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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791년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한다. 유교를 근간

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 유교식의 의례를 전면 거부한 자가 등장한

것이다.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과 권상연은 죽은 부모의 제사를 거

부하고 신주를 불태웠다. 이는 유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고,

천주교에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정조 또한 이를 용납하지 못

하고 이들을 사형시키게 된다. 윤지충과 권상연이 폐제분주(廢祭焚

主)한 배경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의례 논쟁이 있다. 당시 중국에서

는 유교 의례를 상당부분 용인한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선교가 꽤 훌

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회의 이 같은 선교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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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수도회에서는 예수회가 유교식의 조상제

사를 용인하는 것을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교황청에 고발하였다. 결

국 베네딕토 교황은 1742년 『Ex quo singulari』라는 칙서를 통해

천주를 위한 의례 외에 모든 의례를 금지했고, 그 여파는 조선까지

미치게 된다. 그 칙령의 여파로 윤지충과 권상연은 어머니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전통 방식의 제사를 거부해야만 했다. 이후로 조선

의 천주교인들은 기존의 조상제사 방식을 이용할 수 없었고, 기나긴

박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조상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은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

에게는 꽤나 불안한 일이었다. 그리고 약 10년 뒤, 죽은 이를 위해

‘연도기도’를 행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게 된다. 순교자 증언록과 사목

서한 등에서 연도 기도를 행했다는 기록1)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도

기도라는 천주교식 망자의례는 조상제사 금지령으로 생긴 ‘공백’을

메워온 것으로 보인다. 죽은 이에게 음식과 술을 바치는 희생제의적

조상의례의 공백이 신을 통해 망자 구원의 기도를 하는 천주교식 의

례로 채워진 것이다. 연령(煉靈,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연도 기

도는 천주교의 주요 의례로 자리매김했으며, 조상의례의 공백을 채

워나갔다.2)

본 논문에서는 조상제사의 금지 이후에 죽은 자를 위한 의례로 자

리 잡은 ‘연도기도’가 조상의례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던 배경인 ‘연

옥 교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도기도에 관해서는 강영애3)와

1)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연옥 기도 혹은 연도기도를 행한 기록은 다음의 자

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르뇌 주교, 「장 주교 윤시 제우서(1857)」(한국교회

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 1982), 170-17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현대문 편)』(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91-91, 

124-125.

2) 최종성은 연옥의 교리가 창출해 낸 구원론을 통해 기존의 양식과는 다른 형태로 

조상의례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최종성, 「조선시대 서민 생활 속의 

제사와 사생관: 사자의례의 동인과 지향」, 『韓國人과 日本人의 삶과 죽음』, 

韓日國際學術會議 발표문, 2014.) 중국 천주교사를 소상히 밝혀낸 바 있는 

Eugenio Menegon도 중국의 2세대 개종자들이 연옥을 바탕으로 한 구원론을 

이용해 망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Eugenio Menegon, 

Ancestors, Virgins, and Friars: Christianity as a local religion in late 
Imperial China[Harvard Univ.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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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경4)의 음악학적 연구, 허윤석5)의 기도문 비교연구 등이 있고,

연도 기도의 바탕이 되는 연옥 교리에 대한 연구는 조광6)의 연옥에

관한 시론적 연구와 조현범의 동아시아 연옥 개념 도입과 번역에 관

한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연령을 위한 기도가 조선 후기 천주교 신

자들의 종교적 실천 속에서 어떠한 양상을 가졌는지를 분석한 조현

범7)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조현범8)은 동아시아 가톨릭 전통에서

연옥 교리의 정착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뤘으며, 두 번째 논문

을 통해 연옥에 관한 의례적 실천도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통용된 연옥에 대한 이해가 어땠는지를 자세히 다루지

는 않는다.9)

위의 선행연구가 공통으로 의존하는 자료는 연옥과 연도기도문이

등장하는 『천주성교예규』등의 예법과 관련된 교리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책에서는 연옥 교리의 자세한 설명보다는 연도 기도의 실천

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물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옥

교리보다, 조상을 위하는 마음의 천주교식 표현이 연옥과 연도기도

라는 지식과 그 실천뿐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연도기도의 대상

즉, 죽은 조상이 거주하는 연옥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

며, 연옥과 연도기도가 정착되었던 19세기 후반에 연옥 교리를 변증

3) 강영애, 『(한국 천주교 상장례 노래) 煉禱』(민속원, 2007).

4) 주은경, 「한국 천주교 연도(煉禱)와 상장례 문화」(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5) 허윤석, 「1614년 『로마예식서(Rituale Romanum)』에 비추어 본 『천주성교

예규(1864)』의 장례에 관한 고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6) 조광, 「구원의 열망, 인간에 대한 사랑: 연옥약설, 연옥고남」, 『경향잡지』 

1520호(1994). 

7) 조현범,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연옥 관념과 의례 실천」, 『한국사상사학

회』 47(2014).

8) 조현범, 「한국 천주교와 조상의례」, 『종교연구』 69(2012).

