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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본인들은 산의 신을 여신이라고 하는 신앙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 에서의 

일을 하는 산인은 끊임없이 산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의 여신에 사하면 보이지 

않는 가호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 산의 여신에게 사한 산인의 혼은 사후 산의 여신의 일부가 된다고 믿었다.1)

산속에서 생활하는 산인들만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산의 여신이 풍부한 수원을 

장하여 산 아래 마을의 농토를 윤택하게 해 다고 믿었다. 그래서 산을 신성시했었고, 

두려운 상으로 여기기도 하 다. 하지만 이러한 명산에 한 신앙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업과 환경, 그리고 사상에 따라 신앙의 상도 변화한다. 

하쿠산(白山)은 후지산(富士山), 다테야마(立山)와 더불어 일본의 3  명산 의 하나이다. 

이시가와 (石川県), 기후 (岐阜県), 후쿠이 (福井県)에 걸쳐있는 산괴이다. 하쿠산 신앙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15)
 ** 경상 학교 경남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宮家準(1988)大峰修験道の研究佼成出版社,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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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성한 곳이고 이 신앙은 하쿠산 아래 지역뿐만 아니라 호쿠리쿠(北陸) 지방 연안에서 

바다를 생업의 장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상이 되었다. 하쿠산의 신은 통 으로 

여신이었다. 하지만 여신의 모습은 늘 같은 것은 아니었다. 불교 유입 이 에는 시라야마히메

신(白山比咩神)이었다가 이자나미노미코토(伊弉冉尊), 불교가 정착하면서 묘리 보살(妙理

大菩薩), 신도의 향으로 구쿠리히메(菊理媛)로 그 이름을 바꾸어 간다. 

하쿠산 신앙과 제신에 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진 되어 있다. 신불습합에 련2)하여 다카

오카(高岡 1976)는 하쿠산에서의 불교 수용은 자연발생 인 지역신을 배척하지 않고 되

어 간다고 했다. 하쿠산만의 독특한 형식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을 다카오카는 하쿠산 방식

이라 하여 신의 세계로 슈겐도를 도입하는 선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별 하쿠산 

신앙의 개3), 일본에서의 음신앙4) 등이 있다. 하쿠산의 제신(祭神)에 한 연구는 하쿠산

기(白山之記)5) 다이 화상 기(泰澄和尙傳記) 등의 사료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하쿠산 

신앙 연구6)에서 언 하고 있지만 부분 이고 시 인 변화에 따라 시라야마 여신의 변용을 

보여주는 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 

본고에서는 하쿠산의 여신이 시 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호쿠리쿠(北陸)의 명산 하쿠산(白山) 

하쿠산은 이시카와  이시카와 군(石川県石川郡)의 오쿠치(尾口)･시라미네(白峰) 부락, 

기후  오오노 군(岐阜県大野郡)의 시라카와(白川)･쇼가와(荘川) 부락, 구죠 군 시로토리 

(郡上郡白鳥町)、후쿠이  오오노 시(福井県大野市)에 걸쳐있는 우리들의 총칭이다. 최

고 인 고센보우(御前峰)는 2702미터, 오난지미네(大汝峰)는 2684미터，겐가미네(剣ヶ峰)는 

2680미터인데 이 세 우리가 주 정상부이고 산능선에 이어진 별산(別山)도 있다. 태고부터 

몇 번인가의 분화를 반복해 온 화산체이다. 일본해를 건 온 북서 계 풍을 정면으로 받기 

 2) 高岡功(1976)｢北陸白山の霊山信仰｣日本民俗学108号　

 3) 西出康信(2010)｢江沼郡加越国境にみる白山信仰｣北陸宗教文化23号　

倉沢正幸(2010)｢信濃国小県郡地方における古代白山信仰の伝播｣信濃62巻10号(通巻729)
平泉隆房(2008)｢中世前期における白山信仰全国伝播の一考察｣日本学研究11号　

 4) 五来重(1976)｢日本の観音信仰｣大法輪43巻3号

 5) 長寛元年(1163) 加賀의　中宮神社의 長吏인 隆嚴에 의해 편찬되었다.
 6) 本郷真紹(2001)白山信仰の源流法藏館　　

下出積與(1986)白山信仰雄山閣　

高瀬重雄(1977)白山立山と北陸修験道名著出版, p.36, p.3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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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많아, 정상부근에서는 높이 10미터정도 쌓인다. 주 에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그 하얀 용은 유난히 에 띈다. 그 때문에 로부터 ‘시라야마(白山)’라 불 고, 곧 ‘하쿠산’

