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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e diffusion and the receptive process of new culture with 
examining the costume of Ksitigarbha Bodhisattva Buddist drawings, which were drawn by our 
people in the Koryo dynasty.

I classified each part of the costume of Ks辻谊arbha Bodhisattvas and found out overall 
가laracteristics and analyzed their mean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re were several 'du-guns' of peculiar types, Ksitigarbha Bodhisattvas were 
supposed to have 언u-gim' before Buddhism was diffused throughout China 나irough the West. 
The type of ^u-gun* was developed more and more through 나le West and appeared as the type 
°f of Ksitigarbha Bodhisattvas in Ji-Jang Do* in 나le Koryo dynasty. And the peculiar 
type of du-gun was supposed to have be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stume of Taoism in 
those days.

Second, I 나link that 나le Buddhist defication of 나costume in Ksitigarbha Bodhisattvas was 
a phenomenon in the process that belief in Ksitigarbha was united with popular belie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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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ly diffused and became to have its important meaning of its own.
Third, the feminine tendency of the costume in Ksitigarbha Bodhisattvas is supposed that the 

meaning of the early goddess remained partly in the costume even though Ksitigarbha 
Bodhisattva was god in India,

Fourth, Several round shape designs are supposed to be affected by the diplomatic relation
ship with the West.

As mentioned above the costume 'Ji-Jang Do' in the Koryo dynasty was affected by china's, 
India's, and several countries' in the West.

The costume of ,Ji-Jang Do' in the Koryo dynasty is supposed to have cultural factors of 
world-wide in that ga-sa was Gandira style based on Hellenistic art.

Therefore, the reception of new culture was selective on the basis of the country's need and 
this new culture was changed into something peculiar to affect other countries simultaneously 
with reception.

I.序論

民間信仰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地藏菩薩圖 

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高麗地藏圖상에 

보여지는 地藏菩薩의 복식 에는 다소 독특한 점들 

이 발견되고 또한 高麗地藏圖의 특징으로 알려진 

地藏菩薩의 頭巾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되긴 하였으나。많은 의문점과 미진한 점이 

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불화 중에서 

우리 민족에게 널리 신앙되어 그려진 地藏菩薩圖 

에 표현된 복식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 .造成背景 

을 알아보고 이들 배경들이 地藏菩薩 복식의 構 

造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地藏菩薩 복식에 

서 보이는 形態的 意義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불화들은 대부분 14C이 

후 즉 고려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전기의 작품은 

全無한 편으로, 현재에 전해지는 고려시대 地藏 

菩薩圖는 총 32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연구자가 

구할 수 있는 주존의 형식인 地藏菩薩圖 중에서 

각 지장도별로 地藏獨尊圖 5점, 地藏 및 他尊像 2 
점, 地藏三尊圖 1점, 地藏 및 天部圖 1점, 地藏十 

王圖 4점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高麗地藏菩薩圖에 나타난 복식올 연구함에 있 

어 본 연구는 地藏菩薩의 복식만을 대상으로 하 

고 그외 인물들의 복식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분석해 나가는 도중에 실물 원형을 접하 

지 못하고 슬라이드와 도판에 의지하여 분석올 

함에 있어서 색채 및 형태 분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 할 가능성도 있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차후의 다른 연구에 의해 

오류가 발견될 당시 시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 

다.

n. 高麗地藏菩薩圖의 造成 背景

1, 地藏信仰의 由來 및 傳播

大地의 德을 擬人化한 地藏菩薩은 인도신화 가 

운데 Brahman敎의 地天（地神）에서 유래된 것이 

다. 地天은 인도 아리안 족의 신화에서 최고의 여 

신으로 대지를 신격화한 것이다. 원명은 Prthivi 
라하며 12天 가운데 하나로 下方의 地를 수호하 

고 大地神女의 이름에 의해 재산을 모으고 병을 

치료하고 적을 항복시킬 때 초청되는 女神으로 

신앙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와 경로는 아직 밝혀져 있

1） 문명대, 고려불화, （서울:열화당）, 1991, pp.28-49.
•佐和隆研，地藏菩薩（0展開，佛敎藝術97號（東京：佛敎藝術學會，1974）, pp.10-11.
• 김정희, 조선후기 지장보살도의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83）, P.22.
•河原由雄，燉惶畫地藏圖資料，佛敎美術97號，P.113.
•松本榮一，焯惶畫CO硏究圖像篇，（東京：東方文化學院東京硏究所，1937）, PP.375.

2） 權熹耕, 高麗의 地藏菩薩圖, 慶北 大東洋 文化硏究 5集.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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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후에는 이를 男神으로 여겨 后妃마저 

만들어 함께 신앙할 정도로 남신화되었다針.

이러한 Prthivi는 자연물이었던 대지에 대한 

의인화라는 점에서 희랍신화의 대지 여신과 동일 

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고대인에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 

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도에서 시작된 地藏菩薩에 대한 신앙 

은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서역을 경유하여중국 

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서역지방에서 행해진 불교는 인도 불교 

그대로는 아니다. 서역지방에 행해진 불교는 이 

미 서역의 문화가 더해져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 

었다. 더욱이 그것은 신앙을 하는 민족과 그 행해 

진 지역에 따라 적지 않은 지방색을 가지고 있었 

다. 일찍이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서역을 경유함 

에 따라 이미 어느 정도의 변모를 보인 불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叫

지장신앙의 중국 전래 연도는 그 상한선을 3C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즉, 晋 

時代에 지장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晋으로 부터 

六朝時代, 隋의 통일을 거쳐 唐時代로 이어지는 

동안 지장사상은 중국적인 가감에 의해 상당히 

중국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장사상은 隋時代에 오면「地藏十輪經」에 

관한 數種의 저술이 있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지장신앙의 기초는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본 

다. 다만 帽라든지 錫杖 혹은 衣裝둥이 지금과 같 

은 모습으로서 地藏菩薩신앙으로 발전된 것은 唐 

時代였다고 본다. 즉「預修十王生七經」이 성립된 

이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地藏菩薩에 대한 

신앙이 현세적인 이익이나 소망에서 보다 冥府世 

界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널리 신앙되기 

시작한 것도 十王經이 출현한 이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R

우리나라에 지장신앙이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삼 

국통일기를 전후하여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나한, 관음보현, 달마 

둥이 주로 신 앙되었다고 하나 고려 시 대 이 전에 

이미 지장신앙이 일반 민중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으므로 지장신앙은 불교의 전성기였던 고려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 

다.

