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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자연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을 일본의 지진 재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855년의 안세이 지진과 그 이후 등장하는 나마즈에

(鯰絵)라는 민속적인 회화 자료를 중심으로 지진에 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을 

지진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의 여러 층위와 그것

이 변용되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해석학적인 종교인류학의 방법론을 통해 밝혀

보고자 시도했다. 

 재해에 한 종교학의 접근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일본의 지진과 나

마즈에에 한 연구 역시 ‘재해와 종교(Disaster and Religion)’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지진신앙과 

나마즈에 연구를 통해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이 재해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

는 주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질서의 재생과 회복, 더 나아

가 사회변혁적 측면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1855년 음력 10월 2일 일어난 안세이 지진은 진도 7에 1만여명 이상의 사상

자가 발생한 지진이었다. 이 안세이 지진이 일어나고 3일이 지나 ‘나마즈에’

라는 메기를 소재로 한 그림이 등장하고 민중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이 나마즈에에는 <메기-카나메이시(要石)-카시마 명신(鹿島大明神)>이라

는 세 요소가 중심이 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나마즈에에 나타난 지진신

앙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지진신앙의 전반적인 계보와 메기를 중

심으로 하는 지진신화의 구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신의 분노, 유교적 천견론과 음양사상에 기반을 둔 지진론이 고

부터 근 까지 이어져오는 가운데, 지진동물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민중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뱀과 용으로 상상되는 것이 어느

새 메기로 변화되고 이것이 카시마신앙(鹿島信仰)와 연결되어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를 카시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로 누르고 있다는 지진신화의 내러티브가 

나타난다. 지진의 원인과 지진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상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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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진신화가 회화를 통해 민중들 사이에 유통되게 된 

계기가 1855년의 안세이 지진이었다. 

 나마즈에에는 이러한 지진신화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재앙의 원흉으로서 메

기가 그려지고 카나메이시와 카시마 명신은 그 메기를 억누르는 것으로 표현

된다. 이러한 맥락의 그림 속에서 메기는 사람들에게 얻어맞거나 사과하고 또

는 먹히게 된다. 반면 흥미롭게도 지진신화의 구조와는 다른 메기도 나마즈에

에 나타난다. 단순히 재앙의 원인이 아닌 지진을 수단으로써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메기도 발견되는 것이다. 카시마 명신의 명을 

받은 신의 사자(使者)로서의 메기는 탐욕에 가득 찬 부자를 벌하기도 하며 그

들의 돈을 갈취하든지 또는 지진의 피해자를 돕기도 한다. 이러한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메기와 카시마 명신의 이중적인 모습은 상징의 충돌과 구조의 변화

를 잘 드러낸다. 

기본적으로 많은 나마즈에에는 지진을 일으키는 부정적 존재로서의 메기와 

그것을 통제하는 긍정적 존재로서의 카시마 명신 사이의 수직적 위계 구조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구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구조의 나마즈에도 발견된다. 

카시마 명신의 명을 받아 지진을 일으켜 탐욕에 찌든 부자들을 벌하는 

메기의 모습 속에서는 메기가 긍정적인 표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카시마 명신-메기의 구조는 수평적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카시마 명신이 지진으로 피해를 보는 부자들을 변한다면, 

메기는 지진으로 부의 재분배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평민 계층을 변한다. 

상징의 의미구조가 역전되어 메기는 긍정적인 존재로 카시마 명신은 

부정적인 존재로까지 표상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역전의 원동력은 당시 

사람들이 지진을 통해서 꿈꾼 세계의 재생과 변혁, 즉 요나오시(世直し )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요나오시’라는 주문을 외곤 했다. 이 ‘요

나오시’라는 말은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민중들의 재난을 쫓고 풍요를 바라는 

의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새해맞이 풍년의례의 노래와 춤 속에서, 그리고 홍수

나 가뭄 등 농경에 해로운 재해에 처하는 의례에서 표출되는 이러한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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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재생과 회복을 통해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라고 할 수 있다. 나마즈에에는 이러한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와 함

께 당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려는 ‘변혁의 요나

오시’도 나타난다.  

먼저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는 농경 사회에서 꿈꾼 요나오시와 유사하다. 

여기서는 지진 이전을 완전한 질서의 세계로 보고 지진에 의해 그러한 질서가 

깨어져 고통이 시작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요나오시에서는 지진 이전의 자

연질서의 회복을 꿈꾼다. 나마즈에에서는 풍요로운 세계에의 기 가 그려진다. 

이는 지진을 겪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꿈꾸는 요나오시이다. 반면 ‘변혁의 요나

오시’는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이들이 꿈꾸는 것

이었다. 여기서는 지진 이전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로 

이해된다. 지진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진

다. 이들은 지진을 통해 부가 재분배되고 평민들도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꿈

꾸었다. 소위 경제적 질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마즈에에서는 부자에 

한 적의 및 공격으로 표현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변혁의 요나오시’에 해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나마즈에에 드러난 변혁사상은 회화상의 상징으로만 그쳤고 

실질적인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실

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마즈에의 상징의 변용 

속에 나타나는 민중들의 사회모순에 한 인식의 고조와 실천의 의지를 간과

할 수 없다. 그 의지는 당시의 사회 현실과 지진 후 11년 뒤 나타나는 ‘요나오

시 잇키’라는 민중들의 봉기와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더욱 잘 드러난다. 당시 

잇키는 변혁의 요나오시가 실제 세계에서 구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1855년의 지진 재해를 통해 민중들은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와 

함께 변혁의 요나오시까지 꿈꾸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855년 지진의 의미를 상 화해서 보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다른 비교 상

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공간적 비교 상으로서의 한국과 시간

적 비교 상으로서의 1923년 간토 지진이 선택되었다. 먼저 공간적 비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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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한국에서의 지진에 한 인식과 실천은 유교적 재인론의 강한 영향 아

래 천견론적 인식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와 함께 조선 초기 지진

에 한 의례로서 ‘지진해괴제’가 성립된 점은 지진에 한 종교적 실천이 구

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1855년의 안세이 지진과 같은 변혁의 요

나오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진에 한 인식과 실천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大雨)라는 재해를 이용해서 도성을 휩쓸고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한 

1688년의 종교적 역모사건 속에서 재해 상징이 변혁의 도구로 이용된 사례가 

발견된다. 

시간적 비교 상인 1923년 간토 지진의 사례에서는 1855년과 같은 메기를 

중심으로 한 지진신앙은 거의 모습을 감춘 채 그 흔적만을 몇 군데서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근 화된 도쿄라는 지역에서 이미 지진에 한 과학적 지식의 

확산과 함께 탈신화화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23년의 지진은 

일본 정치권에서 요나오시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기도 하였다. 다만 그 의미

는 1855년과 정반 였다. 이번에는 가난한 이들의 부자에 한 평등의 요구이

기보다는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던 우파세력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공산주

의 좌파를 공격하는 계기로서 지진을 해석한 것이었다. 지진의 변혁적 성격마

저 1923년의 시 상황에서는 그 주체와 의미가 크게 전도된 것이다. 

재해에 한 상징해석을 통해 재해의 종교적 의미를 읽어보고자 한 본 연구

는 재해의 종교상징이 고정되지 않고 시 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

고 바뀌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속에 1855년의 지진 재해를 

통해 강조된 ‘변혁’의 측면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주요어: 일본 지진신앙, 나마즈에(鯰絵), 안세이지진(安政地震),  

요나오시(世直し), 메기, 카시마신앙(鹿島信仰), 재해와 종교  

학 번:  2009-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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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인간의 삶 속에서 불현듯 덮쳐오는 홍수, 화산폭발, 지진해일 등과 같은 재

해는 그 자체로 ‘고통’이며 ‘악’이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갑자기 겪는 재해1

는 일상을 비일상으로 만들고 인간 개개인과 한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충격적 경험이다. 이러한 비일상적 경험은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하기 

마련이며 종교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라는 

비일상적 경험을 겪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 한 문화권 내에서 이

를 어떻게 인식하고 상징화했는지, 그리고 기존의 재해의 상징을 어떻게 역전

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

니라 당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

은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이 재해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주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질서의 재생과 회복, 더 나아가 변혁

                                        
1 현 의 재해 연구자들은 재해(disaster, 災害)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재해의 기준을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두고 ‘집단 스트레스 상황’까지도 재해로 보고 있다

(A. H. バ―トン, 「災害研究の方法と課題」, 『現代のエスプリ』 181号, 東京: 至文堂, 1981 ; 

E. L. Quarantelli, “What is Disaster? The Need for Clarification in Definition and 

Conceptualization in Research,” Disasters and Mental Health Selected Contemporary 

Perspectives, Babara Sowder(ed.),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pp. 41-73). 이 경우 재해는 사회 시스템 내·외부의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 가뭄, 지진, 충해뿐만이 아니라 전쟁, 경제공황 그리고 오늘날에는 원자력관

련 사고나 탄광사고와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런 관점

에서는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용어로 재해를 사용하게 

되므로 범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로 그 의미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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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주목하려는 것은 일본에서의 지진 재해다. 일본은 

최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지진 재해를 겪어온 지역이며, 이에 

한 종교적 인식도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

본의 지진에 한 종교적 반응을 ‘지진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다룬다. 여기서 

‘지진신앙’은 지진이라는 자연적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 그리고 그

것을 공유한 공동체의 경험까지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진신앙을 통해 지진을 겪은 이들의 종교적 담론과 의례, 집단적 정서와 경

험을 읽어내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메기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는 일본 민중들의 인식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나마즈에(鯰絵)’라는 회화를 통

해 그들의 상상력을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855년 안세이 에도2 지진에 집중하고자한다. 이 지

진 이후에 민중들 사이에서는 나마즈에3라는 회화가 큰 인기를 끌게 되고 그 

속에 몇 세기에 걸쳐 형성된 지진신앙이 풍부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진신앙이 회화로 표현되어 민중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은 1855년의 안세이 

지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마즈에에는 기존에 형성

된 지진신앙의 구조를 뒤집은 주제까지 등장했다. 당시의 일본 민중들이 지진 

재해에 한 반응으로 제작하고 소장했던 다채로운 주제의 ‘나마즈에’는 재해

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인식하고 갈망했던 세계를 살펴보기에 적

절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나마즈에가 생성된 1855년의 안세이 지

진을 기준축으로 두고 나마즈에 속에 그려진 ‘메기’를 중심으로 한 지진신앙의 

                                        
2 1855년 음력 10월 2일에 일어난 안세이 지진은 당시 에도 지역에 큰 피해를 일으켰다. 

에도는 현재 도쿄의 옛 명칭으로 에도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에도막부가 일본을 지

배하던 1603년부터 1868년까지 막부의 중심지였다. 

3 나마즈에는 안세이 지진 이후 민중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림이다. 주로 메기

가 그려져 있어서 나마즈에(鯰絵)라고 부른다. 번역하자면 ‘메기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

에서는 안세이 지진 이후 등장하는 지진신앙과 관련된 그림으로 한정하기 위해 번역하지 

않고 ‘나마즈에’로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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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나마즈에에서 드러난 당시 일본

인들의 재해에 한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네 가지의 작은 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

진에 한 신앙의 계보를 살펴보고 지진동물을 둘러싼 지진신화의 형성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나마즈에에 표현되는 지진신화의 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징의 역사에 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메기를 주

인공으로 하는 지진신화가 1855년 지진 때에 나마즈에라는 회화 속에서 표현

된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 지진신화는 나마즈에 속에서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모습에서 지진신화가 당시 민중들에게 어떻

게 해석되었는지 알 수 있다. 셋째, 기존 지진신화의 구조와는 구별되는 나마

즈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마즈에에서는 기존 지진신화로는 설명할 수 없

는 메기의 모습도 발견된다. 이는 당시 재해에 한 인식의 지평이 기존 지진

신화의 구조를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해에 한 종교적 인

식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본 논문에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진신화의 구조를 벗어난 나마즈에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재해에 한 인식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세계

의 회복과 변화’를 의미하는 ‘요나오시’ 4 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1855년의 지진은 질서잡힌 세계로의 재생과 회복을 꿈꾸게도 만들었던 한편, 

현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사회변혁을 꿈꾸게 만들기도 했다. 

나마즈에의 립구조는 민중들이 꿈꾸었던 이 두 차원의 요나오시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2. 선행연구 분석 

 

                                        
4 요나오시(世直し)는 ‘세상을 고침’, ‘세상을 변화시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진 재해 

때 피해방지를 위한 주문으로도 외웠으며, 에도 시  말 민중봉기의 사상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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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1855년의 안세이 지진과 이후 등장하는 나마즈에에 

한 본격적인 선행연구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교학에서 재해를 다뤄온 

연구사와 재해에 한 몇몇 중요한 연구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1855년의 지진과 나마즈에를 어떠한 관점, 즉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

근할 것인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일본의 지진과 나마즈에에 한 선행연구

를 살필 것이다. 

   

1) 종교학의 재해 연구사와 방법론 

   

종교학에서는 자연 재해, 즉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해 일찍부터 주

목해왔다. 소위 종교학의 선구자들이라 불리는 이들부터가 자연의 힘에 한 

인간의 인식과 행위 속에 종교의 기원과 그 특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5 

그 이후 종교의 기원에 한 논의가 점차 시들해지자 자연은 인간이 성스러움

을 경험하고 상상하는 장(場)으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연인식의 

표자가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이다. 엘리아데는 그의 표적 저서

인 『종교형태론』6에서 하늘, 태양, 달, 물, 돌 등의 자연을 다루면서 그것을 경

험하고 상징화하는 인간문화를 분석한 바 있다. 그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 종

교적 인간이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을 질서 정연하

고 의미 있는 우주의 부분으로 통합시키려는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했다.7 그러

나 엘리아데는 비록 홍수라는 자연의 카오스적 상황에 한 이미지를 다루고 

                                        
5 막스 뮐러(Max Müller), 마렛(R. R. Marett), 제임스 프레이저(James G. Frazer)의 연구가 그

러하다(F. Max Müller, Natural Religion, London, 1888 ; M. M. Marett, The Threshold of 

Religion, London, 1902 ; James G. Frazer, The Worship of Nature, London, 1926). 

6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 by Rosemary Shee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1958) ;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파주: 한길사, 1996. 

7 Douglas Allen, Myth and Religion in Mircea Eliade, New York : Garland Pub., 1998 ; 『엘리

아데의 신화와 종교』, 유요한 옮김, 서울: 이학사, 2008,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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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 외의 자연 재해에 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 아쉬운 점

이 있다.8 

엘리아데 이후 자연 재해에 한 종교학적 관심사는 가뭄과 홍수를 둘러싼 

의례인 수한제(水旱祭)를 중심으로 다루어 왔지만,9 자연 재해 전반과 종교에 

해서는 현재까지도 하나의 독립된 연구주제로 다룬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

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빈발하는 자연 재해에 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Religion지는 2010년 40호에서 “종교, 자연의 위험 그리고 재해”10라는 

주제의 특집을 다룬 바 있다. 이 특집에 참여한 신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들

은 종교와 재해의 상호관계에 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여섯 개의 짧은 

논문을 통해 여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11 이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8 홍수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등의 신화 속에서 세상의 시작 또는 끝의 이미

지로 여겨졌다. 엘리아데는 『종교형태론』과 『세계종교사상사』 등에서 홍수를 우주의 태초

적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상징으로 해석한다. 홍수는 우주의 주기적 순환을 위해 필요

한 카오스이다. 이는 재해에 한 우주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엘

리아데는 멜라네시아의 카고컬트와 관련해서 화산폭발, 지진, 홍수를 우주론적 재생의 관

점에서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다(Mircea Eliade, “Cargo-Cults and Cosmic Regeneration,” 

Millennial Dreams in Action-Studies in Revolutionary Religious Movements, ed. Sylvia L. 

Thrupp, New York: Schocken Books, 1970, pp. 139-143). 

9 수한제(水旱祭) 연구 등을 중심으로 무질서의 자연, 일탈된 자연이 다루어진다. 수한제와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농경사회에서 물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祈晴祭)는 거의 모든 농경문화권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  수한제 자

료인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을 바탕으로 조선시  기후의례문화를 연구한 최종성의 연

구가 있다(최종성, 『《기우제 등록》과 기후의례』, 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2007). 그리고 

조선시 의 자연 재해와 그에 따른 국가의례를 다룬 이욱의 연구도 있다. 그는 기우제뿐

만 아니라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여제(厲祭)를 함께 다루고 있다(이욱, 『조선시  재난과 국

가의례』, 파주: 창비, 2009). 

10 “Religions, Natural Hazards, and Disasters,” Religion, Vol. 40 Issue 2, 2010, pp. 81-131. 

11 서론인 J. C. Gaillard, P. Texier, “Religion, Natural hazard, and Disaster: An Introduction”과 

함께 실린 6개의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①David K. Chester, Angus M. Duncan, 

“Responding to Disasters within the Christian Tradition, with reference to Volcanic E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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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류학의 관점이다. 여기서는 소위 재해라는 고통과 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신정론(theodicy)의 문제를 한 종교집단의 신학적 논쟁에 한정시키

지 않고 타종교 집단, 타문화권 또는 동일 문화권 내의 계급 간의 신정론의 

충돌로 확장시켜,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분석한다. 클라우디아 멜리(Claudia 

Merli)와 주디스 슐레흐(Judith Schlehe)의 연구에서 보이는 이러한 신정론의 

충돌에 한 연구는 재해의 해석과 이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공간과 종교

와 계층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재해를 당하더

라도 그 인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인식과 실천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일본의 지진 재해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지진신앙의 여러 층

위를 언급하며 특히 민중층의 지진신앙에 초점을 맞춘다. 1855년의 나마즈에

를 통해 드러나는 지진에 한 해석 속에서 이들은 사회경제적 계급 인식에 

따라 기존의 지진신앙의 상징구조를 역전시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오랜 시

간에 걸쳐 형성된 기존의 문화가 1855년이라는 현실 속에서 변용을 거쳐 재

해석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메기’라는 지진을 일으키는 동물을 둘러싸고 

상징의 표현과 변용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른 지진신

앙의 형성과 표현 그리고 변용을 나마즈에에 나타난 상징의 분석을 통해 드러

내고 이것이 당시 현실적 사회경제적 상황과 접히 관련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상징해석을 통해 재해에 

한 인식의 형성과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는 종교인류학의 전통 속에 서 있다고 

                                                                                                        

and Earthquakes” ; ②Monica Lindberg Falk, “Recovery and Buddhist Practice in the 

Aftermath of the Tsunami in Sothern Thailand” ; ③Claudia Merli, “Context-bound Islamic 

Theodicies: The Tsunami as Supernatural Retribution vs. Natural Catastrophe in Sothern 

Thailand” ; ④Judith Schlehe, “Anthropology of Religion: Disasters and the Representa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 ⑤Michael R. Dove, “The Panoptic Gaze in a Non-western 

Setting: Self-surveillance on Merapi Volcano, Central Java” ; ⑥Ben Wisner, “Untapped 

Potential of the World’s Religious Communities for Disaster Reduction in the Age of 

Accelerated Climate Change: An Epilogue &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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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재해와 종말·변혁에 대한 연구 

 

한편 자연 재해 자체보다는 천년왕국운동, 미륵신앙, 종말론 등을 중심으로 

재해의 의미를 다루고자 한 시도는 좀 더 일찍부터 나타났다. 정치학자 마이

클 바쿤(Michael Barkun)은 천년왕국운동에 한 고전적 연구인 노만 콘

(Norman Cohn)의 『천년왕국의 추구』12에 큰 영향을 받고, 천년왕국운동과 재

해의 관계에 해 『재해와 천년왕국』13이란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바쿤은 이 

책에서 재해가 천년왕국운동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지만 필요조

건은 된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그의 목표는 

천년왕국운동과 재해의 관계에 한 일반이론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학자로서 바쿤은 재해의 기준을 ‘집단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며 자연 재

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해·인위적 재해 등도 포함해서 그 범주를 굉장히 넓

게 잡고 있다. 게다가 사회운동으로서의 천년왕국운동14의 분석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천년왕국운동의 종교적인 면에 해서는 그다지 깊이 있는 접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또한 이론화작업이 구체적인 재해와 천년왕국운동의 사례

분석과 긴 히 연결되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

                                        
12  Norman Coh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1957) ; 노만 콘, 『천년왕국운동사』, 김승환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3 Michael Barkun, Disaster and the Millennium. London: Yale University, 1974. 이 책은 안

세이 지진과 나마즈에를 ‘재해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해석한 키타하라 이토코에 의해 일

본어로도 번역되었다(マイケル·バークン , 『災害と千年王国』, 北原系子 訳, 東京: 新評論, 

1985). 

14 바쿤에게 있어서는 재해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운동 역시 그 범주가 굉장히 넓다. 그는 노

만 콘이 이야기한 종교적 천년왕국운동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독일의 나

치즘, 공산주의화된 중국 그리고 게토화된 흑인거주 지역의 운동까지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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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노만 콘의 중세 유럽의 종교적 천년왕국운동에 자극을 받아 시작된 연구

였지만 재해와 천년왕국운동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렸고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론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져버린 것이다. 그러한 학

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재해와 천년왕국 운동의 관계 자체에 

해 처음으로 고민하고 이론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지진의 변혁적인 성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민속학자 미야타 노보루(宮田登)가 일본 미륵신앙의 맥락 하에서 

지진 재해가 지닌 종말론적 의미에 해 단편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 미야

타는 자신의 표적 저서인 『미륵신앙의 연구』16에서 지진과 분화, 쓰나미, 

홍수 등 자연계의 극단적인 파국이 민중의 종말적 세계관과 이어진다고 지적

하면서, 안세이 지진 때의 나마즈에에 해서도 간단히 언급한다. 그는 나마즈

에에 나타나는 ‘요나오시’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지진에 의한 파국과 그 이후 

등장하는 전통적인 미륵신앙에 의한 재생과 풍요의 새로운 세상, 즉 요나오시

의 도래가 있다고 민중들이 믿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지진이라는 재해가 

이러한 미륵신앙의 발현의 계기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의 연구는 지진 재해

가 지니는 종말론적 의미와 재생과 풍요의 의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재해의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시초가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미야타는 나마즈에를 민속자료로서는 높이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체계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고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변혁의 의식에 

해서도 소극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1855년의 지진에 해서도 큰 의미를 부

여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자료로서 제 로 다루지 않은 나마즈에에 

좀 더 주목해서 1855년 지진의 의미를 재생과 회복의 차원에서만 보려고 한 

그의 관점을 넘어서 변혁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에 주목하겠다. 

한편 일본의 지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종교학자 브루스 링컨

                                        
15 マイケル·バークン. 『災害と千年王国』의 번역자인 키타하라 이토코의 역자후기(pp. 352-

359) 참조. 

16 宮田登, 『ミロク信仰の研究』, 東京: 未來社, 197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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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Lincoln)의 고  이란종교의 종말상징 연구17도 여기서 언급해볼 수 있

다. 링컨은 “땅이 평평해진다(The Earth becomes Flat)”는 의미를 지닌 구절을 

포함하는 고  이란 종교의 3개의 텍스트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땅이 평평

해진다는 것은 지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조로아스

터교의 우주창조론과 종말론을 담고 있는 중세 페르시아 텍스트인 『분다신

(Greater Bundahišn)』의 마지막 34장이다.  

 

그 분(Ohrmazd)께서 아베스타에서 말씀하셨다. “왕관과 자리가 없어지

고 땅이 평평해진다. 솟은 산이나 움푹 들어간 곳도 없으며 높고 낮은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18   

 

세상 끝의 시간에 산이 무너지고 움푹 들어간 곳도 없어져 땅이 평평해지는 

세계가 온다는 것이다. 링컨은 이 외에도 플루타르크의 『이시스와 오시리스

(Isis and Osiris)』에서 고  이란종교를 묘사한 부분과 락탄티우스(Lactantius)의 

『신의 기관(Divine Institutions)』에 포함되어 있는 『히스타스페스의 신탁

(Oracles of Hystaspes)』에서도 같은 표현을 찾아낸다. 링컨이 다루고 있는 텍

스트는 특히 세계의 끝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그는 이것을 산이 무너지고 

땅이 메워져서 평평해진 것처럼 인간들 사이의 차이가 사라지는 ‘평등’을 상징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계급 차가 사라진 상태로의 진전이 수직적 

위계가 없어진 땅의 평평함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3개의 텍스

트는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같은 상징적 의미(땅의 평평함=평등)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르다. ‘분다신’과 ‘플루타르크’의 텍스트 속에서 

땅이 평평해지는 것은 ‘우주적 갱신’을 의미하지만 ‘락탄티우스’의 글 속에서는 

                                        
17 Bruce Lincoln, “’The Earth Becomes Flat’: A Study of Apocalyptic Image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5, 1983, pp. 136-153. 

18 Greater Bundahšin 34.33. 이 부분은 앞의 글 p. 136에서 재인용하고 번역했다. ‘Ohrmazd’

는 이해를 위해 부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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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적 재난’이라는 것이다. 링컨은 세 텍스트의 앞뒤 문맥을 따지면서 이

러한 서로 다른 맥락의 차이가 당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 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사회의 계급차를 인간통합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에서 ‘평평해진 땅’은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위계를 우주적 질서로 보는 문화에서는 고통을 주는 재난들 중의 하나

일 뿐인 것이다. 

결국 링컨은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우주적 재생과 순환으로 카

오스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며 구체적인 역사성과 맥락을 바탕으로 상

징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란 종교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링

컨의 이러한 연구는 땅의 카오스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평평해지는’ 

이미지에 한 상징해석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실제 재해를 연구한 것

은 아니지만 재해 상징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정반 의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재해 상징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

면서 접근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방법론을 잘 드러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클 바쿤과 미야타 노보루, 브루스 링컨의 연구를 모두 자연 재해 자체

에 한 종교학적 접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변혁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왕국운동, 미륵사상, 종말론을 중심으로 재해 또는 재해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재해의 사회변

혁적 성격과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 또한 브루스 링컨의 작업은 재해 상징의 

맥락적 해석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3) 일본 지진과 나마즈에(鯰絵)에 관한 연구 

 

앞에서는 재해에 한 종교학의 연구사와 천년왕국운동, 종말론의 연구를 

살펴보며 본 연구의 방법론적 시각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적했다. 그렇

다면 본 논문에서 본격적인 자료로써 다룰 일본의 지진과 나마즈에에 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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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자. 일본에서의 지진 재해에 한 연구는 지진 예측과 관련해서 지질학 

방면에 치중되어 있고, 역사적인 지진에 한 연구도 지진의 규모와 피해, 진

원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것은 앞으로의 지진 재해를 예

측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역사적 지진에 

한 사료집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19 이런 가운데 재해에 한 인문·사회과학

적인 관심이 일어나면서 지진에 한 지질학적 관심과 함께 재해사회사, 재해

문화사의 관점까지 포함해서 일본의 지진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

다. 소위 ‘지진재해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20 지진에 한 통사적

인 접근을 손쉽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진에 한 종교적 인식

과 실천들도 간간히 언급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지진에 한 인문학적 관

심이 집중되었던 사례가 1855년의 안세이 지진이다. 

1855년 안세이 에도 지진이 주목받게 된 것은 이 지진 이후 나마즈에(鯰絵)

라는 흥미로운 자료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 자료는 1964년이 되어서야 네

덜란드의 민속학자인 코르넬리우스 아우웨한트(Cornelius Ouwehand)의 『나마

즈에와 그 테마: 일본 민속 종교의 몇몇 요소에 한 해석적 접근』21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안세이 지진 이후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나마즈에의 

자료를 처음으로 발굴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민속신앙의 전반적인 구조를 

                                        
19 震災予防調査会編, 『大日本地震史料』 上·下券, 東京: 丸善株式會社, 1904(復刻版, 京都: 思

文閣, 1973) ; 武者金吉編, 『日本地震資料』, 東京: 每日新聞社, 1851(復刻版, 東京: 明石書店, 

1995) ; 文部省震災予防評議会編, 『増訂 大日本地震史料』 1-3券, 1941-1943(増訂復刻版, 

東京: 鳴鳳社, 1975-1976) ; 東京大学地震研究所編, 『新收日本地震史料』 1-6券·別巻·補遺, 

東京: 東京大学地震研究所, 1981-1994.  

20 伊藤和明, 『地震と火山の災害史』, 東京: 同文書院, 1977 ; 北原糸子, 『日本災害史』, 東京: 

吉川弘文館, 2006 ; 寒川旭, 『地震の日本史』, 東京: 中央公論新社, 2011(2007) ; 笹本正治, 

『災害文化史の研究』, 東京: 高志書院, 2003. 