이라 칭하게7) 되었다. 풍부한 설로 데토리가와(手取川)、구즈류가와(九頭竜川), 나가라가

와(長良川)라는 3개의 큰 강의 수원지가 되어 가가(加賀), 에츠젠(越前), 미노(美濃)의 평야를 

윤택하게 만들었다.8)

하쿠산의 이름이 처음으로 국사(國史)에 보이는 것은 문덕실록(文德實錄) 인수3년(仁壽 

853) 10월의 ‘加加賀國白山比咩神從三位’라는 기사이다. 이 해는 긴푸신(金峰神)과 아사마

신(浅間大神)이 사의 열에 들어 간 해이다. 이 시기는 앙에 있어서도 산악수행이 시되었

고, 동시에 고산(高山)을 숭경하는 풍조가 생겼다. 승화3년(承和 836)에는 7개의 높은 산 즉 

히에이(比叡), 히라(比良), 이부키(伊吹), 아타고(愛宕), 긴푸(金峰), 가츠라기(葛城), 가부(神峰)

에서 칙(勅)에 의해 약사회과(藥師悔過)가 행해졌다. 헤이안 말기 하쿠산의 요한 기록 하쿠

산기(白山記)에 의하면 831년에 하쿠산 3반바(馬場)가 열리고 참배가 시작되었다고 했다.9)

하쿠산 개산조를 개 다이 (泰澄)라고 하는데 고  하쿠산 신앙부터 논하면 다이 는 

흥조에 해당한다. 다이 화상 기(泰澄和尚伝記)10)의 내용  하쿠산 개산과 련된 

승은 다음과 같다. 

다이 는 에츠젠국 아스와(麻生津) 출생으로, 귀화인이라고 한다. 14때 꿈에 십일면보살의 계시를 

받아 그때부터 매일밤 오치산(越智山)에 올라 수행했다. 다이 는 오치산에서 멀리 하쿠산의 신성

스러운 모습을 보고 틀림없이 숭경(崇敬)하는 신이 있는 산이라 믿었다.  설산에 올라가, 생을 

해 신(靈神)을 나타내겠다고 항상 생각했다. 

마침내 다이 의 꿈에 귀녀가 나타나 ‘ 감(靈感)의 때가 왔으니, 빨리 오 라’라는 계시를 받았다. 

요로 원년(養老 717) 다이  36살 때 그는 하쿠산 산기슭의 동쪽의 이노하라(伊野原)로 가서 심혼을 

 7) 白山을 훈독하여 시라야마로 부르던 것을 음독하여 하쿠산으로 부르게 된 것은 간분(寬文 1661) 이후이

다. 재에는 하쿠산이라 해야 통용된다. 신사명만 시라야마시메 신사이지만 국 각지에 있는 분사는 

하쿠산 신사라 부른다. 
広瀬誠(1971)立山と白山北国出版社, pp.22-23

 8) 高橋千劒派(2004)名山の日本史河出書房新社, p.259
 9) 高瀬重雄(1977), p.36, p.39
10) 일반  泰澄의 기 에 가장 오래되고, 비교  신빙성이 있다고 말해지는 것은 鎌倉時代末期(1322)에 

虎關師鍊가 쓴 元亨釋書이다 同書 卷15 万応編에 성덕태자, 엔노교자에 이어서 越智山 泰澄라고 

고 있다. 卷18 願雜編 神仙部에서는 伊勢皇太神宮 다음에 바로 白山明神를 거론하면서 泰澄에 하여 

고 있다. 天德의 泰澄和尙傳記는 虎關師鍊이 元亨釋書을 집필할 때, 당시 여러 가지 泰澄傳 에

서 天德2년(958)에 淨藏이 구술하고, 門人神與가 기록한 것을 가장 신용하여 채택하 다고 고 있어 

문헌 으로는 泰澄和尙傳記가 가장 오래되었다. 존하는 泰澄和尙傳記은 1325년의 古寫本으로 

金沢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下出積與　編(1986),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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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기도하니 날 꿈에서 본 귀녀가 나타나 ‘나는 이자나미이고 지 은 묘리 보살(妙理大菩薩)

이란 이름을 하고 있다. 하쿠산은 내가 신국국정(神務國政)을 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 신산으

로 올라 오 라’라고 하고 사라졌다. 

다이 는 신비감을 느끼고 하쿠산 정상에 올라, 미도리가이  근처에서 일심불란으로 수행했다. 

그러자 연못 속에서 아주 무서운 모습의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용(九頭龍)이 나타났다. 다이 는 

‘이것은 임시의 모습이지, 신불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염원

하자, 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빛나는 십일면보살 모습이 나타났다. 다이 는 감읍하면서 ‘말세의 

생을 구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하자 음은 잠자코 수 한 후, 그 로 사라졌다.