「高麗事」에 의하면 忠肅王 H^一年 條에「丁末, 

地藏坊里 三百家, 火」란 기록이 있으며, 恭愍王 

元年에는「五月戊寅, 以誕日, 設道 場于內殿三 

日，宰相欲上壽，王日宴心殺生其以宴錢飯僧一 

千地藏, 王方信佛百官皆爲王 設祝壽齊j란 기록 

이 있다. 즉, 지장방리란 마을이 있었다는 것은 

지장신앙이 민간생활에 파고 들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으며 恭愍王條의 기록으로는 지 

장신앙이 살생 흑은 來世의 福樂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高麗 

圖經」第十七柯宇靖國安和侍條에 彌陀當殿의 

「西廡地藏王」이란 기록이 있어 地藏菩薩畫가 걸 

렸던 장소와의 관계와 그 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의 地藏菩薩을 지장왕보살이라고 

칭한 것은 地藏菩薩의 위치가 인도불교에서 보다 

더욱더 중요해 졌음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2. 高麗의 地藏菩蔑圖

地藏菩薩圖에 대한 기록으로는〈三國遺事〉 

卷三 塔像第四, 臺山五萬 眞身條에9）地藏房을 설 

치하고 圓像地藏과 붉은 바탕에 八大菩薩을 수반 

으로, 一萬地藏傷을 그려 봉안하고 福田五名이 

낮에는 地藏經, 金剛般若經을 일고 밤에는 占察 

禮懺을 행 하게 하고 이 름을 金剛社이라 하였 다” 

는 기록이 있다.

3） 權熹耕, 앞의 글, p.220.
4） 深銀容譯, 中國佛敎史槪說, （줖北:圖光大學校 出版社, 1984）, p.26.
5） 심은용역, 앞의 글, p.26.
6） 金玲珠, 朝鮮時代佛書 硏究, （서울:知識產業社, 1986）, p.80.
7） 김정회, 조선후기 지장보살도의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불교미술사학과, 1983） p 20
8） 權熹耕, 앞의 글, p.222.
9） “•••赤任（佐）南臺南面置地藏房安HI像地藏及赤地商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像福田五員書讀地藏經金剛般 

若夜占察禮懺稱金剛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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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 대 초기 地藏菩薩圖에 대 한 문헌 자료로 

서는「高麗圖經」卷 17의 靖國安和寺條를 들 수 

있다叫

즉, 阿彌陀堂에 觀音과 藥師를 봉안하고 東廨 

에는 祖師象을 西廡에는 地藏像을 그렸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地藏菩薩圖가 봉안된 곳이 아 

미타전이라는 사실은 당시의 지장신앙이 아미타 

신앙과 결부되어 정토 신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의 사찰에 지장 

전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많은 地藏菩菠圖가 

제작되었으리란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으나, 현 

존하는 고려의 地藏菩薩圖는 대개 고려후기 즉, 

13, 4세기에 조성된 것들로선행연구는 밝히고 

있다.

圖像構成에 따른 地藏菩薩 服 
飾의 形態 및 構成

地藏菩奩이 주존의 형식으로 그려진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地藏菩薩圖를 도상구성에 따라 地藏 

獨尊圖, 地藏 및 他尊像, 地藏三尊圖, 地藏 및 天 

部圖, 地藏十王圖의 순으로 나누고자 한다.

본장은 地藏菩薩圖의 도상구성에 따라 地藏菩 

薩에게 표현해 준 복식의 형태 구성 및 그 특징들 

을 살펴보고자 하며 圖像構成에 따른 복식표현에 

대한 차이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地藏菩薩의 복식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地藏 

菩薩이 제일 겉에 걸친 옷을 袈裟, 하반신에 직접 

감아 입은 치마를 裙, 허 리부분을 묶어 裙을 고정 

시킨 끈을 腰帶로, 어깨를 덮는 布를 覆肩衣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오는 가슴을 가리기 

위한 속옷을 僧却崎로, 裙밑의 부분을 禳 둥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자 한다.

1.地簸獨尊圖

지장독존도의 경우 돈황에서는 幡薔로서 많이 

조성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입상으로 단 

독의 지장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보통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총 7점이 있으나 연구의 

한계상 아래의 5점의 지장 독존도만을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림 1)〜(그림 5)
5점의 지장독존도는 立像이 3점, 半珈像이 2점 

이 었는데 반가상인 경우에는 寶珠만을 들고 있었 

다.

이들 가운데 日本 德川黎明會 所藏의 것과 日 

本 根津美術館 所藏의 것이 서로 유사해 보이는 

데 반해 한국 중앙박물관 所藏의 지장도는 다른 

표현방식을 보였다.

5점의 지장도중 3점의 지장도가 頭巾地藏이었 

고, 대부분 녹색의 기운이 도는 갈색의 袈裟를 입 

고 覆肩衣를 걸쳤는데, 의복의 많은 부분에 禳을 

대었다. 한국 중앙박물관所藏의 지장도를 제외한 

나머지 4점의 지장도에서 보이는 地藏菩薩의 裙 

은 붉은 색이었고 위 • 아래에 禳을 대어 주었는

〈그림 1> 東京 德川緊明會 所藏.

