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샤뮤가 〈바라공쥬〉에 튜영된 괄교젝 세계관* 

이용식(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1. 내드름 

t콰 방아시 아 계 동의 샤머 니 듬(Shamanism)이 청 동기 시 대 에 한반도에 유입 

""::Jf 되어 무교(꼬敎)로 정착한 이후 한민족은 불교 · 도교 · 유교 등의 외래종 
교를 받아들이면서 독특한 종교문화를 형성한다. 중국으로부터 외래종교가 들어 

오기 이전에 이미 토착화한 무교는 외래종교의 사상적 · 의례적인 요소를 대거 

흡수하면서 조선시대 이래 600년 이상 유지된 유교중섬의 전통사회에서도 민중 

의 종교로 굳건한 생명력을 지켜왔다. 특히 무교와 불교는 상호교섭을 통하여 한 

민족의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불교는 무교에서 산선( Ll I神)신앙 

과 칠성(七星)신앙을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불교 사찰에는 산선과 칠성신을 모시 

는 산신각과 칠성각이 있기 마련이다(<도판 1) ). 

불교가 종교예술적으로 우리 전통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훨씬 거대하다. 특 

히 무교 의례인 굿에 스며든 불교의 요소는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무 

당은 굿을 행하면서 승려의 복식을 흉내 낸 고깔을 쓰고 가사 · 장삼을 입기도 한 

다((도판 2) ). 죽은 이를 위한 굿을 하는 경우에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 이 논문은 제4회 동아시아불교학회(마산， 2006년 11월 18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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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 서울 봉원사 철성각(필자 촬영) 

망자의 극락왕생을 벨기도 한다.I 이 외 에도 무가{댄歌)의 상당 부분은 불가(佛家) 

에서 차용한 것이다.2 특히 불교의 내세관(來世觀)은 사상적으로 무교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친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무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무가에 내재된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 무교와 불교의 음악적 교섭을 알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l 

〈도판 2 ) r무당내력(포堂來양)~3 중 제석거리(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 졸저민속， 문화， 그리고 음악~(서울· 집문당. 2006) , 198쪽 

2 무가 사설에는 불가인 〈원적가(圓뒀歌) ) <왕생가(往生歌) ) <별회심곡()]IJ [U]心빼) ) 등에서 
차용한 사설이 매우 많다. 이 런 무가의 불가 차용에 대해서는 졸저황해도 굿의 음악인류 

학~(서울. 집문당， 2005) , 231-235쪽 

3 ~무당내릭」은 1885년 난곡(없깐)이라는 호틀 가진 사람이 서울 굿의 각 거리를 그램으로 
그려 설명한 책자이다. 크기가 각기 다른 두 책이 있는데， 두 책 모두 14면으로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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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이 굿에서 부르는 여러 종류의 무가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것은 

신(神)의 내력을 노래하는 서사무가이다. 서사무가는 신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 

로 장편의 이야기 구조를 갖는 노래를 일걷는다. 서사무가는 노래를 통해 선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선성한 것이다.4 또한 서사무가를 노래 

하는 무당이나 이를 듣는 단골에게 신성의 현존에 대한 규범적 메시지를 전달하 

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서사무가는 “문화적 도식의 규범적 틀을 제공"5하는 것이 

다. 이렇게 서사무가는 굿과 무교문화의 해석소6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사무 

가에 투영된 불교적 세계관을 조망하는 것은 무교문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알 

아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서사무가 중에서 가장 많이 연행되고 전 

국적인 분표 양상을 보이는 〈바리공주〉 무가이다. <바리공주〉 무가는 흔히 〈바 

리데기〉라고도 하고 지역에 따라 〈오구풀이>， <칠공주〉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바리공주가 무조선(띤祖神)이 되는 내력을 이야기하는 본(+)풀이 무가이다 7 

13변에 걸쳐 서울 굿의 13거리를 그림과 글씨로 설명하였다. 이 책에 실린 13거리는 부정거 

리(不챔巨댈). 감응청배(感應請댐， 속칭 산바라기) . 제석거리(帝繹끄멸). 별성거리(別멀E甲). 

