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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야마 미키의 삶과 ‘폭력’:
천리교 사상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임 태 홍

I. 머리말
약자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
나 약자가 될 수 있으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항상 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이 중시되고 권리가 존중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몹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약자는 항상 ‘폭력’의 위험에 놓여있다. ‘폭력’이란 ‘난폭한 힘’, 또는 불법적으
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러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 다른 사람의 의
도에 반해 특정 의도를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 수단을 행사하는 것이
나, 사회적 측면에서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의지를 다른 세력에게 강요하고 자신
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강제수단을 행사하는 것도 ‘폭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2)
‘폭력’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힘 뿐 만아니라 ‘언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폭력도 포함한다. 또 ‘합법적’이며 정당한 경우도 그것을 당한 쪽에서는
부당한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폭력’은 매우 주관적이며 애매모
1) 이희승 편저, 〈폭력〉,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2000.; 市古貞次외, 《日本國語大辭典》 제2판, 小學館, 2001.
2) 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 《철학대사전》, 동녘, 1990, 1346쪽.; 한국브리테니커회사, 《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 V23, 2000, 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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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것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자기에게 가해지는 어떤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
하였을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미친 영향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을 비교적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일본 천리교 교조 나카
야마 미키(中山みき, 1798~1887, 이하 ‘미키’라고 칭함)의 주변에 발생하였던 ‘폭력’과
이러한 폭력이 그의 사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3) 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도 한다.4) 미키의
삶과 사상을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폭력의 다양한
양상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나카야마 미키의 생애는 대략 3기로 나눌 수 있다. 태어나서부터 교단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종교체험 때까지의 시기(제1기, 1798년~1837년), 개인적인 종
교 활동에서 시작하여 정식적으로 국가의 허락을 받아 교단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
한 시기(제2기, 1838년~1867년), 마지막으로 메이지유신이라고 하는 정치·사회적
인 변화에 적응하면서 근대적인 교단으로 발전해나간 시기(제3기, 1868년~1887년)
이다. 여기서는 각 시기에 미키가 어떠한 ‘폭력’에 조우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
였는지를 소개하고 그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미키의 사상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Ⅱ. 종교체험 이전(1798~1837)

3) 이 논문은 2010년 5월 22일, 일본사상사학회가 ‘일본사상사에서 바라본 종교와 폭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발표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수정한 것이다. 오랜 기간 묵혀 두었던 것인데 이번에 가다듬어 학계에 정식으로 발표한다.
4) 폭력이 폭력을 낳는 모습은 미키의 삶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미키의 양면
적인 모습을 포함해서 미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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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에 미키의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
력’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주로 종교체험 기록을 토대로 그를 둘러싼 ‘폭력적’ 환경을
고찰한다.5)

1. 미키의 성장과 결혼생활

미키는 1798년에 현재의 나라현(奈良縣)에 속한 야마토지방(大和國)의 니시산
마이덴 마을(西三昧田村)에서 태어났다. 위로는 5살 손위인 오빠가 있었다. 나중에
아래로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가 태어났다. 7살 되던 해에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글씨를 배웠으며 9살 때부터는 3년 정도, 요즘의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테라고
야(寺子屋)에 다녔다.
아버지 마에가와 한시치 마사노부(前川半七正信)는 오죠야(大庄屋)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에가와 집안은 대대로 그런 직책을 세습해오고 있었다. 오죠
야는 번(藩)과 각 마을을 연결해주는 중간 관리자로, 요즘으로 치자면 촌장, 즉 마
을 이장에 해당된다.6)
대지주 집안이면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미키의 성격은 내성적이었
으며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7)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비심이 깊었다고
한다.8) 12살이 되던 해에는 여승이 되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미키는 신심이 깊
5) 미키는 천리교 교단의 교조로서 교단 성립 초기부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은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격화가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가 종교체험 이전에 일찍이 ‘폭력을 당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미키에게는 폭력적인 상황
에 놓여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종교체험과 정신병리학의 관점, 그리고 경전 분
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6) 藪景三, 《天理敎敎祖中山みき》, 鷹書房, 1995, 10-11쪽.
7) 위의 책, 16쪽.
8) 위의 책, 18쪽.

연구논문_287

은 부모의 영향으로 정토종의 신자이기도 하였다.9)
그녀는 13살 때 결혼을 하였다. 요즘으로 친다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할 나
이인데 시집을 간 것이다. 상대는 10살 위인 나카야마 젠베에(中山善兵衛)로 아버
지의 여동생 아들, 즉 고종사촌오빠였다. 일본에서 부부사이에 이러한 친척 관계
는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고모가 어려서부터 조카인 미키를 잘 보아 자기 아
들과 맺어준 것이다.
고모부 집안은 당시 주위에 땅 부자로 알려져 있었다. 아울러 고모부도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마을 이장직(庄屋役)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나중에 그런
일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신랑은 몸가짐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으로 집안 하녀와
바람을 피워 어린 미키를 고통스럽게 만든 존재이기도 했다.
미키는 결혼을 하고서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 활동에 매우 열심이었는
데 1816년, 즉 19살 되던 해에는 젠후쿠지(善福寺)라고 하는 절에서 ‘오중상전(五重
相傳)’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의식을 치루기도 하였다. 그해에는 첫 번째 아이가 태

어나자마자 죽었다. 그다음 해에는 신랑과 내통한 하녀가 미키를 독살하려고 음식
에 독약을 넣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로 미키는 40세 되던 1837년까지 아들과 딸 다섯을 낳게 되는데 그중에
딸 둘을 어려서 잃었다. 육체적으로도 계속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큰집안의 적
지 않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해야하는 중압감등에 심신이 몹시 쇠약해져 있
었다. 출산과 육아, 밭일, 고용인들에 대한 관리 등 많은 일들이 미키의 몫이었다.
뿐만 아니라 16세경부터는 시부모가 은퇴함으로써, 집안 살림 일체에 대한 실권
까지 가지게 되어 정신적인 부담도 적지 않았다.10) 이러한 정신적인 부담이 결국
1838년의 종교체험으로 폭발한 것이다.
9) 위의 책, 16-17쪽.
10) 위의 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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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종교체험 때까지의 미키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미키가 구체적으로 어
떤 ‘폭력’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매우 어려서 시집을 갔으며, 신랑과 나
이차이가 많았고, 신랑이 바람을 피워 그 피해로 독살의 위협까지 처했던 상황을
보면 미키의 생활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성적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데다 몸이 약했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며 또 유산 경험까지
있었고, 아이들을 어려서 잃은 것 등 여러 사건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을 것
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종교체험

1838년 41살 되던 해 10월, 나카야마 미키는 자기 집안에서 열렸던 굿에서 신
대를 잡다 신에 들리는 체험을 하였다. 미키 집에서 굿을 하게 된 것은 아들과 신
랑, 그리고 미키 자신 등 3사람 모두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들은 발병, 신랑은
눈병, 그리고 자신은 허리 병에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일시에 치료하려고 굿
을 하였는데, 도리어 자기 자신이 신에 들려버린 것이다.
미키의 종교체험에 대한 기록은 《천리교 교조전》에 소개되어 있다. 그 이외에
도 다소 다른 내용의 체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교인들이 남긴 기록
이나 당시 경찰서에 제시된 기록 등인데, 여기서는 《천리교 교조전》 기록에 근거
하여 살펴본다.11)
먼저 신을 만나는 장면이다.