(43.9X 105.1cm)

10) “…西門日孝思院後有殿曰彌陀堂殿之間有兩廈其一以奉觀音又其一以奉藥師東廨繪祖師像西應繪地藏

11) 김정희, 앞의 글, P.33.
⑵ 임영자, 한국 종교복식, 서울 : 아세아 문화사, 1990),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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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日 本 東京 根津美術館 所藏.

(45.9xl07.6cm)
〈그림4> 日 本愛知養壽寺所藏.

(78.3 X 143.4cm)

〈그림 3> 日 本 福岡 善導寺 所藏.

(43.5xlll.0cm)
〈그림5> 한국국립중앙박물관所藏.

(12.0x2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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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끝부분에 화려 한 장식 이 달린 腰帶로 묶어 고 

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나머지 4점에서 보이는 

地藏菩薩은 화려한 裝身具를 착용하고 있었다.

2. 地藏 및 他尊像

地藏菩薩이 관세음보살 혹은 아미타불과 나란 

히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

觀音 • 地藏圖는 관음과 지장이 나란히 그려져 

있는 경우로 관음이 현세의 여러 고난을 배제해 

주는 이익이 있는 반면, 지장은 죽은 후 내세의 

福德을 맡은 보살로 신앙되어 졌기 때문에 내외 

의 이익을 위해 이둘을 결합한게 아닌가 라고 김 

정희는 말하고 있다 1".
阿彌陀 • 地藏圖는 아미타불과 地藏菩薩이 나 

란히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현재 보존되어 있는 

고려불화 중에는 觀音 • 地藏圖 2점, 阿彌陀 • 地 

藏圖 1점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아래의 아미타 

• 지장도, 관음 • 지장도 각각 1점씩만을 분석하 

고자 한다. (그림 6), (그림 7)
觀音 • 地藏圖, 地藏 阿彌陀 • 地藏圖는 유사해 

보이는 立像의 형태였다. 地藏菩奩은 검은색의 

頭巾을 쓰고, 녹갈색의 袈裟와 覆肩衣를 걸치고 

갈색의 禊을 댄 붉은 색의 裙을 입고 허리부분은 

腰帶로 묶어 고정하였다. 소박한 腰帶의 끝부분 

장식처럼 裝身具들도 약간은 소박한 형태를 보였 

다.

그런데 이들 두 지장도의 복식 사이에는 다소 

의 차이점도 보이는데, 頭巾의 길이에 있어서 H 
本 南法華寺 所藏의 지장도에 표현된 頭巾이 다 

소 길어 보였다. 그리고 袈裟의 여밈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 어 미국 메트로폴리 탄 所藏의 것 이 

길게 늘어뜨려 걸친 형태인데 반해 日本 南法華 

寺 所藏의 것은 왼어깨 부근에서 끈장식고리로 

묶어 고정하였다.

3. 地藏三尊圖

본존인 地藏菩薩을 중심으로 왼쪽에 道明 오른 

쪽에 無毒鬼王이 협시하고 앞에 獅子가 묘사되기 

도 한다. 이 형식은 三尊의 형태를 취하여 本尊으 

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도상으로 석

13) 김정희, 앞의 글, p.28.

〈그림6> 미국메트로폴리탄미술관所藏.

(45.9x90.2cm)

〈그림 7> 日 本 奈良 南法華寺 所藏.

(36.4X 105.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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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삼존, 아미타 삼존둥에서 그 모티브를 빌려 온 

듯하다

弛藏圖上에 도명과 師子가 출현하게 된 경유에 

대한 근거로「環魂記」戚를 들 수 있다.

반면, 무독귀왕이 地藏菩薩과 연결되는 것은 

宀리나라 특유의 도상으로「地藏菩薩本願經」⑲에 

근거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작품으로 日本 申奈川 圓覺寺의 地藏 

三尊圖 （130.0 x 239.4cm）가 있다. （그림 8）
전체적으로 녹색의 기운이 많이드는 이 半珈像 

의 지장도는 오른손에 보주 왼손은 손바닥을 위 

로하여 들고 있는 형상이 다.

지장삼존도에 나타난 地藏菩薩은 대부분 지장 

도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地藏菩薩의 복식인 

검은색 頭巾, 녹색기운이 도는 갈색의 袈裟, 붉은 

색의 裙을 착용한 보통의 地藏菩離의 복식과 다 

스 차이를 보였다. 그리하여 地藏菩薩은 녹두색

頭巾을 쓰고, 붉은색 袈裟를 걸쳤으며, 녹두색의 

覆肩衣와 裙을 입고 裙의 허리부분을 녹두색 腰 

帶로 짧게 묶고 있었다.

I 地藏 및 天部圖

중앙의 地藏菩薩 좌우로 지장의 권속이 따르는 

경우로 지장은 손에 錫杖이나 寶珠를 잡고 半枷 

坐를 한 형태로 좌우에는 도명존자 및 무독귀왕 

이 가장 뚜렷이 협시하고 범천, 제석천 및 사천왕 

등이 배치된다.

현존하는 작품으로 한국 호암미술관 所藏（55. 
6X104.3cm）이 있다. （그림 9）

이 지장도는 크고 둥근 얼굴과 풍만한 몸집에 

비해 손발이 작게 묘사된 半枷像의 지장도로 地 

藏菩薩은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왼손은 왼무릎 

에 자연스럽게 걸친 형상을 하고 있다.

地藏 및 天部圖의 地藏菩薩은 검은색 頭巾을 

쓰고 연갈색의 袈裟를 걸치고 禳을 두른 覆肩衣 

와 槍을 입 었으며 화려 한 裝身具를 하였다.

5.地蔵+王圖

地藏菩薩과 권속그림에 시왕을 첨가한 형태로 

서 가장 복잡한 그림 이다. 시왕은 道家의 지옥사 

상에 Mani교의 지옥에 관한 思考가 더해져 기 원 

한 것으로卩） 당대말부터는 地藏十王圖이 급히 세 

간에 유행하게 되어 현재 돈황에 많은 예가 남아 

있다.

