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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은 지금도 여성결계로서 산악의 성역에 한 여인금제가 지켜져 오고 있으며, 민속학적 

관습과 일상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터부시 되거나 차별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민속학

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표적인 예로 여성의 혈(血)의 한 ケガレ(穢れ)를 들 수 있다. 

본래 일본에서는 고래로부터、신도의 최고신인 아마테라우스오가미(天照大神)는 여성신

격으로서 국가 제정(祭政)의 최고지위에서 여왕으로 군림하여 여성을 ケガレ한 존재로 인식

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과거, 일본에서 산속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던 수렵민 마타기(マタギ1))에 해 검

토한 바가 있으며, 그들이 믿고 신앙하던 산신은 남신이 아닌 여신이었다. 그들은 평지에서 

  * 본 논문은 2012년 동명 학교 교내 연구지원금에 의해 연구됨
 ** 동명 학교 일본학과 교수
*** 동명 학교 일본학과 교수
 1) 감 희(2011)｢마타기로 보는 여신신앙과 금제사상｣일본문화연구4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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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여성의 혈(血)에 한 기피는 그다지 없었으며, 생식력이나 혈 자체의 

힘을 중시하고 있었다. 다만 수렵에 여성이 직접 동행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며, 그들이 

신앙하고 의지한 산신(山神=여신)은 때로 해산(解産)의 신이 되어 우부가미(産神/うぶがみ)의 

역할자로서 마을에 왕림하기도 하 다. 따라서 그때 출산을 돕기 위한 역할자로서는 당연히 

여성에 한 ケガレ의식이란 느낄 수 없었다. 이때 산신은 우리 한국의 삼신할미와 같은 

역할자로서 산과 마을의 경계지에 제사를 올리고 모셔졌다. 그리고 여신은 때로 죽은 사람이 

저승을 갈 때 건넌다는 산즈노가와(三途の川/さんずのかわ2))에 있는 쇼즈카노바(葬頭河婆·

しょうづかのばあ)나 다츠에바(奪衣婆/だつえば3))가 되어 사람들을 저승으로 이끌거나, 남녀

사이를 좋게 하는 도조의 신(道祖神/どうそうじん4))이 되기도 하 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출산 시 갖게 되는 강력한 힘이나 생식능력에 해 두려움을 갖게 

된 경향도 있겠지만, 여신을 모시는 관념은 여성의 생식능력을 비롯한 현실의 삶의 방식에 

한 많은 가능성을 여성으로부터 찾아내고 그것이 경계를 넘는 능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의 출산이나 월경에 해 유동적인 ケガレ 개념보다도 여성 

멸시적 사고를 포함한 ケガレ의 협의적 개념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혈이 

그와 접촉한 것은 부정(不淨)화 되는 위험한 힘을 갖는다는 관념 때문에 때로 저주에도 이용되

기도 하 지만, 반 로 혈은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하거

나 거리낌을 없애는 소위 불제(祓除)의례에도 사용되었다. 또 혈은 생명력의 원천이며 강화·증

식하는 매체로서 농경사회 의례에도 사용되기도 하 다. 

이처럼 혈에 관한 견해를 둘러싸고 항상 정반(正反) 상호의 방향에서 여성에 한 평가는 

립하여 왔다.

ケガレ가 지닌 속성을 창조적 방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ケガレ 그 자체가 바른 방향성의 

힘을 생성한다는 사고가 필요하며, 동시에 여성이 이러한 차별에 따른 열등함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 해결방법으로서 자기 내부로부터 힘을 만들고 길러내어, 적극적으로 자신을 창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일본의 여인금제사상과 관련하여 ケガレ 개념이 어떻게 성립

 2) 三途の川: 강의 흐름이 강하고 깊은 순으로 3개(強深瀬, 山水の瀬, 橋渡)의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三途の

川라고 함. 생전의 선악의 정도에 따라 죄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흐름이 강하고 깊어서 건너기 어렵지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

 3) 葬頭河婆/奪衣婆: :三途の川 부근에서 망자의 옷을 빼앗는다고 전해지는 마귀할멈.
 4) 道祖神(どうそうじん):노변의 신이다. 집락촌의 경계나 마을 중심 또는 사거리 등 주로 석비나 석상의 

형태로 숭앙되는 신으로, 마을수호신, 자손번 , 근세에는 여행이나 교통안전신으로서 신앙되고 있다. 
고 에는 남녀를 일 일로 배치하고 있으며 남녀의 성교를 상징하는 흔적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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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속에 녹아들었는지 그 흐름에 따른 변천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의 제 이론들에 해 접근, 재검토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ケガレ

이론으로 정립하게 되는 경과를 보아갈 것이다. 

이로써 여인금제사상과 ケガレ개념의 관련성 추구를 통한 본고 나름의 독창성을 추구하고

자 한다. 

여인금제와 ケガレ사상의 접목이나 관련설에 해서는 이해는 하면서도 막연하여 구체적 

검토나 시도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일반화되어 놓치고 있었던 이론에 한 필자 나름의 

견해 피력과 더불어, 이하, 여인금제사상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개연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ケガレ5) 이론

일본에서의 ケガレ의 표적 현상, 즉 부정(不浄)이나 청정하지 않은 더러움으로서의 나쁜 

상태를 의미하는 상에는 여성 외에도 다수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문화・

종교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배설물, 부패물, 혈액, 체액, 병(病), 상처, 특정의 동물, 식물, 남녀 

간의 접촉 및 행위, 공동체 이외의 사람이나 그 문화 또는 신분(천민집단 등), 특정 직업(예능, 

금융업, 정육업 등), 신체의 일부(식사 시 왼손을 써서는 안 됨)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ケガレ 개념에 한 현상은 일본에서는 이미 일반화 된 개념이지만, 이에 

비해 스즈키 마사타카(鈴木正崇)씨는 질서로부터 ケガレ를 파악한다는 역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스즈키氏는 ケガレ를 발생시키는 근원적 장(場)은 개구부(開口部/orifices)이며, 특히 인

간의 신체에서 개구부 주변은 경계성(境界性)을 띄우고 있어 위험성과 동시에 강한 힘이 발생

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ケガレ로 간주되어 금기로 작용한다고 한다.6) 발상의 전제로서 

질서로부터 ケガレ를 파악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특징적이라 할 만하며, 깨끗함이라는 

명확한 청정함의 측면으로부터 ケガレ를 파악하고자 한 점은 주목할 점이라고 본다. 특히 

ケガレ 개념은 경계성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혐오와 두려움이라는 양의성이 발생한다고 한 