11) 天
 理敎敎會本府, 《校本 天理敎敎祖傳》, 1956, 1-9쪽 참조. 교조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종교체험의 내용은
천리교 교단이 순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中山正善의 《こふきの硏究》(成人譜その三, 天理敎道友社, 1957年初版, 1997, 142-145쪽)에
수록된 小松本十八年本〈神憑略記〉에 묘사된 실지 체험의 내용을 보면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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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들린 나카야마 미키는 두 손에 들고 있던 신대를 격렬하게 흔들면서 갑
자기, 위엄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으뜸인 신(元の神), 진실
한 신(實の神)이다. 이 집터에 인연이 있어 이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미키를 신(神)의 사당으로 삼고 싶다.” 그곳에 함께
참석해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은 너무도 놀라서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의 목소리였고, 그 계시 내용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을 비롯한 친척들은 신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에게 부탁하였다. “모처럼 요청하신 것입니다만, 애들도
많고 마을의 일을 돌보는 등 저희들은 바쁜 집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
습니다. 다른 곳에 훌륭한 집도 많이 있으니까, 부탁하옵건데 다른 곳으로 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신은 이러한 부탁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카야마 미
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엄숙해지고, 그 모습도 점점 더 격렬해졌다.

계속해서 신이 된 미키와 사람들의 실랑이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신에게, 잠시 서로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였으
나 달리 뾰쪽한 수가 없었다. “아직 아이들은 작고, 마을의 일도 보아야 되고,
지금이 한창 바쁠 때인데, 한 집안의 주부가 신의 사당으로 바쳐진다면 그 다
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의견을 모으
고, 모두 함께 신에게 “빨리 다시 올라가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카야마 미키의 모습은 더 험해지고 말투도 한층 더 거칠어
져 “누가와도 신은 물러서지 않는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것이 있을
지도 모르나,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모두가 과연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날
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다시 물러가기를 요구하였으나,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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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더 엄하게 되어 “‘으뜸인 신’의 생각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신이 말하
는 것을 듣거라. 들어준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
면, 이 집은 티끌도 없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렇
게 해서 미키는 3일간, 신대를 들고 앉은 채로 식사도 한번 하지 않고 휴식도
취하지 않고, 모습은 점점 더 엄숙하게 되었다. 어느 때는 조용히 앉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쩌렁 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신의 계시를 전하였다. 이때 손
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신대에 붙어 있는 종이는 산산조각이 났다. 밤낮을 가
리지 않고 끊임없이 신의 생각을 전하는 미키의 상태는 긴장과 피로로 차츰차
츰 악화되어, 그대로 두었다가는 생명까지 위험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미키의 남편은 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
다. 그래서 26일 오전 8시경, 굳게 결심하고 “미키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그때까지 격렬했던 미키의 모습이 처음으로 누그
러졌다.

위와 같은 체험을 살펴보면 미키는 체험 중에 매우 공격적,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안을 티끌도 없이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한다든지,
거친 말투로 “누가와도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식사도 하지 않고 휴식도 취하지 않고 가족들과 대결의 자세를 보이는 등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녀는 타인에 대해 구체적인 힘을 사용하기 보다는 신
의 이름을 빌린 언어적인 폭력,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적인 폭력을 구사함으
로써, 가족과 주위사람들을 제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미키의 체험은 또 정신병리학적으로 해리성 인격장애(Dissociativ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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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 즉 다중인격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12) 민간 신앙의 세계에서

는 무당이나 일반인이 가끔 신들린 상태가 되어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신으로 인
격이 바뀐다든가 혹은 죽은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의 경우에는 민간 풍습에 가끔 여우에게 홀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여우에게 홀린 사람은 여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일시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병리학에서는 다중인격 환자의 증상과 매
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13)
해리성 인격장애는 ‘해리성 주체성 장애’라고도 부른다. 주체성(identity)이란
동일성(同一性)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데,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서 일관하는 것
을 말한다. 즉 자신의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의 미키의 종교체험을 보면 미
키는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신이 된 인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다중인격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1) 둘 또는 그 이상의 확실히 구별되는 주체성 또는 인격 상태들이 존재한다.
(그 각각은 환경 및 자기에 대해서 지각하고, 관계하며, 생각하는 비교적 지속
적인 독자적 양식을 가지고 있다.)

2) 적어도 두 개의 이들 주체성 또는 인격 상태들이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행
동을 통제한다.
3)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기억할 수 없으며, 이는 일상적인 망각으로는 설명할

12) 해
 리성 주체성장애라는 명칭은 DSM-Ⅳ(미국 정신의학회 진단기준)에서 부여한 명칭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 버전인 DSM-Ⅲ에
서는 ‘다중인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유엔 산하의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국제질병 분류에는 ‘다중인격장애(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다중인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다.
13) 손진욱 외, 〈무업자의 정신병리 및 성격특성에 관한 고찰-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3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3, 637
쪽 참조.
14) 와다 히데키, 《다중인격-내안에 살고 있는 타인》, 이준석·임태홍 옮김, 학지사, 2004, 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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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심각하다.

미키는 3일 만에 신의 인격에서 자신의 인격으로 돌아왔지만 나중에 다시 신
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을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 또 미키는 다섯째 딸 고칸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정신 이상 상태가 되고”, “41세, 텐뽀(天保) 9년 봄쯤부터 어
쩐지 몸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해 겨울이 되고나서부터는 “이상이 드
디어 매우 심해져”,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가 때때로 기절을 하고 혹은 어떤 때에
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다가도 기절하고 사람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수차
례에 이르렀다.”15)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미키의 정신상태를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분
명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키의 정신상태는 그러한 상태에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미키의 종교체험에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키의 다중인격적 상황이 ‘폭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중인격은 그 발생 원인의 하나로 ‘폭력’이 지목되고 있다. 육체적이거나 성
적인 폭력을 당한 후에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충격을 다른 인격에 의해서 대신 받
아들이게 함으로써 원래의 인격의 파멸을 방지하는 것이다. 심리적인 방어기제라
는 것이다.
미키의 경우는 그러한 ‘폭력’과 관련된 기록이 없다. 그러나 그의 종교체험 가
운데 나타난 다중인격적인 모습은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폭력적인 환경에서 형성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종교체험 당시 미키의 나약한 자
아는 정상적인 인격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
다는 것은 분명하다.

15) 堀一郞, 《日本宗敎の社會的役割-日本宗敎史硏究Ⅰ》, 未來社, 1962,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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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단 창립시기(1838~1867)
이 시기는 미키가 생활가운데 직면하였던 구체적인 ‘폭력’을 비교적 상세히,
문헌적으로 고찰이 가능한 시기다. 우선 이 시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
기는 미키의 ‘새로운 인격’이 강력하게 활동한 시기로 타자에게 ‘공격적’이면서 자
신에게는 자학적이고 ‘폭력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집안의 건물을 부수게 하고
집안 살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버려 가족은 고통을 받고 집안은 몰락하였
다. 후반 기간은 미키의 종교 활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기성 종교단체나 주변사람
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연한 ‘폭력’ 앞에 미키는 나약한 여성이
아니라 저항하고, 반항하는 종교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시기이기도 하다. 여
기서는 그러한 ‘폭력’적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
본다.

