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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의 전통의례』를 펴내며
- 계양의 전통과 역사 보전을 위하여

계양문화원장

이찬용

계양은 도호부와 향교, 사직단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례와 전통마을
의례가 잘 진행되어 왔던 고장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세대 간의 생활모습이 많이 달라지며 시대가 더 지나
기 전에 우리 전통문화를 기록화해놓아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

기록에 보면 계양에는 사직단이 있어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풍
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계양의 전통의례와 역사 보전을
위하여 발굴과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그래서 이번「계양의 전통의례」발간을 통해 선조들의 가치를 재조

끝으로 계양구민들의 전통의례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는 자료의 정리

명하고 앞으로 전승해나가는데 귀중한 자료로 남기는 첫걸음을 떼었습

와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문상범 선생님과 이건용 전임 문화원장님

니다.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에 응해주신

「계양의 전통의례」는‘사직제’
,‘석전대제’
,‘마을의례’
,‘조상제례’
,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례’5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각기 장소와 지역에 따른 의례의 주

다시 한번「계양의 전통의례」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요 내용과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계양의 전통의례를 총체적

앞으로도 지역 향토문화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문화원에서 중요한 가

으로 기록한 이 책이 원천 문화콘텐츠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

치가 있는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에는 부평향교의 석전대제, 계산동의 계양산 산신제, 효성동의 도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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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제가 옛 기록 보존에는 미흡하나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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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양구의 위치적 특성
계양구는 인천광역시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
구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부
평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김포시와 경계를 이룬다.
계양구가 있는 부평 지역은 수리적으로 동경 126도 37분, 북위 37도 28분에 해당
되는데, 계양구의 동단(東端)은 인천광역시의 동단이기도 하며 하야동 1-2번지이고,
서단은 둑실동 248-5번지 지역이다. 남단은 작전동 405-2번지이고, 북단은 이화동
225-1번지 지역이다. 계양구의 연평균 기온은 12.8도, 최고 기온 33.6도, 최저 기온
–11도, 강수량은 l,137.4mm이다.
역사적으로 계양 지역은 고려의 개경이나 조선의 한양 등 국토의 중심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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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전경(계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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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여 방어상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였으며, 경기만과 한강 하구 사이에서 교

역은‘왕이 찾아오는 길(吉)한 고을’
이라는 뜻의‘길주(吉州)’
라는 지명을 얻게 된

통 및 대외무역의 중요한 경유지 역할을 하며 경기만 연안의 해안 및 도서지역을 관

것으로 전한다.

할하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춘 계양지역은 일찍부터 사
람이 살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권56「지리」편에 안남도호부 수주(樹州)는 원래 고구려의 주부토군(主
夫吐郡)인데 신라 경덕왕 때 장제군(長堤郡)이 되고, 고려 의종 4년(1150)에 안남도

오늘날에도 계양 지역은 수도 서울과 동북아의 허브(Hub)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

호부로 고쳤고, 고종 2년(1215)에 또 다시 계양도호부로 고쳤으며, 충렬왕 34년에

국제공항의 중간 지대에 있어 공항철도와 공항고속국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가 충선왕 2년에 전국의 목(牧)이 폐지됨에 따라 낮

국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시설이 입지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추어서 부평부(富平府)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다.

2.‘계양’지명의 기원과 변화

3. 계양 지역의 행정구역 변천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편에 계양 지역은 고려 의종 때 안남도호부(安

인천광역시는 본래 각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가진 4개 지역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南都護府)를 만들고, 고종 때 계양(桂陽)으로 이름을 바꾸고, 충렬왕 때 길주목(吉

행정단위이다. 인천광역시 영역은 가깝게는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인천도호부, 부평

州牧)으로 승격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계양’
이라는 지명은 고려 고종
때(1215) 처음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인 계양산의
이름도‘안남산’
에서‘계양산’
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수나무와 회양목
이 많아 계양산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계양도호부의 이름이 등장
하며 계양산이란 이름을 같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계양이라는 지명이 사용
된 기간은 고려 고종 2년
(1215)부터 고려 충렬왕 34
년(1308)까지의 약 94년이
다. 충렬왕은 평소에 매 사
냥을 좋아하여 현재의 경명
징매이고개)에 국립 매방[응

1

방(鷹坊)]을 설치하고 이 일
대에 자주 와서 수렵을 즐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 산천

겼다고 한다. 이때 계양 지

계양구 위성사진

장 계양의 위치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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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景明視, 일명 경명치 혹은

13

도호부, 강화유수부(江華留守府)의 관할지역 대부분과 김포군의 일부, 그리고 멀리

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부평 지역 지배는 그리 오래지 않았던 것

는 충청도 남양군에서 황해도 장연군 지역에 속해 있었던 섬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으로 보인다. 백제가 다음 해 2월에 한강 이북 지역을 회복하며 부평은 다시 백제

지리적으로는 크게 원인천(原仁川: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남동구·연수구 일

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553년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후 부평 지

원), 부평(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 강화(강화군 전역), 옹진(옹진군 전역)

역은 신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다시 668년 삼국이 통일되며 통일신라의 지배를

등 4개 지구로 나눌 수 있다.

받게 되었다.

계양구는 부평 지역에 속하며, 부평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부평 지역에 정치집

통일신라는 경덕왕 대에 이르러 신라의 제도와 관직 등을 중국식으로 고치는 한

단이 형성되는 것은 삼한시대부터이다. 현재 부평 지역은 인천광역시의 일부로 편입

화정책(漢化政策)을 단행하였는데, 경덕왕 16년(757)에는 중국식 군현제(郡縣制)를

되어 있으나, 1914년 이전까지는 원인천 지역보다 세가 월등했다.

도입하여 우리말로 되어있던 지명을 한자어로 바꾸어 9주(州) 5소경(小京) 117군(郡)
293현(縣)으로 정비하였다. 이때 부평 지역은 장제군(長堤郡)이 되었으며, 술성현(戌

가. 삼국시대까지의 계양

城縣)·김포현(金浦縣)·동성현(童城縣)·분진현(分津縣) 등이 영현(領縣)으로 포함

부평이 역사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한시대부터이다. 진국을 중심으로 한 한

되었다. 이 지역은 현재의 김포와 통진 지역이다. 영현이라 함은 주나 군의 관할 하

족(韓族)은 철기문화가 유입되며 마한·진한·변한 등의 연맹체로 분화되었고, 부평

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군은 대체로 3~4개의 영현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

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하였다. 마한은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 졌는데, 각 나라의

므로 현보다 군이 3~4배 크기로 볼 수 있으나, 영현을 거느리지 않는 군도 있었으

구체적 범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소석색국(小石索國)과 대석색국(大石索國)

므로 현보다 군이 반드시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장제군의 4개 영현은 동일한 생활

을 교동도와 강화도로, 월지국(月支國)을 원인천으로 보고 있고, 부평 지역은 한강

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명에 나타나듯이 산성과 포구가 많아 방어

유역의 부족연맹체인 우휴모탁국(優休牟啄國)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부평

지역으로 기능하는 공통성을 지녔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의 옛 이름인 주부토와 장제와 음운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다. 우휴는 주(主)와
음이 통하고, 모탁은 수제(水堤：물뚝)의 의미로 나중에 부토(夫吐: 보뚝)로 변한 것

나. 고려시대의 계양

으로 보고, 주부토(主夫吐)란 부평평야 황무지에 둑을 쌓아 농경지를 만들었는데,

고려에 들어와서 부평 지역의 명칭은 수주(樹州)로 바뀌었다가, 안남(安南)·계양

그 둑(제방)이 줄줄이 연이어졌다는 줄보둑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란
견해도 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940년에 주·부·군·현의 이름을 고쳤는데, 이때 부평도 수
주로 이름이 바뀌었다. 수주란 이름은 계양산 북쪽의 수소리(樹蘇里)에 주청사(州

장하면서다.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하하여 각기 인천과 서울에 정치집단을 형

廳使)가 있었는데 이곳이 숲속이라 하여‘나무 수(樹)’
에‘고을 주(州)’
로 지명을

성하고 다시 온조집단이 비류집단을 흡수하면서 백제가 건국되었다. 비류집단이 처

삼았다고도 하며, 부평의 옛 지명인 주부토의‘주(主)’
는‘님’
의 음차이므로 이것이

음 도읍한 곳은 미추홀(彌鄒忽), 즉 인천이다. 인천의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지 않으

나무와 음이 가깝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의미한다. 건국 초 중앙집권이 확립되지 못한 고려 왕실은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

온조집단이 비류집단을 흡수하면서 백제가 형성되며 부평은 백제의 지배하에 놓

고 조세를 관장하는 사자를 두었을 뿐, 지방 통치는 호족들의 자치에 맡겼다. 그

였다가,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으로 고구려의 통치를 받게 되며 주부토군이

후 983년 전국 12목에 목사(牧使)를 파견하는 지방 행정체계를 정비하면서 단련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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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장제군에서 수주로 바뀐 것은 정치적, 행정적 차원에서 볼 때 부평 지역의 승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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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지역을 포함한 한강유역이 역사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백제가 등

나 문학산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四方百里) 정도의 규모로 인식하는 데에는 별 이견

14

(桂陽)·길주(吉州)·부평 등으로 개칭되었다.

15

(團練使)와 방어사(防禦使) 등의 지방관을 두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는

다. 조선시대의 계양

데, 수주에도 성종 14년(995)에 단련사를 두었다. 수주는 전국 56주의 하나로 황어

부평 지역의 이름은 조선 태종 초기에 부평부로 유지되었다. 태조가 고려의 관제

현(黃魚縣; 계양, 서곶), 부평현(부평, 소사, 오정), 동성현(통진) 등 11개의 속현을 관

를 그대로 이어받은 까닭이다. 그러나 태종 13년(1413)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관제를

장하였다. 수주의 단련사는 목종 8년(1005)에 폐지되고,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4

개편하고 지방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팔도제(八道制)를 갖추었고, 이 때 부평

도호부, 8목, 56주, 29진, 20현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수주에 파견된 지방관은 지주

부도 부평도호부로 승격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관련

사(知州使)였다.

이 있거나 공신의 출생지와 같은 경우에는 읍호를 승격시키고, 적군에 투항한 고을

의종 4년(1150)에 이르러 수주는 안남도호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안남이라는 뜻은
“수도 개경의 남쪽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부평 지역이 수도 방비를 위한

복구시켰다. 이러한 예에 따라 부평 지역도 수차례의 읍호 오르내림이 있었다.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안남도호부에는 금천, 동성, 통진, 김포, 수안(守安)

부평도호부는 세종 20년(1438)에 현(縣)으로 강등되었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한쪽

등 6개의 속현을 두었다. 안남도호부는 당초 수주청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의

다리가 불편하였고, 등에는 부종이 생겨 고통이 심하였다. 독서를 즐겨하여 시력도

종 19년(1165)에 계양산 남쪽 중구봉 아래로 이전하였다. 현재의 부평향교의 북쪽

극도로 쇠약해졌다. 측근들의 권유로 온양의 온천을 다녀온 후 큰 효험을 보게 되

골짜기로 경인교육대학교 뒤쪽의 왼쪽 봉우리다.

었다. 이때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들은 세종은 부평부사에게 온천을 찾을 것

안남도호부는 고종 2년(1215)에 계양도호부로 이름이 다시 바뀌고, 원의 침입 후

을 명하였다. 이 명을 받은 부사가 온천을 사방으로 찾았으나 온천을 찾지 못하

인 충렬왕 34년(1308)에 길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원에 볼모로 가 매사냥을 배운 충

자, 부평도호부의 아전들과 백성들이 민폐가 두려워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라 하

렬왕은 즉위하면서 응방(鷹坊)을 두고 9년(1238)에는 응방도감(鷹坊都監)을 설치

여 부사를 파면시키고 부평현으로 강등하였다. 그 이후에도 조정에서 직접 사람을

하면서 매사냥을 제도화하였다. 충렬왕은 송도에 있던 응방을 부평으로 옮기고 여

내려 보내기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수백 곳을 파 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

러 차례 매사냥을 즐기면서 부평을 길지(吉地)라 하여 길주로 개명하였다. 계양산 남

하였다. 그 후 세종 28년(1446) 현에서 도호부로 환원하게 되었다.

쪽에 있는 징맹이고개는 응방이 있던 곳이다. 해동청(海東靑) 보라매가 제일 좋다고

두번째 현으로 강등된 것은 연산군 11년(1505) 때다. 부평 출신인 김순손(金舞孫)

소문이 나서 매를 징발하였기 때문에 징매고개라 불렀는데, 소리가 변하여 징맹이라

이 연산군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간하다가 제주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유배되었다. 그는 연산군 10년에 제주도에서 참형을 당하고, 출생지인 부평은 현으

충렬왕 사후 충선왕 2년(1310)에는 부로 강등하여 부평이라 이름이 바뀌며 비로
소 부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였다. 이후

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1년 뒤 중종반정 후 김순손은 종2품 상선에 추증되고, 부평
은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세번째 읍호의 강등은 숙종 24년(1698) 때다. 김포에 있는 장릉에 방화한 죄인 최

는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부평이란 넓은

필성(崔弼成)의 출생지가 부평이었기 때문이다. 장릉은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

평야를 의미하는 것이다.‘부(富)’
는‘후

(1580~1619)과 인헌왕후(1578~1626) 구씨를 모신 능이다. 방화를 저지른 최필성은

(厚)’
로 두텁다는 뜻으로,‘후(厚)’
는 다

사형에 처해지고 그 처는 양반집 노비가 되었으며, 부평의 읍호는 현으로 강등되었

1

시‘대(大)’
와 통하므로 큰 평야 즉, 넓은

다. 그 후 10년이 지나 숙종 33년에 도호부로 환원되었다.

평야라는 뜻이 된다.

이후 1895년 갑오개혁으로 중앙 기구와 지방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때에 부평도호부는 인천부 부평군으로 강등되었다. 이로써 전통시대 이래로 원인

징맹이고개

장 계양의 위치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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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역적, 패륜아 등의 출신지는 읍호를 강등하였다가 10년 뒤에 원상태로 읍호를

17

천 지역보다 읍격이 높았던 부평 지역의 지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1896년 8월 4

교리·승기리의 일부와 다주면(과거 다소면과 주안면을 합쳐 1914년에 다주면으로

일 칙령 제35호「지방제도개정」으로 13도제가 실시되며, 인천부도 인천군이 되어 부

함)의 도화리·용정리·사충리·자의리·간석리의 일부를 다시 인천부에 병합하며 다

평군과 함께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일제 통감부 통치가 시작되면서 다시 지

시 부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방제도가 개편되었으나, 부평의 위격은 변화가 없었으나, 인천군은 인천부로 승격되
었다. 이때 부평군은 15면을 두었고, 가구수 3,215호, 인구 11,196명이었다.

두번째 부역 확장은 1940년 4월 1일에 이루어 졌다. 부천군의 문학·남동·부내·
서곶 등 4개 면을 인천부에 편입시키면서 종전의 인천부역 이외에 부평군 대부분을
인천부역으로 편입시켰다.

라. 일제강점기의 계양

인천부는 인천부 고시 제32호「출장소규정」에 의거하여 부내면 지역에는 부평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본제국주의는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부령 제111

장소를, 남동면 지역에는 남동출장소를, 서곶면 지역에는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여

호로 인천부의 관할구역을 개항장으로 축소하고, 인천부에 편입되지 못한 옛 인천

행정사무를 보게 하였다. 또한 1943년 7월 10일에는 문학출장소를 설치하여 문학

군 지역과 부평군 일원, 강화군의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남양군의 대부면과 영

면 전체와 남동출장소 일부 지역을 관할토록 하였다. 이로써 인천부는 1914년 부천

흥면을 합하여 부천군을 신설하였다. 부천군이란 이름은 부평의 부(富)와 인천의 천

군의 신설로 위축되었던 부세를 회복하였으며, 특히 2차 부역 확장 때 편입된 부내

(川)을 따서 만든 것이다.

면과 서곶면은 옛 부평군의 권역으로 전통적으로 인천보다 우위에 있었던 부평 지역

부천군이 생기며 인천군과 부평군은 없어지고, 군내면·서면·마장면·동소정면은

을 편입함으로써 인천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였다.

부내면으로, 석곶면·모월곶면은 서곶면으로, 동면·당산면·황어면은 계양면으로,
마. 광복 후 계양의 행정 변화

통폐합되었다. 이때 부내면사무소는 부평리(현 계산1동)에 두고 부평리·하리·가현

1945년 광복을 맞은 한반도에서는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청은 1945년 10월

리·신대리·화전리·작정리·도두리·후정리·갈월리·효성리·청천리·산곡리·대정리·

10일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바꾸었다가 10월 27일 제물포시를 다시 인천부로 바꾸

마분리·항동리·구산리 등 19

었다. 11월 1일 인천부의 행정기구를 정비하며 9개과

개 리를 관할하였다. 계양면사

를 설치하였고, 부평·서곶·남동·문학출장소를 부

무소는 병방리에 두었다가 장

평·서곶·남동·문학지청으로 바꿨다. 정(町)이란 명

기리로 이전했으며, 병방리·박

칭도 1946년 1월 1일을 기해서 동(洞)으로 바꿨다.
6.25전쟁 이후 복구사업이 시작되어 인구가 급격히

동양리·귤현리·상야리·하야

증가하면서 인천시의 행정업무가 복잡해지자 인천시

리·평리·노오지리·선주지리·

는 1956년 11월 23일 부평을 비롯한 5개 출장소 외에

장기리·이화리·오류리·갈산

중부·남부·동부·북부 등 4개의 출장소를 증설하여

리·다남리·목상리·둑실리 등

모두 9개의 출장소를 두었다.

1

19개 리를 관할하였다.

일제강점기 계양 지역 지도

이후 1968년부터는 시 행정의 확대 개편과 도시계

이후 1936년 9월 26일 부천

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구제(區制)를 실시하며, 모

군 문학면의 학익리·옥련리·관

든 출장소가 폐지되고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

계양구의 위치

장 계양의 위치와 연혁

촌리·용종리·방축리·임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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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면·옥산면·수탄면은 계남면으로, 상오정면·하오정면·주화곶면은 오정면으로

19

개 구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부평 지역은 인천시 북구에 해당되었고, 십정동이 북구
로 편입되어 법정동 29개와 행정동 19개 동이 소속되었다. 인천시는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고, 1988년에는 북구가 서구와 북구로 분리되었다.
1995년 1월 1일, 인천시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 전역, 그리
고 화성군에 편입된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 지역이 새롭게 인천광역시에 편입되
어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광역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구역도 변경되어 제1경
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북구가 분리되어 남쪽에는 부평구가 북쪽에는 계양구가 신설
되었다.

4. 기록 속의 계양 지역
가. 읍지 속의 계양 지역

부평부읍지(1698년)

계양 지역에 관한 읍지는 7종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모두 조선시대에 기록된 것

여지도서 부평부(1765)

이다. 발간 시기별로 열거하면,『동국여지지』「부평도호부」조(1656년),『여지도서』
「부평도호부」조(1765년),『부평부읍지』(1698년),『여도비지』「부평도호부」조(1856
년),『대동지지』「부평」조,『경기읍지』「부평」조(1871년),『부평군읍지』(1899년)가
그것이다.
이들 읍지는 조선시대의 부평 지역(현재의 계양구 계산동 일대를 행정 중심지로 삼
고 있었음)의 읍호·연혁·성씨·형세·풍속·산천·토산물·봉수·학교·관사·역원·
교량·제언·사찰·사묘·총묘·고적·인물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항목 중 대부
분 읍지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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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의 형세에 대해서는“삼면이 모두 물이고, 거칠고 습기가 많은 땅이다”
『
( 부평군읍지』),“삼면이 모두 물이며 낮고 막혀 통하지 않는 땅이다”
『
( 동국여지
지』)라고 하고 있다.