점에서 그러하다. 신체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오는 것의 예를 들면 침, 정액, 피, 젖, 뇨, 변, 

눈물, 농, 태반 혹은 신체의 일부가 분리된 것, 피부, 손톱, 두발, 땀, 치아 등이 ケガレ의 

 5) 시간･공간･물체･신체･행위 등이 이상(理想)적이지 않은 상태나 성질로 거리낌의 되어 있는 것. 神道의 
종교관념 

 6) 鈴木正崇(2005)女人禁制吉川弘文館,、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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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7)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ケガレ 현상은 비단 일본만의 개념은 아니었다. 세계 각국에서 보여 

지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피 차별민인 백정(白丁)에 한 꺼리김이나 어선에서 여성은 배를 

태우지 않는 등의 여성 부정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ケガレ의 립 개념은 청정(清浄) 또는 신성(神聖)이며, ケガレ와 신성은 

어느 쪽도 터부시하여 멀리해야 할 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엄 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유다교에서는 동물의 피는 부정(不浄)한 생물과 마찬가지로 

기피하지만, 한편으로 혈은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申命記)고 하는 신성스러움의 

의미에서 결코 ケガレ 개념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를 신체로 제한하지 않고, 즉 친족이나 사회조직 또는 공간으로 확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차별받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 주변인으로 자리 잡은 피차

별민, 경계성을 띤 공간, 강변, 고개, 마을의 경계, 한 국가의 소수민족 등도 ケガレ 성을 

띠게 되는 이론으로 확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ケガレ의 공간으로 넓혀지는 

연속성이 신체감각에 침투하는 ケガレ의 특성으로 고정화되면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언제

부터인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도 침투, 그러한 사고적 경향과 틀 속에서 민속학적 유형의 

ケガレ도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비교연구적 관점에서 남인도 타미르인의 사례에 근거하여 이론을 구축한 세키네 츠요마사

(関根康正)8)씨는, 그 주장의 특징이｢境界性(場違い)｣｢無秩序｣의 모든 것이 ケガレ를 생산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불가촉민(不可觸民/하리잔9))이 혈의 공물로서 

여신을 제사지내는 신앙이 그 전형이라고 하 다.　

또한 ケガレ이론의 재검토 및 구성을 위해 나미히라 에미코(波平恵美子)씨의 연구10)는 

중요하다. 씨의 이론은 일본사회의 ケガレ관을 연구하여 민속어휘로부터 추상화 된 단어로 

ハレ11)·ケ·ケガレ를 상정하 다. 그에 따르면 ハレ는 청정(淸淨)성과 신성(神聖)성, ケ는 일상

 7) 참고로 스즈키 마사타카(鈴木正崇)씨는 막연한 ケガレ에 한 정의를 어와 응관계로 분류하고 
정리를 통해 ケガレ(穢れ)는 향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협의의 pollution으로 소문자 표기를 하며, 
부정(不淨)은 靜에 한 상  개념으로서 uncleanness, impure로 분류하고 있다

 8) 関根康正(1995)ケガレの人類学：南インド・ハリジャンの生活世界東京大学出版会

 9) 힌두 사회에서 ‘불가촉(不可觸) 천민’이라 불리던 4성 이외의 사람들. 간디의 차별 철폐 운동으로 ‘신의 
자식’이라는 뜻의 이 이름을 붙임.

10) 波平恵美子(1988)ケガレの構造 靑土社

11) ハレ의 어원은｢晴れ｣이며, 하래의 무 는 즉 생애 한번 정도의 주요 장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晴れ着｣
처럼 의례 시에 착용하는 의복 등에도 표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普段着를｢ケ着｣라고 했지만 
明治 이후부터는 말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현 에 와서는  단순히 날씨가 좋다는 것을｢晴れ｣라고 
하지만 江戸시 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오랜 비가 개인 후 날씨가 개이는 시점에 비치는 해에 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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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ケガレ와 不淨의 動態>

성과 세속성, ケガレ는 부정(不淨)성을 시사하는 막연한 개념이어서, 상호간 어느 관계가 강조

되는가에 따라서 지역의 특색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다. 이것은 큰 틀에서 ハレ는 ケガレ

와 짝이 되어 ケ와 립한다는 것인데, 즉 ハレ와 ケガレ는 모두 비 일상성을 띠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속하며, 일상성을 나타내는 ケ와 립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ハレ와 ケガレ는 전환이 가능한 성질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는 서구의 성(聖)스러운 개념이 

양의성을 띠고 정(淨)과 부정(不淨), 길(吉)과 흉(凶)이 립하는 가운데 동시에 속(俗)에 해

서는 함께 립하는 구조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속학자 사쿠라이 도쿠타로(桜井 徳太郎)씨는 ハレ、ケ、ケガレ의 순환론을 주장12)하고 

그 유동성이나 연속성에 해 불교, 신도, 음양도(陰陽道) 등의 사상이나 지식의 해석이 혼잡하

게 썩인 종전의 ケガレ 개념과는 달리, 

보다 민속학적 개념으로서의 ケガレ관

을 부상시키고, ケガレ와 여성 간의 일

원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여성 멸시적 

사고를 뒤집고 있다.

또한 스즈키 마사타카(鈴木正崇)씨

는 새로운 이론을 제창하고 있다. 즉 ケ

ガレ나 부정(不淨)으로서 폄하된 관념

을 힘을 생성하는 장으로 재인식, ケガ

レ와 ケ와의 상호작용에 위험한 힘 내

지는 두려운 힘이 되는 양상을 고려한 

시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13) 

스즈키씨의 주장은 不淨은 淨으로, ケガレ는 기요메(清め)와의 립을 낳고, 권력작용이나 

사회관계를 만들어 낸다고 하며, 남녀 상호의 관점과 견지, 관계성이 변화하여 우주관으로서

의 ケガレ가 이데올로기로서의 ケガレ로 재해석되어 차별로 전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우주관

晴れ｣라고 한 기록이 있다. ハレ의 날에는 떡, 팥밥, 백미 생선, 술 등을 먹었으며 이것은 모두 옛날에는 
일상적으로 먹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릇도 ハレ용의 그릇을 사용하 고 일상적인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ハレ｣와｢ ケ｣라는 개념관계를 파악한 것은 柳田國男씨가 근 화에 따른 민속변용을 지적하는 하나의 
논거로서 구별, 제시한 것이 그 시작이다.
당초에는｢ハレ와 ケ｣라는 인식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和歌森太郎씨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후 널리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민속학에서는 다만 ｢ハレ｣의 비일상(非日常)＝의례, 제사에 해서
만 관심을 두고 있다.