21 Cornelius Ouwehand, NAMAZU-E AND THEIR THEMES: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Some Aspects of Japanese Folk Religion, Leiden: E. J. Brill, 1964 ; 일본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コルネリウス·アウエハント, 『鯰絵-民俗的想像力の世界』, 小松和彦 ほか譯, 東京: 

せりか書房,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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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아우웨한트의 연구는 나마즈에와 안세이 지진에 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마즈에의 정의부터 시

작해서 수량, 나마즈에의 등장계기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분류하며 표적인 

구성요소인 메기(鯰)와 카시마 명신(鹿島大明神), 카나메이시(要石) 등의 의미

까지 분석하고 있다. 그의 초점은 지진이라는 재해의 시기에 나타난 나마즈에

라는 민속자료를 통해 일본의 민속신앙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항 립’적 

신앙구조를 드러내는 것에 있었다. 소위 구조주의적 상징분석의 방법론을 통

해 각 구성요소들이 지니는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립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

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그 중 가장 표적인 것이 나마즈에의 주

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메기였다. 메기는 재해의 신으로서 악(惡)을 의미하기

도 하지만 풍요의 신으로서 선(善)의 모습도 지닌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나

마즈에가 학술자료로 인정받고 1855년의 안세이 지진마저 유명해졌지만 그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이 지진이라는 일회적 사건에서 드러난 나마즈에를 통해 

일본 민속신앙의 구조적 보편성을 찾는 데 있었다. 따라서 나마즈에 속에 드

러나는 상징구조의 역전의 의미를 단지 일본의 전통적 신 관념이 갖는 이항

립적 의미구조 속에서만 찾았던 것이다. 그는 역사적 맥락은 간과하고 보편 

구조를 찾는 데에 몰두했다. 민속신앙의 구조를 찾는 그의 작업 역시 큰 의미

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초역사적 구조의 논리보다는 지진 재해가 시

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역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후의 나마즈에 연구들은 이러한 아우웨한트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추가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키타하라 이토코(北原糸子)는 『지진의 사회사-

안세이 지진과 민중』 22 에서 안세이 지진에 한 재해사회사적 분석을 위해 

나마즈에를 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키타하라는 지진 후 나타나는 사회의 제

현상을 여러 재해지(災害誌)들과 나마즈에를 자료로 이용해서 특히 민중에 중

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특히 키타하라는 안세이 지진 이후의 제현상을 ‘재해 

                                        
22 北原糸子, 『地震の社会史-安政大地震と民衆』, 東京: 講談社, 200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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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災害ユートピア)’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나마즈에에서 메기가 긍정

적으로 그려진 이유가 재해를 통해 궁핍한 민중들이 다시 풍족해지리라 기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타하라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유토피아

는 상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재해 이후 막부가 쌀을 나눠주는 등의 

구제정책 자체가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유토피아의 실현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키타하라의 초점은 재해를 통한 민중들에 한 구체적인 ‘구제책’ 자체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키타하라는 에도의 민중들이 재해와 뒤따르는 구제책에 의해 

일시적인 경제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 구제책 자체에 의례적 요소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기타하라의 시각은 1855년의 지진 재해와 당시 민중들의 

모습을 밝혀주는 귀중한 연구이다. 하지만 사회사적 분석에 치중하다보니 나

마즈에 속에 드러난 지진신앙에 한 고려라든지 민중들의 종교적 상상력에 

한 인식에 한 고려가 부족한 점이 있다. 역사가들은 당시 민중들이 바란 

것이 쌀을 나눠주는 실제적인 구제책이었다고 쉽게 판단내릴 수 있을지 모르

지만, 나마즈에에서 그들이 기존의 신화구조까지 바꾸면서 표현하려고 한 것

이 단지 일시적인 구제책에 그친다고 결론 내린 점은 나마즈에 속에 나타난 

민중들의 의식을 소극적으로 읽은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구제책보다는 그들이 상징구조의 전환까지 시도하면

서 꿈꾸었던 그들의 신세계와 변혁적 의식 자체까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한편 키타니 마코토(気谷誠)의 『나마즈에 신고-재해의 코스몰로지』23는 나마

즈에가 등장하는 1855년의 에도라는 시공간에 방점을 찍는다. 그의 초점은 

두 군데에 있다. 먼저 키타니는 나마즈에 속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에도의 문

화, 특히 가부키(歌舞伎)와 요시와라(吉原) 등에 관심을 두고 나마즈에를 읽는

다. 두 번째로 안세이 지진 이후 에도의 번창을 축제적인 시공간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 나마즈에 속에 나타나는 가부키 속의 익살꾼과 질서의 혼돈,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부(富) 등의 소주제로 나마즈에를 읽는다. 그의 연구는 

나마즈에 속의 메기를 둘러싼 지진신앙의 요소보다는 메기가 있는 공간과 입

                                        
23 気谷誠, 『鯰絵新考-災害のコスモロジー』, 茨城: 筑波書林,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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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옷, 즐기는 놀이 등을 통해 당시 에도라는 공간의 문화적 요소를 분

석하는 차원에서 나마즈에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관점과는 약간

의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나마즈에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공

간에 한 이해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1995년은 나마즈에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였다. 앞에서 

살펴본 나마즈에에 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전시회를 통해 나마

즈에가 중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그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나마즈에

의 기본자료집이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나마즈에-진재와 일본문화』24에는 여

러 학자들이 쓴 나마즈에에 한 기본적인 해설과 함께 나마즈에의 전반적인 

목록과 간략한 해석, 그림 속의 글(詞書)을 활자화해서 싣고 있다. 이로써 나마

즈에를 다룰 때에 이 자료집에서 붙인 나마즈에의 번호를 일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활자화된 나마즈에 속의 글도 쉽게 인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이를 통해 통일된 나마즈에의 자료이용이 가능해져 이후의 연구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이 자료집에 나온 나

마즈에의 번호를 기준으로 나마즈에를 지칭하고 활자화된 글 역시 이 자료집

을 바탕으로 인용하고 해석했다.  

 

3. 논문의 구성  

  

1855년 안세이 지진과 그 이후 등장하는 나마즈에를 통해 일본의 지진신앙

과 재해가 지니는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논문은 1855년을 기준

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185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지진이 어떻

게 종교적으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나마즈에의 주제가 되는 메기를 둘러싼 

신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 다음에는 1855년 지진 이후 등장하는 

나마즈에를 분석하고 이 나마즈에 속에서 기존의 지진신앙으로는 설명되지 않

                                        
24 宮田登·高田衛 監修, 『鯰絵-震災と日本文化』, 東京: 里門出版,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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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징을 통해 당시 지진이 지녔던 재생과 회복, 더나아가 변혁적 성격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855년의 지진 재해를 시공간적으로 상 화시켜 보

기 위해 한국과 1923년 간토 지진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론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1855년 

안세이 지진 이후 등장하는 나마즈에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지진 재해

에 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이는 일본에서의 지진신

앙에 한 계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마즈에의 주제가 되는 지진신화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통적인 지진론이라고 할 수 있는 타타리론(祟り論)과 천견

론(天譴論) 그리고 음양적 이해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해는 

고 부터 시작되지만 근 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엄청난 재해

가 일어나면 비논리적, 비과학적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나 국가 위

정자들에 한 비난, 사회 풍조에 한 비판적인 천견론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에서도 그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나마즈에 속에서도 지진신화

와 함께 간간히 등장하며 비교의 상으로 살펴볼 한국과 1923년의 간토 지

진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전통적인 지진론을 살펴본 이후 나마즈에의 주제

가 되는 지진동물의 등장과 카시마(鹿島) 신앙25과의 결합과정을 살펴볼 것이

다. 이는 나마즈에 나타나는 <메기-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의 세 요소가 등

장하는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지진을 일으키는 동물은 뱀과 용을 거쳐 

메기로 고정된다. 그리고 카시마신궁과 관련된 카시마 신앙이 지진을 일으키

는 메기와 연결되어 하나의 신화로 구성된다. 

3장에서는 1855년의 안세이 에도 지진의 발발과 나마즈에(鯰絵)의 등장 그

리고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2장을 통해서 살펴본 일본의 민속적 지진

신화가 나마즈에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나마

즈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하나는 지진신화의 의미를 재현한 

것으로, 재앙의 원흉으로서의 메기를 표현하는 나마즈에이다. 다른 하나는 지

진신화의 구조를 벗어난 것으로, 여기서 메기는 새 질서 구축자로서 등장한다. 

                                        
25 일본의 지진신앙과 관련있는 카시마신궁(鹿島神宮)을 둘러싼 신앙이다. 이 카시마신궁에

서 모시는 신이 이후 다루게 될 지진을 통제하는 카시마 명신(鹿島大明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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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종류의 나마즈에 사이에는 상징의 충돌이 나타난다. 기존 신화의 

의미를 재현한 나마즈에와 그 신화의 상징을 이용하지만 의미는 역전시킨 나

마즈에 사이에서 메기의 의미는 정반 이다. 이를 상징의 충돌과 그 구조의 

변화로 이해하면서 다양한 나마즈에의 모습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기한 지진신화 속의 상징이 나마즈에 속에서 변화, 더

나아가 역전되어 나타나는 것에 한 설명을 시도한다. 이를 ‘재해’가 지니는 

요나오시(世直し )적인 성격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지진의 주문과 나마즈

에에서도 나타나는 ‘요나오시’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 농경사회의 요나오시관을 살펴보고 이것이 나

마즈에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로부터 

회복을 꿈꾸고, 고통이 사라진 풍요의 세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전통적인 ‘재

생과 회복의 요나오시’관이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반면 나

마즈에 속에서는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로 설명할 수 없는 과격한 내용의 나

마즈에도 등장한다. 부자들에게 적의를 품고 돈을 강탈하는 메기의 모습이 나

타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도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관련

하여 도시 민중들의 당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욕망이 나마즈

에에 표출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요나오시’

는 경제적, 직업적 불평등이 사라진 소위 계급갈등이 해소되는 ‘변혁의 요나오

시’라고 할 수 있다. 나마즈에에서의 급격한 기존 상징구조의 변화는 재해가 

가지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요나오시적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까지는 나마즈에와 1855년 지진의 변혁적 측면에 해서는 간과되어온 경향

이 있다. 따라서 변혁의 요나오시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진이 나고 

몇 년 후에 일어나는 요나오시 잇키(一揆) 속의 ‘요나오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요나오시 잇키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인식은 나마즈에 속에서 살펴본 변혁

의 요나오시와 매우 흡사하다. 지진 재해의 변혁적 요나오시와 잇키 속의 요

나오시에는 민중들이 사회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모습

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속에는 경제적 평등에 한 의식이 강

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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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5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나마즈에를 통해 살펴본 1855년 안세이 에

도 지진이 가지는 의미를 시공간적인 비교를 통해 상 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855년의 지진 재해가 당시의 맥락에서 얼마나 특수한 의미를 지녔는지

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간적으로는 인접 문화권인 한

국에서의 지진 재해의 의미,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같은 일본의 에도지역이지

만 다른 시기의 재해인 1923년의 간토 지진이 지닌 의미를 살펴본다. 한국에

서는 지진 재해에 한 유교적 천견론의 인식이 고 부터 조선시 까지 꾸준

히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와 함께 고려시 부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

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진의 의례 즉 지진해괴제(地震解怪祭)가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재해의 의례적 실천이 강조되었지만 지진을 둘러싼 

민간적 신앙은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지진 재해가 변혁적인 의미를 지녔던 사

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홍수 재해를 도구로써 이용하여 새

로운 왕조를 열려고 한 종교적 역모사건의 사례가 눈에 띈다.  

1923년의 간토 지진에서는 1855년과는 달리 메기를 중심으로 한 지진신앙

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지진을 둘러싼 요나오시의 담론이 정

치적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등장한다. 1855년과는 요나오시의 주체도 

의미도 다르지만 재해가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과 1923년의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1855년의 

지진이 지녔던 변혁의 의미는 한층 더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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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지진신앙의 계보와 지진신화의 형성 

 

문헌에 기록된 소위 ‘역사지진’ 가운데 진도 6이상의 지진만 해도 300회 이

상이었을 정도로 일본은 땅의 흔들림을 자주 경험해왔다. 최근 2011년 3월 11

일의 동북지방태평양지진(규모 9, 사망자 2만여명)과 1995년 1월 17일, 고베 

지역에 큰 피해를 준 한신 지진(규모 7, 사망자 6500여명)과 같은 지진이 역

사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온 것이다. 이러한 역사지진 속에서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을 보여왔을까? 본 장에서는 나마

즈에에 나타나는 표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1855년 안세이 에도 지진 이전의 

일본 지진신앙의 계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지진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적 존재의 분노, 유교적 천(天)의 경고, 음양론에 의한 지진의 이해를 살펴본 

후 지진을 일으키는 지진충과 지진동물을 상상하여 온 역사를 되돌아본다. 그

리고 지진동물 중 메기가 카시마 신앙과 결합하여 하나의 지진신화로 완성되

어 가는 과정에 해 살펴본다.  

 

1. 전통적인 지진론 

  

1) 신의 타타리와 어령신앙(御霊信仰) 

 

일본의 역사지진사료 중에서 지진에 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

본서기(日本書紀)』이다.26  그리고 지진에 한 첫 번째 종교적 반응을 기록해 

둔 것도 같은 자료이다. 『일본서기』의 599년 기사에는 “땅이 흔들려서 집이 

                                        
26 『日本書紀』 允恭天皇5年(416년) 7月14日(震災予防調査会編, 『大日本地震史料』 上券, 東京: 

丸善株式會社, 190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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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서졌다. 사방에 명을 내려 지진신에 제사지내게 했다”27라는 구절이 나

온다. 여기에 지진을 관장하는 신, 즉 ‘地震神’이 직접 언급되지만 어떤 신인지

에 해서 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을 관장하

는 힘을 지닌 신적 존재가 있고, 이 신이 어떠한 연유로 지진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달래기 위해 특정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지진에 해 소위 신의 

‘타타리(祟り)’,28 달리 말하면 신의 징벌 내지 원한 같은 것으로 초기부터 인식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의 타타리에 한 인식은 헤이안 시  이후에는 

원한을 지니고 죽은 또는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인간이 원령(怨靈)이 되어 재

해를 일으킨다는 어령신앙(御靈信仰) 29으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홍수, 가뭄, 

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뿐만 아니라 지진 역시 신적 존재의 원한과 분노로부터 

발생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타타리 또는 어령신앙이 개입된 재해 인식에는 자연의 힘 그 자체가 

신으로 상정되거나 자연을 조정할 수 있는 신 또는 원령의 존재가 전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점(占)을 치거나 꿈을 통해 어

떤 신이나 원령의 원한에 의한 것인지부터 파악한다. 그리고 인간과 그 신적 

존재의 악화된 관계를 풀기 위해 기도를 하거나 제사(祭り)를 지낸다. 이를 통

해 재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의 전래 이후에도 재해의 원인을 타타리에서 찾는 인식은 쉽게 사라지

지 않았다. 일본 중세에는 불교가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부처와 보살

                                        
27 『日本書紀』 推古天皇7年(599년) 4月. “地動, 舍屋悉破, 則令四方, 俾祭地震神”(震災予防調

査会編, 『大日本地震史料』 上券, p. 1). 

28  타타리(祟り, たたり)는 일본종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우리말로는 

해를 읽으키는 ‘빌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신적

인 존재의 화, 원망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타타

리’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자 이케가미 요시마사(池上良正)는 타타리-제사(祟り―祭り), 

오염-정화(穢れ―祓い)를 일본 민속종교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로 제시한 바 있다(池上

良正, 『死者の救濟史－供養と憑依の宗敎史』, 東京: 角川書店, 1993, pp. 27-35). 

29 어령신앙(御霊信仰)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양상에 해서는 柴田實 編, 『御

霊信仰』, 東京: 雄山閣出版, 19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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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의 여러 신(神)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에 의해 신불의 습합이 나타난다. 이 신불의 습합 과정

에서 불교의 불(佛)은 일본의 전통적 신(神)의 속성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신

불에 의한 타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해 역시 신불의 타타리에 의한 것

으로 여전히 인식하게 되고 이 신불의 타타리를 풀기 위해 제사 신에 불교

적인 의례로서 가지기도(加持祈禱)와 독경(讀經)을 설행했던 것이다. 특히 반

야경(大般若経)·인왕경(仁王経)·반야심경(般若心経)·금강반야경(金剛般若経) 등이 

자주 독송되었다.30 종교지형의 변화가 있었지만 재해를 신적 존재의 타타리로 

보려는 인식은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변모되었던 것이다. 

 

2) 천견론 

 

중국의 유교사상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교적 재이론

(災異論)에 의한 인식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는 천황(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위정자들 사이에서 주로 이야기된다. 여기서 재해는 신의 타타리일 뿐만이 아

니라 천(天)의 견책(譴責)으로도 인식된다. 유교적 재이론은 고  중국의 천에 

한 사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유교에서 ‘천’은 시 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드

러나지만,31 한  동중서(董仲舒)의 천인상관론(天人相關論)과 재이론이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한국에서의 유교적 재이론의 주된 기반이 되었다. 인간

사가 자연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천인상관론의 기본적인 의미이다. 

동중서는 이러한 천인관계를 재이(災異)와 연결시켜 재이를 하늘의 의지를 나

                                        
30 北原糸子, 『日本災害史』, pp. 100-102. 

31 천(天)은 신격적, 신비적인 요소를 띤 인격화된 최고의 신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인격성

과 자의성이 없는 하나의 현상계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는 한 (漢代)와 송명이학(宋

明理學)의 천에 한 이해에서 명확히 차이가 난다(풍우란, 『중국철학사』 상, 박성규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9, pp. 60-64 ; 풍우란, 『중국철학사』 하, pp. 16-19, 531-5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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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보았다.32 이런 인식이 유교의 군주관과 이어져 재해

는 위정자의 부덕(不德)에 한 천의 경고로 이해되기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특히 천황이 친정(親政)을 행한 9세기 후반 이전에 이러한 인식

이 두드러졌다. 왕의 치세에 한 부정적인 평가가 재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천황은 지진이 일어나면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성하

며 자책의 조(御自責の詔)를 내리기도 했다.33 천황 자신의 자책의 조는 체로 

천변지이가 일어나는 것은 천자의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천(天)이 그것을 

꾸짖는 것이고, 모든 것이 윗사람 한 명의 책임으로 서민들은 어떤 죄도 없는

데 오히려 재액을 입은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니 피해지에 사람을 보내 조세

를 면제하고 필수품을 보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위정자들에 한 하늘의 경고 내지 처벌로서 재해가 온다는 인식은 

일본사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 에도 시 에도 막부뿐만 아니라 각 번의 

다이묘(大名) 역시 지진을 이와 같이 인식하였고,34 근 에 들어와서 1923년의 

간토(関東) 지진 때에도 천이 부패한 세상을 벌하여 지진이 일어난다는 인식

이 언론지상에서 널리 이야기된다.35 일본사에서 볼 수 있는 지진에 한 천

견론은 그 천에 한 인식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체로 자연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존재가 위정자 또는 인간 사회에 경고 내지 징

                                        
32 동중서(董仲舒)의 천인상관론과 재이론의 배경과 쟁점에 해서는 이연승, 「동중서의 천

인상관설에 관하여」, 『종교문화연구』 2, 한신 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0 참조. 

33 쇼무천황(聖武天皇)이 天平6年(734년)에 일어난 지진을 시작해서 세이와천황(靑和天皇)이 

貞観11年(869년)에 내린 조칙까지 7개가 남아있다. ①聖武天皇 天平6年(734년) 畿内七道

地震(震災予防調査会編, 『大日本地震史料』 上券, p. 4), ②嵯峨天皇 弘仁9年(818년) 関東地

震(같은 책, p. 12), ③淳和天皇 天長4年(827년) 京都地震(같은 책, p. 15), ④淳和天皇 天長7

年(830년) 秋田地震(같은 책, pp. 15-16), ⑤仁明天皇 承和8年(841년) 伊豆地震(같은 책, p. 

18), ⑥仁明天皇 嘉祥3年(850년) 出羽地震(같은 책, pp. 21-22), ⑦清和天皇 貞観11年(869

년) 陸奥地震津波(같은 책, pp. 38-39). 

34 今田洋三, 「江戸の災害情報」, 『江戸町人の研究』 6, 西山松之助編, 東京: 吉川弘文館, 1978,

 p. 220. 

35 廣井脩, 『災害と日本人: 巨大地震の社会心理』, 東京: 時事通信社, 1995, pp.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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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내리는 의미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해 등의 변이가 생기면 연호(年號)를 바꾸어 그 재해의 영향을 

끝내고 분위기를 새롭게 하려는 개원(改元)도 자주 행해졌다. 지진 재해로 인

한 개원은 죠헤이 8년(承平8年, 938년) 4월 15일의 교토 지진으로 죠헤이(承

平)에서 텐교(天慶)로 바꾸는 것이 최초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다룰 1855년, 즉 

안세이(安政) 지진 때의 연호도 1854년의 도카이(東海) 지진으로 인해 가에이

(嘉永)에서 안세이(安政)로 바꾼 것이었다. 지진에 의한 연호의 교체는 고 부

터 근세 말까지 꾸준히 이어져온다. 이 역시 위정자의 부덕(不德)을 반성하고 

선정(善政)에의 의지를 표출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음양적 이해 

 

유교에 바탕으로 둔 천견론적 지진이해와 함께 음양오행사상 역시 지진의 

이해에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을 제공한다. 음양료(陰陽寮)라는 조정의 기관에서

는 음양사들이 지진점(地震占い)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지진이 일어

나면 1년 뒤 국상(國喪)이 난다든지 반란이 일어나든지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지진을 4-5가지로 분류해서 그것이 일어난 날과 

시간 등에 따라 점을 치기도 했다. 지진점은 불교의 지진론과 결합되어 특히 

중세에 들어와 민간적 차원으로까지 확산된다. 이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지진에 한 음양오행적 이해는 에도 시  말까지 이어져서 본격적인 서구 

현 과학의 설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나름 로 정합성을 지닌 논리적인 설명으

로서 기능했다. 가령, 에도 초기 의사였던 무카이 겐쇼(向井元升)는 포르투칼 

선교사 크리스챤 페레이라(Cristóvão Ferreira)가 일본어로 번역한 천문서를 음

양오행설을 기반으로 자기 나름 로 재해석해서 1650년에 『건곤변설(乾坤弁

説)』을 출판했다. 여기에서 무카이 겐쇼는 땅에 있는 구멍을 통해 지상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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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어 들어와서 고이는데, 그 바람이 땅 속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

갈 구멍이 없으면 그 상승하는 힘에 의해 지진이 일어난다고 보는 아리스트텔

레스(Aristoteles)의 지진설을 먼저 언급한다. 그런 다음, 무카이는 이를 평가하

면서 자신의 지진론을 내세운다. 

 

앞의 남만(南蛮)학자의 설명 중에 땅 속의 바람이 지상으로 나가려고 

해서 지체(地体)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바람의 근원은 

땅의 구멍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중의 양기(陽気)이다. 지중에는 

만물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상승하는 양기가 있지만 땅의 음기(陰気)가 

이를 가로막아서 양기가 상승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땅을 진동시켜 지

진이 일어난다.36 

 

그 외에도 저자불명의 저서인 『태극지진기(太極地震記)』(1662)와 니시카와 

죠켄(西川如見)의 두 저서 『양의집설(両儀集説)』(1712), 『만물괴이변담(万物怪異

弁談)』(1713)에서도 각각의 음양설로 지진론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니시카와 

죠켄은 고 부터 행해지던 지진점(地震占い )과 앞으로 다룰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에 한 속설을 모두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자신의 음양적 이해의 논리성

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37 

개인들의 지진관련 저서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類書)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사카의 의사인 테라시마 료안(寺島良安)이 중국의 유

서인 『삼재도회(三才圖會)』를 모범으로 삼아 편집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
會)』의 ‘地震’ 항목38에서도 지진을 음양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에도 시 에는 지진에 한 음양적 이해가 보편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에도 시  후반에는 서구 근 과학의 전기에 한 설명이 들어와 지진

                                        
36 伊藤和明, 『地震と火山の災害史』, pp. 29-31에서 재인용 및 번역. 

37 앞의 책, pp. 32-34. 

38 寺島良安 編, 『和漢三才図会』 巻第五十五, 大阪: 杏林堂出版, 1712, pp. 577-579. “地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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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음양적 설명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로 치환되어 논해지기

도 한다.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의 논리가 그 로 유지되지는 않지만 음과 양으

로 지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일본사에서 꾸준히 나타났다. 

 

일본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 가운데 특정 신과 

특정 원령의 원한과 불만에 의해 일어난다고 본 타타리론과 유교적 재이론에 

바탕을 둔 천견론, 그리고 신과 천 등의 어떤 존재에 의도가 아닌 단지 음양

의 논리에 의해 재해가 일어난다고 본 음양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일본학계에

서는 이를 재해에 한 인식의 변천을 강조하면서 부덕에 의한 천견→타타리

→음양적 논리39 또는 천견→음양적 논리→타타리40 순으로 변화했다고 그 과

정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하지만 사료에 관련 내용이 등장한 순서를 

근거로 하나의 설명만이 한 시기를 휩쓸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비록 중

국의 유교와 음양오행사상이 일본의 율령국가의 형성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견론과 음양적 이해가 나타난다고 시간적 우선순위를 엄격히 따

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지진을 포함한 재해에 한 인식은 복합적

이었다고 보는 관점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헤이안 

시 와 중세를 지나 에도 막부가 들어서는 근세에 와서도 천견론과 원령에 의

한 설명, 음양의 논리 등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는 지진에 한 이해는 앞에서 살펴

본 지진에 한 인식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다른 재해와는 구별되는 지진의 고

유성을 강조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1855년 나마즈에의 주제가 

되는 지진을 일으키는 동물에 한 이야기와 지진을 통제하는 카시마신궁과 

관련된 신앙이다. 

                                        
39 山口えり, 「日本古代のおける災害認識の変遷」, 『史觀』 158, 早稲田大学史学会, 2008, pp.

 119-120. 

40 西岡虎之助, 「王朝時代人の地震に対する思想」, 『日本災害史』, 東京: 日本学術普及会, 192

3, pp. 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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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충과 지진동물 

 

일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진에 한 이해와 함께 민간적 차원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지진에 한 이해가 나타난다. 그것은 땅 밑에 지진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벌레나 동물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어

떤 살아 있는 동물을 상상한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빈번히 

나타났다. 세계를 지지하고 있는 소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던 아프리카와 인

도네시아 지역도 있으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세계를 둘러싸고 있

는 뱀이 지진을 일으킨다고 보기도 했다.41  

 

1) 지진을 일으키는 뱀과 용 

 

일본에서는 지진충(地震の虫)이라 불리는 생물이 땅 밑에 있어서 지진을 일

으킨다고 오래 전부터 상상해왔다. 이 지진충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떠

한 형태였을까? 코지마 토잔(小島濤山)은 1830년 교토에서 지진을 겪고 『지진

고(地震考)』42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지진의 양

상과 전조, 지진에 한 이전 사람들의 인식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1198

년 이즈(伊豆)반도의 카모군 마츠자키(松崎) 마을의 절에서 만든 오래된 달력

의 필사품이라는 그림 하나를 책 속에 포함시켜 놓았다. 

무샤 킨키치(武者金吉)와 산가와 아키라(寒川旭) 등은 코지마 토잔의 이러한 

설명을 그 로 받아들여 1190년 에 이미 <그림 1>과 비슷하게 생긴 지진충

에 한 인식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43 하지만 아우웨한트는 너무나 일찍이 

                                        
41 大林太良, 「地震の神話と民間信仰」, 『地震』, 林健太郎 ほか著,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76, pp. 261-288. 

42 小島濤山, 『地震考』, 京都: 斎政舘, 1830(全19葉). 

43 寒川旭, 앞의 책,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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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이 출판되고 그림의 내용도 당시의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의심하면서, 지

도사학자 아키오카 타케지로(秋岡武次郞)의 연구를 바탕으로 코지마 토잔이 

12세기의 것으로 생각한 달력이 실제로는 18세기 말 정도에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44 

 
 

 

그림 1 『지진고』 속의 이세코노미(いせこのみ)45 

 

그렇다면 지진충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추적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해

선 일본 중세의 지도를 바탕으로 일본의 당시 국토론을 살펴보고 있는 쿠로다 

히데오(黑田日出男)의 연구46가 많은 도움을 준다. 그는 두 지도를 중심으로 일

                                        
44 コルネリウス·アウエハント, 앞의 책, pp. 62-64. 

45 앞의 책, 13葉. 이세코노미(いせこよみ)는 이세력(伊勢暦)의 일본어 발음으로 이세지역에

서 발간된 달력의 일종이다. 

46 黑田日出男, 『龍の棲む日本』, 東京: 岩波書店,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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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중세의 국토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중 하나

인 14세기 초의 <카네사와문고본 일본도(金沢文庫本日本図)>47이며 다른 하나

는 1624년의 < 일본국지진지도(大日本国地震之図)>이다. 

 

 

그림 2 카네사와문고본 일본도 

 

먼저 <카네사와문고본 일본도>부터 살펴보자. 이 지도는 일단 그림의 왼쪽 

부분이 상실된 상태이다. 가운데 동그랗게 타원으로 그려진 것의 안쪽이 일본

이며, 각 모서리 부분은 다른 나라이다. 여기에는 류큐, 신라, 고려, 몽고, 당나

라 등 실존했던 나라뿐만 아니라 라세츠국(羅刹国) 등과 같은 가상의 나라도 

그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곳은 일본의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거 한 동물의 몸체이다. 왼쪽 부분이 없어서 정확히 어떠한 동물인지 알 수

는 없지만 몸만 보자면 비늘이 그려져 있고 길다란 것이 꼭 뱀의 몸체 같다. 

쿠로다 히데오는 이것이 뱀 또는 용이 아닐까 추측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본 중세 때에 용과 일본 국토의 접한 연관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47 카네사와문고(金沢文庫)는 가마쿠라 중기의 무장 호조 사네토키(北条実時, 1224-1276)가 

만든 사설도서관으로 현재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위치한다. 여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진, 1305년의 닌나지본(仁和寺本) <일본도>와 이 글에서 언급하는 <

일본도>가 보관되어 있다. 여기서는 <카네사와문고본 일본도>로 지칭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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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용은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용48과 마찬가지로 수신(水神)의 

이미지를 지녔고, 헤이안 시 에는 비의 신으로서 용혈(龍穴), 즉 용이 산다고 

여겨지는 동굴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불교의 영향이 커짐에 따

라 용이 지와 관련되기 시작한다. 일본지진사료집에는 지진을 ‘용이 움직였

다(龍動, 龍王動, 龍神動)’고 표현되어 있는 사료가 곳곳에서 발견된다.49 그런

데 용뿐만 아니라 지진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도 나온다. 『 일본지진사료』

에는 <龍動, 龍王動, 龍神動>, <火神動>, <水神動>, <天王動, 帝釋動>, <金翅

鳥動> 50  이렇게 다섯 종류의 지진이 언급되고 있다.51  이는 음양도(陰陽道)와 

교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도(宿曜道)를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었다. 그

리고 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 지도론(大智

度論)』 속에 언급되는 지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용수(龍樹)가 저술했다고 알려

진 『 지도론』은 『 품반야경(大品般若經)』의 주역서로, 승불교의 백과전서

로 불리며 총 100권에 이를 정도로 여러 주제에 해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앞 절에서도 언급한 지진점(地震占い )도 이 『 지도론』의 지진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52 『 지도론』 제8권에 이 지진론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53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붓다가 사자유희삼매(獅子遊戱三昧)54에 들었

을 때 신통력으로 지를 여섯 가지로 진동시켰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생들

                                        
48 동아시아에서의 용과 비의 친연성 및 그와 관련된 기우의례에 해서는 최종성, 「용부림

과 용부림꾼: 용과 기우제」,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참조. 

49 黑田日出男, 『龍の棲む日本』, pp. 121-123 특히 표2와 표3 참조. 

50 금시조는 인도와 불교신화에 등장하는 가루다(Garuda) 신의 별칭이다. 인간의 몸체에 독

수리의 머리와 부리, 날개, 다리, 발톱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비슈누 신의 신봉

자이며 그의 탈 것이 되기도 했다. 불교에서도 신성한 새로 받아들여진다. 

51 黑田日出男, 앞의 책, p. 114. 

52 앞의 책, pp. 115-120. 

53  용수(龍樹) 지음, 구마라집(鳩摩羅什) 한역, 『 지도론』, 김성구 옮김, 서울: 동국역경원, 

1995, pp. 319-322(제공사이트: http://www.tripitaka.or.kr/). 