다이  기11)에서 이미 당시 하쿠산에는 신불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이

에 의에서 하쿠산은 산악불교의 수련장으로서의 국에서 명성을 얻게 된다. 하쿠산 선정

(禪定)과 련된 등산입구는 가가(加賀), 에츠젠(越前), 미노(美濃)의 3개의 반바(馬場)로 나뉘

어져 있었다. 반바는 신앙등산의 거 지를 말한다. 하쿠산은 지리 으로 3개의 에 걸쳐 

있다고 앞서 언 을 했었다. 그래서 정상까지의 루트가 자연발생 으로 3개가 생겼다. 각 

지역의 오시(御師)들은 농한기가 되면 정해진 단나바(檀那場)에 가서 포교활동을 하 다. 다음

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반바의 보(坊)로 오면 하쿠산 등배(登拜)에 만 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것은 각 반바의 경제과 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하쿠산 선정의 주도권을 

두고 반바끼리의 지나친 경쟁12)은 하쿠산 신앙의 오 이 되기도 했다. 

11) 가나자와문고 소장본이고 정 2년(1325) 필사본인 泰澄和尙傳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泰澄大師는 원래 越의 덕이라 불리었다. 2 越前国麻生津 태생이고, 父는 三神安角, 母는 伊野氏. 
태생은 白鳳 22년 6월 21일.  3 소년시기 道昭가 보고 신동이라고 감탄했다. 4 持統天皇의 大化元年(645)
에 靈夢을 봤다. 5 동년부터 越知山에 올라 수행. 6 大寶2년(702) 勅使伴安麻呂下向, 大師로서 진호국가

법사가 되었다. 7 동년　能登島에서 臥行者가 와서 隨從이 되었다. 8 和銅5년(712) 臥行者의 청을 받아들

이지 않았던 神部淨定이 운송하는 공미를 뺏어 越知山에 쌓아둠. 9 淨定發心하여 사에 隨從. 10 靈龜2
년(716) 靈感있었고, 養老元年 白山에 오르기 해, 大野의 隅이면서　筥川의 東인　伊野原에 이르러 

기도했다. 11 靈神出現하여 동방 林泉에 가라고 일러줬다. 12 그 林泉에서 신의 계시가 있었고, 神國의 

유래를 들었다. 13 더 나아가 白山 정상에 올라 신들을 받들었다. 14 養老6년(722) 永高天皇 병환 때 

大師의 기도에 의해 완쾌되었고, 천황이 불교에 귀의하자 護持僧이 되어, 禪師位를 받았다. 그 이후 

神融禪師로 불리게 되었다. 15 神龜2년(725) 行基菩薩이 白山에 참배하고, 사와 면했다. 16 天平8년
(736) 大師가 玄昉을 방문하여 장래 경론을 피력하고, 특히 ‘十一面經’을 방으로부터 받았다. 17 동9년 

천하에 疱瘡(천연두)가 유행하자, 칙령에 의해서 사가 십일면법을 행하자 유행병이 물러났다. 18 
천황의 귀의에 의해서 大和尙位와 이름을 泰証이라 받았는데 사는 아버지를 흠모하여 이것을 泰澄으

로 바꾸기를 청하여 허락받았다. 19 말년  大谷에 칩거했다. 20 神護景雲元年(767) 목탑 1만 基를 조 했

다. 21 동년3월18일 86세로 입 . 22 本書는 사의 유풍을 계승한 淨藏가 구술하고 神與가 필기한 

것이다. 下出積與　編(1986), pp.9-10
12) 신앙권과 신자의 來訪은 바로 社寺의 경제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은 어느 시 에

도 존재했었다. 에도시 에 하쿠산과 련된 사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天文十二年(1543) 結成宗俊은 越前馬場平泉寺　산하에 있던 牛首, 風嵐 兩部落이 결탁하여 白山頂上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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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쿠산은 고 부터 산으로 신성시되었다. 하쿠산에 기거하는 신들에 한 신앙을 

하쿠산 신앙이라 한다. 하쿠산의 신은 여신인데 다음 장에서는 산의 여신이 어떻게 변용되어 

가는 것을 살펴보겠다. 

 

3. 하쿠산 여신의 변용

3.1 시라야마히메(白山比咩)

하쿠산 신앙에서 하쿠산의 신은 여신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 의 일본인들은 신들이 

있는 곳이라 해서 산악을 신성시 했다. 한 신들을 모시기 해서 필요했던 것이 깨끗한 

강이었다. 그래서 아시구라지(芦峅寺) 이와쿠라지(岩峅寺)의 오야마 신사(雄山神社)는 조간지

가와(常願寺川) 주변에, 난타이산(男体山)의 산령을 모시는 닛코후타라산 신사(日光二荒山神

社)는 다이야카와(大谷川) 근처에 있다. 후지산의 산령을 모시는 센겐신사(浅間神社)는 와쿠

다마이 (湧玉池)가 량의 지하수를 분출하여 강이 되러 흘러나오는 지 에 있다. 시라야마

히메 신사(白山比咩神社)는 데토리가와(手取り川)에서 산령을 모시고 있다. 이 듯 고산의 

산령은 모두 깨끗한 계곡 에서 모시고 있다. 

