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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70년대이후현대일본사회에는신종교를중심으로하는종교붐이광범위하

게일어났는데, 그중주목할만한새로운현상으로서이른바 ‘미즈코(水子, 稚子)

공양’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미즈코란 일반적으로 사산아, 낙태아, 어릴 때 죽은

아이를가리키는말로사용되고있다. 원래생후얼마안되어죽은아이를가리키

는말이었는데, 에도시대에는낙태또는유기(間引き, 마비키)된영아도미즈코라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으로 연구됨(HY-2021_G)
** 한양대 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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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거기서 미즈코는 인간의 아이라고 여겨지지 않아 장례도 치루지 않고

집마루밑에묻는다든지또는무연불(無緣佛)로간주되어마을경계와묘지한쪽

에 모아 장례 치루는 것이 상례였다. 

이처럼미즈코공양이일반화되기이전에낙태아와유기된영아들은거의공양

대상이아니었다. 그러다가패전이후주로중절수술을담당하는의료관계자및

태처리업자들에의해일부공양이행해지기도했는데, 1970년대이후부터는공양

의주체가이른바 ‘미즈코지장’(水子地藏)을봉납하는중절모들로바뀌게되었다. 

그배경에현세의불행을미즈코가초래하는뒷탈(다타리)로설명하여신자를획

득하려는일부교단과사원혹은오컬트붐에편승하여이를상업화한 TV프로와

여성지가있음은말할나위없다. 이와동시에중절모들이미즈코에대해어른과

동일한 방식의 공양을 원하게 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미즈코공양은그것이종교적현상인지상업적비즈니스인지, 특히불교현상인

지아닌지, 나아가일본의전통종교와어떤관계에있는지, 혹은중절여성에대한

치유나중절문제의해결이될수있는지등의문제를둘러싸고다양한관점에서

연구자들의주목을받아왔다.1) 이에따른미즈코공양연구는종래크게세가지

흐름 즉 불교·신도·신종교 등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종교적 관점, 낙태를 둘러싼

여성의선택권을강조하는페미니즘의관점, 미즈코공양의상업적측면또는풍요

로운사회에서의불안등사회심리와의관련성에주목하는사회학적관점에입각

하여 진행되어 왔다.

인류학자모리쿠리시게카즈는미즈코공양이전혀새롭게만들어진민속으로

일본의전통문화와는관계가없다고주장한다.2) 하지만본고는미즈코공양의새

로움에는동의하면서도민간신앙을포함한종교전통과의연속성을부정하지않은

채, 위세가지관점중에서미즈코공양의종교적맥락과그의미에대한고찰에

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때특히일본의전통적인지장신앙및 ‘사이노가와라’

1) 松浦由美子, ｢｢たたり｣と宗敎ブーム：変容する宗教の中の水子供養｣, 多元文化8 
(名古屋大学国際言語文化研究科, 2008): 65.

2) 森栗茂一, ｢水子供養の発生と現状｣,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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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賽の河原) 관념등민속종교와의접점에주목할것이다. 기존의연구들은미즈코

지장의존재를당연한전제로삼으면서미즈코공양에 “왜지장이중요한매개자로

등장하는가” 혹은 “미즈코지장이 어린아이의 이미지로 표상되는맥락과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가 “미즈코공양에서엿볼수있는일본적감성은어떤것인가”라는

물음에대해서는거의문제삼지않았다. 일본에는도로변, 마을입구, 산길, 사원

진입로나 경내 등 가는 곳곳마다 돌지장이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다. 그것들은

대개머리에앙증맞은모자를쓰거나예쁜아기턱받이와옷등을착용한모습을

하고있는데, 이런지장상은한국에서찾아보기어렵다. 일본구석구석을다니면

서돌지장을볼때마다늘깊은인상을받으며이게무얼까하는의문을품곤했던

필자에게미즈코공양과지장의관계는매우독특하고흥미로운문제로비쳐지지

않을수없었다. 이와같은관심에입각한본고의목적은먼저종교적맥락을중심

으로미즈코공양의의미를둘러싼다양한해석들을살펴본후, 일본지장신앙과

미즈코공양의관계를규명하고더나아가궁극적으로미즈코공양으로나타나는

일본인의 독특한 감성을 ‘모노노아와레’(物哀れ)라는 미의식과 연관시켜해명하

는 데에 있다.

Ⅱ. 미즈코공양의 종교적 맥락: 불교·신종교·신도

서구의불교학자라플레르는미즈코공양을완전히불교적우주관의관점에서

이해한다. 미즈코의발상은일본불교에전통적으로줄곧존재해온것이며 1970년

대이후미디어의주목을받게된것에불과하다는것이다.3) 실제로 미즈코공양의

간접적기원은에도시대의불교적관행에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다. 가령도쿄

도스미다구(墨田区) 료코쿠(両国) 소재의정토종사원인회향원(回向院, 에코인) 

경내에는 미즈코즈카(水子塚, 낙태아 무덤)가 있다. 1793년에 건립된 이 낙태아

3) William R. LaFleur, Liquid Life: Abortion and Buddhism in Japan (Prinston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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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주변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봉납한 돌지장들이 즐비하다. 이곳에서는 매월

1회정기적인미즈코공양을거행하고있다. 미즈코공양의직접적인맹아또한불

교계에서비롯되었다. 즉 1965년도쿄도신주쿠도야마(戸山) 소재의정토종사원

인청원사(清源寺, 세이겐지) 경내에는 ‘자녀양육과생명의지장존’(子育ていのち

の地蔵尊)이라불리는돌지장이세워져있는데, 이는 1962년경부터민간에서도쿄

와오사카를중심으로추진된 <생명을소중하게여기는운동>(いのちを大切にす

る運動)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이다.4)

이 ‘자녀양육과생명의지장존’ 건립을계기로 1970년대이후미즈코공양을서

비스하는불교사원들이급증했으며, 나아가미즈코공양을전문으로하는사원들

도새롭게여기저기생겨나인기를끌어왔다. 전자의대표적사례로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鎌倉市)에있는장곡사(長谷寺, 하세데라)를들수있다. 정토계사원

인장곡사는중세이래 ‘목조11면관음상’ 일명 ‘하세관음’(長谷觀音)으로유명한

데, 오늘날이곳을찾는이들은오히려경내여기저기에자리잡고있는수백, 수천

의미즈코지장상에더깊은인상을받곤한다. 이사찰을소개하는팸플릿을 보면, 

말미의 ‘미즈코지장’이라는항목에서하세관음이어린아이가건강하게자라도록

도와주는불교의신격이라는점, 근래들어많은사람들이유산아, 낙태아, 사산아, 

어릴 때 죽은 아이 등을 상징하는 작은 돌지장(미즈코지장)을 공양하고 있다는

점, 그 부모들은 죽은 자신의 아이를 하세관음이 보호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점, 

그리고그들이종종미즈코지장을찾아와죽은아이의영혼을위해공물을드리고

기원을 올린다는 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5)

현재 장곡사에는 5만이 넘는 미즈코지장들이 공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미즈코공양이장곡사에이전부터있었던것은아니다. 그것은근래낙태가

늘어나면서새롭게생겨난종교서비스이다. 말하자면낙태아, 사산아, 유산아를

가진부모들의종교적수요에응하여현대에새롭게대두된것이바로미즈코공양

4) 鈴木由利子, ｢水子供養にみる胎兒観の変遷｣,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205 (國
立歷史民俗博物館, 2017): 166-173.