54 범어로는 siṃhavirīḍita-samādhi이며 여덟 가지 삼매(八三昧) 가운데 하나이다. 마치 사자

가 사슴을 잡아 유희하는듯한 삼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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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처님의 신통력의 한량 없음을 알게 하고 일체의 공하고 무상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네 가지의 땅의 진동도 있는데 이것이 화동(火動), 

용동(龍動), 금시조동(金翅鳥動), 천왕동(天王動)이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돌아

오는 28성수(星宿)55와 지진이 일어나는 날에 맞추어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지진이 일본지진사료의 지진 명칭과 거의 일치한다. 이 네 종류 중 

천왕동만 상서로운 것으로 천자(天子)에게 좋은 일이 있고 백성은 편안하며 세

상이 안정된다. 반면 다른 세 종류는 흉년, 재앙과 관련된다. 이러한 불교의 지

진론에 음양론이 더욱 합쳐져서 지진의 발생시간에 따라서도 다른 지진의 이

름을 붙여 구별하며 곡물의 익음과 천하의 추이를 점쳤던 것이다. 여기서 용

동(龍動)은 체로 불길한 흉조로 여겨졌다. 

이렇듯 지진을 일으키는 중세 일본의 용은 음양도 및 불교와 관계가 있는 

용이면서도 중국의 용과는 모습에서 차이가 났다. 중세 회화에 그려진 용들은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네 다리가 없다는 점이다.56 용이 다리가 없다면 결

국 큰 뱀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용의 머리도 중국의 전형적인 용의 이미지와

는 달리 뱀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일본 중세의 용은 뱀을 전

제로 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카네사와 문고본 일본도>에서 일본 국토를 

감싸고 있는 또는 받치고 있는 것은 뱀이기도 하고 용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

다.57 중세 일본에서는 이렇듯 일본 섬과 땅을 받치고 있는 존재로 뱀의 모습

                                        
55 28성수(星宿)는 천구를 28영역으로 나누어 이 영역의 기준이 되는 별자리를 일컫는 말이

다. 28이라는 숫자는 달의 공전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결국 하루에 하나의 성수가 바뀌

어 1달 뒤에는 원래의 성수로 돌아온다. 지진이 일어난 날에 따라서 그 날의 성수와 응

되는 지진의 명칭이 정해진다.  

56 黑田日出男, 앞의 책, pp. 109-112. 

57 뱀과 용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중세 일본의 경우 외에도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 용을 뜻하는 나가(Nãga)는 실제 코브라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뱀이라고

도 할 수 있는데, 『법화경』을 비롯한 한역불전에서는 이 나가(Nãga)를 용(龍)으로 번역하

고 있다. 영어에서 용을 뜻하는 ‘dragon’ 역시 그 어원이 뱀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뱀과 

용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일본에서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실제 

동물인 뱀과 악어 등을 기반으로 상상되기 시작한 ‘용’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뱀의 모습을 



 

 

30 

을 한 용을 상상했고 음양도와 불교의 영향 속에서 지진을 일으킨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땅을 떠받치고 지진을 일으키는 동물이 용에서 

물고기로, 더 구체적으로는 메기로 변해간다. 

 

2) 용에서 메기로 

 

 

그림 3 대일본국지진지도 

 

1624년(寛永元年)에 발간되었고 지금은 한 개인이 소장 중인 < 일본국지진

지도>는 <카네사와 문고본 일본도>와 체로 닮은 형태의 지도이다. 일본 국

                                                                                                        

지닐 수 있고 여기서 발전되어 우리가 오늘날 연상하는 용의 모습으로 발전된 것이다. 

오늘날 흔히 통용되는 용의 이미지는 중국에서도 명청 가 되어서야 정형화된 것이다(윤

용복, 「인도의 용신앙」, 서영  엮음, 『용, 그 신화와 문화-세계편』, 서울: 민속원, 2002, 

pp. 15-36 ; 정연학 「용과 중국문화」, 같은 책, pp. 37-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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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가운데 두고 그것을 길다란 동물의 몸체가 둘러싸고 있는 구도, 일본국 

바깥에 다른 나라들이 그려져 있는 점, 그리고 동물의 머리 방향이 동쪽을 향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기재 내용이 차이가 나며 무엇보다 일

본 국토를 감싸고 있는 동물의 모습이 세세하게 보면 이전의 뱀과 같은 몸체

와도 다르다. 먼저 머리부터 보면 사슴과 같은 뿔이 있으며 메기와 같은 수염

이 난 입과 날카로운 이가 보인다. 머리부분은 용 같기도 하지만 몸체에 다리

가 없어 뱀 같기도 하며 등에는 지느러미가 연속적으로 달려 있어 물고기 같

기도 하다. 결국 뱀과 용과 물고기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오른쪽 맨 위 상단에는 이 동물을 <大唐錬>, <宝刀魚> 

또는 <摩訶薩魚>라고도 한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58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물고기’라는 점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그 모습은 뱀과 용의 모

습을 닮아 있을지언정, 이전의 국토를 둘러싸고 있던 뱀과 용에서 물고기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물고기의 이름 중 ‘ 당련’과 ‘보도어’는 

검(劍)의 모양을 한 가느다란 물고기이며 ‘마하살어’는 바다 속에 사는 큰 물고

기로 ‘고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지진을 용과 뱀이 아닌 다른 동물의 소행으로 언급하는 기사들이 

몇몇 발견된다. < 일본국지진지도>의 발간보다 앞선 시기인 센코쿠(戦国)시

에 천하통일을 마무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침략을 준비 중이

던 1591년에 보낸 편지에서 지진을 메기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때 

히데요시는 침략지휘소로 쓰기 위해 나고야(名護屋)성을 축조하고 있을 때인데, 

교토로 편지를 보내서 인근 후시미 지역에 짓고 있는 성에 지진 책을 마련하

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편지 속에서 지진을 지칭하는 말로 ‘메기의 큰 일(な

まつ大事)’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59 이 때의 지진은 1586년 교토와 오

                                        
58 “此のを(魚)のな(名)大たうれん(大唐錬)といふ又者、はうとうきよ(宝刀魚)といふ又、ま

かさつきよ(摩訶薩魚)共云”(黑田日出男, 앞의 책, p. 174에서 인용). 

59 寒川旭, 앞의 책, p. 89에서 재인용.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ふしみのふしんなまつ(鯰)大事

にて候まま(中略) りこう(利休)にこのませ候て、ねんころに申し付けたく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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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 지역에서 일어난 텐쇼(天正)지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교토에서는 인근의 큰 호수인 비와호(琵琶湖)에 있는 메기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진과 메기를 연관

시킨 매개가 되었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60 

쿠로다 히데오는 지진동물이 용에서 메기로 변화한 시기를 체로 에도 시

 초인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두로 추측한다. 그가 근거로 드는 것이 앞

의 『지진고』라는 책에 그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이세력’이라는 달력이다. 쿠

로다는 1673년에서 1685년에 발간된 달력 11점을 연구한 오카다 요시로우(岡

田芳朗)의 성과를 빌어 이 때의 달력에는 1624년 < 일본국지진지도>의 동물

과는 달리 용의 특성을 많이 잃고 메기와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61 이뿐만 

아니라 쿠로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문학작품에서도 발견된다. 에도 전

기 하이쿠 작가인 마츠오 바쇼(松尾芭蕉)의 1678년작 『에도삼음(江戶三吟)』에 

다음과 같은 하이쿠(俳句)가 실려있다. 

 

大地震つづいて竜やのぼるらん 큰 지진이 계속되는데 용이 올라가는 것인가 

長十丈の鯰なりけり           길이 10장(약 30m)의 메기였구나62 

 

용에서 메기로의 변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작품은 메기를 지

진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던 당시의 풍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아직 자

료가 충분치 않아 확실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만 본다면 

체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 정도에 뱀과 용으로 상상되던 지진동물

이 메기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진을 일으킨다고 상상했던 동물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뱀이나 뱀을 닮은 

용에서 큰 물고기, 고래 등으로 상상되다가 결국에는 메기로 정착된다. 일본의 

                                        
60 앞의 책, p. 90. 

61 黑田日出男, 앞의 책, pp. 213-218. 

62 島居清, 『芭蕉連句全註解』 第2冊, 東京: 桜楓社, 1979-1983,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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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를 거쳐 근세 초에 이르는 이러한 지진동물의 변화는 이미 중세 때부터 

충분히 그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

네사와 문고본 일본도>와 < 일본국지진지도>에서 일본 국토를 받치고 있는 

동물은 명확히 뱀이나 용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물고기라고도 할 수 있는 어중

간한 형태를 취하는 상상의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영향 속에서 용이라

고 불리기는 했지만, 당시 일본인에게서 있어서 용은 수신(水神)이면서 한편으

로는 일본 국토를 수호하고 떠받치고 있는 지신(地神)이기도 했고, 그 모습도 

중국의 정형화된 용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아우웨한트는 뱀에서 메

기로 변화했다고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63  나마즈에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메기가 상상되기까지에는 그 과정에 여러 형태의 동물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메기였던 것일까? 여기에 

해서는 명확히 답하기는 어렵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진을 메기로 부른 

것을 고려한다면, 비와호의 메기가 지진을 예지하는 동물로 받아들여졌다는 

설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 다룰 카나메이시의 이야기

에서도 자그만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3. 카시마(鹿島) 신앙과 메기의 만남 

 

에도 초 지진을 일으키는 동물이 용에서 메기로 옮겨왔지만, 이것이 지진동

물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 일본국지진지도>의 오른쪽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한 수 적혀 있다.  

 

흔들려도 설마 뽑힐 카나메이시(이겠느냐),  

카시마 신이 있는 한은 (어림없다) 64 

                                        
63 コルネリウス·アウエハント, 앞의 책, p. 64. 

64 원문은 다음과 같다. “ゆれぐとも よもやぬけじのかなめ石 かしまの神のあらんかきりは” 

이 노래는 에도 시  민중들 사이에서도 널리 불렸으며, 특히 후쿠시마현에 있는 한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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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지진동물과는 별도로 ‘카시마(鹿島)의 신’과 ‘카나메이시(要石)’가 

언급된다. 이 노래가 적혀 있는 부분의 그림을 잘 보면, 지진동물이 온 몸으로 

일본 국토를 감싸고 있으며 입으로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고 꼬리의 끝에 창

이나 칼로 보이는 무언가가 꽂혀 있다. 이것이 ‘카나메이시’라고 불리는 것이

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카시마의 신과 카나메이시는 어떠한 것일까? 

지진동물로서의 메기와 함께 이 카사미의 신과 카나메이시가 합쳐져서 일본의 

지진신화는 완성되고 이후 나마즈에의 주된 내러티브로서 등장한다. 따라서 

카시마의 신과 카나메이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이후 살펴본 나마즈에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1) 카시마신궁(鹿島神宮)과 카시마대명신(鹿島大明神) 

  

먼저 카시마의 신에 해서 살펴보자. 카시마의 신은 카시마신궁(鹿島神宮)

의 제신(祭神)을 의미한다. 이 신을 모시는 카시마신궁은 도쿄로부터 동쪽으로 

100km정도 떨어진 이바라키현(茨城県) 카시마시(鹿島市)에 위치하며 태평양을 

바라보고 서 있다. 일본 전국에 있는 약 600여 카시마신사의 총본사이기도 한 

이 곳은 초  천황인 진무(神武)천황 1년, 즉 기원전 660년에 창건되었다고 한

다. 하지만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에서는 진무천황 자체가 신화적인 

인물이므로 그 연 를 그 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8세기 후반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상륙국풍토기(常陸国風土記)』65에서도 카시마신궁을 언

                                                                                                        

마신사에서는 정월 14일에 행하는 마쯔리(祭り)에서 카구라(神樂)로도 불렀다고 한다(宮田

登, 『ミロク信仰の研究』, 東京: 未來社, 1975, p. 222).  

65 상륙국(常陸国, ひたちのくに)은 지금의 이바라키현(茨城県) 지역이며, 『상륙국풍토기(常

陸国風土記)』는 713년 겐메이(元明)천황의 명에 의해 편찬된 일종의 지방지라고 할 수 있

다. 지금은 5개국의 풍토기가 남아 있으며, 각 나라의 마을배치, 지형, 특산물, 전승 등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큐슈 지역을 무 로 한 『고사기』, 『일본서기』

와는 구별되는 동국(東國)의 신화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카시마 지역에 해서는 

秋本吉徳 全訳注, 『常陸国風土記』, 東京: 講談社, 2001, pp. 104-142에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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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유래는 깊다. 일본고  의례문헌인 『연희식(延喜式)』의 

신명장(神名帳)에서는 최고의 신격을 모신 세 개의 신사를 특별히 신궁으로 칭

했는데, 이세신궁(伊勢神宮), 카토리신궁(香取神宮)과 함께 카시마신궁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보면 카시마신궁은 일본사의 거의 초기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 카시마신궁의 입구 

 

이 신궁의 제신(祭神)은 천신 다케미카즈치(建御電之男神, 武甕槌神, 建甕電

神, 建甕槌神)66로 ‘카시마의 신’ 또는 ‘상륙국의 신’으로 칭해졌으며 이후 민중

                                        
66  『고사기』에서는 建御雷之男神・建御雷神、『일본서기』에서는、武甕槌、武甕雷男神 등으

로도 표기된다. 『고사기』에서 이자나미는 신들을 출산하다가 불의 신인 가구츠치(迦具土

神)를 낳는 도중에 죽고 만다. 이자나기는 아내의 죽음에 분노하여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불의 신의 목을 치는데 이 때 칼에 묻은 피에서 다케미카즈치(建御雷之男神)가 태어난다

(『고사기』, 노성환 옮김, 서울: 민속원, 2009, pp. 35-40). 하지만 실제로는 ‘다케미카즈치’는 

동국(東國)지방 고유의 신이며 이후 동국이 평정될 때 이 신 역시 고사기 체계로 흡수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카시마신궁 자체가 동국평정 이후 정벌의 기념으로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都司嘉宣·山本賢, 「地震神としての鹿島信仰」、『歴史地震』 8号, 

歷史地震硏究会, 1992, pp.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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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서는 카시마 명신(鹿島大明神)으로 더 널리 알려진다. 다케미카즈치

는 『고사기』, 『일본서기』 중 세 가지 장면에서 등장한다.67 하나가 『고사기』에

서 언급하는 다케미카즈치신의 출생장면이며, 두 번째는 국토이양신화에서인

데, 아마테라스(天照大神)가 ‘내 자손들이 통치할 나라’라고 선포한 아시하라노

나카츠쿠니(葦原中國)가 어지러운 상태가 되자, 이를 평정하기 위해 오오쿠니

누시(大國主神) 앞으로 보낸 세 번째 사신이 다케미카즈치였다. 다케미카즈치

는 오호쿠니누시와 그 아들들에게 국토를 이양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차남

인 다케미나가타(建御名方神)는 이를 거부하고 다케미카즈치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다케미카즈치가 이기고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가 지상에 강

림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  진무천황의 동국정벌신화에서 

등장한다. 진무천황이 동국정벌을 결심하고 이동하는 중 구마노(熊野)의 한 마

을에서 곰을 만나 정신을 잃는다. 이 때 다케미카즈치가 칼을 구마노의 다카

쿠라지(高倉下)라는 인물에게 내려주자 진무천황은 기력을 되찾는다. 여기서 

다케미카즈치는 진무천황의 즉위 및 동국정벌을 도와준 신으로 그려진다. 이

렇게 기기신화에 등장하는 다케미카즈치는 출생부터 칼과 연관되고 그 모습도 

싸움, 전쟁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이 다케미카즈치를 무

신(武神)으로 만든 것이다.  

다케미카즈치는 나라 시 와 헤이안 시  100여년에 걸친 동북정복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카시마 지역에 세워진 신궁의 제신이 된다. 카시마신궁

의 제신으로서 다케미카즈치는 동북정벌의 수호신이자 상징으로 모셔졌다. 이

후 카시마신궁은 후지와라(藤原)씨의 우지가미(氏神)로서 모셔지기도 하고, 700

년이나 지속된 무가정권을 연 미나모토 요리토모(原賴朝) 등 많은 무사들과 무

                                        
67 박규태, 「무신(武神)에서 지진의 수호신으로-카시마신궁과 나마즈에」, 『종교문화비평』 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pp. 259-279 ; 다케미카즈치에 한 것은 카시마신궁에 전해져 

내려오는 『鹿島宮社例伝記』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 문헌은 14세기 중순에 성립된 것으

로 추정되며, 카시마신궁의 제신과 역사에 한 내용이 담겨 있다(神道大系編纂会, 『神道

大系』 神社編22 香取·鹿島, 東京: 精興社, 1984, pp. 287-296에 『鹿島宮社例伝記』가 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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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무가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무신이 이

후 서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시기엔가 지진을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지진으로부

터의 수호신으로 이미지가 바뀌어 받아들여지게 된다.  

무신이 어떻게 지진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무신으로서의 

다케미카즈치가 지진을 억누르는 ‘카시마 명신’으로 불리게 된 과정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관우와 최영 장군과 같은 

무신이 단순히 무신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재물과 풍요의 신 또는 전염병이

나 재해를 진압하는 신으로 숭상되었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민중들이 

무신을 숭배한 이유는 그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힘으로 

풍요도 가져다주고 재해도 막아주는 신이 되기를 사람들은 희망했던 것이다. 

무신은 그 힘 덕분에 여러 역할이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다케미카즈치가 지진

을 억누를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도 그가 무신인 것과 별개의 것은 아

닌 것이다. 

한편 카시마신궁과 지진을 연관짓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가마쿠라 시  역

사서인 『오처경(吾妻鏡)』에 나온다. 여기서는 카시마신궁이 명동(鳴動)을 하는

데 지진과 같아서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며, 이것이 병란이나 큰 장례의 징

조이기 때문에 장군이 근신을 하고 신마(神馬)를 바쳤다고 한다.68 하지만 이것

이 지진신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카시

마신궁과 카시마 명신이 지진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은 ‘카나메이시(要石)’가 

함께 언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 카나메이시(要石)와 메기 

 

앞에서 살펴본 < 일본국지진지도>에 적혀있는 지진의 노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이 노래를 풀어서 보면 “아무리 땅이 흔들려도 카시마 신이 있는 한 

카나메이시(要石)는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카시마 신이 카나메이시를 

                                        
68 『吾妻鏡』建久2年(1191) 12月26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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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진을 통제하는 한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

에 나오는 카나메이시는 현재도 카시마신궁에 실재하는 돌로, 신궁의 본전 뒤

쪽에 위치한다. 그 모양을 보면 직경 40cm로 땅에 박혀있는데, 땅속 아주 깊

이까지 닿아있다고 전해진다. 

 

 
 

사진 2 카시마신궁의 카나메이시 

 

이 돌에 해 처음으로 사료상 언급되는 것은 14세기 중순에 성립되었다는 

『카시마궁사례전기(鹿島宮社例伝記)』에서이다.  

  

오쿠노인(奥ノ院)의 안에는 돌로 된 귀인의 자리(石の御座)가 있다. 이

것을 세간에서는 카나메이시(かなめ石)라고 한다. 산의 궁(山の宮)이라

고도 한다. 카시마 명신이 내려오셨을 때, 이 돌 위에 앉으셨다. 이 돌

은 금륜제(金輪際)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석존(釋尊)이 성도한 보리

수의 밑에는 금강좌라는 마노(瑪瑙)의 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장곡

(長谷)의 관음(観音)이 밟고 있다고 하는 마노의 돌도 이와 같은 것이다. 

최근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우미(近江)의 호수에 있는 치쿠부

시마(竹生島)도 이와 같다고 한다. 그래서 치쿠부시마는 지진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상륙국은 특히 지진의 재난이 많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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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돌로 된 귀인의 자리(石の御座)가 있어서일까, 이 나라는 지진에 의

해 흔들리지 않고 카시마신궁도 지진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다.69 

 

인용부분은 카시마신궁에 있는 카나메이시의 역사와 의미에 해 이야기하

고 있다. 카나메이시는 카시마 명신이 현세로 내려올 때 앉은 신성한 돌이며, 

이 돌은 금륜제, 즉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지의 가장 밑바닥이라 불리는 곳

과 이어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카나메이시는 지진이 와도 움직이지 않고 중

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카나메이시와 지진의 연관성이 여기서 나타난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 지의 중심·우주의 중심이자 지의 가장 밑바닥

과 닿은 돌, 즉 금강좌였던 것과 같이, 카시마 명신이 내려앉은 이 카나메이

시도 땅 끝까지 닿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인용부분의 뒷부분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오우미의 호수는 교토 인근

에 있는 비와호(琵琶湖)를 의미하며 치부쿠시마는 그 호수 안에 있는 자그만한 

섬이다. 이 섬도 카시마신궁의 카나메이시처럼 금륜제이자 지진이 와도 흔들

리지 않는 일종의 우주의 중심으로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 일본 중세의 

국토관을 연구하는 쿠로다 히데오는 이 치부쿠시마에 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는 일본에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의 중심이 치

쿠부시마와 카시마신궁의 카나메이시가 있다고 하면서 중세 일본은 다중심적 

국토관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치쿠부시마에도 치쿠부시마명신(竹生島

明神)이 있었고, 그 모습이 어룡(魚龍) 또는 큰 메기(大鯰)이며 섬을 둘둘 말고 

있었다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70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용과 함께 메기가 언

급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용에서 메기로 지진동물이 변화해나가는 과정을 언

                                        
69 神道大系編纂会, 『鹿島宮社例伝記』, p. 290에서 인용 및 번역.  

70 黑田日出男, 앞의 책, p. 192. 여기서 쿠로다 히데오 인용한 자료는 貞和4年(1348)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渓嵐拾枼集』의 629쪽과 1345년경에 쓰여진 『諸寺緣起集』(護国寺

本) 속의 「竹生島緣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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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관서지방의 비와호 지역에서는 섬을 감싸서 말

고 있는 동물로 용과 메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

토에서의 지진을 메기와 관련시켜 이야기한 것도 이 지역에서는 메기가 일찍

이 지와 관련해서 언급된 것과 관련시켜보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카시마신궁의 카시마 명신, 카나메이시와 지진의 관련성은 14세기 이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 일본국지진지도>에 실린 지진가

(地震歌)가 1596년 교토지진 때의 기록71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15-

16세기에는 이미 카시마 명신과 카나메이시가 지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느 

정도 퍼져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 일본국지진지도>에서 본 

것처럼 카나메이시가 지진동물을 누르고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으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은 이 지도가 등장하는 근방인 16-17세기 초쯤으로 

짐작할 수 있다. 1855년 안세이 지진 이후 등장하는 나마즈에의 기본 구성 요

소라고 할 수 있는 <메기-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이 함께 이야기 되는 시

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지진동물이 용에

서 메기로 바뀌어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 17세기 후반 18세기 초 정도라고 

한다면 이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야타 노보루는 나마즈에의 구성요

소가 합쳐지는 시기를 에도 중기 이후로 보고 있다. 그가 근거로 드는 것은 

1743년에 나온 키쿠오카 센료(菊岡沾涼)의 『제국리인담(諸国里人談)』에서 카시

마신궁과 카나메이시를 메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72 오

히려 여전히 지진충이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메기가 지진을 일으키며 카시

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를 위에서 눌러 메기를 제압해서 지진을 막고 있다는 

신화는 이 이후에야 널리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진의 원인은 무엇이며 지진의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지진신화가 오랜 시간의 형성과정 이후 그 모습을 확

                                        
71 『言経卿記』 文禄5年(1596) 閏7月15日条. 

72 宮田登, 앞의 책, pp. 221-224. 『諸国里人談』은 日本随筆大成編輯部編, 『日本随筆大成』 第

二期24券, 東京: 吉川弘文館, 1975, pp. 413-511에 수록되어 있다. 카나메이시에 해서는 

p. 440에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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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드러내는 것은 1855년의 안세이 지진 때였다. 에도 중기 이후에는 민간

에서는 이미 이러한 신화로 지진을 이해해왔겠지만, 그것이 그림이나 글로 구

체적으로 나타난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기에 어느 시기에 나마즈에 나타나

는 지진신화가 완성되는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

로 볼 때에 1855년 근방에 와서야 이러한 지진신화가 널리 보급되었고 또 안

세이 지진 이후의 나마즈에에 의해 더욱 더 확산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땅 밑에는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가 있는데 이 메기를 카시마 명신

이 카나메이시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진신화의 

논리는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뀐다. 카시

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로 메기를 누르고 있는데도 왜 지진이 일어났는지에 

해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신화는 다음과 간략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

다. 

  

일본에서 음력 10월은 간나즈키(神無月), 즉 신들이 부재하는 달로 모

든 신들이 이즈모 사(出雲大社)에 모인다. 이 때 메기를 카나메이시로 

누르고 있던 카시마신궁의 카시마 명신도 자리를 비운다. 메기는 카나

메이시를 누르고 있는 힘이 약한 이 때 몸을 움직여 지진을 일으킨다. 

 

1855년의 안세이 지진 때에는 지진이 일어난 달(음력 10월)과 맞물려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신화로 확장되고 이것이 다음 장에서 살펴볼 나마즈에의 기

본적인 테마가 된다. 안세이 지진 직후 폭증한 ‘나마즈에’에는 네덜란드 민속

학자 아우웨한트도 지적했다시피 이 지진신화에 나오는 <메기-카나메이시-카

시마 명신>이 핵심적 세 요소로 등장한다.73 

 

 

 

                                        
73 コルネリウス·アウエハント, 앞의 책,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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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855 년 안세이 에도지진과 나마즈에(鯰絵) 

 

몇 세기에 걸쳐 형성되어온 메기를 둘러싼 지진신화가 회화를 통해 화려하

게 드러나게 된 것은 1855년 안세이 지진 때였다. 안세이 지진은 10여년 간 

이어지던 연속지진 재해의 클라이막스였고, 나마즈에는 당시 재해신문이었던 

카와라판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통된다. 이 속에는 지진신화의 논리에 따른 재

앙의 원흉으로서 메기가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메기는 맞고, 먹

히고, 사과한다. 하지만 몇몇의 나마즈에 속에는 이러한 논리를 벗어나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메기의 모습이 관찰된다. 기존 지진신화와 충돌하는 

상징의 변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3장에서는 1855년 지진의 발발과 나마즈에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고 메기의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을 비시켜 본다. 이를 

통해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상징의 충돌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지진의 발발과 나마즈에의 등장 

 

1) 지진의 발발 

 

이상하게 빛나는 것들이 사방에 번쩍이자마자 지가 별안간 큰 소리

를 내며 움직이고 산천이 뒤집혔으며, 인가(人家)가 흔들려 무너진 것

이 한번에 수만 채이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천둥이 내려치는 것과 

같았다. 아직 이경(二更, 오후 9-11시)의 초저녁인데 간혹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그 소리에 잠이 깨 이게 도 체 웬일인가 하며 엎어지며 뒹

굴고 울부짖으며 갈팡질팡했다. 더러는 그 로 려 넘어지고 (떨어져 

나온) 기와에 맞기도 했으며 더러는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도랑에 빠

져서 상처를 입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일가친척을 구하다가 그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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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하는 일도 있고, 겨우 자기 집을 빠져 나와 다른 곳으로 피신한 

이들도 있었다.74  

 

1855년(安政2年) 10월 2일(양력 11월 11일) 밤 10시.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

던 에도 사람들은 도시를 습격한 지진에 혼비백산하며 어찌할 줄을 몰랐다. 

리히터규모 7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세이 에도 지진의 시작이었다. 이 지

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자료상 5000명에서 1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가옥의 피해도 1만 5천여채에 달했다. 

하지만 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855년 10월의 지진이 낯선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에 이미 10년 전부터 큰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에도와 그 인근

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75 큰 규모의 지진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

로 일어나는 것은 지진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에도 사

                                        
74 『時風録』(震災予防調査会編, 『大日本地震史料』 下券, pp. 537-539)에서 발췌한 것으로 당

시 지진의 상황을 생생히 그려낸 자료로는 이 외에도 『安政見聞誌』, 『破窓の記』, 『なゐの

後見草』, 『なゐの日並』 등이 있다. 

75 1855년 이전 10년 간의 큰 지진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 명칭 규모 피해 

1847년(弘化4年) 5월 8일 젠코지(善光寺) 지진 7.4 사망 1만-1만3천명 

1853년(嘉永6年) 3월 11일 오다와라(小田原) 지진 6.7 사망 20-100명 

1854년(嘉永7年, 安政元年) 

7월 9일 

이가우에노(伊賀上野) 

지진 
7.6 사망 1800여명 

12월 23일 
안세이 토카이(安政東海) 

지진 
8.4 사망 2000-3000명 

12월 24일 
안세이 난카이(安政南海) 

지진 
8.4 사망 1000-3000명 

1855년(安政2年) 3월 18일 히다(飛騨) 지진 6.7 사망 200명이상 

9월 13일 리쿠젠(陸前) 지진 7.2 · 

11월 7일 엔슈나다(遠州灘) 지진 
7.0 

이상
· 

11월 11일(음력10월 2일) 
안세이 에도(安政江戸) 

지진 

7.0 

이상
사망 5000-1만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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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한 해에도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지진 속에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았

지만 10월 2일의 지진으로 인해 이러한 공포와 불안은 드디어 극에 다다르고 

만다. 

 

2) 나마즈에의 등장 

 

지진이 일어난 이튿날 아침부터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역과 화재가 일어난 

위치를 기록한 재해신문인 카와라판(瓦版)76이 나돌기 시작하고, 3일 후부터는 

여러 재해정보를 담은 카와라판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재해

정보와 함께 메기가 그려진 그림도 함께 팔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날 나

마즈에(鯰絵)77라고 부르는 그림의 등장이었다.78 나마즈에(鯰絵)란 메기를 뜻하

                                        
76 카와라판(かわら版)은 인쇄를 위한 판목의 일종으로 에도 시 에 지진, 화재 등의 재해가 

일어나면 피해지역, 규모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신문의 역할을 했다. 1615년 오사카성에

서의 전투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보며, 1772년 에도의 화재 이후 널리 발행되기 

시작한다(北原系子, 『災害ジャーナリズム』, 佐倉: 歴史民俗博物館振興会, 2001, pp. 16-20). 

가나(仮名)문자로 기록했으며 크기는 주로 12cmｘ18cm 정도이다. ‘카와라판’이라는 말은 

보통의 판목 신에 판기와(板瓦)를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카와라모노(河原

者, 중세 일본의 피차별민)가 걸어다니며 팔았다는 것에서 왔다는 설도 있다. 카와라판 

연구자인 나카야마 에이노스케(中山栄之輔)는 카와라판의 특징으로 ①뉴스성 ②즉각제작

인쇄물 ③무허가출판 ④유료판매로 네 가지를 꼽는다(中山栄之輔, 『江戸明治かわらばん選

集』, 東京: 人文社, 1974, 해설부 참조). 허가받지 않은 출판물을 엄격히 통제했던 에도막

부는 카와라판 매매금지령을 내려서 그것을 읽고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다. 