경기읍지 부평(1871년)

부평군읍지(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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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의 풍속에 대해서는 계양도호부사를 지냈던 이규보의 기록을 인용하여

잘 것 없었다. 하지만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과 같이 차가웠다. 무더운 여름

“사람들이 순박하여 일이 까다롭지 않은 것은 비록 가상하나, 땅이 메마르고 백성

에도 목욕하러 들어가면 머리칼이 곤두서고 오랫동안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 쇠잔하니 차마 볼 수가 없다”
『
( 부평군읍지』),“사람들이 순박하여 정무가 많지

소나무 숲까지 무성하여 서늘한 그늘이 지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뜨거운 볕에 시

않다”
『
( 동국여지지』),“습속은 온후하고 풍속은 순박하다”
『
( 여도비지』)고 하였다.

달리는 일도 없어 피서지로는 가장 알맞았다”라고 쓰고 있다.

넷째, 지역의 주요 산천으로 계양산·원적산·축곶산·중구봉·당산·영성산·탁옥
봉·직포·대교천·청천 등을 들고 있다. 이중 계양산을 고을의 진산 또는 주산이라
적고 있다.『부평부읍지』(1871)에는“계양산은 소래산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떨어
져 부평도호부의 주산이 되었으며 가뭄을 만나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
였다.
김정호의『대동지지』에는 대교천에 대해“원적산에서 발원하여 부평부의 동쪽을
지나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동북쪽 10리에 이르면 직포천이 되고, 김포못에 이르
면 굴포가 되어 행주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과거에는 굴포
천의 상류[대교천], 중류[직포천], 하류[굴포]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렸음을 알
이규보 묘

수 있다.

초정 터

다섯째, 교통·통신 시설로는“축곶산에 봉수가 있어 남쪽으로 인천 성산과 응하
고 북쪽으로 김포 백석산과 응한다”고 하였고, 역원으로 금륜역, 구슬원, 대야원을

여덟째, 지역 출신의 주요 인물로는 고려시대의 윤징고(수주 수안현 출신), 손변(현

들고 있다. 그러나 1842년의『부평부읍지』에는 금륜역 하나만 기재되어 있어 당시

재의 귤현동 출신), 이위(본관은 수주, 일명 부평 이씨), 그리고 조선시대의 이예수(남

다른 역원은 폐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현감 역임), 양지(삭녕군수 역임), 이제가(북청판관 역임) 및 여러 효자와 열녀를 기

주변 지역과 연결하던 주요 도로는『여지도서』에서 동쪽으로 대교(현재의 굴포천

록하고 있다.

을 지나던 다리)를 지나 서울로 가는 도로, 서쪽으로 영종진으로 가는 도로, 남쪽

끝으로, 산업 경제와 관련해서는 농업 시설로 동림제·장성제언·혜기제언·유등제

으로 기탄교를 지나 금천현으로 가는 도로와 소사고개를 넘어 안산군으로 가는 도

언·전지제언 등 많은 제언[둑]을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이후의 자료에는 발아현장

로, 북쪽으로 황어장 들판을 지나 김포군으로 가는 도로를 적고 있다.

(개시일은 3, 8일), 황어장(개시일은 3, 8일) 등 지역의 정기시장이 나와 있다.

여섯째, 사묘(祠廟) 편에는 서쪽에 사직단, 남쪽에 성황사, 북쪽에 여단, 향교에
문묘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분포했던 사직단, 성황단, 여단과 같은 시설은 특정한 방

이라는 관사와 그가 재건한 초정(草亭)[현판은 척서정(條署亭)]이라는 정자를 자세

위와 위치를 고려하여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 시설은 특정한 공간에 일정

히 소개하고 있다. 이규보는 초정 기문에서“계양은 궁벽한 쑥대밭 사이에 있어 유

한 사회적 의미를 불어넣어 고유한 장소로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사직

람할 만한 하나의 수림도, 샘도 없는 곳이다. 남산의 비탈에 정자[초정]가 하나 있

단, 성황단, 여단이 있는 공간은 곧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장소, 특히 종교 및 영역

을 뿐이다. 가로 세로의 길이는 여덟 자였고 여덟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어 참말 보

의식을 담은 장소가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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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단

3) 여단

사직단(社稷壇)이란 토지신인 사신(社神)과 곡식신인 직신(稷神)에게 고을의 평화,

여단(厲壇)은 역병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혹은 정처 없이 떠도는 혼령을 위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설치한 제단을 말한다. 사직단은 좌묘우사의 원리에

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다. 여단은 죽은 자의 공간, 어둠의 공간으로 인

따라 고을의 서쪽 산기슭에 세워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식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을의 북쪽에 설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읍지류에는“사직단은 부평부 서쪽 2리에 있다”고

『동국여지지』에는“여단이 부평부의 북쪽에 있다”고 쓰여 있고,『여지도서』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일제 강점기인 1915년에 철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에 발간된

“여단은 부평부의 북쪽 3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부평부읍지』(1842)에는“여단은

『계양사』에서는 사직단이 있던 위치가 부평도호부청사의 서쪽에 해당하는 징명이고

부평부의 북쪽 1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읍치로부터 정확하게 얼마나 떨어져 있

개 중턱이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해동지도』의「부평부 지도」에는 징맹이고개로

었는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여단이 부평부의 북쪽(계양산 산록으로 추정됨)에 자리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징맹이고개와 부평향교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성황사와 마찬가지로 17세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

있다.

음을 알 수 있다.

2) 성황단
성황단(城隍壇)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을 뜻하며 소리나는 대로
서낭당이라고도 부른다. 성황단은 마을의 입구에 세워져 마을의 영역을 표시해 주
는데 보통 그곳에 둥근 모양의 돌무더기나 장승을 세워 눈에 보이는 장소성을 드러
낸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각 고을마다 한 곳씩 성황사를 건립하였다.『동국여지지』
(1656)에는“성황사가 부평부의 북쪽 2리에 있다”고 되어 있고,『여지도서』이후의
읍지류에는“성황사가 부평부의 남쪽 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부평부읍지』
(1871)에는“성황단은 부평도호부 남쪽 2리에 있었는데 고을 북쪽 3리에 새로 옮겨
쌓았다”고 되어 있다.
결국 계양 지역의 성황사는 고을 남쪽에 한 곳, 고을 북쪽에 한 곳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두 장소는 외지인이 부평 고을을 드나드는 가장 주된 출입구였을 것이다.
고을 남쪽의 출입구란 염성산을 통과하는 부근일 것이고, 고을 북쪽의 경우는 현재
표시된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계양사』에는“성황사지는 부내면 부평 구

1

읍 중심 네거리에서 서쪽 가현 마을로 이어진 국도변(과거 서구 원창동 포리 전조창
에서 서울로 이어진 도로), 즉 계양구 계산동 987번지에 있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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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학동에서 방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1872년 고지도에서‘경원현(境院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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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직제

제2장

사직제

사직제는 국가적 행사로 봉행하였지만 각 지방마다 사직단이 있어 그 지방에 맞
게 제례를 치렀다.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지방에
서는 고을 수령들이 중앙에서 임금이 행하는 의례를 대신하여 실시하였다. 사직단은
보통 도성의 서쪽에 위치하는데, 사단(社壇)은 동쪽, 직단(稷壇)은 서쪽에 설치한다.
사직은 왕실의 조상들을 제사 지내는 종묘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
기 때문에 국가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 사직단이 설치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 한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10년
(991)에 사직을 세웠고, 조선시대에는 태조 3년(1394)에 사직의 터를 잡았는데, 경복
궁 서쪽의 인달방(仁達坊, 지금의 사직동)으로 정했다. 1474년에 간행된『국조오례
의』에 의하면 사직단은 정사각형의 평면으로 한 변의 길이는 2장 5척 즉, 25척(약
780㎝), 높이는 3척(약 94㎝)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단의 사방 중앙에는 3층의 섬
돌이 설치되어 있고 사단과 직단 사이의 간격은 5척(약 156㎝)으로 되어 있다.

사직단 전경(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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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 편액(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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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의 의미와 연원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직제는 주례 고공기(考工記)의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종묘는 도

사직은 고대 농경사회의 제의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

성의 동쪽에, 사직은 도성의 서쪽 인달방에 조성하였다. 일제는 전통문화를 말살하

하던 원시공동체의 제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결합하여 국가에

기 위해 사직단을 사직공원에 만들고 사직제도 없앴다. 그러나 서울시와 종로구청

서 가장 중요시했던 제사의례가 되었다. 종묘제례와는 달리 사당에서 제사를 올리지

에서 철폐된 사직단을 1988년 9월 21일 복원하여 다시 사직제를 봉행하였다. 사직제

않고 지붕이 없는 제단에서 지냈는데, 이유는 토지신과 곡식신은 자연신이기 때문에

는 2000년 10월 19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이슬과 서리, 비와 바람을 직접 맞도록 하여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할 수 있게 한 것
이다.
사직제의 연원은 삼국

2. 부평사직단 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직단(국가문화유산포털)

데, 고구려는 고국양왕

계양( 부평)에 사직단

9년(392)에 국사(國社)

이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

를 세웠고, 백제는 온조

히 알 수는 없으나, 조

왕 20년 2월에 하늘과

선 태종 6년(1416)에 주

땅에 제사할 단을 만들

현의 사직제가 실시되었

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

으므로, 부평에도 이 시

다. 신라는 선덕왕 4년

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783)에 처음으로 사직

보인다.

단을 세웠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10년(991)에 불은사에 사직을 세웠다.『고려사』『예지(禮志)』

강점기인 1915년에 일제

에“사는 동쪽에 있고 직은 서쪽에 있다. 각각 넓이는 5장이고, 높이는 3척 6촌이며

에 의해 강제로 헐렸으

사방으로 섬돌을 내었는데, 단 윗부분은 오색 흙으로 만들었다. 예감(瘞坎)은 둘

며, 사직단이 헐릴 때 그

인데 각각 두 단의 북쪽 계단의 북쪽 방향에 있으며 남쪽 계단이 나와 있다. 깊이

속에서 남자의 성기처럼 생긴 목조물 몇 점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해동지도의 사직단 위치

는 물품을 족히 간직할 수 있을 정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종 때는“대사(大

부평의 사직제는 음력 2월과 8월의 첫 무일(戊日)에 지냈으며, 100여 년 전까지 사

社), 대직(大稷) 위는 단 위에 모두 볏짚 자리를 하고, 후토(后土), 후직(后稷)의 위는

직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부평향교에 보관되어 있다. 사직제를 음력 2월과 8월의 첫

단 위에 동향으로 왕골자리를 한다. 옥폐의 옥은 양규(兩圭)로 하였고, 저폐(邸幣)

무일에 지낸 것은 부평향교의 석전제를 음력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에 지내온 것

가 있었는데, 검은 것으로 만들어 길이가 1장 8척이다. 생뢰(牲牢)는 사직에 시(豕)

과 흡사하다.
사직단이 없어진 후 계양산 남쪽 기슭에 당집을 짓고 매년 음력 10월 1일에 계양

폐(玉幣), 생(牲), 서(黍)를 묻고 축문은 불사른다”는 사직 제사의 예를 자세히 정비

산신에게 동제를 지내왔는데, 계산지구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곳까지 모두 사라졌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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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도호부 사직제 제관명 및 인원>

나, 최근에 제사터를 옮겨 다시 제를 지내고 있다.
부평사직단의 위치는『해동지도』에서는 향교 동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
며,『동국여지승람』부평부 조에는“부평의 사직단은 부 서쪽 2리에 있다.”라고 간
단히 적고 있다. 계양산 서쪽 지선사 뒤 산림욕장에서 계양산을 오르다 보면 등산
로 왼쪽에 1.5m 높이의 석축과 동서 9m, 남북 9m 정도의 터에 석축이 남아 있어
이곳을 부평사직단 터로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해동지도」등 다른 고지도에 표시되어있는 사직단 위치는 향교 뒤편 중
구봉 밑에 있었던 것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직제 절차
사직제는 영신례(迎神禮),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

제관명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집례(執禮)
찬의(贊儀)
감제(監祭)
대축관(大祝官)
우전관(右奠官)
내봉관(內奉官)
외봉관(外奉官)
집준관(執罇官)
해설(解說)
계

태사(太社)
1
1
1
1
1
1
1
1
1
1
1
1

후토(后土)
1
1
1
0
1
0
1
1
1
1
1
0

태직(太稷)
1
1
1
0
1
1
1
1
1
1
1
0

후직(后稷)
1
1
1
0
1
0
1
1
1
1
1
0

계
4
4
4
1
4
2
4
4
4
4
4
1
38명

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撤籩豆), 송신례(送神禮), 망료례(望燎禮) 순으
로 거행한다.
제의는 각각의 제관들이 진행하는데, 제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초헌관은 신관례를
하고 첫째 잔을 신위전에 올리는 제관으로 왕이나 정일품의 관리가 맡았다. 아헌관
은 둘째 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왕세자나 정이품의 관리가 맡았다. 종헌관은 마지
막 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영의정이나 종이품의 관리가 맡았다. 집례는 제례 진행 순
서인 홀기를 읽는 제관을 말한다. 찬례는 초헌관(왕)을 인도하는 제관으로 예조판
서가 맡는다. 천조관은 조를 올리는 제관이고, 봉조관은 조를 천조관에게 건네는
제관이다. 대축관은 축문을 읽는 제관이고, 우전관은 제상 오른쪽에서 술잔을 올리

사직제(국가문화유산포털)

는 제관이고, 내봉관은 판문 안에서 외봉관의 잔을 건네받아 신실 안에서 헌관에게
잔을 전하는 제관이다. 외봉관은 준상에서 내봉관에게 잔을 건네주는 제관이고, 집
준관은 준통에서 제주를 떠서 작에 따르는 제관이다. 찬의는 헌관과 집사를 인도하
는 제관을 말한다.
부평도호부에서 진행한 사직제는 부평도호부 사직제 홀기(笏記)를 통해 그 절차
제
2

사직제(국가문화유산포털)

사직제(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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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의에 참여한 제관은 38명으로 아래 표와 같다.

33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사직제 축문>

式陣明薦 作主侑神 尙

太社神 祝文
維 歲次 干支 某月某日 富平都護府 社稷祭
奉行委員 ㅇㅇㅇ 敢昭告于

饗

후토씨지신 축문

太社之神 伏以

유세차 간지 모월모일 부평도후부 사직제

德鉅載物 攻崇立民

봉행위원 ㅇㅇㅇ 감소고우

冀右享之 茀祿來申

후토지신님 엎드려 생각하건데,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직책이 오로지 토지를 맡아 만물을 심고 기르는바,

式陣明薦 后土句龍氏 配神作主 尙

정성껏 제사 드리고 비오니 큰 복으로 도우소서.

饗

삼가 희생과 폐백과 예제와 도량서직과 여러 가지 제수로
공손히 경의를 표해 드리오며,

태사신 축문
유세차 간지 모월모일 부평도호부 사직제
봉행위원 ㅇㅇㅇ 감소고우
태사지신님 엎드려 생각하건데,
덕은 커서 만물을 싣고 있고 공은 높아 백성을 생존케 하였습니다.

신주로 삼고 신위로 모시오니 바라옵건데,
흠향하시옵소서.

太稷之神 祝文
維 歲次 干支 某月某日 富平都護府 社稷祭

바라옵건데, 흠량하시옵고 복록을 내려 도와 주시옵소서.

奉行委員 ㅇㅇㅇ 敢昭告于

삼가 희생과 폐백과 예제와 도량서직과 여러 가지 제수로

太稷之神 伏以 食爲民天

공손히 경의를 표해 드리오니,

百穀用成 神其降監 黍稷惟馨

후토구룡씨 배위와 신위를 신주로 삼으니 바라옵건데,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흠향하시옵소서.

式陣明薦 配神作主 尙
饗

后土氏之神 祝文
태직지신 축문
유세차 간지 모월모일 부평도호부 사직제

后土氏之神 伏以 職專司土

봉행위원 ㅇㅇㅇ 감소고우

載育萬物 是虔享祀 介以景福

태직지신님 엎드려 생각하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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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 歲次 干支 某月某日 富平都護府 社稷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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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것은 백성이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백곡이 성숙하였습니다.
신께서는 내려와 살피옵소서. 서직이 향기롭습니다.
삼가 희생과 폐백과 예제와 도량서직과 여러 가지 제수로
공손히 경의를 표해드리오며,
배위의 신위를 신주로 삼으니 바라옵건데,
흠향하시옵소서.

后稷氏之神 祝文
維 歲次 干支 某月某日 富平都護府 社稷祭
奉行委員 ㅇㅇㅇ 敢昭告于

◆ 執禮贊儀先輩就位(집례찬의 선배취위) : 집례와 찬의는 먼저 절하고 자기 자리
로 나아가시오.
◆ 樂師率樂員佾舞員入就位(악사솔악원

일무원입취위) : 악사장은 악원과 일무원
을 거느리고 봉무할 자리로 나아가시오.
◆ 諸執事入就拜位東向立(제집사 입취배위 동향립) : 모든 집사는 절할 자리로 들
어가 동향으로 서시오.
◆ 諸執事搢笏鞠躬四拜興平身(제집사 진홀 국궁사배 흥 평신) : 모든 집사는 홀
을 꽂으시오. 부복한 자세로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太社贊儀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태사찬의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 태
사찬의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일어서시오.

后稷氏之神 伏以 誕播嘉穀

◆ 執笏(집홀) : 홀을 잡으시오.

群黎徧毓 顧豫吉蠲 申錫戩穀

◆ 贊儀引諸執事詣盥洗位洗訖(찬의인

제집사 예관세위 세흘) : 찬의는 모든 집사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陣明薦 作主侑神 尙

를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 各就位(각취위) : 각자 복무할 자리로 나가시오.

饗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시작하시오.

후직씨지신 축문

行迎神禮(행 영신례) : 영신례를 행하시오.

유세차 간지 모월모일 부평도호부 사직제
봉행위원 ㅇㅇㅇ 감소고우
후직씨지신님 엎드려 생각하건데,
씨뿌리고 가꾼 곡식이 결실이 잘 되어
모든 백성을 고루 잘살게 해주시며,
미리미리 돌보아 주심에 감복하오니 거듭하여 복된 곡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삼가 희생과 폐백과 예제와 도량서직과 여러 가지 제수로
공손히 경의를 표해 드리오며,
흠향하시옵소서.

의 독을 여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參班員立就拜位訖呼(참반원

입취 배위 흘호) : 참반원은 절할 자리로 나아가시
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贊儀導各初獻官詣版位南向立(찬의도각

초헌관 예판위 남향립) : 찬의는 각 초
헌관을 인도하여 판위에 나아가 남향으로 서게 하시오.
◆訖
 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贊儀啓請行事贊儀行事(찬의

계청행사 찬의행사) : 찬의는 행사할 것을 청하시
오. 찬의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 軒架作順安之樂烈文之舞作(樂六成)

(헌가작 순안지악 열문지무작) : 헌가에서
순안지악을 연주하고 열문지무를 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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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位大祝官神版啓櫝訖呼(각위

대축관 신판 계독 흘호) : 각위 대축관은 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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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諸獻官搢笏訖呼(제헌관 진홀 흘호) : 모든 헌관은 흘을 꽂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贊儀引各位初獻官降復位(찬의인

각위 초헌관 강복위) : 찬의는 각위 초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가시오.