1. 나카야마 미키가 가한 ‘폭력’

이상한 종교체험을 겪은 뒤, 미키는 약 3년 동안 집안의 창고에 들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지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파업’이었다. 그동안
미키는 헌신적으로 가족들을 돌보며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왔다. 젖먹이 아이
가 있었고, 눈병을 앓고 있던 신랑, 발병을 앓고 있는 장남, 그리고 부자집의 살림
을 돕던 하인들이나 친척들 모두 미키의 손길이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다.
그러나 미키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신’을 모시는 일에만 전념했다.
3년간의 칩거가 끝난 뒤, 미키는 집안 살림을 주위사람들에 나누어 주기 시작
했다.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물건이며 살림에 필요한 가재도구, 곡식, 의복, 금전에
이르기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주어버렸다.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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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가난으로 떨어져라”고 한 신의 계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지만16) 사실상 자
기 학대나 마찬가지였다.
또 그녀는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없어지자 집안 건물의 지붕을 헐어내도록 요
구했다. 역시 신의 계시라는 이유였다.17) 가족들이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병적인 상태가 되어 자리에 누워버렸다. 자신
요구에 따라 사람들이 지붕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몸이 회복되는 이상한 증상이 동
반되었다. 어느 날은 또 “내일은 이 집의 높은 담을 헐어라”라는 신의 계시를 전하
고, 그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18)
미키의 남편은 부인 미키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거부했다
가는 미키의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지주 집안으
로 촌장까지 지낸 집안의 건물을 부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나카야마 집
안이 몰락해가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조롱과 비방을 일삼으며 한때는 마을의
촌장까지 지냈던 미키의 남편을 무시하고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남편에게도 비난
이 쏟아졌다. “시집온 아낙네가 집을 헐어라고 한다고 헌다는 것은 조상에 대해서
도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체면이 안서는 일이다. … 끝내 그런
다면 절교하겠다.”19)라는 말까지 들었다. 남편은 그런 일을 막아보려고 여러 방법
을 썼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53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미
키는 남편이 사망하자 바로 뒤에 안채를 모두 부셔버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
다.20)
집안의 남은 건물도 하나둘 헐어내게 하는 계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6) 대한천리교번역위원회, 《고본천리교교조전》, 대한천리교, 1997, 19쪽.
17) 위의 책, 21쪽.
18) 위의 책, 23쪽.
19) 위의 책, 22쪽. 일부 말투를 수정하여 인용함.
20) 위의 책,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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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경에 쓴 《오후데사키(おふでさき, 친필)》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이번에는 문 안에 있는 건물을 어서 서둘러서 헐어 버려라. 빨리 청소를 끝낸
다음에는 새로 건축할 준비 서두르기 부탁이야.21)

집안의 건물을 부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새로운 건물을 짓도
록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당시 집안의 건물을 부수는 행
위는 한 집안을 몰락시키는 일과 같았다.
이상으로 종교체험을 경험한 뒤 미키가 가족들에게 보였던 행동을 몇 가지 소
개하였다. 그러한 행동들은 대개 ‘자학적’인 것이었다. 자신과 가족을 곤란한 지경
에 떨어지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폭력’을 행하지는 않
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의 입장에서 미키의 행동은 일종의 ‘폭력’이었다
고 할 수 있다. 미키의 행위는 특히 ‘남편’에게 매우 ‘폭력적’이었다. 비록 남편을 완
력으로 제압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자학적인 모습을 모여 줌으로써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요구를 듣게 만들었으며, 남편으로 하여금 집안이 몰락해가
고 가정이 피폐해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전에 남편이 자신
을 고통으로 몰았던 상황에 대한 일종의 보복인 것이었던 셈이다.
미키는 왜 그렇게 행동하였을까? 그것은 미키의 새로운 인격이 그렇게 주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인격은 왜 공격적, 폭력적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미
키가 종교체험 이전에 ‘폭력적인’ 상황에 처해있으면서 그러한 성격을 내부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외부의 폭력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자아가 형성된 것이다.
21) 《 おふでさき》, 天理敎敎義及史料集成部, 天理敎敎廳印刷所, 1928, 3호-1~2. 《오후데사키》에서 인용은 호 표기를 사용함. 아울러 우
리말 번역시 천리교교회본부편, 《친필》, 2000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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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키를 향한 외부의 ‘폭력’

나카야마 미키는 강인하고 공격적인 새로운 인격 덕분에 자신을 둘러싼 ‘폭력
적’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원래의 인격’을 지킬 수가 있었다. 물론 그 ‘인격’
의 상태는 매우 나약한 것으로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곧바로 새로운 인격의 뒤에
숨어버리는 다중인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미키는 공격적인 새로운 인격
덕분에 가족과 주위 친척들을 제압하고 호령할 수 있었다.
미키의 종교적인 활동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미키가 56세였을
때, 즉 남편이 사망한 1853년 부터였다. 집안의 안채를 완전히 뜯어내고 나서 미
키는 17살 된 막내딸을 오사카에 보내 자신이 모시던 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22) 미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미키는 종교 신앙적으로 그 성공이 보
장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외부세력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폭력’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1864년의 일이었다. 미키가 다른 마을로 가서 40여 일간 체재하면서 신도들
의 병을 고치고 있었을 때였다. 인근에 살고 있는 의사 한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미키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여우에 홀렸느니, 너구리에 홀렸느니 욕을
하다가 완력을 쓰려고 했다. 그 순간 미키는 정색을 하고 엄숙한 말투로 “물어볼
말이 있으면 물어보라!”라고 대응하였다.23) 다행히 그들이 바로 철수를 하여 아무
일 없이 수습이 되었다.
같은 해 10월 인근 신사 앞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천리교 신자들이 집단으로
신사 측 사람들에게 붙잡혀 감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사 측에서는 신사
앞에서 비속한 악기를 울리며 제목을 올리는 행동을 보고 괘씸하다고 생각했던 것
22) 대한천리교번역위원회, 《고본천리교교조전》, 27쪽.
23) 위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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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4) 이 사건은 천리교 측이 잘못한 것이었다. 신사 앞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올린 자체가 도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사 측의 강력한 제
제와 위협을 받았으며, 천리교 교단 측은 일부 신자들이 떨어져나갔다. 이일은 교
단이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단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1865년 6월에는 승려 두 사람이 교단을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 그들은 칼로
다다미를 찢고 북을 찢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갔다.25) 이즈음 신도들이 늘면서 주변
신사에서는 신관들이, 사찰에서는 승려들이, 그리고 민간의 수도자들이나 의사
들이 미키가 일으킨 교단의 사정을 살펴보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였
다.26)
1866년 가을에는 민간의 수행자들이 찾아와 온갖 악담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신전으로 달려가 북을 찢고 등을 끊어서 떨어뜨렸으며, 문
을 찢고 부수기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교인들을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관
청으로 달려가 천리교 교단을 고발하였다.27)
이렇게 주변의 각종 세력들과 사람들로부터 ‘폭력’적인 공격을 받은 천리교 교
단은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포교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1867년
에 그 허가권한이 있는 요시다 신사에 교조의 아들을 입문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요
시다 신사의 허가를 얻고자 하였다. 요시다 신사는 당시 신사관련 종교단체를 관
리하는 신사였다. 당시 천리교측이 입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관청에 보낸 문서
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28)

24) 위의 책, 46-47쪽.
25) 위의 책, 51쪽.
26) 위의 책, 50-51쪽 참조.
27) 위의 책, 55쪽.
28) 위의 책,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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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저희 집에 천륜왕신(天輪王神)을 모시고 신앙하여 (중략) 그래서 그 신
앙의 소문이 널리 퍼져 요사이 사방에서 참배인이 몰려오는데, 이에 대해 신
도당국으로부터 방해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 죄송하고 난처한 지경입니다. 이
번에 교토의 요시다 가문에 입문할 생각으로 황공하오나 귀하의 추천서를 받
고자 출원하오니, 모쪼록 너그럽게 통촉하시어 요시다 씨에게 추천서를 써주
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륜왕신은 천리교가 믿는 최고신 ‘텐리오노 미고토(天理王命)’를 말한다. 천
리교측이 요시다 신사로부터 포교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신도의 일
파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천리교의 최고신이 신도의 신관
체계에 속하는 신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도의 신관 체계란 천황
의 조상신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고대의 일본신화에 자신의 최고신을 소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카야마 미키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최고신의 이미지와
는 상충된다. 미키가 신앙한 천리교 최고신은 바로 태양신(日神)과 달신(月神)이 융
합된 ‘어버이신’이며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이자나기신과 이와나미신을 합해 놓은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천황가의 태양신보다는 더 크고 더 권위 있는 신으
로 상정하고 있었는데, 현실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도의 체계로 들어가 보호를 받고자 한 것이 바로 이즈음 천리교의 전략
이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미키가 흔쾌히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교
단을 유지하기 위한 교단 간부들의 고육책이었다.
결국 천리교는 게이오 3년, 즉 1867년에 요시다 신사의 허가를 받았다. 이런
허가가 난 뒤에도 교단을 향한 ‘폭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1868년 3월
에 신자들이 모여서 의례 연습을 하고 있는 장소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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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 사실로도 그것을 알 수 있다.29) 거기다 같은 해 발생한 메이지유신은 요시다
신사의 허가장 자체를 아무 쓸모없는 휴지로 만들어 버렸다.