5) William R. LaFleur, Liquid Life: Abortion and Buddhism in Japa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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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미즈코공양은 통상 그런 부모들의 죄의식을 완화시키는

사회적기능을가진다는점이학자들에의해지적되곤한다. 이처럼미즈코공양을

서비스하는수많은사원에서는전통적인불교적공양기능보다점차미즈코공양

이 더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를 보여 주기도 한다.6)

다음으로 후자 즉 미즈코공양만을 전문으로 하는 불교사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대표적으로 1971년에건립된사이타마(埼玉)현지치부시(秩父市) 소재의지

장사(地藏寺, 지조지)를들수있겠다. 창건자이자초대주직을지낸하시모토데쓰

마7)는낙태를가내불행의원인으로보고 <생명을소중하게여기는운동>에관여

하면서낙태아공양의필요성을절감하여지장사를세우게되었다고말한다. 지장

사는낙태아를 ‘미즈코’(水子)라고부르고, 미즈코의영혼공양을 ‘미즈코공양’이

라칭하면서구체적인공양법을제시했다. 이와함께지장사창건은관광을통한

지역 활성화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8) 그리하여 이 절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빈번히 광고 선전을 내보내곤 했는데, 실상은 일종의 묘지 사업이라고 볼

수있을만큼비즈니스적인색채가강하다. 모든미즈코지장상은실로그자체가

하나의관광상품이라말할수있을만큼아기자기하고앙증맞은모양새와치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미즈코지장상은 대개 조그만 돌지장으로 규격화되어 있는데, 

눈을감은채삭발한머리, 발까지뒤덮은장삼, 가슴에두른붉은천등전체적으

로승려의차림새를하고있으면서도대체로어린아이의인상을주고있다. 그래

서인가털실로짠아이옷을걸친다든지우산이나양산을쓰고있는미즈코지장상

6) 이점과관련하여스즈키유리코는 2011년도판 종교연감에게재된불교계사원의
본산및총본산 84개소를대상으로직접탐방하여미즈코지장및미즈코관음안치와
미즈코공양여부를조사한결과절반에가까운 39개소사원에서능동적으로미즈코공
양을행한다는사실을확인했다. 이는교리상미즈코공양을인정하지않는정토진종계
를제외한천태계, 진언계, 정토계, 선종계, 일련종계, 나라불교계등대부분의일본불교
계가미즈코공양과관련이있음을보여준다. 그중진언계와나라불교계에서는미즈코
지장외에미즈코관음(水子觀音)을안치하기도하고나머지는대부분미즈코지장만
다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鈴木由利子, ｢水子供養にみる胎兒観の変遷｣, 193-203.

7) <세이초노이에>의 창시자인다니구치마사하루와깊은친분관계를가진우익정치평론
가이기도 하다.

8) 橋本徹馬, 紫雲山地蔵寺開創三十年誌 (紫雲荘,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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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는 통상 형형색색의 꽃, 장난감, 과자나 사탕 등이 공물로 바쳐져 있다. 

이와같은미즈코지장이상징하는것은무엇인가? 첫째, 미즈코지장상은말할

것도없이죽은아이나태아의영혼을상징한다. 미즈코공양을하는부모들은이

미즈코의영혼에게의식을행하고사죄하는것이다. 둘째, 이와동시에미즈코지

장상은불교적구세주의이미지를가지고있다. 다시말해서그것은죽은아이나

낙태된태아의영혼을저승으로인도하는지장보살의이미지를내포하고있으며, 

부모들은이지장보살에게여러가지청원이나기도를올리는것이다.9) 이중두

번째상징이일본종교사에원래부터있었던관념을토대로하고있다면, 첫번째

상징은 새로 형성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 일본신종교 중에서 반낙태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교단으로 중절을

살인이라고간주하는 <세이초노이에>(生長の家)10)를들수있지만, 가장두드러

지게미즈코공양을실천하는대표적교단으로 <벤텐슈>(辯天宗)라는불교계신종

교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벤텐슈의 본부는 오사카부 이바라키시(茨木市) 근처에

위치하고있는데, 매년 8월 8일미즈코공양대법요회때행하는불꽃놀이는이바

라키시의명물로널리알려져있다. 공칭신도수약 30만을내세우는이교단은

1934년에교조오모리치벤(大森智辯, 1909-1967)의종교체험에의해시작되었으

며, 1957년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치벤은 선조신 벤자이텐(辯才天)으로부터

“물(水)의 마음을 가지라”는 계시를 받았다고하는데, 경전 물의장(水の章)에

의하면 만물은 물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며 가계의 계보 및 생명의 계보는 곧

물의흐름에유비될정도로물의사상이강조되고있다. 이런교리정신에입각한

벤텐슈가 물과 관련된 미즈코(水子)공양을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것은

일면자연스러워보인다. 교단홍보부에따르면교조가신자들의카운셀링을하는

가운데종종미즈코의뒷탈(다타리)을언급했다고하는데, 의학이발달되지않았

던시대에죽은수많은아이들의원령으로인해고통받는신자들을위해선조공양

9) William R. LaFleur, Liquid Life: Abortion and Buddhism in Japan, 8.
10) <오모토교>(大本敎) 신자였던다니구치마사하루(谷口雅春)가 1930년에개창한신종
교교단. 반공운동및헌법개정운동에열성적인 ‘종교계의극우세력’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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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즈코공양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1981년본부에준공된지상 73미터의미즈코공양탑은벤텐슈의명실상부한상

징이되어있다. 벤텐슈의미즈코공양에는신자들이외에도일반인들이많이참여

하고있다. 미즈코공양탑에는지상에미즈코의수호여신인벤자이텐이모셔져있

으며, 지하에는미즈코들의위패가모셔져있다. 평일에는아침 9시부터저녁 5시

까지지하에자유롭게참배할수있게개방하고있다. 매일전속승려가세차례

독경을하고두차례차를올려미즈코공양을행한다. 또한불꽃놀이대회때라든

가 정초에는 밤새도록 미즈코공양탑의 지하 공간을 개방한다. 

벤텐슈의신자들은자기자식의미즈코를공양할뿐만아니라, 선조의미즈코

(이전에죽은아이들의영혼)도공양해야한다고여긴다. 이는미즈코공양이이에

(家)의번영을위해필요하며, 미즈코를일종의선조로보는벤텐슈의관념을말해

준다. 다시 말해 벤텐슈에서는 미즈코공양을 함으로써 미즈코가 선조가 된다고

신자들에게설한다. 또한이에(家)의번영을위해필요한선조공양의일환으로서

미즈코공양을설명한다. 선조로서의미즈코를제사지내지않으면미즈코가성불

을못한채대대로후손들에게불행을초래하지만, 제대로제사를지내기만하면

후손들이가호를받는다는것이다. 이는전통적인선조공양과구별되는민속종교

의 새로운 관념이라 할 수 있다.11)

사회적현상으로볼때현대일본의미즈코공양은인공임신중절에대한법적

공인이라는시대적배경에서발생한것이다. 1868년의 ‘대정관포고’에의해오랫

동안 일본에서는 낙태가 금지되어 왔으나, 1948년에 인구억제와 우생학적 수술

및모성보호를목적으로한 ‘우생보호법’이실시됨으로써법적으로인공임신중절

이허용되었다. 그러나이런사회적배경만으로미즈코공양이다설명될수있는

것은아니다. 미즈코공양붐의보다큰배경은그것을가능케한일본인의민속적

가치관및그변용에서찾아보아야할것이다. 일본의전통적인가치관에서는 15

세 전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예컨대 임산부나 출산 후

11) 星野智子, ｢辯天宗の水子供養について: 民俗宗敎の一つの動き｣, 宗敎と社會別冊
(｢宗敎と社會｣學會, 1997): 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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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산모의 사령은 원령(怨靈)으로 간주되어 특별한 공양의식이 마련되었지만, 

아이의경우에는그런관념이없었다. 그러나미즈코공양에서는낙태아를성불시

키는 것이 중요한 의무로 간주된다. 

이처럼새롭게대두된미즈코공양에대한평가는대단히복합적이다. 가령어떤

이는중절, 유산, 사산등이함축하는 ‘죽임’과그로인한 ‘상처’를치료하기위한

메커니즘이미즈코공양으로나타난것이라고설명한다. 또어떤이는전술했듯이

미즈코공양이근본적으로불교적인조망에서생긴현대적인불교의례라고주장한

다. 실제로일본의선종을대표하는소토슈(曹洞宗)에서는 1978년에 <미즈코지장

화찬>(水子地藏和讚)이라는일종의불경을편찬해내기도했다. 이와는반대로미

즈코공양은살생을금지하는불교의제일계율에모순된다고하는지적도있다.12) 

사실미즈코라는용어나관념은불교나신종교의경전에서찾아볼수없으며, 따

라서 정토진종 같은 전통적인 불교교단에서는 미즈코공양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편미즈코공양의치유적측면에주목하는연구자들이적지않다. 가령불교학

자스미스는 “수많은여성들이미즈코공양을통해중절, 유산, 사산으로인한비탄

의과정을극복하는데에도움을받고있다.”13)고보았다. 사회학자하시모토미쓰

루 또한 미즈코공양이 현대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참된 구제’라고 주장한다.14) 

이러한치유적관점에대한비판도있다. 가령종교학자벨브로스키에따르면미

즈코공양의키워드는치유가아니라 ‘공포, 뒷탈(다타리), 장애, 진무’이며, 그것은

전통적인추도의례라기보다는새롭게형성된 ‘진무의식’이다.15) 또한미국의여성

종교학자 하데커도 미즈코공양을 여성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 위협으로 간주한

12) William R. LaFleur, Liquid Life: Abortion and Buddhism in Japan, 10-11.
13) Birdwell Smith, “Buddhism and Abortion in Contemporary Japan: Mizuko Kuyo and the 

Confrontation with Death,” in Buddhism, Sexuality and Gender, ed. Jose Ignacio Cabez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86.