◆ 鞠躬四拜興平身(국궁사배 흥 평신) : 부복한 자세로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太社贊儀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태사찬의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 태

◆ 各位執事進饌(각위

집사진찬) : 각위 집사는 제찬을 올리시고 제상에 씌워진

사찬의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일어서시오.
◆ 執笏贊儀引各位初獻官降復位(집홀 찬의인 각위 초헌관 강복위) : 홀을 잡으시

복지를 벗기시오.
◆ 訖呼樂止(흘호 악지)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악을 그치시오.

오. 찬의는 각 초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시오.
◆ 參班員鞠躬四拜興平身(참반원

국궁사배 흥 평신) : 참반원은 부복한 자세로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太社贊儀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태사찬의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 태
사찬의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일어서시오.
◆ 訖呼樂止(흘호 악지)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악을 그치시오.

行初獻禮(행 초헌례) : 초헌례를 행하시오.
◆ 登歌作壽安之樂烈文之舞作(등가작

수안지악 열문지무작) : 등가에서 수안지악
을 연주하고 열문지무를 추시오.
◆ 各位初獻官陞自北階詣神位前跪(각위

초헌관 승자북계 예신위전 궤) : 각위 초
헌관은 북쪽계단으로 올라가서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 搢笏(진홀) : 홀을 꽂으시오.

行奠幣禮(행 전폐례) : 전폐례를 행하시오.
◆ 贊儀引各位初獻官詣盥洗位洗訖(찬의인

각위 초헌관 예관세위 세흘) : 찬의는
각위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 贊儀搢笏盥手帨手執笏訖呼(찬의

진홀 관수 세수 집홀 홀호) : 찬의는 홀을 꽃
으시오. 손 씻고 수건에 손 닦고 흘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등가작

숙안지악 열문지무작) : 등가에서 숙안지악
을 연주하고 열문지무를 추시오.
◆ 各位初獻官陞自北階詣神位前跪(각위

초헌관 승자북계 예신위전 궤) : 각위 초
헌관은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르시오.
◆ 各位初獻官執爵獻爵(각위

초헌관 집작 헌작) : 각위 초헌관은 잔을 받들어 올
리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各位初獻官俯伏興小退跪(각위

초헌관 부복 흥 소퇴 궤) : 각위 초헌관은 부복
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 諸獻官執事及參班員皆俯伏(제헌관 집사급 참반원 개부복) : 모든 제관 집사
참반원은 모두 꿇어앉으시오.

◆ 訖呼搢笏(흘호 진홀)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홀을 꽃으시오.

◆ 樂止訖呼 (악지 흘호) : 악을 그치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三上香執幣獻幣(삼상향

집폐헌폐) : 각 초헌관은 향을 세 번 사루시오. 폐를

◆ 各位大祝官各初獻官之左跪讀祝(각위

대축관 각초헌관지좌 궤 독축) : 각위 대

받들어 올리시오.

축관은 초헌관 왼쪽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樂作(악작) : 악을 연주하시오.

◆ 各位初獻官俯伏興平身(각위

초헌관 부복 흥 평신) : 각위 초헌관은 부복하였

◆ 諸獻官執事及參班員俯伏興平身(제헌관 집사급참반원 부복 흥 평신) : 모든 헌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관 집사 및 참반원은 부복하였다 일어서시오.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2

장 사직제

다가 일어서시오.

제

계양의 전통의례

38

◆ 各位執遵官酌禮齊(각위

집준관 작예제) : 각위 집준관은 예제를 떠서 작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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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贊儀引各位初獻官降復位(찬의인

각위 초헌관 강복위) : 찬의는 각위 초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가시오.

각위 종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 贊儀引各位終獻官陞自北階詣神位前跪(찬의인

각위 종헌관 승자북계 예신위전

◆ 樂止訖呼(악지 흘호) : 악을 그치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궤) : 찬의는 각위 종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 올라가서 신위전에 나아가 끓어

◆ 文舞退武舞進(문무퇴 무무진) : 문무는 물러나고 무무가 나오시오.

앉으시오.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行亞獻禮(행 아헌례) : 아헌례를 행하시오.
◆ 贊儀引各位亞獻官詣盥洗位洗訖(찬의인

각위 아헌관 예관세위 세흘) : 찬의는
각위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 訖呼(홀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樂止(악지) : 악을 그치시오.
◆ 贊儀引各位亞獻官陞自北階詣神位前跪(찬의인

각아헌관 승자북계 예신위전 궤)
: 찬의는 각위 아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 올라가서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
시오.

◆ 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헌가작

수안지악 소무지무작) : 헌가에서 수안지악
을 연주하고 소무지무를 추시오.
◆ 各位執尊官酌淸酒(각위

집준관 작청주) : 각위 집준관은 청주를 떠서 작에 따
르시오.
◆ 各位終獻官執爵獻爵(각위

종헌관 집작헌작) : 종헌관은 잔을 받들어 올리
시오.
◆ 各位終獻官俯伏興平身(각위

종헌관 부복 흥 평신) : 각위 종헌관은 부복하였
다가 일어서시오.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헌가작

수안지악 소무지무작) : 헌가에서 수안지악

◆ 贊儀引各位終獻官降復位(찬의인

각위 종헌관 강복위) : 찬의는 각위 종헌관을

을 연주하고 소무지무를 추시오.
◆ 各位執尊官酌盎齊(각위

집준관 작앙제) : 각위 집준관은 앙제를 떠서 작에 따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가시오.
◆ 樂止訖呼(악지 흘호) : 악을 그치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르시오.
◆ 各位亞獻官執爵獻爵(각위

아헌관 집작헌작) : 각위 아헌관은 잔을 받들어 올
리시오.
◆ 各位亞獻官俯伏興平身(각위

아헌관 부복 흥 평신) : 각위 아헌관은 부복하였
다가 일어서시오.

◆ 贊儀引各位初獻官陞自北階詣飮福位南向跪(찬의인

각위 초헌관 승자북계 예음
복위 남향 궤) : 찬의는 각위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 올라가서 음복위로 나
아가 남향으로 꿇어앉게 하시오.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搢笏訖呼(진홀 흘호) : 홀을 꽂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贊儀引各位亞獻官降復位(찬의인

각위 아헌관 강복위) : 찬의는 각위 아헌관을

◆ 各位大祝官詣尊所酌福酒詣飮福位跪(각위

대축관 예준소 작복주 예음복위 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가시오.
◆ 樂止(악지) : 악을 그치시오.

: 각위 대축관은 준소에 나아가 작에 복주를 받들고 음복위로 나아가 끓어앉
으시오.
◆ 各位右奠官減胙肉詣飮福位跪(각위

우전관 감조육 예음복위 궤) : 각위 우전관

◆ 贊儀引各位終獻官詣盥洗位洗訖(찬의인

각위 종헌관 예관세위 세흘) : 찬의는

은 조육을 조금 덜어 음복위로 나아가 끓어앉으시오.
◆ 各位初獻官受爵受俎(각위

초헌관 수작수조) : 각위 초헌관은 작과 조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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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飮福禮(행 음복례) : 음복례를 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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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 各位初獻官飮卒爵受撫俎授大祝授右奠官(각위

초헌관 음졸작 수무조 수대축
수우전관) : 각위 초헌관은 음복을 하시고 조육을 받아 어루만지고 대축과 우
전관에게 주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贊儀引各位初獻官俯伏興平身(찬의인

각위초헌관 부복 흥 평신) : 찬의는 각위
초헌관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서도록 하시오.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贊儀引各位初獻官降復位(찬의인

각위초헌관 강복위) : 찬의는 각위 초헌관을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參班員鞠躬四拜興平身(참반원

국궁사배 흥 평신) : 참반원은 부복한 자세로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贊儀唱拜興拜興拜興拜興俯伏興平身(찬의

창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부복
흥평신) : 찬의 창으로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부복하였다 일어서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各位

大祝官 神版闔櫝(각위 대축관 신판합독) : 각위 대축관은 신판의 독을
덮으시오.
◆ 樂止(악지) : 악을 그치시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가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行望燎禮(행 망료례) : 망료례를 행하시오.

◆ 諸獻官搢笏鞠躬四拜興平身(제헌관 진홀 국궁사배 흥 평신) : 모든 헌관은 홀

◆ 贊儀引各位初獻官詣望燎位北向立(찬의인

각위 초헌관 예망료위 북향립) : 찬

을 꽂으시오 부복한 자세로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贊儀拜興拜興拜興拜興俯伏興平身(찬의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부복 흥 평
신) : 찬의 배 홍 배 흥 배 홍 배 홍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서도록 하시오.
◆ 執笏訖呼(집홀 흘호) : 홀을 잡으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의는 각위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로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各位大祝官奉祝版右奠官取黍稷詣望燎位南向立(각위

대축관 봉축판 우전관
취서직 예망료위 남향립) : 각위 대축관은 축과 폐를 받들고 우전관은 서직을
취하여 망료위로 나아가 남향으로 서시오.

行撤籩豆(행 철변두) : 철변두를 행하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各位大祝 官撤籩豆(각위 대축관 철변두) : 각위 대축관은 변과 두를 조금 옮

◆ 可燎(가료) : 태우시오.

겨 놓으시오.
◆ 登歌作雍安之樂 (등가작 옹안지악) : 등가에서 옹안지악을 연주하시오.
◆ 樂止訖呼(악지 흘호) : 악을 그치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各位大祝官焚祝幣黍稷瘞於坎(각위

대축관 분축폐 서직 예어감) : 각위 대축관
은 축과 폐를 태우고 서직을 예감에 묻으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贊儀引各位初獻官大祝官右奠官還復位(찬의인

각위 초헌관 대축관 우전관 환

行送神禮(행 송신례) : 송신례를 행하시오.
◆ 軒架作順安之樂(헌가작 순안지악) : 헌가에서 순안지악을 연주하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諸獻官搢笏鞠躬四拜興平身(제헌관 진홀 국궁사배 흥 평신) : 모든 헌관은 홀

◆ 諸執事俱復拜位(제집사 구복배위) : 모든 집사는 처음 섰던 자리로 돌아가

을 꽂으시오. 부복한 자세로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흥 평신) : 찬의 창으로 배 홍 배 흥 배 홍 배 홍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訖呼(흘호) : 마쳤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오.
◆ 諸執事搢笏鞠躬四拜興平身(제집사 진홀 국궁사배 흥 평신) : 모든 집사는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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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꽂으시오 부복한 자세로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贊儀唱拜興拜興拜興拜興俯伏興平身(찬의창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부복 흥
평신) : 찬의 창으로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부복하였다 일어서시오.

1) 변(籩)
변은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아 놓는 그릇으로 대
나무를 엮어 만들기 때문에 죽변(竹籩)이라고도 한다. 대

◆ 執笏(집홀) : 홀을 잡으시오.

나무를 잘게 쪼개 그 겉대로 만들었다. 이 제기는 양기(陽

◆ 禮畢(예필) : 모든 예를 마쳤습니다.

器)로 생과실과 여덟 가지의 물기 없는 마른 제수를 담아

◆樂師帥樂員佾舞員退出(악사 솔악원 일무원 퇴출) : 악사장은 악원과 일무원을

올린다. 제상 동쪽, 집사의 오른쪽에 진설된다. 태사, 후

거느리고 나가시오.
◆ 執禮贊儀降復位鞠躬四拜興平身(집례 찬의 강복위 국궁사배 흥 평신) : 집례와
찬의는 제자리로 내려와서 부복한 자세로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 撤饌(철찬) : 찬을 거두시오.

토, 태직, 후직 4위에 32개가 필요하다.

변

변에 담는 제물은 다음과 같다.
- 형염(形鹽) : 호랑이

모양의 소금. 굵은 소금으로 대용한다.
- 어숙(魚鱐) : 말린 물고기(북어포, 대구포)
- 건조(乾棗) : 마른대추
- 율황(栗黃) : 마른 밤

4. 제기와 제물

- 비자(榧榛) : 비자.백자(柏子, 잣)로 대용한다.
- 은행(銀否) : 은행

사직제는 종묘제례와 더불어 국가 제례 가운데 가장 격식이 높은 대사(大祀)에 속

- 검인(芡仁) : 연꽃의 잘 익은 씨.호도(胡桃)로 대용한다.

하는 제사이므로 제례 절차는 물론 제기나 진설되는 제수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정성

- 녹포(鹿脯) : 사슴고기 포. 쇠고기포로 대용한다.

과 격식을 갖춘다. 사직제에 제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이는 제기는 매 위마다 35종

- 백병(白餠) : 백설기

이지만 사위(四位) 전체의 제기, 제상, 제구를 합치면 모두 260여 점이 사용되고, 제

- 흑병(黑餠) : 수수떡

기의 형태도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로 분류한다. 궤와 같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

- 구이(糗餌) : 경단

징하였고, 보와 같이 네모진 것은 땅을 상징하였으며, 작이나 향로와 같이 다리가

- 분자(粉餈) : 인절미

셋 달린 것은 사람을 상징한 것이다.
사직제에 진설되는 제물은 땅과 바다에서 생장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어
물을 제물로 올린다. 이것은 나라 안의 모든 것이 제왕의 소유임을 뜻하는 것이며,

물기 있는 음식을 담아 올리는 제기로 나무를 파서 만든

더없이 높은 선왕(先王)에게 모든 정성을 바친다는 뜻도 된다. 날것과 삶은 것을

그릇이다. 변과 같은 모양 크기이며, 예전에는 흑칠을 입혔

함께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조상들이 날것을 먹고 살던 그 옛날을 잊지 않으려는

고 덮개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음기(陰器)로 음에 속하

뜻도 담겨 있다.

는 물기 있는 여덟 가지 음식을 담아 제상 서쪽인 집사의

(제기 사진은‘국립고궁박물관’
에서 제공받았다.)

다. 제기 수는 4위에 모두 3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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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豆), 목두(木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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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저(韭菹) : 부추김치.부추를

아래와 위를 잘라 8cm 크기로 만든 다음 실로
묶어서 진설한다.

5) 비(篚), 폐비(幣篚)·작비(爵篚)
폐비는 대나무 겉대를 잘게 쪼개서 엮은 긴 네모꼴

- 탐해(醓醢) : 쇠고기 장조림

의 광주리로 물건을 담는데 사용된다. 길이 15척의 비

- 청저(菁菹) : 무김치.무를

아래와 위를 잘라 8cm 크기로 만든 다음 실로 묶어서

단(幣)을 신주 한 위에 한 필씩 담아 제상 중앙의 양

진설한다.

고기 앞에 놓는다. 용도에 따라 폐비(幣篚)·작비(爵

- 록해(鹿醢) : 사슴 장조림

篚)·건비(巾篚) 등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종묘나

- 근저(芹菹) : 미나리

김치. 미나리를 아래와 위를 잘라 8cm 크기로 만든 다음

문묘는 백폐, 사직과 산천제는 흑폐를 담아 올린다.

실로 묶어서 진설한다.

폐비

4개가 필요하다.

- 토해(兎醢) : 토끼고기 장조림

작비는 제례 때 헌관에게 작을 받쳐 올리는 데 쓰인

- 순저(筍菹) : 죽순김치

오합(烏盒)이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직사각형의 그릇

- 어해(魚醢) : 조기 절임

이다. 대나무살을 가로 세로로 엮은 쟁반형의 그릇에

- 삼식(糝食) : 약식

테를 둘렀다.

작비

- 이식(酏食) : 술떡
- 돈박(豚拍) : 돼지껍질

6) 형(鉶)

- 비석(脾析) : 천엽

국을 담는 그릇으로 놋쇠로 만들었다. 간을 가미해
끊인 소고기국(牛和羹), 양고기국(羊和羹)·돼지고기

3) 궤(簋, 几)

국(豕和羹)을 담는다. 화갱(和羹)은 양념을 넣은 국이

나무나 놋쇠로 만들며, 양기로 둥근 하늘의 뜻을 담

고, 모활(芼滑)은 고기에 채소를 섞어 끓인 국이다.

형

아 그 모양은 양쪽이 둥글게 만들어지며, 신주 한 위마
다 한 쌍의 궤에 기장[黍米] 2승과 차조[稷米] 2승을

7) 조(俎)

담아 보의 옆줄에 올려 진다. 궤의 제기 수는 8벌이다.

음식물을 받치는 상으로 소, 양, 돼지 등 희생을 올
궤

리는데 사용되었다. 사각 형판 밑에 네 개의 다리가 달

4) 보(簠)

려 있다. 천조관(薦俎官)이 조를 받들고 봉조관(捧俎

놋쇠로 만들며, 음기로 땅은 네모지다의 뜻을 담아

官)이 생갑을 받들어 정전(正殿)에 입장한다.

조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며, 신주 한 위당 한 쌍의 보에 쌀
8) 준(罇), 희준(犧罇)·상준(象罇)

려 진다. 보의 제기 수는 8벌이다.

준은 신에게 술을 바치는 헌작 절차에 쓰이는 술을 담는 항아리이다. 희준은 예
제(醴齊)를 담는 술통으로 놋쇠로 소 모양으로 만든다. 각종 대사, 중사에 사용하
는 제기다. 봄과 여름 제사에 현주와 예제를 각각 담아서 초헌례 때 쓰여 진다. 예제

2

장 사직제

보

제

계양의 전통의례

46

3승과 차수수[梁] 3승을 각각 담아 제상의 가운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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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헌례 때 올리는 약간 덜 익은 단

12) 작점(爵坫)

술을 말한다.

작을 올려놓는 받침으로 놋쇠로 만들며 작판(爵版)이라

상준은 앙제(盎齊)를 담는 그릇이다.

고도 한다. 정사각형의 네모진 판으로 가운데에 원이 있어

놋쇠로 코끼리 모양으로 만들어 현주

작을 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된다.

(玄酒)와 앙제를 담아 아헌례에 올리며,
13) 향로(香爐)

봄과 여름 제사에 쓴다. 앙제란 술이
잘 익어 텁텁한 백차주 즉, 막걸리 같은

희준

상준

것이다.

작점

의식에 사용하는 숯불을 담는 제기로 놋쇠로 만
들며 몸통에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발 셋을 붙였
다.

9) 산뢰(山罍)
14) 향합(香盒)

음복례에 쓰이는 청주와 현주를 담는 놋쇠로 만든 술통이다.
사계절 제사에 모두 사용되며 몸체에 산, 구름, 우레 모양의 그

향을 담는 상자로 예전에는 옥향목으로 만들었다.

림이 새겨져 있다. 구름과 우레가 널리 혜택을 베풀어 천지만물
만백성에 은혜를 베푼다는 뜻을 담은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산뢰

15) 촉대(燭臺)
제향을 올릴 때 양촉(洋燭)을 꽂아 제상 좌우에 불을 밝히며, 놋쇠로 만든다.

10) 용작(龍勺)
16) 망료기(望燎器)

술과 물을 뜰 때 사용하는 제기로 작은 표주박 모양에 긴 자
루가 붙어있고 손잡이에 용머리가 달려있다. 놋쇠로 만들었다.

망료제 때 축문과 폐백, 서직을 태우는 용도의 제기이다.

준마다 하나씩 비치한다.

놋쇠로 둥근 접시 모양으로 만든다.

11) 작(爵)
작은 잔과 같은 뜻으로, 잔의 모양이 새[雀]와 비슷하다 하여

17) 망료저(望燎箸)
용작

붙여진 이름이다.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세 개의 발을 붙였으며,

망료기

제향이 끝나고 축문과 폐백, 서직을 태울 때 사용하는 놋쇠로 만든 젓가락이다.
길이가 2척 가량 된다.

