人類學的思 , せりか書房에 재수록. 1979 新編人類學的思

, 筑摩書房에 재수록. 板本要 編, 1990 地獄の世界, 溪水社에 재수록, 3면).

     심 에는 주체가 있기 마련이고 심 의 기 인 윤리도덕  가치는 권력과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후심 의 믿음은 사회질서와 그것을 유지하

는 가치들에 한 믿음을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하 다(道端良秀, 1979 ｢中國佛

敎における地獄の思想｣ 中國佛敎思想史の硏究, 平樂寺書店 참조). 특히 사후

심  결과인 징벌의 행사에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계와 그 체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지옥사상의 발 은 앙집권  권력체계의 형성이나 료체

계와 련이 깊다던가 정치 ․종교  권력의 행사나 그 역학  계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유희수, 1995 ｢(書評)권력의 내깃거리로서의 세

말 지옥의 표상｣ 西洋史論47, 한국서양사학회 참조). 

53) 浩寅 撰 續史管見 卷18 “自古酷刑未有甚于武后之時, 其技 其具皆非人理, 蓋出

于佛氏所說地獄之事也.” “佛之 在冊知之 , 形于繪畵則人人得見, 慘刻之吏, 智

巧由是滋矣. 閻立本圖地獄變相, 至今尙有之, 況當時群僧得志, 繪事偶像之盛, 從加

知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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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는 인간은 사후 泰山으로 돌아가며 그곳에서 太山府君이 귀신을 다스

린다는 념이 있었으나,54)54)지옥 념의 제가 되는 심 과 징벌에 한 명확

한 사상은 불교 수용 이후에 꽃피웠다.55)55)고  일본 역시 어둡고 무서운 지하

세계에 한 념은 있었으나 지옥사상이 충분히 드러나게 된 것은 불교 

래 이후 다.56)56)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보았다시피 국이나 일본에는 어둡고 무서운 지하

승 이 래하고 있었던 때문인지, 기존의 승 과 불교의 지옥사상이 만나 

다양하고 풍부한 지옥 을 개시켰다. 인과업보설을 설득시키기 해 많은 

불교설화들이 형성되고 유포되었다. 唐代에 편찬된 冥報記나 8세기말에서 9

세기 반 경에 일본의 승려 景戒가 찬술한 日本靈異記는 양국의 표 인 

인과응보담을 수록한 불교설화집으로, 여기에는 지옥에 가서 심 을 받거나 

순례를 하는 이야기들도 많다.  국이나 일본에 불교의 지옥사상이 들어와 

유포될 때에 래의 승 이 반 되었던 사정도 여러 자료를 통해 볼 수 있

다. 국에서는 불교의 지옥인 Niraya, Naraka를 바로 ‘지옥’이 아니라 앞에 

‘太山’을 붙여 ‘태산지옥’으로 번역했다.57)57)日本靈異記에 보이는 지옥여행담

에서는 지옥을 記紀時代의 ‘葦原國’이나 ‘黃泉國’으로 부르는 식으로
58)58) 충하

는 과도기를 보 다.59)59)

    叶廷珪, 海 碎事 卷14 百工醫技部 圖畵門 “吳道子畵地獄變相, 都人懼罪, 兩

不集屠沽矣.” 

    于爲剛, 앞의 논문, 102면에서 재인용

54) 于爲剛, 의 논문 참조

55) 고  국의 음침하고 무서운 지하세계에 한 자료들을 들어서 국에도 원래 

지옥사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于爲剛, 의 논문. 余英時, 1985 ｢中國古

代死後世界觀的演變｣ 中國哲學史硏究4), 필자는 지옥 념의 심은 심 과 징

벌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56) 泉芳璟, 1941 地獄と極樂-來世思想の 察, 法藏館(山口昌男, 앞의 논문, 7면에

서 재인용).

57) 澤田瑞穗, 1986 地獄變-中國の冥界說, アジアの宗敎文化 3, 法藏館(中野美代子, 

앞의 논문, 294면에서 재인용). 