대거리(大巨별， 속칭 최장군거라) . 호구거리(戶口E 면). 조상거리 (1뼈土E별) . 만신말명， 축귀 

(逢鬼) . 장부거리(唱歸巨里). 성조거리(成造巨및). 구릉， 뒷전이다. 

4 졸고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음악기호학적 연구J. 한국음악연구J 제38집(서울 한국국 
악학회 . 2005). 194쪽 

5 김성례무교 선화와 의례의 신성성과 연행성 J. 종교 · 신학 연구H 제 10집(서울 서강대 
학교 종교 · 신학연구소. 1997). 115쪽. 

6 해석소는 기호학에서 기호가 누구에게 전달되어 그의 마음 속에서 등가적이거나 더 발 
전된 기호로 만들어진 때， 그 기호를 앞서의 기호에 대한 해석소라 한다. 서사무가가 굿 혹 

은 무교에 대한 해석소인 것은 서사무가에 굿 혹은 무교를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담겨져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송효섭‘본풀이’의 기호학J. 한국기호학회 엮음기호와 해석 j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144쪽). 

7 서사무가는 그 내용에 따라 신의 내력을 이야기해서 신의 끈본을 푸는 본(本)풀이 무가 
와 신이 거주지에서 굿판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노래하는 노정기(路程記)로 나눌 수 있다 본 

풀이 무가로 유명한 것이 성주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성주풀이〉이고， 노정기로 유명한 것이 

군웅신의 노정을 노래하는 〈군웅노정기〉이다. 노정기는 판소리의 〈제비노정기〉로도 차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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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리공주〉의 연행 맥락과 불교적 사후관 

서사무가 〈바라공주〉는 흔히 〈바라데기〉라고도 하고 지역에 따라 〈오구풀이>. 

〈칠공주〉 등이라고도 한다. 바리공주는 오구대왕의 일곱 번째 딸인데， 오구대왕 

이 여섯 명의 딸을 낳고 일곱 번째도 딸을 낳고 화가 나서 버렸기 때문에 ‘버린 

공주’라는 의미로 바리공주 혹은 바리데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리공주의 아버 

지가 죽을 병에 걸리고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약수가 서전국에 있는데， 서천국 

은 바로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의미한다. 바리공주는 온갖 고생을 하며 서천국 

에서 약수를 구해오고 아버지를 살리게 된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무조신 

(파ilî빼벼)이 된다，8 아버지를 살리는 바리공주의 효행담은 전반적으로 유교적 

효(孝) 사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야기에는 구석구석 불교적 내세관이 숨겨 

져 있다. 

서사무가 〈바라공주〉는 여러 종류의 굿 가운데에서 죽은 이를 극락으로 천도 

시키기 위한 망자천도굿(亡者薦度찢)에서 연행한다. 망자천도굿은 오구굿 혹은 

오귀굿이 라고 하는데 , 지 방에 따라서 는 다리굿(평 안도) . 시 왕굿 혹은 수왕굿(황 

해도) . 망묵굿(함경도) , 새남굿(서울) . 씻김굿(전라도) 등이라고도 한다， <바리공 

주〉는 특히 망자전도굿 중의 한 거리인 말미거리에서 연행한다. 말미거리는 말명 

거리라고도 하는데， 말명은 무당의 조상선9으로 숭앙된다. 

이렇게 망자천도굿에서 〈바라공주〉를 연행하는 것은 바리공주가 저승을 관장 

하는 신이 되기 때문이다. 바리공주는 죽음을 통제하는 신이면서 동시에 죽음이 

라는 현상을 관장하는 신이다， <바리공주〉가 구송되는 제의가 죽은 이를 위한 굿 

8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성격과 특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태한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l(서울: 민속원. 1998) 참조. 