77 宮田登·高田衛 監修, 『鯰絵-震災と日本文化』, 東京: 里門出版, 1995, pp. 237-361에 수록

된 ‘나마즈에총목록’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나마즈에에 번호를 붙이고 그림에 적혀있는 고

토바가키(詞書)를 활자화해서 싣고 있다. 아우웨한트 등 1995년 이전의 나마즈에에 관한 

서적과 논문에서는 소장자가 붙인 작품번호를 그 로 사용하고 있으나, 1995년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나마즈에를 언급할 때 이 책의 작품번호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논문에서도 그 번호를 그 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각 나마즈에에 적힌 고

토바가키를 인용할 경우에도 여기에 실린 것을 번역해서 인용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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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마즈(鯰)’와 그림을 의미하는 ‘에(絵)’가 결합한 말로서,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 땅 속에 사는 큰 메기이고 이것을 카시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로 억누르

고 있었다는 지진신화를 표현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나마즈에

라고 부르지 않고 ‘錦絵·狂絵·戱画·戱作狂画·地震絵’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나마즈에라는 명칭을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코르넬리우스 아우웨한트가 이 

그림을 ‘나마즈에’로 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이후 

‘나마즈에’가 학계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된다. 

1855년 지진이 일어난 다음 여러 재해정보를 담은 카와라판과 메기를 소재

로 한 그림이 등장하지만 이 그림에는 그림을 그린 이, 그린 날짜 등 관련정

보가 모두 빠져 있다. 따라서 나마즈에를 누가 그렸는지, 누가 판매를 했는지, 

누가 샀는지 등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개의 나마즈에만 작가가 알

려져 있을 뿐이다.79 에도 시 에는 출판물을 엄격히 통제하고 허가를 받아야

만 출판가능했다. 재해 다음날 즉각적인 발매를 해야 했던 카와라판은 막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출판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가가 부분 알려

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 후쯤에는 나마

즈에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런 

그림이 등장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2월 4일에 나마즈에를 판매했

                                                                                                        
78 나마즈에가 1855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메기를 소재

로 그린 카와라판은 그 이전부터 그려졌다. 지진 재해 때 카와라판에 메기가 처음 등장하

는 것은 1847년(弘化4年) 3월 24일 젠코지(善光寺) 지진 때가 처음이다. 그 이후 1853년

(嘉永6年) 2월 2일 오다와라(小田原) 지진 때에도 메기를 소재로 한 그림이 등장한다. 하

지만 1855년 안세이 에도지진 이전의 나마즈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젠코지 지진 이후의 

나마즈에는 2점(No. 1, 2)이 남아 있고 오다와라 지진 이후의 것은 1점(No. 3)이 남아 있다

(加藤光男, 「鯰絵に関する基礎的考察―その種類と異版」, 『埼玉県立博物館紀要』 18号, 大
宮: 埼玉県立博物館, 1993, p. 93). 

79 이 나마즈에는 「老なまづ」(No. 150)라고 불리는 것으로 작가는 카나가키 로분(仮名垣魯

文)으로 알려져 있다. 지진 다음날 아침에 출판업자들에게 의뢰를 받아 만들었으며 굉장

히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北原糸子, 『地震の社会史-安政大地震と民衆』, pp. 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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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상인 9명이 무허가출판의 죄로 체포되었다가 12월 6일 방면되었다는 기록

이 남아 있다. 또한 막부에서 12월 13일 이 나마즈에의 원판이 되는 목판을 

압수해서 판목 328종을 쪼개서 파괴했다고도 한다.80 이런 기록을 본다면 나마

즈에는 지진이 일어난 10월 2일 이후 등장했다가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

안 유통되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나마즈에는 200여종 정

도이지만 당시 유통되었던 나마즈에는 320-400여종으로 추정된다.81  

이러한 나마즈에는 누가 소비했을까? 에도막부가 강력히 제작과 유통을 금

지했고 그림의 내용에 무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무라이 계

층, 소위 지배엘리트들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격은 보통 1장에 3-5문정도였고 좀 더 비싼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82 제작자 

2명이서 1만장 이상 찍을 정도였다는 것으로 보아도 그 중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당시 수많은 민중들이 이 나마즈에의 소비층이었고 

이 나마즈에가 그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던 것과 원하던 것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마즈에는 안세이 지진 이전의 지진에도 극히 소수가 등장한 바 있지만, 

카와라판의 형태로 폭발적으로 유통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원래 카와라판은 재해에 한 객관적 정보를 중심으로 하면서 약간의 소문과 

                                        
80  須藤由蔵, 『近世庶民生活史料-藤岡屋日記』 第15券, 鈴木棠三·小池章太郎 編, 東京: 三一

書房, 1995, pp. 511-615의 「安政二乙卯年 十月二日江戶大地震」 上下券에 나마즈에와 관

련된 필화사건에 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생활고에 정규출판허가를 받지 않고 카와

라판을 만들어 판매하던 출판관계자들이 9명 체포되었지만, 동종업계 직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3일 후 방면된다. 그리고 12월 13일 그들이 나마즈에를 찍던 판목을 압수해서 

모두 파괴해버리게 되고 이후 나마즈에의 유통은 멈춰버린다. 이에 해서는 나마즈에 자

체가 체제에 위협적이어서라기보다는 무허가출판물의 통제라는 점에서 관계자를 체포하

고 판목을 파괴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富沢達三, 「幕末風刺画と鯰絵」, 『歷史民俗資料学

硏究』 2号, 神奈川大学大学院歴史民俗資料学研究科, 1996, pp. 21-37). 

81 加藤光男, 앞의 글, p. 95. 

82 小野秀雄, 『かわら版物語』, 東京: 雄山閣出版, 1988(1960), pp. 356-357. 당시 1문(文)은 지

금의 가치로 30-50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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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회도 다루었지만, 나마즈에와 같은 다채롭고 주관적이며 종교적인 내용을 

실은 적은 거의 없었다. 약 10년간 지속되던 지진 속에서 안세이 지진이라는 

재해에서 민중들이 그동안 표현하고 싶어하고 원하던 것을 이 나마즈에 속

에 담아 냈고 따라서 이 그림을 통해 지진 재해를 겪은 인간들의 상상력이 발

휘되었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라는 거 한 

외부적 힘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종교적 상상력을 이 ‘나마즈에’를 자료로 

이용해서 읽고 해석해보고자 한다. 

 

3) 나마즈에의 분류 

 

먼저 구체적인 나마즈에를 언급하기 이전에 나마즈에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나마즈에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여러 기준에 따라 

이미 이루어져 왔다. 나마즈에를 처음으로 학술자료로써 이용한 아우웨한트는 

크게 메기가 물고기 그 로인 것과 메기가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 바 있다.83 그의 기준은 메기가 의인화되었느냐 마느냐, 즉 외양을 기준

으로 나눈 것이다.  

그 이후 일본학자들은 단순히 외양 자체보다는 기본적인 해석을 거쳐 나마

즈에를 분류하곤 했다. 키타하라 이토코는 나마즈를 큰 메기(大鯰)와 작은 메

기(小鯰)로 구분한다.84 큰 메기는 신성한 존재로 지진의 신이자, 신의 사자로

서 그려진다. 아우웨한트의 분류에서 보면 체로 물고기 모양의 메기가 이에 

속한다. 이 경우 현세에의 퇴폐에 한 경고를 전하는 존재이다. 한편 작은 메

기의 경우는 인간 특히 서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작은 메기는 신성이 없으며 

인간과의 립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들은 지진을 입은 인간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토미자와 타츠조(富沢達三)의 경우는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가 그림 속에

                                        
83 コルネリウス·アウエハント, 앞의 책, pp. 29-39. 

84 北原糸子, 『地震の社会史-安政大地震と民衆』, pp. 2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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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지는 의미를 기준으로 삼아 세 가지로 분류한다.85 먼저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가 명확히 악(惡)으로 보이는 경우와 함께, 선(善)으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선과 악으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이다. 안세이 지진 이후의 출판물 전체에 

해 분류하고 이판(異版)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그 소재지를 추적한 카토 미

츠오(加藤光男)는 나마즈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가 파괴자로서

의 메기이고 다른 하나가 구제자로서의 메기이다.86 이 네 학자들의 분류는 언

뜻 보면 기준이 크게 다른 것 같지만 체로 속하는 범주는 비슷하다. 그것은 

아우웨한트가 일찍이 지적한 로 나마즈에 속의 메기의 립적인 모습에 중

점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과 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파괴자와 구제자라고도 볼 수 있으며, 물고기와 인간 등으로도 이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기존의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나마즈에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나

마즈에 전체를 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분류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이미 기존

의 작업들도 있으며, 나마즈에 전체가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접히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살펴

본 지진신화의 세 요소 즉 <메기-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이 상징적으로 표

현된 나마즈에를 기본형으로 삼아 이러한 지진신화가 상징화된 나마즈에를 먼

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나마즈에를 ‘재앙의 원흉으로서의 

메기’로 부르려고 한다. 여기에 속하는 메기들은 재앙의 원흉이며, 단지 카시마

명신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지진을 일으켰을 뿐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지

니지도 않는다. 이러한 메기들은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구워먹히기도 하며 사

                                        
85 富沢達三, 「鯰絵の世界と民衆意識」, 『日本民俗学』 208号, 日本民俗学会, 1996, pp. 85-105. 

86 加藤光男, 앞의 글, pp. 91-126. 이 연구는 아우웨한트 이후 본격적으로 안세이 에도 지진 

이후 발행된 각종 카와라판에 해 분류하고 소재지를 추적한 논문이다. 카토 미츠오는 

이 논문에서 메기가 그려진 나마즈에의 수를 156종으로 보고 있으며 메기가 그려지지 않

은 것을 32종으로 세고 있다. 소재지는 네덜란드 국립민족박물관을 비롯해 도쿄 학교 

사료편찬소, 도쿄 학교 지진연구소 등으로 다양한 곳에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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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기도 한다. 

한편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되어온 지진신화의 내용이 1855년의 지진 재해 

이후의 나마즈에 속에서는 극적으로 변형되고 역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여

기서 기존 지진신화의 구조는 무너지고 메기가 단순히 지진을 일으키는 요물

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로 등장한다. 단순히 카시마 명신이 자

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나마즈

에를 ‘새 질서 구축자로서의 메기’라고 할 것이다. 이 메기들은 지진을 일으킨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

기도 한다.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만들어지고 팔리면서 인기를 누렸던 

나마즈에 속에서 기존의 지진신화의 상징구조가 표출되기도하지만 그 구조가 

역전되어 표현되기도 한 것이다.  
 

2. 재앙의 원흉으로서의 메기 

 

1855년 10월 2일의 지진 이후 등장하는 나마즈에는 기본적으로 <메기-카나

메이시-카시마 명신>이라는 지진신화의 세 요소를 담고 있다. 메기는 지 

밑에 있으면서 몸을 움직여 지진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카시마신궁의 제신인 

카시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라는 돌로 메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진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관념이 이 세 요소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나마즈에 No. 34>가 이 신화의 세 요소와 그 관계가 잘 드러난 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87 이 그림에는 <鹿島要石真図>라는 표제가 적혀 있고 

그 아래 카시마신궁에 있는 카나메이시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아래로 지진을 

일으키는 큰 메기가 꼬리를 움직이고 있으며, 그 위에 카시마 명신이 칼로 

메기의 머리를 누르고 있다. 이 칼은 메기를 누르는 카나메이시(要石)와 같은 

                                        
87 나마즈에의 기본적인 3요소를 담고 No. 34와 같은 구도를 지닌 나마즈에로는 No. 35, 37, 

38, 4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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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닌다. 

 

 
 

그림 4 나마즈에 No. 34 

 

이러한 기존의 지진신화의 구조 속에서 메기는 단순히 지진을 일으키는 괴

물 내지 요괴로 인식된다. 기존의 평온한 질서는 이 메기로 인해 깨어지게 되

는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카시마 명신이라는 존재이다. 따라서 

메기는 재앙을 일으키는 원흉이며 카시마 명신은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선

한 존재로 표상화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나마즈에가 가장 기본적

인 형태이며, 이 맥락에서 그러진 그림이 그 수도 가장 많다. 다음에서 살펴볼 

사람들에게 얻어맞거나, 구워 먹히고, 사과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메기들은 다

들 재앙을 일으킨 메기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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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얻어맞는 메기 

  

먼저 지진을 일으킨 메기를 재앙의 원흉으로 보기 때문에 그 메기에게 분노

를 표출하는 내용이 있다. <나마즈에 No. 6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진을 일

으킨 메기에 분노한 사람들은 칼과 망치, 막 기 등을 가지고 메기를 공격하

고 있다.  

 

 
 

그림 5 나마즈에 No. 61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또 다른 메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맞고 있는 메

기의 처와 자식으로 보이며, 때리려는 사람들을 말리려고 하고 있다. 그림에 

‘메기퇴치(鯰退治)’라고 선명히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좌측상단에는 범어(梵語)

로 된 동서남북과 중앙이란 글자와 함께 “동서남북 천정에 이 그림을 붙이면 

지진이 나도 집이 무너질 우려가 전혀 없음”88이라고 적혀있다. 그림이 지진으

로부터 집을 지키는 부적의 역할도 한 것이다. 지진을 일으킨 메기를 혼내면 

                                        
88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東西南北天井へ此ふだをはりおけハ、家のつぶるるうれひさらにな

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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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89 

 

 
 

그림 6 나마즈에 No. 48 

 

한편 <나마즈에 No. 48>와 같이 의인화된 메기도 등장한다. 이 그림에서 메

기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두들겨 맞고 수염을 잡

아뜯기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지진을 일으킨 메기에 

한 분노의 여러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는 메기

를 소재한 그림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앞에서 살펴본 No. 48, 61 

                                        
89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괴롭혀서 그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한국의 사

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시 의 기우제(祈雨祭)에서는 한발(旱魃)이 닥쳤을 때, 적절한 

기후의 운행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왕이나 주술사를 모욕하거나 구타하고 때로

는 죽이기까지 했다. 주술성이 가득 담긴 이러한 폭로의례(ritual exposure)는 강우를 책임

진다고 여겨지는 용(龍)에게도 가해졌다. 토룡(土龍)을 제작한 후 뙤약볕에 노출키기는 폭

룡(暴龍)이나 토룡을 파기하거나 훼손시키고(毁龍), 채찍을 가하는 행위(鞭龍) 등을 통해 

용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

울: 서울 학교출판부, 2007, pp. 28-47). 나마즈에 속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를 때리고, 

구워먹고 하는 등의 가학적인 모습과 지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부적과의 연결고리는 이

러한 주술적 폭로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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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No. 45, 46, 47, 49, 50, 51, 52, 54, 55, 56, 116, 118, 121 등이 있다. 

 

2) 구워 먹히는 메기 

 

사람들은 메기에 한 분노를 몽둥이로 때리는 것 외에도 잡아먹는 것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그림에서는 카바야키(蒲焼)를 해서 메기를 잡아먹는데, 이는 

생선의 등을 갈라 뼈를 바르고 토막쳐서 양념을 발라 꼬챙이에 꿰어 구워 먹

는 요리방법이다. 

 

 

그림 7 나마즈에 No. 63 

 

<나마즈에 No. 63>을 보면 오른쪽에 <生捕ました三度の大地震>라는 표제

가 붙어 있다. 번역하면 ‘생포한 세 번의 지진’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지진은 

그림에서 메기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가운데의 카시마 명신이 안세이 

지진을 일으킨 메기를 포함해서 이전의 젠코지 지진(1847년)과 오다와라 지진

(1857년)을 일으킨 메기까지 합쳐 세 마리를 묶어서 카바야키 가게로 끌고와

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나마즈에 No. 57>에서는 카시마 명신이 직접 메기를 칼로 다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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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있는 손님들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로 메기

를 구워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메기에의 분노를 구워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No. 57, 63 외에 58, 59, 60 등이 있다.  

 

 

그림 8 나마즈에 No. 57 

 

3) 사과하는 메기 

 

재앙의 원인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메기가 사과를 하기도 한다. <나마즈에 

No. 38>에서는 카시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로 큰 메기를 누르고 있고 앞에 작

은 메기 네 마리가 카시마 명신에게 사죄를 하고 있다. 큰 메기는 안세이 지

진을 일으킨 메기이며, 작은 메기들은 그 이전에 지진을 일으킨 적이 있는 메

기들이다. 메기들이 사죄하면서 하는 말을 살펴보자. 

 

저희들은 조금도 사람들에게 원한이 없지만, 요즘에 매실(梅)이 유행해

서 곧 메기조림이 될 것 같아, 그것이 억울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생각지 못하게 부상자도 나오게 되니 앞뒤를 생각지 않고 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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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뉘우칩니다. 온 세상이 평화로워질 때(万歳楽)까지 모래를 뒤집어

쓰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니 용서해주십시오. 용서해주십시오.  

 

 

그림 9 나마즈에 No. 38 

 

메기들은 자신들이 지진을 일으켜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한 것이 의도치 않은 

행동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카시마 명신 앞에서 반성하며 사

죄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명이 아주 해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메기가 자신

을 지진의 원흉이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은 분명하다. 

<나마즈에 No. 64>에서도 메기들이 카시마 명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앞에 에비스(恵比寿)라는 신이 한 명 더 엎

드려 있다. 원래 에비스 신은 칠복신(七福神) 중 하나로 고 부터 어업, 바다, 

상가(商家)의 수호신으로 받들어졌으며, 이 그림에서는 카시마 명신이 10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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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즈모 사에 간 사이에 카나메이시를 누르는 일을 신 담당하도록 되

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술을 마시다 취해서 메기를 감시하는 것이 소

홀해졌고, 그 틈을 타 메기들이 안세이 지진을 일으키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에비스는 메기들을 데려와 카시마 명신 앞에 엎드려 함께 사죄

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0 나마즈에 No. 64 

 

이 그림은 기존의 지진신화에 덧붙여 지진이 일어난 10월과 일본의 모든 신

들이 10월에 이즈모(出雲)에 모인다는 이야기가 결합되어 안세이 지진이 일어

난 연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인기있는 에비스신까지 이 기존의 지진신화의 내

용에 들어가서 카시마 명신의 리자 역할을 맡기도 한 것이다. 에비스가 나

마즈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카시마 명신의 리자 역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이다. 그림 No. 38, 64와 같이 메기가 사과를 하는 나마즈에는 No. 65, 66, 67, 

68, 71, 72, 73, 74, 75, 76, 81 등이 있다. 

 

<메기-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 세 요소로 구성된 지진신화가 나마즈에 

속에 표현될 때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카시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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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를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기는 지진을 일으키는 잘못을 저지른 것

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재앙의 원흉으로 인식되는 메기는 사람들에게 맞고 먹

히기도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한다. 메기가 악(惡)으로 그려지는 

나마즈에는 기존 지진신화의 맥락을 그 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855년 10월 지진 이후에는 기존의 지진신화 속의 맥락과는 다른 모

습의 메기가 등장한다.  

 

3. 새 질서 구축자로서의 메기 

 

재앙을 일으켜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고 일상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

는 메기와 달리, 또 다른 모습의 메기는 지진신화 속에서 카시마 명신에게 

지배당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존재로도 등장한다. 여기서 메기

는 카시마 명신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인 목적을 가지고 지진을 일으킨다. 메기는 신의 사자(使者)로서 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진을 일으키고, 타락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벌을 주기 위해 

지진을 일으킨다. 그리고 더 이상 지진을 일으킨 원흉에 머무르지 않고 지진

으로 다친 이들을 도와주거나 집을 새로 지어주기도 한다. 소위 새 질서 구축

자로서의 메기의 모습이 나마즈에 나타나는 것이다. 안세이 지진에 이르러 메

기는 단순히 지진을 일으키는 지진충 또는 지진동물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진

을 수단으로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다.  

 

1) 신의 사자로서의 메기 

 

<나마즈에 No. 99>는 <世は安政民の賑> 즉, ‘세상은 안세이 백성의 번창’이

라는 의미의 표제가 붙어 있다. 이 나마즈에에는 돈이 가득 든 상자를 지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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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자와 카나메이시를 등에 지고 수염으로 부자의 머리를 잡고 있는 메기가 

등장한다. 부자와 메기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의미

는 그림 속의 글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그림 11 나마즈에 No. 99 

 

무릇 인간이 다섯 가지 도(五道)를 지키는 것도, 신불(神佛)의 가르침이

다. 그 도를 잊고 귀하고 천한 자 모두 무섭게도 금지된 욕망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래 만민 모두를 구제하려고 신불에 상담해서 카시

마의 신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카시마의 신이) 카시마 신궁의 카나메

이시를 메기에게 등에 지게 하고 세상의 성쇠(盛衰)를 고쳐야(直す) 한

다고 한 바, 메기는 명령을 받들어 안세이 2년 10월 2일 밤 네 번째 

시간에 신의 사자가 되어, 에도를 시작으로 십리사방을 심하게 흔들어 

집을 부수고 땅을 찢고, 불을 지르는 것이 엄청났다. 

 

여기서 메기는 카시마 명신의 사자(使者)로서 신의 명을 받아 지진을 일으

키는 존재로 나온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인간들이 지켜야 할 도(道)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지켜야 할 도가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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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욕망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말로 보아서는 물욕과 탐욕으로부터 거리

를 두고 사는 도(道)라고 볼 수 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움켜지고 물욕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고, 이를 카시마 명신

이 카나메이시로서 통제하고 있는 메기를 통해 고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지진은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신의 사자인 메기

가 방문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지진에 한 천견론이 지진신화와 결

합되어 나타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메기는 신의 사자로서 세상

을 바꾸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이다. 다만 그 뒤에서 카시

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를 통해 메기를 통제한다는 점은 변함없다. 

 

2) 약탈자로서의 메기 

 

 

그림 12 나마즈에 No. 95 

 

<나마즈에 No. 95>는 앞의 <나마즈에 No. 99>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

면서도 카나메이시와 카시마 명신은 그려져 있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메기는 좀 더 자유롭고 자신의 의지 로 행동할 수 있다. 

이 그림은 또한 잘못된 현실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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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림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메기는 부잣집 가게를 방문해서 음식접 를 받고 있다. 메기는 담뱃 를 휘두

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뒤의 계산 에 앉은 주인장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여기에는 부자들의 탐욕에 한 경고이자 이들 때문에 세

상이 혼란스러워졌다는 비난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부

자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 이는 당시 민중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궁핍의 원

인을 부자들의 부의 독점에서 찾았던 것을 보여준다. 지진을 상징하는 메기가 

부자들의 탐욕을 비난하며 부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입에서 토하게 하며 엉덩

이로 배설하게 하는 그림들은 이 외에도 다수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그림은 No. 95를 포함해서 90, 91, 92, 93, 94, 96 등이 

있다.  

 

3) 원조자로서의 메기 

 

<나마즈에 No. 99>와 같이 명확히 잘못된 현실에 한 지적과 그것을 고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는 메기는 아니지만, 지진신화의 맥락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는 나마즈에가 있다. 지진신화에서 이들은 지진을 일

으키는 원흉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

와준다. 

<나마즈에 No. 84>인 <世直し鯰の情>(요나오시 메기의 정)이라는 표제의 

그림에는 지진으로 무너진 집 밑에 깔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메기가 등장한다. 

스스로가 지진의 원인이면서 지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뭔가 모순인 듯 하다. 그런데 이 그림에 적혀 있는 글에는 지진이 메기의 탓

이 아니라 음양의 기(陰陽の気)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메기는 자신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언급이 있다. 여기에서는 지진에 

한 음양적 이해까지 가져와서 메기가 지진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더 나아가 메기의 의리까지 칭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재앙의 원흉으로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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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메기의 모습은 이 

세상의 잘못된 상황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의지 내지 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요나오시 메기의 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情)인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상의 수정, 즉 요나오시(世直し)를 통해서 지진 이

전으로의 빠른 복구와 회복을 꿈꾼 평민들의 소망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하는 

메기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이는 메기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징 전도

의 극 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 나마즈에 No. 84 

       

이러한 원조자로서의 메기의 모습은 <나마즈에 No. 86>에서도 나타난다. 여

기서 메기는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착한 사람들의 담장을 고쳐준다고 글에 나

와 있다. 메기는 지진을 일으키긴 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집은 다시 고쳐줄 정

도로 사람들을 돕는 존재이다. 앞에서 살펴본 약탈자로서의 메기와 함께 생각

해본다면 탐욕스러운 부자는 괴롭히고, 착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메기인 것이



 

 

62 

다. 여기에는 더 이상 지진신화 속의 메기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이

러한 나마즈에 속의 메기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을 물리치고 착한 이들을 

돕는 영웅적 모습까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14 나마즈에 No. 86 

 

4.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상징의 충돌과 구조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나마즈에 속에는 상징의 충돌과 함께 그 구조의 변화가 눈

에 띈다. 이 장의 2절과 3절에서 다룬 메기를 재앙의 원흉으로 보는 경우와 

새로운 질서의 구축자로서 보는 경우 사이에는 메기의 상징적 립구조가 쉽

게 드러난다. 하지만 메기 간의 립을 넘어서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도 

상징구조의 충돌이 나타난다. 앞의 3장에서는 메기와 카시마 신앙이 합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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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진신화의 기본구조가 <메기-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는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카시마 명신의 수직구도가 드러난다. 이것이 나마즈에를 통해 드러

났을 때 메기는 재앙의 원흉이며 일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이 되고 카시마

명신은 그 메기를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다시 말해 일상의 코

스모스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선으로 표상된다. <나마즈에 No. 

34>에서도 그와 같은 구조가 나타나고 <나마즈에 No. 35>에서도 그러하다.  

 

 

그림 15 나마즈에 No. 35 

 

<나마즈에 No. 35>에서는 카시마 명신이 카나메이시의 역할을 하는 칼로 

메기를 제압하고 있고, 사람들은 카시마 명신에게 여러가지 소망을 빌고 있

다. 이러한 그림 속에서 메기는 지진을 일으키는 ‘악’을 상징할 뿐, 사람들과 

정서적인 유 관계를 맺는 존재나 동물 이상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메기와 카시마 명신의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다음 <도식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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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할 수 있다. 

 

 

도식 1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메기와 카시마대명신의 기본적인 관계  

 

<도식 1>로 표현된 메기와 카시마 명신의 관계는 지신신화의 기본적인 구

조를 나타낸다. 지진을 일으키는 원흉으로서의 메기는 부정적인 존재(-)이며 

그것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카시마 명신은 긍정적 존재(+)로 표상화된다. 

이는 나마즈에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도 하다. <나마즈에 No. 34>, <나마

즈에 No. 35>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카시마 명신이 위에서 카나메이시로 상

징된 칼로 메기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수직적 지배구도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다.   

그런데 나마즈에에는 이러한 지진신화의 기본구조를 반영하는 주제 외의 그

림도 다수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나마즈에 No. 99>에서는 메기가 카나메

이시를 등에 메고 여전히 카시마 명신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진

신화의 구조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메기는 카시마 명신의 사자로

서 부자들의 탐욕을 혼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메기는 더 이상 부정

적인 존재라고 하기가 어렵다. <도식 2>와 같이 카시마 명신에 의해 메기는 

통제를 받지만, 세계의 악을 정화하려는 카시마 명신이나 그 카시마 명신의 

사자인 메기나 모두 이 그림 속에서는 긍정적인 존재로 표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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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2 긍정적 존재로 변한 메기 

 

<도식 2>와 같은 구조의 나마즈에 속에서는 지진은 잘못된 세상에 한 징

벌 내지 수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된다. 특히 탐욕에 의해 부가 편중되어 평

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카시마 명신과 그 명령을 받은 메기가 고쳐주고 변

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시마 명신과 메기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더 나아가 이번 장의 3절에서 다룬 <나마즈에 No. 95>, <나마즈에 No. 84>, 

<나마즈에 No. 86>속에서는 카시마 명신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메기는 

스스로의 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존재로 등장하며, 이러한 메기들은 잘못된 세

상을 고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사람들과 

유 적 관계를 맺는 동시에, 부자들에게는 위협을 주고 평민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표상화된 메기는 많은 이들이 부디 현현하기를 바라는 긍

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메기를 통제하는 카시마 명신이라는 존재마저 

사라지게 되어 지진신화의 구조는 이미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 이는 

<도식 3>과 같이 오직 긍정적 존재로서의 메기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통제하는 카시마 명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메기는 자유의지에 의해 

서민을 돕는 영웅적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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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3 통제받지 않는 선한 의지의 메기 

 

한편 <나마즈에 No. 141>에서는 메기만 악에서 선으로 상징의 의미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카시마 명신에게서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 그림

에서는 카시마 명신과 사람의 모습을 한 메기가 힘겨루기 놀이를 하고 있다. 