하쿠산 설에는 데토리가와의 아쿠토노후치(阿久濤の淵)가 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

고, 하쿠산의 여신이 백마를 타고 처음 이 연못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연못 주변은 

부터 신성시되었다.13) 

시라야마히메신은 물에 사는 신 수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쿠산의 주신이 물의 여신이

라는 것은 하쿠산 평야를 윤택하게 하는 하(大河)의 수원이고, 이 지역 농경과 끊을 수 

社殿을 造營하고, 일거에 白山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여기에 놀란　加賀馬場 측이 조정에 송사를 

내어 加賀 측이 승소를 했다. 
明暦元年(1655)에　加賀의 尾添村가 白山頂上에 社殿을 개축했을 때, 越前側의 牛首村 등 16개 부락의 

부락민은 손에 무기를 들고 백산에 올라 돌을 쌓아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화살, 철포 등으로 加賀側에

서 올라오는 자들을 모두 쫓아버렸다. 이 일은 결국 加賀藩과 越前藩의 문제로 커 져서는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다.
寬文六年(1666) 加賀側에서 조정에 소송을 내어, 유리한 칙허를 얻자 尾添村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재차 

白山頂上에 社殿 造營을 착수하자 牛首村에서는 폭력으로 이것을 지하고 幕府에 소송을 내었다. 
1668년 幕府는 白山 산록의 18개 부락을 加賀와 越前의　両藩에서 몰수하여 幕府 직활령으로 했다. 
얼마 가지 않아 막부는 이것을 越前平泉寺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후 越前馬場는 크게 번 하지만 加賀馬

場는 쇠락하게 된다. 広瀬誠(1971), pp.116-120 
13) 広瀬誠(1971),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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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쿠산을 수원으로 하는 강은 데토리카와(手取り川), 구즈류가와(川) 나가라가와(長良

川) 쇼가와(庄川)이고 이들 강은 가가, 에츠젠, 미노의 평야를 윤택하게 하 다. 

고  시라야마히메신에 한 기술은 기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 민간신앙을 잘 구성하고 

있다고 말해지는요시츠네기(義経記)에서는 시라야마히메신을 용궁의 여신14)이라고 하고 

있고, 다이 화상 기(泰澄和尚伝記)에서는 미도리가이 에서 구즈료(九頭竜)가 했다

고 한다. 이 구즈료가 연못에서 나왔다는 것은 수신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한 산은 해상왕래의 요한 표식인데 동시에 풍우를 일으키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다. 

그래서 해상에서 잘 보이고 에 띄는 산은 해민들에게 있어서 해상안 을 기원하는 신이기도 

했다. 호수와 강, 바다를 생활터 으로 하는 해민들의 하쿠산 신앙에서도 하쿠산의 산신이 

여신이며 수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수신은 고사기의 우미사치 야마사치의 

얘기에서 보듯이 모든 물을 지배하기 때문에 농경민에게는 농업신이기도 했다.15) 

시라야마히메신은 수신이면서 해신, 농업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 은 

모두 물과 련있다는 것이다. 

3.2 이자나미노미코토(伊弉冉尊)

일본해에 면해 있는 호쿠리쿠 지역은 북규슈, 산인 등과 함께 륙문화가 일본해를 머 

들어오는 바깥 에 상당하여 당시는 최신의 륙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도래인이 가지고 간 신들을 모시는 곳이 많다. 속일본기에 소와 말을 살육하여 

한신(漢神)에게 제사지내지 말라는 지가 보인다. 말과 소를 죽여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륙의 제사 습 으로 이를 지한다는 뜻은 이미 642년 단계에 이것이 일본에 해서 지방에

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 같은 습 이 나가오카쿄(長岡京)시 16)에 와카사(若狭), 

에츠젠(越前) 양 지역에서 보이는 것은 도래계 신앙이 이 지역에 되어 있었음을 말해

다.17)

이즈모국풍토기(出雲国風土記)에 ‘옛날 고시인(北陸人)이 이즈모에 와서 연못을 고 제

14) 加賀国に下白山と申に、女体后の竜宮の宮とておはしましけるが、志賀の都にして、唐崎の明神に見

えそめられ参らせたまひて...
(가가국 시모하쿠산이라는 곳에 용궁의 여신이 있었는데 시가의 가라사키 묘진이 연정을 품어...) 