안쪽 위로 기둥이 솟아 있는데, 한쪽은 용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18) 멱(羃)

졌다.
입을 대고 마시는 쪽은 둥글고 반대쪽은 조금 뾰족하여 구분
하기 쉽다. 사직제에는 신주 한 위당 3개의 작이 올려 지는데, 첫

마포를 씌웠다. 여러 가지 종류의 멱이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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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은 제수 그릇을 덮는 덮개이다. 네모꼴의 철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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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직제 음악

19) 관세기(盥洗器)
손을 씻는 그릇으로 놋쇠로 만들었다. 관세기는 세뢰(洗罍)의 물을 떠서 손을 씻

사직제에는 고려시대부터 음악이 사용되었다. 예종 11년(1116) 송나라의 대성아악

는 그릇이다. 작세기는 관세기와 같으며 작세작, 관세작도 따로 있다.

이 수입된 이후 사직제의 아헌과 종헌, 송신 절차에서는 향악이 연주되고 나머지 절
20) 기타 제수(祭需)

차에서는 아악이 연주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세종 12년(1430) 아악을 정비하면

명수(明水), 현주, 양촉, 흑폐저(黑幣苧), 수건, 목탄 등이 있다. 현주는 물인데 그

서“토지신 제사에는 태주를 연주[軒架]하고 웅종을 노래(登歌)한다”는『주례』의

색이 검어서 현주라고 하고, 오래 전에는 술이 없어서 물로 대신 예를 행하였다. 현

규정을 따랐는데, 이 때 사용한 음악은 순수한 아악이다. 악기 편성은 아악은 등

주를 신수(新水)라고도 하며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준비하는 것은 옛 것

가(登歌)에 현가(絃歌 : 현악기와 노래를 말함), 헌가(軒架)에 포죽(匏竹 : 관악기를

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청주와 예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히려 현주를 위에 올

말함)으로 되어 있다.
사직제례악은 세종 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옛 아악의 제도를 지켰다. 그러나

리는 것은 오미(五味)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1430년 이후 등가에도 포죽을 설치하면서 옛 제도에 어긋나게 되었으며, 이는 조선

□ 사직제 진설도(陳說圖)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환구나 문묘제례와는 달리 궁가(헌가)에 노래를 편성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옛 제도를 지키려 한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의 사직제 음악은 정조 대보다 규모가 커진다. 정조 7년(1783)에 만들

신위 神位

어진『사직서의궤』에 나타난 악현은 등가 22인, 헌가 22인으로 편성되었지만, 대한
어수
魚鱐

록해
鹿醢

순저
筍菹

정저
菁菹

토해
兎醢

담해
醓醢

근저
芹菹

구저
韭菹

시화갱
豕和囊

우화갱
牛和囊

차조
黍

쌀
稻

기장
稷

시성
豕腥

향합
香盒
작
爵

건조
乾棗

호도
胡桃

는 사직제의 격식이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어수
魚鱐

은행
銀否

▷ 악장 가사

형염
形鹽

백자
柏子

- 전폐 : 숙안지악(肅安之樂)

작
爵

촉
燭

일무는 36인이 추는 6일무에서 황제의 예를 적용하여 8일무를 사용하였는데, 이

坤厚載物 基大無外

땅은 두터워 만물을 실으니 한없이 크도다.

粒我蒸民 萬世永賴

우리 백성을 생존하게 하니, 만세토록 의뢰하리다.

有儼基壇 有椒基馨

제단은 엄정하고 제물의 향기 그윽하도다.

惟恭奉幣 我祀孔明

공손히 폐백을 받드니 제사가 잘 갖추었도다.

2

장 사직제

작
爵

제국기에는 등가 28인, 궁가 24인에 의해 연주되었다.

우성
牛腥

흑폐저
黑幣苧
향로
香爐

녹포
鹿脯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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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燭

차수수
粱

율황
栗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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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헌 : 수안지악(壽安之樂)
● 태사(太社)
至哉坤元 克配彼天

지극하도다 곤원이여 저 하늘과 짝을 이루도다.

含弘光大 萬物載焉

넓고 크게 빛나서 만물을 싣도다.

克禋克祀 式禮莫愆

정성껏 제사를 올리어 예가 어긋남이 없으니

降福簡簡 於萬斯年

큰 복 내리시기를 무궁토록 하소서.

● 태직(太稷)
誕降嘉種 務玆稼穡

좋은 종자를 내려 심고 거둠을 힘쓰도다.

百穀用成 群黎徧德

모든 곡식이 잘 영그니 모든 백성이 두루 덕택을 받도다.

我祀如何 基儀不忒

우리 제사가 어떠하뇨 예에 어김이 없도다.

有相之道 介以景福

도와서 바로 잡는 도가 있으니 큰 복을 더욱 크게 하소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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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변두 : 옹안지악(雍安之樂)
謂地盖厚 品物咸亨

땅이 두텁다 함은 만물이 자람일세.

稼穡惟寶 永觀厥成

농사는 보배이니 길이 성숙됨을 보리로다.

撤我籩豆 祀事孔明

변두를 물리니 제사가 갖추어졌다.

綏以多福 壽考攸寧

복을 많이 내리시어 오래도록 편안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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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전이란
석전은 공부자(孔夫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를 말한다. 전
통적으로 나라에서 주관하던 의식의 하나로 예법과 음악이 존중되는 의례이다. 또
옛날부터 학교에서 선성(先聖), 선사(先師)들께 드리던 제사의식이며, 공부자를 비롯
한 유교의 성인과 현인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큰 덕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다. 원래는
문묘에서 선성, 선사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으로서 석(釋)과 전(奠)은 다‘차려놓다’
는
뜻이다. 이러한 석전은 선성과 현인들의 학문과 인격, 덕행과 사상을 단순한 이론으
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숭모하고 존중히 여기며 스승을 높이하고 진리를 소
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문
묘에서 거행하는 의식이다. 일명 석전대
제, 문묘대제라고 한다.
석전제는 매년 봄, 가을에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234개 향교에서 동시에 봉
행된다. 절차를 보면 영신례, 전폐례, 초
헌례, 공악,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
변두, 송신례, 망료례의 순서로 진행된
다.
연주되는 음악은 문묘제례악이라 하
는데, 기악과 성악, 춤이 모두 있는 대
제
3

고, 등가와 헌가 두 개의 악단이 절차
에 따라 번갈아 연주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자상

장 향교 석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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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악으로, 여덟 개의 아악기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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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는 조선 세종 때 영신곡, 황종궁 이하 12곡과 송신악 중에서 송신협종궁,

종 11년(1020)에는 최치원을 선성묘에 배향하고, 현종 13년(1022)에는 설총을 이 묘

송신임종궁 등 15궁을 채택하여 전승하고 있다.

에 배향하였다. 충렬왕 30년(1304)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성균관

석전제는 정숙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데,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곁들

은“一掌成均之法典 以治建國之學政”이라는『주례』의 성균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지는 종합예술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의식을 통해 조상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효

조선시대에는 태조 7년(1398)에 숭교방(崇敎坊)에 성균관을 설치해 국립 최고 학

도하는 마음을 길렀다. 석전제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해주는 보존해야 할

부의 기능을 다하게 했고, 대성전에는 공부자를 비롯해서 4성, 10철과 송조 6현 등

가치가 큰 문화재이다.

21위를 봉안하고, 동·서무에 우리나라 명현 18위와 중국 유현 94위 등을 봉안하여

우리나라의 석전제는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이미 그 원형을 상실한데 반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 1986년 국가중요무형문
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석전을 행하였다.
일제시대인 1937년부터는 양력 4월과 10
월의 15일로 변경하여 실시하다가, 광복
후인 1949년에 전국 유림대회의 결의로 5
성위와 송조 2현만 봉안하고, 우리나라 18

2. 석전의 유래

현을 대성전에 모시고 춘추석전 대신에 탄
강일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석전을 봉행
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 공부자의 기신일

자리로 올려 문묘의 주향(主享)으로 모시는 동시에 석전으로 우러르는 관례가 정착

을 양력으로 환산한 5월 11일에 춘기석전

되었다. 후한 때에는 주공(周公)을 선성, 공부자를 선사로 삼아 공부자의 고택을

을 봉행하고, 탄강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찾아가 석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 수, 당 이후로는 대체로 공부자를 선성, 안회를

9월 28일에 추기석전을 봉행하였다. 그러

선사로 받들어 석전을 올렸다. 특히 당 태종 때는 각 주의 현마다 공부자묘를 세우

나 2014년부터 문화재청의“1986년 중요

고, 현종 때 공부자를 문선왕(文宣王)으로 추봉하였다. 명 대에는 태학의 문묘를 대

무형문화재 제85호 지정 당시의 모습으로

성전이라 일컬어 석전을 올리는 사당으로 확립되었다.

복원하라”는 공문에 따라 성균관은 2014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학을 설립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서기 372년으로

년 추기석전대제부터 일무와 아악을 1986

이때 석전도 함께 봉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는 오경박사, 박사 아직기, 왕인

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지정 당시의 모

의 기록으로 볼 때 석전의식을 봉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는 진덕여왕 2년

습으로 복원하여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석전제에는 중국이나 일본에

립을 추진했고, 신문왕 2년에 그 제도가 확립되었다. 성덕왕 16년(717)에는 당나라

도 남아 있지 않는 예전의 악기와 제기를

에서 공부자와 10철 및 72제자의 영정을 가져와서 국학에 안치했다는 기록이 있어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통음악인 문

석전 의식이 국학에서 봉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제례악과 옛춤인 팔일무(八佾舞), 제관

고려시대에는 국자감에서 석전의식을 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성종 2년(983)에 송에

이 입는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의상과 고

서 공부자묘도(孔夫子廟圖) 한 폭과 제기도 1권, 72현찬기 1권을 각각 가져왔고, 현

전적 의식 절차 등은 화려하고 장중하여

3

부평향교 석전 소책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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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에 김춘추가 당나라의 국학을 찾아 석전 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 설

부평향교 석전 알림(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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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나라 이후 유교를 국교로 받들게 되자 공부자를 점차 선성, 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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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부평향교대성전 선성선현 위패 봉안 위차도(位次圖)>

이러한 석전은 동양의 철학과 학문, 그 인습에 깊이 뿌리를 둔 종합적이고 복합적
인 문화 양식으로 오늘날까지 동양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맥락으로
五

이해되고 있다.

宋朝 2賢

子·子思子·孟子)·중국 송조 6현(周惇頤·程顥·邵雍·張載, 朱熹) 중 2현(程顥·
朱熹)과 우리나라 현인 18위 등 모두 25위를 모시고 있다. 그러나 전국 234개의 향
교는 설정에 따라 배사(配祀) 인물이 다르다.

韓國 18賢
文昌候 崔致遠
(문창후 최치원)

豫國公 程顥
(예국공 정호)
韓國 18賢
弘儒侯 薛聰
(홍유후 설총)

文敬公 金宏弼
(문경공 김굉필)

文簡公 成渾
(문간공 성혼)

國국
亞아
聖성
公공
孟맹
子자

沂기
國국
述술
聖성
公공
子자
思사
子자

)

)

文烈公 趙憲
(문열공 조헌)

鄒추

(

文獻公 鄭汝昌
(문헌공 정여창)

(

文成公 安珦
(문성공 안향)

文正公 金麟厚
(문정공 김인후)

文正公趙光祖
(문정공 조광조)
文純公 李滉
(문순공 이황)
文成公 李珥
(문성공 이이)
文元公 金長生
(문원공 김장생)
文敬公 金集
(문경공 김집)

文純公 朴世采
(문순공 박세채)

文正公 宋浚吉
(문정공 송준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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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正公 宋時烈
(문정공 송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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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朝 2賢

文忠公 鄭夢周
(문중공 정몽주)

文元公 李彦迪
(문원공 이언적)

대성전 내부(석전 중)

)

부평향교의 대성전에는 현재 공부자를 비롯한 오성위(五聖位 ; 孔夫子·顔子·曾

兗연
國국
復복
聖성
公공
顔안
子자
(

가. 부평향교와 석전

盛성
國국
宗종
聖성
公공
曾증
子자

)

徽國公 朱熹
(휘국공 주희)

大成至聖 文宣王
(대성지성 문선왕)
(

3. 부평향교 석전 봉행

聖

59

부평향교에서는 공부자 기일인 양력 5월 11일에 춘기 석전을, 공부자 탄강일인 양

로, 유생들은 이곳에 머물며 공부를 하였다.

력 9월 28일에 추기 석전을 각각 봉행하고 있다. 매년 춘추기 석전제가 봉행되는 부

동재는 양반 자제들이, 서재는 서류 자제들

평향교는 부평에 세 번째로 세운 향교로 계양구 계산동 982-1번지에 있다. 경인교

이 묵었다. 두 건물 모두 정면 5칸 측면 1칸

육대학교 정문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본래는 고려 인종 5년(1127)에

반 이었고,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이다.

부평의 진산인 계양산 밑에 건립되었다고 하나, 조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으로

다만 평면 구성에 있어 서재는 좌우대칭이지

당시 향교가 완전히 불타버리자, 그 후 숙종 14년(1688) 4월 8일에 지금의 자리에

만, 동재는 가운데 칸에는 대청마루를 두고

새로 짓고 공촌동에 숨겨 두었던 위패들을 옮겨왔다.

양 옆 칸은 온돌방을 두었다. 서재는 소실되

부평향교 정문

었던 것을 1987년 복원하였다.

부평향교 전경(계양구 제공)

『신증동국여지승람』학교 조의“향

1941년 4월 인천부윤 나가이 데라오(永井

교는 부에서 북쪽으로 2리에 있다(鄕

照雄)는 같은 부내에 2개의 향교를 둘 필요

校在府北二里).”는 내용은 인종 5년에

가 없다며 강제로 인천향교(당시 부천향교)

건립한 향교의 기록이다. 부평부의 북

에 봉안된 위패를 소각하고 문서와 각 비품

쪽에서 2리에 해당되는 곳은 계양산 기

을 부평향교로 이관하였다. 광복 후 1946년

슭이다.『부평부읍지』학교 조의 향교

3월 부평향교와 인천향교가 분리되었다.

는“서쪽으로 2리 떨어져 있다(在府西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노비·책

二里).”는 내용이 지금의 향교 위치이

등을 지급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지금

다.

은 교육의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의 기능만

부평향교는 대성전(大成展) 10칸,

남아있다. 지금도 옛 전례에 따라 매월 1일과

동·서무(東·西廡) 각 6칸, 명륜당(明

15일에 삭망례를 올리고, 매년 춘추 석전을

倫堂) 10칸, 동·서재(東·西齋) 각 7

거행하고 있다.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칸 반, 전사청(典祀廳) 3칸, 공수고(公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須庫) 10칸, 중문(中門) 3칸 등의 건물이 있었으나, 전사청과 공수고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제관

와 성균관여성유도회 부평지부에서 주관한
다. 석전제에는 집례, 헌관, 대축 등 제관 27

로, 다른 향교에 비해 간소한 구조를 하고 있다. 동·서무는 대성전의 좌우에 배치

명, 문묘제례악을 연주하는 41명의 악사, 육

되어 있으며 건물의 크기와 건축양식이 동일하다.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양

일무를 추는 64여 명을 포함 총 137명이 가

측 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량의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고 한다. 지금은

명륜당은 유학을 강의하고 배우는 학당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 건물이다. 홑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한다. 2017

마의 팔작지붕으로 부연은 달지 않았다. 동·서재는 오늘날의 기숙사와 같은 곳으

년 부평향교 추기석전제에는 45명의 제관과

3

일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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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무 추는 일무원 16명이 제의를 진행했다. 문묘제례악은 녹음된 것을 활용했다.
제의에 참여하는 제관, 일무원 등은 전통의상을 재현한 복식을 그대로 입고 의식에
참여한다.
<헌관 및 집사의 명칭과 임무>
명 칭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분헌관(分獻官)
당상집례(堂上執禮)
당하집례(堂下執禮)
전사관(典祀官)
대축(大祝)
알자(謁者)
찬인(贊引)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奉爵)
전작(奠爵)
사준(司樽)

임
무
5성위에 향을 사르고 첫 잔을 올리는 제관
5성위에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5성위에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
종향위(從享位)에 향을 사르고 잔을 올리는 제관
홀기를 읽어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
원래는 동서무 진행을 담당하는 집례였으나, 지금은 동서무에
위패를 모시지 않아 대성전 월대 밑에 서서 해설을 담당한다.
제수를 준비하고 제상을 차리는 일을 맡은 제관
축문을 읽는 제관
초헌관을 안내하는 집사
헌관과 대축을 안내하는 집사
향을 받드는 집사
향로를 받드는 집사
준소에서 사준이 따른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주는 집사
헌관에게서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리는 집사
준소에서 술을 잔에 따르는 집사

석전제 참가

석전 후 식사

석전제는 10시 정도에 시작한다. 초헌관의 분향과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로 시작해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가 끝나면 제기와 희생을 치우고 난 뒤, 폐백과 축문
을 불사르고 땅에 묻는 망료례를 끝으로 1시간 이상 진행된다. 진행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부평향교 석전제는 향교 유림뿐 아니라 지역 주민, 구청장, 의회
의장과 유관기관장 등 2~300명이 참여하여 성대히 진행되며, 석전제가 끝나면 보통
명륜당 앞쪽 안뜰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부평향교 석전제의 제수는 모두 날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수비용은 1,000만원
이 훨씬 넘게 든다고 한다. 2017년도 추기석전의 제수 비용은 1,4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유도회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으나, 요즘은 지자체에서 예산 일부
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단체나 유지들의 헌금도 있다고 한다.
<부평향교 석전 진설도>
右 八豆
魚醢
芹葅一束
(밴댕이젓)
미나리
조기
筍菹2缶
(兎醢)

醓醢3斤
장조림

牛醢5斤
菁葅50개 韭葅一束
순무
부추

稻米5升

魚鯆25首
어포

柏子1升
잣

牛脯3斤
육포

形鹽1근
소금

黃栗2升
밤
大棗2升
대추

胡桃2升
호두
銀否1升
은행

牛頭
篚

幣
香爐
爵

牛腥(25斤) 날 쇠고기
爵

(부평향교 문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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豕腥(25斤) 날 돼지고기
爵
추기 석전제 분방표

黍米3斤

左 八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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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향교 석전 축문
維 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九年 丙申 五月 十一日)
(仁川廣域市 ㅇㅇㅇ ㅇㅇㅇ) 敢昭告于
大成至聖 文宣王 伏以維王 道冠百王 萬世宗師 玆値忌日(추기: 誕日) 精禋是宜
謹以 牲幣醴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以先師 兗國復聖公 顔氏
郕國宗聖公 曾氏 沂國述聖公 孔氏 鄒國亞聖公 孟氏 攝祀主 豫國公 程氏
徽國公 朱氏 弘儒侯 慶州 薛氏 文昌侯 慶州 崔氏 文成公 順興 安氏
진설(공부자)

文忠公 延日 鄭氏 文敬公 瑞興 金氏 文獻公 河東 鄭氏 文正公 漢陽 趙氏
文元公 驪州 李氏 文純公 眞寶 李氏 文正公 蔚山 金氏 文成公 德水 李氏
文簡公 昌寜 成氏 文元公 光山 金氏 文烈公 白川 趙氏 文敬公 光山 金氏
文正公 恩津 宋氏 文正公 恩津 宋氏 文純公 潘南 朴氏 從 尙
진설(5성위)

饗
단군기원 0000년 0월 0일에
ㅇㅇㅇ ㅇㅇㅇ은 감히 대성지성 문선왕께 밝게 아룁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오직 문선왕만 모든 임금보다 위이시고 만세의 스승이십니다.
이에 기일(탄일)을 맞아 정결한 제사를 올림이 마땅합니다.
삼가 희생과 폐백, 예제, 자성과 여러 가지 제수를 공경스럽게 차려놓고,
밝게 올립니다.