9 말명은 한자로는 만명(萬明)이라고 표기하는데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만명은 신라 
김유신장군의 어머니 이름으로 김유신장군을 모신 사당에서 어머니도 함께 모시던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당틀은 말명을 무조선으로 섬긴다. 무당틀이 굿당에 걸어놓 

는 무구인 명두(明圖， 明斗)를 말명의 열굴이라고 믿는 것도 무조신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 

다 일반 민가에서도 죽은 이의 옷을 고리짝 안에 담아서 집 방안의 윗부분에 설치하여 두는 

것플 말명이라고 한다. 굿음 할 때 이 옷음 꺼내서 무당이 들거나 입고 춤 추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떤 말명은 조상신인 것을 알 수 있다(최길성말명굿J.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찬) 7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85쪽). 



서사무가 〈바리공주〉에 투영된 불교적 세계관 103 

이고， 이 굿의 주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본풀이 무가가 바로 〈바리공주〉인 것이 

다. <바라공주〉를 특정한 거리에서 구송하는 것은 바리공주신을 청배하는 기능도 

있지만， 무조신의 힘으로 죽은 이의 혼령을 극락천도로 인도하는 의미가 강한 것 

이다 10 이렇게 바라공주를 통해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인간의 심라는 다음과 같 

은 무가에 나타난다. 

그 지옥문들을 바라보았더니 악어중생들이 염불공덕을 못 받아야 

저가 가는 베리데기님잉， 우리도 같이 데라고 가 주이소 

왕생극락을 같이 가 주소서 하고 애결복결 슬피 우는 소리가 

귀에 챔챔 눈에 삼삼 들리어 오네 

(강릉 송명희 창본) 

무교의 죽음에 대한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불교적 내세관이다. 인 

간의 사후에는 극락과 지옥이 존재하며， 망자는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려 명부(롯 

府)의 십대왕(十大王) 전에서 심판을 받아 극락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불교적 사 

후관은 무교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십대왕을 상정 

〈도판 3> 황해도 굿판의 십대왕 무신도(필자 촬영) 

10 졸고， 앞의글，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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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무신도를 굿당에 걸어놓기도 하고((도판 3)) , 십대왕을 노래하는 무가는 전 

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구송된다.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광대왕 

제삼전에 송개대왕 

제사전에 오광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철융대왕 

(인천 김매물 창본) 

사실 무교는 기본적으로 현세적 기복(祖福)신앙이기 때문에 불교가 수입되면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철학적 · 사상적 분야는 불교의 사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 불교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 사후관을 받아들인 무교에서 

죽은 이를 위한 오구굿， 그 중에서도 무당의 조상신을 받드는 말미거리에서 무조 

신에 대한 서사무가인 〈바리공주〉를 연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공주〉 

에는 불교적 사후관을 묘사하는 노랫말이 여느 서사무가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 

3. <바리공주〉의 연행 관행과 불교적 예술관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연행방식은 여느 무가의 연행방식과는 다르다. 예를 들 

어 서울굿은 보통 쌍피리(두 대의 피리) , 젓대(대금) , 해금， 장구， 북 등의 악기 

로 편성된 삼현육각(三鉉六角)을 기본으로 한다，11 그러나 서울 무당이 〈바리공 

11 현재는 쌍피리와 북이 편성되는 삼현육각으로 굿을 반주하는 경우는 드불고 피리， 대 
금， 해금의 삼캡이 편성에 장구를 더하는 것을 보통 삼현육각이라고 한다. 굿의 규모가 이보 

다 작을 경우는 피려와 해금의 양쟁이 편성으로 연주하고， 그 규모가 이보다 착을 경우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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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 무당의 바리공주 연행12 

주〉를 연행할 때에는 무당이 직접 외장구를 치고 방울을 흔들면서 서사무가를 

구송한다(<도판 4)). 

서울 오구굿에서 〈바리공주〉의 연행 방식이 독특한것은 만신이 외장구를 친 

다는 것이다 13 보통 장구는 악기를 가로로 놓고 장구의 북편과 채편의 양쪽 변을 

사당주(樂士호主; 악사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이)가 혼자 피리， 즉 외캡이로 음악을 연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2 국립문화재연구소중요무형문화재 저1]104호 서울새남굿l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57쪽. 