15) 高瀬重雄(1977), pp.32-33
16) 784年(延暦3年)부터 794年(延暦13年)까지 山城国乙訓郡에 있었던 首都. 간무천황(桓武天皇)의 칙령에 

의해 조 되었다.
17) 本郷真紹(2001),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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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쌓았다. 그 고시인이 살고 있던 장소는 고시라는 지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고시인은 호쿠리쿠에서 온 귀화인계의 사람으로 단순한 노무자가 아니고, 륙 래의 

토목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고시인이 토목사업을 한 것은 이자나미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고시의 토목

기술집단이 ‘자신들은 이자나미의 자손이다’라고 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이 기재 되었을 

것이다. 당시 귀화인이 일본신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것이 유행하여, 그것을 지하는 칙령

이 나올 정도 다. 훗날 기지야(木地屋)18)들은 고 다카(惟喬) 친왕의 자손이라 칭하며 국

의 산들을 덴카고멘(天下御免)으로 나무를 잘랐다고 하는데 이동 기술집단은 황실과 연 되

어 있다든가 황자의 자손이라고 표방하는 것이 특히 필요했을 것이다. 

엔기시키신명장(延喜式神名帳)등을 조사해 보면 이자나기 이자나미를 모시는 지역은 아와지

(淡路)섬을 심으로 하여 시코쿠, 오사카, 나라, 오우미(近江)를 거쳐 와카사, 에츠젠까지 뻗어있음

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메노히보코(アメノヒボコ)19) 등 유력한 귀화인의 활동범 와도 겹쳐진다. 

이것은 이자나기 이자나미신앙과 귀화인과의 사이에는 깊은 련성이 있음을 짐작  한다.

그런데 하쿠산을 연 다이  한 귀화인의 자손이고 이자나미 이자나기 신화권의 주변에 

해당하는 에츠젠의 사람이다. 더구나 다이 도 에츠고 고시군(古志郡)의 사람이라는 승도 

있다.20)

아와지를 심으로 하는 해인집단이 이자나기 이자나미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와카사만(若狭湾) 연안에까지 향을  것이라는 설21)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쿠산 신앙

에 이자나미 신앙이 습합된 것을 보여 다. 

3.3 묘리 보살(妙里大菩薩)

슈겐  산악불교의 보편화에 의해 시라야마히메신은 하쿠산묘리 보살(본지 십일면 음)

을 칭하게 된다. 칭호성립에 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구마노(熊野)와 호우키다이센(伯耆

大山)이 10세기경에 칭호를 받았다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묘리 보살은 수  사상에 

18) 기지야(木地屋)는 녹로를 이용하여 목재를 깎거나, 목재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데 세에는 양질의 나무

를 찾기 해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 다. 그들 직업의 조상을 고 다카 친왕이라 했다. 고 다카 친왕은 

헤이안 기 55  문덕천황(文徳天皇)의 제1황자이다.
19) 고사기 応神天皇에 한 기사에 나오는 인물로서 신라의 왕자이고, 아내인 아카루히메를 찾아 일본으

로 건 오기는 하지만 아카루히메는 만나지 못 하고 但馬国에 정착한다. 그의 후손이 神功皇后이고 

그의 아들이 応神天皇이다.
20) 広瀬誠(1971), p.110
21) 高瀬重雄(197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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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하쿠산곤겐이라 통칭되었다. 

하쿠산묘리 보살의 성립은 단순히 명칭의 변경이 아니다. 그것은 산록 각지의 하쿠산신앙

이 통일되어, 시라야마신이 시 가 요구하는 불교  보편성을 가진 새로운 신, 즉 보살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의해 시라야마히매신사는 제신에 ‘하쿠산묘리 보살’의 

이름을 사용하고, 신사를 ‘하쿠산본궁’이라 칭했다.22) 

묘리 보살의 본지불은 십일면 음보살이다. 다이 가 하쿠산 산상에서 십일면 음을 감

득했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수용한 수술자가 하쿠산 신앙을 이용하여 음신앙을 도입한 

것을 나타낸다. 음은 하쿠산곤겐의 성립후 단순히 본지로서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독립

인 음신앙이 일 부터 에츠젠 지역에 있었다. 음은 민간불교에서 세이익의 신(불)이

고, 보다 직 으로는 난에서 구해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해상에 조난의 기를 만나기 

쉬운 해민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신이었다.  음의 정토인 후다라구(補陀落)23)는 바다에 

가까운 산정에 있는 에서도 하쿠산과 결합되기 쉬웠을 것이다. 한 다이 화상 기(泰澄

和尚伝記)에 포창(疱瘡) 유행하자 십일면수법으로 진정시켰다는 것도 음신앙과 계있음

을 말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에츠젠은 신불습합의 선진지이고, 음은 일 부터 하쿠산과 

결탁되었다고 생각된다. 