14) 橋本満, ｢現代日本の不安と癒し｣, 水子供養: 現代日本の不安と癒し, 高橋三郎編
(行路社, 1999), 71. 

15) ツヴィ R.J. ヴェルブロウスキー, ｢水子供養: 日本の最も重要な新宗教に関する覚
書｣,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72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 1993): 273,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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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나아가미즈코공양은여성의죄의식을부추기는일련의여성차별혹은여성

멸시의이데올로기가낳은 ‘차별의례’라는지적도있다.17) 뿐만아니라미즈코공

양은낙태에대한일반인들의자연스러운감정표출이아니라, 일부영능자들에

의한 미디어 선전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18)  

이런 모든 평가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측면이 있다. 그것은 원령신(어령신)으로서의 미즈코

즉 ‘새로운민속신도가미(神)의탄생’에관한것이다. 크게볼때이런새로운관념

은신도적원령신앙19)을그토대로하고있다. 말하자면인간의불행은비정상적

으로죽은미즈코의원령이일으키는뒷탈(다타리) 때문이라는관념이그것이다. 

미즈코공양을행하는사람들에게그이유를물어보면 ‘공양을하지않으면뒷탈

(다타리)이두렵기때문’이라는응답이많이나온다. 그러니까미즈코공양은단순

하게 ‘태어나지못한생명에대한위로’라든가 ‘상실을보상받기위한제스처’라든

가 ‘죄책감에서벗어나기위한윤리적감성의의례화’라든가혹은 ‘미처태어나지

못하고죽은아가에대한사랑’ 때문이기도하지만, 그이면에는항상현세기복적

인 기원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미즈코가뒷탈(다타리) 관념과밀접하게결부되어미즈코공양의근

본을이루고있는것이다. 물론뒷탈관념은원래신도적관념이며불교에는그런

발상이없으므로미즈코와뒷탈은무관한것이라는입장을취해야마땅하다는관

점도있다. 나아가미즈코공양은미즈코의뒷탈을해소하기위한것이아니라, 선

조공양과마찬가지로부모가자식에게행하는공양이며생명의존엄성을중시하

는불교의원점에입각한것이라는관점도존재한다.20) 어쨌거나현대일본인들이

16) Helen Hardacre, Marketing the Menacing Fetus i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17) 溝口明代, ｢水子供養と女性解放｣, 母性を解讀する, グループ母性解讀講座編 (有斐
閣, 1991), 74-94.

18) Helen Hardacre, Marketing the Menacing Fetus in Japan, 251.
19) 원령신앙에관해서는박규태, 일본신사(神社)의역사와신앙 (역락, 2017), 357-3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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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코라는새로운민속신도적가미(神)에게무언가를기원하고있다는점이중요

하다. 그기원내용중에서가장많은것이건강이고그다음으로는불행의소멸이

라든가 집안이 무사하기를 빈다든가 자녀들의 행복 등이다.21)

요컨대미즈코는현대의일본종교문화가낳은새로운신(조상신, 어령신)으로

볼수있다. 그리고미즈코공양은불교·신도·신종교를포괄하는민속종교적요소

(선조공양, 원령신앙등)를배경으로하면서현대일본의도시적인새로운상황(낙

태의증가, 종교의상업화)이빚어낸종교현상이라할수있겠다. 이점을염두에

두면서다음에는미즈코공양에통상지장보살이수반되는이유에관해생각해보

기로하자. 이를위해먼저일본지장신앙의역사와특색에대해살펴볼필요가

있다.

Ⅲ. 일본 지장신앙의 형성: 민속적인 미즈코지장 성립의
밑그림

1. 일본 지장신앙의 역사

지장의산스크리트어크시티가르바(Ksitigarbha)에서 ‘크시티’는땅, ‘가르바’는

태(胎) 혹은자궁을의미한다. 그러니까 <지장삼부경>22)의하나인 지장십륜경
이지장의덕을 ‘대지의덕’에비유하고있는것은매우자연스러워보인다. 이처럼

대지의덕을상징하는지장이지하의지옥의구제자로표상되거나명부의지배자

염라대왕과동체로관념되는것은모두대지의의인화에따른귀결이라할수있

20) 藤井正雄監修, これからの水子供養運営実践講座 (四季社, 2008), 46-50.
21) 정진홍, ｢낯선이웃의모습: 일본의종교문화｣, 하늘과순수와상상 (도서출판강, 

1997), 287-289.
22)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 지장본원경(地藏本願經),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
業報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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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장보살은인도고래바라문교의지신(프리티비)신앙이불교에유입되어이

상적 신격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장이언제중국에들어갔는지는불확실하다. 하지만 7세기후반당(唐)시대에

지장신앙이 크게 성행했는데, “사실상 중국의 지장신앙은 분명하게 신라로부터

도래한김지장(金地藏, 696-794)으로부터연원했다.”는주장도있다.23) 한국사원

에는대부분지장보살과시왕(十王)을함께모신지장전(명부전, 시왕전, 대원전)

이라는전각이있다. 특히고려시대와조선시대의지장보살은상당한작품이현존

하는 <지장십왕도>나 <감로탱>24)에서엿볼수있듯이거의시왕및지옥세계와

함께표현되고있다. 이점은미륵신앙과의연관성및 점찰선악업보경의유포25)

와 더불어 한국 지장신앙의 중심적 성격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일본의 지장신앙은 중국이나 한국의 그것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지장신앙이언제일본에들어왔는지는확실치않으나통상 6,7세기무

렵으로알려져있다. 가장오래된지장관련사료로 8세기중엽의 정창원사경문
서(正倉院寫經文書)에실려있는경전사경을들수있는데, 이는당대에 <지장삼

부경>이모두들어와사경되었음을보여준다. 하지만당시지장보살은단독상이

아니라허공장보살과함께쌍립상으로조성되었고, 지옥구제의보살이라는성격

은나타나지않았다.26) 그러다가 10세기말이되면천태종승려와일부귀족사이

23) 김진무, ｢중국 지장신앙의 연원과 김지장｣, 정토학연구15 (한국정토학회, 2011): 
99. 한국에는김지장에관한기록이전혀존재하지않는데, 중국당대(唐代)의문헌들에
따르면김지장은신라왕자출신이다. 김지장에관해서는장총, 지장Ⅱ조각과회화, 
김진무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356-358 참조.

24) 죽음에대한관념을불교의도상양식을빌어표현한것. 여기서감로란아귀혹은
지옥중생에게감로수를베푼다는뜻이지만원래는진리의말씀을가리키는말이다. 
이런감로의의미가 <감로탱>에쓰이면서지옥도를가리키게된것인데, 이는지장사
상과 관계가 있다. 김경자, 21가지 테마로 보는 우리미술 (다른세상, 2001), 191. 

25) 간자(簡子)라는나뭇가지를사용하여전생의업보를점치는것을 ‘점찰법’이라한다. 
설주가지장보살인 점찰선악업보경은그무속적요소로인해비판받아왔지만, 신라
등고대불교에서크게유행했다. 조용헌, ｢한국지장신앙의특징: 미륵신앙과의관련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114, 119.

26) 오양미, ｢한일 지장신앙의 유형 비교연구｣, 역사와 실학13 (역사실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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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지옥구제의지장신앙이주목을받게된다. 가령천태정토교의흐름을이끌었

던겐신(源信, 942-1017)의 왕생요집(往生要集)은지장이지옥에들어가중생의

고통을구제한다는비원(悲願)이다른불보살보다뛰어나다는 지장십륜경의구
절을인용하고있다.27) 왕생요집은헤이안시대정토교발달의배경이된육도·

지옥사상의 심화에 자극받아 특히 지옥의 참상을 극락과 대비시켜 묘사했는데, 

귀족들은이런 왕생요집의유포와함께지장보살의이익에관심을가지기시작
한 것이다.