    朴永哲, 1997 ｢나라카(Naraka)에서 地獄으로-불교의 번역과 국문명-｣, 歷史敎

育 63.
58) 日本靈異記(日本古典文學全集, 學館) 中卷 7話, 下卷 37話 참조.

59) 李 埈, 2003 ｢日本靈異記の冥界觀-先代中國說話集の影響を中心に-｣ 日語日文

學硏究47-2, 韓國日語日文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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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에도 불교 래 이후 지옥사상이 소개되었고 통일신라시 에는 

사후세계 과 련해서 지옥에 한 념이 리 퍼졌을 것으로60)여겨진다.60) 

그런데 국이나 일본과 달리 통일신라에는 지옥 련 이야기를 포함한 인과

응보담을 모은 설화집이 편찬되었는지 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61)61)비슷한 

시기에 승되던 불교설화들을 많이 채록한 삼국유사에도 지옥에 한 본격

인 이야기는 ‘善律還生’ 이야기를 빼고는 없다. ‘선율환생’62)이야기에서도62) 

신라  변용은 구체  지명과 인명 등에 한정될 뿐 래의 승 과 련한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부분 국에서 이미 형성된 지옥 념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자료의 양 , 질  차이의 문제가 있어서 직 인 비교에는 무리

가 있으나, 삼국간의 지옥 념의 개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에 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야 할 것이나, 앞에서 차 

언 했듯이 고  한국에는 어둡고 무서운 지하세계에 한 념이 강하지 않

60) 김정희는 지옥사상과 련있는 명부신앙이 신라 통일 무렵부터는 해졌을 것으

로 보았다. 김정희, 1996 조선시  지장시왕도 연구, 一志社, 114-140면.

61) 통일신라기 편찬된 련 설화집으로 의상 제자  한명인 義寂이 편찬한 法華

經集驗記를 들 수 있다. 이는 법화경과 련한 일종의 인과응보담 모음집이

다. 이러한 류의 불교경 과 련한 인과응보담은 이미 국에 리 퍼져 있었

고 련 설화집도 여러 권 편찬되었었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불교경 을 업신여

겨 지옥에 덜어졌다는 지옥담도 꽤 있다. 그러나 의 의 법화경집험기는 이미 

국에서 편찬된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백제인에 한 것이 하나 있을 뿐이다) 

당시 신라사회에 용되어 승되었던 이야기는 없다. 법화경집험기에 해서

는 다음의 을 참조했다. 

    金相鉉, 2000 ｢義寂의 法華經集驗記에 하여｣ 東國史學 34 ; 金敬姬, 2003 

｢義寂의 法華經集驗記에 한 고찰｣ 日本文化學報 19, 한국일본문화학회.

62) 三國遺事 卷第5 感通第7 善律還生 “望德寺僧善律. 施錢欲成六百般若. 功未周. 

忽被陰府所追. 至冥司. 問曰. 汝在人間作何業. 律曰. 貧道暮年欲成大品經. 功未就

而來. 司曰. 汝之壽籙雖盡. 勝願未終. 宜復人間. 畢成寶典. 乃放還. 途中有一女子. 

哭泣拜前曰. 我亦南閻州新羅人. 坐父母陰取金剛寺水田一畝. 被冥府追檢. 久受重

苦. 今師若還古里. 告我父母. 速還厥田. 妾之在世. 胡麻油埋於床下. 幷藏緻密 於

寢褥間. 願師取吾油點佛燈. 貨其 爲經幅. 則黃川亦恩. 庶幾脫我若惱矣. 律曰. 汝

家何在. 曰. 沙梁部久遠寺西南里也. 律聞之. 方 乃 . 時律死已十日. 葬于南山東

麓. 在塚中呼三日. 牧裡聞之. 來告於本寺. 寺僧歸發塚出之. 具說前事. 水訪女家. 