Ⅳ. 메이지유신 이후(1868~1887)
이 기간에 나카야마 미키는 메이지유신을 시작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교묘해
진 국가적인 ‘폭력’ 앞에 서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미키와 천리교 교단을 둘러
싼 ‘폭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폭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확립, 정립해나갔는지 고찰한다. 특히 이 기간 중
에 집필된 《오후데사키》를 통해서 1) 외부의 폭력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지, 2) 미키가 그러한 폭력 속에
서 그녀의 종교사상을 어떻게 형성해나갔는지 살펴보고, 3) ‘폭력’ 앞에 노출된 미
키 개인의 정체성 문제가 어떻게 ‘일본인’이라고 하는 집단의 정체성 문제까지 연
계, 발전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고찰해본다.
1868년 메이지유신이 일어난 바로 직전에 천리교 교단은 요시다 신사에서 정
식적으로 포교활동 허가를 획득하였다. 만약 메이지유신이 일어나지 않고, 도쿠가
와 시대가 계속되었다면 천리교 교단은 그 허가에 따라 자유스럽게 종교적인 활동
을 지속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면서, 요시다 신사의 허가증은 효력을 상실해버렸다.
메이지유신은 신종교교단에게 일종의 ‘재앙’이었다. 사회전반에 침투된 개화
사상은 당시 민간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많은 주술적인 풍습을 미신으로 몰고

29) 위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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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메이지정부는 이러한 개화사상을 근거로 수험도를 폐지하고(1871년 10월) 무
속, 굿, 신들린 기도·마귀·기 등을 금지하였으며(1873년 3월), 기도나 주술로 의
술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1874년 6월)30)
이러한 정책들로 막부 말기에 등장하여 세력을 넓히고 있던 신종교들은 대부
분 활력을 잃게 되었다. 예를 들면 금광교, 구로즈미교 등은 급격히 교세가 축소되
었다. 이들 교단은 메이지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잘 호응하지 못했다. 이점에서 천
리교는 매우 잘 적응해나갔다. 물론 그 중심에는 교조인 미키가 있었다.
메이지정부는 또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천황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
도를 국교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여, 그러한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도 전개
해나갔다. 메이지정부가 지향하였던 것은 ‘최고 위에 《고사기》·《일본서기》등에
기재된 신들과 역대 천황의 영혼을 받들고, 다음에 지방의 유명한 신사와 국가의
공신을 배치하고, 밑바닥에 각 마을의 수호신과 조상령에 대한 숭배를 두는 신들
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그 이외의 종교적인 것을 음사나 그릇된 종교로 배
척하여, 그러한 음사나 그릇된 종교에 휘말려 국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인
심을 지배 질서 속에 회복시키는 것, 이러한 전략에 따라 신사 신직의 국가 관리와
선교·교화를 추진하는 것’31)등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에 미키와 천리교 교단이
직면하였던 국가차원의 폭력은 바로 명치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1. 천리교 교단에 가해진 ‘폭력’

메이지유신 이후에 미키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구류를 살거나 유치장에 갇히
30) 야스마루 요시오,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종교변혁》, 이원범 옮김, 소화, 1979, 270쪽.
31) 위의 책, 189쪽에서 인용.

연구논문_301

게 된 회수는 약 18회에 달한다.32) 주로 그녀가 살고 있던 나라 경찰서와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상부에 있는 오사카부(大坂府) 경찰서의 지휘를 받은 것이다. 물
론 그 위로 올라가면 메이지정부의 종교정책과 신도국교화 정책과 긴밀한 연계되
어 미키와 그녀를 따르는 천리교 교인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1874년 어느 날 경관이 교단을 찾아와 신전에 있는 거울, 발, 등, 어폐 등을
몰수해갔다. 인근에 있는 오야마토(大和) 신사에서 천리교가 이상한 신을 섬긴다
면서, “기기(紀記, 일본신화)에 없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
로 마땅히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소노카미(石上) 신궁은 그 구역 사람이 이러한
이설을 부르짖도록 내버려둔 데 대해 단속이 불충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다. 조만간 날을 택하여 갈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
이다.33) 이윽고 나라 현청에서도 호출장이 날아오고, 교조에 대한 출두명령이 떨
어졌다.
미키는 지정된 장소로 출두하여 성심성의껏 심문에 응했지만, 미키를 취조한
사람들은 미키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미키가
취조에 응하면서 “어버이신에게는 온 세상 인간이 모두 한 자녀다. 한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 구제하고 싶다”, “물, 불, 바람이 모두 물러날 줄 알라” 등 이해할 수 없
는 발언을 자주했기 때문이다. 또 미키 자신이 ‘어버이 신’으로 자처한 것에 대해서
“그대가 참으로 신일 것 같으면 내가 4, 5일간 다른 데 갔다 올 것이니, 그 동안에
내 몸에 벌을 줘 보라.”고하면서 비웃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경찰은 미키의 집터
에 참배하는 사람들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34)
1875년에도 나라 현청에서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 미키는 신자 1명과 함께

32) 대한천리교번역위원회, 《고본천리교교조전》, 97쪽.
33) 위의 책, 99쪽.
34) 위의 책, 101-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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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가서 출두하여 심문을 받고 옥고를 치뤘다. 현청에서는 원래 없는 천리왕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병은 왜 낫는다고 하는가, 교단에서 증축
하고 있는 건물의 경비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등등을 물었다. 다행이 죄가 크지는
않아 벌금을 물고 풀려났다.
1877년에는 교단의 중요 간부가 나라 경찰서의 소환을 받아 40일간의 구류를
살고 벌금형을 받았다. 몰래 7가지 풀로 약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돌렸다는 죄목이
었다.
1881년 10월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혹세무민한다는 이유로 신도 몇 사람
을 경찰이 연행해갔다. 경찰에 불려간 신도들은 시말서를 쓰고 벌금형을 받았다.
미키도 시말서를 쓰고 벌금을 물었다. 이 당시 교인들이 제출한 시말서에는 미키
가 월일(月日)의 현신이 되었다는 점, 월일의 마음이 미키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세상은 월일이 창조한 것이라는 점, 인간의 병이란 월일의 꾸지람으로 나타난
다는 점, 월일이 인간을 창조한 집터에 감로대를 설치한다는 점 등이 서술되어 있
다.35) 이러한 사실들은 경찰이 볼 때는 모두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1882년 2월에도, 교조 외 6인에 대해 나라경찰서에서 벌금이 부과되었다.36)
또 5월에는 나라경찰서에서 직접 감로대를 파괴하고 몰수하였으며, 교조의 의류
등 14점을 압수해갔다.37) 감로대는 미키가 오랫동안 설치를 기원하고 있던 것이었
다.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9년에 미키는 《오후데사키》에 “이 세상 창조의 진기한
감로대, 이것으로 온 세상 안정이 된다.”38)라고 기록한 적이 있다. 그 후에 쓴 기록
에도,

35) 《고본천리교교조전》, 136쪽.
36) 《稿本天理敎敎祖傳》, 天理敎道友社, 1956년 초판, 2000년 제40판, 234쪽.
37) 《稿本天理敎敎祖傳》, 235쪽.
38) 《おふでさき》,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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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차츰차츰 단단히 일러준다. 감로대의 준비만을.”39)
“이것만 확실히 세워두면 아무런 두려움도 위태로움도 없다.”40)

라고 하여, 감로대에 대한 그의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감로대는 경찰로서는 혹세무민의 좋은 물증이었다.
천리교 교단의 수색을 지휘한 오사카 경찰은 ‘차압물건목록’에 왜 그런 물건을
압수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았다. ‘이 물건들은 명치14년 10월중에 기도나
부작을 위해 이용되었는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물건으로
사료되어 차압한 것임.’41) 말하자면 경찰로서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
므로 경찰의 행위를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억울하게 감로대를 빼앗긴
미키로서는 그것은 분명한 ‘폭력’이었다. 《오후데사키》에 미키는 자신의 심정을 이
렇게 적고 있다.