13 사실 무당이 서사무가를 부를 때 다른 악기의 반주를 물리고 장구 반주만으로 구송하는 
것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동해안굿에서 대부분의 무가는 장구， 팽과리 . 정 , 제금 등의 

타악기로 반주하지만， 세존굿， 심청굿， 제연굿 등의 거리에서 서사무가를 부를 때는 장구 반 

주만으로 연행된다 전라도굿에서도 대부분의 무가는 시나위 편성으로 반주하지만， 제석굿에 

서 서사무가를 부를 때는 당골(전라도에서 무당을 지칭하는 용어)이 직접 장구를 치면서 연 

행한다. 제주도굿에서도 본풀이라는 서사무가를 부를 때는 심방(제주도에서 무당을 지칭하는 

용어)이 직접 장구를 치면서 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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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만. <바라공주〉를 연행할 때 만신은 장구를 세로로 비스듬히 세워놓고 북채 

로 장구의 한쪽 면만을 치는데， 이를 외장구라고 한다. <바라공주〉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독특한 모습은 만신이 왼손에는 방울을 들고 흔든다는 점이다. 방울은 

굿에서는 선을 청하는 가장 신성한 의묻이자 소리를 만드는 기구(sound

producing instrument)이다 14 방울은 무당이 무가를 부르변서 일정한 시 점에 

일정한 시간적 길이로 흔들어 소리를 내는 훌륭한 소리를 만드는 기구이다. 무당 

의 방울은 특히 죽음과 관련된 상징성을 갖는다. 이는 방울의 금속성 소리가 선 

을 굿판에 청하고 신에게 죽음의 의식을 알리는 소통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바리공주〉를 부르면서 방울을 흔드는 것이다 15 

〈바라공주〉뜰 구송할 때 무당이 이렇게 악기 반주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 무가 

가 짖는 신성성(神띨性) 때문이다. 선성한 서사무가를 부르기 위해 무당은 악기 

반주를 극소화하고 노랫말의 전달을 통한 신 혹은 단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극 

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라공주〉라는 신성한 서사무가가 갖는 상징성이 

〈도판 5 ) 불교 승려의 염불 연행(필자 촬영) 

14 졸저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 . 93쪽 

15 방울은 죽음과 관띤된 상여소리에서 선소리꾼이 흔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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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y 이의 현시적 • 음악적 표현이 〈바리공주〉의 연행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6 

한편으로 〈바라공주〉의 연행방식은 불교 승려가 불경을 구송하는 연행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무당의 방울은 승려의 방울((도판 5)) 혹은 목탁에 해당한다. 이 

둘은 선을 청하는 악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승려가 방울이나 목탁을 두 

드리면서 선을 위한 노래를 부르듯이 무당은 방울을 흔들면서 신의 내력을 노래 

한다. 

불교 의식에서도 온갖 종류의 악기가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산재(靈山蘭)와 같이 규모가 큰 의식에서는 삼현육각을 연주하는 악사인 겸내 

취(籍內吹)와 대취타를 연주하는 취고수(吹鼓手)가 음악을 연주한다((도판 6) ). 

영산재는 죽은 이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의식이지만， 실제로는 국운의 융창과 사 

회의 발전， 그리고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기도 하다.17 이렇게 영산재는 

인간의 현세적 기복을 위한 의식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악가무(樂歌舞)가 연행되 

면서 의식에 참여한 중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불 

(禮佛)처럼 승려가 부처를 찬양하는 신성한 의식은 요란한 악가무가 없이 목탁만 

두드리면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도판 6 ) 서울 봉원사 영산재의 휘고수와 세악수(안재인 촬영) 

16 졸고， 앞의글， 201-202쪽. 