12) 桜井 徳太郎(1974)｢初期仏教の受容とシャマニズム｣下卷, 吉川弘文館

13) 鈴木正崇(2005)女人禁制吉川弘文館,、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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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인식이나 세계를 설명하는 지식으로서, 신불과 인간과 자연

과의 관계 구축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의 상호적 향을 말하며, 한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의례나 관념이 사회질서를 재생산하고 권위를 정당화 하는 등, 사회관계를 구축, 권력작

용이 미치는 상태라고 하 다. 더불어 역사적으로는 신도나 불교 음양도가 이러한 정황을 

변화시켜 왔다고 덧붙이고 있다. 

지면 관계상 모두를 기술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ケガレ에 한 정의는 모든 공통적 본질을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되어져

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즉 본질로부터 관계라는 시점 전환을 통해서 비로소 파악되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사고 위에, 이하 여인금제와 관련한 ケガレ 사상의 유입과 변천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아가고자 한다.

3. 여인금제와 ケガレ 

여성의 혈(血)의 ケガレ라는 것은 출산과 월경을 의미하지만 이 혈의 ケガレ 개념은 여인금

제 사상을 과연 생산한 것일까. 왜 혈은 ケガレ로 생각되며, 그것이 여인금제와 연계되어 

온 현상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표적인 오즈모의 경우를 보면, 오즈모(大相撲)에서 여성은 도효(土俵)에 오를 수 

없다. 그것은｢相撲は神事14)｣｢女人禁制は伝統｣라는 이유로 일본 스모협회가 여성을 거부하

기 때문이다. 교쿠도 코난료(旭堂小南陵)15)씨는 한 신문기사에서｢여인금제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ケガレ사상16)｣｢도효를 신성화하여 여성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의 거리낌, ケガレ사상에 기인한 다17)｣라고 하 다.

전술하 듯이 이와 유사한 개념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슬람의 

경우 종교시설 내지 성지의 여인금제는 물론, 부분의 흰두교 사원은 생리중이나 출산 직후

의 여성을 기피하고 있다. ケガレ 현상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ケガレ로서 언급되는 경우의 

부분은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란 어려운 것이 많으며 오해를 부르기 쉬운 것들이 

14) しんじ：신을 제사 지내는 일.(=祭り) 
15) きょくどうこなんりょう：제 4  上方講談講 釈師 /본명:西野康雄. 
16) “女人禁制根底に潜むケガレの思想” 
17) “土俵を神聖化し土俵に女性をあげないのは、正にこの血穢、血のケガレの思想に基づい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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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정부는 메이지 5년(1872) 태정관포고령(太政官布告令18)) 56호에서｢自
今産穢不及憚候｣라고 하여 출산에 한 ケガレ 의식을 금지하 고, 메이지 6년 포고령 61호에

서는｢自今混穢ノ制被廃候事｣라 하여 제도적으로 폐지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규정해제는 효과가 없었다. 그것은 ケガレ 의식이 일상생활 관행이나 습관 중에 용해되어 

녹아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1. ケガレ 이전

우선 일본의 여인금제(女人禁制)에는 여성을 구속하여 온 ケガレ관념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에는 특히 산악종교인 슈겐도(修験道)에서는 여성의 성산(聖山)에

의 결계(結界)는 바로 여성배제를 의미하며, 이것은 여성에게는 언제나 ケガレ성으로 하여 

성스럽거나 정결한 곳에는 들어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민속사회에서는 임신 중 혹은 생리 중일 경우의 일시적 현상에서만 여성의 

ケガレ를 꺼리고 있으며, 일상에서는 여성과 ケガレ의 연관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민속학적 관점에서 여성에게는 齋(재계)와 

忌(꺼림)이라는 신성과 기피라는 양의성에 의해 부정과 신성함은 표리일체(表裏一體)한다는 

사고에 해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의 경우 흘리는 혈(血)은 ケガレ가 

아니라 해산(解産)의 신을 맞이하고 그 가호를 받아 아이를 생산하는 신성한 행위라는 의식이 

강하다.19) 다카토리 마사오(高取正男)씨는 출산에 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인 이상, 그것은 

저승으로부터 이승으로 돌출하는 순간이며 이승이면서 저승의 노두(露頭)를 보는 장소20)”라 

하여, 여성에게 주어진 큰 역할로서의 출산은 신령과의 만남을 내부에 감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산부가 출산에 마주쳤을 때 해산의 신은 생(生)과 사(死)를 조정하는 신으로서, 신사에 

모셔지는 제신(祭神)이 아닌 혈(血)의 더러움을 꺼리지 않는 지(大地)의 신이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산을 관장하는 신을 삼신할미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어디에도 여성이라고 

꺼리는 바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도리어 의지하고 신뢰하는 상이 되고 있다. 전술하 다시피 

일본의 경우도 해산의 신은 부분 산신(山神)이며, 이때의 혈은 ケガレ로 보지 않는다. 과거 

18) 太政官(だじょうかん)은 明治維新이 개시된 1868년(明治元年), 政体書에 의해 설치된 최고행정기관이
다.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태정관포고령은 태정관에서 공포된 明治時代 초기 
법령형식

19) 鈴木正崇(2005)女人禁制吉川弘文館, p.192
20) 高取正男(1979)神道の成立平凡社、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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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그랬지만, 일본에서도 해산을 위해서｢관에 발을 깊이 담그다/棺桶(かんおけ)に片足を

つっこむ｣라고 할 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해산에 임할 정도로 죽을 확률은 높았다. 그러한 

거리낌 때문에 일정기간 두문불출하면서 안산(安産)을 기원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을 것

이며, 따라서 해산으로 진통하는 산부와 마주하는 산파(産婆)의 경우, 신생아의 생살여탈(生殺

與奪)을 쥐고 있는 무녀(巫女)적 존재이기도 하 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를 들자면, 교토부의 미와쵸 오하라(京都府三和町大原)의 산실은 강 건너에 

설치되었는데21) 다이쇼(大正) 초기까지는 출산 시 강에 다리를 놓아 건너 가 흙마루에 짚으로 

멍석을 깔고 해산 하 으며, 이 때 정면으로 바라다 보이는 오하라신사의 가호로 안산을 

하리라는 믿음 때문에 거리낌의 의식은 희박해지고 휴식하는 의미로 체력을 회복하 다. 