서로의 목에 줄을 걸고 뒤로 가려고 하면서 힘을 겨루는 쿠비히키(首引, 머리

당기기) 게임을 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카시마 명신과 메기 뒤

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림 16 나마즈에 No. 141 

 

카시마 명신의 뒤에서 사무라이, 신흥상인, 고리 금업자 등 돈이 충분한 

부자들이 응원하고 있다면, 메기의 뒤쪽에서는 농민, 소상인, 기술자(職人)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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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도시에서는 상 적으로 빈곤한 이들이 응원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이들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지진을 억누를 

수 있는 카시마 명신을 응원하게 된다. 반면 지진이 나도 잃을 것이 별로 없

거나, 지진 이전의 상황도 매우 힘들었고, 지진이 나서 새로운 일자리라도 생

기는 이들에게는 메기가 일으키는 지진이 오히려 반가운 것이 될 수 있다. 나

마즈에의 생산과 소비계층이 중간 이하 계층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나마즈에 

No. 141>에서 카시마 명신의 상징적인 의미는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

으로 변화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메기와 카시마 명신의 관계가 수직적에서 수평적인 

관계로까지 바뀐다. 더 이상 메기는 카시마 명신의 명령을 받는 수동적인 존

재가 아니라 카시마 명신에 맞설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나

마즈에 No. 141>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구조는 메기와 카시마 명신을 수평

적 평등의 관계에 놓고, 지진으로 손해를 보는 부유층을 지키는 존재로 카시

마 명신을 그리며, 지진으로 새로운 경제적 질서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평

민층의 편으로 메기를 그리고 있다. 여기서 카시마 명신은 부정적(-)으로 메

기는 긍정적(+)으로 표상화되는 것이다. 이는 <도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도식 4 역전된 카시마대명신과 메기의 의미 

 

 지진신화의 구조를 반영하는 <도식 1>과 같은 구조의 나마즈에의 수가 가장 

많지만, 나마즈에가 더욱 흥미로운 자료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지진신화의 요

소는 차용하면서도 그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도식 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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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가 긍정적인 존재가 되며 <도식 3>에서는 메기를 통제하는 카시마 명신

의 존재가 사라지고 메기는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도식 4>에서는 <도

식 1>의 구조가 역전되어 메기와 카시마 명신의 의미가 뒤바뀐다. 이러한 구

조의 변화 사이에서 <도식 1>에서 <도식 2>를 거쳐 마지막으로 <도식 3> 

또는 <도식 4>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변화를 시간순에 따른 순차적 변화로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언제 어떤 나

마즈에가 구체적으로 등장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 전후관계도 따질 수 없는 상

황에서 안세이 지진이 일어나고 약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그러한 변

화가 단계를 밟아가며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몇 세

기에 걸쳐 형성된 지진신화의 구조가 1855년 안세이 지진이라는 일회적 사건

을 통해 그 구조가 변화되고 역전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다면 기존의 상

징구조를 기반으로 그 구조를 변용시켜 의미변화를 드러났다는 점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식 1>에서 <도식 2>를 거쳐 <도식 3> 또는 <

도식 4>로까지 변화해가는 과정은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된 지진신화를 기준

축으로 두고 시간에 따른 구조의 변화가 아닌 인지적인 변화의 과정으로는 이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기와 카시마 명신의 관계를 나타낸 위의 도식 

가운데 <도식 2>는 카시마 명신의 지배를 받는 메기지만 그 의미는 긍정적

으로 변화하는 중간과정의 나마즈에로 위치시킬 수 있다. 메기와 카시마 명

신의 의미가 역전되는 과정 속에서 그 중간적 과정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메기와 카시마 명신의 상징적 의미와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지진신화의 구조가 1855년의 안세이 

지진에서는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전 지진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후의 

지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지진신화의 상징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진신화와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나마즈에 그리고 기존의 신화

의 구조를 바뀌어 그려진 나마즈에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진신화의 형성의 계기도 일본사에서 지속되어온 지진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나마즈에가 등장한 것도 1855년의 지진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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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진신화의 구조가 역전되어 나마즈에 표현된 것도 1855년의 지진이 

계기이다. 동일한 1855년의 지진 재해 속에서 한쪽에서는 기존 지진신화가 풍

부하게 표현되는 나마즈에가 그려지고 소비된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기존 

지진신화를 뒤엎기까지 하는 나마즈에가 그려진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까? 그것은 1855년의 지진 재해가 당시의 민중들에게 어떤 시 현실적인 의

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고려해보아야지만 답이 가능할 것이다.  

종교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는 종교를 상징체계로 이야기

하면서, 상징에 해 ‘실재에 한(model of) 모델’과 ‘실재를 위한(model for) 

모델’로 구분한 바 있다.90 실재에 한 모델로서의 상징이 현실세계의 나타난 

모습과 구조를 상징적으로 재현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실재를 위한 모델로

서의 상징은 현실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를 상징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어츠의 문화체계로서의 종교상징에 접근하는 

두 가지 시선은 나마즈에에도 그 로 적용해볼 수 있다. 1855년 지진 재해를 

겪고 그 지진신화를 나마즈에에 표현하고자 한 것은 ‘실재에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 에도의 민중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지진신

화에 한 인식이 그 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지진신화의 위계구

조를 뒤바꿔서까지 표현하는 나마즈에는 ‘실재를 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메기가 왜 현실의 세계의 빈부격차와 부자들의 탐욕에 해 경고를 하고 돈을 

빼앗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가를 생각해보면 현실세계에서는 민중들에게 

부의 공정한 분배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지

진이라는 재해를 계기로 기존의 상징구조를 이용해 현실의 불만을 투영하고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나마즈에에 그려 넣고 그것을 소비한 것이다. 나마즈에

라는 매체를 통해 당시 민중들의 현실인식을 재현해서 표현하려는 욕구와 현

실인식을 탈피해서 세상을 수정하고 변혁시키려는 욕구가 표출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실재를 위한 모델’로서의 나마즈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초래한 지진 재해의 의미를 세계의 고침 또는 바꿈을 의미하는 일본어

                                        
90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 『문화의 해

석』, 문옥표 옮김, 서울: 까치, 1998, pp.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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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나오시(世直し )’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진 재해의 

세계 수정과 변혁적 힘에 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한 한 나마

즈에의 상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당시의 지진 재해가 불러일으켰던 

요나오시의 두 측면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지진 재해가 지닌 요나

오시적인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천년왕국운동과 요나오시 잇키(一

揆)91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91  일본사에 있어서 잇키(一揆)라는 것은 목적과 그 실천방법에 해 일치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인 결합체나 그 행동을 일컫는 용어이다. 일본 중세와 근세에서 무사, 종교집단 

또는 농민들에 의한 집단투쟁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에도 시  말의 잇키는 부분 농민

들에 의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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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진의 요나오시: 지진(地震)에서 지신(地新)으로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상징의 충돌과 변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

를 본 장에서는 ‘요나오시’라는 용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나오시라는 

말은 지진이나 우레가 칠 때 피해를 막고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 외우는 주문

이기도 하며 나마즈에 속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요나오시라는 용

어는 그 자체로 ‘세계의 수정과 변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재해를 쫓아 풍년의 새해를 맞이하려는 재생

과 회복의 민중의식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소위 ‘재생과 회복의 요나

오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은 전통사회의 농경의례 속의 노래

에서도 풍부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 의식은 지진 재해

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켜 다시 풍요의 세계로 부활시키려는 의식이며 나마

즈에 속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나마즈에 속에는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로 설명할 수 없는 계급간의 

갈등과 부자들에 한 적의 등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주기적 재생

만으로 구원될 수 없는 현실에의 절망을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실천을 통해 해

결하려는 주체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세이 지진 11년 뒤 발발하

는 ‘요나오시 잇키’라는 민중봉기와의 관련선상에 놓으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

하게 드러난다. 1855년의 지진 재해의 경험은 당시 사회상황과 맞물려 민중

의 변혁 의식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 

 

1. 지진 주문과 요나오시 

 

1) 지진 피하기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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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를 막기 위해 외는 주문이 존재했다. 

에도를 중심으로 한 관동(関東)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만자이라쿠라쿠

라쿠(万歳楽々々)”라고 외웠으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関西)지역에서는 

“요나오시요나오시(世直し世直し)” 또는 “요나오리요나오리(世直り世直り)”라고 

외곤 했다.92 1855년 안세이 지진 이후에는 관서와 관동지역의 구분이 사라지

고 ‘만자이라쿠’와 ‘요나오시’ 이 두 주문이 모두 읊어진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나마즈에다. 앞에서 살펴본 <나마즈에 No. 38>, <나마즈

에 No. 99> 속의 글에서는 ‘万歳楽’라는 구절이 나오며, <나마즈에 No. 87>에

서는 ‘世直し’가 나온다.93 나마즈에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주문들은 <나마즈에 

No. 61>에서 살펴본 범어로 적힌 부적처럼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 여

진이 빨리 줄어들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이러한 주문이 단지 ‘지진막이, 지진피하기(地震除け)’의 기능적인 주술

의 측면으로만 이해되어 왔지만,94 여기서는 이 주문의 의미 자체에 좀 더 초

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일단 이 주문들의 의미를 보면, ‘만자이라쿠(万歳楽)’는 ‘영원히 행복하기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요나오시(世直し)’는 ‘세상을 고치다’ 또는 ‘세상을 바

꾸다’로, ‘요나오리(世直り)’는 ‘세상이 바로잡히다’ 또는 ‘세상이 회복되다’ 등으

로 해석할 수 있다.95 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을 멈춘다는 직접적인 의미

                                        
92 이 외에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외는 주문이 있었다. 토사(土佐、시코쿠섬 남부)에서는 

“카하카하”(かはかは )라는 주문이, 오키나와 지역인 이시가키(石垣)섬과 나하(那覇)에서는 

“쿄우츠카쿄우츠카”(きようつかきようつか)라는 주문이 있었다(今村明恒, 「災害除け」, 『鯰

のざれごと』, 東京: 三省堂, 1941, pp. 181-186).  

93 나마즈에 중에 ‘世直し’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22개가 있다. 

94 앞의 책, pp. 181-186 ; 北原糸子, 앞의 책, p. 89. 

95 일본어에서 ‘直す’는 타동사로 ‘고치다, 바로잡다, 바꾸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으며, ‘直

る’는 자동사로서 ‘고쳐지다, 바로잡히다, 회복되다, 낫다’의 의미가 있다. ‘요나오시’와 ‘요

나오리’는 세상(世, よ)을 주어로 하느냐 목적어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타동사일 

경우 세상은 신적 존재나 어떤 인물에 의해 능동적으로 고치고 바꾸는 것이며, 자동사일 

경우는 세상이 주어가 되어 저절로 고쳐지고, 바뀌는 것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누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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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아닌 ‘영원한 행복’과 ‘세상의 수정 내지 변화’의 내용을 담은 주문

을 외운 것일까, ‘만자이라쿠’라는 재해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온한 세상이 오기

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나오시,’ ‘요나오리’는 어떻게 이

해할 수 있을까? 지진의 주문을 보면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

러한 재해의 주문이 생기게 된 배경으로 재해가 인간에게 어떤 종교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언어화되어 주술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그 경험은 어떠한 경험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오시’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쓰여왔

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전통적 농경사회의 요나오시 

 

민속학자 미야타 노보루(宮田登)는 ‘요나오시’라는 관념에 해 ‘민중이 현실

의 세상에 절망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고형태’로 정의한 

바 있다.96 ‘세계의 수정과 변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요나오시’라는 용어는 

‘기존 질서에 한 부정과 새로운 세계에의 갈망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요나오시적인 사상은 동서고금에 보편적

으로 존재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노만 콘(Norman Cohn)이 일찍이 『천년

왕국의 추구』에서 제시한 유럽 중세의 다양한 천년왕국운동이나 중국의 오두

미교와 그 이후의 비 결사, 태평천국운동 등과 한국의 동학농민운동 모두 요

나오시적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각 민족, 문화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변혁의 사

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 그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을 바꾸는 것인가라는 ‘주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요나오시를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와 변혁의 요나오시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려는 본 논문에서는 매우 중

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96 宮田登, 『ミロク信仰の研究』,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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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혁으로 설명하는 말 속에 담긴 여러 층위도 무시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일본적인 맥락에서 ‘요나오시’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하

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야타 노보루는 이러한 ‘요나오시’ 관념이 일본의 민속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민속문화로서 일본의 전통적이며 토착적인 문화에 깊

이 뿌리내리고 있는 미륵신앙을 끌어올린다. 그가 주목하는 미륵신앙이란 ‘미

륵의 세상(ミロクの世)’ 관념의 전통이다. 이에 해서는 이미 일본 민속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国男)가 카시마(鹿島) 지역의 신앙에 기

반을 둔 ‘미륵요(彌勒謠)’가 관동 일 에 분포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97 이 

카시마의 신앙이란 카시마 지역의 동쪽 바다 즉 태평양 저 너머에 정토(淨土) 

또는 상세의 나라(常世の国)98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세상을 만든 

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상 사람들의 괴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

다고 믿는 것이다. 이 동방의 해상정토에서는 사람들의 곤궁한 삶을 구제하기 

위해 재화를 가득 실은 ‘미륵의 배(みろくの船)’가 오는데 이 재화 중 중요한 

것이 ‘쌀’이었다. 관동 일 에 분포하는 ‘미륵의 노래’와 ‘미륵의 춤’은 이 미륵

의 배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다. 야나기다는 이러한 미륵신앙이 카시마뿐만 

아니라 오키나와(沖縄)의 야에야마(八重山)의 미륵신앙과 유사하며 비슷한 신

앙이 전국에 잔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야나기다는 이 뿌리의 나라(根

の国)99또는 상세의 나라를 바탕으로 하는 미륵신앙이 일본인이 고유하게 지니

고 있는 동방정토신앙과 연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민중의 가난하고 괴로

                                        
97 야나기다 쿠니오는 1961년 출판된 『海上の道』(해상의 길)에서 이러한 일본의 동방정토관

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야나기다 쿠니오의 전집에 수록된 본을 참고해서 그 내용을 정

리했다(柳田国男, 「海上の道」, 『柳田国男全集』21, 東京: 筑摩書房, 1997, pp. 378-587).   

98 ‘토코요노쿠니’(とこよのくに)라고 읽는다. 고  일본인들이 저 바다 멀리 있다고 상상한 

나라이다. 신선과 같은 존재가 사는 불로불사의 나라 또는 죽은 이들이 머무는 나라 등으

로도 생각했다. 

99 ‘네노쿠니’(ねのくに)라고 읽는다. 땅 속 깊이 또는 바다 저 멀리 존재한다고 생각한 나라

로 현 세상과는 다른 나라로 생각한 세계이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도 인식되었다. 

상세의 나라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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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현세에 응하는 미륵의 배가 오는 미륵세상의 관념이 일본인들의 근원적 

의식과 닿아있다고 본 것이다. 야나기다 쿠니오가 일본인들의 고유한 의식 속

에 남아 있다고 본 미륵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이 세계는 미륵의 배가 

오는 세계이다. 미륵의 배에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구원할 수 있는 재

화, 그 중에서도 쌀이 가득 실려 있다. 이런 배가 올 수 있는 미륵의 세계란 

결국 쌀과 재화가 풍족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풍요와 평화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야나기다 쿠니오의 ‘미륵의 세상’에 한 연구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

의 미륵신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한 명이 미야타 노보루였다. 

미야타는 기존에 보고된 오키나와와 야에야마군도 지역의 풍년제(豊年祭)와 절

제(節祭) 등의 농경의례를 재검토하며 이 의례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난 해

가 가고 새해로 바뀌는 시기임에 주목한다.100 이 의례들은 첫날에 작년의 바

램이 이루어진 것에 해 감사하며, 두 번째 날에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삼 

일째에 니라이카나이(ニライカナイ) 101로 불리는 곳에서 내방하는 신을 맞이하

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때 방문한 신에게 공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

리고 모두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이 축제의 절정에 내방신이 미륵

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미야타는 이러한 모습의 의례가 곳곳에 산재한다고 보

고 있는데 신년이 되는 시기에 풍작을 가져다 주는 신을 맞이해서 마을사람들

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노래 가사 속에는 이상향

을 상정하고 그것을 ‘미륵의 세상’이라고 부르며 미륵에 의해 그 이상향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노래와 함께 추는 미륵의 춤을 통해 풍

요를 가져오는 신의 힘을 재생시키고 곡물을 성숙시켜 풍년을 맞이할 수 있을 

                                        
100 宮田登, 앞의 책, pp. 181-184. 

101 오키나와(沖縄)와 그 인근 섬, 아마미(奄美) 제도 등에서 전해지는 현세와는 다른 동쪽 

바다 저편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풍요와 생명의 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며, 신들이 매해 

초 니라이카나이에서 건너와서 곡물을 풍성하게 익게 해주고 연말에 다시 돌아간다고 이

해되기도 한다. 또한 죽은 이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상세의 나라(常世の

国), 뿌리의 나라(根の国) 등과 유사한 동방 정토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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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미야타는 이와 같은 신년의례 속에 ‘요나오시’ 관념

의 전통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묵은 해에서 풍요로운 새해로의 기원이 

전통적인 요나오시, 즉 세계의 재생에 한 관념과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현

세를 고쳐서 새롭게 올 세상은 풍요의 세상인데 농경사회에서 풍요는 농경의 

풍년과 일치한다. 이는 1년이라는 자연적 주기를 통해 반복되고 재생되며 부

활하는 세계이다. 새해의 풍년의례를 통해 드러나는 전통적 농경사회의 요나

오시는 이러한 풍요의 미륵세상으로의 재생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미야타는 단순히 새해를 맞이해 풍요를 기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령을 추방해서 풍요의 세상을 맞이하는 농경사회의 요나오시 관념도 동시에 

제시한다.102 일본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정월행사를 반복하는 것을 ‘취월정월

(取越正月)’103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고 한다. 액년

(厄年)을 맞이한 사람들이 정월행사를 두 번 치름으로써 액년을 빨리 넘겨 새

로운 해를 맞이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근세 특정의 해(1667년, 1759년, 1771

년, 1777년, 1814년)에 특히 유행했다고 한다. 이 중에 호레키 9년(宝暦9年, 

1667) 여름에는 내년이 ‘미륵 10년 진의 해’(みろく十年 辰の年)가 된다는 소

문이 돈다. 이 미륵의 해에는 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 재해의 해를 빨리 넘기

기 위해 정월에 하듯이 신년떡국을 끓여먹고 신년축하 장식물(蓬莱飾り)을 걸

어 두며 취월정월을 했다고 한다. 분카 11년(文化11年, 1814)에도 올해가 미륵

의 해라서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취월정월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역병을 일으키는 악령의 추방을 통해 행복한 해를 맞이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미륵의 해(ミロクの年)’는 재해가 많은 

해로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재해와 기근의 해야말로 민중들은 고통에 

의해 괴로워하게 되고 미륵이라는 메시아의 출현이 요구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와 기근이 심하면 취월정월을 통해 그 해를 빨리 보내고 

새로운 해, 즉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륵의 세상’을 맞이하려고 한 것이었다. 따

라서 미륵의 해는 미륵이 출현하는 풍요의 해이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고통과 

                                        
102 宮田登, 앞의 책, pp. 187-194. 

103 취월정월(取越正月)은 일본어로 ‘토리코시쇼가츠’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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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이 전제된다는 면에서 고통의 해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륵의 해와 그 해에 있을 재해를 피하려는 의식이 특정 시기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특정 미륵의 해만큼은 아니더라도 매년 그 해에 있을 재

해를 피하고 풍요를 맞이하려는 의식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해를 일

으키는 악령을 추방하고 정화하여 미륵의 해를 맞이하려는 의식은 매해 반복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악령 추방의 의식이 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카시마 지방이었다. 미야타는 이 지역의 카시마오쿠리(鹿島送り )라는 매해 치

르는 의례 속에 재난의 악신을 추방해서 풍요로운 미륵의 해를 맞이하려는 관

념이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 카시마오쿠리는 카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관동, 

중부, 동북지역에서 행해졌으며 지금도 이바라키현(茨城県)과 치바현(千葉県)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례들의 공통된 구조는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을 ‘카

시마의 배(鹿島の船)’로 불리는 배에 실어 강에 흘려 보내는 것이다. 이 인형의 

흘려보냄으로써 전염병과 재해를 일으키는 악신이 추방되었다고 보았다. 이 

의례 중에 ‘카시마오도리(鹿島踊り)’로 불리는 춤을 추게 되는데 이 때 부른 노

래 가사 속에서 악령을 내쫓고 풍요를 기원하며 미륵의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

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카시마의 의례 속에서 드러나는 악령추구를 통해 

풍요의 해를 기원하는 의식 역시 재해에 의해 고통받는 현세를 수정하고 고쳐

서 풍요로운 세계로 회복시키려는 요나오시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미야타는 민속의례 속에서 전통적 요나오시 관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하나는 풍년제 등을 통해 묵은 해를 보내고 풍

년을 통한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려는 즉 ‘재생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재해를 일으키는 악령을 추방하여 평온한 해를 맞이하려는 ‘회복

의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미야타는 이러한 이 두 의식이 농경적 

세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요나오시는 농경적 세계의 변혁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농경사회에서 ‘세상을 고치다, 바꾸다’라는 의미는 어

느 쪽이든 풍년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전통적인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가 지진 재해라는 상황에서 주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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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워진 요나오시와는 어떤 관련을 지닐까? 미야타 노보루가 지적한 로 이 

지진주문으로서의 ‘요나오시’ 역시 전통적 농경사회 속에서의 요나오시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지진 재해로부터 재해 이전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로의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855년의 지진 재

해와 나마즈에를 통해 드러나는 요나오시는 이러한 요나오시를 넘어선 또 다

른 차원의 요나오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소위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현실

을 변혁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드려는 즉 ‘변혁의 요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새

로운 차원의 관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04 

 

2. 나마즈에에 나타난 요나오시의 두 양태 

 

1855년의 안세이 지진 재해 때 사람들이 ‘요나오시’라는 주문을 외치며 갈망

했던 세계는 나마즈에 속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미야타 노

보루가 지적한 전통적 농경사회의 요나오시 관념인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 

관념과 함께 그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차원의 요나오시 관념이 나타난다. 소

위 ‘변혁의 요나오시’ 관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도 않으며 순환적 시간관에 바탕을 둔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와는 구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마즈에 속에서 ‘요나오시’ 관념에 

                                        
104 미야타 노보루는 ‘요나오시’를 ‘민중이 현실의 세상에 절망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혁시

키려고 하는 사고형태’로 정의하지만 그것이 구체적 현실사회에 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변혁’이라는 용어는 민중들의 주체적인 의

식에 기반을 둔 사회변혁운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현실의 고난이나 재해가 미륵과 같은 

존재나 자연의 주기적 회복력을 전제로 저절로 풍요롭고 평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일본에서 절 적 종말론이 존재하지 않고 천년왕국운동과 같은 민중의 주체적 종교

운동의 흐름이 약했다고 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宮田登, 『終末観の民俗学』, 東京: 

筑摩書房, 1998, pp. 35-84).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변혁’을 미야타 노보루의 이러한 맥락

에서 벗어나 현실 사회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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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목해온 학자들은 이러한 두 차원의 요나오시에 해 구별하지 않고 재

생과 회복의 차원으로만 설명해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1855년 전후의 시간적 

상황과 에도라는 공간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나마즈에를 통해 드러나는 

1855년 지진 재해에서 나타난 요나오시의 ‘변혁’의 측면은 반드시 별도의 차원

에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재생과 회복의 요나

오시’를 살펴보고 이와 구별되는 ‘변혁의 요나오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지진(地震) 재해를 통해 꿈꾼 새로운 세상(地新)의 두 모습은 재난과 고통의 

세상에서 평온하며 풍요로운 세상으로의 ‘재생과 회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여 평등한 세계로 진전시키려는 ‘변혁’으로 나타나

기도 했다. 

 

1) 재생-회복의 요나오시: 재난과 고통의 세상에서 평온한 세상으로 

 

안세이 지진을 겪으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였던 반응은 지진을 일으킨 

메기에 한 분노였다. 이는 3장 2절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 그러한 분노는 

지진에 한 공포와 가족의 죽음, 재산의 파괴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

렇게 분노를 표출하던 이들에게 원하는 세상이란 그러한 고통과 무질서 즉 카

오스 상황의 종식이자 코스모스로의 회귀였다. 이는 미야타 노보루가 이야기

한 농경사회에서의 요나오시 이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재앙이 

와서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고통의 시기를 빨리 흐르게 해서 이전의 질서이자 

풍요의 세계로 돌아가는 ‘세상의 고침·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마즈에 No. 191>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카시마 오도리(鹿島踊り )’105라는 

                                        
105 카시마오도리(鹿島踊り )는 그 기원에 해 여러 설이 있지만, 체로 카시마신궁 또는 

카시마 지역의 의례에서 시작되어 시즈오카(静岡) 해안 지역까지 퍼진 집단민속무용으로 

본다. 카시마 명신의 신탁을 받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샤먼·예언자인 ‘카

시마의 고토부레(鹿島の事触れ)’가 연초에 그 해의 길흉을 점치며 여러 지역을 걸어서 돌

아다닌 일에서 시작된 춤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후 집의 문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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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그리고 있다. 메기가 ‘카시마의 고토부레’로서 카시마 신의 신탁을 전하

는 사자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주위를 에도의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목수

와 미장이 등의 직인들이 돌면서 춤추고 있다. 이러한 춤이 액을 물리치고 평

온의 세계로의 진전을 기원하는 것임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카

시마의 고토부레를 통해 새해 길흉을 점치고 풍요를 기원하는 점도 드러난다. 

 

 

그림 17 나마즈에 No. 191 

 

이 그림 속의 글에도 ‘요나오시(世直し)’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앞 예술(門付芸)로서 장르화되고 가부키(歌舞伎)에도 포함되었다. 미야타 노보루는 이 춤

을 미륵하생신앙과 관련하여 동쪽바다에서 미륵의 배가 와서 풍요로 전해준다는 내용의 

미륵춤(弥勒踊り)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카시마오도리도 이러한 미륵신앙과 깊은 관

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宮田登, 앞의 책, pp. 1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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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오시(世直し)의 지진은 어느샌가 흔적도 없고, 좋은 카시마의 고토

부레의 사계일까나.  

 

여기서는 지진은 재해이면서 요나오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진 재해의 고

통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또 지진을 계기로 카시마의 고토부레로 상징되는 회

복과 풍요의 세상이 되돌아 오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

에서 살펴본 미륵의 해가 재해가 빈발하는 해인 동시에 풍요의 해로 받아들여

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8 나마즈에 No. 85 

 

<나마즈에 No. 85>에는 <平の建舞> 즉 ‘平을 세우는 춤’이라는 의미의 표

제가 붙어 있다. 여기서는 평온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의 희구가 직접적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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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고 있다. 먼저 이 나마즈에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속의 글부터 살펴보자. 

 

‘平’을 만드는 춤. 부족한 복(貧福)을 마구 뒤섞어서 메기들이 세상을 

태평(太平)하게 만든다.106 

 

그림 속에서 메기들은 풍요의 신인 다이코쿠텐(大黑天) 107 의 지시를 받아  

‘平’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平’이라는 글자 밑에는 돈이 묻혀있다. 

여기서 ‘平’이 의미하는 바는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平’은 메기들에 의

해 도래하는 ‘태평(太平)’의 시 를 의미한다. 즉 지진을 통해 다시 태평과 풍

요의 시 가 되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춤으로 표현되는 메기들의 건축행위는 일종의 재생과 재건의 의례라고 이해해

도 좋을 것이다. 

지진을 일으킨 이들이 세상을 태평하게 만든다고 표현되고 있는 점이 아이

러니하지만 <나마즈에 No. 191>에서는 새해의 풍년을 점치는 고토부레가 되

고 이 그림에서는 평온함과 풍요로움을 세우는 기술자가 된다. 여기서는 지진 

재해 자체가 평온함과 풍요의 요나오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농경사

회의 요나오시 관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지진 재해는 그 자체로 고통이지

만 이것이 풍요로운 세계로의 재생과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106 이 글에서 ‘빈복(貧福)’을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 이 그림은 ‘사회변혁’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빈복’을 뒤섞는다는 것을 ‘빈부(貧富)’를 뒤섞는다고 해석할 경우 여

기서 ‘平’은 ‘공평(公平)’ 또는 ‘평등(平等)’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뒤에 ‘태평’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림 속에서도 공평이나 평등의 의미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다이

코쿠텐과 돈이 그려져 있어 여기서는 풍요로운 세계로의 재생과 회복으로 해석했다. 

107 한국어로는 흑천(大黑天)이라고 한다. 힌두교에서 세계의 파괴와 재생을 담당하는 쉬

바신(Shiva)의 파괴적인 측면을 일컫는 칼라(Kala)가 불교에서 마하칼라(Mahakala)가 되고 

다시 한역되어 흑천으로 불리게 된다. 쉬바신의 속성을 그 로 지니고 있어서 전쟁과 

풍요의 신으로서의 양면성을 모두 지닌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흑천이 칠복신(七福神) 

중 하나로 받아들여 부와 상업의 신으로 숭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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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재해로 인한 자연질서의 일탈로부터 재해 이전의 코스모스 상태로의 

회복과 재생을 꿈꾸는 것은 어느 시 , 문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일본 

특유의 풍요의 관념까지 더해져 1855년의 지진 재해에서는 재해 자체로부터

의 복구와 함께 풍요에의 갈망까지 표출된 것이다. 

 

2) 변혁의 요나오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으로 

 

한편 안세이 지진을 겪은 이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의 평온한 세상으로의 

재생과 회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의 진전을 꿈꾸었다. 1년을 주

기로 반복되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만을 꿈꾸기에는 

지진 당시의 일본의 에도는 매우 척박한 공간이었다. 당시 에도는 인구 150만

명을 넘는 거 한 도시였고 많은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외적으로

도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었다. 안세이 지진이 일어난 1855년을 기준으로 일본

사를 살펴보면 당시가 굉장히 긴박하며 불안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안세

이 지진 10년 전부터 지진이 연속해서 일본을 강타하기 시작했으며, 1853년

에는 미국의 동인도함  사령관인 페리제독이 미국 통령의 개국(開國) 칙서

를 들고와서 전 일본인을 놀라게 만들었고, 그 다음해부터 일본은 미국을 포

함해 연달아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조약을 맺게 된다.108 특히 ‘페

리의 내항’과 미국과의 수교의 충격은 나마즈에에도 표현될 정도로 컸다.  

<나마즈에 No. 142>에서는 지진을 일으킨 메기와 미국의 페리제독이 말싸

움을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가운데에는 심판을 맡은 미장공(左官)이 

가부키 배우의 모습으로 메기의 승리를 판정하고 있다. 그림 속의 글 내용을 

들여다보면 메기와 페리에 한 인식을 알 수 있다. 

 

                                        
108 外川淳, 『天災と復興の日本史』, 東京: 東洋経済新報社, 2011, pp. 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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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나마즈에 No. 142 

 

 메기: 야 미국의 멍충이놈아. 이 일본을 바보로 보고 2-3년 전부터 강

하게 어붙여왔구나. 네놈들이 와서 에도의 마을은 시끄러워졌

고 도움도 되지 않는 교역이었다. 쌀과의 교환은 그만둬라. 에도

(江戸)에도 걸어다니며 사탕파는 사람은 충분히 많다. 쓸데없으

니 빨리 (배의) 돛을 달고 키를 돌려서 어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미국: 뭐라고 건방진 놈이. 메기녀석 네놈들이 알 바 아니다. 우리나라

는 자비로운 나라로 직인(職人)들이라도 사냥꾼이라도 누구라도 

자비로운 자는 오늘 큰 일을 하면 내일은 왕이 된다. 그래서 모

든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합중국이라는 나라다. 그런

데 곤란스러운 일은 사람이 늘어나는데 나오는 것(생산물)은 없

어서, 일본에 쌀과 무와 닭을 받으러 왔지만 오는 양이 적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시끄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메기는 교역을 강요해서 일본을 시끄럽게 만든 미국의 페리에

게 너희들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돌아가라고 화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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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하는 페리는 미국이 얼마나 위 한 국가인지 그리고 왜 교역을 하러 

왔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정당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당시 일

본 민중들 사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화제가 되고 교역에 한 찬반

양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을 표하는 

페리와 지진을 상징하는 메기와의 결이 결국 메기의 승리로 끝난 것은 지진 

재해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보다는 낫다는 인식까지 드

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 위기는 내적 갈등으로 이어져 막부의 독단적인 수교조치에 

저항하는 반막부세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 막부가 권력을 천황에게 되돌려

주는 정봉환(大政奉還)이 1868년에 일어나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며 메이지유

신(明治維新)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일본은 도시화가 더욱 빠르게 진

행되고 근 자본주의체제도 무르익어 간다. 에도는 18세기 초 이미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세계 최  수준의 도시였으며, 가장 활발한 상업도시이기도 

했다. 농촌을 떠나 도시 에도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이들이 나날이 늘고 

있었고, 이들의 도시생활은 매우 비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빈부의 격

차는 점점 심해갔으며, 일찍이 직업군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던 일본에서는 계

급과 직업에 따른 갈등도 매우 커져가는 상황이었다.109  이러한 갈등 속에서 

안세이 지진은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

의 요나오시 희구의 계기가 된다.  