지장보살의효험으로서 지장십륜경은음식, 의복, 보석장식, 의약과치병등

을들고있다. 한편 지장본원경은토지풍요, 가택안전, 장수, 수화(水火)의재앙

방지등의현세이익적효험과더불어가장큰효험으로육도(六道)의고통제거를

거론하고있다. 육도중에서도특히지옥구제즉지옥의중생을해탈시키는것이

야말로 지장보살 본원의 특색이다. 헤이안시대의 귀족들은 바로 명계와 현세의

가교역할을하는이러한지장보살본원의효험에눈을뜨기시작했다. 그배경으

로헤이안시대에시왕신앙28)이도입되었고특히후반부에이르러말법신앙이널

리 퍼지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및 명계에 관한 관심이 점차 커졌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아직지장은독립적인보살신앙으로서는미숙한것이었다. 예컨대 
왕생요집은전술했듯이지장의지옥구제의비원이다른불보살보다뛰어나다는
지장십륜경의일절을인용하면서도다른한편문수, 미륵, 세지및특히아미타

와 관음의 효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헤이안시대 말기까지 귀족사회에서 유행한

지장의조형형식을보더라도, 지장이단독본존으로만들어진사례는매우적고

608-609.
27) 往生要集卷上, 67. 인용문은 “(지장이) 갖가지 몸을 짓고 나타내어 중생을 위해
법을말하고구족하게보시하는그공덕은중생들을가엾게여기기때문이네. 가사
백겁(百劫) 동안을그치지않고그공덕을찬탄해말하더라도그래도오히려다말할
수 없거니. 그러므로 모두 그에게 공양하리라.” 地藏十輪經(제1권), 63.

28) 사람이사후에순차적으로 10인의명부왕의심판을받고생전의공죄를재판받는다는
신앙. 일본불교에서는 특히 정토진종과 일련종이 시왕신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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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아미타삼존불에부수된다든지아미타오존(아미타, 관음, 세지, 지장, 용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29)

그러다가 13세기에는무인들사이에서도지장신앙이크게성행하게되었다. 이

는지장보살이살생이라는악업으로부터도구제해준다고믿어졌기때문이다. 이

에따라지장이자신들을대신하여칼이나활의공격을막아준다는설화가생겨나

기도했다. 이무렵여섯지장을각각육도에배치하여육도의고통으로부터벗어

나기를기원하는육지장(六地藏)신앙이완성되었다. 이는중국에서들어온육관음

신앙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육지장신앙은 일본에만 독특한 것이다.30)

이처럼중세일본에서는사후세계의구세주라는지장이미지가고착화되어가

는한편, <지장삼부경>이설하는지장의영험한능력이부각되면서 불설연명지
장보살경(佛說延命地藏菩薩經)이라는경전이등장했다. 늦어도가마쿠라시대인

14세기경에성립한것으로보이는이경전은일본에서만들어진위경(일본선술불

전)이지만이후일본지장신앙의발달에매우큰영향을미쳤다. 거기에는여성의

안산, 건강, 치병, 장수, 총명, 부유, 사람들에게 사랑받음, 수확풍요, 신의 가호, 

깨달음 등 지장보살을 신앙함으로써 얻는 열 가지 효험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지장이폭풍우, 타국의침입, 귀신, 일월식, 기근등여덟가지무서운일로부

터보호해준다는관념도눈에띤다. 이로보건대중세일본에서는지장이사후세

계의구세주라는역할뿐만아니라, 사람들의현세적인욕구를충족시켜주는존재

로 신앙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31)

2. 지장의 민속신앙화 

앞서살펴보았듯이일본의지장신앙은헤이안시대말기에이르러서서히발달

29) 速水侑, 觀音・地藏・不動 (講談社現代新書, 1996), 113-114.
30) 오양미, ｢한일 지장신앙의 유형 비교연구｣, 613-615.
31) 박병도, ｢근세일본의기근사자와지장신앙｣, 종교문화비평36 (한국종교문화연구
소, 2019):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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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시작했다. 그런데여기서본고의주제와관련하여특히주목할것은지장신

앙의민간침투이다. 지장신앙이민간에널리보급되는데에결정적인역할을한

것은헤이안시대의대표적인설화집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 곤자쿠모노가타리

슈)이다. 11세기중엽미이데라(三井寺=園城寺)의지쓰에이(實睿)라는승려가민

간의 지장설화를 집성하여 지장보살영험기(地藏菩薩靈驗記)라는 한문체의 설

화집을펴냈다. 원본은현재온전하게전해지지않지만, 12세기전반에성립한 금
석물어집 권17 <지장보살의영험담>에그대부분의설화가가나문체로재록되었

다. 그지장설화의내용은 “전적으로지장보살을염하고주야로아미타의염불을

창하라.”든가 “서쪽을향해아미타의염불을창하고지장의명호를염하며죽었

다.”는등지장신앙이아미타신앙과밀접하게결부되어나타나는경우32)와 “지장

보살상을만들고 법화경을서사한다.”33)는등지장신앙의본래경전인 지장십
륜경과 지장본원경보다 법화경신앙과 결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금석물어집에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해지는
보살은 지장보살과 관음보살뿐인데, 그중지장설화가압도적으로많다. 이러한

금석물어집 지장설화의주인공들은지방의신관과무사혹은교토사원에모여
드는 서민 등 거의 무명의 인물들이다. 또한 사람들은 현세의 선악에 의해서가

아니라전생의업보에의해미리정해진운명으로서지옥에소환되는것이며그것

은인간에게피할수없는숙명이라는지옥관념이나타난다. 나아가헤이안시대

귀족사회의정토교를대변하는 왕생요집에서는지옥의고통을구제하는보살로
아미타를비롯하여문수, 미륵, 관음, 세지, 지장보살등이열거되어나오는데비해, 

금석물어집의지장설화에서지옥구제의보살은오직지장뿐이다. 거기서는지

장이지옥에들어가숙세의업보에의해지옥에떨어진사람들의고통을구제한다

고나오는데, 이는사후에지옥에떨어지는것을전제로한다. 이점은여타의다른

보살신앙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하는 일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금석물어집에수록된다수의지장담에는사람이죽어서염라대왕
32) 今昔物語集三, 505-506.
33) 今昔物語集三,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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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재판을받을때지장보살이나타나염라대왕에게그사자가생전에행한선행

을상세히설명해줌으로써지옥행을면하게해준다는식의이야기가많이등장

한다.34) 이와관련하여시왕신앙의일본적수용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일본위작

의 지장십왕경(地藏十王經)은시왕의각각에부동, 석가, 문수, 보현, 지장, 미륵, 

약사, 관음, 아축(阿閦), 아미타를본지불로배치시켰으며, 시왕찬탄초(十王讚嘆

鈔)는이불보살들이범부를인도하는방편으로서임시로극악분노의모습을드러

낸것이시왕이라고설명한다. 이에따르면사후 35일째의심판을관장하는염라

대왕이지장보살의임시모습이된다. 지장이지옥에서변화하여염라대왕이된다

는발상은 지장십륜경에이미등장한다. 8세기초엽에교카이(景戒)가지은일본

최초의불교설화집 일본영이기(日本靈異記)는이런관념을받아들여 <염라대왕

이기이한조짐을보여사람들에게선을닦게한이야기> 속에서 “나는염라대왕

이다. 너의나라에서지장보살이라부르는이가바로나다.”35)라고언급한다. 염라

대왕이지옥의지배자라는기술이 왕생요집에나타나는한편, 헤이안말기밀교

계의문헌에는염라대왕과지장이하나라는설이많이등장했다. 이런흐름속에

서중세의시왕신앙에서는지장이지옥의지배자염라대왕의본지라고간주되었

다.