또 후쿠이현의 와카사(若狹) 죠구(尙宮)에서는 해변에 안실을 세우고 거기에 깔았던 모래를 

우즈스나(ウズスナ)라고 하여 신의 왕림을 추정하고 우즈스나카미(産土神/ウズスナがみ)의 

원형이라고 추정한다22). 당시 아이는 7세 되기까지는 신의 관장 안에 있는 것이라 하여 신이 

하사하신 것이며 타계로부터 받아들여진다고 믿고 있었다. 즉 당시의 산실은 신령과의 교류의 

장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호쿠(東北)지방에 비해 서일본 쪽이 보다 섬세하게 응을 하는 것을 알려져 

있으며, 위의 검토를 통해 혈을 부정함이나 더러움으로 보는 감각은 내륙보다도 해변에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산실이나 월경실(月經小屋)의 분포는 편향은 

있지만 와카모노구미23)(若者組)나 은거제(隠居制)가 발달, 부부 간의 결합이 강한 곳 또는 

어촌이나 섬지방 등, 어업과 관계하는 지역에 보다 많이 보여지며 여성의 ケガレ나 부정관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해녀 촌에서는 여성의 ケガ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속사례로서는 ケガレ 의식이 약한 경우나 부정함과 신성함이 겹칠 경우, 부정관이 강한 

경우 등 다양하며, 생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외부로부터 동향이 계기가 

되어 출산이나 월경이 혈에 한 ケガレ 의식이 생성, 강하게 기피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불교 등 외래신앙이 깊이 침투하지 않았던 류큐제도(오키나와)에서는 제사 시에 여성

의 혈의 ケガレ를 의식하는 경우는 적었으며24), 출산과는 별도로 월경에 해서도 그다지 

거리낌이 없었던 점에서 보아 이상의 추론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21) 鈴木正崇(2005)女人禁制吉川弘文館、p.193 
22) 谷川健一･西山やよい(1981)産屋の民俗國書刊行會

23) 중세 이래 일본향촌에서 촌락별로 조직된 청년조직. 혼인 제례시의 봉사, 야경, 소방, 재해 등의 구호를 
맡았으며, 집회소인 와카모노야도에서 친목을 도모하 음. 각 지방마다 명칭과 조직이 다양함. 동의어= 
若衆組(わかしゅぐみ)·若者連(れん)

24) 감 희(2007)｢신도와 여인금제-여성제사의 전통과 금기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2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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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ケガレ의 성립

일본의 고  종교적 관념에서도 이 세상은 청정(清浄)한 것과 부정(不浄)한 것이 있어서 

부정한 것이 ケガレ라고 하여 이는 죄(罪)에 해당하 다. 즉 인간에 의한 악행은 당연한 죄로 

의식되었지만, 그와 함께 ケガレ나 와자와이(禍) 등을 포함한 신도적 관념의 죄도 있었다. 

악행의 죄는 농경을 방해하고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가미마츠리(神祭り)를 모독하는 天津罪

(あまつつみ)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国津罪(くにつつみ)를 말하는데, 동시에 죽음(死)이나 

병, 상처나 출산시의 혈의 ケガレ도 죄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 경우, 죄를 제거하고 정상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하라이(祓/はらい/祓除/신에게 기원해서 죄·不淨 따위를 없애고 

몸을 깨끗이 하는 일)와 미소기(禊/みそぎ/목욕재계)가 필요하 으며, 죄는 하라이나 미소기에 

의해 쉽게 제거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발동하고 있었다. 

ケガレ 중에서도 가장 꺼리고 혐오되었던 것은 죽음에 한 ケガレ 다. 그것은 불교의 

향이 강해지고 화장(火葬)문화가 일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불교에서는 불은 ケガレ를 정

화할 수 있다고 함) 천황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에 한 ケガレ제거를 위해 그 때마다 

많은 경제적 손실을 무릎 쓰면서까지 천도를 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세를 이끌고 천황과 귀족을 신하여 정치와 경제를 휘둘렀던 무사계급도, 

죽음과 혈의 ケガレ에 가장 접하기 쉬운 직업무사라는 점에서 헤이안(平安)시 에는 귀족으

로부터 차별받는 직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사는 사람을 살해하는 혈과 관계하기 

때문이며, 가장 꺼리던 죽음의 ケガレ 개념과 함께 혈의 ケガレ사상으로 탄생하고 있다. 

신도(神道)와 불교의 죽음에 한 ケガレ사상에 해 간단히 언급하면, 신도와 불교 모두 

죽음에 한 ケガレ의식은 있지만 가장 다른 차이점은 죽음(死) 자체에 한 것이다. 즉 신도는 

죽음이나 혈을 ケガレ로 인식하지만 불교에서는 신도의 경우처럼 죽음을 ケガレ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로써 불교에서는 절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지만, 신도 측에서는 신의 역인 

신사가 아닌 각 가정에서 장례를 치루고 있다. 오늘날 장례의례는 부분 불교식으로 승려의 

주도로 진행되고 처리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성한 것이 무엇인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신도의 

ケガ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를 ケガレ라고 느끼고 있으며, 그것은 정신

적인 면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죽음에 있어서는 죽은 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喪中에는 신의 역에 들어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락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죽은 자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있으며 또 묘와 고분을 신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본래 신도에서는 ケガレ는｢기가레(気枯れ)｣즉 생명력의 고갈(枯渇)이라고 하여 그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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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죄를 범하기 쉬운 상태라고 생각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것이｢気枯れ｣
와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죽음 자체를 ケガレ 한 것으로 간주하 던 것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라는 윤회사상으로 하여 이것을 부정하는 개념은 없다. 

죽음에 한 ケガレ 개념의 최초는 일본신화에서 보여 진다. 황천에서 돌아온 이자나기(イ

ザナギ)는 목욕재계를 통해 몸을 청결히 하고 있으며, 이것은 즉 황천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위로써, 그 와중에 산키시(三貴子25))등의 신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시 별 여성지위와 관련, ケガレ의 성립과정을 보면, 우선 원시･고 , 수렵･채집

을 기본으로 한 사회에서 출산을 담당한 여성은 생활의 중심이었다.고지키(古事記)중에도 

일본신화와 관련하여 황실의 선조로 불리는 아마테라스오가미(天照大神)가 여성 신이었듯이 

신도에 있어서도 자연신은 게 여성이다. 또 고 에는 히미코26)(卑弥呼)를 비롯한 진구천황

(神功皇后) 다이코천황(推古天皇) 등 여성 수장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써 원시･고
일본은 모계사회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스카(飛鳥)･나라(奈良)시  538년, 불교가 백제로부터 전래되었다. 불교에서는 본디 여성

을 오장(五障)이라 하여 여자는 범천(梵天)･제석(帝釈)･마왕(魔王)･전륜성왕(転輪聖王)･부처

(仏)가 될 수없는 존재라는 가르침으로 폄하하고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 불 성불설(女