 

(1) 부의 재분배 

 

빈부의 격차 속에서 고통받던 가난한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지진을 통해 빈

부의 격차가 해소되는 세상이었다. 부자들의 탐욕에 한 처벌로 지진을 일으

키는 <나마즈에 No. 99>의 메기와 부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나마즈에 

No. 95>의 메기는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실재를 위한

                                        
109 피터 두으스, 『일본근 사』, 김용덕 옮김, 파주: 지식산업사, 1983, pp. 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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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or) 모델’로서의 상징이었다.  

 

 

그림 20 나마즈에 No. 90 

 

<나마즈에 No. 90>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그

림에는 <持丸たからの出船> 즉 ‘부자보물의 출선’이라는 의미의 표제가 붙어

있다. 제목만 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미륵의 배’가 떠오른다. 바다 저편의 동방

정토에 있는 미륵의 세상에서 미륵의 배가 와서 재화를 풀어 가난으로 고통받

는 민중을 구제한다. 그러한 모티브를 차용한 것 같은 이 그림에서는 미륵의 

배가 아니라 ‘부자들의 보물선’이 출항한다. 

부와 재물의 집중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현실인식과 함께 그 해결책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부를 나눠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담겨있는 것

이다. 먼저 그림 속의 글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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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아 안타깝다 안타까워. 애써 아껴 모은 것을 한 번에 뱉어내다니 

어처구니 없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럴 것이었으면 미리 써버렸

으면 좋았을 것을. 

 

메기: 여보시오 나리, 당신은 평소에 너무 아랫사람들을 몰아붙여 힘들

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운 기분이 드는 것이오. 이제부터 마

음을 고쳐먹고 자비롭게 사는 것이 좋소. 

 

그림 속에서 메기는 부자들의 등을 두들겨 황금을 토하게 하고 그것이 가난

한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을 평등한 세계로 바꾸는 이가 메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진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메기가 부자들의 돈을 직접 재

분배하고 있다.110 즉 지진 재해를 통해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나

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해 키타하라 이토코는 지진 재해 이후 막부

가 부자들로부터 의연금을 거둬서 재해의 구제책으로 피해민중들에게 쌀 등으

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 나마즈에에 표현된 것이라고 설

명한 적이 있다.111 물론 그런 점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재해를 통해 

당시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지진 재

해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고도 설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진 재해를 통해 인간들이 꿈꿀 수 있게 된 ‘변혁의 요나오시’가 이 나마즈에

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기존의 지진신화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메기가 

부자들의 탐욕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나마즈에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부자들에 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

해 잘못된 현실을 시정할 수 있다는 민중으로서의 주체의식이 작용했음을 부

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다음 절에서 다룰 ‘요나오시 잇키’에서의 민중들

                                        
110 메기가 부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구토를 하게 해서 돈을 뱉게하고 배설을 하게 하는 

그림은 앞에서 살펴본 No. 95와 여기에서 검토한 90 외에도 91, 92, 93, 94 등이 있다. 

111 北原糸子, 앞의 책, pp. 2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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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초부터 말까지 이어지는 부자들에 

한 민중봉기는 민중들의 주체의식이 어느정도 성장한 다음에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식의 성장이 지진 재해 이후의 변혁의 요나오시에 반영

되었고, 지진 재해로 인한 변혁적 요나오시의 발현은 민중의식의 재생산과 확

에 또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2) 직업간 갈등  

 

한편 나마즈에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계급 립이 단순 립적으로 드

러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진을 두고 직업간의 시각 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의 <나마즈에 No. 141>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카시마

명신과 메기의 상징 립 사이에는 직업적 립이 나타난다. 이는 사회신분계

급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사무라이, 신흥상인, 고리 금업자 등의 직업은 지진 

이전의 부자들로 지진을 통해 잃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직인(職人)들 예

를 들어 기와장이, 미장이, 목재상, 목수 등은 지진을 통해 수요와 일자리가 많

이 생겨 돈을 벌 수 있는 이들이다.  

 

 

그림 21 나마즈에 No.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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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즈에 No. 155>에서는 지진으로 잃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표시

되어 있으며 이들은 메기를 공격하고 있다. 반면 가난한 이들과 직인들은 멀

리서 방관하고 있다. 추상적인 사회경제적 갈등이 아닌 구체적인 직업군 사이

의 갈등까지 그려내서 지진을 사이에 두고 서로간 꿈꾸는 세상이 다른 것도 

드러난다.112 

지진을 통해 잃을 게 많은 직업군에 있어서 ‘요나오시’는 질서로의 재생과 

회복의 세계를 의미하지만, 지진을 통해 부를 분배받고 일자리가 생기는 이들

에게 ‘요나오시’는 경제적인 부흥의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마즈에서 나타나는 ‘요나오시’는 추상적 평등이 아닌 굉장히 구체적인 ‘평등’

의 세계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민중이라고 하더라도 지진 이후의 풍

요에 한 인식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진 재해가 불러일으키는 ‘변혁의 요나

오시’는 함께 핍박받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직업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무너진 집을 재건하는 기와장이나 미장이는 분명 가

난한 서민이었음에도 지진 이후에는 수요와 일자리가 늘어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뿐, 그 자신의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나마즈에에는 ‘변혁의 요나오시’가 드러나지만 

그 인식의 한계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안세이 지

진이라는 땅의 카오스 상황에서 인간들이 꿈꾼 ‘세상의 수정과 변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안세이 지진을 통해 꿈꾼 요나오시를 <표 1>로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나마즈에에 나타는 요나오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이름을 붙였다. 하나는 전통적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요

나오시로 이를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로 칭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시

상황에 따른 도시화와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라 등장하는 요나오시로 이는 ‘변

혁의 요나오시’이다.  

                                        
112 직업간의 갈등이 드러난 나마즈에는 No. 141, 155 외에도 46, 48, 50, 62, 108, 113, 120, 

13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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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진 

이전 
지진 

요나오시 

이후 
시간관

단어적 

의미 

나마즈에의 

특징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 

규칙적인 

일상 

고통의 

계기 

자연 질서의

회복 

풍요의 도래

순환적 요나오리

풍요로운 

세상에의 

기  

변혁의 

요나오시 

빈부격차

경제적 

불평등 

변혁의 

계기 

현실적인 

사회경제 

질서의 재편 

직선적 요나오시

부자에 

한 

적의 및  

공격 

 

표 1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두 가지 차원의 요나오시 

 

재난과 고통에서 평온과 풍요의 세상으로의 재생과 회복을 꿈꾸는 요나오시

에서는 지진 이전을 규칙적인 일상성이 유지되는 세계로 전제한다. 이것이 지

진에 의해 깨어져 고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꿈꾸

는 요나오시는 지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관 역시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마즈에에서는 앞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풍요롭고 태평한 세계로 묘사된다. 이는 요나오시(世治

し), 즉 병든 세계를 치료해서 과거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코스모스-카오스-코스모스의 단계를 밟아 주기적으로 파괴되었다가 

부활하는, 엘리아데가 이야기한 우주론적 순환의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세상이 회복되다, 고쳐지다’를 의미하는 자동사 

‘요나오리(世直り)’와 의미가 통한다.  

한편 변혁의 요나오시에서 지진 이전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

는 경제적으로 비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지진이며, 지진을 통한 요나오시 이후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경제적 갈등의 

해소이자 경제적 질서의 재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으로의 변화는 반복되

는 순환론적 시간관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을 통한 세계의 진보를 추구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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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이며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특정 시기로의 재

생과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의 진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마즈에에

서는 부자에 한 적의가 나타나며 직업간의 갈등도 묘사된다. 따라서 현실에 

기반을 둔 매우 구체적인 요나오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 즉 ‘요나오리’가 아니라 ‘세상을 주체적으로 고치고 바꾸는’ 말 그

로의 ‘요나오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두 유형의 요나오시는 안세이 지진 이후 에도라는 지역에서 살던 이

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꿈꾸는 요나오시는 아니었다.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

는 부자나 일반 평민, 가난한 이들에 관계없이 지진으로 조금이라도 고통을 

겪는 이들이라면 꿈꿀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요나오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변혁의 요나오시’는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를 꿈꾸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이들이 새롭게 추구하는 요나오시였다. 지진이 가져오는 고통

의 상황을 감내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지진은 고

통이면서 하나의 탈출구이기도 했다. 결국 인간은 그들이 놓인 상황적 맥락에 

따라 희망하는 미래가 달랐던 것이다. 지진신화의 기본적인 구조인 지진을 일

으키는 악(惡)으로서의 메기가 사람을 도와주고 평온한 세계를 만들고 더 나아

가 부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선(善)으로까지 표

현될 수 있었던 것은 지진 재해를 계기로 두 가지 차원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상상력의 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855년의 시 상황과 맞물려 꿈꾸

게 된 ‘변혁으로서의 요나오시’는 지진 재해가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까지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연적 힘에 한 경험과 현실의 억압이 어울려 나

타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1855년의 안세이 지진 속에서 나타난 ‘변혁의 

요나오시’의 갈망이 현실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어떤 의미를 지녔었을까? 

이것은 지진 재해의 사회변혁적 힘에 한 평가와 관련된다. 

 

3. 지진의 변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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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마즈에의 요나오시 평가 

 

앞에서는 <메기-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라는 세 요소의 지진신화의 관계

구조가 1855년 안세이 지진의 나마즈에 속에서 역전되어 나타난다는 점과 그 

구조 역전의 원동력이 지진 재해가 불러일으키는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와 

함께 ‘변혁의 요나오시’임을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부자들에게 강제로 돈을 

뱉어내게까지 하면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메기의 적극적 행위는 단순히 

지진 재해의 고통이 멈추고 회복되어 일상의 시기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

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회변혁의 적극적 주체의식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기

존의 지진 재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이 1855년 안세이 지

진 재해에서는 나마즈에를 통해 발현되었다. 재해가 단순히 고통과 파괴의 악

을 의미하거나 그 파괴 뒤에 찾아올 재생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행동을 통해 변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진 재해가 불러일으키는 ‘변혁의 요나오

시’를 천년왕국운동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은 결국 당시의 지진 재해가 변화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지진 재해의 사회변동적 힘에 한 물음과 이어지게 된다. 마이클 바쿤

(Michael Barkun)은 재해와 천년왕국운동의 관련성에 한 연구를 통해 재해가 

천년왕국운동에 큰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13 그의 연구는 기본

적으로 천년왕국운동에 한 표적 연구자인 노만 콘(Norman Cohn)의 연구

114에 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후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만 콘은 천년왕

국운동이 그리는 구원의 특징으로 ‘초자연적 도움에 의해 집단적으로 현세에

서 즉각적이며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115 마이클 

                                        
113 Michael Barkun, Disaster and the Millennium, London: Yale University, 1974 ; マイケル·

バークン, 『災害と千年王国』, 北原系子 訳, 東京: 新評論, 1985. 

114  Norman Coh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1957). 

115 노만 콘(Norman Cohn)은 11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서부 유럽의 빈민들 가운데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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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쿤은 그 특징으로 ‘재해’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쿤은 단일재해

보다 연속재해가 천년왕국운동의 조건에 적절하며 재해는 천년왕국 운동의 필

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16 안세이 지진과 그 이후의 요나오시를 꿈

꾼 이들을 이러한 틀 속에서 생각해본다면 10년 간의 연속적인 지진이 일어났

다는 점에서 필요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의 사회적, 정치

적 질서에 한 철저한 경멸이 나타나며 급격한 사회변동기였다는 점에서도 

다른 천년왕국운동과의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노만 콘이 제시

한 천년왕국운동의 구원적 세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들은 기본적

으로 ‘총체적인(total)’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마즈에에 보이는 ‘직

업간의 갈등’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 갈등 속에는 지진이라는 카오스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현실계산적인 모습이 나타나며, 현 체제 내에서 각 개인의 

이익을 극 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적(collective)’이지도 못했

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없었으며 천년왕국에 한 구체적인 비전과 

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세이 지진 이후의 요나오시 자

                                                                                                        

전했던 천년왕국운동을 다루면서 천년왕국적 종파와 운동에서는 구원을 다음과 같이 묘

사한다고 5가지로 정리한다. ①구원은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

(collective)’이다. ②구원은 피안에서가 아닌 바로 이 지상에서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현세

적(terrestrial)’이다. ③구원은 곧바로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긴박한

(imminent)’ 것이다. ④구원은 새로운 통치가 단순히 현재의 개선이 아니라 완전 그 자체

가 되도록 현세의 삶을 철저하게 변혁시킨다는 의미에서 ‘총체적(total)’이다. ⑤구원은 초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혹은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기적적

(miraculous)’이다(앞의 책, pp. 13-16). 

116 Michael Barkun, 앞의 책. 마이클 바쿤은 이 책에서 사회변동만으로는 천년왕국운동을 

야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며 재해를 강조한다. 그는 사회변동과 함께 ‘재해’가 의심, 불

안과 피암시성을 유발시켜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전환을 향한 

예언에 몸을 맡길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또한 3장(pp. 62-90)에서는 천년왕국운동이 일어

나기 유리한 네 가지 조건으로 ①단일 재해보다는 연속재해가 적합하고, ②천년왕국적 교

리와 사상이 이미 실재하며, ③상 적으로 균질한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④도시공업사회

보다는 농촌사회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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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천년왕국사상의 일종으로 보기는 무리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해서인지 나마즈에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나마즈에에 나

타나는 요나오시의 변혁성에 해서 소극적으로 평가해온 경향이 있다. 키타

하라 이토코(北原糸子)는 안세이 지진 이후의 분위기를 ‘재해 유토피아’라는 

차원에서 다루려고 시도한 바 있다.117 키타하라는 재해라는 비일상성 속에서 

민중들이 이상향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안세이 지진에서도 그러한 재해 유토피

아의 모습이 나마즈에 속에서 표현되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기타하라는 재

해가 불러일으키는 사회변혁에의 욕구보다는 재해 후 집단생활과 정책적 구제

행위 속에서의 풍요 속에서 이상향을 경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진 재해 

후의 공동야숙 생활 속에서 오히려 활기찬 모습이 나타나고 막부의 구제활동

의 시행을 통해 지진 이전보다도 먹을 거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하지

만 이러한 ‘재해 유토피아’는 환상에 그칠 뿐이다. 일순간의 풍요일 뿐 당시의 

빈곤에의 탈출과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런 점에서 기타하라는 지진 재해 자체가 초래한 변혁적 요나오시의 측면까지

는 지적하지 못했다.  

미야타 노보루는 나마즈에에 나타난 ‘요나오시’에 해 전통적인 재생과 회

복의 요나오시와 함께 계급성과 평등사회실현, 빈부격차의 해소 등에 한 표

현도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급성과 평등사회실현 

등을 표방하는 나마즈에의 메기의 모습이 단지 지진 뒤의 구제로 배급된 쌀과 

쌀값 하락을 통한 일시적인 생활의 안정에 한 욕구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해석에 그치고 있다. 즉 일상의 빈곤생활이 지진이라는 요나오시의 계기에 의

해 일시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이 도시하층민의 의식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계급의식과 평등사회에 한 욕구마저도 풍요로의 회복의 요나오시일 뿐이라

고 본다. 그는 자신의 미륵신앙 연구와 관련해서 지진 재해를 전통적인 ‘재생

과 회복의 요나오시’가 발현되는 계기일 뿐이라고 결론내린다. 지진을 계기로 

한 요나오시는 구체적인 계획에 기반을 둔 변혁이 아니며 메기의 희화화를 통

                                        
117 北原糸子, 『地震の社会史-安政大地震と民衆』, pp. 2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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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하층민들이 상층계급에 반감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데에

서 그친 것이다.118   

키타하라나 미야타 모두 안세이 지진 때의 변혁의 요나오시에 해 부정적

이며 소극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안세이 지진을 전후

로 일본의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1855년을 전후로 한 당시 민중들의 의식과 실천에 한 구체적인 고찰이 있

은 후에야 이 민중들이 나마즈에를 통해 표현하고 소비한 계급성의 인식과 불

평등의 시정 등과 통하는 ‘변혁의 요나오시’에 한 정당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계에서 에도 시  말부터 메이지유신에 이르는 시기를 

‘요나오시 상황론’으로 파악하려고 한 사사키 준노스케(佐々木潤之介)의 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119 이 ‘요나오시 상황론’이란 당시 민중들의 각종 소동과 

잇키가 빈발했던 것을 막말의 혁명정세가 고양되었던 시기로 보고 이것을 ‘근

 일본’라는 새로운 세계로의 전조로 해석하려는 시도였다. 그런 점에서 당시 

농민들과 도시하층민들의 계급저항적인 행위들은 근 적 시민의 형성과정으로

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도 ‘요나오시 잇키’라고 불린 부유층, 

마을 관리자 등에 한 민중의 파괴행위와 봉기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마즈에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의 ‘요나오시’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야 

지진 재해가 불러일으키는 ‘변혁의 요나오시’를 제 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2) 요나오시 잇키와 변혁의 요나오시 

 

잇키(一揆)라는 용어는 『맹자(孟子)』의 「이루(離婁)」하편의 “선성후성 기규일

                                        
118 宮田登, 앞의 책, pp. 225-231. 

119 佐々木潤之介, 「世直し状況論の現在」, 『争点 日本の歴史』 第6巻 近·現代編:幕末〜第二

次大戦後, 佐々木隆爾編, 東京: 新人物往来社, 1991, pp. 26-38 ; 佐々木潤之介, 『世直し』,

 東京: 岩波書店,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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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先聖後聖 其揆一也)”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치미도신

(一味同心)’, 즉 마음을 하나로 하는 집단과 그 집단의 무장봉기를 일컫는다. 

이들은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과 맹세를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결성되

고 목적달성이 이루어지면 해체된다. 따라서 그 자체가 반권력 또는 반체제적

인 저항집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다양한 목적과 성

격을 지닌 잇키가 존재할 수 있다.120 14세기를 전후로 한 센코쿠시 (戦国時

代)부터 이러한 집단행동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표적인 것이 잇코잇키

(一向一揆)였다. 잇코잇키는 센고쿠시 에 정토진종 혼간지(本願寺)교단의 무사, 

농민 상공업자 신도들이 만든 종교적인 목적의 자치조직이었다. 오다 노부나

가(織田信長)는 이러한 세력이 무가정권의 기반을 위협한다고 보고 크게 경계

하기도 했다. 에도 시 에는 막부가 집단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게 되고 따라서 

잇키는 물론 ‘잇키’라는 용어의 사용도 금지시킨다. 하지만 근세 중기 이후 농

민들의 잇키가 점점 빈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들의 공동의 목적은 굉장히 현

실적인 경제적 요구였지만 그 속에서 변혁의 요나오시적인 모습이 조금씩 나

타나기 시작한다. 특권상인, 고리 금업자, 마을의 관리 등의 집과 재산을 부수

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와 차입증서를 불태워버리는 소위 ‘우치코와시(打

ち壊し )’라는 농민잇키의 파괴행위들은 계급적 인식과 함께 빈부격차 경제적 

착취에 한 저항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했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상태

에 만족할 수 없고 행동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의식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후반부터 점차 농민들 사이에서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 농민들의 사적인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에도 시 였지만 농민들 사이

에는 자신이 경작하기로 되어 있는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돈을 빌리는 주된 이유는 경영기반이 약한 소농(小農)

들은 과중한 연공(年貢)을 제 로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돈

을 갚지 못하는 빈농들은 부농의 소작농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120 勝俣鎮夫, 『一揆』, 東京: 岩波書店, 1982, pp. 2-4. 



 

 

97 

분화와 빈부의 격차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18, 19세기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담

보잡힌 토지에 한 반환을 목적으로 빈농들이 집단으로 저항하는 봉기와 우

치코와시, 즉 백성잇키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농촌

의 구조변화와 상품경제의 발달에 의해 농민층은 분해가 되고 고리 금업을 

하는 호농(豪農)과 토지를 모으는 호상(豪商),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 일

일임금노동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하층농민들의 분화가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요나오시 잇키의 주체세력이 된다.  

막말에서 메이지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난 잇키들은 그 슬로건이 요나

오시적인 내용이었기에 ‘요나오시 잇키(世直し一揆)’라고 불린다. 이들은 이전

의 부농과 상공업자에게 종속됨에 따른 계급적 갈등뿐만 아니라 페리의 내항

에 따른 외적인 개국(開國)이라는 상황까지 맞물려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개국으로 인해 명주와 차를 수입하면서 쌀을 수출하게 되면서 

미곡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체류에 한 경비 부담으로 인해 에도 

막부와 각 번의 재정상황은 나빠지고 과세기준은 더욱 높아져갔다.121 이러한 

정치사회적 혼란 가운데 오사카와 에도, 쵸슈 지역을 중심으로 1866년과 1868

년에 요나오시 잇키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 

그 사례 중 하나가 1866년 6월에 쌀값의 상승과 고리 금업자의 높은 이자

에 항해서 일어난 에도 인근 무사시(武藏)의 요나오시 잇키이다. 잇키를 일

으킨 이들은 쌀값과 이자의 인하를 요구하며 상인과 지주에 한 철저한 우치

코와시를 행한다. 이들은 상인들과 지주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서류를 찢어서 

강이나 못에 버리거나, 집은 물론 집 안의 가재도구들도 모두 부수어버린다. 

그리고 집 안의 창고로 가서 쌀과 보리, 콩 등의 곡물을 모두 끄집어내서 이

것도 강이나 못에 던져버린다. 젓가락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밟아부수거나 

버렸다고 한다.122 이러한 행동은 ‘파괴’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1866년의 현재 후쿠시마(福島)지역인 다케군(伊達郡)과 시노부군(信夫郡)에서 

                                        
121 落合延孝, 「世直し」, 『一揆』 4券, 青木美智男 ほか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1, p. 

284. 
122 勝俣鎮夫, 앞의 책,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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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시노테잇키’(信達一揆)에서는 그 지도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자자, 모두 불조심을 첫 번째로 하자. 미곡(米穀)은 파괴하지 말고 맡긴 

물건도 절  손 지 마라. 그것들은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금전과 물

건들은 몸에 지니지 마라. 이번 행동은 사욕(私慾)이 아니다. 이것은 만

인을 위한 것이다. 이 집의 도구는 모조리 부숴버려라. 고양이의 밥그

릇도 남기지 마라.123 

 

여기서는 앞의 부슈의 잇키와는 달리 미곡과 담보물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일이 단지 사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잇키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양이 밥그릇도 

남기지 말고 파괴하라는 것에서 우치코와시가 변함없이 행해졌음은 알 수 있

다. 이 당시의 잇키들에 나타나는 우치코와시의 파괴성은 기본적으로 부자들

에 한 분노가 그 근원이었다. 집단적 분노의 표출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

항을 번주나 그 마을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그들의 요구사항 

즉 요나오시 잇키의 목적은 호농과 호상에 한 담보토지의 반환, 출금의 

파기, 쌀값의 하락과 구제쌀의 무상배포 등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속에서 그들은 과연 요나오시를 한다는 의식은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잇키 

속에서 ‘요나오시(世直し)’라는 용어는 ‘요나오시 명신(世直し大明神)’이란 말

을 통해 등장한다.124  

앞에서 본 1866년의 시노테잇키에서는 <金原田村世直し八郎大明神>이라는 

문구를 새긴 기를 들고 우치코와시를 했다고 한다.125  이 잇키에서 요나오시 

                                        
123 앞의 책, p. 187. 이 부분은 『奥州信夫郡伊達之御百姓一揆之次第』에서 인용한 것을 번역

한 것이다. 

124 요나오시 명신이라는 말이 등장한 최초의 잇키는 1811년의 오카번(豊後国岡藩)의 잇

키에서였다(앞의 책, p. 191) 

125 奈倉哲三, 「近世の信仰と一揆」, 『一揆』 4券, 青木美智男 ほか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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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이라고 칭해진 자는 다테군 카나하라다촌(金原田村)의 칸노 하치로(管野

八郞)였다. 그는 잇키의 지도자였다. 시노테잇키와 그 때 사용한 기, 그리고 요

나오시 명신으로서 칸노 하치로는 카와라판을 통해 에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 살아있는 잇키의 지도자가 요나오시를 행하는 명신으로 받

들어 모셔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잇키의 지도자가 신의 권위를 가지고 

요나오시를 이룬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러한 집단 행동을 신적인 권위로서 정

당화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현세와 다른 변화된 세계로의 전환 즉 요나오

시에의 희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우치코와시와 같은 행동은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세상의 변혁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위로도 읽을 

수 있다. 그들의 파괴행위가 약탈보다는 파괴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은 기존의 세상을 부수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잇키의 지도자인 요나오시 명신에게는 

이러한 현세의 파괴와 종말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미륵과 같은 구

세주로 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나오시 잇키는 변혁의 요나오시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부정적이다.126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의 경

제력에 따른 계급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눈 앞의 책이었지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잇키는 체계적이고 지

속적인 사회운동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든지 아니면 관(官)에 의해 

와해되든지 하면 그 로 끝이었다. 구체적인 사상의 기반도 없었고 마을 단위

의 조직을 벗어나 더 큰 지역적인 범위로의 연 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

라서 이들의 요나오시 잇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현실에 얼마나 

변화를 끼치고 역사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들의 잇키는 실제로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고 천년왕국운동처럼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지도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상이 스스로 풍요롭게 회복될 것이며 위정자

                                                                                                        

1981, p. 313.  

126 奈倉哲三, 앞의 글, p. 314 ; 芳賀登, 『世直しの思想』, 東京: 雄山閣出版, 1984, pp.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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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서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는 기 를 버리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나마즈에의 요나오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재생과 회복을 통한 전통적 요나오시만으로는 고통받는 

현실이 바뀌기 어렵다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나마즈에에는 부자들의 등을 두드

리고 협박하는 등의 행동으로 돈을 내놓게 하는 메기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

이다. 민중들에게 세계 변혁의 주체로의 인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나마즈에의 변혁의 요나오시’와 ‘요나오시 잇키의 요나오시’의 의미는 서로 통

하는 점이 있는 것이다. 특히나 안세이 지진이 일어났던 1855년에서 11년이 

흐른 후 전국적인 규모의 요나오시 잇키가 벌어졌다는 점을 본다면 지진 재

해가 변혁의 요나오시적인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하는 그 관련성

도 생각해볼만하다. 나마즈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변혁의 요나오시 의식이 

지진을 통해 그림으로나마 분출되어 확산되고 이것이 의식의 확산을 통해 이

후의 실제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관점은 역사자료의 더욱 세 한 조사를 필요로 하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855년 전후로 당시의 민중들 사이에 변혁의 요나오시가 기 될 

정도의 참담한 현실상황이었고 그것이 1855년 지진을 계기로 나마즈에 속에

서 표현되었으며, 이후 요나오시 잇키를 통해 현실에서도 구현되었다는 점이

다. 

 

3) 지진 재해의 변혁적 힘 

 

본 논문의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진 재해가 가지는 사회변

혁의 의미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온 <메기-

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의 지진신화가 1855년의 지진을 계기로 그 신화구

조가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했는가를 2,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4장

에서는 당시의 사회계급적, 경제적 문제의식이 지진 재해를 계기로 나마즈에

에 투영되어 표현된 것으로 그러한 극적인 상징의 변화를 설명했다. 즉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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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경험이 사회변혁적 동기이자 또다른 변동의 힘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재해의 힘에 한 경험은 결국 ‘재해의 종교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비와 홍수와 같은 물의 압도적인 힘에 한 경험을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갈

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지진의 경험을 통해서도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경외감과 함께 그 자연에 의존해 사는 조그만 생명체로서

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루돌프 오토(Rudolf Otto)와 엘리아데가 지적한 ‘성스

러움의 경험’의 의미는 재해의 경험에도 그 로 적용된다. 또한 자연 재해의 

경험은 세계의 종말을 상상케 한다. 모든 것을 휩쓸고 씻어가는 홍수와 모든 

것을 무너뜨려 원초적 자연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연 재해는 그 자체로 현 세

계의 끝으로 느껴진다. 원초성과 파괴성의 자연 재해는 곧 카오스 상태로의 

진전이자 새로운 시작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코스모스

에서 카오스로의 전환으로서의 재해, 그리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하는 

시작으로서의 재해는 세계의 종말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순환적 

시간관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미야타 노보루가 지적한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현세의 종말을 ‘진흙바다’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 승려인 아사히 료이(浅井了意)가 1662년의 교토 지진 이

후의 상황을 기록한 『카나메이시(かなめいし)』라는 지진 재해지에는 다음과 같

은 구절이 있다. 

 

금년은 칸분(寬文) 2년, 임인(壬寅)의 해. (중략) 비가 올 기미도 없는 하

늘이고 소나기의 낌새도 없다. 누군가에게 전해듣기로 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구름인가 연기인가 이상히 여기고 있

는데, 북동쪽에서부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쿵쿵 소리가 울려퍼지는데 

상하로 흔들리는 지진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거듭해서 흔들려서 모

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처음에는 ‘요나오시요나오시’라고 말했지만 

큰 집이나 작은 집 모두 삐걱삐걱거리며 흔들리는 것이 엄청났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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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멸망해서 지금 ‘진흙바다(泥の海)’로 되는 것인가라고 할 정도였다. 

127 

 

당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세계가 멸망해서 진흙바다로 되는 것인

가 상상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1704년 에도에서의 지진에서도 등장하

는데,128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어버린 세상을 땅과 바다의 구분마저 애매한 상

태 즉 종말이자 태초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상상한 것이다. 이러

던 와중에 외우던 주문이 ‘요나오시’였다. 지진으로 인해 종말이 닥쳐오고 

이로부터의 재생과 회복을 희망하던 것이 이 때 외우던 ‘요나오시’의 의미였다. 