17 법현(김응기) .불교음악 영산재연구· 영산재의 구성과 그 신앙척 의의에 관한 연구，o(서 
울: 운주사， 1997) ,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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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굿이 죽은 이를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한 경건한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굿 

은 그 자체로서 신성한 종교의례이자 신명난 잔치판이기도 하다 18 신명난 잔치 

판의 분위기를 위해 굿판에는 질펀한 악가무가 펼쳐져서 굿판의 단골들에게 풍 

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신성한 서사무가인 〈바 

리공주〉를 구송할 때에는 요란한 악가무가 없이 방울과 장구만 연주하면서 경건 

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 죽음과 관련된 방울 

은 죽음과 관련된 〈바리공주〉의 엄숙한 기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 

다. 

4. (바리공주〉의 노랫말과 불교적 세계관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노랫말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다. 바리 

공주가 출생하여 신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이 외에도 불교에 

서 강조하는 각종 사상이 〈바라공주〉의 노랫말로 표출된다. 

1) 사회적 죽음과 재탄생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주인공인 바리공주의 캐릭터 형성은 불교적 영향을 많 

이 받았다. 바리공주는 국왕의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출생하였지만 부모로부 

터 버림을 받는 고행을 겪은 후 이를 극복하고 신이 된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가 

왕자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출생하여 고행을 거쳐서 신이 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바리공주는 비록 여성이지만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일생의 

과정을 거쳐 신의 지위에 오른다. 바리공주가 여성인 이유는 남성 신이 우위를 

점하기 이전의 전통신앙인 지모신(地母神)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리공주의 탄생에는 불교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다. 여섯 공주를 낳은 바라공 

주의 모친에게 태자를 날 수 있다고 일곱 번째 아이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은 서천서역 비리암의 화주승이다. 화주승이 부처님 전에 공을 들이면 태자를 낳 

을 수 있다는 말에 모친은 부처님전에 금불(金佛)을 바치고 무교에서 아기를 점 

18 졸저민속， 문화， 그리고 읍악，J.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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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주는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당인 삼신당을 짓고 백일치성을 드라면서 바리공 

주를 갖게 된다. 

고깔 위로 곁눈을 떠서 길대부인을 걷다보니 관상을 걷다 보는데 

딸은 공주님은 여섯이나 무질서같이 잘 기르고 있건만 

태자가 없어서 저레 걱정근심인 속에 

운무 자욱하듯이 걱정이 운무가 자욱하구나 

마마님은 자궁을 하야 무슨 걱정 근심이 그처럼 많습니까 

길대부인이 깜짝 놀래서 네 내 가정 형편을 어이 아노 

응당 필경 도사승인가가 보니 

옛날에 도사스님은 등등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댁 스님은 어에 가정형편 걱정 근심을 어찌 그리 잘 압니까 

예 내가 관상을 보니 알겠습니다 (중략) 

그러면 어찌 하면 태자를 보겠습니까 

예 태자 볼 수 있지요 

우리 절에 부처님전 공을 드리시오 

그랴변 대사는 어느 절에 계십니까 

예 서천서역 사십팔봉대 비리봉에 비리암카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가 화주승올시다 

우리 절의 부처념전 금볼부터 도금하고 삼신당 지어서 

미역천당 실어 올려 조석 미양 공양 드리고 석달 열흘 백일공 드리고 

칠성불공 나한불공 드리고 미록불공 드리고 불공 드라고 

(통래 김경남 창본) 

이렇게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면 태자를 낳게 된다는 화주승의 램에 빠져 바 

리공주의 모친은 일곱 번째 아이를 낳게 된다. 이는 〈심청가〉에서 몽은사 화주승 

의 렘에 빠져 공양미 삼백석 시주를 럽석 약속하는 심봉사의 모티브가 된다. 

바리공주가 출생하는 과정에도 불교 신의 공덕이 작용한다. 이는 바라공주를 

잉태하는 태몽에서 드러나는데， 부처님과 미록보살님의 지시로 바라공주를 잉태 

하게 된다. 바리공주를 잉태하는 날짜도 부처님 오선 날인 사월 초파일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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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봉 비리암절에 부처님 미록보살님네가 

귀댁으로 지시하여 이제 찾아 왔나이다 어여세 여기소서 

품안에 냄큼 안기거늘 깜짝 깨니 꿈이라 남가일몽이로구나 

(동래 김경남 창본) 