진설(5성위)

이로써

선사 연국복성공, 성국종성공, 기국술성공, 추국아성공과 배향한 송조2현,

진설(한국 성현)

종사한 우리나라 18현께서도 바라옵건대 흠향하십시오.
나. 부평향교 석전제 봉행 순서
1) 봉행 준비

례와 묘사가 계단 가운데 배위로 나아가 4배하고 손을 씻은 후 제 위치로 가고, 알
진설(한국 성현)

진설(헌작 후)

자와 찬인도 4배하고 제 자리로 간다.

3

장 향교 석전제

계양의 전통의례

64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당의 상하가 의례에 맞는지 살펴보고 나간다. 그 다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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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홀기에 따라 모든 의식이 거행된다. 문무제례악이 연주되고, 전폐례 전에 모
든 제관과 악사, 무생(舞生) 등은 각자의 위치에 정렬하고, 알자가 초헌관에게 행사
를 청하면, 응안지악을 연주하고 열문지무를 춘다. 헌관과 참례자 일동이 4배한다.

초헌례

3)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찬인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문선왕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봉행준비

이때 등가에서는 성안지악을 연주하고 일무는 열문지무를 춘다.
- 사준이 멱을 들고 예제를 작에 뜨고 봉작에게 주면 봉작은 그 작을 받든다.

2)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 문선왕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

- 창홀에 따라 초헌관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 초헌관이

찬인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 문선왕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한 후 꿇
어앉는다. 이때 등가에서는 명안지악을 연주하고 일무는 열문지무를 춘다.
- 초헌관이

세 번 향을 피우고, 대축은 폐비(幣篚)를 가져다 초헌관에 드린다. 초
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獻幣)하고 대축에게 주면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
린다.

어 앉는다.
- 봉작이

초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초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다. 초헌관이 작을 전
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배위(配位)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면, 사준
은 멱을 들고 예제를 작에 뜨고 봉작에게 준다.
-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복성공 신위 앞에 나아가 끓어앉는다. 봉작이 초헌

-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복성공 신위 앞에 나아가 세 번 향을 피운다. 대
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드린다.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
에게 주면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린다.
-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 순으로 나아가 세 번 향을 피우고 헌폐하여 폐비를 각 신
위 앞에 올린다.

관에게 작을 드리면 초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다.
- 초헌관이 작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 신위 앞에 차례대로 헌작한다.
헌작이 끝나면 음악을 그치고 휘(麾)를 눕힌다.
-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문선왕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 대축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초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 앉아 축
문을 읽는다. 이때 참례자 모두 부복한다.

주한다.
전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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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문을

다 읽었으면 초헌관과 대축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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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헌례(亞獻禮)

- 종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 문선왕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꿇어

- 아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앉는다. 봉작이 종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종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다. 종헌관

- 아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 문선왕 준소에 나아가 서향해 선다. 이

이 작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때 헌가에서는 성안지악을 연주하고 일무는 소무지무를 춘다.
- 사준이 멱을 들고 앙제를 작에 뜨고 봉작에게 주면 봉작은 그 작을 받든다.

- 종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배위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면, 사준은
멱을 들고 청주를 작에 떠서 봉작에게 준다.

- 아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 문선왕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해 끓어

- 종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복성공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봉작이 종

앉는다. 봉작이 아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아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다. 아헌관

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종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다. 종헌관이 작을 전작에게

이 작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주면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 아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배위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면, 사준은
멱을 들고 양제를 작에 뜨고 봉작에게 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 신위 앞에 차례대로 헌작한다.
- 종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정해진 자리로 돌아온다.

- 아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복성공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봉작이 아
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아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다. 아헌관이 작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 신위 앞에 차례대로 헌작한다.
-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정해진 자리로 돌아온다.
준(제주통)

5) 종헌례(終獻禮)

작과 준

일무

- 종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 종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 문선왕 준소에 나아가 서향해 선다. 이
때 헌가에서는 성안지악을 연주하고 일무는 소무지무를 춘다.
- 사준이 멱을 들고 청주를 작에 떠서 봉작에게 주면 봉작은 그 작을 받든다.

6) 동서종향 초헌례
- 동서종향

초헌관이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 알자와

찬인이 동서종향 초헌관을 배위 준소로
인도하여 동서를 향하여 선다.

동서종향 초헌례

-각
 사준은 멱을 들어 술을 뜨고 봉작은 잔에 술
을 받는다.
신위 전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세 번 향을 피운다.

3

- 전작은

폐비를 동서종향 초헌관에게 드리면 동서
종향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전작에게 준
관세기

준소

동서종향 초헌례

장 향교 석전제

계양의 전통의례

68

제

- 동서종향

초헌관은 홍유후 설총과 문창후 최치원

69

다.

- 알자와

찬인은 동서종향 아헌관을 인도

- 전작은 폐비를 받아 신위 전에 올린다.

하여 정해진 자리로 돌아온다.

- 봉작이

동서종향 초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동서종향 초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
8) 동서종향 종헌례

한다.
- 초헌관이

작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을 홍유후 설총과 문창후 최치원 신위
전에 올린다.

- 동서종향

종헌관이 알자와 찬인의 인도
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성공, 문충공, 문경공, 문헌공, 문정공, 문순공, 문정공, 문
성공, 문간공, 문원공，
문열공, 문경공, 문정공, 문정공, 문순공 신위 전에 차례대로
헌작한다.

- 알자와

찬인이 동서종향 종헌관을 배위

동서종향 종헌례

준소로 인도하여 동서를 향하여 선다.
-각
 사준은 멱을 들어 술을 뜨고 봉작은

- 알자와

찬인은 동서종향 초헌관을 인도하여 정해진 자리로 돌아온다.

잔에 술을 받는다.
- 동서종향

종헌관은 홍유후 설총과 문창

7) 동서종향 아헌례

후 최치원 신위 전에 이르러 꿇어앉는다.

- 동서종향

아헌관이 알자와 찬인의

- 봉작이

동서종향 종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동서종향 종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한다.

씻는다.
- 알자와

찬인이 동서종향 아헌관을

을 홍유후 설총과 문창후 최치원 신위 전

배위 준소로 인도하여 동서를 향하

에 올린다.

여 선다.
-각
 사준은 멱을 들어 술을 뜨고 봉

동서종향 종헌례

- 종헌관이

작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성공, 문충공, 문경
동서종향 아헌례

작은 잔에 술을 받는다.
- 동서종향 아헌관은 홍유후 설총과
문창후 최치원 신위 전에 이르러 꿇어앉는다.
- 봉작이

동서종향 아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동서종향 아헌관이 작을 받아 헌작
한다.

공, 문헌공, 문정공, 문원공, 문순공, 문정공,
문성공, 문간공, 문원공, 문열공, 문경공, 문정
공, 문정공, 문순공 신위 전에 차례대로 헌작
한다.

음복

- 알자와

찬인은 동서종향 종헌관을 인도
하여 정해진 자리로 돌아온다.

- 아헌관이

작을 전작에게 주면 전작은 작을 홍유후 설총과 문창후 최치원 신위

정공, 문성공, 문간공, 문원공，
문열공, 문경공, 문정공, 문정공, 문순공 신위 전에 차
례대로 헌작한다.

-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음복위에

3

나아가 서향하여 끓어 앉는다.
- 대축은

음복위에 나아가 헌관 쪽에서 북

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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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 끓어앉는다.
- 대축이

복주를 헌관에게 드린다. 초헌관이 복주를 다 마시면 대축은 잔을 받아
자리에 내려놓는다.
- 대축이

조육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조육을 받아 먹고 집사에게 준다.
- 집사가 조육을 받아 동쪽 계단으로 내려간다.
- 초헌관과

대축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헌관은 4배
한다.
10) 철변두(撤籩豆)
- 등가에서는

오안지악을 연주한다.

철변두

- 대축이 찬인의 인도를 받아 변과 두를 거둔다. 음악을 그친다.
- 헌가에서는

응안지악을 연주 한다. 헌관 이하 참가자 모두 4배한다.
11) 망료례(望燎禮)
-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망료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 대축이

찬인의 인도를 받아 축문과 폐백을 대광주리에 담아 서쪽 계단으로 내
려와 구덩이 앞에 놓는다.

사배

제

망료

망료

전교 인사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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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문과

폐백을 불사르고 흙을 반쯤 덮으면, 초헌관과 대축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 알자는 헌관의 왼쪽에서 예필을 고한다.
- 헌관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

□ 軒架作凝安之樂烈文之舞作(三成)擧麾.
□ 四拜獻官以下在位者皆四拜(一般 鞠躬)
鞠躬, 跪, 搢笏,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執笏, 俯伏, 興, 平身.
□ 樂止偃麾.

-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배위로 나아가 4배를 한 후 나간다.
- 전사관은

묘사를 인솔하여 예찬을 거두고, 주독을 덮고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온다.

行奠幣禮
□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搢笏 盥手 帨手 執笏).
□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北向立(獻官 跪 搢笏).

<釋奠 笏記>

□ 登歌作明安之樂烈文之舞作擧麾.
□ 贊引引大祝及奉香奉爐進獻官之左右北向跪(搢笏)三上香.

□ 典祀官廟司入室饌具畢

□ 大祝以幣篚授初獻官.

□ 贊引引監察升自東階按視堂之上下糾察復位

□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 執禮及廟司先就階間拜位北向西上立四拜訖盥洗位盥手就位

□ 大祝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謁者贊引俱就階間拜位四拜訖盥洗位盥手就位

□ 次詣復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三上香.
□ 大祝以幣篚授初獻官.

唱笏

□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 典樂帥樂生二舞入就位.

□ 大祝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贊引引大祝及諸執事入就階間拜位北向西上立.

□ 次詣宗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三上香.

□ 四拜大祝以下皆四拜.

□ 大祝以幣篚授初獻官.

鞠躬, 跪, 搢笏,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執笏, 俯伏, 興, 平身.

□ 大祝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廟司帥奉香奉爐升點燈燭開櫝啓蓋開扉訖復位.

□ 次詣述聖公神位前(獻官跪 搢笏)三上香.

□ 謁者贊引各引獻官及分獻官奉香祝詣傳香門外位立定.

□ 大祝以幣篚授初獻官.

□ 贊引引大祝詣傳香門前奉祝板香櫃引詣香所(獻官以下在位者 鞠躬 平身)

□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 置於各坫上復位.

□ 大祝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司奠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立定.

□ 次詣亞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三上香.

□ 謁者贊引各引獻官及分獻官入就位.

□ 大祝以幣篚授初獻官.

3

□ 謁者請行事(謁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

□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 國民儀禮(國旗敬禮 平身).

□ 大祝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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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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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樂止偃麾.

□ 樂止偃麾.

□ 謁者贊引各引初獻官及大祝降復位.

□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北向立(獻官 跪 搢笏).
□ 贊引引大祝進獻官之左東向立跪(搢笏).

行初獻禮

□ 獻官以下諸執事俯伏在位者鞠躬.

□ 謁者引初獻官詣大成至聖文宣王尊所西向立.

□ 讀祝文訖樂作.

□ 登歌作成安之樂烈文之舞作擧麾.

□ 獻官以下諸執事在位者興平身執笏.

□ 司奠擧冪酌醴齊奉爵以爵受酒.

□ 樂止.

□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北向立(獻官 跪 搢笏).

□ 謁者贊引各引初獻官及大祝降復位.

□ 奉爵以爵授初獻官.

□ 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立定.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樂止偃麾.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 俯伏 興 平身).
□ 司奠擧冪爵醴齊奉爵以爵受酒.

□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盥手(搢笏 盥手 帨手 執笏).

□ 引詣復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引詣大成至聖文宣王尊所西向立.

□ 奉爵以爵授初獻官.

□ 軒架作成安之樂昭武之舞作擧麾.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司奠擧冪酌盎齊奉爵以爵受酒.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 俯伏 興 平身).

□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北向立(獻官 跪 搢笏).

□ 次詣宗聖公神位前(獻官跪 搢笏).

□ 奉爵以爵授亞獻官.

□ 奉爵以爵授初獻官.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 俯伏 興 平身).

□ 謁者引亞獻官詣配位尊所西向立.

□ 次詣述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司奠擧冪酌盎齊奉爵以爵受酒.

□ 奉爵以爵授初獻官.

□ 引詣復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奉爵以爵授亞獻官.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 俯伏 興 平身).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次詣亞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奉爵以爵授初獻官.

□ 次詣宗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奉爵以爵授亞獻官.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 俯伏 興 平身).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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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謁者引初獻官詣配位尊所西向立.

77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次詣述聖公神位前(獻官跪 搢笏).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奉爵以爵授亞獻官.

□ 次詣述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奉爵以爵授終獻官.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次詣亞聖公神位前(獻官跪 搢笏).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奉爵以爵授亞獻官.

□ 次詣亞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奉爵以爵授終獻官.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謁者引亞獻官降復位.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樂止偃麾.

□ 謁者贊引各引終獻官及分獻官奉爵奠爵司奠降復位.
□ 樂止偃麾.

行終獻禮兼分獻禮
□ 引詣大成至聖文宣王及從享位尊所西向立.

□ 贊引引大祝詣文宣王尊所以爵酌罍福酒.

□ 軒架作成安之樂昭武之舞作擧麾.

□ 又引大祝持俎進減神位前胙肉.

□ 各司奠擧冪酌淸酒奉爵以爵受酒.

□ 謁者引初獻官詣飮福位西向立(獻官 跪 搢笏).

□ 引詣大成至聖文宣王及從享位神位前各向立(獻官 跪 搢笏)分獻官三上香.

□ 贊引引大祝進初獻官之左北向跪.

□ 各奉爵以爵授獻官.

□ 以爵授初獻官.

□ 各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初獻官受爵卒爵大祝受虛爵復於坫.

□ 各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分獻官酌獻如上儀.

□ 又引大祝以俎授初獻官 初獻官受俎以授執事.

□ 謁者引終獻官詣配位尊所西向立.

□ 執事受俎降自東階出門(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司奠擧冪酌淸酒奉爵以爵受酒.

□ 謁者贊引各引初獻官及大祝降復位.

□ 引詣復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四拜獻官皆四拜.

□ 奉爵以爵授終獻官.

□ 徹籩豆.

□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登歌作娛安之樂擧麾.

□ 奠爵奠于神位前(獻官 執笏 俯伏 興 平身).

□ 贊引引大祝升徹籩豆(各一少移)降復位.

□ 次詣宗聖公神位前(獻官 跪 搢笏).

□ 樂止偃麾.

□ 奉爵以爵授終獻官.

□ 軒架作凝安之樂擧麾.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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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謁者贊引各引終獻官及分獻官詣盥洗位盥手(搢笏 盥手 帨手 執笏).

79

□ 四拜獻官以下在位者皆四拜(一般鞠躬).
(鞠躬, 跪, 搢笏,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執笏, 俯伏, 興, 平身)
□ 樂止偃麾.
行望瘞禮
□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事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
□ 贊引引大祝以篚取祝及幣降自西階置於坎.
□ 可燎置土半坎.
□ 謁者引初獻官復位.
□ 贊引引大祝復位(執禮帥贊者復位).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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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謁者告禮畢(謁者進初獻官之左白古禮畢).
□ 謁者贊引各引獻官及在位者出.
□ 贊引引大祝及諸執事俱復階間拜位四拜.
(鞠躬 跪 搢笏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執笏 俯伏 興 平身)
□ 贊引引大祝及諸執事以次出.
□ 典樂帥工人二舞出.
□ 執禮帥典祀官及諸執事俱復階間拜位四拜訖以次出.
□ 典祀官及廟司帥其屬徹禮饌閉櫝消燈閉扉以降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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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례란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무사평안과 풍요를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체계이다. 동네 주민이 뜻을 모아 마을의 악귀,
악신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고 가가호호(家家戶戶)의 평안, 생업, 건강 장수, 화목 등
마을과 주민의 모든 것을 위하여 마을의 조상신이나 수호신에게 빌었던 마을 공동
체 신앙이다. 이 의식은 개인 차원이 아닌 마을 전체 제의로, 주민은 마을의 이질성
과 다양성을 마을의례라는 형식을 통해 단일화, 통합화한 생활공동체로 가꿔 나가
려 하였다.
계양구에서도 여러 마을에서 마을의례를 거행하였다. 조사된 바로는 계산동에서는
도당제(산천제, 산신제), 다남동에서는 산신제, 동양동에서는 산고사(도당굿), 목상
동에서는 산신제(산고사), 박촌동에서는 산고사(대동고사), 서운동에서는 산제, 용
종동에서는 도당제, 효성동에서는 도당고사를 지냈다. 이렇듯 많은 마을에서 얼마
전까지 마을 주민이 모여 주민 중심의 마을의례를 거행했으나, 기독교의 전파와 마
을 전체가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개발되고, 또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며 참여가 줄어
들어 하나 둘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계산동과 효성동에서는 당집을 새
로 마련하여 마을의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

계양산 산신제 알림

효성동 도당제 알림

장 마을의례

계양의 전통의례

82

4

83

1. 계산동 산신제
계산동은 계양산록에 위치한 곳이며 인천에서는 내륙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제가
실시되는 다른 곳들에 비해 도시화가 빠르게 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2월 1일과 10월 1일에 계양산신을 대상으로 산신제(산천제
라고도 한다)를 지낸다. 1996년 2월에는 지방문화재 지정을 위해 보다 성대하게 제
의를 치렀고, 1997년 10월 31일에는 산제당 이전 신축 준공식을 겸한 제의를 치렀
다. 2014년 11월 22일에는 1901년에 작성된 문서[大韓光武 五年 辛丑十月一日 謹書]
를 계양문화원의 고증으로 축문을 재해석하고 제례의 진행 순서인 홀기에 대한 뜻
을 찾아 순서를 명시하는 복원 작업을 거쳐 새로운 민속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제례
를 거행하였다.
1901년의 기록은 하당의 산신제에 대한 것으로 긴 종이를 6등분으로 나눠 접은
모양으로,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크기이다. 한쪽 면에는 산신제 축문과 홀기를 적
었고, 그 뒷면에는 산신제 제수물목, 산신제터(산성)와 도단터로 보내는 물품을 적
어 놓았다.
이 기록의 내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계양산 산신제 축문과 홀기(하리)

축문은“依是仰 農商守職 貧富安業 閭里帖妥 皆神之祿 人物繁昌 亦神之畀 謹以
淸酌 庶羞祗薦 歲事 尙 饗”(농사와 상업의 직업을 지키며 가난하든 부자든 편안히
생계를 유지하니, 거리마다 편안함이 모두가 신의 복록이고, 인물이 번창함 또한 신
께서 주신 것이니, 이에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감사함을 올립니
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수물목은‘豕牲 1首, 蒸餠 2器, 幣苧 3尺, 大棗 1器, 生栗 1器, 紅柿 1器, 淸 1
器, 菜 1器, 脯 1器, 食醢 1器, 素湯 1器, 肉湯 1器, 魚湯 1器, 素炙 1器, 投角(튀각)
1器, 形鹽(소금) 1器, 香 1封, 黃燭 1雙’이고, 산성에 보내는 물목은‘祭床 1坐, 盞
2介, 箸 2介, 盘 1介, 退酒沙鉢 1介, 茅沙湯器 1介, 幣帛床子 1介, 座面紙 1張, 香炉
1坐, 香 3封, 形鹽 1封, 飾 1介, 朴阿只 1介, 自朴只 1介, 祭酒甁 1箇, 釼 1介, 鋤 1介,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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擧火 2双, 木石流黃 1束, 草芚 3立, 膏草 1束, 淸酒, 濁酒’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69년도 기록에는 산신제 제물은 우두, 증편, 육탕, 어탕, 소탕, 생율, 대추,
건시(연시), 포, 식혜, 소적, 다시마적, 채소, 형염, 양초, 향, 제주, 폐포를 준비하도록
계양산 산신제 제수물목(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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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도단 제물은 증편, 육탕, 어탕, 소탕, 생율, 대추, 건시, 포, 식혜, 소적, 다시마

양산 중앙 초입에 위치하였고, 자연석을 쌓

적, 채소, 간장, 양초, 향, 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은 큰 차이가 없었

아 올리고 기와를 덮은 전형적인 당집 형태

지만, 산신제 제수물목이었던 우두와 폐포가 도단제에서는 빠지고, 산신제 제물인

로 유지되다가 계양문화회관이 건립되며 철

형염이 도단제에서는 간장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되었다고 한다.