그러므로 감로대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으뜸인 장소이기 때문이야.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도 온 세상을 구제하고 싶어서.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에게
철거당한 이 섭섭함. 월일(月日)의 이 섭섭함은 참으로 예삿일이 아닌 거야.42)
이 섭섭함 어떠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감로대가 첫째의 섭섭함. 이 섭섭함 여
간한 일이 아닌 것이니, 어떠한 갚음을 월일 할는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
망 말라. 모두 각자들 해 둔 짓이야.43)

39) 위의 책, 9-46쪽.
40) 위의 책, 9-49쪽.
41) 《稿本天理敎敎祖傳》, 235-236쪽.
42) 《おふでさき》, 17호-36  40.
43) 위의 책, 17호-5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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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월일로서는 어떤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이제까지 가만히 묵과해 두었다. 자아
오늘은 날짜도 십분 임박해 왔다. 어떻든 갚음 않고서는 못 배겨. 이 갚음 어
떠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신의 섭섭함뿐 인거야. 이 섭섭함 여간한 일로 생각
말라. 첩첩이 쌓인 까닭인 거야.44)

이렇게 다짐하는 말을 보면, 미키는 경찰의 압수를 납득할 수 없는 ‘폭력’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미키는 경찰의 호출을 받고, 출두하여 구류 처분을 받
았다. 교단의 중요 제자들 4명과 함께 약 10여 일간 처벌을 받았는데 주요 이유는
와비코(我孫子) 사건이라 불리는 ‘불법적인’ 활동 때문이었다.45) 와비코 사건이란,
오사카 인근의 와비코란 마을에서 1882년 9월경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말한다. 어
떤 열성적인 신자가 콜레라 환자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칼로 환부를 도려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건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무 텐리오노 미고토,
나무 텐리오노 미고토’라고 천리교의 신명(神名)을 외우고 있었고, 역병을 물리친
다고 하는 천리교의 부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리교 교단이 불법적인 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나중에 사건을 일으킨 천리교
신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천리교 교단 지도자들도 10여일 만에 석방이 되었다.
미키는 평소에 질병은 자신(월일신 혹은 어버이신)이 인간에게 벌을 내린 것이
라고 교인들을 가르쳤다.
44) 위의 책, 17호-64  67.
45) 《稿本天理敎敎祖傳》, 243-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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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라 해도 세상 보통 것과 다르니, 신의 노여움 이제야 나타났다. 지금까
지 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 부득이 표면에 나타낸 것이다. 이토록 신의 섭
섭함이 나타났으니 의사도 약도 이에는 당할 수 없다.46)
생각하라. 질병이란 전혀 없다. 신의 길잡이 훈계인거야. 조그마한 눈병도 부
스럼도, 신경증도 아픔도 신의 인도야.47)

그는 콜레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였다. “몸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질
병이 아니라 월일의 손질이야. 세상에서는 콜레라라고 하고 있지만 월일의 섭섭함
을 알리는 거야.”48)라고 그것은 자신의 ‘손질’이라고 단언하였다. 또 “다음에는 어
떤 질병도 어떤 일도 모두 구제할 테다.”49)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질병을 고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사건을 일으킨 신자는 신앙
의 힘으로 콜레라를 고치려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미신을 퇴치하고, 근대적인 의
술에 의해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 메이지정부로서는 충분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처
벌이었지만, 미키와 교단의 지도자들로서는 역시 ‘폭력’으로 기억되는 사건이 되었
다.

2. ‘폭력’에 대항하는 미키의 정신세계

앞서 소개하였듯이 경찰이 미키나 천리교 교인들에 대해서 가한 ‘폭력’은 어디
까지나 합법적이며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를 ‘폭력’

46) 《おふでさき》, 1호-25  27.
47) 위의 책, 3호-138  139.
48) 위의 책, 14호-21  22.
49) 위의 책, 12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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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미키나 미키를 따르는 신
자들은 그것을 ‘폭력’으로 여겼다. 다음 문장에서 그런 심리를 잘 읽을 수 있다.

교조님은 여든 고개를 넘어서부터 경찰서로 감옥으로 끌려가 빈번이 옥고를
겪으셨다. 그러나 죄가 있어 당하신 것은 아니다. 교조님이 세계 구제의 길을
일러주시고, 또 신기한 도움이 나타나자, 그에 따라 세상의 반대도 점점 격해
지고 단속도 갈수록 엄해졌다. … 신기한 도움이 속출할 때마다 반대 공격의
소리는 각지에서 나라 경찰서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공격의 화살은 모두
집터와 교조님께로 향했다.50)

폭력적 상황에 처한 미키의 대응방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미키가 89세되던 1886년 겨울에 발생한 사건은 미키의 대응방식을 잘 알게
해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키는 당시 경찰서의 추운 유치장에 감금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키가 “마디, 마디에 새싹이 돋는다...”라고 중얼거렸다. 감
시를 하고 있던 순사가 “이 여자가!”라고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미키
를 돕고 있던 아이가 “할머니! 할머니!”하면서 미키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미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여기에 할머니는 없다. 나는 ‘하늘의 쇼군’이다.”고
외쳤다. 그 모습이 너무도 당당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이 소
름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51)
위엄에 서린 목소리로 자신이 하늘의 쇼군이라고 외쳤다는 것은, 다중인격적
인 경향이 많았던 미키가 갑자기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격은 순사의 고함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50) 《고본천리교교조전》, 119쪽.
51) 天理敎敎會本部, 《稿本天理敎敎祖傳》, 289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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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의 권위에 맞서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즉 ‘폭력적’인 상황이 오면 미키에게는 인격전환이 이루어
지고, 정신적이며 심리적인 저항을 하였다. 미키나 천리교 교단이 중국 태평천국
의 태평군처럼 군사적, 물리적인 저항을 감행한 적은 없었다. 이것이 폭력에 처한
그들의 대응방식이었다. 물론 순사의 꾸짖음이 ‘폭력’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미키는 심리적으로 그것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키에게 인격적인 변화라
고 하는 방어기제가 발동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심리상태를 암시한다. 만약 당시 순
사의 반응이 위협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인격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천리교 교단에서 경전으로 모시고 있는 《오후데사키》는 바로 폭력적 상황에
처한 미키가 자신의 정신적인 변화와 대응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즉 위기에 처
한 미키의 정신세계를 기록한 것이다.