人不成仏説), 여성은 지옥의 사자(唯識論) 라는 등,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남성보다도 여성(황태후)이 중심이 되어 불교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부정(不

淨)하다는 여인죄업관은 수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황태후는 보살(菩薩)의 화신(化身)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며, 당시 일본을 방문한 백제의 사자는｢이 나라에는 다만 비구니 절만 

있으며 법사 및 승려는 없다27)｣라고 하여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 초기 단계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헤이안시  9세기 초, 비로소 여성 신이었던 아마테라스오가미를 받들어 모시던 이세신궁

(伊勢神宮)에서 여성의 혈은 기피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세자궁 침전에서 빈궁의 월경이 시작

된 날, 그날 천황의 죽음과 그 3일 뒤 산에 화재가 발생하는 불길한 일이 이어져 동궁의 

혈은 흉사를 의미한다고 기피하기 시작하 다. 당시 신사에서는 여성이 신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세신궁이 혈을 기피하기 시작한 것과 여성의 ケガレ사

상과는 연관이 없다. 신사에서 제사를 올릴 때만해도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지만, 9세기 

25) 三貴子(みはしらのうずのみこ/さんきし): 古事記에서 황천에서 돌아온 이자나기가 저승의 더러움을 
없애고자 하 을 때 마지막에 탄생한 삼주의 신(三柱の神). 이자나기 자신이 스스로 탄생시킨 여러 
신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짐. 

26) ひみこ(生年不明::248年頃)魏志倭人伝등의 중국사서에 기록된 왜국(倭国)의 왕(여왕)
27) 元興寺伽藍縁起｢この国にはただ尼寺ありて法師及び僧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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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마침내 율령제의 가부장 제도가 귀족사회에 정착되고 남성 우위적 사회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급격히 저하되어 갔다. 비구니승의 지위저하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로써, 국가기도를 담당하던 비구니 승이 세탁장에서 승려의 법의를 씻을 정도로 그 

지위는 격하된다. 또한 율령제사회의 유동성으로 인구가 수도에 집중함으로써 치안이 악화되

고 역병과 화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당시 사람들은 역병이나 화재의 원인을 ケガレ

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하 고 ケガレ관념은 이상하리만치 빨리 침투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 

혈을 동반한 출산이나 월경과 같은 여성 특유의 생리현상이 여성을 ケガレ한 존재로 의식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9세기 전반 820년에 시행된 율령제의 보조세칙弘任式28)의｢임시제사(臨

時祭)｣아이키(穢忌/あいき)条에｢출산의 ケガレ는 7일(出産の穢れは7日)｣이라고 규정, 여성의 

혈에 한 ケガレ의식은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출산은 혈의 ケガレ가 아닌 죽음에 한 ケガレ 즉 시에(死穢)에 더욱 고취되어 

있었다. 고 ・중세에 있어서 죽음은 공포의 상으로 간주되고 전염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

며,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死穢에 오염된다고　하여 장례식을 다녀 온 자는 집에 들어올 

때 몸에 소금을 뿌리고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혈의 ケガレ에 따른 여성의 ケガレ관념의 제도화는 872년 시행된貞観式29)의 회임월사조

(懐妊月事条)가 처음이다. 거기에는｢월경 중인 여성은 제사로부터 퇴거(月事/月経は神事から

の退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927년弘任式과貞観式을 개정한延喜式30)이 시

행, 혈의 ケガレ로써 출산과 월경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 신도(神道)에서도 여성의 혈에 

한 ケガレ 사상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마쿠라(鎌倉)시 가 되면 정토종(浄土宗)이나 진종(真宗) 등의 신불교가  생겨나면서 산

에서 항간으로 내려온 승려들에 의해 여서의 ケガレ사상이 서민에게 침투되어 갔다. 신불교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 불 성불설(女人不成仏説)에 해 여성이야말로 성불할 수 있다

는 여인성불설(女人成仏説)을 주창하 다. 여성에게 좋은 설(説)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설의 

근저에는｢아미타불은 가장 어리석은 악인을 구제한다(彌陀は も愚かな悪人をお救いにな

る)｣는 사상이 숨어있다. 즉 가장 어리석고 죄 많은 악인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ケガレ한 존재이며 여인 죄업관(女人罪業観)이 나타난다.

28) 貞観式 이전의 식목규정. 872년의 貞観式은 弘仁式을 보강 수정, 편찬한 규정으로 弘仁式을 폐지하지 
않고 양쪽을 병용하는 방식을 취함.

29) 貞観式(じょうがんしき)은 平安시  초기에 편찬・시행된 세칙. 전20권
30) 延喜式(えんぎしき):平安시  중기에 편찬 된 格式(律令의 시행세칙). 三代格式(弘仁式, 貞観式, 延喜 

式) 중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延喜式뿐이며, 상세한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어서 고 사 
연구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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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마치(室町)시 가 되면,게츠본쿄/血盆経31)가 중국으로부터 전해진다. 이것은 이후 

오랜 동안 여성들을 속박하게 되는데血盆経이란 출산이나 월경 등의 혈의 ケガレ로 지옥에 

떨어진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쿄/偽経32)가 그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혈의 ケガレ에 따른 여성의 不浄観･罪業観을 북돋우어 여성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血盆経을 신앙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멸시와 차별을 정당화하여 갔다. 또 주 

층에서는 여성의 소유권 상속이 를 잇던 상속에서 1 에 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그와 

동반하여 모친의 지위도 저하되었다. 이렇게 鎌倉시 에 형성되었던 여인 죄업관과 室町시

에 형성된 혈의 ケガレ사상에서 일본만의 독특한 불교적 차별･여인부정관(不浄観)이 탄생하

게 된다.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江戸시 가 되면 마침내 무사중심의 사회로 가부장제가 강화되

었다. 그 결과 여성은 재산권을 잃고 남자만의 단독상속이 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더욱 저하되

었다. 또 에도시  이후 남존여비 사상이 무사 층으로부터 서민에게로 널리 침투, 마츠리(祭り)

에 여인금제가 시행되어졌다. 

明治시 에 들어와 문명개화라는 이름 아래｢비합리｣｢야만｣적인 것은 배제되기 시작하여 

1972년(明治 5년)에 태정관 포고령이 실시된다. 더불어 여성의 통행자유, 신사 및 불각에의 

여인금제 해금(일부 제외), 여성의 후지산 등반허가 등이 포고령으로 시달되었다. 그러나 한편

에서 가족제도가 독일로부터 유입되어, 한 가정에는 장(長)이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선

하는 순서가 정해진다. 여성은 결혼하면 남성의 적으로 들어가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황위 계승자를 남성으로 한정한 것도 이 시기로, 말하자면 새로운 차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차별을 폐지 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남자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은 점점 더 규제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 억측이

나 과언은 아닐 것이다.