9) 그는 연옥에 관한 주제에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연옥 

내러티브’를 꼽는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옥에 관한 관

념 내지 상상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밝히려면 연옥 내러티브, 즉 연옥에 관한 관

념을 형성하는 이야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현범, 「조선후기 천

주교 신자들의 연옥 관념과 의례 실천」,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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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연도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등장한 것은 그 의문에

대한 해소였을 것이다. 중국인 예수회 신부였던 이체(李杕, 1840∼

1911)가 한문으로 저술한 煉獄略說은 간행 후 바로 한국에 도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련옥략설과 련옥고남의 두 가지 판본

의 한글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연도기도가 조상의례의 공백을 메

웠다"는 선언적인 주장에 살을 붙이고, 한 단계 나아간 설명을 위해

서는 연도기도에 관한 기도문과 의례적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

들의 '연옥 교리'에 대한 이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사람들의

연옥에 대한 인식을 한글 필사본인 『련옥략설』을 통해 확인함으로

써 연옥 교리와 기존 조상의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조상을 위하는 ‘의례’가 금지되었음에도, 조상의 위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천주교의 연도기도라는 실천으

로 표현되었다. 그 실천의 배경이 되었을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

의 연옥 교리 이해를 점검하는 것은 한번은 짚어야 할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연옥 교리로 들어가기 전에 천주교가 새롭게

도입한 사후세계의 문제를 『천주실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 안

에 내포하고 있는 ‘연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에 한글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련옥략설』을 토대로 연옥 교리에 대한 이해

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옥의 교리

가 기존의 조상의례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

는 것으로 논문을 진행하겠다.

2. 천국, 지옥, 그리고 연옥

연옥 교리에 관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천주교가 도입

한 새로운 사후세계를 정리하는 것은 연옥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

다. 이 때 천주교의 죽음 이후에 관한 설명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실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천주실의』는 1583년 명말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1603년 출판한 책으로, 중

국선비와의 대담으로 구성되며 (원시)유교의 개념을 이용하여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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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리를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리치는 천주교의 특징을

유교와의 비교를 통해 서술하기 때문에, 그의 서술은 천주교의 죽음

이해와 기존 유교식 죽음 이해의 차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따라

서 천주실의를 토대로 정약종과 정하상, 황사영 등의 이해를 보태

어 천주교의 사후관과 천국-지옥-연옥의 관념을 설명하겠다.

천주교는 조선 후기 사회에 새로운 죽음 이해를 도입했다. 천주교

의 새로운 죽음 이해는 세 가지 요소, 불멸하는 영혼 · 신의 심판 ·

천당과 지옥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

상권 3편에서 동물과는 구별되는 영혼에 관해 설명한다. 혼은 초목

들의 생혼과 동물의 각혼, 인간의 영혼으로 구분되며, 인간의 영혼

만이 사물의 이치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영혼

은 (자유)의지를 가지며,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

다. 즉, 동식물의 혼과 달리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

동하기에, 행위에 대한 응보를 영혼이 짊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선

행과 악행에 대한 마땅한 응보는 죽은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 영혼이

받는다. 마테오 리치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흩어진다는 유교

식 설명과 대치되는 불멸하는 영혼을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논증한

다. 첫째, 현세의 상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에 죽은 이후에 그 목

적지가 나타난다는 것, 둘째, 사람이 죽음과 시체를 두려워하는 것

도 죽은 뒤에 흩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 셋째, 전통적으

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도 소멸하지 않는 영혼의 실재를 알기 때

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불멸하는 영혼의 관념을 설득력 있게 제

기한다. 그리고 천주교가 도입한 소멸하지 않는 영혼의 관념은 사람

이 죽게 되면 혼은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 사라진다고 하는

유교식 설명과 달리, 죽음 이후에 영혼이 처하게 될 자리가 설명이

필요한 공백으로 남겨진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현세에서 행한 바는 공명정대한

천주에게 심판받게 된다. 현세의 행위에 따른 신의 심판을 강조하는

천주교식 이해는 죽은 후에는 혼백으로 흩어진다는 기본적인 유교의

죽음 이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의 심판에는 당연히

심판의 응보가 기다리고 있다. 이때 심판의 응보로 등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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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복을 주는 천국(천당)과 끝없는 벌로 고통 받는 지옥이다. 리치는

천당과 지옥의 이치를 4가지의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사물에는 본성이 있어 목적에 이르러야 멈추는 데, 현세에서

는 멈추는 곳이 없으니 내세에 천국이 있어 그 멈추는 바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의 무궁한 진리 추구 본성의 도착점이 내세

라는 점, 셋째는 덕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서 천당의

존재, 마지막으로 현세에서는 응보가 온전치 못하기에 완전한 응보

를 위해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10)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결국 리치

가 설명하는 천국과 지옥은 영혼이 현세에서 지은 바의 공명한 응보

며, 특히 천국은 온전한 진리가 놓여있는 곳이자 (궁극적인) 목적지

가 된다. 이 때 공간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각각 하늘과 땅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며, 정약종은 우리 사는 세상을 천국인 하늘 아래, 지

옥인 땅 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11)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에, 자신의 의지로 한 일에 대해 신

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의 응보를 받는다. 이때 선

한 일을 한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악한 일을 한 자의 영혼은 지옥

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자의 영혼"을 위한

공간은 없는 것일까? 리치는 그 중간 단계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

면서도, 뉘우침이 깊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죽은 이후에 보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천

국과 지옥의 구분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결국 ‘천주교로 개종

하지 않은 이단 혹은 이교도’라는 점이다. 천주를 믿는 선한 자들과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사이에, 천주를 믿는 선한 존재이지만 그 전의

악한 행위를 모두 갚지 못한 자를 위한 공간이 설정되는 셈이다. 따

라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영혼을 위한 공간은 없지만, 미처 자

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자를 위한 공간 설정은 가능하다.