계산동 산신제는 본래 도당제라는 이름으로 거행했으며, 해방 전까지는 도당굿

도당제의 주요 신앙의 대상은 계양산 산

을 일주일씩 했다. 지금은 산신제를 계산동우회와 계산동리중계가 주관하고 있다.

신으로 생각되며, 제일은 매년 음력 2월 1

산신제에는 동우회원들과 관심 있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늘 많은 기관장이 참석하

일과 10월 1일로, 한달 전에 마을의 원로

고 있다.

회의에서 제물을 만드는 안당주와 제물을
구입하는 바깥당주를 선출했다. 당주(제

요 참석 인사를 소개하고, 간단히 동우회

관)로 결정된 사람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

장, 리중계장, 주요 참석자의 인사와 제의에

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금기 사항을 철

대한 안내를 한 후 2층 제당으로 향한다.

저히 지켜야 했다.

제물은 동우회 회원들이 비용을 공동으

한편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1969년

로 추렴하여 준비하고, 제의 절차는 제축

의 제의를 위해 작성한 홀기 축문 등에 대

홀기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홀기는

한 기록을 보면 당주에 대한 내용은 나오

보통의 제례 절차와 큰 차이가 없는 듯하

지 않고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다. 예전에는 가뭄이 심할 때에 도당제를 지내며 기우제를 병행하여 제를 올렸다고

정하고, 초헌례의 전사관(典祀官)·집사(執

한다.

事)·봉향(奉香)·아헌례의 집례(執禮)·헌작

산신제 전 모임(1층)

계산동 산신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계

(獻酌)·봉로(奉爐)·종헌례의 대축(大祝)·

산동우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기록을 보면“도당제는 마을을 수호하고 풍요

알자(謁者)·신실(神室)을 맡아 보는 사람

와 다산을 기원하는 부락 공동체의 믿음의 대상(토테미즘)인 점을 감안하면 자연

을 따로 뽑았다.

부락이 조성된 이후가 아닌가 생각되며, 과거 계양산은 부평의 진산으로 계산동 지

계양산 도당제는 원래 쌍 산신제로 열리던 마을의 공동

역은 소도읍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부평부가 역사에 등장하는 시점이 고려 충선

행사였다. 계산동은 계산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할아버지

왕 2년(1310)인 점에 비추어 천여 년 이상 계속 되어 온 지역민의 공동행사가 아니었

산인 계양산이, 남쪽은 할머니산인 망동산(望東山) 자락이

나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며,“부평의 진산인 계양산을 병풍삼아 마을이 형성된

위치하고 있어 두 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두 마을에서 같은 날 동제를 거행하였는데, 계양산 아래

행해져 왔으나, 마을을 수호하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의 일종인 동신

의 부평부 부내면 상리(上里) 지역에서는 계양산 할아버지

제(洞神祭)가 계양산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도당제가 그 명맥을 유

를, 망동산 아래 하리(下里) 마을에서는 할머니를 모시는

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는 원래 도당집[堂屋]은 계산동 뒤편 계

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똑같은 시각에 제사를 드리기 위

당집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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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제를 시작하기 전에 당집 1층에서 주

계양문화회관 건립 공사(1996년)

87

해 양쪽의 당에서 각각 제의 준비를 하
고 준비가 다 됐을 무렵 상당에서 봉

제의의 목적은 아래 축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을 평안, 생업 번성, 인물 번
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를 피어 신호를 보내면, 하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호를 되보내어

山神祭祝

양쪽 당에서 동시에 제를 올렸다고 한

維 檀君紀元 0000年 歲次 00年 陰 十月 朔 ㅇㅇ 初 一日

다.

仁川廣域市 桂山洞 ㅇㅇㅇ 敢昭告于

망동산은 몽둥산, 먼동산으로도 불
계양산

桂陽山 神靈任 桂陽山 老姑 神靈任 仁川廣域市 桂陽

렸고 현재 작전초등학교 북쪽 오르막

治之 西天作 高嶽元氣 毓種精神 磅礴岡麓 秀麗 靈聖 降臨

의 높다란 솔밭 언덕으로 옛날 부평의

鎭我區基 綏我人心 妖孼屛跡 風霜以時 惟慈下民是依是仰

안산(案山)이었다. 예전에는 지금의 삼

農商工守職 貧富安業 閭里帖妥 皆神之祿 人物繁昌 亦神之畀

천리아파트 1~5동 바깥쪽으로 계산

謹以 淸酌 庶羞秪薦 歲事 尙

천이 흘러 나갔고, 그 안쪽으로 잔디

饗

가 깔린 망동산에서 봄철 활쏘기 대회

망동산

를 열었다고 한다. 외적의 침입이 많았

단군기원 0000년 해의 차례는 00년 음력 10월 1일 ㅇㅇ 삭 초일

던 우리나라의 여기저기에 방어를 목적

인천광역시 계산동 (ㅇㅇㅇ) 가 감히 밝게 고합니다.

으로 망루를 세웠는데, 망동산은 망루

계양산 신령임, 계양산 노고 신령임.

가 있어 옛 부평의 안산인 동시에 방어의 큰 역할을 담당하던 산이었다.
두 곳의 제당의 명칭은 도당토 상당과 하당이라 했다. 상당은 도당할아버지(계양

높은 산의 타고난 정기 모든 것을 기를 수 있는 정신 뒤섞이듯

산신)를 모신 곳으로 계양산 중턱에 두 칸 크기의 당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하나로 된 산봉오리와 산기슭 빼어나고 고와 신령과 성현이 강림 하신 듯 하며

그 자리에 계양문화회관이 새로이 들어섰다. 예전 당집 주변에는 큰 소나무와 옹달

우리구민의 진정한 터전이요

샘이 있었고, 한동안 계양문화회관 주차장 위쪽에 도당터를 정해 제의를 거행하다

우리 인심도 편안하고 아름답게 꾸민 자취 바람 불고 서리 내릴 때도

가 그 자리에 새로 당집을 마련하였다. 당집은 2층의 벽돌 기와집으로 아랫층은 동

오직 이 아래 백성은 이산을 의지하고 이산을 우러러 봅니다.

우회 등에서 회의를 하거나 제의를 준비하고 음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

농사와 상업의 직업을 지키며 가난하든 부자든 편안히 생계를 유지하니

고 있고, 윗층은 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집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계산

거리마다 편안하고 조용함 이 모두가 신의 복록입니다.

동리중계에서는 계양구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당집은 1997년에 준공되어

인물이 번창함 또한 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해 10월 31일(음 10월 1일)에 당집 준공식을 겸해 이전 신축 제사를 거행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1년의 감사함을 올리오니

도당할머니(도당신)를 모신 하당은 경인교육대학교 기숙사 자리에 있었다고 한

흠향하시옵소서.

버지가 계신 곳으로 모셔와 매 제의 때마다 같이 제를 올린다.

1996년에는 도당제와 산신제를 같이 지냈는데, 당시의 축문은 지금 것과 다소 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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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살펴보면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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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다음은 1996년 도당제와 산신제 축문이다.

(신이) 다스리시는 북쪽에 하늘이 높은 산의 빼어난 기, 정신을 길러 주시고,
산기슭과 언덕에 널리 퍼져 빼어나게 만드셨으니,

禱壇祝

성령께서 내려와 임하시어 우리 빛과 터전을 지키시고,

禱壇之神日 有桂陽山麓 設壇蕣峰 사금망동 례천수송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도우시며,

神祈降鑑 寬用愛護 鄕水永優 願依所 鎭得降福 永世降樂

아리따운 그루터기를 병풍처럼 두르시며,

求德所望 神惠徵打 尙

바람과 서리를 때로써 하시어,

饗

이 아래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이를 의지하며,
이를 받들어, 농상이 직분을 지키고,

단에 기원하는날에, 계양산 기슭 순봉에 제단을 차리니.

가난하고 부유한 이가 자신의 일을 편안히 하며

사금망동 례천수송

마을 문의 첩을 온당하게 함은 모두가 신의 녹입니다.

신께 기원하니 내려와 살피셔서, 너그러이 사랑하고 보살피셔서,

사람과 동물이 번창하게 하심 또한 신의 주심이니,

우리 마을의 물이 길이 넉넉하며

삼가 맑은 술 한잔을 올려,

원컨대 크게 복을 내리셔서 길이 복을 누리게 하소서

공경하고 천거함을 (다른 신들과) 차이 나게 하니,

덕을 구하며 신의 은혜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길이 흠향하시옵소서.

흠향하시옵소서.
예전에는 제의를 0시에 시작했으나, 언제부터인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몰 때쯤
山神祭祝

으로 시간을 옮겨 오후 6시 경에 할아버

維

지와 할머니 두 분을 한 곳에 같이 모셔

歲次 丙子 二月 乙卯 朔初一日 乙卯 ㅇㅇㅇ

제의를 드렸다. 당시에는 두 분의 신위

敢昭告于 桂陽山之神 府治之北天作 高嶽元氣

를 한 상에 모시고 동시에 제의를 치렀

毓鍾精神 旁礴岡麓 秀麗 靈聖降臨 鎭我 色基 浽我人心

다. 계양산신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다

妖蘖屛跡 風霜以時 惟玆下民 是依是仰

음에 도당제를 드렸다. 그래서 지금도

農商守職 貧富安業 閭里帖妥

두 분(桂陽山 神靈, 桂陽山 老姑神靈)을

皆神之祿 人物蕃昌 亦神之畀

같이 모신다.

謹以淸酌 庶差祗薦 歲事 尙
饗

헌관·아헌관·종헌관·축관 등을 선정
제

했다. 당산주는 마을회의에서 70세 이상
유세차 병자 이월 을묘 초하루 을묘 아무개

남자 중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을 선정했

감히 계양산의 신에게 밝게 고하니

다. 당산주의 주된 역할은 제물을 마

4

리중계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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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제의에서는 제관은 당산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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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제의를 준비하는 것이다. 당산주는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금주를 해야 하

□ 산신제 상차림

고, 부부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보거나 육식을 먹어서도 안 되었다. 당

桂陽山神之神位
桂陽山老姑神之神位

산주의 집에는 일주일 전에 금줄을 매고, 대문 앞에는 황토를 펴 놓아 잡인이 출입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지금은 당산주를 선정하지 않고 동우회에서 당산주가 하는
제의 비용은 주민에게 쌀을 걷어서 그것을 되팔아 제물구입 등 필요 경비로 사용

두부
소탕

소고기
육탕
두부
한모

북어
좌포

원, 2004년에는 10명이 392,000원, 2005년에는 11명이 310,000원의 찬조금을 후원

촛대

물엿

북어
어탕

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제의 비용 찬조 내역을 확인
에는 19명이 830,000원, 2002년에는 13명이 650,000원, 2003년에는 11명이 370,000

잔

시저

했다. 지금은 리중계 회비와 관계 기관의 후원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곳
할 수 있다. 1999년에는 16명이 910,000원, 2000년에는 21명이 1,070,000원, 2001년

통돼지 흙돼지
(황소머리 대치)

잔

촛대

일을 대신하고 있다.

무
(생채나물)

생율

소
생육적

배

작은
시루떡

떡
(절편)

우혜
식혜

다시마

소금

튀각(적)

홍시
연시

사과

대추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주전자

제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준비하여 진설하도록 기록으로 남겨 놓고 있어, 제의 때
황토

막걸리
약주 대체

마다 이것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으나, 꼭 이대로 진설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

향

퇴주
그릇

춰 제물을 준비하여 준비된 제물을 차려 제의를 드렸다.
계산동 도당제의 주요 제물 중의 하나는 예전에는 점이 없는 먹(검은)돼지 한 마

□ 도당제 상차림

리를 통으로 잡아 썼다. 만약에 검은돼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먹으로 돼지를 검게
桂陽山禱壇神之神位
桂陽山禱壇老姑神之神位

칠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드시 검은 돼지를 통으로 잡아 썼는데, 주민 중에서 이유
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요즈음은 돼지 대신에 소머리를 주로 쓴다. 조라는 당
산주가 사흘 전에 빚어 당에 묻었다가 제의 날 걸러 사용했다.

촛대

통북어
시저

술잔
북어포

채소

생육적
(생소고기적)

배

촛대

통북어
증편
(절편)

술잔

북어탕
(어탕)

(무채나물)

생율

두부
(소탕)

소고기
(육탕)
소금

다시마
홍시
(연시)

사과

우혜
(식혜)

물엿
대추

제

막걸리
약주 대체

제물 진설도(계산동 보관 문서)

황토
향

제주
주전자
퇴주
그릇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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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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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신제 상차림

예전에는 상리에서는 도당할아버지 제사를, 하
리에서는 도당할머니 제사를 드렸지만, 하당 터

신위

가 없어지며 상당에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같
이 모셨기 때문에 지금은 한 장소에서 제의를 드

초

초
술잔
통북어

린다. 제의는 먼저 토신제를 지내고 산신제, 도당
제(도단제라고도 한다)를 지냈다. 토신제는 당

생두부

집옆 계양산 밑에서 간단히 상을 차려 지내고 다

산신제 상차림(1996년)

시 당으로 와서 계양산신을 위한 고사를 드리고,
밤
소량

배
1개

사과
1개

감
1개

대추
소량

바로 이어 도당제를 드렸다. 산신제나 도당제의
절차는 거의 같고, 다만 상차림만 달리했다.
지금도 산신제 전에 당집 옆 빈 터에 상을 차

향

려 토신제를 간단히 지낸다. 제당 옆 토신제 터에
는 대리석으로 단을 만들어 놓았고, 단에는 신
위를 붙일 수 있는 대리석 판을 세워 놓아 거기
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신위를 붙여 놓고 제를 지

도당제 상차림(1996년)

낸다. 토신제 제물은 예전에 기록해 놓은 제물
진설도에 따라 북어, 생두부, 밤 몇 개, 배 1개, 사과 1개, 대추 몇 개와 진설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감도 올렸다. 제의는 간단히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정도이다.
토신제가 끝나면 제당으로 와서 산신제를 지낸다. 제의는 유교식 제의 절차를 따
산신제 상차림

르는데, 미리 작성된 홀기에 따라 제의를 치른다. 제의 준비를 마치고, 제관이 제 자
리에 서면 향을 사르고,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제상 철거, 망료례

산신제 신위

제

산신제

토신제 상차림

토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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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제의를 진행한다. 이때 초헌관은 주로 구청장이나, 구의회의장 등이 맡아 하

行 奠幣禮

고, 그 외의 제관은 리중계 임원이 맡아 한다. 제당이 좁기 때문에 해당 제관들만 제

◆ 謁者 引 初獻官 入就位

당에서 제의를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당 밖에서 제의에 참여한다. 제의가 끝나면

◆跪

당집 1층에서 회식을 한다. 자세한 제의 절차는 아래‘계양산산천제’홀기를 참고하

◆ 三上香

면 된다.

◆ 執幣獻幣
◆ 俯伏興平身
◆ 引 降復位
行 初獻禮
◆ 謁者 引 初獻官 入就位
◆跪
◆ 執爵獻爵
망료례

제의 후 회식

◆ 俯伏 小退跪
◆ 祝官 進 初獻官 之左 跪
◆ 執事 參祀 諸員 皆 俯伏

<桂陽山 山川神祭 笏記>

◆ 讀祝
◆ 俯伏 興 平身

◆ 謁者 引獻官以下 參祀諸員入就拜位

◆ 初獻官 再拜 引 降復位

◆ 獻官以下諸執事盥洗
◆ 謁者引獻官入就位

行 亞獻禮

◆ 謁者 進 獻官之左 白有司 謹具請行事

◆ 謁者 亞獻官 入 就位

◆ 謁者 引 初獻官入就位

◆ 跪 三上香

◆跪

◆ 執爵獻爵

◆ 三上香

◆ 再拜 俯伏 興 平身

◆ 降神杯

◆ 引 降復位

◆ 再拜 俯伏 興 平身
行 終獻禮
◆ 謁者 終獻官 入 就位

◆ 皆 再拜

◆ 跪 三上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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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降復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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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執爵獻爵

- 꿇어앉으시오.

◆ 再拜 俯伏 興 平身

-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引 降復位

- 강신잔을 읍하고 따르시오.
- 두 번 절하고 엎드렸다 일어서며 몸을 펴시오.

飮福禮

-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 謁者 引 初獻官 詣 飮福位

- 알자는 헌관이하 제사 참여하는 모든 분을 참배할 자리로 안내 하시오.

◆ 跪 受爵飮卒爵

- 모두 두 번 절하시오.

◆ 受俎 以俎 受執事者
◆ 俯伏 興 平身 引 降復位

전폐례를 행하겠습니다.

◆ 在位者 皆 再拜

- 알자는 초헌관을 제상 앞으로 안내하시오.
- 꿇어앉으시오.

徹 籩豆
◆ 祝官 徹 籩豆

-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폐를 잡고 폐를 드리시오.
- 엎드렸다 일어서며 몸을 펴시오.

望燎禮

-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 謁者 引 初獻官 望燎位
◆ 可燎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알자는 초헌관을 참배할 자리로 안내하시오.

◆ 謁者 進 初獻官 之左 白禮畢

- 꿇어앉으시오.

◆ 引 獻官 出

- 잔을 잡아, 잔을 드리고 부복한 자세로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 桂陽山 山川 祭禮終

- 축관은 초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집사 및 제사 참여 하신 모든 분들은 다 엎드리시오.

<계양산 산천신제 홀기>

- 축문을 읽으시오.
- 엎드렸다 일어서며 몸을 펴시오.

- 알자는 헌관과 제사 참여 모든 인원을 참배할 자리로 안내 하시오,

- 초헌관은 재배하고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 헌관이하 모든 집사는 손 씻고 손을 닦으시오.
- 알자는 헌관 왼쪽으로 나아가 산천 신령제 올릴 것을 청하시오.

- 알자는 아헌관을 참배할 자리로 안내하시오.

- 알자는 초헌관을 제사상 앞으로 인도 하시오.

- 꿇어앉으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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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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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는 헌관을 참배할 자리로 안내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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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세 번 피우시오.

2. 목상동 산신제

- 잔을 잡아, 잔을 드리고 아헌관은 재배하고 엎드렸다 일어서며 몸을 펴시오.
-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이곳은 계양산을 등지고 북향으로 자리 잡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예전에는 산
신제(산고사)를 드렸다. 제당은 산제터(산고사터)라 불렀다. 이곳에서 모셨던 신은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계양산신인 토지신이고, 당집이나 신체를 따로 짓거나 모시지는 않고 마을의 큰 우

- 알자는 종헌관을 참배할 자리로 안내하시오.

물 바로 위에 있는 평평한 터에서 고사를 지냈다. 산신제를 지내며 재해가 없이 풍요

- 꿇어앉으시오.

롭고, 마을이 영원하기를 기원했다.