국에서는 음보살에 한 신앙은 이미 육조시 에 확립되어 있었다. 구마라쥬(鳩摩羅

什)가 번역한 법화경 보문품(독립되어 음경으로 불린다)에 일심으로 나무 세음보살을 외

치면 칠난의 험에서 구해주는 자 비한 보살이라고 고 있다. 일 부터 성행한 것은 

화재 방 복, 수명연장이라는 세이익 인 측면이 도교와 상통했기 때문이다.  

기는 사자(死者)의 추선(追善)이 주 던 일본의 음신앙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쇼무

(聖武)천황기이었다. 계속되는 기근, 포창, 천연두라는 유행병과 조정에 한 반란 등 사회불안 

속에 변화 음에 한 신앙이 높아졌다. 변화 음이란 이 보살의 자유자재로 신변(神變)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천태계에서는 성 음(聖觀音), 천수 음(千手觀音), 마두 음(馬頭觀

音), 십일면 음(十一面觀音), 여의주 음(如意珠觀音), 불공연색 음을 6 음이라 부른다. 십

일면 음은 상당히 특이한 음으로 기원은 십일황신(十一荒神)이라는 바라몬의 신들이다. 

날씨와 강우를 지배하고, 한번 화가 나면 생물 목을 멸망시켜버리는 무서운 신이다. 황신의 

강한 힘은 이 되면 엄청나게 두렵지만 아군이 되면 강력한 수호신이 된다. 음신앙이 

하쿠산 신앙과 결부된 것은 특별히 강력한 복제재성과 주술성에서 있다24)고 볼 수 있다.

22) 高瀬重雄(1977), pp.39-40
23) 補陀落는 범어로 potalaka라고 쓰고 음( 세음)보살이 있는 성지

24) 前田速夫(2006)白の民俗学へ河出書房新社,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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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쿠리히메(菊理媛)

가가(加賀)의 시라야마히메신사(白山比咩神社)의 주제신(主祭神)은 구쿠리히메 신(菊理

媛大神)이고, 배신은 이자나기(伊弉諾神), 이자나미(伊弉冉神)이다. 25) 구쿠리히메라는 신명

은 일본서기단 한  나온다. 고사기에는 기록이 없다. 제11권 일서(一書)에만 나오고 

바로 사라지는 여신이다. 

이자나기는 죽은 아내 이자나미를 데려 오려고 황천국을 방문하는데 추하게 변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을 친다. 그것을 알고 화가 난 이자나미가 남편의 뒤를 쫓아와, 황천국

과 이승의 경계인 요모츠히라사카(黄泉平坂)에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황천국

으로 통하는 길의 수꾼인 요모츠모리미치비토(泉守道者)와 함께 구쿠리히메가 나타나, 

양쪽의 말을 듣고 한 조언으로 화해를 시켰다. 그래서 이자나기는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신화에서는 이 때 구쿠리히메는 말다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 하는 설명은 물론 애  어떤 성격의 신인지에 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26) 

에도 시 에 들어가 하쿠산곤겐을 구쿠리히메신라고 하는 설이 유력해 지는데 이것은 요시

다신도(吉田神道)가 일궁기(一宮記)에 ‘白山比咩神社, 下社, 上社菊理媛、号白山権現’라고 

은 것에서 연유한다. 상사를 지 사정에 어두운 에도시 의 학자가 산상사(山上社)라 해석

하고, 지에서도 맹종한 탓에 많은 진설(珍說)이 생겼다. 사가(社家)나 사가(寺家)에서는 산상

(山上)과 본궁(本宮)은 본지와 수  계이고, 신으로서는 하쿠산곤겐=이자나미노미코토이다. 

이것이 바로 시라야마히메신이었다. 따라서 산상(山上)과 본궁은 동일신이다.  이 시기 지 

사료에 있어서도 산상과 본궁이 별신이라는 설은 없다. 상사(上社)란 하쿠산본궁이 문명12(文

明 1460)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삼궁(三の宮)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후 제신은 2좌가 된다. 