"만약 뉘우침이 깊지 않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함이 '앞서 지은 죄'에 미

10) 마테오 리치 지음, 『천주실의』, 송영배 외 옮김(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315-318. 

11) 정약종, 「주교요지」,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한국교회

사연구소, 1982),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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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하다면, 지옥 안에 이러한 사람들을 두는 다른 한 곳이 있다. 혹 며칠
이나 몇 년 동안 벌을 받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다 채우지 못한 죄의
갚음을 보속하도록 하고 이것을 다하면 하늘에 오를 수 있다."12) (강조
는 필자)

리치는 죽은 뒤에도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연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지옥과 독립된 공간이

아닌 지옥에 속한 공간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사회

에서 라틴어 purgatorium에 해당하는 연옥이라는 번역어는 언제부

터 사용되었을까. 동아시아 사회에서 연옥 개념과 그 번역사는 연옥

이 강조되는 상황과 맥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아시아

가톨릭 전래과정에서 연옥 개념의 번역과정을 다룬 것으로는 조현범

의 논문 「한국 천주교와 조상의례: 연옥 교리의 번역과 도입을 중

심으로」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17-19세기까지 동아시아

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66년

에 간행된 로마 교리서를 소개한다. 이 교리서에는 연옥이 예수의

지옥 하강편에 실려 있으며, 연옥을 지옥에 속해 있는 하나로 설명

한다.13) 16세기 중반에 작성된 로마 교리서의 연옥 관념에 의거하

면 마테오 리치가 연옥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고 지옥에 존재하는

일종의 정화소로 묘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죽은 자

들이 처하는 정화의 상태이자 지옥을 연옥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

해하는 현대 교리서(1997년 공포)와는 분명히 다르다.

지옥과 연옥을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예수회 선교사 미켈

레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1543-1607)가 1584년 출간한 『신

편서축국천주실록』이다. 그는 죽은 뒤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을 네

가지- 인불락(咽咈諾, Inferno, 지옥), 림막(臨膜, Limbo, 림보), 포

혁다략(布革多略, Purgatorio, 연옥), 파라이소(巴喇以所, Paraiso,

천국) - 로 소개한다. 여기에서 '포혁다략'으로 번역된 것이 가벼운

죄를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 정화하는 곳, 즉 후대에 연옥으로 번역

되는 개념이다. 루지에리의 이 책은 1637년 이후 천주성교실록으
12)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326.

13) 조현범, 「한국 천주교와 조상의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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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간되었고, 이때 포혁다략은 '연죄자거지(煉罪者居之)'로 표현되

어14), 연옥과 가까운 번역어를 갖게 되었다. 1637년경까지도 연옥

이라는 번역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1740년에 출간된 한문본 『성경

광익』에는 명확하게 등장하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

도하는 기도문도 실려 있다.15) 이를 토대로 대략 18세기 초부터 '연

옥'이라는 번역어가 정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1740년 출간된 한문본 『성경광익』에는 사후세계로 연옥이 등장

하지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작성된 언문교리서에서는

연옥이라는 표현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약종의 『주교요지』나 정하

상의 『상재상서』, 『황사영백서』 모두 천당과 지옥은 언급하고

있지만, 죽은 뒤에 정화하는 곳이나 연옥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정약종의 『주교요지』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거룩한

몸을 염습하여 돌무덤에 장사하니, 그 거룩하신 영혼은 이미 림보

옛 성인들 있는 곳(古聖所)에 가시어, 그 성인들을 위로하시니라.

"16)라는 표현이 나온다. 대개 예수가 지옥으로 하강했다고 하는 일

반적인 기록과 달리 림보에 하강했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조현범은

정약종이 림보를 언급하고 있었다면, 당시에 림보와 함께 거론된 연

옥도 알고 있었겠지만 다만 서술의 우선순위에서 연옥이 밀렸기 때

문에 누락된 것으로 짐작한 바 있다.17)

18세기 말부터 사후세계의 하나로 연옥을 제시하는 한역교리서들

이 저술되었고, 조선사회에도 그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8세기 말 19세기 초가 되면 한국에서도 죽은 자를 위해 연

도기도를 행한 기록들이 종종 등장한다. 그리고 1871년 연옥의 교리

를 자세하게 논한 이체 신부의 『煉獄略說』이 간행되었으며, 그 내

용은 간행과 동시에 조선에 유입되고 한글로 필사되어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한글 필사본인 『련옥략설』의 내용

을 살피면서, 19세기 조선 천주교인들의 연옥 교리 이해를 가늠해

14) 조현범, 「한국 천주교와 조상의례」, 99. 

15) 조현범, 「한국 천주교와 조상의례」, 109. 

16) 정약종, 「주교요지」, 52. 

17) 조현범, 「한국 천주교와 조상의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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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

3. 련옥략설을 통해 본 조선후기 천주교의 연옥관념

煉獄略說은 중국인 예수회 신부인 이체(李杕, 1840∼1911)가

저술한 것으로 1871년 상해에서 간행되었다. 이체 신부는 1962년

예수회에 입회하였고, 1872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는 『煉獄略

說』을 간행하고 약 20여년 후인 1905년 『煉獄略說』을 개정한

『煉獄考』를 출간하는 등 연옥 교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은 간행 직후에 조선에 전래되어 번역 및 필사된 것으로 보이

며, 한글 필사본으로는 『련옥략설』과 『련옥고남』 두 편이 있다.