3. 《오후데사키》에 나타난 저항정신

《오후데사키》는 ‘자동필기’라고 하는 다중인격적인 증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미키 자신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문장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다. 《오
후데사키》는 메이지유신이 일어난 다음해 인 1869년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글이 어떻게 집필되게 되었는지를 미키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후데사키》라는 것이 있지? … 72세 되던 정월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지. 그리
고 붓을 잡으면, 손이 혼자서 움직였어. 하늘로부터 신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지. 쓸 만큼 쓰고 나자 손이 저려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지. “정신을 가
다듬고 이것을 읽어보고, 알 수 없는 곳은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셨어.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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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모르는 곳은 추가로 써 넣었지. 그것이 《후데사키》야.52)

미키의 다른 인격, 즉 신으로서의 인격이 기록한 것이라면, 《오후데사키》는
미키로서는 정신적인 위기상황, 혹은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기록하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중인격 환자에게 새로운 인격은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
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위기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면, 새로운 인격은 아무런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오후데사키》 문장을
보면 역시 미키의 경우는 정신적 위기상황에서 자주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미키의 기록은 거의 ‘매 호’마다 폭력적인 외부 상황에 대한 저항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오후데사키》는 모두 17차례 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10년 이상에 걸쳐서 완성
된 것이다. 그리고 매 호는 트랜스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기록되었으며 정신이 정
상으로 돌아오면 인용문에서 미키가 소개한 것처럼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읽고 모
르는 곳은 신에게 물어보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키가 1869년 3월에 쓴 《오후데사키》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는 높은 산의 못에 뛰어 들어가, 어떤 쓰레기도 청소하리라.(2-29)
쓰레기만 깨끗이 치워버리면, 그 다음에 물은 맑아지리라.(2-30)
이제까지 윗사람들은 신의 마음 모르고서, 세상 보통 일로 생각하고 있었
다.(2-35)
이제부터는 신이 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속히 깨닫도록 할 것이다.(2-36)

52) 天理敎敎會本部, 《稿本天理敎敎祖傳逸話篇》, 30-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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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이나 ‘윗사람’은 통치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나 메이지정
부, 나아가 천황과 고위층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한다’, ‘깨끗이 치운다’,
‘물이 맑아진다’는 의미는 어버이신인 미키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
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1874년 1월에 쓴 제3호, 4월에 쓴 제4호, 5월에 쓴 제6호의 기록 중에
서 경찰들의 ‘폭력’에 저항하는 정신이 잘 드러난 기록을 소개한다.

이제부터는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산에 까지 청소할 거야. 모든 사람들은
신이 청소하게 되면, 마음 용솟음쳐 즐거움이 넘칠 것이야.(3-53 54)
윗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을 멋대로 한다. 신의 섭섭함 어떻게 생각하는가.(358)

이제부터 신의 힘과 윗사람의 힘을 서로 겨룬다고 생각하라. 아무리 힘센 자
도 있으면 나와 보라. 신의 쪽에서는 갑절의 힘을.(3-83 84)
윗사람은 온 세상을 멋대로 한다. 신의 섭섭함 이것을 모르는가.(3-121)

지금까지 소의 병에 의한 알림을 생각해보고 윗사람들 모두 조심하라.(4-18)

섭리도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마음 받아들이는 대로 갚아 주리라. 이 갚음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멀리 천리나 떨어져 있어도. 이것은 무슨 말을 하거
나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대로 곧 갚아 주리라. 이 갚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 말라. 선악 할 것 없이 모두 갚을 테다.(5-50 53)
단단히 들어라 입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디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대로 갚는다 함은 바로 이것이야. 신이 물러난다. 모두들 알아차려라.(5-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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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섭섭하다”, “청소할 거다”, “윗사람이 멋대로 한다”, “모두 갚아줄 것이
다”, “그대로 갚는다”, “신의 힘이 더 세다” 등등의 발언을 통해서 외부의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 나카야마 미키의 심리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
다. 심리적인 세계에서 미키는 최고신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 그 힘으로 자
신에게 섭섭하게 행동한 권력자들을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1874년 12월부터 집필한 글에도 폭력 앞에 선 미키의 정신세계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월일의 섭섭한 마음을 풀어버릴 준비만 하는 거야. (6-75)
지금까지도 월일의 섭섭함 첩첩이 쌓여 있는 것을 갚음하는 거야. (6-77)
지금까지도 갚음한다고 일러주었지만 어떤 것일까 고 생각하고 있었다. (678)

진실로 갚음이란 이런 거야. 높은 산은 모두들 명심해두라. (6-79)

그것을 모르고서 지금 높은 산은 모두들 뽐내고 멋대로 하고 있다. (6-89)
월일은 이것이 제일 섭섭해. 어떤 갚음을 할지 모르는 거야. (6-90)
이 세상 산사태도 뇌성벽력도 지진도 태풍도 월일의 노여움. (6-91)
사람들 모두 제 몸조심하라. 월일 조금도 가차 없는 거야. (6-93)

이번에는 무엇인가 월일의 섭섭함 쌓여있으니 모두 말해둔다. (6-113)
이곳에서 구제한줄기를 저지당해 어떻든 갚음을 하지 않고서는 못배겨. (6114)

이 갚음 큰 신사 높은 산 무너뜨릴 테니 모든 사람들은 명심해두라.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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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고 듣고 있는가. 하늘에는 불비, 바다는 해일이야.
(6-116)

‘노여움’, ‘섭섭함’, ‘갚음’ 등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다. ‘모두 명심하라’, ‘몸조
심하라’, ‘갚을 거야’, ‘풀어버릴 거야’ 등등의 발언가운데 인간을 향한 ‘신’의 분노가
그려져 있다. 물론 ‘신’의 분노란, 바로 주변 신사와 경찰들의 탄압에 대한 분노한
인간 미키의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상태는 1875년 이후에 집필된 다
음의 문장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 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츰차츰 몸의 장애가 나타나리라.(11-2)
어떤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염려 말라. 월일의 크나큰 의도.(11-3)

앞으로는 월일의 섭섭함과 노여움을, 모두 풀 것인데 이것을 아는가.(13-35)
이 근행 높은 산 때문에 어렵다. 신이 확실히 맡을 테니.(13-53)
이번에는 무슨 일이든 진실로 확실히 맡아서 섭리하리라.(13-54)
신이 나가서 온 세상을 섭리하면 어떤 근행을 해도 두려울 것 없는 거야.(1355)

단단히 들어라. 높은 산이라 하여 골짜기를 멋대로 하고 있었지만,(13-56)
이제부터는 월일이 대신하여 나갈 것이니, 멋대로 하려면 해보라.(13-57)

오늘까지는 큰 신사 높은 산은 뽐내며, 멋대로 하고 있었지만(14-30)
이제부터는 어버이가 대신하여 마음대로 한다. 이것을 배반하면 당장에 갚을
테야.(14-31)
오늘의 신의 섭섭함과 노여움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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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슨 일이든 임박했다. 신의 섭섭함을 풀테니 두고 보라.(17-33)
자 오늘은 날짜도 충분히 임박했다. 어떻든 갚음을 하지 않고서는 못베
겨.(17-65)
이 갚음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신의 섭섭함을 갚음하는 거야.(17-66)

이렇게 미키는 《오후데사키》의 거의 모든 호에서 자신의 ‘섭섭함’, ‘노여움’을
언급하고, 전지전능한 신으로써 그러한 섭섭함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
였다. 이것은 ‘폭력’앞에 선 인간 미키의 심리적 대응방식이었다. 다중인격이라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동원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과 생존을 확보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유방식이 천리교사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오후데사키》 안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있다.

월일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녀,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야. 그
런데도 저지를 당해 섭섭하다. 더구나 그 뒤에 없애버리기까지. 그래서 구제
근행을 못하게 되니, 월일의 마음 얼마나 섭섭하랴.(8-4 6)

세상 사람들을 모두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 마음을 저지하려고 하니 섭섭하다는 것이다. 미키는 자신을 인류의
어버이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지 그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
을 감싸는 사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간을 낳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 대
해서 어버이로써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표현된 구절이 《오후데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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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들어 있다.