이리하여 불교의 민간침투 과정에서 후술할 ‘미가와리(身代わり, 대신한다는

뜻)지장’ 등현세이익적측면에더하여민중이외포하는명계의지배자로서지장

이새롭게부각되기시작했다. 즉지장이생전의죄악을재판하는무서운염라대

왕의본체이자동시에지옥의악귀로부터망자를지키는자비로운보살로서민중

을사로잡게된것이다. 그결과아미타정토교가성행하는가운데에서도지장은

현세이익만이아니라미래구제의보살로서의측면까지농후하게가진가장친근

한 보살로 여겨지게 되었다.36)

나아가중세중엽이래지장보살의다양한영험이민간에널리유포되었는데, 

34) 今昔物語集三, 543.
35) 쿄오카이, 일본영이기, 정천구 옮김 (씨·아이·알, 2011), 255.
36) 速水侑, 觀音・地藏・不動, 1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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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근세이후지장상이나지장당및지장을본존으로삼는사원과지장마쓰

리가일본사회에뿌리내렸다. 이리하여에도시대를거치면서민중에게매우친근

한존재가된지장은다양한민속신앙과습합하여경전본래의틀을넘어선독특

한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오늘날 일본인에게 가장

친숙한민간신앙인도조신(道祖神)37)과지장의습합이다. 다시말해 ‘경계의신’의

총칭인도조신과지장신앙이결부되어마을경계와갈림길에수없이많은지장상

들이세워지게된것이다.38) 이와같은지장의민간침투는현대미즈코공양에서

미즈코와 지장이 결합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지장신앙의민속신앙화에서엿볼수있는가장두드러진현상은지장을

어린아이의수호신으로여기는신앙형태인데, 그신앙을대표하는것이바로 ‘사

이노가와라’이다. 그런데사이노가와라를고찰하기에앞서먼저일본지장신앙의

다양성에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어린아이와결부된일본지장신앙은매우다

양한 지장신앙 가운데 드러난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Ⅳ. 일본 지장신앙의 특성

한국과는다른일본지장신앙의가장큰특색으로무엇보다지장이미지가대단

히다양하다는점을들수있다. 가령장수와치병을기원하는연명(延命, 엔메이)

지장, 눈병을낫게해주는편목(片目, 가타메)지장, 기름을부으며기원하는유괘

(油掛, 아부라가케)지장, 도둑방지와인연맺음을기원하는 ‘묶는다’는뜻의시바라

레(しばられ)지장, 가시를뽑아준다는가시(とげ抜き, 도게누키)지장, 코뚜레(鼻取

り地蔵, 하나토리)지장, 모내기(田植え, 다우에)지장, ‘유녀와즐긴다’는뜻의조로

37) 한국의장승과유사한성격을지닌일본민간신앙의대표격. 일반적으로경계의신, 
여행자를 지켜주는 길의 신, 부정을 막아주는 수호신, 부부화합의 신, 성신(性神), 
농경신 등 다양한 기능을 보여준다.  

38) 爪生中, 佛像がよくわかる本 (PHP文庫, 199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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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女郞買い)지장, 소바(蕎麥食い, 소바구이)지장, 두부(豆腐, 도후)지장, 모란병

(ボタモチ, 보타모치)지장, 된장(味噌なめ, 미소나메)지장, 소금(塩なめ, 시오나메)

지장, 고추(唐辛子, 도가라시)지장 등 지장의 명칭이나 애칭이 무수히 많다.  

이가운데편목지장이나가시지장등은치병신으로서의지장의성격을잘보여

준다. 이와관련하여지장이변신하여간병을해준다는설화도전해진다. 또한모

내기지장과코뚜레지장은농경의이익을가져다주는농경신으로서의지장이미지

를드러낸다. 15세기 대산사연기(大山寺緣起)에는지장이모내기하는여자가되

어덴가쿠(田樂)를하는모습이묘사되어나온다. 근세에이르면이와같은농경신

으로서의 지장설화가 전국 각지에 형성된다.39) 소바, 두부, 모란병, 된장, 소금, 

고추등음식과관련된지장명칭도적지않은데, 그런경우는흔히해당식품을

지장에게공물로바치기도한다. 심지어유녀를사기도하는등욕망하는인간을

그대로 닮은 지장의 이미지도 있다. 

나아가오하쓰(お初)지장이라든가돈베에(頓兵衛)지장처럼특정인명을그대로

붙인지장명칭도많다. 이는해당인물의희망에의해모셔진지장이거나혹은

그인물자체가지장으로모셔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가령오하쓰라는여성이

교통사고로사망했는데, 죽기전에 “제가죽은뒤에지장존을세워주신다면그

지장상에게기원하는사람은교통사고를당하지않고나아가재앙을피하여건강

하게장수할수있을거예요”라는말을남겨서남편이오하쓰지장을세워준사례

를들수있다. 한편후자의경우로는효고현미하라군(三原郡) 미도리정(綠町)에

모셔져있는사이조(才蔵)지장을꼽을수있다. 이는농민반란의지도자인사이조

가 1783년참수형을당한후쌀벌레로화하여흉작을초래했다고여겨져해당지

역의대궁사(大宮寺) 주직이주도하여세운지장이다. 이밖에특정인물의공양을

위해모셔진지장도있다. 예컨대도쿄도분쿄구(文京區) 고히나타정(小日向町) 소

재의일륜사(日輪寺)에는감주(甘酒)지장이라는여인좌상이안치되어있다. 이지

장상은에도가와교(江戸川橋)　옆에살던한노파가항상뜨거운감주를팔았는데, 

39) 速水侑, 觀音・地藏・不動,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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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감주가여행자의피로를풀어주거나감기를낫게해주어많은사람들의고통

을덜어주었으므로그덕을기념하여세운것이라고전해진다.40) 일본에는역사적

인 실제 인물을 생전이나 사후에 신으로 모시는 인신(人神) 관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41) 이와 같은 지장 또한 일종의 인신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끝으로승군(勝軍)지장과기인(飢人, 우에닌)지장을간과할수없다. 전술했듯이

무사정권성립기에는지장이전장에나타나위급한무사를구해준다는신앙이나

타나면서, 교토의청수사(淸水寺, 기요미즈데라) 및아타고묘진(愛宕明神)의본지

가승군지장이라는신앙이형성되었다. 이중근세에이르러에도막부에의해에

도에권청된아타고묘진이무사에게는승군의신, 서민에게는방화의신으로숭경

받았다. 이 승군이 쇼군(將軍)으로 전화하여 각지에 널리 모셔졌다고 보인다.42) 

한편사자위령과관련된기인지장은기근으로인해굶어죽은사람들의명복을

빌기위한위령을목적으로등장했다는점에서앞서다룬현세이익적지장들과는

성격이 다른 지장신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원령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시

현세이익적측면이전혀부재한다고는보기어렵다. 어쨌든현대의기인지장 마

쓰리는 교토의 지장 마쓰리처럼 마을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참여하는아이들의

축제와같은분위기도있다. 하지만어디까지나의례의중심에는 1732년에서익년

에걸친교호(享保)대기근의사자들그리고메이지시대이후위령의대상으로추

가되는후쿠오카공습등으로사망한전쟁사자들이있다. 18세기초중반기근으

로인한사자들의위령으로지장신앙이등장한것은일본고대와중세의지장신앙

에있어사후세계의구세주라는지장의역할즉사자구제의기능이다시강조된

것이라는측면도무시할수없다. 그러니까기근으로부터의구제(현세이익)보다는

오히려 ‘사후세계의구세주’로서의측면이기인지장이등장하게된배경중하나

라 할 수 있다.43)

40) 大島建彦, 道祖神と地藏 (三弥書店, 1992), 152-153.
41) 일본의인신신앙에관해서는박규태, 일본신사(神社)의역사와신앙, 384-401 참조.
42) 速水侑, 觀音・地藏・不動, 152.
43) 박병도, ｢근세 일본의 기근 사자와 지장신앙｣,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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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다양한지장들은주로근세에형성된것으로, 이미불교적인지장보살의

맥락으로만해석될수없는민간의유행신(流行神, 하야리가미) 성격을지니고있

다.44) 그런데 메이지시대의 민속을 조사한 야나기타 구니오는 유행신과는 다소

맥락이다른순행(巡行)지장의신앙에주목하고있다. 순행지장이란특정사찰이

나신사에고정적으로모시는것이아니라여러마을과집들을순행하는이동식

지장을가리킨다. 대표적으로야마가타현히가시타가와군(東田川郡) 아사히촌(朝

日村)의사례를들수있다. 전승에따르면모토큐(本久)라는승려가땅을개간한

덕을기려사후에지장존으로모셨고지금도 8개촌을순행한다고한다. 보통지장

을 맞이하면 약 1주일 동안 머물다가 다음 집으로 보낸다.45)

순행지장에서특기할만한점은돌지장을손에들고돌점(石占)을치는습속이

다. 향토연구 제4집 10호에수록된 <석점의종류>라는짤막한글에는 “신석에게

기도하고서원을하면서길흉성패를묻는방법은물론경중의느낌에의한것이

가장사례가많다.”46)고나온다. 도쿄도신주쿠이치가야야나기정(市ヶ谷柳町) 소

재의종원사(宗円寺)에서는쇼와초기까지만해도이절로부터순행지장이출발했

는데, 돌점의습속이있었다고한다. 이런습속은현행민속에서도적지않게행해

지고있다. 이때사용되는석상에는지장의형태를띠는것이가장많다. 그것들은

가령 ‘상담한다’는뜻의우카가이(うかがい)지장, ‘들어올린다’는뜻의모치아게

(もちあげ) 또는 ‘아게’지장, 무게를재는것과관련된명칭인오모카루(おもかる)

지장, ‘껴안는다’는뜻의다키(だき) 또는가카에(かかえ)지장등으로불리기도한

다.47)

이처럼지장에게무언가를물어보는돌점의습속은지장놀이(地藏遊び)  또는

지장빙의(地藏憑依)와도관계가있다. 이때주로여자나아이들이참여한다. 야나

44) 유행신이란갑자기출현하여단기간에폭발적으로유행했다가급속히사라져버린
신을 가리킨다. 