『련옥략설』은 전편을 그대로 옮긴 것인 반면, 『련옥고남』에는

한문본에 수록된 예수회 회원 허빈채의 서문을 제외한 전문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연옥이라는 공간을 증명하고, 연옥에 있는 망자를 구

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하 2권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련옥략설』의 경우에는 외국인 명을 한자로 표기

하며 종종 한자 옆에 한글로 써놓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

들어온 수도회의 이름도 프란시스코회를 방지거회, 베네딕토회를 분

도회로 표기하는 등 한자식 표기를 사용한다. 반면 『련옥고남』은

외국인 명칭도 모두 한글로 옮겨두었으며, 서양식 종이에 쓰여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사 연도가 『련옥략설』보다 후대이며 적어도 1902

년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18) 『련옥략설』과 『련옥고

남』 모두 저자와 작성연대를 알 수 없어 자료로 사용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한글로 필사되어 유통되었던 만큼 조선 천주교 신자

들의 연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

각한다.

련옥략설에는 허빈채의 서문과, 자서의 두 가지 서문이 실려 있

으며 뒤로는 총 8편 3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말미에는 중

세 유럽의 연옥 관련 설화가 1-2편씩 실려 있다. 각 장의 내용과 옛

1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사후목상, 련옥략설, 련옥고남, 사말일

언』(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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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로 이름 붙은 설화의 내용이 분명한 연결점을 갖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각 장에서 교리적 설명을 한 뒤에 연옥에 관한 이야기들

을 붙인 구성은 이 문헌이 설교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짐작케 한다. 제1편에서는 연옥의 유무를 논하며, 연옥 있

음의 근거를 성경과 성전에서 찾아 제시하고, 천국∙지옥과 함께 연

옥의 위치를 논한다. 2편에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정화의 불로

얻는 괴로움을 설명한다. 3편에서는 연옥에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와 함께, 연옥의 영혼은 스스로 공을 세워

연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옥을 위해 공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뿐임을 변증한다. 4편에서는 연옥의 영혼

이 승천하여 천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이는 5

편 이후에 이어지는 연옥 영혼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한

설명의 초석이 된다. 5편에서는 연옥 영혼을 구하는 것이 곧 가장

큰 공이자, 천주를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함을 논한다. 연옥 영

혼을 위한 기도가 곧 천주를 위하는 것임을 4-5편에서 논했다면, 6

편에서는 그 기도의 공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고, 연옥 영혼 모

두를 위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연옥 교리를 설파하는 마지막 7

편은 영혼을 구하여 선공(善工)을 쌓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8편에는 일종의 부록으로 망자를 구하는 모임이었던 증망회

의 규칙, 공을 사양하는 축문, (중국) 泉州의 연옥 관련 설화가 수록

되어 있다.

먼저 허빈채의 서문을 통해 『련옥략설』을 지은 목적을 가늠해

보자.

셰상사이 비록 망불샹이 녁임과 추후로 각음은 잇시나
실노 련옥고로옴이 엇더케 깁흐며 련옥형벌이 엇더케 심을 아지 못
야 건질 이 혹 슈겁고 통공은혜 혹 셩긔니 망들의 건져주기
라는 음을 엇지 위로리오 신미년 여름에 니군 문어19) 피셔차로
왓서 마긔록바 련옥략셜을 내여 나뵈이니20)

19) 이는 이체 신부를 가리키는 말로 추정된다. 이체 신부의 자가 문어(問漁)였기 

때문이다. 

20)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1986, 257-258. 이 인용문은 예수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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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구를 살펴보면 『련옥략설』을 지은 것은 망자건지기에

간절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며, 자기 (영혼의) 구함을 생각

하기보다 남의 영혼 구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

리기 위함이었다. 주를 공경하는 것 다음으로 요긴한 ‘망자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가능한 ‘연옥’의 공

간을 제시하고, 그 연옥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망자건지

는 행위이자 천주를 위하는 행위임을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

다. 첫 번째는 연옥 있음을 증명하고, 연옥을 천국·지옥과의 관계 속

에서 위치 짓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연옥 영혼의 특성

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위주구령(爲主救靈)”의 맥락에서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 어딘가

『련옥략설』에서는 옛 경(구약)과 새 경(신약)의 사례를 들면서

천국, 지옥과 다른 공간으로서 ‘연옥’을 상정하고 있다. 그 사례로 마

카베오서Ⅱ(瑪加勃, Books of Maccabees) 12장 39-45절에 실린 이

야기를 소개한다. 유다(如達)가 적국을 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유다는 은전 만 이천을 내어 예루살렘에서 망자를 위

한 제례를 받들게 하였다. 성경에서는 이 일을 일러 “망자를 위하여

죄를 벗고 벌을 면하게 함은 거룩하고 유익한 아름다운 뜻이라”하였

다.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련옥략설』은 “천당에 갔으면 따로 제

례를 받아 구함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지옥에 빠졌다면 다시 구

원인 허빈채의 서문 중 서두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연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

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망자 구하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는 천

주교 도래 이전 중국, 한국에 전해지던 ‘망자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곧 연옥 

영혼의 괴로움을 깨닫고 그것을 덜어주는 것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말하기는 당시 연옥 교리가 기존의 망자구제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쓰였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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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가망이 없으니 또한 필요치 않았을 것”21)이라 덧붙이면서 천당

도 지옥도 아닌 공간으로 연옥을 상정22)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

상제사와 같은 의례는 바로 연옥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며, 조상

제사가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다.