형태는 地藏菩薩의 주위를 시왕 및 판관들이 

두겹내지 세겹으로 둘러싸고 뒷부분에 菩薩衆과 

聖衆을 배치하는 경우와, 시왕들이 독립된 형태 

로 地藏菩薩의 양쪽으로 배치되고 앞에는 판관과 

使者등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살은 六 

道를 상징하는 六菩薩이 그려지고, 十王은 대부 

분 관을 쓰고 笏을 든 모습이나, 제 5염라대왕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무사의 모습으로 묘사되 

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까지 전해진다고 알려진 地藏十王圖는 총 

10점이 있으나 구할 수 있는 자료는 6점이었다.

14） 김정희, 앞의 글, P.28.
15） 松本榮一，燉煌薔＜0硏究圖像篇（東京，東方文化學院東京硏究所，1937）, pp.377-379.
16） 河原由雄燉惺畫地藏圖資料，佛敎美術97號,p.123.
17） Pak Young-Sook "Ksitigarbha as Supreme Lord of the Under world : A Korean Buddhist Painting in 

the Museum fiir Ostasiatische Kuns : in Berlin" Oriental Art, Vol X X HL No. 1（spring, 1977）,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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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한국 호암미술관所藏.

(55.6 X 143.5cm)

〈그림 10> 日 本 東京 靜嘉堂文庫 所藏.

(55.9 X 143.5cm)

〈그림 11> 日 本 慈恩寺 所藏(58.8x115cm).

립12> 서독베를린동양미술관所藏.

(59.5 X 109.0cm)

그러나 日本 知恩院의 地藏十王圖는 후대에 일본

一 184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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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日本 岡山 日光寺 所藏.

(58.9xll6.4cm)

에서 地藏菩薩을 다시 채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日本化된 둣 고려의 地藏菩薩의 복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에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아래의 

4점만을 분석코자 한다. (그림 10)~(그림 13)
4점의 地藏十王圖중 日本 慈恩寺 所藏의 地藏 

十王圖의 地藏菩薩 복식이 다소 독특해 보였다. 

4점의 地藏十王圖중3점이 頭巾지장이었는데 대 

부분의 地藏菩薩은 검정색頭巾을 쓰고 녹색기가 

도는 갈색의 袈裟를 걸치고 다른 지장 보살과 마 

찬가지로 覆肩衣와 붉은색 裙을 입고 화려한 裝 

身具를 하고 있었다.

虬地藏菩薩服飾의 性格과 意義

地藏菩薩의 형상에 대한 여러 經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中略) 地藏菩灘과 그 권속들이 모두 聲 

聞의 모양을 하고, 여기에 오기 위해 神通力으로 

이같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니라........... "18) 19 20 21 22

18) 김정희, 앞의 글, P.20.
19) 김정희, 앞의 글, P.20.
20) 김정희, 앞의 구 p.20.
21) 김정회, 앞의 글, p.20.
22) 立川武卷著, 金备山譯, 만다라의 신들, 서울 동문선 문예신서, (1991), p.93.

“……地藏眞大士, 社多功德을 갖추고 聲聞의 

色相을 나타내어……

-……다음에는 畫像法을 설명한다. 聲聞形像 

이 되고 袈裟를 걸치고 단은 左肩을 덮는다.”20〉

“……안에는 菩薩의 行을 숨기고 밖으로는 比 

丘의 像을 나타낸다. 左手에 錫杖을 짚고 千葉의 

靑蓮華에 安住한다.”河

여기서 보면 地藏菩薩은 성문 비구의 형상을 

하고 왼손에 보주 오른손에 석장을 짚고 있는 모 

습으로 일반적 인 보살이 在家 俗人貴族의 형상임 

을 고려해 볼 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인도 대승불교를 직접 이어받은 네팔의 

만다라에 표현된 地藏菩薩은 천관을 쓰고 오른손 

에 觸地印, 왼손에 蓮華(아부쟈) 위에 있는 如意 

樹를 가진 여신으로 묘사되었는데, 팔찌, 목걸이, 

귀걸이의 裝身具를 하고, 裱를 두르고, 치마를 허 

리부분에서 묶어 입고 있는 등 (그림 14) 다른 여 

러 보살들과 비숫한 형상이었다

〈그림 14> 네팔의 만다라에 표현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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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地藏菩薩임에도 이렇듯 차이를 보이는 것 

은 지장신앙의 전래와 더불어 각 지역의 문화와 

양식이 地藏菩薩의 복식형태에 변형을 주었기 때 

문일 것이다. 더욱이 印度불교에서는 아무런 구 

실도 하지 않은 地藏이 중국불교에서 가지고 있 

는 역 할은 아마도 중앙아시아, 또는 고대 이 란의 

민간신앙에 그 근원이 있는 둣 하다瞼는 것으로 

地藏菩薩이 중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여러 

나라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화적 경향은 高麗地藏圖의 地藏 

菩薩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졌으리라 여겨진다. 

실제로 앞장에서 살펴본 地藏菩薩의 복식은 여러 

경전에서 제시한 복식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본 章에서는 地藏菩薩의 복식을 각 부위 

별로 정리한 地藏菩薩 복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또한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복식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地藏菩藤 服飾의 構造的 性格

지장도에 보이는 地藏菩薩의 복식을 頭巾, 袈 

裟, 覆肩衣, 裙, 裝身具, 紋様으로 나누어서 정리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외의 독특한 地藏菩薩의 

복식들은 기타 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1） 頭巾

총 13점의 지장도 중에서 頭巾을 쓴 지장이 10 
점 승형의 지장이 3점으로 頭巾을 쓴 地藏菩薩圖 

가 많이 보였다. 頭巾은 띠로 묶어서 고정한 듯 

보였고 끈의 끝부분은 대부분 귀뒤로 드려서 장 

식적인 효과를 내었다. 장식부분의 모양은 아래 

〈표 1〉의 裝身具의 頭巾 띠장식부분에서 그림으 

로 표현하였다. 끈의 색은 대부분 붉은 계통이었 

고, 연 녹두색과 갈색도 보였다. 頭巾의 천은 비 

치는 천으로 표현한 것이 총 10점중 3점이었고, 

頭巾을 묶는 끈의 폭과 頭巾의 길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2） 袈裟

袈裟는 대부분 색을 탁하게 만든 색으로 회색 

계열, 녹두색계열 녹청색 계통의 갈색이 주를 이 

루었는데 지장삼존도에는 袈裟色으로 보이는 붉 

은색을 사용하였다.