45) 大島建彦, 道祖神と地藏, 153-154.
46) 岡村千秋編, 鄕土硏究第四冊 (鄕土硏究社, 1917), 600.
47) 大島建彦, 道祖神と地藏, 29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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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는 <어린아이풍토기>(こども風土記)에서후쿠시마현해안부에있어다음과

같은지장놀이의오래된사례를제시하고있다: 서로손을잡고둥글게원을이룬

아이들이입을모아 “올라타세요지장님”라고창한다. 올라탄다는것은한가운데

있는아이에게지장이지피는것을뜻한다. 그러면그아이는점차지장이되어

이런저런공수를한다. 그러면다른아이들이입을모아 “숫자를세었나요지장님, 

잘 노셨나요 지장님”이라고 창하면서 모두 흥겹게 노래하고 춤춘다.48)

한편전술한 금석물어집 지장설화는생전에지장을신앙하여공양한주인공
이지옥속에서지장보살의서원으로자신을구해달라고외치자지장이나타나서

지옥의관리와교섭하여주인공을소생시켜준다는줄거리가대부분이다. 그런데

지옥 관념이 심화되면서 지장의 힘으로 쉽게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난다. 

거기서 지장이 지옥의 고통을 대신함으로써 구제한다는 미가와리(身代わり) 즉 

‘대수고’(代受苦) 관념이등장한다.49) 그렇다면지옥에들어가신자의고통을대신

받는다는헤이안시대말기의지장신앙이어떻게해서현세에서신자의미가와리

가 되어 여러 가지 이익을 초래한다는 신앙으로 발전한 것일까? 

이물음과관련하여 12세기말가마쿠라시대후기의승려무주이치엔(無住一

円, 1227-132)이편찬한 사석집(沙石集)은석가나아미타불조차이세상의중생

에게아주먼존재가되었을때오직지장보살만은중생을남김없이제도할때까

지성불하지않는다는비원을발하여석가사후미륵출현때까지의부처가부재

하는시대를선도하여죄인을친구로삼아지옥에떨어진사람들을구제하는것을

이익의제일로삼으며, 따라서지장이야말로우리에게가장인연이깊은보살이라

는 점을 강조한다.50) 

지장십륜경과 지장본원경은이처럼지장이지옥의고통에서구제해준다는
발상외에도음식과의복과의약등을수여하는등치병의이익이있다고설한다. 

그런데 12세기말엽이후성행한현세이익적지장신앙의특색은 ‘미가와리지장’

48) 定本柳田國男集21, 11.
49) 今昔物語集三, 541.
50) 무주 이치엔, 모래와 돌(상), 정천구 옮김 (소명출판, 2008),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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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불러마땅하다. 즉지장이신자의소원에부응하여신자가원하는힘을가진

인간모습으로변신한다든지, 어려움에처한신자의미가와리가되어준다든지해

서, 사석집이강조하듯이지장은정토에거하지않고사람들사이에섞여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다는 신앙으로 발전한 것이다. 

Ⅴ. 사이노가와라: 지장과 어린아이

앞장에서언급한순행지장, 돌점, 지장놀이, 미가와리지장등은공통적으로어

린아이와밀접한관계가있다. 되풀이말하거니와동아시아에서지장은원래석가

모니불의열반후말법시대에육도중생(六道衆生)을교화하겠다는큰서원을세

움으로써특히지옥에떨어진중생을구제하는보살로널리알려져있지만, 일본

민간신앙에서는어린아이를악귀로부터지켜주거나안산과양육을주관하는수호

신혹은순례자들을인도하는길의수호신으로변형되어특히임산부들과아이를

키우는어머니들에게가장친근한존재로신앙되고있다. 그래서일본에서는지금

도어디를가든비단사원경내와묘지뿐만아니라산길이나동네골목마다동자

모습을 한 지장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지장신앙자체에이미어린아이와의연관고리가내장되어있다는점도

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전술했듯이지장의어원인산스크리트어 ‘크시티가르

바’(Ksitigarbha)는지태(地胎) 즉자궁을의미하며, 또한잘알려진다음과같은인

도의 지장설화는 지장과 어린아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잘 말해준다.

옛날인도의어느부자집외동딸로태어난 18세처녀가추운겨울날아침, 대문밖

에나가보니어린아이가먹지도입지도않고헐벗은채로얼어죽기직전에있음을

보고서처녀는서슴지않고자기옷을벗어입혀주어얼어죽는것을막았다. 그러나

알몸이 된 처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있을 때, 마침 그것을본 땅의신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땅에구멍을 만들어그구멍속에 처녀의몸을감추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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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설화속처녀의착한마음에감동한땅이그녀의몸을 ‘땅(地)에감춘다(藏)’ 

하여지장(地藏)이생겼다는말이다. 얼핏이처녀가설화의주인공처럼보이지만

처녀가돌본어린아이도또하나의숨은주인공이라할수있다. 이리하여지장은

금석물어집에서동자승의모습으로등장하기도한다.51) 바로이런관념이후대

민간에서 특히 어린아이의 수호신이라는 지장신앙으로 전개된 것이다.

사실어린아이의수호신으로서의지장이야말로일본인들에게가장친숙한지

장의이미지이다. 가령아이의건강과성장을지켜주는자육(子育, 코소다테)지장

및자수(子守, 코마모리)지장과임산부의안산을수호하는자안(子安, 코야스)지장

및복대(腹帶, 하라오비)지장에서아기를품에안은코모치(子持)지장과후사를점

지해주는요쓰기(世継)지장에이르기까지오늘날일본에서지장보살하면무엇보

다먼저어린아이를떠올리게된다. 이렇게어린아이와결부된지장의이미지를

가장극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 ‘사이노가와라’(賽の河原)라불리는장소를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노가와라란 통상 경계를 뜻하는 ‘사이’라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말로, ‘부모보다 먼저죽은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명계의

들판’을가리킨다. 일본전국곳곳에서쉽게찾아볼수있는사이노가와라에는돌

지장과함께수많은돌무더기나돌탑이쌓여있다. 흔히일본인들보다더일본을

사랑한이방인으로말해지는라프카디오헌은 <지장>과 <신국의수도>라는글에

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사이노가와라를 묘사하고 있다.

 

아이는죽으면모두 ‘사이노가와라’라는곳에가게되는데, 거기서아이의망령들

은죄업을멸하기위해작은돌탑을쌓아야만한다.  그런데아이가돌탑을쌓자마자

악귀가와서그것을무너뜨리면서아이를위협하거나괴롭힌다. 하지만작은영혼은

도망쳐지장에게로간다. 그러면지장이아이를커다란소매속에감싸위로해주며

악귀를쫓아낸다. 그리하여누구든지장보살의발밑에마음을모아정성껏돌탑을

쌓으면그돌하나하나가사이노가와라에서고통받는아이들의영혼을도와준다고

51) 가령 금석물어집 권17의제1화는서경(西京)의어느신심깊은승려가히타치노구니
(常陸國)의하인집에서지장의화신인지조마루(地藏丸)라는동자와만난이야기를
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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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다.(<지장>)52)  

아이가죽으면엄마는지장이새겨진조그만판목을사서종이 1백장에그지장

모습을찍는다.  그런다음대개매장후 49일째되는날엄마는어딘가물이흐르는

곳에가그종이를한장씩흘려보내면서종이가손을떠날때마다 ‘나무지장대보살’

이라는염불을되풀이한다. 이의식은원래물에빠져죽은사람의영혼을위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상의 물이 모두 명계로 흘러들어가 지장이