갑자 사월 초파일에 오색 채우더니(중략) 

석불보살 미록보살님계 태기를 지시커니 

딸이라 생각말고 귀엽기 여기소서 

품안으로 달려드니 

꿈을 깨어 몽사를 의논허니 남가일몽이로구나 

(고흥 박순자 창본) 

부처와 석가여래의 공덕으로 잉태한 아이는 공주가 분명하다는 무당의 점패가 

나왔는데도 대왕은 출산을 강행한다. 특히 대왕은 꿈에서 은금보화가 노적에 가 

득하기 때문에 세자가 분명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는 사내아이가 재복을 

타고 난다는 남아선호사상의 발로이기도 하다. 결국 남아를 선호하는 유교적 사 

고와 디불어 부처와 석가여래의 공덕이라는 불교적 기원이 혼합되어 바라공주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석가세존 공덕으로 삼신이 진을 치어 일곱째 공주가 분명하오 

이대로 대왕님전 아뢰니 대왕마마 하시는 말씀이 

몇저녁에 꿈을 꾸니 은금보화 노적에 가득 놓였으니 

세자가 분명하니 열달을 곱게 채우라 하시네(중략) 

하루 한나절 중전마마 거동보소 

앉딘지 굽던지 하시더니 순산을 하시었으니 

일곱째 공주를 탄생하시었구려 

(공주 노재용 창본) 

이렇게 공주가 분명하다는 점패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남아선호 

사상의 반영이다. 그렇지만 석가여래의 공덕으로 잉태한 일곱째도 여아이고， 결 

국 공주는 버림을 받게 된다. 바리공주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이라는 전이과정을 겪어서 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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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 서울 봉원사 영산재 나비춤 (안재인 활영) 

이 되기 위해서는 극적인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극복해야 신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다. 이는 인고의 세월을 거친 후 화려한 나비로의 재탄생을 상징하 

는 불교 작법(作法)의 하나인 나비춤의 주제와 같은 것이다((도판 7)). 이렇게 사 

회적 죽음을 통해 이렇게 죽음이라는 전이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은 

〈섬청가〉에서 심정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 죽음의 전이과정을 거쳐 왕후로 재 

생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2) 인과응보 사상 

〈바리공주〉에는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서사 

무가를 통해 인간이 생전에 선행을 하면 극락으로 간다는 불교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바라공주를 데려다 키우는 것은 비럭공 

덕 할미 · 할아비인데， 이들은 생전의 공덕으로 인해 석가여래에게서 바리공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석가세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무슨 공덕을 하였느냐 

비럭공덕 할멈 하는 말이 부모님 무슨 공덕을 하였느냐 하시니 

월천강에 다리를 놓아 월천공덕 하였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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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없는 사람 밥을 주어 구난 공덕하고 

옷 없는 사람 옷을 주어 공덕을 하였느니라 

그러변은 석가세존이 하는 말이 

부모없는 자손 갖다 데려다 길러도 큰 공덕이라 하시니 

(공주 노재용 창본) 

이렇게 평소에 공덕을 쌓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은 무교의 현세 

적 기복신앙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석가세존 하는 말쌍 

이 아기를 데려다 기르면 없는 집도 생기고 

옷과 밥이 절로 생길 것이니 데려다 기르라 하옵시고 

문득 갈대 없거날 그제야 부처님인 줄 알고 

서천으로 향하여 들어가니 함전이 되뇌였거늘 

(서울 문순덕 장본)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은 무가에 받아틀여지면서 현셰적 보상으로 표출된다. 단 

순한 철학적 사유로서의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라 현실적 표출로 나타나는 것은 

불교의 추상적 세계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무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다. 

3) 지옥 신앙 

〈바리공주〉에는 불교의 사후관， 특히 지옥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타난다. <바 

라공주〉에 나타나는 지옥의 종류는 억만지옥， 칼산지옥， 불산지옥， 독사지옥， 한 

벙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물지옥， 흑암지옥 등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옥의 형태에 대해서도 서술되는데， 지옥은 철성 (f歡成)이 하늘에 닿고 그 속에 

든 죄인은 형을 받아 눈 뺀 죄인， 팔 없는 죄인， 다리없는 죄인， 목 없는 죄인 등 

으로 표현된다. 