袈裟의 선단과 割裁부분은 대부분 바탕의 색보 

다 짙은 색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는데, 養壽寺의 

지장도는 옅은색의 선단을 그리고 德川 미술관, 

圓覺寺의 지장도는 바탕과 선단을 같은 색으로 

문양의 차이로만 구분하였다.

袈裟의 여밈은 늘어뜨린 형이 5점 윈어깨 부근 

에서 끈이 달린 장식고리로 여밈을 한 것이 8점 

이었다. 끈장식고리의 모양은 아래〈표 1〉의 裝 

身具의 끈 장식 고리 부분에서 그림으로 표현하 

였다.

3） 覆肩衣
覆肩衣는 대부분 袈裟와 유사한 색으로 선단만 

장식문양을 넣은 것이 8점 천의 앞면 혹은 뒷면 

에 붉은색 선단을 댄 것이 4점 이었다.

지장삼존도의 경우는 포의 형태와 유사한 상의 

의 형태인 듯 보였다.

4） 裙
군상의 금니문이 있는 붉은색 바탕의 치마로 

전체적으로 주름을 주었다. 裙의 허리부분은 腰 

帶로 묶어 고정하였다. 裙에는 禊을 대었는데, 

禳은 치마의 끝부분과 윗부분에 묘사되었다. 대 

부분 갈색 계열로 유백색과 하늘색의 禳도 보였 

다.

裙속에 禳을 대지않는 경우로 중앙 박물관의 

지장독존도와 日本 圓覺寺의 지장삼존도가 있었 

고, 日本 慈恩寺의 地藏十王圖에는 백색의 치마 

저고리를 속옷으로 입고 있었다.

禳에는 승각기를 고정시키는 장식의 고정끈이 

달려 있는 것이 6점 있었다.

腰帶은 갈색 계열로 허리를 묶어 길게 늘어뜨 

린 형태였는데 국립 중앙박물관의 단독지장도와 

日本 圓覺寺의 지장삼존도는 조금 넓은 폭의 腰 

帶로 짧게 묶은 매듭의 형태를 하였다.

腰帶의 길게 늘어뜨려진 부분은 대부분 장식을 

하였는데 장식이 없는 腰帶는 비교적 후대의 것 

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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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립중앙박물관 編, 중앙아시아미술 （서울:삼화출판사, 1986）,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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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裝身具

대부분 지장보살은 가슴 가득 메운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둥의 화려한 裝身具를 착용하였는 

데 이것은 일반 보살들의 裝身具와 유사했다.

6） 紋檬

복식에 나타난 문양을 살펴보면 （표 2）, 頭巾 

은 대부분 검정바탕에 金泥 連珠紋이었다. 頭巾 

의 선단부분은 2점이 無紋, 5점이 金泥의 모란당 

초 혹은 국화당초문이 었다.

袈裟는 큰 원형태의 金泥紋이었는데 日本慈恩 

寺의 지장 시왕도는 알아보기 힘들기는 하나 점 

무늬의 형태를 보인다. 圓形의 金泥문양은 당초 

문 혹은 연당초문, 여러 가지 꽃과 당초문, 모란 

당초문 둥이 다양하게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 사 

이를 連珠紋으로 연결시켰다.

覆肩衣는 대부분 바탕은 無紋로 끝부분만 당초 

문으로 선단처리 되었고 모란당초문, 운문 둥의 

선단 부분의 문양도 보였다.

搆은 대부분 작은 국화들로 이루어진 金泥문양 

이 주를 이루었고 연화문, 연당초문, 연주문, 草 

花紋 둥도 보였다.

裙에 대어준 禳에는 보상화문이 여러색으로 시 

문되 었다.

7） 기 타

지물의 경우에는 석장을 좌상의 경우에는 보주 

를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根津 미술관 

의 지장도와 德川 미술관의 지장도는 立像임에도 

寶珠와 錫杖을 같이 들고 있었다. 그리고 慈恩寺 

의 지장 시왕도는 버선과 신을 신고 있는 점이 특 

이했다.

이상에서 알아본 각 지장도에 표현 地藏菩薩의 

복식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경 향을 보였다.

첫째, 頭巾地藏이 다수 보이고, 이 頭巾의 형태 

도 독특한 형태 였다.

둘째, 地藏菩薩의 格을 높여 아미타불과 유사 

한 복식의 형태가 보였고,

셋째, 화려한 목걸이와 같은 裝身具 둥에서 여 

신의 依制를 따른 둣한 점이 발견되었다.

넷째, 복식에 나타난 문양에서 연주문과 여러 

가지 꽃과 당초문들이 圓形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수 보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高麗地藏圖상에 

표현된 복식은 여러 經典에서 제시한 복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2. 地就昔藤 服飾의 形］眼的 意義

高麗地藏圖에 표현된 地藏菩薩의 복식을 분석 

한 결과 얻은 복식상의 특징 4가지를 각 항목별 

로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地藏菩藤 복식의 성 

격 을 규정 짓고자 한다.

1） 頭巾을 쓴 地藏菩藤

고려의 지장도에는 頭巾을 쓰고 있는 지장이 

다수 보이고 頭巾의 형태에 있어서도 고려적인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 듯 했다.