계시는 사이노가와라로 흘러간다는 믿음에 입각하여 이런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

다.(<신국의 수도>)53)

그러니까지장상주변에돌탑을쌓는것은주로자식을잃은엄마들이라는것이

다. 일본민간신앙에서 ‘사이노가와라’는통상지상세계의지면밑에있다고여겨

지는데, 헌은임광사(臨光寺)라는사찰을방문했을 때거기서 사이노가와라와가

묘사된지장화를보았다. 그그림속에는푸르스름한강변에귀엽게생긴어린아

이들의망령이무리지어쉴새없이돌을쌓고있다. 그런데바로앞에는무시무시

한 악귀가 철봉을 가지고 달려들어 아이가 쌓은 돌탑을 내리쳐 부순다. 아이는

그 잔해 옆에주저앉아 귀여운 손을눈에 댄채 울고있는데, 악귀는이를 보며

웃고있다. 그때큰보름달같은후광을가진지장이다가와지팡이를내밀자작은

망령들이 거기에 매달려 지장의 가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지장>)54) 

원래사이노가와라는삼도천앞에있다고말해지는데, 중세후기에서근세초기

에 걸쳐 낙태되거나 요절한 아이들의영혼이 이사이노가와라에 모이고 지장이

이들을 수호한다는 신앙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이노가와라 관념은

‘사이노가미’ 혹은 ‘사에노가미’(塞の神)라고불리기도하는도조신(道祖神) 신앙

에서비롯되었다는설이유력하다. 가령야나기타구니오는 석신문답(石神問答)

에서 “사이노가와라의 지장존은 곧 사이노가미(塞の神)”라고 단정한다.55) 이때

52) Lafcadio Hearn, Glimpses of Unfamiliar JapanⅠ (Jonathan Cape, 1927), 54-55.
53) Lafcadio Hearn, Glimpses of Unfamiliar JapanⅠ, 166. 
54) Lafcadio Hearn, Glimpses of Unfamiliar Japan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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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란 ‘차단’ 또는 ‘경계’를뜻하는일본어이다. 또한야나기타는 <사이노가와

라이야기>에서하코네(箱根)를비롯하여전국각지에분포한사이노가와라는마

을경계와산고개에도조신을모시고그곳을지나는사람들이신을위해돌을쌓

는풍습에서유래한것으로본래불교와는직접관계가없는민속신앙이라고주장

했다. 일본에서지장은불교사찰보다는마을경계나길옆또는갈림길등에세워

져있는경우가많은데, 야나기타는이런지장이도조신의본지라고보았다. 남녀

의인연맺음이나아이의운명을정하는것은원래도조신의관할인데, 이도조신

의제장과사이노가와라는동일한근원을가진다는것이야나기타의결론이다.56)

지장보살의역할은명계육도에서헤매는자를인도하여현실세계로돌려보내

는데에있다. 다시말해지장은저승과이승(幽明)의경계의보살이라할수있는

데, 이점에서지장이현실의경계를수호하는신으로연상되면서도조신(=사이노

가미)과지장신앙이습합한사이노가와라관념으로나타났다고보인다. 그래서야

나기타도 <고야스의 석상>에서 “고야스지장은 사이노가와라 전설에서 유래한

것”57)이라고기술하고있다. 여기서현저하게드러나는어린아이와지장의밀접

한관계는본고의주제인미즈코지장신앙을비롯하여오늘날까지도지조봉(地藏

盆) 또는지조에(地藏會), 지조메구리(地藏巡り), 지조나가시(地藏流し)라불리는

지장마쓰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58) 

어린아이의수호신으로서의지장과관련된대표적인마쓰리로에도시대이래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긴키지방(시가현, 나라현, 오사카부, 효고현 등)에서

매년음력 7월(현재는 8월) 24일혹은그전날부터마을마다지장상을안치하고

아이들이참여하여공양이행해져온지조봉풍습을들수있다. 예로부터의지장

55) 定本柳田國男集12, 52.
56) 定本柳田國男集27, 277-281.
57) 定本柳田國男集27, 283.
58) 지장마쓰리의제사대상인지장상은지장인지구별이안되는자연석에가까운석불인
경우도많다. 이석불들은중세에묘비로사용되었던것인데오랜동안방치되었다가
에도시대에들어와이를지장상으로재인식하여모시게된것으로보인다. 村上紀夫, 
京都地藏盆の歷史 (法藏館, 2017), 33-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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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인교토소재임생사(壬生寺)의경우, 석불과족자(掛軸, 가케지쿠)지장이출

향(出向)하는동네가근래증가하여 120개소정(町)에이른다고한다. 지조봉은지

역사회사람들의교류가희박해진현대에아이들을중심으로하는여름방학의지

역행사로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목에서다시라프카디오헌으로돌아가보자. 어린아이와결부된슬프도록

아름다운민간의지장신앙을접한헌이받은감동을상상하기란그리어렵지않을

것이다. 아마도어린아이모습의지장상앞에서헌은먼저서구인들에게친숙한

피에타상을떠올렸을것이다. 하지만헌은그어떤예수상도지장상만큼아름답지

는않을것이라고말하면서지장의미소안에서신성한아이의미소를보았다.59) 

어쩌면헌은어떤형태로든근세초기에형성된 사이노가와라지장화찬(西院川

原地藏和讚)이라는문헌을접했을지도모른다. 유명한구야상인(空也上人)이썼다

고 말해지는 장단문 12편의 이 화찬 가운데 초기의 단문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절절한 표현이 등장한다.

지장보살에귀의(帰命頂礼)하노라. 모노노아와레로가득찬사이노가와라의이

야기…열 살안쪽의어린아이가 광활한가와라에모여 애비를찾아다니고애타게

어미를 그리워하여 탄식하는 마음의 기막힌 슬픔에 돌을 쌓아 탑을 만드는구나.  

돌하나를얹고애비를부르는가하면또하나를쌓고는어미를연모하며울먹이고

있는모습을지장보살이보시고는, 너의부모는사바세계에있으니지금부터는나를

애비로, 어미로생각하라고하네.  넘치는아와레로인해한없이자비로운지장에게

의지하면서 아이들이너도나도모여들어 울다 지쳐잠들뿐이네.(강조는 필자)60)

상기화찬은사이노가와라이야기를 ‘아와레’ 또는 ‘모노노아와레’ 이야기라고

규정한다. 일본인의심미적감수성을집약한미의식인모노노아와레는사전적으

로 “어쩐지불쌍하다고느끼는것”(岩波國語辭典) 혹은 “어쩐지슬픈것”(廣辭
苑)이라고정의된다. 그것은모노(物)와아와레(哀れ)의합성어이다. 이때 ‘모노’

59) 박규태, 라프카디오헌의일본론: 종교로일본상상하기 (아카넷, 2015), 165-166.
60) 速水侑, 觀音・地藏・不動,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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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사물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있음’을 포괄하는 말이고, 아와레는 기본적으로

감탄사이다. 아와레는후대에하나의미적범주를나타내게되었지만, 헤이안시대

이래일상용어로서줄곧사용되어온말이다. 고래일본에서는누군가의죽음(사

별)에직면하거나출가(사회적죽음) 또는이별에대한감정을나타낼때는주로

‘가나시’(悲し)라는표현만썼다. 이에비해아와레라는표현은어떤대상이지금

여기내앞에존재할때사용한다. 그런대상을외부에서바라볼때생겨나는기분

이아와레인것이다. 그것은기본적으로어떤대상을눈으로보는것뿐만아니라

그대상에대한깊은공감의마음을함축한다. ‘가나시’가주로부재하는대상에

대한자신의무력한자각에서비롯된감정이라면, 아와레는비애든친애(親愛)든

혹은 찬탄의 경우든 항상 대상에 대한 공감을 내포한다. 이것이 바로 아와레와

가나시의 차이이다.61)

Ⅵ. 나오는 말: 미즈코공양의 모노노아와레

실은미즈코공양또한모노노아와레의이야기가아닐까? 일본사상사사전에
따르면, 모노노아와레란헤이안시대문학에서자연혹은인생에있어다양한사상

(事象)의 섬세하고 미묘하며 깊은 정취를 나타내는 말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깊고절절한감정을나타내는말을가리킨다. 국학의대성자모토오리노리나가