-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잔을 잡아, 잔을 드리고 종헌관은 재배하고 엎드렸다 일어서며 몸을 펴시오.
-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복을 마시는 예
- 알자는 초헌관을 음복할 상으로 인도해 나가시오.
- 꿇어앉아 잔을 받아 모두 마시고 잔을 비우시오.
- 안주를 받아 맛보고 안주 그릇을 집사에게 주시오.

목상동 산제터

목상동 우물

- 엎드렸다 일어서며 몸을 펴시고 제 자리로 내려가시오.
- 제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재배하시오.
제기의 변과 두를 거두는 예
- 축관은 나아가 대나무 제기, 목기 제기를 철상하시오.

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山神祭祝
維
檀紀 0000年 歲次 00 十月 00朔 初0日00

축문과 지방 태우는 예

木霜洞民 敢昭告于 土地之神

- 알자는 초헌관을 망료위로 인도하시오.

於樂南山 於靈是毓 其峯崷窣

- 축문과 지방 폐저를 불사르시오.

其泉淸淥 其酒維何 維稻及麥
其牲維何 維騂及角 神鑑在玆

- 계양산 산천제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永尊民宅 父子慈孝 婦順夫直
民無災害 苗無螟螣 爰差穀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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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관이 먼저 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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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단기 모년 세차 시월년 모 삭초 모일

상가(喪家)는 제외되었으며, 비용을 내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주위에서 대신 부담

목상동민이 감히 토지신께 고하나이다.

하기도 하였다.

샘은 맑게 흐르고, 비바람은 순조로우며,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제의 전후에 작성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벼와 보리를 잘 길러 수확이 많게 해주시고,

이 기록에 의하면 1984년부터는 현금으로만 걷었으나, 가정에 따라서는 곡식을 내

주민들의 생활을 오래도록 소중히 여겨 주시고,

기도 하였다. 매 해 걷은 돈의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1990년대 이 후에 급격한 상

부자자효하게 해주시고, 부순부직하게 해주시고,

승폭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 와서 마을이 개발되며 들어선 목장이나 농원,

주민들에게는 재해가 없고 싹에는 해충이 없게

음식점, 공장 등에서 찬조금을 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의 제의 때에는 사업주들

해주시기를 고하나이다.

의 찬조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마련했고 주민들은 정성껏 쌀 1되 정도만 냈다.

좋은 술을 공손히 바치오니 바람도 서늘하니
오셔서 자리 잡으십시오.
<祭物>

흠향하시옵소서.

1. 제물은 반드시 숫소 머리로 한다.
자연 그대로 삶아서 운두 얕은 그릇(오봉)에 밭쳐 놓는다.
1. 떡,시루떡 十升 이상으로 한다.
十升 기준으로 찹쌀 2.5升, 팥 2.5升
1. 과일 연시 5個, 밤 1合, 대추 1合 북어 3마리
1. 기타 양초 특대 2개, 창호지, 양지 각 5매
(목상동 기록)

< 1992년도 제수물목과 가격>
산신제 축문

산신제 절차와 제물

제의는 한해 걸러 2년에 한 번씩 지냈는데, 10월 초순에 거행하였다. 대체로 초하
루에 지냈으며, 초사흘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제관은 제의 사흘 전쯤 대동회를
소집하여 안당주와 선(바깥)당주를 선정하였다. 당주는 피 부정이 없고, 깨끗하며
생기복덕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였다. 당주 집 주위에 황토를 뿌렸고, 금줄은 치지

제사 비용은 주민에게 걷었다. 떡, 밥을 짓기 위해 쌀을 걷었고, 따로 돈도 걷었다.

4

(목상동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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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당주는 매일 찬물로 목욕하여 몸을 정갈히 하였고, 목욕할 때에는 남의 눈

연시 - 5개
밤 - 1홉
대추 - 1홉 : 1,500원
양초 - 특대 2갑 : 600원
창호지, 양지 - 각 5매씩 10매 : 1,400원
북어 - 3마리 : 5,400원
떡시루 - 10되
찹쌀 - 3되
팥 - 3되
국거리 소내장 - 5근 : 15,000원
소머리 - 60근 : 180,000원
한우고기

103

제물은 따로 작성되어 있는‘제수물목’
의 내용대로 제물을 준비하며 그 해의 물

가지고 가 마지막 정성을 드

가 수준을 고려하여 각 제물의 예상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제의 비용을 산출하여

렸다. 가지고 간 떡은 두 당

제비를 마련하였다. 조라는 제의 당일 아침에 당주 집에서 손수 버무려 단지에 담아

주가 다 먹고 내려왔다.

산제터에 묻었다가 사용하였다. 조라 단지를 묻은 위에는 짚 주저리를 만들어 세워
놓았다. 이 술은 어느 정도 괴기는 하였으나 맛은 밋밋하였다고 한다.

제의를 위해 특별히 지켜
야 할 금기는 없었지만, 제

제의를 위해 대동회를 열어 당주를 뽑고 제의에 대해 의논하였다. 제의 준비는 따

의 날이 잡히면 잡상인의 마

로 마련해 둔 문서인‘산신제 절차’
를 따랐다. 이 문서는 제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을 출입과 마을 곡식의 유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한 것으로, 제의 날자와 제의 시간, 안당주와 선당주의

출이 금지되었다. 곡식이 들

역할과 제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 놓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오는 것은 상관없었다.
산신제 경비부

목상동에는‘산신제 경비
부(山神祭 經費簿)’
라는 산
<山神祭 節次(山致誠)>

제에 관한 기록 있다. 이 기록은 제사 비용의 추렴, 제물 구입에 대해 산신제 전후에

1. 목상동 산신제는 2년마다 실시한다.
1. 음력 10월 초순을 기준으로 행한다.
1. 안당주, 선당주 두 가정을 선정한다.
가. 안당주는 떡을 찌고 그 이튿날 저녁에 백설기를 쪄서 자시
(오후 11시, 새벽 1시 이내)에 행한다. 이것이 3일 치성이다.
나. 선당주는 쇠머리 구입과 제물 및 모든 행사 준비를 한다.
쇠머리를 삶고 국거리와 과접 등의 의무가 있다.
단, 복잡하고 바쁜 관계로 동민은 여럿이 도와야 한다.

작성해 놓은 것이다. 산신제 경비부는 1961년부터 작성되었고 중간에 몇 년은 기록
되지 않았다. 마을 사정으로 제의를 치르지 않은 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제비 납부 내역 표’
에서와 같이 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똑같이
일정량의 곡식과 쌀을 걷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가정 형편에 따라서 더 내거나 덜 내

<제비 납부 내역>

(목상동 기록)

년도

제의 날 아침에 당주는 마을의 큰 우물을 퍼내고 깨끗이
청소한 후, 촛불을 켜 놓는다. 촛불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끄지 않았다. 나중에 화재 예방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
해 전기를 끌어 전등을 켜 놓았다. 밤 9시가 넘으면 청년들
이 우물 뒤에 있는 산제터로 제물을 운반하고 제물이 진설
되면 동네 노인의 주관 하에 제사를 드렸다. 제사가 끝나

산신제 경비부

새벽에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작은 시루에 떡을 쪄 우물로

현금(원)
1,990
4,950
7,350
8,150
21,900
16,000
40,500
65,000
44,000
288,000
540,000

비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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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다. 제사 다음날에 두 당주는

계
18
19.5
19
22
21
27
28
6
2
2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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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두 당주의 집에서 떡, 고기, 술로 음복하고, 먹고 남은

1961
1963
1967
1969
1974
1976
1980
1982
1984
1986
1990
1994

호당 갹출 내용
납부 내용
곡식(되) 현금(원) 참여호수 백미(되) 찹쌀(되) 팥(되)
0.5
500환
33
0.5
50
31
11
4
3
0.5
150
33
12.5
4
3
0.5
230
31
11
4
4
1
300
27
17
2
3
1
1,000
25
16
2
3
1
500
32
24
2
3
1
1,500
27
21
4
3
5,000
22
3
3
2,000
28
2
3,000
37
18
5
6
34
1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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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각 가정에서 납부한 내용을 보면 1960년대에는 제의에 참여하는 가정
마다 곡식(쌀, 찹쌀, 팥) 반 되와 일정액의 현금을 납부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납부해야 하는 곡식이 한 되로 늘어났고, 1984년 이후에는 곡식을 따로 걷지 않고
현금으로만 걷었다. 그러나 어떤 가정에서는 곡식으로 내기도 하였다. 제비를 걷는
책임자는 장부에 호주의 이름을 따로 적어 놓고 제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당
주 두 명에게는 제비를 걷지 않았다.
제비 납부 내용을 통해 제의에 참여한 가정의 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1970~80년대에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가, 1990년대 들어 와서는 도리어 예

박촌동 산고사 터

박촌동 산제당

전보다 더 많은 가정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내용을 보면 매 해 걷은 돈의 총액이 증가하는데, 1990년대 이후에 급격히
山神告辭祝文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990년대에는 마을이 개발되며 이때 생긴 목장이나
농원, 음식점, 공장 등에서 찬조금을 냈기 때문이다. 1994년 제의 때에는 거의 찬조

維

금으로 비용을 마련했고, 주민들은 약간의 현금이나 곡식으로 성의 표시하는 정도

歲次 ㅇㅇ 十月 ㅇㅇ 朔初一日 ㅇㅇ 代表 幼學 ㅇㅇㅇ

였다.

敢昭告于 金鷄山川之神 伏以謹告
德配芎壤 明幷日月
有禱必酬

3. 박촌동 산고사

敢願感應 禍福灾祥 係於厥手
此嶶誠陰騭
全福消 灾天送獲

박촌동은 김포군과 인접한 농업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도당굿과는 상관없이 처
음부터 산고사를 드렸다. 제의는 유교식 절차로 드렸다. 제의 이름은 산고사(산신

財芎逆然 損吉敬 陳以焑福

고사)였으며, 대동고사라고도 했다. 이곳에서 모셨던 신은 금계산신이었고, 제당은

五穀豊登 六畜繁殖 日盛月盛 和樂且堪

‘당’
이라고 했으며, 소양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었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상석으로

特幣上山 告潔感應 來助伏望 歆格 尙

쓰이는 널찍한 바위가 당의 구실을 했다. 과거에는 떡갈나무를 신목으로 모셨으나

饗

언제부터인지 고사되어 없어 졌다.
유세차 시월 초하룻날에 대표 유학 아무개
엎드려 삼가 고하건대,
덕스러이 궁과 땅을 지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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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이었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히 금계산천의 신에게 밝게 고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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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

107

밝음은 해와 달을 아우르며 비는 바를

제의는 저녁에 제주들만 당에 올라

반드시 보답하리니,

가 간단히 치성을 드렸다. 축을 읽고

감히 원하는 바에 감응하시어,

소지를 올렸는데, 대동 소지를 먼저

재화와 복과 재난을 그 손에 걸리게 하시어

올리고, 제의 준비에 힘쓴 주민들의 소

오곡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육축은 번식하며

지를 올렸다. 당에서의 제의가 끝나면

나날이 다달이 번성하여 화락하고 즐겁게 하소서. 상향

대동우물로 내려 와 우물고사를 드렸
다. 이때는 용왕에게 물을 잘 나오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다른 마을과는
달리 우물 청소는 봄에 따로 날을 잡

우물 터

아 했다.
제의 날에는 마을 입구에 삼줄을 매고 주민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
다. 나중에는 젊은이들의 반발이 심해지며 삼줄 매는 일은 없앴다.

4. 서운동 산제
산고사 축문

서운동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산제를 지냈다. 모시는 신은 계양산신이
었다. 초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제를 지냈으나, 행여 부정이 끼면 다음 달로 미루어

매년 10월 1일에 날이 어두워지면 당에 올라 제의를 드렸다. 부정이 생겨도 연기하
지 않고 제의를 진행했다. 제의를 드리면서 부정이 생긴 일이 없었다고 한다. 제관은

당은 마을 뒤쪽 구릉지에 있었고, 이곳을 산제터 또는 산신당 등으로 불렀다. 산

생기복덕을 가려 제주 3명을 선정했다. 한 때는 남자 3명과 여자 3명 모두 6명의 제

제터에는 시멘트 벽돌로 지은 당집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신목인 상수리 나무와 참

주를 선정했다. 여자를 제주로 선정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제주 집에는

나무, 앵두나무가 있었으나, 신목인 상수리나무는 줄기가 모두 잘리고 1미터 가량

삼줄(금줄)을 매고, 대문 앞에 황토를 펴 놓았다. 제주는 당우물에서 쌀을 씻어 방

의 밑둥만 간신히 남아있어 공터처럼 보였다. 당집과 산신당은 지역이 개발되며 사

아를 쪄 떡을 하고, 제의 날 산에서 제 음식을 만들었다. 제 음식은 많이 장만하여

라지고 말았다.

서로 나눠 먹었다. 나중에는 제주 일을 통장이 모두 맡아 하였다.

당집은 정면에 출입구를 두고 안에는 높이 45센티의 제단을 설치했다. 지붕은
슬레이트를 덮었다. 들보에는 다음과 같은 상량문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당제가

정도가 참여했다. 나중에는 마을회관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였

194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집은 1971년에 건축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지붕 밑

다. 제물은 떡·적·돼지머리·삼색 과실·녹두나물·무나물·산채 등이었고, 밥은 올

한쪽 벽에는 당집을 건립할 때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긴 나무판에 적어 붙

리지 않았다.

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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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하는 가정에서 쌀 2~3되를 걷었는데, 40~60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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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거행하였다.

109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학식이 있으며, 주민들의 칭송을
상량문

받는 사람으로 그 해에 부정이 없어야 했다. 당주가 제관을 겸하기도 했으며, 헌관

- 하부 : 檀紀四仟參百四年辛亥陰六月初七日辛時堅柱上樑
- 측면 : 檀紀四仟貳百四什四年陰什月一日桂陽山之神

이 축관을 겸하기도 했다. 제관도 당주와 같이 몸가짐에 신경을 써야 했다.
제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제의를 치르는 모든 마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집에서 한 되 정도의 쌀이나, 그에 해당

산제를 지내기 보름 전 쯤 동장·반장 및 동네 유지들이 모여 그 해의 제를 주관
할 당주와 제관을 선정하고, 제의 절차 등을 의논하는 것으로 이 마을의 산제가 시

하는 액수의 현금을 걷었다. 상인이나 복인이 있는 집의 쌀은 깨끗하지 않다 하여
걷지 않았다. 또한 당주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다.

작되었다. 당주는 두명으로 앉은당주와 선당주를 뽑았다. 당주는 아무나 될 수 있

걷은 쌀 중에서 병미, 주미, 탕반미, 치성미 등을 위한 쌀을 남겨두고 나머지 쌀은

는 것이 아니었다. 상인(喪人)이거나 복인

팔아서 현금화하였다. 다른 제물을 구입하고, 제사를 치르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腹人)이 아니어야 당주로 선정될 수 있

들어가기 때문이다. 쌀을 걷고, 제물을 구입하는 일은 선당주가 맡아 했고, 앉은당

었다. 당주로 선정되면 함부로 바깥 출

주는 선당주가 구매한 제물로 제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했다.

서운동 당집

입을 해서는 안 되었고, 금욕생활을 하며

제사에 사용되는 술은 앉은당주 집에서 직접 빚어 마련했다. 앉은당주는 제의 일

깨끗함을 유지해야 했고, 늘 몸가짐을 더

주일 전쯤 2~3되 정도 분량을 정성껏 빚어 술항리에 담았다. 이렇게 빚은 술은 술

욱 바르게 해야 했다. 많은 주민은 다음

항아리째로 바로 당집으로 가져가 당집 앞에 있는 신목 옆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산제 때까지 마을이 무사 평안한 것은

두었다가 제사 때 꺼내 썼다. 술맛이 기막히게 좋았다고 한다.

당주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제의 날이 되면 당주와 제관은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당주의 치

제사 시간이 가까이 오면 당주는 음식을 당집으로 옮겨 제상을 차리고 제사 준비를

성이 부족하여 그렇다 하며 주민들이 원

하였다. 제사는 먼저 축관이 축문을 읽고 재배 후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한번만 올

망하기 때문에 당주가 되면 모든 일에 더

리는데, 이때“이 동네 무사하고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산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제사 일주일 전에는 당주의 집과 당집
상량문

山祭祝

렸다. 황토를 뿌리는 것은 황토가 붉은

維

색을 띠고 있어서 잡귀의 범접을 막아 준

歲次 00(年) 十月 ㅇㅇ朔初一日 ㅇㅇ初

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금줄을 치는

獻官 ㅇㅇㅇ 敢昭告于

것은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아 탈이

桂陽山之神曰有山於此命曰桂陽朝天峯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鎭海麓長精靈所毓博施無量居下人民

당집 건립 후원자 명단

축관 등의 제관을 선정했다. 제관으로

倚仰編深特蒙黙佑自古于今柴望有典
蠢亦致誠肆今孟冬致處執禮敬陳果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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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따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제

계양의 전통의례

110

에 금줄을 치고, 대문 앞에는 황토를 뿌

111

恭緩神監猥望感通仍降陰騰極求

것은 도당신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의 신주

惟洪百突消滅永世保妥 神儀尊庸 欽以詩牙 尙

주저리라고 하였다. 제자 신주 주저리에는

饗

제사 때 사용할 술을 담그는 한 되 정도
분량의 단지(조라술 단지)가 들어 있었다.

소지를 다 올리고, 음복을 하면 산제사가 마무리되지만, 우물고사가 남아 있어

도당 신주 주저리는 비어 있었다.

산제사가 끝나면 바로 따로 마련한 술·북어와 미리 준비한 세 시루의 떡으로 상을
각각 차려 세 곳의 마을 공동우물을 돌며 우물고사를 드렸다. 우물고사가 끝나야
산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도당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계양산신에게
올리는 것으로, 매년 음력 10월 1일이 시작

이튿날 아침에는 당주 집에서 준비한 떡과 술, 소머리고기로 마을 주민을 대접했다.

되는 때에 제의를 드렸다. 만약 초상이나

신주 주저리

산고를 치르는 집이 생기면‘부정탔다’
고
하여 제를 올리지 않고 다시 날을 정하여

5. 용종동 도당제

거행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삼년에 한 번
씩은 무당을 불러 도당굿을 하였다.

용종동을 용마루, 용종이라 하였다. 계양산 산줄기가 이 마을로 용의 등줄기처럼

제의를 위해 먼저 일주일 전 쯤 음식을

뻗어 내려왔기 때문이다. 당집은 마을 입구 쪽 용의 등줄기에 있었다. 당집은 시멘트

준비하고 상차림을 도맡아 하는 안당주

벽돌 건물에 기와를 얹은 형태로, 앞쪽에 출입문을 달고 왼쪽 벽에 광창을 내었으

와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이 내는 쌀

며, 안쪽에는 30센티 높이의 제단을 설치했다.

을 걷고, 장을 보는 일을 하는 바깥당주

종보에는 다음과 같은 상량문이 있었다.

를 선정하였다. 당주는 동네 노인과 유지

주저리 단지

들이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 중에서 지
상 량 문 : 西紀一九六六年四月二十四日上樑

목하였는데, 지난해 제사 후 동네가 편안하고 복된 일이 생겼으면, 지난해 당주가
다시 맡아 하기도 했다.
당주가 되면 출입을 삼가하여 인사갈 일이 있어도 집에 머물렀고, 부부관계도 하

래 신목은 소나무였으나 자

지 않았으며, 매일 찬물로 목욕하며 몸을 정갈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럼

연 고사되어 제사 때 태워 버

에도 당주가 되면“집안이 복되고 부자가 된다”하여 서로 당주를 하려 했다고 한

렸다고 한다. 당집 앞에는 짚

다. 당주의 집에는 왼새끼로 꼰 새끼로 금줄을 치고, 대문 입구 양쪽에는 황토를 뿌

으로 만든 신주 주저리(터주)

려 놓아 부정 탄 사람과 악귀의 출입을 막았다.