어떤 자도 모두 다 자녀다. 월일이 걱정하는 마음을 보라.(6-119)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월일에게는 모두가 다 자녀야. 그것을 모르고
서 어버이가 하는 일을 저지하고 또 없애버리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지.(8-64
65)

나날이 월일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을 맑히고 싶어서.(10-57)
단단히 들어라 높은 산이나 골짜기나 둘러보면 월일의 자녀뿐이야.(13-26)

이 앞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 어디까지나, 높은 산에서나 골짜기까지도. 이제
부터는 모든 세계 인류들 차츰차츰, 가슴의 청소할 것으로 생각하라. 이 청소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두들, 신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겠지.(17-61 63)

높은 산은 통치자들, 골짜기는 서민들을 의미한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
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을 청소하여 구제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
다고 한다. 이러한 문장들이 6호, 8호, 10호, 13호, 17호 등에 골고루 들어있다는
것은 ‘폭력’에 노출된 미키 자신의 심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폭
력’을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복수심’만이 아니라 그런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에 대한 ‘사랑’도 폭력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
은 미키가 궁극적으로는 신앙심을 중시하는 종교 지도자였으며, 스스로 인류의 어
버이라고 생각하였고, 거기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주위에 많은 자녀들과 제자들을
거느린 고령의 여성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사상이 등장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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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세력에 대한 ‘분노’

메이지유신 이후 미키를 향한 ‘폭력’은 주로 경찰이나 주변 신사에 의한 것이
었다. 크게 보면 메이지정부라고 하는 통치자와 신도나 불교라고 하는 기성종교세
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높은 산’이나 ‘신사’에 대해서 섭섭함과 앙갚음을 토
로한 것은 ‘피해자’로써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미키의 문장에는 다음과 같이 외국
세력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가라(から)’가 ‘일본(日本)’을 멋대로 했다. 신의 섭섭함을 어찌해야
할지. 앞으로는 ‘일본(日本)’이 ‘가라(から)’를 생각대로 한다. 모든 사람들은 명
심해두라. 같은 나무의 뿌리(일본)와 가지(가라)라면, 가지는 꺾여도 뿌리는 번
성해진다. 지금까지 ‘가라(から)’를 위대하다 했지만, 이제부터 앞으로는 꺾일
뿐이야. ‘일본(日本)’을 보라. 약한 듯 생각했지만, 뿌리가 나타나면 굴복하게
될 것이다.(3-86 90)53)

이제부터는 일본인(日本人)은 차츰차츰, 월일 돌볼테니 이것을 두고 보라. 무
엇이든지 어떤 일이든 모두 가르쳐,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다. 터전에 기둥
을 세우게 되면,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가라 사람들
(から人)’은 뽐내며 멋대로 했었다. 이번에는 갚음을.(10-9 12)

‘가라’는 일본에서 고대에 ‘가야’를 그렇게 발음했다. 나중에는 한반도 남부,

53) 천리교 교단이 한국어로 번역한 경전(《친필》, 천리교교회본부, 2000)을 보면 ‘가라(から)’는 ‘미칠 곳’으로 번역되어 있다. 천리교의 가르
침이 앞으로 ‘미칠 곳’을 말한다. 또 ‘일본(日本)’은 이미 가르침이 미친 곳으로 번역하였으며, ‘외국인(唐人)’은 ‘모르는 자’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는 ‘가라’와 ‘일본’의 경우, 원래 글자 그대로 직역하기로 한다. ‘당인(唐人)’은 외국인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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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한반도 국가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중국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하였다.
미키가 살던 시대에는 가끔 서양국가를 의미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라’는
한자로 ‘韓’, ‘唐’, ‘漢’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가라’라는 말에는 일본 바깥의 국
가, 외국, 한반도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가라’가 일본을 멋대로 한 것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미키는 이번에는 앙갚음
을 하겠다고 한다. 가라는 그동안 ‘위대하다’고 하였지만, 앞으로는 일본이 ‘가라’를
멋대로 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미키는 왜,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일본의
통치자들에 대한 섭섭함과 앙갚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외국세력, 특히 ‘가라’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토로하고 앙갚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미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가라’사람들이 일본 땅에 들어와서 멋대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가라(から)와 일본(日本)에 대해 말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테
지. 외국인(唐人)이 일본(日本)의 땅에 들어와서 멋대로 하는 것이 신의 노여
움. 차츰차츰 일본(日本)을 구제할 준비를 하니, 외국인(唐人)도 신이 마음대
로 하리라. 앞으로는 가라(から)와 일본(日本)을 구분한다. 이것을 분간하게 되
면 온 세상 안정된다.(2-31 34)

그리고 특히 ‘가라’ 사람들은 일본의 고위층에 섞여 있다고 보았다. 특히 통치
자들(높은 산)의 중심적인 기둥은 ‘가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높은 산에 있는 일본인(日本人)과 외국인(唐人)을, 구분하는 것도 이것도 기둥
이야. 외국인(唐人)과 일본인(日本人)을 구분하는 것은 물과 불을 넣어서 구분
하리라.(2-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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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의 중심의 기둥은 외국인(唐人)이다. 이것이 첫째가는 신의 노여움.(357)

통치자의 중심적인 인물이 ‘가라’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메이지유신 당시 메이지정부는 서양식의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일반 민중의 반발을 샀다. 때문에 메이지정부가 내세운 명치천황을 서양인들
의 ‘앞잡이’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니면 고대에 백제사람들이 일본 땅에 들어와 고대국가 건설을 주도하
면서 ‘천황’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미키는 장차 ‘가라’의 땅이 일본의 땅으로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정한론을 상
기시키는 이러한 발언 역시 《오후데사키》의 곳곳에 나타난다.

자녀만 어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가라(から)를 일본(日本)의 땅으로 하리
라.(4-66)
이 길을 헤쳐 나가면 그 다음은 가라(から)를 일본(日本)의 땅으로 하리라. 가
라(から)의 땅을 일본(日本)의 땅으로 하면 이것은 영원히 이어져 나간다.(4102 103)