(本居宣長)는이말에주목하면서와카(和歌)와모노가타리(物語) 특히 겐지모노
가타리의 공통적인 본질이 모노노아와레에 있다고 주장했다. ‘모노노아와레를

아는것’에대해존재하는모든사물본래의정취와의미를깨닫고또한그것을

솔직하게감동하여느끼는것이라고규정한노리나가이후, 모노노아와레는일본

문학일반의본질을나타내는말로통설화되어갔다. 나아가사물에대한공감과

일체화를추구하는대상적감수성및타자를배려한다든지널리인정에따르고자

61) 박규태, ｢타자론의관점에서본모노노아와레｣, 비교일본학51 (한양대학교일본학국
제비교연구소, 202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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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본인의 심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62)

다시말해일본인의감성을집약한미의식이바로모노노아와레이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수호신인지장의이야기에다름아닌사이노가와라이야기와그지장

을본존으로삼는미즈코공양또한일본인의심성을잘보여주는종교적설화및

관행이라아니할수없다. 이점은오늘날까지도일본인의언어생활에서가장일

상화되어있는기본어휘인 ‘모노’(物)와 ‘고토’(事)의자리에서모노노아와레를들

여다볼때더욱분명해진다. 여기서 ‘모노’란단지사물만이아니라사람을비롯한

존재하는모든것을일컫는말이고 ‘고토’란특히어떤일이나사건또는상황을

가리키는말인데, 일본인들은종종양자를결합시킨 ‘모노고토’(物事, 세상만사)라

는표현을즐겨쓴다. 노리나가는 이소노가미사자메고토에서 “세상의살아있는

모든것(모노)은다마음이있으므로어떤존재에접하게되면반드시느끼는일

(고토)이있게된다.”63)고하면서모노(物)와고토(事)의자리에서모노노아와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뻐할만한일(고토)을만나기쁘다고느끼는것은, 그기뻐할만한일(고토)의

마음을헤아려알기때문이다.  또한슬퍼할만한일(고토)을슬프다고느끼는것은

그슬퍼할만한일(고토)의마음을헤아려알기때문이다.  거기서어떤일(고토)에

접하여그기쁘거나슬픈일(고토)의마음을헤아려아는것을모노노아와레를아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일(고토)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기쁜 일(고토)도 없고 슬픈

일(고토)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느끼는 일(고토)이 없다.64)

   

그러니까노리나가가체계화한모노노아와레담론은곧고토노아와레담론이

기도하다. 이와관련하여윤리학자사가라도오루는 ‘객관적인대상’으로서의고

토와 모노 개념을 모노노아와레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62) 日本思想史辭典, 542-543.
63) 本居宣長全集2, 99.
64) 本居宣長全集2,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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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노아와레란 ‘고토의마음’ 또는 ‘모노의마음’을가리키는개념이다. 여기서

고토와모노(事物)는객관적인대상으로서각각의마음, 각각의아와레, 각각의정취, 

각각의맛을가지고있다. 그런것들을받아들이는것이 곧 ‘아는것’이고 ‘느끼는

것’이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고토와 모노에 접하여 느끼는

것이 곧 모노노아와레를 아는 것이다. 거기서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65)

노리나가의모노노아와레론이 ‘느끼는것’과 ‘아는것’을불이(不二)의자리에

서바라보는 ‘감성적인식론’66)이라는사실은의심할여지가없다. 하지만 고전
기초어사전이 “고토(事)는모노(物・者)와대비할때그특성이분명해진다. 모노

는 인간에게 있어 바꿀 수 없는 규칙이나 존재 혹은 원령 등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인간의힘으로할수있는의무나의욕적으로가능한행위를고토라한다.”(
古典基礎語辭典)고구분하듯이, ‘모노’와 ‘고토’가동일한개념은아니다. 그럼에

도 ‘모노의마음’과 ‘고토의마음’을 ‘아는것=느끼는것’이모노노아와레의핵심

이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바로이대목에서우리는미즈코가 ‘모노’에해당된다면미즈코공양은 ‘고토’라

고말할수있게된다. 아이를잃은어미에게아이의죽음은바꿀수없는엄연한

현실이다. 마찬가지로설령원령이되었다하더라도그미즈코가여전히어미의

사랑을받아야할자식임은전혀바뀌지않는다. 그래서미즈코는잊혀지거나버

림받은사물이아닌 ‘모노’로기억되지않으면안된다. 이리하여어미는때로는

죄의식을수반하는의무감으로, 때로는의욕적으로미즈코공양을게을리하지않

는다. 그렇게미즈코공양은 ‘고토’가된다. 그럼으로써궁극적으로모노(미즈코)의

마음과고토(미즈코공양의행위주체로서의어미)의마음이돌지장을사이에두고

서로 만나 모노노아와레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어린아이와지장보살이밀접하게결부되어있다. 지금도길가의지

65) 相良亨, 本居宣長 (東京大學出版會, 1978), 65.
66) 박규태,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모노노아와레론 재고: 감성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일본연구17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2) 참조.



미즈코(水子)공양과 지장: 현대일본인의 모노노아와레 159

장상에턱받이를걸어주거나장난감과과자등이바쳐져있는모습을쉽게볼수

있는데, 이는인도나중국과한국에서는볼수없는일본특유의가슴저린풍경이

다. 어려서죽은아이는부모의가슴에결코채워지지않는깊은동혈(洞穴)을만든

다. 한국인이라면먼저간자식에게마땅히해주었어야할것들, 해주고싶었던

것들을다해주지못했다는자책감에한(恨)이맺힐것이다. 이에비해일본인은

미즈코가사이노가와라에서받고있을고통에대한공감(모노노아와레)과그고통

을 부모 대신 씻겨주는 지장에의 의존감정(아마에)에 자신을 맡길 지도 모른다. 

어쨌든어린자식의죽음은부모를슬프게하므로염라대왕이불효죄를묻는데, 

이때지장보살이부모를대신해아이에게구원의사랑을베풀어준다는사이노가

와라의 이야기는 곧 모노노아와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장을 본존으로 하는

미즈코공양이 일본에서 성행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67) 

주제어: 미즈코, 미즈코공양, 미즈코지장, 사이노가와라, 모노노아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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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일: 2021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8일

67) 2008년에 미즈코공양에 관한 총괄적인 안내서이자 지침서인 향후 미즈코공양의
운영실천강좌(これからの水子供養運営実践講座)가간행되었는데, 그내용은불교
에있어미즈코공양의이론상근거, 구체적인공양법, 공양상담요령, 미즈코공양을
행하는사원의사례와해설등으로이루어져있다. 미즈코공양은향후에도낙태아들의
영혼공양으로서일정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鈴木由利子, ｢水子供養にみ
る胎兒観の変遷｣,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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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水子供養と地藏

Park, Kyutae (Hanyang Univ.)

1970年代以後現代日本社會においては新宗敎を中心とした宗敎ブームが廣く生

じたが, そのなかで特に注目すべき新しい現象としていわゆる｢水子供養｣を擧げ

ることができよう。今日水子といえば一般に死産兒や落胎兒あるいは幼いとき

に死んだ子供たちをさす。從來水子供養に関する硏究の觀點は大きく三つの流

れ, すなわち佛敎・神道・新宗敎などと結び付けて解釋する宗敎的な觀點, 落胎

をめぐった女性の選擇權を强調するフェミニズム的な觀點, そして水子供養の商

業的側面または豊かな社會における不安などの社會心理に焦点を当てる社會學

的な觀點に區分できる。本考ではこれらのなか水子供養の宗敎的文脈やその意

味に対する考察とあわせて文化論的な解釋を試みることにする. その際ことに傳

統的な日本的地藏觀念および｢賽の河原｣に関わる民俗信仰との接點に注目す

る。先行硏究では｢水子地藏｣のことを当たり前の前提とするがゆえに｢水子供養

において地藏が重要な媒介として登場する脈絡は何か｣あるいは｢水子地藏が子

供のイメージとして表象される理由は何か｣ひいては｢水子供養から伺えるよう

な日本的感性は何か｣というような問いに対しては殆んど問題にしていなかっ

た。このような問題提起に基づく本考の目的は, まずは宗敎的文脈を中心に水子

供養をめぐる様々な觀點をまとめてから, 日本的な地藏信仰と水子供養との關係

を求め, しかも窮極的に水子供養においてあらわれてくるような獨特の日本的な

感受性を｢物の哀れ｣という日本人の代表的な美意識と関連させて解明すること

にある.



164  종교와 문화

Key Words: 水子, 水子供養, 水子地藏, 賽の河原, 物哀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