태평양 전쟁 후, 일본의 헌법은｢남녀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明治시기에 만들어진 

구민법(旧民法)은 오늘날에도 일본인들의 생활에 향을 미치고 있다. 

31) けつぼんきょう:大日本続蔵経에《仏説大蔵正経血盆経》으로 명명, 전 420여 글자로 된 小経으로, 혈の

의 ケガレ로 하여 지옥에 떨어진 여성을 구제한다는 경전
32) ぎきょう: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한역되어진 불교경전을 분류하거나 연구할 때, 인도 또는 중앙아시아 

원전(原典)에서 번역된 것이 아닌 중국인이 漢語로 편찬 기술하거나, 혹은 장 한 漢譯의 경전으로부터 
초출하여 만든 경전에 해 쓰여진 역사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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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인금제 관련설

여인금제에 해일본어 사전(日本語大辞典)에는｢女の立ち入りを禁止すること。特定

の寺院や霊場で信仰上女性をけがれ多いものとして、はいるのを禁止した制度のこと。ま

たその地域｣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여인금제는 가마쿠라·무로마치 시 에 형성된 

불교의 여인부정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실은 불교전래 이전부터 

일본에는 여인금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원시･고 의 신도(神道)에 있어서 자연신의 부분은 

여성이었다는 것은 기술한 바이지만, 생산하는 성질을 가진 여성은 출산을 중심으로 볼 때 

남성에 비해 보다 자연적인 일부라는 점에서 자연의 신, 마을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고, 

따라서 원시･고 의 여인금제는 여성숭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 여성숭배와 여인금제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여신과 인간여성과의 주거 

분배, 즉 서로의 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들기 위해 岩手縣 九戸郡 山形村의 민화를 소개하고｢산신  마을신｣의 주거분

리에 해 검토해 보자. 

｢남편이 매일 아침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산으로 나가는 것을 이상히 여긴 처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그 뒤를 밟아 산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름다운 여자가 

남편을 뒤에서 지탱하고 있었다. 화가 난 아내가 다가서자 여자는 쓱 사라지고 말았다. 자신을 

받쳐주던 지주를 잃은 남편은 그 로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는데, 그 여자는 산신령으로 

남편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여자는 산에 가서는 안 된다.｣
마을은 인간인 처의 역이지만 산은 여신의 역이다. 이 신의 역을 침범하면 여성은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데, 위의 경우 남편을 잃게 된 경우이다. 그 외 신의 역을 침범하 을 

경우, 몸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다거나 돌로 변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내려 오는데, 여기서 

몸이 여러 갈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죽음을 의미하지만, 돌로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검토를 위해 일본신화에서 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古事記중에는 돌에 관한 이야기는 2화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화는｢요미

노쿠니/黄泉の国33)｣로, イザナギ 남신과 イザナミ 여신은 둘이 힘을 합쳐 많은 나라와 신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즉 두 사람은 부부신이다. 그런데 イザナミ는 불의 신을 탄생시킨 후 화상을 

입고 죽게 된다. イザナギ는 매우 슬퍼하며 황천국(黄泉国)까지 イザナミ를 만나러 간다. 태고

에 일본에는 황천으로 가는 길이 존재하여 黄泉比良坂34)(よもつひらさか)에서 葦原中国35)

33) 黄泉(よみ):日本神話에서 죽은 자의 세계를 말함. 古事記에서는 黄泉國(よみのくに)라고 표기함.
34) 日本神話에 등장하는 異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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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しはらのなかつくに/일본)과 이어진다고 하며, イザナギ는 이 길을 따라 根の堅州国(ねの

かたすくに)로 들어가 마침내  イザナミ를 만나게 된다. イザナミ는 말하길｢私はもう黄泉の

国の食べ物を食べてしまったので、戻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でも、せっかくあなたが

来てくださったのですから、何とか戻れないものかどうか、黄泉の国の神に尋ねてみま

す。ただし、どうかその間私の姿を見ようとはしないでください｣ 그러나 イザナギ는 약속

을 잊어버리고 黄泉国의 궐 침소에 들어가 거기서 온 몸에 구더기와 천둥의 신이 들러붙어 

있는 무서운 イザナミ의 모습을 보게 된다. イザナギ는 황급히 달아나지만 따라온 아내 イザ

ナミ를 막기 위해 큰 돌을 두고 나온다. 그것이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돌이 된다.

두 번째 2화는｢花の姫との石の姫｣이야기이다. ホノニニギ36)는 コノハナノサクヤヒメ(木

花之佐久夜姫)라는 미녀에게 한눈에 반하여 그녀의 부친 オオヤマツミ에게 결혼하기를 청한

다. オオヤマツミ는｢それならば姉のイワナガヒメ(石長姫)も一緒に｣라고 하여, 자매를 모두 

ホノニニギ에게 보낸다. 그런데 이 イワナガヒメ는 매우 추녀 기 때문에 ホノニニギ는 그녀

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데, 이에 화가 난 부친 オオヤマツミ는｢あなたの命が石のように長く

続くようにとイワナガヒメを送り、木の花のように栄えるようにとコノハナノサクヤヒメ

を送ったのに、あなたはイワナガヒメを拒絶してしまった。あなたの命は、咲いては枯れ

る花のようにはかないものになるだろう｣라고 한다. 본래 죽지 않는 불사(不死) 을 神의 몸

이었지만 이렇게 하여 인간처럼 수명이 생기게 된다.

｢黄泉の国｣이야기에서는 돌이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하는 돌이며, 이것은 여인금제의 

경계에 놓여있는 결계석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花の姫と石の姫｣이야기에서의 コ

ノハナノサクヤヒメ는 식물의 상징이며, イワナガヒメ는 돌의 상징으로서 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여인금제를 범한 여성은 돌이 되거나 하여 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것은 죽음이었

던 것이다. 