女死隔十五年. 油 宛然. 律依其諭作冥福. 女來魂報云. 賴師之恩. 亡已離苦得脫矣. 

時人聞之. 莫不驚感. 助成寶典. 其經今在東都僧司藏中. 每年春秋. 披轉禳災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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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탓인지, 불교의 지옥 념이 들어와 유포되었어도 그것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옥담을 포함한 불교설화집의 편찬 같은 것에도 그리 

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불교의 지옥 념이 신라의 상황에 

용될 때에도 불교의 지옥과 比할 만한 기존 념의 요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옥 련 설화가 만들어졌어도 거기에는 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달

리 통  승 념의 차용 같은 시도가 었던 아닌가 생각해 본다. 

5. 맺음말

고 인의 원  념에서 타계는 사후세계이며 이상세계이었다. 따라서 

승은 이상세계이기도 했다.  많은 사회에서 승은 지하에 설정되었으며 그

곳은 어둡고 황량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고  한국의 자료에서는 자와 같은 

사후세계와 이상타계를 연 짓는 자료들은 많이 보이나, 지하 승을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보는 자료는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하 승을 이상타계

로 설정했음을 우회 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불교설화로 윤색된 사복

설화가 그 다. 원 이며 인 설화의식을 깔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복

설화에서 사체가 돌아가는 지하세계가 불교의 이상세계인 연화장세계로 묘사

되었다. 이는 고 인들이 승과 지하세계, 이상타계를 연 지어 념했던 강

한 흔 이라 생각된다. 고  한국의 승 에서 어둡고 무서운, 비 인 승

에 한 념은 주변 사회의 그것과는 조  차이가 나서 상 으로 희박했

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았다. 

원래부터 무서운 승에 한 념이 희박했다고 한다면, 불교의 지옥 념

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에 해 무 심하거나 의도 으로 회피하려는 태

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불교 지옥  래 기인 통일신라기에 

무서운 승 념이 상 으로 강했던 주변 사회와 달리 지옥과 련한 인

과응보담과 같은 이야기가 덜 유포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았다. 

필자는 비슷한 시기 국, 한국, 일본의 지옥에 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신라에 유독 지옥 련 자료가 없다는 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

는 가운데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없는 자료로 추정에 추정을 하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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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리한 작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후 지옥 에 한 

연속 작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벌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

서 미흡하나마 끌어낸 고 의 승 이 이후 승 의 개에서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  지옥 념의 발생과 개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해서 

앞으로의 작업에서 밝 나갈 생각이다. 

(필자 : 울산 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의 담교수)

주제어 : 승 , 지옥 , 사복설화, 연화장세계, 지하세계

투고일(2006.10.2),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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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dea of the Next World in Ancient Korea 

and Understanding of the Idea of Hell

Na, Hee-La

In the man's primary idea, the other world was the world of the dead 

and the ideal world. And in many ancient societies men imagined that the 

world of the dead was located below the earth and dark and desolate place.

In records on ancient Korea, there are many ones that the world of the 

dead was imagined as the ideal world, but the records on the next world 

located in underground as dark and desolate place are few. On Sabok(蛇福) 

tale appeared on Samgukyusa(三國遺事) the post-mortem world is 

described as the underground world and the Yeonwhajang(蓮華藏) world, 

the ideal world of Buddhism. This shows traces that the next world is 

related to the underground world and the ideal other world in ancient 

Korean's thought. Ancient Koreans had little ideas on the dark, terrible and 

pessimistic next world unlike Chinese and Japanese thought.

Not having the idea of fearful hell originally, ancient Korean had no 

regard for or avoided that when the idea of Buddhist hell was introduced. 

So in Unified Silla, the early stage of the idea of Buddhist hell's 

introducing, the tales of retributive justice containing the tales of hell were 

less spread than the contemporary China and Japan in which the idea of 

fearful hell had been strong.

Key Words : the idea of the next world, the idea of hell, Sabok(蛇福) tale, 

Yeonwhajang(蓮華藏) world, the undergroun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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