요시다 신도에서는 이것에 의해 본궁을 하사(下社), 삼궁을 상사(上社)로 하고, 삼궁에 신명이 

없는 것을 본궁 이자나미노미코토에 맞게 일본서기에서 구쿠리히메를 찾아 모신 것이다.27) 

구쿠리히메가 하쿠산의 주신으로서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유일신도의 창시자인 요시다 

가네도모(吉田兼倶 1435-1511)가 술한 이십이사주식(二十二社註式)이다. 여기에서 요시

다는 오오에 마사후사(大江匡房)가 찬술했다고 해지는 扶桑明月集-실물은 해지지 않음

25) 美濃白山長滝神社의 제신은 伊弉諾尊, 伊弉冉尊이고, 越前平泉寺白山神社의 제신은 伊弉諾尊, 伊弉冉

尊　大日霎貴命이다. 각각의 신사가 어떻게 제신을 선택했는지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伊藤雅

紀(2002)｢白山信仰史研究の現状と今後の課題｣神道史研究50巻3号, p.391
26) 戸部民夫(2007)日本の女神様がよくわかる本PHP文庫, pp.53-54
27) 高瀬重雄(1977),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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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쿠리히메가 하쿠산의 주신이라는 기록과 히에이잔의 객인사(客人社)에 해서 ‘女形, 

第五十第桓武天皇卽位延歷元年. 天降八王子麓白山. 菊理比咩神也’라고 고 있는 것을 인용

했다.28) 

하쿠산(白山)의 여신인 시라야마히메는 다른 이름으로 구쿠리히메(菊理姫)라고도 하는데 

구쿠리(菊理)라는 이상한 이름 자체가 미스테리이지만 이름 뜻에 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그 에 하나로 ‘묶다’의 뜻을 가진 구쿠리(括り)’의 의미로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사이를 재한 신화에 련된 신명(神名)이라는 설이 있고, 그 외에도 실을 잣는다는 의미에서 

시라야마 기슭의 양잠에 계의 신앙29)에서도 엿볼 수 있고, ‘빠져나가다 잠수하다’(潜る)의 

뜻에서 물의 신과의 계, 혹은 ‘들어주다’(聞き入れる)가 화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하쿠산의 개산자인 다이 의 가계가 도래인이라는 것과 련하여 다이 가 하쿠산 정상에 

모신 것은 고쿠리히메(高句麗媛)라는 주장도 있다. 고쿠리히메의 발음이 구쿠리히메로 화

하는 것은 자연스런 상이며, 고구려가 멸망할 때 많은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 오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숭경하는 신과 같이 들여왔다고 했다.30) 

이상 살펴보았듯 요시다신도에 의해 제신의 성격을 가지게 된 구쿠리히메이지만 이자나기

와 이자나미의 재, 양잠, 물의 장 등에 생활과 한 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는말

하쿠산은 호쿠리쿠 지역의 명산이다. 호쿠리쿠 지역은 지형상 한반도에서 들어가는 문화 

유입창구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륙문화의 흔 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하쿠산이라는 산을 신앙의 상으로 삼고 신앙을 모은 것을 하쿠산 신앙이라 한다. 

사시사철 정상에 하얀 으로 덮여있는 하쿠산의 용은 농경민이나 해민 산민 모두에게 두려

움과 외경의 상이었다.  하쿠산의 신은 오래 부터 여신이라고 생각했었고, 신사의 제신 

한 여신이다. 재 이시가와 의 츠루기에 있는 시마야마히메 신사의 주제신은 구쿠리히메

이고 배신은 이자나기와 이자나기이다. 

본고에서는 하쿠산의 여신이 시 에 따라 외부의 사상에 따라 변용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보

았다. 하쿠산의 신인 시라야마히메는 불교이  토착신앙일 때는 수신의 성격이 강했다. 수원

28) 前田速夫(2006), p.23
29) 高橋千劒派(2004), p.262
30) 下出積與(1986),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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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산의 신을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풍요의 신이었고, 일본해를 생활의 터

으로 삼고 있던 해민들에게는 멀리 보이는 하쿠산은 바다에서의 안 을 지켜주는 신이었고, 

항해의 지표 다.   

호쿠리쿠 지역은 한반도의 도래인들이 많이 정착한 곳이다. 그런 연유로 일 부터 도래인의 

문화가 이식되었다. 도래인들은 기술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반도문화와 이자나

미 신앙이 습합되어 하쿠산의 신을 이자나미라 했다.  

불교가 유입되고 산림수행이 개되면서 산은 불교의 향하에 두어진다. 그 때 토착신앙의 

배제가 아니라 흡수하는 형태로 나아간다. 물론 이것은 하쿠산만의 상은 아니다. 산악불교

의 향으로 시라야마히메는 묘리 보살(하쿠산곤겐)로 바 고, 본지수 설의 향으로 묘리

보살의 본지는 십일면 음보살이 된다. 보살들 에서도 특히 음보살에 한 신앙이 

융성했던 것은 음보살 신앙에는 복, 수명연장, 화재 방 등 세이익 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에도시 가 되면 요시다 신도를 심으로 불교에 한 비교우 를 하려는 움직임 속에 

고  신들에 하여 재조명한다. 이때 언 된 것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구쿠리히메이다. 