터전에도 고오끼가 이루어지면 어떻든 가라(から)를 마음대로 하리라.(5-32)
이제까지 지나온 길은 가라(から)도 일본(日本)도 알지 못했다. 앞으로는 아무
리 가라(から)라 할지라도 일본(日本)이 지는 일은 없는 거야.(5-83 84)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왜 미키는 국가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라’를 상기하고 ‘가라’가 일본 땅에 들어와 고위층이 되고, 일본을 멋대로 하였
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리고 그 노여움은 ‘가라’의 땅을 일본의 땅으로 만듬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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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질 것이라고 보았는가?
이것은 ‘새 인격’이 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미키를 둘러싼
‘폭력’이 미키 개인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고 그 위협에 대항하여 새로 등장한 인
격, 즉 인간을 창조한 신이 된 인격은 다시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집단적인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 미키가 ‘일본인’, ‘일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 메이지유신을 전후로 일본사회에 그러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또 미키 자신이 세상을 낳은 어버이
신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미키의 해법은 ‘일본인’은 자신의 집터에서 자신이 직접 낳은 사람들이며 이
‘일본인’이 한반도와 중국 그리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고 보고, 이 세상 인류
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는 ‘일본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그가 제자들
에게 제시한 ‘진흙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세계창조 신화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미키는 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던 ‘가라’나 ‘가라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함과 노여움을 느끼고 ‘가라’를 일본 땅으로 만든다든지, 물
과 불로 ‘가라’를 차별하겠다든지 하는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언사를 하게 되었을
까? 그것은 새로운 미키의 인격이 가진 성격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
다. 외부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던 미키의 인격은 무력하게 무너
졌다. 그 인격 대신 등장한 새로운 인격은 결국 그러한 폭력에 견딜 수 있게 공격
적, 폭력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키는 상상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이
무한한 권능을 가진 자였으며 그러한 권능을 사용하여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였
다. ‘가라’는 예전에 ‘일본’에 멋대로 들어와, 일본의 통치자가 되어, 온 인류의 뿌리
와도 같은 ‘일본’을 멋대로 하고 신의 가르침에 대해 무지하였기 때문에 신의 손길
을 기다려 ‘일본’의 땅이 되는 것이다. 미키의 상상 속에서 ‘가라’는 ‘높은 산’이나 ‘큰
신사’처럼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자신이 행사하는 ‘폭력’의 대상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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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문에서는 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생애를 3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미키가 직면했던 폭력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미키
의 ‘사상적’ 모색을 고찰하였다.
미키는 현존하는 자료로는 알 수 없으나 어려서부터 어떤 심각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인격적으로 커다란 손상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한 손상은 그가
1837년에 경험한 다중인격적인 종교체험, 그리고 그가 메이지유신 이후에 10여년
이상동안 ‘자동필기’라고 하는 다중인격적 증상에 의존하여 천리교 경전인 《오후데
사키》를 집필한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제1시기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미키의 종교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키에게 새
로운 인격이 형성되었으며, 그 인격은 매우 ‘공격적’이며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은 바로 미키를 둘러싼 ‘폭력적’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추
정된다.
제2시기에는 미키가 가족들에게 제공한 ‘폭력적’ 환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종
교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여 세력을 모으게 된 미키가 다시 어떠한 ‘폭력’들에 직
면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폭력’이란 미키 자신이 그렇게 느낀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합법적이며 정당하여 ‘폭력’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었다. 또 미키나
미키를 따른 제자들의 잘못이 외부의 ‘폭력’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떠
한 상황에서도 미키는 대개의 경우 그것들을 부당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3시기에 살펴본 국가 기관의 의한 ‘폭력’도 마찬가지다. 경찰이나 주변의 신
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천리교교단에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한 사항들은 대개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것이며 정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천리교 측에
서 보면 역시 과도한 간섭, 혹은 탄압으로 해석되며,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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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었다. 이 기간은 메이지유신 직후에 해당 되는데 특히 메이지정부의 각종 종
교정책은 규제를 받는 천리교로서는 바로 ‘폭력’ 그 자체였다.
미키가 이 기간 중에 집필한 《오후데사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할 경우
일어나는 인격전환에 의존한 것이었다. 13년에 걸쳐서 1711수에 달하는 이 기록
은 미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 스트레스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대변한다. 물론 그 ‘폭력’이란 미키가 느끼는 주관적인 ‘폭력’일 수
있다. 그 기간 중에 미키는 20회 가깝게 경찰에 출두하고 체포당하고 구류를 살았
다. 《오후데사키》는 바로 그러한 ‘폭력’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어버이’신이 되어 세상을 구제한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과대망상이라고
도 불릴 수 있는 자아 확대를 통한 심리적 방어라고 할 수 있다.
미키를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만든 ‘폭력’적 상황은 미키 개인의 ‘정체성’을 뒤
흔들어 스스로 ‘신’으로서 자처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그 신은 인간에 대해서 ‘보복
적’이며, ‘공격적’이고 나아가 ‘폭력적’인 신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
에게 그런 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상대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버
이’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많은 가족과 제자들을 거느린 고령의 여성으로서,
또 어려서부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였던 종교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은 그녀
의 본 모습에 가깝다.
자아 확대가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인류를 낳은 신으로서 자
임하기도 하였다. 또 그는 ‘일본인은 누구인가’하는 집단 정체성의 문제도 고민하
였다. 미키는 자신의 집터에서 자신이 직접 낳은 인간이 세상 모든 인류의 뿌리가
되었으며 그것이 ‘일본인’이며 그 일본인들이 세계 각지로 퍼졌다고 믿었다. 이러
한 인식의 바탕에는 역시 ‘폭력’이 전제되어 있다. 즉 가라(외국) 사람들이 그동안
일본인들을 멋대로 했다는 사실, 즉 폭력적 역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자기 방어적
사유의 결과로 나타난 믿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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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는 일본 땅에 들어와 고위 통치자가 되어 멋대로 횡포를 부린 ‘가라’ 사람
들을 색출하여 신의 혜택을 배제할 것이며 ‘가라’는 앞으로 일본의 땅이 될 것이라
고도 선언한다. 이렇게 ‘배타적’이며, ‘공격적’인 상상은 역시 미키 자신이 그동안
노출되었던 폭력적 상황에 기인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미키를 둘러싼 폭력
적 상황은 미키가 천리교 사상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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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생애를 3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미키가
직면했던 폭력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미키의 ‘사상적’ 모
색을 고찰하였다.
미키는 현존하는 자료로는 알 수 없으나 어려서부터 어떤 심각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인격적으로 커다란 손상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한 손상은 그가 1837년에 경험
한 다중인격적인 종교체험, 그리고 그가 메이지유신 이후에 10여년 이상동안 ‘자동필기’
라고 하는 다중인격적 증상에 의존하여 천리교 경전인 《오후데사키》를 집필한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여기서 ‘폭력’이란 미키 자신이 그렇게 느낀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합법적이며 정
당하여 ‘폭력’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었다. 또 미키나 그 제자들의 잘못이 외부의 ‘폭력’
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키는 대개의 경우 그것들을 부당
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 기관의 의한 ‘폭력’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나 주변
의 신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천리교교단에 요구하거나 시정을 바란 사항들은 대개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것이며 정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천리교 측에서 보면
역시 과도한 간섭, 혹은 탄압으로 해석되며,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미키를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만든 ‘폭력’적 상황은 미키 개인의 ‘정체성’을 뒤흔들
어 스스로 ‘신’으로서 자처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그 신은 인간에 대해서 ‘보복적’이며,
‘공격적’이고 나아가 ‘폭력적’인 신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상대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보여주기
도 한다. 많은 가족과 제자들을 거느린 고령의 여성으로서, 또 어려서부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였던 종교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본 모습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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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확대가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인류를 낳은 신으로서 자
임하기도 하였다. 또 그는 ‘일본인은 누구인가’하는 집단 정체성의 문제도 고민하
였다. 미키는 자신의 집터에서 자신이 직접 낳은 인간이 세상 모든 인류의 뿌리가
되었으며 그것이 ‘일본인’이며 그 일본인들이 세계 각지로 퍼졌다고 믿었다. 이러
한 인식의 바탕에는 역시 ‘폭력’이 전제되어 있다. 즉 가라(외국) 사람들이 그동안
일본인들을 멋대로 했다는 사실, 즉 폭력적 역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자기 방어적
사유의 결과로 나타난 믿음이었다. 이렇게 미키를 둘러싼 폭력적 상황은 미키가
천리교 사상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천리교, 나카야먀 미키, 다중인격, 폭력, 종교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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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fe of Nakayama Miki and ‘Violence’ :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enrikyo Thought

Lim,Tai H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ter examines the violent circumstances confronted in the lifetime
of Nakayama Miki(1798~1887), the Founder of Tenrikyo, and investigates her
ideological search for escaping the situation.
There are no clear evidences, however from childhood she exposed to
certain violence situations and greatly damaged to have a personality
disorder. This damage is able to be proved by a mystical experience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in 1837.
She also wrote the Ofudesaki, the most important scripture of Tenrikyo,
relying upon the automatic writing that is a symptom of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for many years after the Meiji Restoration. This symptom also
indirectly can prove her poor environment.
The ‘violence’ here is that Miki herself has the feeling subjectively. It may
be legal or legitimate, also be nonviolent objectively. In some cases, Miki or
her believers made mistakes to cause the violence of outside forces. Under
any circumstances, however, she considered them all unfair violences.
The violent situation that led to her serious disorder disturbed the
personal identity of Miki, and she looked upon herself as a God, ‘Moon and
Son’ or Parents God. The God became to have the aggressive and revengeful
character to human. Of course, the violent personality of God is not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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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to all human being. According to persons, or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God, Miki herself, shows the parent’s mind.
When her identity expanded to reach a peak, she used to considered
herself as the God who gave birth to all the people on the earth. And she
deeply thought over the problem on the group identity of Japanese people.
Miki believed that the persons herself produced in the site of her house
became the root of all the human beings, and that the orignal persons was
the Japanese, who afterward spreaded all over the world. In the background
of this perception, the ‘violence’ is premised, too. So to speak, It was a
backlash against the violent history that ‘Kara’, foreign country or foreigners,
suppressed and ruled over the Japanese willfully. Such a belief could be said
to be caused by self-defensive thinking. In conclusion, the writer points out
that the violent situation surrounding Miki played very important role for
constructing the Tenrikyo thought.

Key Words: Tenrikyo, Nakayama Miki, multiple personality, violence, religiou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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