아거 중생들이 오고 있네 열대문이가 있구나 

제일 지옥문이가 있는지라 갈곳자 지옥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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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지옥문은 부랄자 지옥문이요 

제삼 지옥문은 얼음빙자 하는 지옥문이라 열려있제 

제사 지옥문은 물수자 급수지옥문이가 열려있네 

제오 지옥문은 백발자 벨설지옥문이 열려 있고 

제육 000 사자 독사 지옥문에 열펴있고 

제칠은 앉을 좌자 좌층지옥문이 열려있고 

제팔에는 톱거나 거해지옥문이 열려있고 

제구에는 쇠철자 철산지옥문이 열려있고 

열에 열쪽에 마지막 문에는 00칸 지옥문이 다 열려 있네 

그 지옥문들으 바라보았더니 악어중생들이 염불공덕을 못 받아야 

저가 가는 베리데기님잉. 우리도 같이 데라고 가 주이소 

왕생극락을 같이 가 주소서 하고 애결복결 슬피 우는 소리가 

귀에 챔챔 눈에 삼삼 들리어 오네 

(강릉 송명희 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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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교의 지옥관이 무가에 도입된 것 

으로서 망자의 극락왕생을 불력(佛力)에 의존하려는 무교적 욕망을 반영한 것이 

다. 이는 바라공주의 일곱 아들은 저승의 십대왕이 되고 바리공주는 보살이 되어 

망자의 극락왕생을 돕는다는 〈바리공주〉 무가의 종결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바리공주 일곱 아틀은 저승에 십대왕이 되어 

먹고 입게 점지한 후에 

바리공주는 인도국왕 보살이 되어 

절에 가면 수륙제 만발 공양 받으시고 

들로 나라시변 큰머 려 단장에 은아몽도리 

(서울 문순덕 창본) 

공주 하온 말씀 서방정토 극락세계 삼십육만일 

십일만 구천오백 동명 동호 대자비 아미타불 극락세계 시왕 가리 시왕 가고 

극락 가리 극락 가리 간 연후에 

슬프다 아모 망제도 바라공주 낭화 덕에 시왕세계 왕생천도 하옵소서 

(서울 문순덕 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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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무교의 사후관은 불교의 사후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 

에 인간의 죽음과 관계된 망자천도굿에는 다른 굿에 비해 불교적 세계관이 훨씬 

많이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망자천도굿에서 노래하는 〈바라공주〉에도 불교적 

내세관이 표현되는 것이다. 결국 무교에서는 죽음을 관장하는 불교 신으로 재생 

하는 바리공주， 즉 불교와 무교의 양면성을 가진 선을 통하여 망자의 극락왕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5. 맺는말 

고대에 한반도에 유입된 무교는 이후에 전해지는 외래종교와 상호교섭을 통하 

여 끊임없이 탈바꿈하게 된다. 무교는 특히 불교와의 상호교섭을 통하여 철학 

적 · 사상적으로 한단계 성숙된다. 무교는 주로 현세적 기복신앙에 근거한 것이었 

기 때문에 불교의 세계관을 대폭 수용하고， 특히 불교의 내세관을 수용하여 죽음 

과 관련된 사상을 전면적으로 탈바꿈한다. 즉， 무교에서도 인간은 사후에 명부의 

십대왕 전에서 섬판을 받고， 극락이나 지옥에 간다는 불교적 내세관음 잦게 된 

다.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불교적 세계관은 죽음의 의식인 망자천도굿에서 뚜렷 

하게 나타나며， 굿에서도 가장 신성한 서사무가에 투영된다. 이 글에서는 망자천 

도굿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인 〈바리공주〉를 통해 무교에 투영된 불교적 세계관 

을 조망해 보았다. 