하지만 거 한 파괴의 힘을 지닌 지진 재해가 불러일으키는 카오스는 단순

히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실적 삶의 조건이 지진 재

해로 인해 재생되고 회복되어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 그 로 ‘환상’에 

지나지 않다는 인식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저절

로 수정될 것이라는 ‘요나오리’의 수동적 자세에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요

나오시’의 주체적 자세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 이것이 안세이 지진의 나마즈에

와 요나오시 잇키 속에 나타나는 민중들의 인식의 변화였고 지진 재해가 불러

일으키는 ‘변혁의 요나오시’였다. 똑같은 지진 재해를 겪으면서도 1855년의 지

진 재해에 이르러 재해의 변혁적 힘이 드러난 것은 당시의 시공간적 환경과 

민중들의 욕구가 맞물리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재해 그 자체

가 변혁의 힘으로 항상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진의 경험은 

세계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힘에 한 경험이기도 하며, 그것은 당  현실

의 변혁을 기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변혁의 가능성에 한 강한 희망을 던져

주기도 한다. 지진의 파괴력 자체가 인간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지진이

                                        
127 浅井了意, 「かなめいし」, 井上和人 校注・訳,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64, 東京: 小学館, 

1999, pp. 14-15. 

128 今田洋三, 「江戸の災害情報」, 『江戸町人の研究』 6, 西山松之助編, 東京: 吉川弘文館, 197

8, pp. 2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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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자연의 힘에 한 종교적 경험은 지진을 사회변혁의 계기의 전조로 해석

할 수 있게 한다. 그와 함께 지진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주체적으로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안세이 지진의 경우, 그러한 변혁

적 힘이 직접적으로는 표출되지 못했지만 나마즈에 속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

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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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교와 전망 

 

여기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어온 1855년의 지진 재해의 의미를 상 화시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하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비교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적 비교 상은 일본의 인접 문화권인 한국에서의 지진 

재해이며, 시간적 비교 상은 1923년 도쿄에서 일어난 간토 지진(関東大地震)

이다. 먼저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일본과는 다른 문화적 

풍토를 오랫 동안 지속시켜왔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지진 재해에 해 어떻게 

종교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지

진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의 의미가 한층 더 부각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도쿄의 지진 재해인 간토 지진은 1855년의 지진이 일어난 지역과 동

일한 지역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동일 문화권에서 7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 특히 근 화가 이루어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일어난 지진이 어떤 의미

를 지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1855년 지진 재해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

날 수 있을 것이다. 지진이라는 재해가 인접의 문화권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

녔고 또 동일한 지역의 다른 시 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간략하게 살

펴봄으로써 1855년의 지진 재해의 의미를 상 화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에 해서도 자연스레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간적인 비교: 한국 

 

1) 지진 재해에 대한 천견론적 인식과 반응 

 

한국은 환태평양 지진 에서는 벗어나 있어서 일본에 비해서는 지진강도가 

낮은 편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자면 지속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 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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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이다. 특히 양산 단층 와 울산 단층 , 동해안 단층 에서 지진이 빈

발하였다. 129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100회에 가까

운 지진기사가 나오며,130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도 지진은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역사

지진에 한 연구는 역사지진의 지역과 규모의 파악을 중심으로 하는 지질학

적 연구와 함께 천변지이(天變地異)에 한 포괄적인 연구 속에서 지진의 정치

적 의미를 다룬 역사학적 연구131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진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을 다룬 독립적인 연구가 제 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한국에서의 역사지진에 한 첫 번째 보고132와 지진에 한 인식의 시작은 

『삼국사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유교를 받아들인 삼

국시 에 지진은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재해와 함께 유교적 재이론(災異論)과 

음양오행사상의 입장에서 해석되었다. 특히 위정자의 부덕(不德)과 올바르지 

못한 정치행위에 한 천의 견책(譴責)이라는 천견론의 입장과 함께 왕의 죽음, 

                                        
129  한국교원 , 『한반도의 지진활동 연구-지진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지진활동 특성연구』, 

서울: 기상청, 2008, pp. 2-4, 25-63. 

130 『삼국사기』에는 지진(地震)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기사가 88건, 땅이 갈라졌다고 표현 것

이 5건, 흔들렸다고 표현한 것이 3건, 꺼졌다고 기록된 것이 1건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땅이 흔들렸다고 표현한 내용 1건, 꺼졌다고 표현한 것 1건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내용

적으로 보아 산이 붕괴하거나 문이 무너지거나 탑이 움직이는 등의 기사도 지진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삼국·통일신라 시 의 지진의 횟수를 117회로 보

는 경우도 있다(신형식, 「한국 고 사에 있어서 지진의 정치적 의미」, 『동양학』 14, 단국

학교 동양학연구소, 1984, p. 146). 

131 천변지이에 한 연구는 이태진, 「고려-조선 중기 천재지변과 천관의 변천」, 『한국사

상사방법론』, 서울: 소화 1997 ; 이희덕, 『한국고  자연관과 왕도정치』, 서울: 혜안, 1999 

등이 있다. 지진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본 연구로는 신형식, 「한국 고 사에 있어서 지진

의 정치적 의미」, 『동양학』 14, 단국 학교 동양학연구소, 1984 ; 이상배, 「18세기 지진과 

관련의 인식」, 『강원사학』 15, 강원사학회, 2000 등이 있다.   

132 최초의 역사지진기록은 고구려의 유리왕 21년(B.C.E. 2년)의 지진이다. (『삼국사기』 권13, 

“瑠璃明王二十一年 秋八月 地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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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의 침입, 전쟁의 시작 등을 알려주는 전조(前兆)로서 기록되었던 것이다.133 

따라서 『삼국사기』의 지진기록의 일부는 지진에 한 사실기록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해석이 어느 정도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

본에서의 천견론적인 지진 인식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지진의 인식은 일본과는 달리 유교의 천인상관적인 재이

론 외에는 지진신(地震神)과 같은 특정 재해의 신에 한 인식이나 또는 음양

오행사상에 따른 구체적 설명이 잘 보이지 않고 지진을 일으키는 동물에 한 

인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히려 『삼국사기』에 

보이는 유교적 재이론의 관점이 조선시  말까지 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한

국에서의 지진 인식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를 통해 드러나는 고려시 와 조선시 의 지진에 

한 인식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려사』에는 152회 정도의 지

진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는 단순히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난이 일어나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고려 후기

의 지진기사가 집중되기도 한다.134  이는 특히 지진이 일어난 앞뒤의 문맥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조선시 의 지진인식에서는 수기치인(修己治

人)을 강조하는 송 (宋代) 이래의 새로운 유학사상의 영향으로 왕의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결국 삼국시 부터 이어져온 유교적 재인론에 따른 재해이해 속에서 지진은 

가뭄과 홍수, 충해 등의 자연 재해와 마찬가지로 왕의 부덕(不德)한 정사(政事)

에 그 원인을 두었고, 그 때문에 책이라는 것도 군주의 자성(自省)과 선정(善

政)의 구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왕부터 반찬수를 줄여 반성의 자세를 취함과 

                                        
133 『삼국사기』에 나타난 신라의 32회 지진 중에서 10회가 왕과 왕비, 신의 죽음의 예고

차원에서 기술되며, 11회는 전쟁의 전조로 기술되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19회의 지진 

중에 6회가 왕의 정치행위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행위에 한 비판적인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신형식, 앞의 글, pp. 149-155). 

134  이태진, 「고려-조선 중기 천재지변과 천관의 변천」, 『한국사상사방법론』, 서울: 소화 

1997,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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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형정(刑政)을 완화하며, 스스로가 비판의 상이 되어 신하들로부터 상

소를 받고 경연을 열어 의견을 구하는 것, 그리고 구휼정책을 펴는 것이 지진

을 포함한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한 책이었던 것이다.135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는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을 매우 긴 시간 동안 천(天)과 인(人)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온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사료들 속에는 위정자들의 유교적 재인론에 따른 재해

인식과 책 외에 별도로 논해야 할 실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지

진에 따른 ‘종교적 의례’이다.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재해에 한 

종교적 실천은 재해의 원인에 한 인식이 삼국시 부터 조선시  말까지 

체로 일관되었던 것과는 달리 시 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2) 지진제(地震祭)와 『해괴제등록』 

 

지진에 한 천견론적 인식과 함께 왕을 포함한 국가의 운영자들은 수기치

인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과 자세부터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그러한 경고를 내려준 자연에 한 종교적 실천을 동시에 내보인다. 소위 지

진에 한 의례적 측면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신이나 원령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는 경전독경과 

기도가 주로 이루어지곤 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신사(神社)나 절, 황실에서도 

지진만을 위한 독립된 의례를 설행하지는 않았다. 지진은 홍수와 가뭄, 전염병

과 같은 일반적인 재해의 하나로서 인식되었기에 다른 재해와 구별없이 신사

와 절에서 독경과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려시 부터 지진에 한 국가의례차원의 실천을 사료에서 찾

을 수 있다. 초제(醮祭)라는 도교적 의식과 불교의례, 무속의례를 통해 다른 재

해와 함께 지진에 처한 것이다.136 하지만 고려시 에도 지진 자체만을 위한 

                                        
135 이태진, 앞의 글 ; 이상배, 「조선 후기 자연 재해의 발생과 그 책」, 『한국 중·근세 정

치사회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3, pp. 185-190 

136 『고려사』 고종 15년(1288) 1월. “己亥 醮三淸于宣慶殿, 以禳地震” ; 『고려사』 공민왕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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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의례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조선시

 초기 이후부터였다. 소위 해괴제(解怪祭)라 불리는 의례가 지진제(地震祭), 

즉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하는 독립적인 의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문헌상

으로는 『고려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137 이 때는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해괴제를 설행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려사』에서는 더 이상 해괴제가 언

급되고 있지 있으며, 그 이후의 해괴제에 한 언급은 조선시 로 넘어간다.138 

따라서 고려시  때의 해괴제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만 설행한 것인지 분명

하지 않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초제를 지냈다는 언급도 나오기 때문에 

‘해괴제’라는 구별되는 의례가 존재했던 것인지 해괴한 일에 지내는 의례를 총

칭해서 해괴제라고 한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조선시 에는 태조 때부터 해괴제가 빈번히 설행되고, 단종 때를 기점으로 

해괴제가 지진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례로 점차 굳어진다. 즉 지진해괴제가 

된 것이다. 조선 초기의 해괴제는 말 그 로 “解怪” 즉 일상에서 벗어난 괴이

한 이변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풀어서 없애는 의례를 의미했다. 그래

서 해괴제는 지진뿐만 아니라 병충해, 벼락, 우박 등의 자연 재해와 돌이 울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부엉이가 궁중 안에 나타나고 수탉이 암탉으로 바뀌는 등

의 괴이한 일이 있은 후에도 설행되었다.  

조선 단종부터는 점차 지진제(地震祭)로 굳어져가는 지진해괴제는 『해괴제등

록(解怪祭謄錄)』139이라는 독자적인 의례문헌을 통해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

                                                                                                        

(1355) 7월. “丁亥 設消災道場于康安殿, 以禳地震” 

137 『고려사』 현종 14년(1023), 5월. “乙亥金州地震始令震處行解怪祭” 

138 조선시 에 해괴제에 해 처음 언급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태조실

록』 권14, 태조 7년 7월병진. “設解怪祭於峯山, 又行『金經』消災道場”). 

139 『解怪祭謄錄 一名 祈禳祭謄錄』(예조 편)은 현재 서울 학교 규장각(奎12887)에 소장되어 

있으며 1책(99張, 41Ⅹ28cm)이다. 『해괴제등록』은 인조 16년부터 숙종 19년까지(1638-

1693) 왕 별로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조  6건, 효종  12건, 현종  25건, 숙종

 91건 총 135건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28건, 경상도 32건, 충청도 21건, 강원도 24건, 

경기도 10건 평안도 11건, 함경도 4건, 황해도 5건이다. 『해괴제등록』에는 충해(蟲害)가 

일어났을 때 행하는 포제(酺祭)도 76건 기록되어 있다. 『해괴제등록』은 2005년에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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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유일하게 종교학 쪽에서 접근이 시도된 바 있다. 

이욱은 기우제(祈雨祭)와 여제(勵祭)를 다루면서 해괴제를 기양의례의 한 종류

로 간략히 다룬 바 있으며,140 권용란은 『해괴제등록』이라는 의례문헌을 중심

으로 ‘해괴제’를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었다.141 특히 권용란의 연구는 지진

해괴제를 포함한 해괴제 전반에 해 의례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 

매우 중요하다. 

권용란은 조선 전기는 『조선왕조실록』, 조선 중후기는 『해괴제등록』을 중심

으로 해괴제의 양상과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지진제(地震祭)

로서의 해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먼저 지진해괴제의 제신(祭神)은 

사직(社稷)이었다. 지진해괴제의 신령은 문종 2년에 와서야 구체적으로 언급되

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주례(周禮)』에 의거해 경중(京中)에서는 종묘와 사

직에서,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각 주현(州縣)의 사직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

된다.142 국가 사직과 주현의 사직은 각각 국가와 주현의 토지의 신으로서 그 

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담당한다. 고려시 에는 괴이 현상에 해 도교, 불교, 

무속의 의례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조선시 에 와서 지진해괴제는 땅과 관련한 

유교의례의 제신인 사직으로 굳어진 것이다. 

두 번째, 제장(祭場)은 고려시 의 해괴제에서도 그랬지만 지진해괴제는 지

진이 일어난 곳에서 이루어졌다. 지진은 가뭄, 홍수, 충해 등의 다른 재해와는 

달리 계절적인 주기성이 없기에, 항상 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한국

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지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재해로 파

악되었다. 따라서 제장도 중앙인 서울보다는 지진이 일어나는 각 지역으로 정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번역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 해괴제등록』, 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5). 

140 이욱, 「유교 기양의례에 한 연구-조선시 국가사전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논문, 

2000. 이 논문은 이후 수정·보완되어 『조선시  재난과 국가의례』, 파주: 창비, 2009로 출

판되었다. 해괴제에 관한 부분은 앞의 책, pp. 121-127에서 언급된다. 

141 권용란, 「조선시  해괴제 연구」, 『역사민속학』 2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142 『문종실록』 권13, 문종2년, 4월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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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그와 함께 여러 지역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는 지진이 일어

나는 지역의 중심에서 제사를 한 번만 지내게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관(齋官)과 의례절차, 제물은 일반적 유교의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괴제의 제물은 벼, 기장, 사슴포, 생선절임, 밤, 붓과 묵, 향, 긴 베와 

비단 등이었고 그 중에 향·축·폐는 국가에서 내려주었다. 재관은 문종 원년까지

는 서운관 관원이 괴이가 일어난 곳으로 가서 해괴제를 주관했고 그 이후로는 

지방의 수령이 이 일을 위임받아 하게 된다. 의례절차는 중앙의 사직제에 준

하여 전폐·영신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 및 망요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결국 한국에서의 지진제(地震祭)는 괴이한 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해괴

제 등의 의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조선시  들어와서 무속, 도교, 불교적 의

례가 음사(淫祀)로 규정되어 유교에 의해 의례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지진만을 

위한 의례가 독립되어 지진해괴제가 성립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지진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국가지도자층 이외의 계층에 해서는 확인하기가 힘들다. 일본과 같은 민중

들 차원의 지진의 신화와 전설은 아직 제 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143 이러한 

자료와 연구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유교적 재인론을 바

탕으로 지진을 천견의 관점에서 받아들인 것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이 특징이

다. 따라서 천으로부터 지배자의 권위를 부여받은 왕은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해에 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반면 국가의례

차원에서는 천견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실천이 유교적 의례로 통일

되고 독립된 지진제로 나타났던 시기는 조선 초기 이후였다. 이런 측면을 본

                                        
143 민간의 지진신화와 관련해서는 손진태의 보고가 하나 남아 있다. 손진태가 1923년 경북 

달성군에서 직접 채록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하늘의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구리로 만든 기둥으로 그 부분을 지탱하려고 했지만 하늘과 땅

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둥뿌리를 지상에 박을 수가 없었다. 이에 천하에서 가장 힘이 센 

장군에 명을 하여 어깨로 땅을 지탱토록 했는데, 어깨가 아플 때에 그 어깨를 바꾸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孫晉泰, 「朝鮮民譚集」, 『孫晉泰先生全集』 3, 서울: 태학사, 발행년

미상,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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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재해에 따른 의례화는 조선시  들어와서 독립되고 활성화되지만 그 중

심이념에는 유교가 있었고 지진제 역시 그러한 맥락 안에서 설행되었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진의 빈도와 규모, 피해정도는 확연히 일본보다 

약했고 1855년 안세이 지진을 포함한 에도 시  후기의 지진에서처럼 종말론

적 이미지나 세계 변혁의 담론, 소위 요나오시적인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

고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진보다는 큰 비나 홍수의 재해가 종말론적이며 

변혁적인 이미지의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하

나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에서의 재해 상징과 변혁 – 1688년 여환의 역모사건 

 

한국에서의 지진이 일본에서의 지진과는 달리 종말론적이며 세계변혁적인 

이미지보다는 괴이한 현상의 하나로 파악된 것에 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재해가 그러한 상징으로서 힘을 가지지 못했던 것일까?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를 지녔던 사례를 한 가지만 간단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 사례는 조선 숙종 14년(1688) 여환(呂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

교적 역모 사건이다. 이 사건에 해서는 이미 몇몇의 선행연구144가 있고 이 

역모사건에 한 추국 내용도 번역이 되었기에145 본 논문의 주제에 관한 부분

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여환 사건은 지방의 관아를 공격하는 민란과는 달리, 국가와 왕도의 전복을 

                                        
144 정석종,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서울: 일조각, 1983, 2장 ;  고성훈 외, 『민란의 시 』, 

서울: 가람기획, 2000, 5장 ; 한승훈, 「조선후기 승·무의 민중결사-1688년, 역적여환등추안-

」,  『종교연구』 47, 한국종교학회, 2007. 

145 여환 사건에 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언급되지만(『숙종실록』 권19, 숙종 14년, 8

월 신축), 조선시  국문기록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여환사건에 한 기록은 『추안급국안』(奎15149) 331책 중 97책에 실려 있으며, 최종성·구

형찬·심형준·윤조철·정재홍·박병도에 의해 2010년 번역되었다(최종성 외, 『국역 역적여환등

추안-중·풍수가·무당들이 주모한 반란의 심문기록』, 서울: 민속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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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겨눈 국가적 차원의 반란이었다. 그러나 무장세력에 의한 봉기

라기보다는 소수의 중, 무당, 점복 및 풍수가가 주도했으며, 여환의 종교경험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역모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여환이 김화(金化)의 천불산(千佛山)에서 종교경험을 하면서 

시작된다. 이 종교경험에서 여환은 칠성님(七星主)으로부터 누룩 세 덩어리를 

얻는 경험을 하였다. 누룩의 ‘국’(麯)이 나라의 ‘국’(國)과 통하므로 이는 국가권

력을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사주지군(四州之君)과 선

인(仙人)으로부터도 벌통의 상징과 바위의 글자를 통해 세상의 변혁에 한 강

한 암시를 받았다. 그리고 미륵을 만나 중들이 부처를 믿지 않고 오곡이 여물

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세에 한 인식과 함께 용의 자식이 태

어나 나라를 다스릴 때라는 변혁의 시간을 암시 받았다. 이러한 여러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변혁의 계시를 받은 여환은 이제 곧 미륵의 시 가 오

며, 자신이 그 변혁을 이끌 담지자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무당이었던 원향이자 

용녀(龍女)부인과의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이러한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황회, 전성달, 정원태, 무녀 계화 등 역모를 실행할 무리들이 점점 모이게 되고, 

그 중 무녀 계화는 정원태와 더불어 상경입성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은 괴서를 

작성하고 유포하였다. 이 괴서에는 커다란 비(大雨)가 서울을 쓸어버릴 것(都城

傾蕩)이며, 이후 성인(聖人)이 명전(大明殿)을 차지하면 신법(新法)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성인인 여환과 비를 부를 수 있는 용녀부

인과 함께 서울로 향하지만 결국 큰 비가 오지 않아 실패하고 되돌아오고 말

았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알아차렸던 삭녕군수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여

환과 원향을 포함한 중심인물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이러한 여환 사건에는 여러가지 종교상징이 복잡하게 혼재하고 있기에146모

든 상징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물의 상

징과 우경탕(大雨傾蕩)을 통해 세상의 변혁을 이루고자 한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점은 3가지 지점에서 부각되는데 첫째, 여환의 종교경험에서 

                                        
146 여환 사건에서의 전반적인 종교상징에 해서는 한승훈, 「미륵·용·성인-조선후기 종교적 

반란 사례연구-」, 『역사민속학』 3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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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두 번째로 용녀부인라는 존재의 의미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원태와 계화가 작성한 괴서를 통해 주로 제시된다. 먼저 여환의 종교경험 속

에서는 미륵시 로의 전환이 용신앙과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환이 답하기를] 미륵(彌勒)이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중들은 부처를 

공경하지 않는 신, 세속에서는 부처를 공경한다. 네가 과연 이 사실

을 알고 있는가? 이런 때에는 용이 자식을 낳아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바람과 비가 고르지 못하고 오곡이 여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147 

  

여환은 미륵으로부터 기후의 불순과 흉년, 기아의 상황과 함께 용자(龍子)의 

출현을 계시받는다. 이 용의 자식의 출현은 용녀부인(龍女夫人)으로 불리는 원

향이란 인물과 접목된다. 여환의 아내가 되는 용녀부인 원향은 우(大雨)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이원명이 답하기를] 용녀부인에 관한 말을 제가 특별히 들어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향은 사해용왕(四海龍王)의 딸

인데 능히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여 신변불측하다”고 했습니

다. 황회를 비롯하여 모두가 이 사람(용녀부인)과 함께 일을 벌이면 무

엇이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그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148 

 

                                        
147 『逆賊呂還等推案』(7월 30일). “彌勒又言 今時僧不敬佛 俗則敬佛 汝果知之乎 如此之時 則

龍乃出子主國 而風雨不調五穀不成 而人多飢死”. 

148  『逆賊呂還等推案』(8월 6일). “龍女夫人之說 矣身殊未問知 而人言元香乃是四海龍王之女 

能興雲作雨 神變不測是如 黃繪等皆以爲與此人同事 則何事不成之故 矣身段置與之共事是白

如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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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향은 용왕의 딸이기 때문에 변혁의 도구이자 계기가 될 수 있는 큰 비를 

부를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 용녀부인이 없으면 우경탕(大雨

傾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상경입성조차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

한 말세에 용의 출현 즉 용녀부인의 힘에 의한 우경탕과 상경입성의 계획은 

정원태와 무녀 계화가 작성한 괴서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승복한 죄인 여환과 황회가 진술하기를, 정원태가 정성인(鄭聖人)이라

고 하는 계화의 집에 와서 직접 괴서(怪書)를 썼는데 (그 책에는) ‘금년 

7월 큰 비가 쏟아 붓듯이 내려서 산악이 무너지고 도성(都城)도 쓸려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무리가 8월이나 10월에 군사를 일

으켜서 무인지경(無人之境)으로 들어가듯이 입성할 것이다. 훈련원에 

모였다가 궐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149 

 

이들은 비로 인한 산악과 도성의 파괴를 도모하고 그 사이에 국가권력을 탈

취하고자 한 것이다. 즉 조선 중기 숙종 때, 민중들은 비와 홍수의 재해를 통

해 잘못된 현세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변혁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세계의 종말로서의 인식이 나타

나고 이후 변혁의 이미지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발견된 반면, 한국에서는 재해

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인물을 통해 

그것을 일으켜 세계의 종말과 변혁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사례가 발견되는 

것이다. 1688년 여환의 역모 사건에서 이 재해는 비의 재해 또는 홍수의 재해

였다. 이들은 이미 다가온 재해를 통해 종말과 변혁을 꿈꾸기보다는 보다 적

극적으로 재해의 초래를 기 하고 재해의 이미지를 종말과 변혁의 이미지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자신들의 손으로 열려고 한 것이다. 한 가지 사

                                        
149  『逆賊呂還等推案』(8월 5일). “呂還黃繪等招內 矣身來到所謂鄭聖人戒化之家 自書怪書曰 

今七月大雨如注山岳亦崩都城傾蕩 吾輩八月或十月起軍長驅入城如入無人之境 聚會訓鍊院爲

有如可 仍爲入去闕中是如爲有臥乎所”.  



 

 

115 

례를 통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재해가 오고 난 뒤 종말과 변혁의 담론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과 변혁의 담론에 적극적으로 재해의 이미지가 이

용되는 이 사례는 재해와 종교라는 테마의 연구에 있어 큰 의미를 던져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시간적인 비교: 1923년 간토대지진 

 

일본의 인접 지역인 한국과의 공간적인 비교와 함께 시간적인 비교로서는 

안세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일어난 다른 시기의 지진재해를 살펴볼 필요도 있

다. 1855년의 안세이 에도 지진에 이어 메이지유신 이후 ‘도쿄’로 이름이 바뀐 

일본의 수도에서는 약 70년 후 또 한 번의 지진이 발생한다. 1923년 9월 1

일 오전 11시 58분경 카나가와현(神奈川県)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안세이 

지진보다 위력이 큰 규모 7.9 정도였다. 피해지역은 카나가와현 지역을 중심으

로 치바현, 이바라키현에서 도쿄를 지나 서쪽으로 시즈오카현까지 미칠 정도

로 광범위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10만명에 이를 정도였고 가옥의 파괴

도 10만채에 다다를 정도였는데 이는 일본 역사지진 가운데 최  피해규모였

다.150 지진의 경험을 통해 나마즈에를 그리고 소비하며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

시와 함께 변혁의 요나오시까지 드러낸 1855년과 비교하자면 1923년의 도쿄

는 어떠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을까? 안세이 지진 재해가 가진 의미를 상 화

시켜보기 위해서는 같은 문화권의 70여 년 뒤의 재해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

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1) 1923년 간토대지진과 지진신화·나마즈에 

 

                                        
150 北原糸子, 『日本災害史』, pp, 332-337 ; 寒川旭, 『地震の日本史』, pp. 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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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10월의 지진 이후 두 달간 급격히 인기를 끌다가 사라진 나마즈에

와 메기가 지진을 일으킨다는 지진신화는 1923년의 지진 때에도 또다시 나타

났을까? 나타났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이러한 질문은 1855년 때의 나마즈에의 

인기를 생각한다면 분명 고려해볼 지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923년에

도 메기를 소재로 한 그림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1855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고 그 의미도 많이 달랐다.  

지진이 일어난 후 『진재화보(震災画報)』라는 소책자가 9월에서 11월에 걸쳐 

3권이 출판된다. 이것은 출판자의 이름을 숨기고 출판되었는데 현재는 미야타

케 가이코츠(宮武外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책에는 당시 지진 직후의 신문 등

의 언론에서 나온 지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싣고 있다. 여기에는 메기

와 관련된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에는 

지진 직전에 치바현의 아네카사키(姉ヶ崎)라는 곳에서 고래가 모습을 감췄는

데 이것은 고래가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의 동료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한 건설회사가 지진 직후 카시마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니 

별장을 지을 것을 권유하는 광고도 실려있다.151 이러한 기사와 광고는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와 카시마 신앙과 관련되는 이야기이지만 지진신화의 내용도 아

니며 그것에 해 진지하게 믿으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닌 가쉽거리 정도로 다

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안세이 지진 이후의 나마즈에와 같은 그림은 1923년 지진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메기를 소재로 한 그림들은 몇 가지 나타났다. 한 예가 1923

년 10월호 『과학지식(科学知識)』이라는 잡지의 표지 그림인 <그림 22>이다. 

지진 다음 달에 출판된 ‘진재호(震災号)’라는 특집의 표지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메기가 땅 밑에서 발을 뻗어 지진을 일으키고 왼쪽에는 불의 신이 화재를 

일으키는 모습이 실려있다. 이 그림은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를 소재로 했지만 

1855년 지진 재해 후의 나마즈에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그림이 

이전의 나마즈에와 같은 점이라면 ‘메기’가 등장해서 지진을 일으킨다는 내러

                                        
151 コルネリウス·アウエハント, 앞의 책, pp.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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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 그림이 과학잡지에 실렸다는 것이

다. 1923년 당시에는 지진의 발생에 한 과학적인 지식이 널리 보급된 상황

이었기 때문에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는 더 이상 신앙의 상도 아니고 진지하

게 다뤄질 근거는 미약했다. 신문과 이러한 잡지의 그림에서 다루어지는 <메

기-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의 지진신화는 더 이상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

고 메기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다는 일종의 전설로서 사람

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림 22 1923년 지진 재해 후의 메기그림 

 

1923년으로부터 9년 뒤인 1932년에 발간된 일본 근  최초의 백과사전인 

헤이본사(平凡社)의 『 백과사전(大百科事典)』의 11권 ‘지진’항목에서는 지진의 

전설로서 메기에 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 부분은 과학적 설명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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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있다.152 이러한 변화는 근 화와 함께 과학지식의 보급에 따른 자연스런 

탈신화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1923년의 지진 재해가 1855년의 

지진 재해와 닮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진 재해 이후 ‘요나오시’의 분위기

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주체는 민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엘리트이

자 권력계층이었다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간토대지진과 요나오시 

 

1923년의 지진 재해는 <메기-카나메이시-카시마 명신>이라는 민중들의 지

진신화를 통해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천견론으

로 주로 해석되었다. 당시는 정치상황을 보면 군국주의, 국가주의 우파의 공산

주의 좌파에 한 경계가 절정에 달할 때였다. 1917년 발발한 러시아의 공산

주의 혁명은 일본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줘서 공산주의를 지

지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고 노동, 농민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제시해주었

다. 153  1920년에는 일본사회주의동맹이 결성되고 1922년에는 일본 공산당이 

결성되었다. 좌파의 성장에 천황에 한 충성과 사회적 조화, 의무와 희생을 

중시하고 일본제국주의를 옹호하며 국가주의를 내세우는 많은 정치 엘리트와 

우파 사상가들은 좌파에의 비판과 공격에 나서는 분위기였다. 이에 1923년의 

지진은 우파가 좌파를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 지식인들이 지진을 우

파와 좌파의 결에서 우파의 승리를 판결한 마지막 심판으로 보았다. 유망한 

사업가인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는 지진이 공공도덕의 몰락에 따른 신의 

처벌이며 따라서 지진을 계기로 중의 자기성찰과 자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

안을 하는데,154 이것이 우파들의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좌파를 

                                        
152 『大百科事典』 第11券, 東京: 平凡社, 1932, pp. 395-401. “地震” 

153 아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 외, 『새로 쓴 일본사』, 이계황 외 옮김, 파주: 창비, 2003, p. 

509.  