頭巾 지장의 모습이 중국 본토나 일본 둥에는 

유품이 거의 없으며 Turfan, 돈황, 한국에서는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遍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이 

것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중생제도를 위해 屋外를 오랫동안 보 

행하는 地藏菩豌의 성격상, 변경지방에서 頭巾지 

장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頭巾을 쓰는 

것이 중앙아시아의 어떤 양식에서 기원을 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 한국에서 頭巾지장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西域과 고려의 외교관계에서 

기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經）.

둘째로는 돈황 지방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시야를 확대하여 볼때 고려의 頭巾을 쓴 지장의 

형상이 많이 발견되는 14세기에 고려와 燉惶과의 

관련을 짓기는 어려우므로, 13세기 말부터 14세 

기 전반에 걸쳐 고려와 元과의 교섭이 많았던 시 

기에 중국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돈황으 

로 부터의 영향이 고려불화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다26〉.

24） 김정희, 앞의 글, p.21.
25） 佐和隆硏, 앞의 글, pp. 10-11, 河原由雄, 앞의 글, pp. 112-113.
26） 鄭于澤，高麗時代阿彌陀畫像（0硏究，永田：文昌堂刊，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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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를 보이는데 반해 高麗 地藏菩薩의 복 

식구조는 간다라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袈裟의 의복형태는 곧 인도의 도-티와 샤리 그 

리고 그리스의 히마티온(Himation)과 로마의 토 

우거(Toga)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27 28 29)地藏菩薩이 입고 있는 袈裟는 클라미스, 히 

마티온과 유사점 이 많아 보였다.

27) 松本榮一, 앞의 글, p. 375.
28) 최 완수, 간다라 佛衣巧, p. 77.
29) 최완수, 앞의 글, p. 111.

그런데 이 히마티온을 입는 방법에서 머리를 

頭巾 형태가 보이게 쓰는 방법도 보이고 이 양식 

은 조선시대 불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頭巾 

의 원형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림 16)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가 서역을 통하여 중국 

에 전래되기 이전의 地藏菩薩은 頭巾을 쓴 지장 

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turfan의 地藏菩薩이 頭巾을 쓰고 있 

고, 서역과 중국의 통로라 할 수 있는 돈황에서도 

頭巾을 쓴 地藏菩薩이 다수 있다는 것은 이를 뒷 

받침 하는 좋은 예 이다.

〈그림 15> 히마티온을 착용한 여성.

셋째로는 stein문서 3092호에 의한「還魂記」의 

기록에 따라 도명이 본 地藏菩薩의 형상이 閻浮 

提에 露頂의 지장과 다른 것이 곧 頭巾지장의 형 

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27)는 것이 

다.

그런데 本 章에서 頭巾을 쓰는 地藏菩薩에 대 

해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이들을 해석해 보고 

자한다.

첫번째로는 지장보살이 天冠을 쓰고 화려 한 裝 

身具을 하는 등 초기에 인도에서 女神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면 地藏菩薩이 쓰는 頭巾은 관음보살 

의 베일과 비슷한 의미로 씌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다.

즉, 불교의 원시양식에 있어서는 헬레네 미술 

(Hellenistic Art) 에 조형기 반을 둔 간다라(Gan- 
dara) 양식과 순 인도적 조형전통에 기초하고 있 

는 마투라(MathurZ)양식의 이원적 요소가 있다 

淘고 볼 때〈그림 15〉의 地藏菩薩은 마투라 양식

〈그림 16> 應眞殿十六羅漢圖 부분, 1926年 

통도사 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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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邱長春眞人 道行便裝像.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僧形의 지장은 중국적 

인 가감에 의하여 다수의 경전의 제작과 함께 中 

國化된 지장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또한 지장신앙의 초기단계에서 신라의 김지장 

이란 승려가 중국으로 건너가 地藏菩薩의 化身으 

로 여겨졌고, 현재까지 지장사의 주존으로 모셔 

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地藏菩薩을 전형적 

인 비구의 형상으로 여기는데 일조를 하였을 것 

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고려의 지장도 상에서 보이는 頭巾지 

장의 형상에 대해서는 돈황과 Turfan 등 서역과 

의 관계 에서 해결하여 야 함이 옳을 것 이 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西域과의 관계는 대체로 

佛敎의 전래와 때를 같이해서 시작되었고 생각되 

고 있다30 31 32 33 *).

30) 김원용, 고대한국과 서역, 미술자료 제 34호, (국립중앙박물관, 1984), p.3
31) 김원용, 앞의 글, p.22
32) 임 영자, 한국의 불교복식 에 관한 연구, 고고미술, (1980)
33) 임영자, 한국종교 복식,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0), p.175.
싸 임 영자, 앞의 글 pp. 66-68.

특히 頭巾에서 보이는 금니의 연주문은 사싼 

美術起源으로 진주를 나타낸 것인데3D 이것 역시 

서역과의 관계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頭巾을 슨 地藏菩薩에 대한 두 번째의 측면은 

〈그림 17〉〜〈그림 19〉에 나타난 頭巾이 高麗地藏 

圖의 頭巾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점이 보이므로, 

이들을 도고 복식의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입 

장이다.

중국의 도교 • 유교 • 불교와의 관계로 도교와 

유교는 고대중국에서 발생한 종교이고 불교는 이 

들보다 후에 유입 된 종교이다. 중국의 불교 복식 

에 있어 袈娑인 三衣(安陀會, 鬱多羅僧, 僧伽梨) 

幽를 뺀 나머지 복식은 중국 古來의 俗服와 혼합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교의 복식 

과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 

다.33)

이러한 측면에서〈그림 17〉의 구장춘진인이 원 

나라 초기의 인물이고〈그림 18〉의 風帽를 쓰고 

있는 인물은 南宋이전의 인물로 추측할 수 있기 

에꾀), 원대의 활발한 회화교류와 함께 도교복식 

의 영향이 당시 고려로 들어와 高麗地藏圖에 영

〈그림 18> 雲覆觀梅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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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영락궁 벽화의 종이권과 여동빈.