위의 사례가 구원 가능한 공간으로 연옥을 성경에 기초하여 논증

하고 있다면, 다음 장에서는 천주의 공명정대한 심판과 응보를 위해

서도 연옥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함을 설득한다.

사이 오죄범다가 림종에 회쟈도 잇고 일에 덕을 닥다
가 젹이 미허물의 무드쟈도 잇니 만일 후에 잠벌노써 혹 경케
고 즁케이 업면 만히 범이 젹게 과 다이 업지니 이
련옥의 맛당이 잇심이 제히오 금셰사이 갑흠을 도모으로써 공을 셰
우고 형벌을 두림으로써 악을 피거니와 만일 대죄업으로다 곳 승텬
즉 젹인션과 미허물을 경흘이넉여 텬츄의 영광이 더욱 즌지니 이
련옥의 맛당이 잇심이네히라 이의거야 밀외면 련옥의잇심을 가
히 깁히 밋어 의심이 업리로다23)

위의 인용을 살펴보면, 죽은 후에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 천국과

지옥 두 가지로만 나뉜다면 중한 벌과 가벼운 벌 사이의 경계가 사

라지게 되고 이는 천주의 공정한 응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연

옥의 존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천주실의』에서 마테오 리치가 천당과 지옥이 곧 천주의 공정한

심판과 그 응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논리의 연장에서, 연옥이

설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속하지 않는 연옥이라는 공간에 대해 성경

과 성전에 근거하여 설득하면서, 『련옥략설』은 연옥이 존재하는

2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276-277. 

22) “디옥외에  형벌 벗 곳이 잇서 비록 들어가나 오히려 버셔날  잇심을 알

미 은지라 이 곳 내의 닐온바 련옥이오”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

설」, 277. 이 인용문에서 연옥이 천당도 지옥도 아닌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

김했음을 알 수 있다. 

2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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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대해 논한다. 앞서 천국은 하늘에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는

공간적 개념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를 비롯하여 정약종의

『주교요지』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하늘 위-천국,

땅 아래-지옥의 이분법 사이에서 『련옥략설』은 연옥 공간의 위치

를 논증하고자 한다. 그런데 『련옥략설』의 저자는 지금까지 연옥

의 위치에 관한 설(說)이 분분하여 명확히 할 수 없기에, 아는 자가

알아서 가려 이해하기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저자인 이체 신부는 기존의 연옥 공간에 관한 유력한

설들을 소개하고 나름대로 논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 성 도마

스의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셩 도마스-셩경 우희 비록 련옥이 어잇심은 이 말지 아니
엿시나 그러나 젼셩인의 말바와 련령의나 도나 뵌 자최상고즉
련옥이 둘히 잇니 나흔 이잇서 디옥으로더브러 갓가오니 아
련옥 본 곳이 되고 나흔 이셰상 잠시 살든 이니 텬주-특별은혜로
간혹 련령을 허락야 옥에 나와 혹 셰상 사을 경계도여 혹 사으로
여곰 죽은 벗을 구원게다니 이졔 셩교의 공논과 학의 말이
대져 셩인의 과 셔로 은지라24)

위의 인용에서는 연옥에 관한 성 도마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연옥이 지옥과 가까운 곳 하나와 천주의 은혜로 세상에 등장하

여 사람들에게 망자를 구원하도록 권하는 연옥의 영혼 두 가지로 나

눠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옥 이해는 각 장마다 덧붙여진 옛 자

취에서 강화되는데, 옛 자취의 주인공은 현세에 내려와 산 사람에게

망자 구원의 기도를 바라는 연령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 도마스

의 이해와 더불어 연옥의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또 다른 이유

는 이 책이 저술된 19세기 중반에도 연옥의 성격이 공간적인 것과

특정한 상태의 사이에서 혼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 도

마스의 견해에서도 지옥과 가까운 공간으로서 연옥과, 산 사람들의

세상에 종종 등장하는 일종의 상태로서의 연옥 개념이 혼재하고 있

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거친 뒤에, 20세기 중반 개정된 가톨

2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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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교리서는 연옥을 공간이 아닌 정화의 ‘상태’로 규정하게 된다.

련옥략설을 통해 성경과 성전에 근거하여 천국과 지옥에 속하지
않는 연옥의 공간이 따로 존재하고, 동시에 연령은 천국과 지옥에

묶여있지 않아 산 사람들의 세상에도 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에 처하는 사

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를 위해서는 연옥에 빠진 영혼들의 특성을 정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연옥에 처한 영혼의 특성

연옥에 처한 영혼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누가 연옥에 오는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연옥의 영혼도 구원을 위한 공을 쌓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

이다. 저자인 이체 신부는 ‘누가 연옥에 오는가.’에 대해 기존의 몇

가지 설을 먼저 소개한다. 예수와 성모 외의 모든 사람은 연옥을 거

친다거나, 천국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연옥불이 있어 영혼이 정결한

자만이 불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승천할 수 있다는 설이 제시된다.

이러한 설명에서 연옥불의 정화를 거치는 것은 특수한 경우라기보다

는 일반적인 통과의례처럼 다뤄진다.