154 大日本雄辯會講談社編纂, 『大正大震災大火災』, 東京: 大日本雄辯會講談社, 1923,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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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하고 자신들의 보수적 통치에 한 중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등 극소수의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우파들의 

이러한 담론에 회의를 표시한 주류 지식인들은 별로 없었다.155 이들은 천견론

의 관점에서 지진을 초래한 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을 공산주의의 이기적인 

속성으로 돌리며 지진이라는 ‘자연의 혁명’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막았다고까

지 이야기하곤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진은 파괴의 매개가 아닌 구원의 매

개였던 것이다.156  

이러한 맥락에서 1923년의 우파 지식인들은 ‘요나오시’를 언급하기 시작하였

다. 지진은 좌파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세계를 우파들이 바라는 평화롭고 통일

된 전체주의적인 세계로 만들기 위한 계기로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지진 이

전의 세계를 좌파들로 인한 사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강조하며 지진으로 인해 

죽은 이들은 불쌍하지만 그들은 적자생존에서 실패한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지진이 일어난 것에 

해 슬퍼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소설가 무라

카미 나미로쿠(村上浪六)가 “불운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우리는 세상을 새로이 

해야 한다(世の中の遣り直し) 그리고 인간도 바뀌어야 한다(人間の出直し)”157

고 하며 요나오시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인 것이다. 당시 일본의 정

치권력을 쥐고 있던 우파들의 이러한 의식 때문에 지진 때 학살당한 한국인과 

암살당한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에 한 제 로 된 조사나 비판마저 이

루어지지 못했다. 이들 우파들에게 지진 재해로 일어난 피해와 파괴는 잘못된 

현세를 바로잡는 수정이자 스스로가 좌파들을 공격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변

혁의 계기였던 것이다. 즉 1923년의 지진 재해에서도 1855년과는 그 의미가 

                                        
155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근  일본 사상사』,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 사상팀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06, pp. 293-295. 

156 Minami Orihara, “Yonaoshi and the Development of Japanese View of Historical Time, 

1923 to 1945,” University of British Colombia Graduate Workshop Proceeding Paper, 2010, 

p. 5. 

157 大日本雄辯會講談社編纂, 앞의 책,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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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르지만 변혁의 요나오시가 드러나기는 했던 것이다. 이들은 천견론을 

통해 좌파를 제거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와 제국을 만들어 가려

고 했다. 

1855년의 지진 재해와 그 이후의 요나오시 잇키를 통해서는 경제적으로 어

려움을 겪고 계급핍박을 받던 농민과 도시하층민들이 주축이 되어 세상을 바

꾸려고 했다면, 1923년의 지진 재해에서는 그와 반 로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던 우파가 좌파척결의 요나오시를 수행하려고 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결국 1855년이든 1923년이든 지진 재해는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변혁적 

힘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해석되고 이용되었다. 1923년의 상황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그 요나오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지진 재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요나오시’ 담론으로 이용

하려고 했던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3. 재해에 대한 종교학적 연구의 전망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재해와 종교’라는 큰 테마 아래에서 일본의 지진 

재해에 해 일본인들이 어떠한 종교적 인식과 실천을 내보였는가에 해 살

펴보았다. 일본에서는 고 부터 이어지는 타타리·천견론·음양론에 의한 재해인

식과 함께 지진충 혹은 지진동물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믿음이 존재했었다. 특

히 지진동물은 뱀 또는 용에서 큰 물고기, 메기로 변화해나간다. 이후 메기가 

지진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카시마 신앙과 결합되어 메기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지만 카시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로 메기를 누르고 있어서 지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신화적 완성을 본다. 이러한 지진신화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

로 1855년의 안세이 지진에서는 나마즈에라는 그림이 등장한다. 이 그림 속에

는 지진신화를 그 로 구현한 것도 있는가 하면 그 구조를 역전시킨 그림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 역전된 구조의 그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해

에 한 종교적 인식이 단순히 재해를 일으키는 힘을 지닌 존재 자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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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맥

락에 따라 재해가 사회변혁의 힘도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한

국의 사례와 일본의 1923년의 지진 재해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1855년의 지

진 재해가 지녔던 의미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조망해 보려고 하였다. 결국 

본 논문은 ‘재해와 종교’라는 주제 속에서 현실 세계의 실제 재해를 소재로 삼

아 그것이 가지는 종교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재해에 한 종교학적 접근은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본 논문에서 시도한 ‘실제 일어났던 재해’가 가지는 종교

적 의미에 한 연구이다. 자연 재해에 한 원인과 그것의 방지에 한 신화

와 의례, 즉 비를 내리는 용에 한 신앙과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에 한 신

화, 기우제, 지진해괴제 등의 연구가 실제 재해에 한 종교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일본의 지진 재해와 같이 재해는 그 당시의 상

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종말과 변혁의 의미를 지녔으며, 현실 사회운동에 영향

을 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런 재해의 사회 변혁적 의미에 한 

분석 역시 실제 재해에 한 종교학적 접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방향은 종교의 신화적 담론과 의례의 실천 속에 등장하는 재해 상

징에 한 연구이다. 일찍히 많은 관심을 모아왔던 길가메시 서사시나 히브리

성경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홍수신화에 한 연구158와 함께 선행연구 분석에

서도 살펴본 브루스 링컨의 ‘땅의 평평해짐’에 한 고  이란종교의 상징 연

구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재해 상징은 일찍이 엘리아데 등에 의

해 카오스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미야타 노보루가 지적한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란 바로 코스모스와 카오스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영원회귀의 시간관의 일본적 해석이었다.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재해의 상징은 

파국의 종말을 의미하고 현세의 끝이자 새로운 세계의 시작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해 상징은 우주의 주기적 순환을 위해 필연적인 요

                                        
158 각주 8 참고. 최근의 홍수신화 연구로는 중국의 홍수신화를 다차원적으로 다룬 마크 루

이스의 연구가 눈에 띈다(Mark Edward Lewis, The Flood Myths of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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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였다.  

하지만 브루스 링컨의 종말상징 연구는 이러한 재해 상징의 연구 경향에 반

기를 들고 일률적인 상징해석의 흐름을 거부한다. 그는 한 종교나 문화권의 

신화와 의례의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재해의 상징이 단순히 종말이나 우주적 

갱신을 의미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링컨의 연구는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

라 종말론적 종교상징이 정반 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각은 실제의 ‘지진 재해’가 가지는 종교적 의미의 해석을 다룬 본 논문에도 

그 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진 재해가 지니는 의미가 단순히 고통이

나 종말론적 재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혁의 요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변혁의 

의미마저도 1855년과 1923년의 지진에서 극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해 상징에 한 연구는 그것이 실제 재해

에 한 것이든 신화와 의례 내의 담론 내의 것이든 반드시 시공간적 맥락을 

바탕으로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성급한 일반론으로 나아가는 것에 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재해와 종교’라는 주제 내에서 ‘신화와 의례 속에 등장하는 재해 상징’과 ‘실

제 재해가 가지는 종교적 의미’에 한 두 가지 연구방향은 이런 의미에서 크

게 구별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한 종교, 한 문화권 내에서 신화

와 의례의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재해 상징의 연구는 실제 재해에 한 연구

에 비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실제의 재해’와 ‘신

화와 의례 속의 재해 상징’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현

실의 재해에 한 종교적 경험이 신화와 의례의 재해 상징 속에 재해석되어 

녹아 들어갔고 또 이 신화와 의례의 담론이 실제 재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영향에 해서는 본 논문에서 나마즈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수많은 지진 재해를 겪으면서 메기와 카나메이시, 카시마 명신

으로 구성된 지진신화가 탄생했고 이 지진신화는 새로운 지진 재해를 이해하

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1855년의 지진 재해에서는 기존의 지진신화로 지진

을 이해하는 한편, 지진신화의 구조를 역전시켜 재생과 회복의 의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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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사회변혁의 의지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23년의 새로운 지

진 재해에서는 ‘요나오시’가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점에서 변혁을 의미하기는 

했지만 그 요나오시의 주체는 1855년과는 정반 였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재

해와 재해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은 당 의 시 상황에 한 철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해진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사례는 재해와 변혁연구의 또다른 차원을 환기

시킨다. 한국의 사례 중 여환 사건에서 재해의 상징이 한 종교집단 속의 천년

왕국 건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여환이라는 인

물의 종교경험과 그를 중심으로 뭉쳐 새로운 왕조를 열려고 한 이 종교적 역

모의 집단 속에서 구성된 우경탕(大雨京蕩)의 재해 상징은 이들의 신화와 의

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즉 변혁의 요나오

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상정되었다. 이들은 재해를 ‘통한(through)’ 

요나오시가 아니라 재해를 ‘이용한(by)’ 요나오시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사

례는 조선 후기의 여환 사건 외에도 많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한 연구 역시 재해 상징의 새로운 의미를 밝혀 내기 위해서 새로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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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자연 재해가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상상력은 그것이 단지 고통이라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다. 재해를 상징화시켜 그것을 상황적 맥락에 따라 자유롭게 

변용시키는 인간문화의 모습이야말로 재해에 한 인문학적 연구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진신앙과 나마즈에(鯰絵)에 한 분석을 통해 지진 재해에 한 종교적 

인식의 여러 층위와 그것이 변용되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며 그 의미를 

해석해보았다.  

재해에 한 지금까지의 종교학 연구는 빈약한 상황이며 최근에 빈발하는 

전세계적인 재해상황 속에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접근법은 재해에 한 인식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고 그 층위와 충돌에 집중하는 종교인류학적 관점이다. 그와 함께 

천년왕국운동 등 변혁의 운동과 재해와의 연관성이 일찍이 언급되어 왔지만 

재해는 변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로서 가볍게 다뤄져 온 경향이 있다. 

한편 이 글에서 자료로서 이용한 나마즈에에 해서도 몇몇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나마즈에를 통해 1855년의 지진 재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시도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와 최근의 연구경향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나마즈에라는 지진 재해 후의 민중의 인식을 담은 자료를 

통해 일본 지진신앙이 구성되어온 과정과 변용되는 모습을 밝히려고 시도했다. 

일본에서는 신의 분노, 유교적 천견론과 음양사상에 기반을 둔 지진론이 

고 부터 근 까지 이어져오는 가운데, 지진동물이 지진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민중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뱀과 용으로 상상되던 것이 

어느새 메기로 변화되고 이것이 카시마신앙과 연결되어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를 카시마 명신이 카나메이시로 누르고 있다는 지진신화의 내러티브로 

나타난다. 지진의 원인과 지진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상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진신화가 회화를 통해 민중들 사이에 유통되는 

계기가 된 것이 1855년의 안세이 지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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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10년간 계속되는 지진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안세이 지진이 일어

나고 3일이 지나, ‘나마즈에’라는 메기를 소재로 한 그림이 등장하고 민중들 사

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메기-카나메이시(要石)-카시마 명신(鹿島大

明神)>이라는 세 요소가 기본적 모티브로 나마즈에에 표현된다. 재앙의 원흉

으로서의 메기가 그려지고 그것을 억누르는 카나메이시와 카시마 명신이 등

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속의 메기는 사람들에게 얻어맞거나 사

과하고 또는 먹히게 된다.  

반면 흥미롭게도 지진신화의 구조와는 다른 메기의 이미지도 나마즈에에 

나타난다. 단순히 재앙의 원인이 아닌 지진을 수단으로써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메기도 발견되는 것이다. 카시마 명신의 명을 

받은 신의 사자(使者)로서의 메기는 탐욕에 가득 찬 부자를 벌하기도 하며 

그들의 돈을 갈취하든지 또는 지진의 피해자를 돕든지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메기와 카시마 명신의 이중적인 

모습은 상징의 충돌과 구조의 변화를 잘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징구조 변화의 원동력을 당시 사람들이 지진을 통해서 꿈꾼 세계의 재생과 

변혁, 즉 요나오시(世直し)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요나오시’라는 말은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민중들의 재난을 쫓고 풍요를 바

라는 의식을 지칭한다. 새해맞이 풍년의례의 노래와 춤 속에서, 그리고 홍수나 

가뭄 등 농경에 해로운 재해에 처하는 의례에서 표출되는 이러한 의식은 주

기적 재생과 회복을 통해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소위 ‘재생과 회복의 요

나오시’라고 할 수 있다. 나마즈에에는 이러한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와 함께 

당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려는 ‘변혁의 요나오

시’도 나타난다.  

먼저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는 농경 사회에서 꿈꾼 요나오시와 유사하다. 

여기서는 지진 이전을 완전한 질서의 세계로 보고 지진에 의해 그러한 질서가 

깨어져 고통이 시작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요나오시에서는 지진 이전의 자

연질서의 회복을 꿈꾼다. 나마즈에에서는 풍요로운 세계에의 기 가 그려진다. 

이는 지진을 겪은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꿈꾸는 요나오시이다. 반면 ‘변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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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오시’는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이들이 꿈꾸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지진 이전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

로 이해된다. 지진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

여진다. 이들은 지진을 통해 부가 재분배되고 평민들도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꿈꾸었다. 소위 경제적 질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마즈에에서는 부자에 

한 적의 및 공격으로 표현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나마즈에에 나타나는 ‘변혁의 요나오시’에 해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나마즈에에 드러난 변혁사상은 회화상의 상징으로만 그쳤고 

실질적인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실

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마즈에의 상징의 변용 

속에 나타나는 민중들의 사회모순에 한 인식의 고조와 실천의 의지를 간과

할 수 없다. 그 의지는 당시의 사회 현실과 지진 후 11년 뒤 나타나는 ‘요나오

시 잇키’라는 민중들의 봉기와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더욱 잘 드러난다. 당시 

잇키는 변혁의 요나오시가 실제 세계에서 구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1855년의 지진 재해를 통해 민중들은 재생과 회복의 요나오시와 

함께 변혁의 요나오시까지 꿈꾸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855년 지진의 의미를 좀 더 상 화해서 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적으로 다른 비교 상을 살펴보기도 했다. 공간적 비교 상으로서의 한국과 

시간적 비교 상으로서의 1923년 간토 지진을 선택하였다. 먼저 공간적 비교

상으로서의 한국에서의 지진에 한 인식과 실천은 유교적 재인론의 강한 

영향 아래 천견론적 인식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와 함께 조선 초

기 지진에 한 의례로서 ‘지진해괴제’가 성립된 점은 지진에 한 종교적 실

천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1855년의 안세이 지진과 같은 변

혁의 요나오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진에 한 인식과 실천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大雨)라는 재해를 이용해서 도성을 휩쓸고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한 1688년의 종교적 역모사건 속에서 재해 상징이 변혁의 도구로 이용된 사

례가 발견된다. 

시간적 비교 상인 1923년 간토 지진의 사례에서는 1855년과 같은 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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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지진신앙은 거의 모습을 감춘 채 그 흔적만을 몇 군데서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근 화된 도쿄라는 지역에서 이미 지진에 한 과학적 지식의 

확산과 함께 탈신화화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23년의 지진은 

일본 정치권에서 요나오시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었다. 다만 그 의미는 1855

년과 정반 였다. 이번에는 가난한 이들의 부자에 한 평등의 요구라기보다

는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던 우파세력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공산주의 좌파

를 공격하는 계기로서 지진을 해석한 것이었다. 지진의 변혁적 성격마저 1923

년의 시 상황에서는 그 주체와 의미가 크게 전도된 것이다.  

재해에 한 상징해석을 통해 재해의 의미를 읽어보고자 한 본 연구는 재해

의 종교상징이 고정되지 않고 시 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바뀌

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속에 1855년의 지진 재해를 통해 

강조된 ‘변혁’의 측면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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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hesis, I attempt to examine the diversity of religious recognition of 

and practice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by looking Japanese earthquake disasters. 

Especially, I focus on the Ansei Edo Earthquake(安政江戸地震) that occurred in 

1855 and namuzu-e(鯰絵 ), which are folk paintings that appeared after the 

earthquake in Edo. Through this work, I present how and why these recognitions have 

changed by employing the approach of the symbolic interpretation of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The disaster and religion field is still in its early stage in the history of 

religious studies, and Japanese earthquakes and namazu-e have thus not received 

much analysis in this viewpoint. In this thesis, I point out that religious recognitions 

of disaster are not only limited to an aspect of magic which prevents disaster itself but 

also extend aspects of the renewal and recovery of order in the world(再生と回復の

世直し). Moreover, these recognitions could be developed to the idea of social 

reformation (変革の世直し). 

On the second day of the tenth month of 1855(November 11 in the solar 

calendar), an earthquake with a magnitude of 7 shook Edo and the resultant estimated 

deaths amounted to 10,000. Three days after the initial earthquake, namazu-e, which 

means ‘catfish paintings’ were distributed in markets and gained explosive popularity. 

Namazu-e mainly featured three elements: Namazu(鯰, catfish), Kanameisi(要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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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ashima-daimyojin( 鹿島大明神 , God of Kashima).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se materials, we need to consider Japanese religious belief on 

earthquakes in general and earthquake mythology in which catfish takes a main role. 

In Japan, religious recognitions of earthquakes were based on God’s rage(神

の祟り), and Heaven’s rebuke(天譴) in the context of Confucianism and Yin-

Yang(陰陽) thought. These recognitions have been predominant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Among these recognitions, the earthquake mythology that talks about 

catfish causing earthquakes and Kashima-daimyojin holding back catfish with 

Kanameisi to prevent earthquakes emerged. 

Basically, catfish in the namazu-e were described as ringleaders of disaster 

and they were suppressed by Kanameisi and Kashima-daimyojin. In this context, 

catfish were beaten and even eaten by people and sometimes catfish apologized to 

sufferers for causing earthquakes. On the other hand, interestingly, the different 

structure of the stories was also depicted in the namazu-e. In these paintings, catfish 

were no longer the cause of earthquakes. Catfish became independent agents who try 

to accomplish another purpose through earthquakes. As messengers of Kashima-

daimyojin, catfish punish greedy rich people or deprive them of their money. 

Furthermore, catfish even help those who suffer after the occurrence of an earthquake. 

From these dual types of namazu-e, we can find the clash and transition of symbolism.  

The vertical structure between catfish as negative creatures that cause 

earthquakes and Kashima-daimyojin as a positive being who can stop the catfish’s 

actions is easily noticeable. However, the meaning of symbols changed and catfish 

became positive creatures that had ability to punish greedy people; meanwhile 

Kashima-daimyojin became a negative being who protects rich folks’ fortune. The 

motivation behind such a symbolic reversal may be explained by the term 

‘Yonaoshi(世直し)’ which literally means the renewal of the world, the recovery of 

the world or the reform of the world.   

Japanese people used to chant a spell, ‘yonaoshi’, during an earthquake, to 

avoid damage. This spell also shows people’s way of thinking which appeared in the 

traditional agrarian society. When people encountered a natural disaster, they prayed 

for an end to the disaster and desired a return to the time of fertility before th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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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sciousness which pursues fertility through periodical renewal and recovery is 

broadly expressed in the songs and dances of ceremonies held in celebration of the 

New Year and the rituals for the coming of rain. I suggest this kind of consciousness 

be referred to as ‘Yonaoshi of Renewal and Recovery.’ In namazu-e, we can find not 

only the ‘Yonaoshi of Renewal and Recovery’ but also the ‘Yonaoshi of Reform’, 

which pursues social equality through redistribution of wealth as a consequence of the 

reformation of society. 

First of all, the Yonaoshi of Renewal and Recovery at the time of an 

earthquake is almost the same as the yonaoshi of the traditional agrarian society. In 

this yonaoshi, it is considered that the world before the earthquake is a completely 

ordered world. However, because of the earthquake, the order is destroyed and brings 

the onset of pain. That is why this yonaoshi seeks to recover the order of nature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earthquake. In the namazu-e, this yonaoshi is described 

as the expectation of a fertile world. On the other hand, the Yonaoshi of Reform 

emerges when people are no longer satisfied with the Yonaoshi of Renewal and 

Recovery. The time before an earthquake occurs is accepted as a world of inequality 

and absurdity. There existed a wid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most 

people were exploited by the rich. The earthquake is understood as an opportunity to 

overthrow the existing society. At this time, people could dream the world which 

ordinary people can live in affluence and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is realized. 

The idea of social reformation expressed in namazu-e has not received much 

recognition in the field of namazu-e studies. Scholars underestimated the power of 

‘Yonaoshi of Reform’ because they saw the idea only as symbolic expression and 

concluded that this idea was not connected to social revolution. However, even 

though this yonaoshi did not affect social change directly, we cannot overlook the 

people’s recognitions of social conflict and the will to solve the problem, which was 

expressed in the symbolic transition of namazu-e. This will was found in ‘Yonaoshi 

Ikki(世直し一揆)’, a kind of revolt that occurred 11years after the Ansei Edo 

Earthquake. Yonaoshi Ikki is nothing but the embodiment of the ‘Yonaoshi of Reform’ 

in real world. When we consider this point, we can conclude that people dreamed 

about the ‘Yonaoshi of Reform’ as well as the ‘Yonaoshi of Renewal and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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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earthquake disaster in 1855. 

It is also meaningful to consider comparative cases of differing space and 

time. I dealt with earthquakes in Korea as a comparative regional case and the Kanto 

Earthquake in 1923 as a comparative historical case. At first, there existed strong 

recognitions of Heaven’s rebuke(天譴) in the context of Confucianism and the ritual 

reaction called ‘Ritual of Earthquake(地震解怪祭 )’. However, information on 

thought on social change at the time of an earthquake cannot be found in Korea. On 

the other hand, in the Kanto Earthquake as a historical case in Japan, the belief about 

catfish had almost disappeared, a result of the spread of scientific knowledge and 

demystification in modernized Tokyo. Although the mythology of earthquakes did not 

have special meaning to ordinary people, the Yonaoshi of Reform resurfaced after the 

Kanto earthquake. But the meaning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thquake 

of 1855. The Kanto Earthquake was interpreted by the right wing as heaven’s 

punishment to the communists and they used the earthquake as a sign to attack their 

political enemies. According to such circumstances, even the meaning of the 

‘Yonaoshi of Reform’ changed in 1923. 

In conclusion, the thesis attempting to find the religious meaning of disaster 

through the analysis of symbols presents that the religious symbols of disaster do not 

have fixed meaning. Religious symbols of disaster have been continuously 

reinterpreted depending on the context of social situations. The earthquake in 1855 

was a unique case that showed the idea of world reform through folk paintings as a 

reinterpretation of existing my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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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日本の地震信仰と鯰絵研究 

－1855年の安政江戸地震と世直し－ 
 

ソウル大学 大学院 宗教学科 

朴炳道(バク·ビョンド) 

 

本論文は、自然災害に対する宗教的な認識と実践を、日本の地震災害をもとに

考察するものである。とりわけ1855年の安政江戸地震とその後に登場する「鯰絵」

という民俗的な絵画資料を中心に、地震に対する宗教的な認識と実践を「地震信

仰」という観点から扱う。そして、災害に対する宗教的な認識の多様な次元とそ

れらが変容していく過程を、宗教人類学、とくに象徴解析的な方法論をもとに明

らかにする。 

災害について宗教学はいまだ充分な成果を収めていない。また、日本の地震と

鯰絵に関しても、「災害と宗教」という観点から深く扱ってはこなかった。こう

した状況を踏まえ、本研究は、日本の地震信仰と鯰絵についての考察を通じ、災

害に対する宗教的な認識が、災害それ自体を防ごうとする呪術的な性格をもつの

に止まらず、現実の政治的・経済的・社会的秩序の再生と回復、さらには「変革」

という段階にまで拡張される側面を指摘した。 

1855年の陰暦10月2日に起きた安政江戸地震は、震度7という1万名以上の死傷

者を出した大地震であった。そして、この地震の3日後、「鯰絵」という鯰を題

材とした絵画が登場し、民衆のあいだで爆発的な人気を誇ることとなった。鯰絵

は、＜鯰－要石－鹿島大明神＞という三要素が中心となって表現されている。鯰

絵に現れた地震信仰の象徴を理解するためには、日本の地震信仰の歴史的な系譜

と、鯰を中心とする地震信仰の具体的な構成過程を踏まえる必要がある。 

日本では古代から近代にかけて、神の祟り、儒教的な天譴論、そして陰陽思想

に基づいた地震論が複雑に絡み合いながら形成され、このような過程を経て、地

震動物が地震を起こすという思想が民衆の中から現れることとなった。当初は蛇

と竜として表象されていたそれは、いつしか鯰に変化し、さらには鯰と鹿島信仰

とが連結され、地震を起こす鯰を鹿島大明神が要石で抑えるという地震神話のナ

ラティブが現れた。地震の原因とそれを防ぐ存在が具体的に想像され始めたので

ある。こうした地震神話が絵画を通して民衆層に広がる契機となったのが、1855

年の安政江戸地震であった。 

鯰絵には、災いの元凶としての鯰、そして鯰を治める存在としての要石と鹿島

大明神が描かれている。このモチーフに基づいた鯰絵において鯰は、人々に殴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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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ることもあれば、逆に人々に謝罪する場合もあり、さらには人々に食べられる

こともある。他方、興味深いことに、上述の地震神話の構造とはまったく異なる

鯰の姿を描いた絵画もある。このような絵画においては、災いの原因に止まるの

ではない、地震を手段として他の目的を果たそうとする積極的な主体としての鯰

が見いだされる。鹿島大明神の命を受けた神の使者としての鯰は、貪欲な金持ち

を懲らしめ、彼らの財産を没収し、または地震の被害者を救済することもある。

鯰絵に現れる鯰と鹿島大明神のこのような相反する姿は、象徴の衝突と変化をよ

く表すものと捉えることができる。 

鯰絵においては基本的に、地震を起こす否定的な存在としての鯰とそれを統制

する肯定的な存在としての鹿島大明神というタテの位階構造が現れるが、この構

造が変化し始める。否定的な存在から、鹿島大明神の命を受けて地震を起こし貪

欲な金持ちを懲らしめる肯定的な鯰へという象徴の変化である。ここからさらに、

鹿島大明神と鯰の関係はヨコの構造に変化していく。この構造において、鹿島大

明神は地震で損害を被った金持ちを代弁し、鯰は地震で富の再分配と新しい世界

を希求する平民階層を代弁する。ここにおいて象徴の意味が逆転し、鯰は肯定的

な存在として、鹿島大明神は否定的な存在として表象される。このような象徴の

逆転の原動力は、当時の人々が地震を通して希求した世界の再生と変革、すなわ

ち「世直し」で説明できる。 

日本では地震が起こると、「よなおし」という呪文のような言葉を唱えること

があった。「よなおし」という言葉は、伝統的な農耕世界において、民衆たちに

降りかかる災いを追い払い、豊穣を願う際にも使われる。新年の豊穣儀礼で奉じ

られる歌と踊りのなかで、そして洪水や干ばつなど農作業に支障をきたす災害に

対処する儀礼のなかで表出するこのような意識は、豊穣の周期的再生と回復を追

求するのである。「再生と回復の世直し」と言うこともできるだろう。他方、鯰

絵には「再生と回復の世直し」とともに、当時の社会・経済的不平等を改め、平

等な世界を作ろうとする「変革の世直し」も同時に現れる。 

安政江戸地震の「再生と回復の世直し」は、農耕社会で希求された世直しと同

一の性格をもつ。ここでは、地震以前を完全な秩序が守られていた世界として表

象し、地震によってそのような秩序が崩壊してしまい、苦痛が始まると認識する。

それゆえ、この世直しにおいては、地震以前の自然秩序の回復が希求される。鯰

絵の中では、豊穣な世界への期待が表現される。地震を経験した人々が求める世

直しは、基本的に「再生と回復の世直し」である。反面、「変革の世直し」は、

「再生と回復の世直し」だけでは満足できない人々の願い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

る。ここでは地震以前を、貧富の差が激しく、生活が非常に厳しい世界として描

く。そして、地震はこうした社会的な現実が変化する契機として受け止められる

のである。彼らは地震を通して、富が再分配され、平民も豊かな生活ができる世

界を願ったのである。経済的な秩序の再編と言うこともできるだろう。このよう

な願いは、鯰絵において、金持ちに対する敵意と攻撃という形で表象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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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行研究において、鯰絵に現れる「変革の世直し」は否定的な評価を受けるこ

とが圧倒的に多かった。鯰絵に見られる変革の思想は絵画上の象徴に限定される

ものであり、実質的な社会運動には発展しなかったためである。しかしながら、

実質的な社会変化には至らなかったとしても、鯰絵の象徴が変化する過程で現れ

る、民衆たちの社会矛盾に対する認識の高揚と実践の意志を看過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の意志は、安政江戸地震の11年後に起こる「世直し一揆」という民衆蜂

起との関連性を考慮する際、なお一層明らかになる。「世直し一揆」は「変革の

世直し」の現実世界における具現化に他ならない。結論的にいえば、民衆は1855

年の地震災害を通じ、「再生と回復の世直し」と共に「変革の世直し」を自覚す

るに至ったと指摘できる。 

1855年の地震がもつ意味を相対化して考える上で、時間・空間的に異なる比較

対象を取り上げることも意義深い作業であろう。本論文では、空間的な比較対象

として「韓国」、時間的な比較対象として「関東大震災」を扱った。まず、空間

的な比較対象としての韓国における地震に対する認識と実践は、儒教的な災因論

の強い影響下で、天譴論的な認識が際立っているのが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そ

れと共に、朝鮮時代初期、地震に対する儀礼として「地震解怪祭」が成立した点

は、地震に対する宗教的な実践が構成されたという意味で重要である。しかし、

韓国においては、安政江戸地震で見られた「変革の世直し」に対応する認識や実

践は見られない。ただ、「大雨」という水害を利用して都城を荒らし新しい世界

を開こうとした1688年の宗教的な謀反事件のなかで、災害の象徴が変革の道具と

して利用された事例は見いだされる。 

時間的な比較対象である1923年の間東大地震の事例では、1855年のような鯰を

中心とした地震信仰はほぼ姿を隠し、その痕跡をいくつか見出すことができるの

みである。近代化した東京ではすでに地震に関する科学的な知識が共有され、そ

の脱神話化が進行していたためである。一方、1923年の地震は政界における世直

し的な意味を持っていたと分析されることもある。ただ、その意味は1855年のそ

れとは正反対であった。1923年の地震は、貧困層からの富裕層に対する平等の要

求というより、政治的な実権を握っていた右派勢力が、折しも成長を加速させて

いた共産主義左派を攻撃する絶好の機会として受け止められた。1855年と1923年

の地震では、地震がもつ変革的な性格までも、その主体と意味がまったく変わっ

てしまっているのである。 

災害に対する象徴解析を通して災害の宗教的な意味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本

研究は、災害の宗教的象徴とは固定的なものではなく、時代と状況にしたがい絶

え間なく再解釈され、常に変化し続け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そうとした。このよ

うな流れの中に、1855年の安政江戸地震災害において強調された「変革」の側面

も位置付け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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