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들의 영향은 

고려지장도의 두건형태에서도 視覺化되어 보여 

지는데, Turfan에서 보여지는 지장의 頭巾모습 

과 돈황벽화에서 보여지는 頭巾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듯이 돈황에서 보이는 頭巾의 형태와 고려 

의 지장도에서 보이는 頭巾의 형태가 다르게 나 

타난다.

즉, 高麗地藏圖에서 보여지는 頭巾은 대부분은 

검은 색의 천을 귀뒤로 드리고 붉은기가 도는 무 

늬없는 끈을 이마 앞에서부터 둘러 뒤에서 묶어 

고정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도교 복식에서 보이 

는 1噗巾類와 유사한 한 형태로 불교가 도교와 결 

합하여 변모되어지는 과정에서 도교 복식의 영향 

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頭巾은 조선시대 지장도에서는 점차 그 

모습이 없어져 숭형의 지장도가 다수를 이루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조선시대 지장도와 비 

교 고찰 및 지장신앙 형태의 변이와 아울러 추후 

에 깊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2) 地藏菩藤 服飾의 佛格化

조선후기 地藏菩薩圖에 대한 연구에서 김정희 

는 지장이 입고 있는 法衣35〉가 혼히 아미타불이 

걸치는 圓文의 赤衣와 같은 것이라든가 보살의 

상징인 화려한 理珞이 없는 점등에 대 地藏菩薩 

35) 여기서 地藏菩薩이 입고 있는 법의는 慶南, 梁山 通度寺 冥府殿의 地藏菩薩圖(1965년)에 표현된 것이다.
36) 최완수, 앞의 글, p.80.

을 佛格化하려는 외도로 보았는데, 高麗地藏圖의 

地藏菩族복식에 있어서도 佛格化한 부분이 다수 

보인다.

물론, 초기의 인도에서는 佛衣와 僧衣가 구별 

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36) 

佛衣와 僧衣는 차이가 있었다.

더우기 袈裟가 실용적인 의복에서 表象的인 의 

복이 되어지고 左肩에서 겨드랑이로 걸치는 숭각 

기에 右肩으로부터 왼쪽 겨드랑이로 걸치는 覆肩 

衣가 함께 합쳐져서 깃과 소매가 붙여져 褊衫이 

처음 나타난 것이 後魏(AD 386〜419)였음을 볼 

때, 고려시대 이전에 이미 승려의 복식이 袈裟, 

褊衫, 裙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地藏圖에 

서 보이는 복식은 당시 숭려의 복식이라기 보다 

는 佛衣에 가까운 복식구조를 하고 있었다. 袈裟 

에 찍힌 큰 원형태에 金泥紋 그리고 日本 慈恩寺 

所藏의 地藏十王圖에 그려진 地藏菩薩의 손바닥 

에 찍힌 金泥의 차륜문, 日本圓覺寺所藏의 지장 

삼존도의 붉은색의 袈裟 둥은 아미타불의 복식에 

서 보이는 복식요소들과 동인한 것 이 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地藏菩薩의 위치를 말해 

주는 것으로 地藏菩薩이 보살의 신분에서 격이 

올라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농경민족이었 

던 우리 나라애 있어서 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 

음을 고려해 본다면 지장신앙은 쉽게 재래의 민 

간신앙과 결합하여 널리펴지고 그 의미가 중요하 

게 되어갔다고 여겨진다.

3) 地藏菩薦 복식에 비춰진 女神化 경향

地藏菩薩은 경전에서 살펴본 바 일반적인 보살 

들과는 달리 비구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 

반적이었다. 그렇다면 地藏菩薩은 남자 숭려의 

복식을 하고 있어야 함이 옳으나 본 연구자가 살 

펴 본 바로는 비구의 복식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특징이 발견되었다.

대부분 地藏菩薩은 가슴 가득 메운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등의 화려한 裝身具를 착용하였는 

데 이것은 일반 보살들의 裝身具와 유사했다.

地藏菩薩의 복식에서 보이는 이들 여신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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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인도의 여신에서 시작된 地藏菩薩이 비록 

男神化 되었다고는 하나 초기의 女神으로서 의미 

가 일부에서 부분적인 복식 요소들로서 그 흔적 

이 남겨진 것으로 사려된다.

4) 圓形態의 문양

고려의 불화에서 보이는 특징 인 화려한 문양은 

지장도에서도 보여졌는데 특히 문양에 있어서 원 

형태의 金泥문양이 다수를 보였다. 頭巾에서는 

연주문의 형태로 袈裟와 裙裳에서는 여러 가지 

꽃과 당초들의 원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袈裟 

의 원형 태의 문양안에는 금줄같은 문양이 각각의 

문양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연주문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 

싼 미술기원의 진주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그것은 이란의 호루므즈(Hor muz)의 해협의 

西岸이 Great Pearl Bnak라고 알려지는 천연진 

주의 명산지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믿어 

진다. 이 이란기원의 연주문은 중앙 아세아의 벽 

화 錦文에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연주문이나 기타 花汶을 연결하는 금줄 

같은 문양이 있는데 이것은 花繩文(Garland)이

〈그림20> 新羅骨壺連珠文各種과 

花龜文(下端).

〈그림 21〉陽文土器片(Yotken, Khotan출토).