여기서 재차 불교 전래 이전 일본에는 여인금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여성의 혈의 ケガレ와

는 일체 관련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이 부정하다는 사상도 찾아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질로서의 여인금제에는 ケガレ나 죄업관은 없었던 것이다. 9세기 후반에 여성의 

ケガレ제도가 성립하고, 여성은 임신 중이나・월경 중 일정기간을 神事로부터 퇴거당하고 

격리되었다. 그러나 모노이미(物忌み) 기간이 끝나면 ケガレ는 해소된다고 생각하 기 때문

에 여성이라는 존재만으로 부정한 존재라는 인식과 무조건적으로 금지된 여인금제와는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 日本神話에서 高天原와 黄泉国 사이에 있는 세계, 즉 일본의 국토를 말함. 
36) 현 에까지 이어지는 천황의 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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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제부터 ケガレ사상에 기초한 여인금제가 생겨났을까. 적어도 그것은 鎌倉의 신불교

(新仏教)사상이 여성의 ケガレ사상을 전파하기 전이다. 남승(男僧)이 산속 수행을 시작하면서, 

여성은 수행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성을 배제, 그 정당성을 ケガレ한 

존재라고 했다. 그리고 세간에 내려와 여성의 ケガレ에 해 설파하 던 것이다. 더구나 室町

시 에血盆経이 전해지면서 여성은 여성 스스로에게 부정관과 죄업관은 인식시키게 만들

었다. 이 여성부정관이 ケガレ사상을 근원으로 하는 여인금제를 만들어 낸 것이며, 그 후 

여성의 지위저하와 남존여비에 따른 남성들의 시점에서 여인금제는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

다는 생각이다. 

현재도 오즈모(大相撲)의 도효처럼 여인금제를 지키는 마츠리는 남아 있으며, 그 모두는 

전통이라는 말로 정리되고 있다. 

여기서 스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일본에서 의미하는 전통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자.

古事記의｢出雲の国譲り｣에 따르면, 天照大神은 出雲国를 지배하고 있던 大国主命에게 

出雲国의 지배권을 양도하려고 하 다. 그러자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하자는 답변이 되돌아 

왔다. 大国主命의 아들인 다케미나카타노카미(建御名方神/たけみなかたのかみ)와 다케미카

크치(建御雷神/タケミカヅチ)가 스모를 하여 建御雷神가 승리하 기 때문에 지배권을 주게 

된다. 이것이 스모의 기원이다. 중요한 사안을 정할 때에는 스모를 하여 신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하 던 것이다. 즉 스모의 기원은 神事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日本相撲協

会의｢相撲は神事｣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스모협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신도의 

최고신 天照大神는 여성이었다는 점, 따라서 神事이기 때문에 여성은 안  된다는 것은 여인금

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日本書紀의｢유랴쿠천황(雄略天皇)13년｣에는 천황이 

여관(女官)을 불러 모아 스모를 하도록 하 다는 기록도 있다. 이 기술로 알 수 있듯이｢여인금

제는 전통｣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막번 체제의 붕괴와 

함께 그 때까지 다이묘(大名)로부터 보호를 받던 리키시(力士)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관객을 늘리기 위해 明治 5년에 여성의 오즈모 관람을 허가하

고, 여인금제의 전통을 잇는 마츠리의 약 3할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여성 참가자를 허락하고 

있어서, 결국 전통이라는 것은 붕괴되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도효의 여인금제는 단순 여성

차별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시점은 바로 슈겐도(修験道37))와의 관련한다. ケガレ는 神事의 

금기로써 강조되어 9세기 초에 伊勢를 중심으로 확 되었다. 9세기 중기부터 혈의 ケガレ가 

37) 奈良 시 의 수도자인 役小角를 시조로 하는 교(密敎)의  한 파로, 주법(呪法)을 닦고 험(靈驗)을 
얻기 위해 산속에서 수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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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명확히 되었으며 출산의 기피는 9세기 후반, 월경의 기피는 10세기 중엽에 왕권과 

도시의 이데올로기로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중심이었던 왕도(王都)로부터 주변을 향한 ケガ

レ의 동심원(同心圓)은 그 외부에 있는 먼 산(山)에서는 반전하게 된다. 산은 청정한 공간이며, 

내부에 한 외부로 의식되어 도시의 ケガレ의식을 정화하는 장소 다. 엄격한 정진결재(精進

潔斎)를 요구하는 수행에 의해 귀족들은 청정한 성지로 들어가 ケガレ를 제거하여 맑아짐과 

더불어 극락왕생을 기원하 다. 그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 슈겐이며 도시와 산악을 연결함과 

동시에 정결한 지역으로서의 산을 여인결계 의식으로 순화시켰다. 高取正男씨는 길함과 흉함, 

淨함과 ケガレ의 립개념을 조작하고 금기의식을 비롯한 증식이 시작된 것은 그러한 어휘를 

가져온 외래문화에 일찍 접한 귀족들이었다고 한다38). 

나라시  말기에 시작된 금기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외래 어휘나 개념이 민속과 융합하여 

금기를 다시 만들어 내는 양상을 시사하고 있고, 불교가 가져온 불교의 정(淨)과 예(穢)의 

관념이 길흉의 그것과 연계되고, 더구나 그것이 음양이원론을 지탱하여 후에 신도 교설의 

기초가 되어, ケガレ의 표적인 세 가지 삼부정(三不淨)인 백(産의 ケガレ)·적(血의 ケガレ)·

흑(死의 ケガレ)의 문제와 얽히면서 배불론(排佛論)의 논거가 되기도 했던 것은 역사의 야유라

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ケガレ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재액을 미연에 예견하고 제거하는 음양도의 관여도 현저하다

고 할 수 있다. 음양사는 인간에게 불쾌한 감정을 환기시키기 위한 죽음, 혈, 병, 재해, 원령, 

괴물, 범죄 등을 모두 ケガレ로 인식하여 금기를 증 시켰다. 다시 말해 淨과 穢, 길과 흉이라

는 립개념이 조작되어 최종적으로 여성을 꺼림과 ケガレ가 결부된다. 금기라는 소극적인 

일군의 규칙 속에서 ケガレ가 돌출하여 산이라는 정(淨)한 성질을 띠우는 장소에서 적극적인 

금기로 변모하여 슈겐도의 성립과 여인결계의 정착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인결계

에 다른 산과 마을의 분리는 새로운 요소 을 것이다. 신불혼효는 금기의 재편성을 요구하

을 것이고, 수행장인 산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여인결계를 정착시킨 요인

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슈겐은 출가자가 아니라 반승반속(半僧半俗)을 원칙으로 하는 처(帶

妻)자 들로, 계율을 달리 해석하거나 결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 다. ケガレ관념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결계로 분단된 산과 마을이라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나누고 무녀와 동조

하여 남녀 직능자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도 도입되고 있다. 즉 여인금제의 근원적인 유래로서 

성역유지를 위한 정당화 사고를 강화하 던 것이다. 그 흐름의 근저에 있는 것은 ケガレ 

개념을 조작하고 객체화하는 것에서 공간에 차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인금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위에는 이와 같은  경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역의 산도 현실생활

38) 高取正男(1979)神道の成立平凡社、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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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변 여성들에 의해 지탱되고 기능하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속과 

신앙 속에서 여인결계는 다의적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고 그 존재를 둘러싼 항은 현 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 왔듯이 일본여성에게 있어 변함이 없는 규칙은 그 이유로서 여성의 ケガレ관

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 에 있어서도 <여성 최초의~>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 아닐까 한다. 