〈바라공주〉의 주인공인 바라공주는 사회적 죽음과 재탄생을 통하여 저승을 관 

장하는 신이 된다. 즉， 죽음을 통제하는 신이면서 동시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관 

장하는 신이다. <바리공주〉가 구송되는 제의가 죽은 이를 위한 굿이고， 이 굿의 주 

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본풀이가 바로 〈바라공주〉이다. <바라공주〉를 특정한 굿거 

려에서 구송하는 것은 바리공주선을 청배하는 기능도 있지만， 무조선의 힘으로 죽 

은 이의 혼령을 극락천도로 인도하는 불교적 내세관이 담겨있는 것이다.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연행방식은 여느 무가의 연행방식과는 다르다. 예를 들 

어 서울굿에서는 삼현육각 편성의 음악이 따르지만 〈바리공주〉는 무당이 직집 

외장구를 치고 방울을 흔들면서 서사무가를 구송한다. 이런 연행방식은 불교 승 

려가 불경을 구송하는 연행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불교에서도 규모가 큰 의식인 



서사무가 〈바리공주〉에 투영된 불교적 세계관 115 

경우에는 각종 악가무가 연행되지만， 엄숙한 신성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승려 

가 방울이나 목탁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볼경을 구송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 

공주〉를 구송하는 무당은 다른 악기의 반주가 없이 스스로 죽음과 관련된 악기 

인 방울을 흔들고 장구를 치면서 엄숙하고 신성한 서사무가를 구송하는 것이다. 

서사무가 〈바라공주〉의 전체적인 주제는 아버지를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효행 

이라는 유교적 사고이다. 그러나 〈바라공주〉의 노랫말에는 불교적 내세관이 반영 

된 부분이 무수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바리공주의 출생에는 부처의 공덕이 작 

용하고， 바리공주의 사회적 죽음과 재탄생에도 부처의 은덕이 작용한다. <바리공 

주〉의 노랫말에는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이나 지옥관 등과 같은 내세관이 나타난 

다. 이는 현세기복적인 무교가 죽음과 관련된 불교 철학을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 

이다. 

결국， 서사무가 〈바리공주〉는 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무가이지 

만 내용적으로는 불교적 내세관을 담고 있고， 연행적으로는 불가 연행의 모습을 

차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무가의 내적 · 외적 모습에서 무교에 미친 불교의 영향 

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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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hamanism and Buddhism have a grea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performing arts. The two religions have 

assimilated into each other so much that there are so many features that 

we can find the influences of each other. For instance, the shaman wears 

the Buddhist robe and hat when s/he presides over the seances. S/he 

sings the words "N ammu Amita Buddha" to console the dead to the 

nirvana. Many shaman songs have lyrics borrowed from Buddhist songs. 

Especially, the Buddhist philosophy of the afterlife is adopted by the 

shamans in their rituals. In this paper, I will explore how the shamans 

express the Buddhist philosophy in their epic songs focusing on an epic 

shaman song, entitled Princess Bari, which is performed nation-widely 

during a seance. 

The epic shaman song, Princess Bari, is a long chant describing the life 

of the heroin who was thrown away by her parents because she was 

born as the seventh daughter and became the first shaman after she 

saved her father from death. The Princess Bari became the deity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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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rge of the afterlife experiencing the social death and rebirth. This is 

the reason the song depicting the life of the Pricenss Bari is performed 

during a seance in order for the shaman to ask the almighty power of the 

deity to secure the soul of the dead to the nirvana. 

The performance of the epic song is peculiar to other shaman songs. 

The shaman normally chants the song with the self-accompaniment of the 

drum and bell-rattle. This performance practice resembles the Buddhist 

monk's chanting of sutra with the self-accompaniment of the wooden 

gong and hand bell. When the shaman and the monk presides over a 

secular and somber ritual, s/he normally sings a chant without the 

accompaniment of many musical instruments. 

There are so many words depicting the Buddhist philosophies in the 

Princess Bari. The Shamanism which prays primarily for the mundane 

wishes of the people has adopted the Buddhist philosophy of the nirvana. 

This is why the shaman's epic song has so many words borrowed from 

the Buddhist ideology of the after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