이자나미와 이자나기 사이를 재했다는 것을 하쿠산과 연 시켜 하쿠산의 여신을 구쿠리히

메라 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산을 신앙의 상으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산의 신이 변용되어 간다. 즉 당시의 사상, 생활터 , 생산과 련되어 여신의 이름과 

그 역할이 바 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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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의 명산과 여신

‒ 하쿠산을 심으로‒
하쿠산은 호쿠리쿠 지역 3개의 에 걸쳐있는 산으로 사철 정상에는 이 녹지 않고 하얗다하여 그 이름이 하쿠산이라 

한다. 하쿠산의 신은 오래 부터 여신이라고 생각했었고, 신사의 제신 한 여신이다. 재 이시가와 의 츠루기에 있는 
시마야마히메 신사의 주제신은 구쿠리히메이고 배신은 이자나기와 이자나기이다. 

하쿠산의 신인 시라야마히메는 불교이  토착신앙일 때는 수신의 성격이 강했다. 수원지인 산의 신을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풍요의 신이었고, 일본해를 생활의 터 으로 삼고 있던 해민들에게는 멀리 보이는 하쿠산은 바다에서의 
안 을 지켜주는 신이었고, 항해의 지표 다.   

호쿠리쿠 지역은 한반도에서 문화가 유입되는 창구이기도 했다. 그런 향으로 일 부터 도래인의 문화가 이식되었다. 
도래인들은 기술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반도문화와 이자나미 신앙이 습합되어 하쿠산의 신을 이자나미라 
했다.  

불교가 유입되고 산림수련이 개되면서 산은 불교의 향하에 두어지는데 그 때 토착신앙의 배제가 아니라 흡수하는 
형태로 나아간다. 산악불교의 향으로 시라야마히메는 하쿠산곤겐으로 바 고, 본지수 설의 향으로 하쿠산곤겐의 
본지는 십일면 음보살이 된다. 

보살들 에서도 특히 음보살에 한 신앙이 융성했던 것은 음보살 신앙에는 복, 수명연장, 화재 방 등 세이익
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에도시 가 되면 요시다 신도를 심으로 불교에 한 비교우 를 하려는 움직임 속에 고  신들에 한 재조명한다. 

이때 언 된 것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구쿠리히메이다. 구쿠리히메와 명계의 련성을 하쿠산과 연 시켜 하쿠산의 여신을 
구쿠리히메라 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산을 신앙의 상으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산의 신이 변용되어 
간다. 즉 당시의 사상, 생활터 , 생산과 련되어 여신의 이름과 그 역할이 바 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mous mountains and goddesses of Japan

‒ About Mt. Haku ‒
Mt. Haku straddles three prefectures in the Hokuriku area. Its name is derived from its permanent snowcap, and it has been 

host to many traditional gods of Japan since antiquity. The main goddess of the mountain is the Japanese creator figure Izanami. 
Shines on the mountain are dedicated to other figures with the Tsurugi shrine in the Ishkawa Prefecture area dedicated to Gukurihime, 
and Izanagi and Izanami venerated overall. 

Shirayamahime, the traditional, pre-Buddhist goddess of Mt. Haku and its sources of water, had strong marine aspects, and 
offered prosperity to the village farmers and the fisherfolk who lived at the base of the mountain. She promoted safety and 
prosperous voyages.The Hokuriku region was also a gateway for Korean culture, thanks to the arrival of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in early times. Many of the immigrants brought technical skills from Korea to the area, and their culture 
combined with the dominant religion of Izanami, supplanting the older faith.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and the development 
of monastic culture throughout the forests on the mountain, brought about a merger with the traditional religion. This ‘mountain 
Buddhism’ led to the merger of the older Sirayamahime figure with the 11-sided Buddhist Mercy goddess, as Hakusamgongyen, 
under the Honji-suijaku premise that Indian gods manifested as native Japanese deities. Faith in the Mercy Goddess was popular 
thanks to the great practical benefits it offered, including events through the hot Summer period, methods of life-extension, 
and focus on fire prevention. The arrival of the Edo period brought about another shift in the local religion, with the deities 
moved to better positions in Buddhism through Yoshida Shinto. Gukurihime was mentioned at this time in Nihon Shoki,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goddess and the netherworld ties to Mt. Haku, with Gukurihime taking on the mantle of the mountain 
goddess. It can thus be seen that the gods of the mountain have been endlessly transformed around the steadfast mountain 
by the people who call the area home. The names of the goddesses and their roles shift and change depending on the concepts 
of the times, the general location of the people in relation to the mountain, and the culture and technology being u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