셩교회 공논은 사이 령셰후에 범죄비록 샤을 닙엇시나 보속
지 못쟈반시 련옥에 들고 그 아 대죄 덜니지 못쟈와 외교인과
이단인과 대죄인은 다 디옥에 들고 혹 죄벌업시 바로 텬당에 오쟈
치명셩인과 셰한 영와 졍결고 거룩령혼이라25)

앞서 제시한 설명처럼 천주교의 공론에서도 연옥을 지나며 영혼을

정화하는 것은 특수한 몇몇을 제외하고 모든 망자가 거쳐야 하는 단

계로 묘사된다. 즉 곧바로 승천할 수 있는 순교한 성인과 정결한 영

혼 그리고 곧바로 지옥으로 향할 천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제외하

고, 입교하였지만 여전히 조금이라도 허물이 남아있는 영혼이 연옥

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입교한 뒤에 죄를 완전히 씻어내어 연옥

2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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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텬주의 사심판심이 사의 억견과 크게 다니 … 미죄와
젹은 허물이라도 반시 벌신다니 다만 우리등 죄인만 다 련옥에 들
아니라 곳 셩회즁 대덕의 션사이라도 련옥을 면치 못쟈 잇
지라26)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살아서 인품 있는 수도자였더라

도 천주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연옥이 사실

상 일반 신자 모두가 거쳐야 하는 곳이며, 연옥의 영혼에 대한 의례

가 곧 일반적인 망자 의례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

징이다.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들이 죽은 뒤에 거쳐야 하는 연옥에서 이들

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연옥에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들은 인간의 영혼만이 가지는

(자유)의지로 행한 일의 응보로 연옥에 빠지게 되었지만, 스스로의

자율적인 행위만으로는 연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련령이 능히 텬쥬끠 신 구치못지니 련령이 옥에 잇심은 닥기위
이 아니라 고로옴 기를 위이오 텬쥬끠 신 구을 위이 아니라
쥬명 슌히 을 위이니 … 몸이 련옥에 거매 다만 렬불이 몸에
얼켜시니 슬피 부지져 도음을 구이라 어겨를에 각이 우리 사
의게 밋처 신 쥬끠 구랴27)

위의 인용문을 보면, 연옥의 특성과 관련하여 연옥 영혼이 자신의

구제를 위해 공을 쌓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옥이란 닦

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연옥 영혼들은

괴로움을 견딜 뿐 천주께 구제함을 바라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옥에

처하게 된 영혼들은 천주의 공심판이 있을 때까지 맹렬한 연옥불의

정화를 견뎌야하며, 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수동적으로 연옥

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 사람들이 죽은 뒤

2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371-372. 

2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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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옥에 처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연

옥 영혼을 위한 기도는 연옥의 영혼뿐만 아니라 ‘천주’와도 연결된

다.

3.3 爲主救靈28): 연령의 구원과 천주를 위하는 마음

산 사람들이 연령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산 사람이 연령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아

야 한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네딕토 교황의 칙서 『Ex quo

singulari』 이후 천주를 위한 의례 외에 모든 의례를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는 연령을 의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때 천주교는 연령을 위한 기도 또한 천주를 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즉 연령을 위한 기도(대신 기움, 代補)는 그 방법에서 천주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연령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3가지

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1. 몸을 죄가 없이 정결하게 하고 2. 드릴

것이 이치에 맞아야 하며29), 3. 공을 사양할 뜻을 세워야 한다. 이

때 공을 사양하는 항목은 연령을 위한 기도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

내준다. 즉 천주를 위해 기도를 올림으로써, 자신이 받게 될 공을 사

28) 위주구령(爲主救靈)은 “주를 위하고 영혼 구함을 위함” 등으로 표현되며, 순교

자 증언록 등의 문헌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어구로(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현대문 편)』[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219.), 조선 

후기 천주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위주구령’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글에

서는 치명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위주구령’을 연령을 위한 기도의 특징을 표현

하는 말로 전유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9) 이 때 ‘드릴 것이 이치에 맞아야 한다.’는 내용은 정하상이 『상재상서』에서 

제사를 비판한 뜻과 통한다.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바치고 제사지내는 

일을 천주교에서는 금하고 있나이다. 살아생전의 영혼도 술이나 밥을 받아먹지 

못하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어찌 그 영혼을 먹이리오. 음식이라 하는 것은 육

신을 먹이는 것이요, 영혼의 양식은 도덕이라, 아무리 지극한 효자라도 좋은 

음식은 잠든 부모에게는 드리지 못하나이다. … 어찌 사람의 자식이 되어, 헛

되고 거짓된 예로써 아무리 죽은 이에게 일지라도 가히 할 일이오니까?” (정하

상, 「상재상서」,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한국교회사연

구소, 1982], 135.) 정하상은 전통적인 조상제사를 조상을 위하는 적절한 방법

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련옥략설』에서 연령을 위한 기

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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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여 연령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연령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연령은 연옥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향한다. 신을 위하여 연령을 구원하기 위해 올린

기도는 (일차적으로) 연옥에 처한 영혼의 구제라는 결과를 가져온

다.

그러나 연령을 위한 기도는 연령의 구제라는 일방적이기만 한 관

계는 아니다. 영혼을 연옥에서 구제한 공이 기도한 사람에게도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과 산 사람의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은혜 갚는 연령’의 속성이다.