무의식 중 역사 중에 생성되어 변용되고 다시 창조하는 관행이 민속학의 역할이지만, 고

로부터 중세 나아가 근 라는 흐름 속에 ケガレ사상의 전개는 복잡하게 전개되어 현 에 

와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 스스로 고정된 범주를 탈피하고 동시에 남녀 모두 그 카테고리

를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4. 결론

우선 일본에서 여성의 월경이나 해산과 관련한 ケガレ의식의 원인으로서 남성 우위적 사회, 

그리고 불교의 淨穢사상을 거론하는 견해의 일반성에 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여인

금제를 생산하는 과정에 해, 보다 구체적으로 시 별 변천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세부적으

로 논문으로서의 유의함을 찾을 수 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의 고찰을 통해 필자는 나름의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는 ケガレ라고 인식되는 것이 혈 그 자체인지, 아니면 혈의 뒷면에 가려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혈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감각적인 것, 또는 남녀와 관계없이(남성

이 상처로 출혈을 보이는 등)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경우 현실적으로 혈이 발생하지 

않으면(보이지 않으면) 거리낌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상중(喪中)에 여성의 월경이 

이어지면 ケガレ한 여성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 해산을 위해 산실에서 금기를 지키는 여성의 

경우는 ケガレ개념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해산 후 장기간 산실에 머물러 있는 

것에 한 이유는 따로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즉 혈 그 자체가 아닌 그 뒷면에 

가려진 것에 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민속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일상의 

밸런스를 깨고 여성으로서의 력(靈力=에너지)을 감퇴시킨다고 하여 산실에서의 금기를 지

키고 있지만, 해산 후에도 일정한 날짜가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혈의 ケガレ

라는 여성 차별적 시점만으로는 이 경우, 설명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회복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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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즉 ケガレ로 부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 

후 산실에서 오랜 기간 여성이 거주하며 금기를 지키는 것은 여성의 력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ケガレ개념을 력의 밸런스라는 시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일상의 ケ(일상의 여성의 력)가 황폐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ケガレ라고 하여 기피한다는 

시점을 의미한다. 가을 마츠리의 경우, 농경의 신은 곡물을 마지막으로 익히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됨으로써, 신은 전술하 듯이｢気枯れ｣의 상태가 된다. 그 신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이 신에게 올리는 祭り(제사)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즉 해산의 거리낌으로 산실에서 

나오지 않고 금기하는 ケガレ도 마츠리 등의 ハレ의 행사도 결국 력의 밸런스 유지를 위해

서이며, 바꾸어 말하면 ケ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의 

언밸런스적 개인적 경우가 ケガレ이며 그것을 회복하는 수단이 산실에서의 금기이며, 그 

외 공동체의 경우 ハレ인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고찰에 한 많은 의문점과 과제는 남아있다. 

그에 해서는 차기를 기할 것이다.

다만 사견을 간단히 피력하자면, 여성을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인생에는 소녀에서 처의 위치

로, 처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노파로 변해간다. 현 에서는 ケガレ의 관념은 희박해졌지만, 

생리를 생활의 리듬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 처가 되어 출산을 

하는 통과의례를 거쳐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나 인생관도 크게 바뀌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자각적으로 단계를 밟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가능성을 가지

고 있으며, 언제나 고정된 범주를 빠져 헤쳐나간다고 볼 때, 남녀 모두 기존의 카테고리를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합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인간을 차별화하고 분류하는데 적합한 표상이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매체가 되어 우열과 배제, 포섭이라는 가치관이나 분업과 분장이라는 기능분화를 

만들어 왔다. 이는 권력작용이나 사회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남성에게서 여성을, 여성에게

서 남성을 보는 시점뿐만 아니라, 제3의 시점으로서 신이나 부처 등 다른 차원의 존재, 양성을 

구비하여 성이 교차되는 존재, 아이나 노파 등의 성을 초월한 존재, 나아가 승려나 비구니 

등의 현세를 방기한 자 등, 다양한 입장을 도입하는 것으로 관점이나 견해도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 경제와 사회의 정황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은 성의 차이 즉 젠더를 둘러싼 상호관계 시점이나 인식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여인금제 그리고 여성에 한 ケガレ 의식에 해서는 이와 같은 성의 차이를 자각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삶의 방식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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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인의 생활의식과 부정관(不淨觀)

‒여인금제와 ケガレ의식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ケガレ가 지닌 속성을 창조적 방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ケガレ 그 자체가 바른 방향성의 힘을 생성한다는 사고가 

필요하며, 동시에 여성이 이러한 차별에 따른 열등함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 해결방법으로서 자기 내부로부터 힘을 
만들고 길러내어, 적극적으로 자신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일본의 여인금제사상과 
관련하여 ケガレ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고 그 속에 녹아들었는지 그 흐름에 따른 변천과정을 검토하여, 여인금제사상과 
ケガレ개념의 관련성 추구를 통하여 나름의 독창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ケガレ개념은 력의 밸런스라는 시점에서 해석한다. 그것은 일상의 ケ(일상의 여성의 력)가 황폐해지거

나 무너지는 것을 ケガレ라고 하여 기피한다는 시점에서 에너지의 언밸런스의 개인적 경우가 ケガレ, 그것을 회복하는 
수단이 산실에서의 금기이며, 그 외 공동체의 경우가 ハ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시간과 공간, 경제와 사회의 정황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나 역할이 시 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성의 차이 즉 젠더를 둘러싼 상호관계 시점이나 인식에 
따른다는 인식이며, 그 속에 여인금제 사상과도 맞물리면서 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인금제 그리고 여성에 한 ケガレ 의식에 해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차이를 자각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방식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The Japanese’s sense & Notions of suffer bad luck 

The meaning of KEGARE starts with is the balance of spiritual power. It’s called that depressing or falling down of KE 
is KEGARE, and then energy unbalance of avoding point of personal case is KEGARE, the method of recovery is ban of 
the cradle of sth. Public case except that can be called HARE. The time and place like that, changing relationship and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depending on the state of economic and society, different of sex, in other words, just follow mutual 
view point or awareness in gender. we can know that it interdigitate into the no admittance to wo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