(A, Stein, 1928) 

라 해서 그리스 미술에서 각지로 퍼진 것이며 그 

것이 서역을 통해 통일신라에도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勵. (그림 20), (그림 21)
따라서 高麗地藏圖에서 보이는 연주문과 금줄 

같은 문양이 보이는 큰 원형태의 金泥문양은 통 

일신라시대 이후 이어져 발전된 문양으로 여겨진 

다. 실제로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온 이들 문양은 

직물이나 기타 공예품에 자주 쓰였고효 고려시대 

에도 발전된 형태로 직물 둥에 많이 쓰였으리라 

고 가정한다면 高麗地藏圖상에 보이는 원형태의 

문양은 당시의 직물문양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 서역을 통하여 들어온 

연주문과 금줄의 문양이 있는 원형태의 문양은 

중국의 당초문과 花汶의 영향과 더불어 고려의 

지장도상에 보이는 원형태의 문양을 이루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V。結論

인도 아리안족의 신화에서 최고의 여신으로 대 

지를 신격화한 地藏菩薩은 승원중심의 은둔적인 

소승불교를 비판하고 등장한 대승불교가 당시 농 

민들 사이에 번창했던 많은 힌두교의 신들을 수 

용하는 과정 에서 정착된 신앙으로 초기 의 인도에 

서는 여러 보살중의 하나로 주존의 성격을 띤 것 

은아니었다.

이러한 지장 신앙은 서역을 통해 전파되면서 

그 위치가 확고해져 갔고 중국에 이르러서는「預 

修十王生七經」「地藏十輪經」둥 다수의 저술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지장신앙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재래도교의 시왕사상이 지 

장존의 사상과 결탁하여 만든 경으로 현세적인 

이익이나 소망에서보다 명부세계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면서 신앙되기 시작한 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지장신앙은 조금 더 독특한 

양상을 보이게 되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지장시왕 

사상이 풍미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주로 신앙되었 

37) 김원용, 앞의 글, p.22.
38) 김원용, 앞의 글, p.23.
39) 김원용, 앞의 글,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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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고려시대 

이전에는 도입초기부터 우리 나라 민족문화저변 

에 깔려 있는 자주성과 고유신앙과의 접합으로 

더욱 더 변모되었다. 그리하여 점찰 참법, 그리고 

오대산 신앙과 함께 8C 중엽 김지장이라는 신라 

인이 중국에서 地藏菩藻의 화신으로 믿어지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당신의 지장신앙이 민간신앙 

으로 중국에서보다 더욱 더 확고한 위치를 가졌 

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지장신앙은 고려시대에도 계속이어져 

다수의 地藏菩菠圖가 그려지게 되는데 지장도의 

도상구성에 따른 복식의 유형을 살펴보면,

地藏獨尊圖의 지장보살은 대부분 녹색이 기운 

이 도는 갈색의 袈裟를 입고 覆肩衣를 걸쳤는데 

의복의 많은 부분에 禳를 대었다. 地藏菩薩이 입 

고 있는 裙은 붉은색있고 위 • 아래에 禳을 대어 

주었다. 裙은 끝부분에 화려한 장식이 달린 腰帶 

로 묶어 고정 하였고 地藏菩薩은 화려 한 裝身具를 

착용하고 있었다.

地藏 및 他尊像에서는 地藏菩薩은 검은색의 頭 

巾을 쓰고, 녹갈색의 袈裟와 覆肩衣를 걸치고, 갈 

색의 樸을 댄 붉은색의 裙을 입고, 허리부분은 腰 

帶로 묶어 고정하였다. 그리고 소박한 腰帶의 끝 

부분 장식처럼 裝身具들도 약간은 소박한 형태를 

보였다.

도상구성에 따른 특별한 차이점은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地藏三尊圖의 붉은색 袈裟, 녹두색 裙, 

횐 유리구슬 목걸이, 그리고 地藏 및 天部圖의 짧 

은 두건 길이는 다른 지장도와 차이나는 복식요 

소였다.

地藏十王圖의 지장보살은 대부분 검정색 頭巾 

을 쓰고 녹색기가 드는 갈색의 袈裟를 걸치고, 다 

른 地藏菩薩과 마찬가지로 覆肩衣와 붉은색 裙을 

입고 화려 한 裝身具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地藏菩薩의 복식을 각부위별로 

정리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복식의 형태적 의의를 살펴본 결과,

첫째, 頭巾지장이 다수 보이는 것에 대해 먼저 

佐和降研의 설의 입장에서, 불교가 서역을 통하 

여 중국에 전래되기 이전의 地藏菩薩은 頭巾을 

쓴 지장의 형태가 있었을 것이며 서역을 거치면 

서 점점 발전되어 고려에 이르러서는 지장도에 

보이는 地藏菩薩의 頭巾형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장도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頭巾形態에 대해서는 당시 도교복식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둘째, 地藏菩薩복식의 佛格化 경향에 대하여는 

농경민족인 우리 나라에 있어 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으므로 지장신앙이 쉽게 재래의 민간신앙 

과 결합하여 널리 퍼지고 그 의미가 중요하게 되 

어가는 과정 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地藏菩薩 복식에 비춰진 女神化 경향은 

인도의 여신에서 시작된 地藏菩薩이 비록 男神化 

되었다고는 하나 초기의 女神으로서의 의미가 일 

부에서 부분적인 복식요소로서 남겨진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넷째 圓形態의 문양이 다수 보이고 있 

는 것에 대해서는 서역과의 외교관계에 따른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지장보살도에 나타난 고려지장보 

살의 복식에는 초기 인도에서 시작된 지장사상이 

서역과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정착되면서 여 

러 가지 특징들이 視覺的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高麗地藏圖에 표현된 

복식에는 중국복식과 인도복식 그리고 여러 서역 

국가의 복식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추측할 수 있었고, 더욱이 地藏菩薩이 입고 있 

는 袈裟가 헬레네 미술에 기반을 둔 간다라 양식 

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고려 지장도에 표현된 복식 

에는 범세계적인 문화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高麗地藏圖상 

에 보이는 독특한 경향들은 이들 여러 민족의 문 

화요소들 중에서 고려인의 정서에 맞는 요소들이 

선택되고 변모되어 視覺化된 현상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의 수용 

은 그 나라의 필요에 따른 선택적 수용이고, 이 

새로운 문화는 수용과 동시에 다른 국가에 영향 

을 끼칠수도 있는 독특한 성격으로 변모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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