련령이 텬쥬 츙신이 되고 예수의 됴흔 벗이 되고 셩모의 효가 되고
신셩의 어진 벗이되니 므은혜닙사이 더욱 놉흘 록 은혜더은 공
이 더욱 션지니 련령의 놉고 귀이 이로즉 구공이 엇지 그 분
수로 더 귀지 아니리오 … 련령은 그러치 아니야 감격졍
이 깁허 갑지 아님이 업지니 셩경에 닐으시망의 죄 벗겨주심을
구이 거룩고 유익아다온 이라 니 이닐옴인뎌30)

위의 인용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연옥의 영혼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지라도) 사람이 대신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연령의 갚음은 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연옥에 처한 영혼이 사람의

대신 갚음을 얻으면 그는 승천하여 천주와 예수, 성모와 함께 지내

는 존재가 된다. 결국 지금은 지옥 가까이에서 괴로운 벌을 받는 긍

휼히 여길 만한 존재임에도, 승천하여 천주와 가까이 갈 수 있는 가

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연령을 위한 기도는 천주를 위해 기도

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연령을 구함(救靈)으로 천주를

위할(爲主) 수 있는 것이며, 연옥의 영혼은 사람과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연령을 위하는 기도는 그 방법에서 주를 위해 영혼을 구하는 것이

며, 연령을 구함은 다시 주를 위하는 행위이자 자신의 영혼을 구하

는 행위이기도 하다. 결국 연령을 위하는 기도는 ‘위주구령(爲主救

30)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433-434.



108 종교학 연구

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과 산 사람은 한 쪽의 일방적

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련옥략설』을 토대로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연옥

관념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 측면 – 연옥의 공간, 연령의 특

성, 연령을 위한 기도의 의미 –에서 살펴보았다. 연옥은 형벌을 괴

로움을 받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옥 가까이에 위치하면서도, 구원

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천국에서 천주를 모실 수 있다는 점에서 천

국을 향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시 연

옥과 연령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연도 기도와 조상의례의 관

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 연령을 위한 기도와 조상의례

윤지충과 권상연의 폐제분주 사건 이후, 조상의례의 공백은 연령

을 위한 기도 즉 연도 기도가 메워 왔다. 연령을 위한 기도와 조상

의례의 관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다시 허빈채의 서문을 상기해보고

싶다. 그는 사람들이 망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연옥의

괴로움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망자를 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기를 바란다고 책을 소개한다. 허빈채는 ‘당시 사람들이 연옥

을 알지 못한다.’를 강조하기보다는, ‘너희가 가지는 망자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연옥 괴로움을 아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

다. 즉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연옥과 연령을 위하는 기도가 곧 망자

구하고자 하는 기존의 마음을 가장 잘 이어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련옥략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허빈채의 서문을 볼 때, 동아시아

에 연옥 교리가 도입된 배경에는 기존의 망자구제 의례의 공백을 채

우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연옥과 연도기도는 기존

의 망자구제의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까.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방대하고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련옥략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가능한 문제들을 이

야기해보고자 한다. 천주교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 죽은 자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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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혼이 이승에 등장하여 해코지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구제받지 못한 혼의 해

코지는 한반도의 죽음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고려시대부터

사람들은 여제와 수륙재 등의 의례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교정하

려 노력해왔다. 『련옥략설』은 구제받지 못한 혼의 해코지라는 문

제를 포섭할 수 있는 공간을 연옥 내에 마련해 두었다. 『련옥략

설』에 소개된 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어떤 수도자는 수도(修道)에

진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

당에 연령들이 나타나 “연령을 위한 기도가 충분치 못하여 (네가) 고

통 받고 있는 것이다. 연령을 위한 기도를 성대하게 한다면 모든 것

이 낫게 될 것”31)이라 말하였고, 그 수사는 연령을 위한 기도를 한

뒤에 성모의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

는 조선사회에서 회자되었던 해코지하는 귀신설화와 완벽하게 공명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을 위한 기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 그 해코

지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죽음 이해와의 연결지점

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앞의 설명에서 연옥의 존재를 논증할 때, “천당에 갔으면

따로 제례를 받아 구함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지옥에 빠졌다면

다시 구해질 가망이 없으니 또한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망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망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곧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존재함의 증거가 된다는 설명이었

다. 그리고 이러한 연옥 증명 방식은, 천주교 도입 전에 행했던 망자

를 구제하는 의례들이 결국 연옥이라는 천주교 교리의 맥락에서 재

해석되고, 천주교식으로 의례화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전

통적으로 해왔던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 종종 나타나 사람들을 괴

롭혔던 죽은 영혼들의 문제가 결국 연옥의 존재로 발생하는 문제이

며 연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되

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망자 구제가 산 사람이 죽은 조상을 위해

제사지내 주는 것으로 해소32)된다면, 천주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

3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450-455.

32) “각건대 이집 녯쥬인이 즉금 련옥에 잇서 도아줄 사이 업고로 와셔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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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후세계와 절대적인 유일신의 보살핌이

라는 교리적 뒷받침이 제공되어 망자구제를 더욱 강력하고 풍성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연령을 위한 기도를 용인한 것은 천주

외의 존재를 위한 의례를 금지한 교황청의 칙서와는 상반된다. 그러

나 주를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은 연령을 대

상화하는 연도기도를 실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바오로 자(字)는 선성이요 본업 농업이라. 본디 천안 여사울 살다가
평택 군문리로 우거하더니, 병인군난을 당하여 거리에서 바장이다가 상
처하고 거처없는 중노인과 의남매를 맺고 서로 의탁하여 떡장사로 생명
을 잇더니, 신창 옹원 주막에서 그 아내를 위하여 연옥도문하다가 경포
에게 잡혀 서울로 가서 치명하였다 하더라. 생(生)은 갑신(甲辰, 1824)
년생.”33)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리적으로는 ‘신을 위한다’

는 명목 하에 연령을 위한 기도가 허용되었지만, 이는 죽은 개개인

을 대상화하는 기존의 조상의례의 방식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

겨두는 것이었다. 즉 연령을 위한 기도는 기존의 개별적인 조상을

위한 제사를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연옥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기존의 망자구제 의례를 포섭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

스러운 행위의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가능성도 보인다.

셩 아츠딩이 물어 이 셩경말을 안찰건대 예수 못박혀 죽으신

을 쳥엿다고 쥬인이 곳 탁덕의게 쳥야 거룩 졔 하고 공번된 무

덤에 (공번된 무덤은 님업 시신 장 무덤이라) 옴겨 장니 이후부

터 다시나나지 아니니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284. 제대

로 처리되지 못한 죽음은 그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서 ‘구원을 요청’하고 제대

로 처리된 후에 등장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서사는 조선시대 야담자료에서 빈

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이다. 연옥의 문제와 이 서사가 유사한 것은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가 기존의 죽음처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3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현대문 편)』, 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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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련옥에 리샤 련령을 구시고 이졔 추이망 미샤즁에 졔음
아쟈- 쥬끠 구야 텬쥬야 깁흔 옥 령혼의 형벌을 면여 주쇼
셔 니 깁흔 옥은 디하련옥이라34)

위의 인용을 보면 예수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연옥’에 내려가 연령

을 구하였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연옥의 영혼을 구하는 산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가 행했던 행위의 반복으로 다뤄질 여지를 제공함으로

써, 연령을 위한 기도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연옥은 중세 유럽사회에서 수백 년 간의 단련과 정화의 과정을 거

쳐서 만들어졌고, 동아시아로 전래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죽

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었다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련옥략설』이 다루고 있는 연옥 관련 교

리들이 기존의 죽음에 관한 문제의식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 유사함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충분하지도 않다. 연옥의 교리와 기존의 토착적 죽음 이해의 유

사함 외에 이들은 분명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연옥의 교리에는

절대적 유일신이 죽음과 삶을 매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착적 이해

와는 분명히 다르다. 물론 연옥과 연령의 이야기는 분명 조선의 죽

음과 망자 구제에 관한 서사와 많은 부분이 겹쳐지며, 따라서 연옥

에 기초한 의례가 조상의례를 대체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이 유사함

이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다만 그 유사함과 함께, “더 풍성한 사

후세계 이미지와 강력한 유일신이 죽음에 개입하는” 천주교식의 이

해가 기존의 의례보다 더 강력한 구원을 약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죽음 이해의 일면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조상제사가 금지된 조선후기 천주교의 공백을 메워준 연

옥과 연령을 위한 기도에 주목하여, 연옥의 교리가 조상의례를 보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선후기 연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

3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련옥략설」,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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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본격적으로 연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천주교가 가

져온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불멸하는 영혼, 천주의 사후 심판,

천국과 지옥의 응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 ‘연옥’의 교리가 들어오게 된 상황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후에 중국에서 예수회 선교사였던 이체 신부가 1871년 간행한

『煉獄略說』의 한글 필사본을 중심 자료로 삼아 그 내용을 살펴보

았다. 이체 신부의 연옥 설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옥의 존

재증명과 공간적 특성, 연령의 특성, 연령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

유를 각각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련옥략설』에서 소개하는 연

옥 개념이 조선후기 사회의 죽음 이해와 어떻게 공명할 수 있었는지

에 관해 서문의 내용과, 연옥 설화의 특성, 연옥에 내려간 예수 등의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련옥략설』이라고 하는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를 통해

조선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연옥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그것과 조상

의례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작업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

한다. 또한 지금 논문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였지만 기존 죽음

이해와의 관련성을 상세하게 정리하는 작업으로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옥에 처한 영혼을 위한 기도인 ‘연도기도’의

실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다면 연옥과 조상의례 사이의 관계를 더

욱 명확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조선후기 천주교, 연옥, 조상의례, 연도기도, 연옥략설,

위주구령(爲主救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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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tholic Purgatorial Notion and Ancestral

Rites in Late Choseon Period

Kim, Yu Ri(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overviews perception of purgatory from the

book named Brief Explanation about Purgatory (煉獄略說) in
late Choseon period. From these studies, following observations

are drawn. First, purgatory is not only the other space

seperated from heaven and hell but certain condition appearing

in this world. Second, souls in purgatory can not make

themselves reduce the weight of punishment. Third, devoted

adherents can help souls in purgatory to come out of purgatory

and then it is also necessary for devoted adherents to save

themselves and for the sake of God. Through perception of

purgatory in late Choseon period, we can highlight some

particular connections between ritual practices of purgatory and

ancestral rites. First, there is common ground between souls in

purgatory and ‘ghost’(鬼神) in Choseon period. And for the sake

of God, it is possible that people pray for their deceased

ancestor not God.

Key words: Catholic in late Choseon, Purgatory, Ancestral

rites, Yeon Do(Prayers for the Soul in the

purga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