용동동 당집

제물은 집집에서 한 되 분량의 쌀이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마련했다. 제물

구에서 볼 때 왼쪽 것은 도

로 사용되는 돼지는 동네에서 잡았고, 그 외의 물품은 장에서 구입하여 제의 음식을

당 신주 주저리이고, 오른쪽

장만했다. 제의 날이 되면 안당주는 일찍 일어나 찬물로 목욕재계하여 몸과 마음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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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집은 개인 소유의 땅에 지어졌는데, 주위에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 서 있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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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이 하고 당집으로 올라가 신주 주저리에 들어 있는 조라술 단지를 가져다가 누

6. 효성동 도당고사

룩과 술쌀을 혼합해 술을 빚었다. 이것을 그 날 저녁에 걸러서 제주로 사용했다. 주
민이 제의 후에 음복할 술은 미리 담궈 놓거나, 장에서 사다가 썼다.

효성동은 천마산에서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사이에 있는 중구봉 아래쪽, 계

시간이 되면 안당주가 음식을 당으로 가져 가 제상을 차리고, 아침에 빚은 술을

양구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서구, 부평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효성동은 원래 급수

걸렀다. 제의 준비가 끝나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 것으로 제를 시작하였다. 축문을

원이 없어 황무지 벌판에 억새풀이 많이 자생하여‘새벌’
,‘새벌이’
로 불려왔으나, 발

다 읽으면, 안당주가 재배를 올리고 바로 소지로 들어간다. 소지는 마을 전체 호수

음이 와전되어‘새별’
,‘샛별’
로 변해 한자로 표기 하면서 효성동(曉星洞)이 되었다.

만큼 올렸다. 마을 전체 호수를 일일이 소지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효성동의 새별마을에서는 지금도 도당고사를 일 년에 두 번, 매 음력 7월 초하루

당주와 마을 유지 등 2~3명이 나누어 올렸다. 이 때 호주의 이름을 부르며“ㅇㅇㅇ

와 10월 초하루에 지낸다. 마을 주민이 함께 준비해 성대하고 흥겹게 중구봉 아래

소지 입니다.”라고 했다. 군인 간 사람의 소지는 따로 올렸다.

당집에 모여 제의를 지낸다.

소지가 끝나면 다시 상을 차려 당집 앞에 있는 두 신주 주저리에 제를 올렸다. 이

이곳에서 모시는 신은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이다. 원래는 할아버지당과 할

때 차리는 상은 술·떡·북어 정도로 간단히 차렸다. 이것까지 끝나면 참석자 모두

머니당이 따로 있어서 두 당을 각각 모셨으나, 지금은 두 분을 한 자리에 같이 모

가 돌아가며 음복을 하고, 제상에 올랐던 북어를 당집의 대들보에 창호지로 묶어

신다. 할아버지당은 두산아파트 자리에 있었으며, 팽나무를 당나무로 모셨으나,

매는 것으로 제를 끝냈다.

약 27년 전에 삼보주택이 건설되면서 할머니당과 합치게 되었다. 할머니당은 풍산

마을 주민은 여느 마을에서와 같이 당집에 대해 큰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

아파트 옆에 있었고, 당나무 세 그루와 당집이 있었다. 할머니당의 당나무는 팽나

집을 지날 때는 누구라도 말을 타고 지날 수가 없었으며, 상여도 바깥으로 돌아가

무, 가래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3그루였다. 그 중 팽나무는 수령이 400년이 넘었다

야만 했다. 또 당집 주변의 나무를 베면 벼락을 맞는다하여 함부로 자르지 않았다.

고 한다.

누군가가 당집 옆의 소나무를 몰래 베었다가 벼락을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 온다.
주민은 이 날 만큼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했어도 10시 전까지는 반드시 귀가

이곳의 제당은 원래 산 위에 있었다고 한다. 제당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있어 제의를 치르는데 불편하여 제의의 편리함을 위해 마을 안에 제당을 새로 마련
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이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수난을 겪는 일이었지만, 당이 마

하여 주민 모두가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사 때가 아니더
라도 출장이나 장기 외출, 군 입대 등 오랫동안 마을을 떠날 때는 당집을 찾아 제
를 올리고 떠났다. 이때에는 술(막걸리)과 북어로 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것으로
간단히 신고 절차를 치렀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군대에 가서 부상을 당하거
나 죽어서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용종동의 도당제는 기독교인이 늘고, 남의 집에 세를 사는 사람이 늘어나며 제물
비용 마련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주민의 참여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지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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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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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으로 들어오며 동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과 항상 가까이 있는 보
다 친숙한 관계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년 4월 28일에 가졌는데,

당집은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을 합친 이후에 새로 지었다고 한다. 당집은 시멘

이전식 날짜는 지관에게

트 구조물로 기와를 덮었으며 문 바깥쪽에 태극 문양을 그려 놓았다. 제단은 나무

받아 온 것이라 한다. 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판자를 얹어서 만들었으며 특별히 신체를 만들지는 않았다.

전식에는 마을 노인 30

당집 왼쪽에는 당집과 당나무 사이에 시멘트로 평상을 만들어 놓았다. 제의 때는 여

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기에서 제의를 준비하고, 제를 지내고 나서는 음복하는 자리로 이용하였다. 평상시

날 제관은 효성1동 노인

에는 마을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회장인 황ㅇㅇ(1932년생)

할머니당이 있던 땅은 일제시기에 경인운하가 놓이기로 했던 곳이었는데, 경인운하

씨가 맡았으며, 축관은

부지가 계양산 뒤쪽으로 옮겨가게 되자 이 땅은 도로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김ㅇㅇ씨(1930년생)가 맡

한다. 이곳이 도로 부지로 묶인 지는 오래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계속 도로가 놓이

았다. 황ㅇㅇ씨는 해방 이

지 않다가 50미터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며 당집과 당나무도 사라지고 말았다.

후에 효성동으로 이주하

당나무는 수령을 따져서 35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고, 마을에서는 2005년 4월
에 이 돈과 자신들이 걷은 후원금을 보태서 백영아파트 뒤에 있는 중구봉 입구에 있
는 약수터 위쪽에 새로 당집을 지어 매년 도당고사를 지내고 있다.

상차림(7월고사)

였으며, 김ㅇㅇ씨도 40년 전에 이 마을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곳의 제의는 제물을 장만하고 그 해의 일을 맡아 볼 당주를 뽑는 것으로 시작
하였다. 당주는 마을 안에서 집안에 부정이 없는 사람을 뽑는데, 그 해 며느리가 아

새로 지은 당집은 조립식 판넬과 철판으로 지어서 제를 지내오던 것을 2010년도

이를 낳았거나, 상이 난 집에서는 당주를 맡을 수 없었다. 당주는 일 년에 두 번 뽑

에 효성동우회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하였다. 당집 안에도 예전 당집과 같이 제

기도 하였으나 칠월고사를 지내기 위해 뽑힌 당주가 시월고사의 당주를 보는 일도

단을 만들었으며, 오석에‘顯曉星禱堂神靈神位’
,‘顯曉星禱堂老姑神靈神位’라고

많았다. 한 때는 노인회에서 주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효성동우회에서 제의의 모

새긴 비석 모양의 신위를 만들어 놓았다. 제의 때 이 신위를 제상 앞에 놓고 지낸다.

든 것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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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당집 이전식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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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은 주로 사과·배·감(곶감)·밤 등 삼색과일과 도라지·숙주·고사리나물·

제의는 전통방식과 유

팥시루떡을 칠월고사와 시월고사에 모두 올리지만, 두 고사에 올라가는 고기는 달

교방식이 혼합된 제례 절

라서 칠월고사에는 돼지머리를, 시월고사에는 소머리를 올린다. 팥시루떡은 쌀 한

차로 진행되는데, 효성동

말 서되 서홉으로 했으며, 메와 갱은 올리지 않는다. 제물 비용은 마을 사람들이 성

우회에 준비한‘효성동 도

의껏 냈으며, 통장과 반장이 집집마다 걷으러 다녔다. 요즘은 효성동우회 회원들과

당제 식순’
에 따라 제의를

지역인사들이 후원하고 계양구에서 지원하여 제의를 치르고 있다.

치른다. 진행은 동우회장

술은 제사를 지내기 삼일 전쯤에 당주가 당집 앞에 가서 담가둔다. 예전에는 시월

이 맡아한다. 동우회 전현

고사 때는 당나무 앞에 터주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술을 담아 두었으나, 요즈음

제의 진행

독축

직 임원들이 제관으로 참

은 터주가리를 만들지도 않고, 술도 담그지 않고 사서 쓴다. 칠월고사에는 따로 터

여하며, 제의 때는 구청장

주가리를 만들지 않았다. 시월고사에 만든 터주가리는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해 고

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회의원, 지역의 각 기관장들이 참석하는데, 이들이 집

사를 지낼 때 새로 갈았다.

례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도당고사는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지냈는데, 지금은 오후 6시로 시간을 정해 놓

제의의 마지막 순서는 축문을 태우는 소지 절차인데, 축문을 태우는 것 이외에 별

고 준비가 끝나면 시작한다. 마을 주민은 누구나 제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예전에

도로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모든 순서가 끝나면 내빈을 소개하고 당주와 동우

는 여자들이 제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다. 지금은 여자들도 일정 부분 역

회장의 인사가 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당 주위에 상을 차려 준비

할을 맡아하며 제의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할아버지당과 할

된 음식을 먹는다.

머니당이 따로 있을 때는 각각 제물을 차려 할아버지당에서 먼저 제를 지내고 나서

축문은 아래와 같다.

할머니당으로 내려와서 제를 지냈다.
禱堂齊祝文
維
歲次 丁酉 七月 辛巳 朔初一日 辛巳 幼學 ㅇㅇㅇ
敢昭告于
顯曉星禱堂神靈
顯曉星禱堂老姑神靈
今爲禱堂兩位之神 維我洞人伏以敢祝
時和年豊 國泰民安 無幣寧日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酒果奉伸 奠獻

제의 진행

1990년대의 축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 참고로 당시의 축문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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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年農洞安 惡虛不走 疫鬼遠避
牛馬肥澤 雜邪及諸鬼雜疫等 神遠遠避
洞中上下諸人 牛馬六畜 無幣安過
한해의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마을을 편안케 해주시고 역귀를 멀리 쫓아 주시고,
마소를 살지게 해주시고,
잡다하고 사악한 일들과 역신 잡귀들을

축 소지

음복

신령님께서 멀리 멀리 쫓아 주시어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마소와 가축들이
아무 폐단없이 편히 지내게 해주십시오.

7. 기타 지역 동제
이곳에서는 당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주로 당의 영험과 관련된
것으로, 일제시기에는 일본 사람들도 도당 옆을 지날 때 말을 타고 갈 수 없었다거

다남동에서는 예전에 매년 음력 10월 초 하루 또는 사흘 날에 산신제를 지냈다.

나, 당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떨어져 있어도 이 나무를 가져다가 화목으로 땔 수 없

만약 부정이 발생했을 때는 한 달 늦추어 11월 초에 지냈다. 그러나 마을에 기독교

었으며, 또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당에 와서 빌었더니 살아났다는 이야기 등이 이에

회가 들어오고, 젊은이들의 의식이 변화되며 제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며 제의

해당한다.

가 중단되었다.

한편, 원주민뿐 아니라 새로 이주한 주민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주민은

산신제 소요 경비로 각 집에서 쌀 1되씩을 걷었으며, 그 해에 부정(출산, 사망 등)

효성동 도당고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주민은 효성동 도당고사가

이 없고 생기복덕(生氣福德)한 집을 당주 집으로 정하고 제물을 준비하였다. 당주

시문화재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시문화재 지정이 어려우면 구문화재로라

집은 동네회의를 통하여 선정했다. 제물은 간단히 마련하는데, 시루떡·대추·감·

도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밤·배 등이며, 돼지머리 대신에 닭을 사용했다. 술은‘조라’
라 하며 집에서 손수 담

새로 이전한 당집 아래 있는 약수터는 15년 전 쯤에 만든 것이며, 더 오래된 약수
터는 당집 옆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면 나온다. 효성동에서는 약 30

제관과 축관도 선정을 하는데, 제관은 초헌관·아헌관·종헌관 3인을 뽑았다. 이

년 전부터 8월 15일에 약수터고사를 지내고 있다. 이때는 축문 소지를 올리는데, 원

들 제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갖추며, 토지신께 분향하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소지를 올리기도 한다.

고 재배했다. 이때 술을 따라주는 일은 집사가 맡았다. 도당나무는 없으며, 과거에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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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비용 수입 지출 내역>

한때 마을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끊이지 않자 마을 노인을 주축으로 다시 산신제
를 부활하여 지내기도 하였다.(1993년) 이때는 마을 청년들이 중장비를 들여 와 마
을 입구 산언저리를 다듬어 산신제 터를 새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지내지 않
고 있다.
병방동에서는 수백 년 된 향나무를 마을 신으로 모셨다. 향나무 아래에 단을 만
들어 놓고, 매년 10월 1일에 거기에 상을 차려 동제를 지냈다. 주요 제물은 돼지머
리·시루떡·사과·배 등이었다. 돼지는 마을에서 한 마리를 잡아 돼지머리만 제물로
쓰고 나머지는 마을 주민이 나누어 먹었다.
둑실동에서도 산신제를 지냈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 서낭당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둑실동에서는 서낭신을 모셨는데, 당은 시천동
과 경계를 이루는 고개에 있었다고 한다. 당 옆에 있던 서낭나무와 돌무더기는 도로
가 확장되며 사라졌고, 한 때는 길가의 작은 나무를 서낭나무로 새로 모시기도 했
다. 이 마을에서는 서낭당에서 주민이 모두 모여 제를 지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낭
당에서 제를 올리는 사람은 이 마을 주민보다는 근처 마을 주민이 많았고, 무당과
함께 와 서낭나무에서 굿을 하고 돌아갔으며 마을 주민 중에서도 집에서 굿을 하
고 서낭나무에서 서낭거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8. 서운동 산제행사기
서운동에서는 1989년까지 산제를 지냈다. 이곳
에서는 산제를 치르며 ‘동운정 산제행사기(東雲
町 山祭行祀紀)’라는 산제와 관련한 중요한 기록
을 남겨 놓았다. 이 행사기는 1945년부터 1989년

1989

지 산제에 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백미 수

* 자료 : 서운동의 산제 행사기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총액은

수입 백미중에서 치성미를 빼고 현금화한 금액과 현금 수입을 합한 금액.
* 치성미는 술, 떡, 탕밥, 치성 등을 위해 사용된 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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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현금(원) 총액(원) 치성미(되) 제물구입(원)
224냥 545.5냥
51
593냥 -47.5냥
화폐단위 : 냥으로기재
5750
62
3,490
0
화폐단위 : 원
208
8,856
63
7,715
1,141
잔액은 교제비로 지출
230
9,590
61
9,590
0
14,952
61
14,950
2
3,000 67,000
52
58,450
8,550
61,600 201,500
50
221,000 -19,500
14,000 718,000
35
568,000
15,000
840환
4,840
55
7,045 -2,205
200환
화폐단위 : 환
17,680
24
16,630
-1,050
여타기록누락
600
19,360
45
14,680
4,490
500 30,500
17
21,130
9,370
- 26,200
32
25,280
920
200
25,160
30
25,140
20
1,290 35,670
29
27,920
7,750
- 33,700환
32
29,510환 4,190환
40원 4,200원
21
3,201원
1,019원
50
5,380
21
4,939
441
115
5,665
25
4,824
841
70
5,355
25
5,359
-4
630
6,324
25
6,024
300
480
6,567
25
7,222
345
잔액은 연초대로 지급
1,050
9,780
25
9,190
590
1,040
10,940
22
10,185
765
3,800
12,440
22
12,375
65
710
14,268
22
13,560
708
4,800
17,200
22
17,490
-290
3,760
17,880
22
16,125
1,755
6,070
27,570
22
22,565
5,005 잔액은 연료, 떡공임으로 지급
8,210 44,240
26
32,820
11,420
15,000
61,000
13
36,680 24,320
17,400 52,750
28
41,140
11,610
69,200 120,820
28
81,450 39,370
1979~1988 : 기록되지 않음
224,000 336,000
182,000 154,000

(1979년부터 1988년까지는 기록되지 않았다.)까
납기(白米 收納記; 수입부)와 제물기(祭物記; 물품
서운동 산제행사기

내용
년도
백미(되)
1945
124
1946
137
1947
144
1948
146
1949
150
1950
152
1951
114
1952
145
1953
127
1954
127
1955
154
1956
122
1957
149
1958
153
1959
149
1960
153.5
1961
151
1962
140
1963
129.5
1964
129.5
1965
199.5
1966
111.5
1967
117
1968
114
1969
108.5
1970
93.5
1971
109
1972
83
1973
98
1974
91
1975
116
1976
115
1977
108
197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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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기, 지출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물 가격의 변동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 가계 물가가 어떤 변화 모습을 보였으며,

백미 수납기는 주로 산제에 사용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록한 부분이

화폐 개혁에 대한 내용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1950년도 이후에는 쌀 가격은 물

고, 제물기는 제수물목 및 기타 비용의 사용 내역을 기록했고, 당주와 제관의 이름

론 다른 제물 가격도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는 바로 화폐 개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을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적어 놓았다.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서

있다.

운동 지역의 산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천되어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제사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 제의에 참여 하는 주민의 범위와 참

아래‘제수물목 내역’표는 산제기의 제물기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제물

여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행사기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 종류와 수량, 제물 가격의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 서운동 산제의 기본적인 제

매년 전 세대에게 한 되 분량의 쌀이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걷는 것을 원칙으로 했

수물목은 소머리·북어·두부·밤·대추·사과·배·감·산자·김·떡·술·국수·참기

으며, 쌀이나 돈을 걷는 책임은 각 반의 반장에게 있었고, 대체로 반별로 한두 세대

름·소고기·창호지·고사지·삼베(모시)·양초 등이다. 매년 기본적인 제물의 종류와

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가 참여했음을 알려준다.

수량 등은 큰 변화가 없으나, 구매 가격은 당시의 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걷은 쌀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며, 남은 쌀의 처리 방법과 당시의 쌀값 시세 등
도 알 수 있다. 아래‘제사 비용 수입 지출 내역’표는 산제행사기에서 쌀과 현금의

제의가 지속되며 제수물목이나 지출 내용에서 빠지거나 추가되는 것들이 있었다.

수입 총액과 제사 비용의 지출 총액만을 따로 뽑아 작성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주

김(海帶)은 1970년 이후부터는 구매한 기록이 보이지 않았다. 찹쌀·팥·녹두 등의

민에게 걷은 쌀 중에서 병미(餠米)·주미(酒米)·탕반미(湯飯米)·치성미(致誠米) 등

곡물은 1950년대 초반까지는 구매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는

직접 현물로 사용할 것은 따로 남겨 두고, 그 나머지는 팔아서 현금화하였다. 매년

필요한 만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50년대 중반 들어서는 밭농사나

걷은 쌀의 양은 비슷했지만, 당시 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총수입액은 년도 별로 큰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보다는 벼농사에 치중했기 때문에 찹쌀·팥·녹두와 같은 곡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1950년대 초반에는 쌀값이 급등하여 제비 수입이 전 해에

물을 걷기가 어려워지며 시중에서 구매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이 때부터 치성미로 사용되는 쌀의 양이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제의 비용이 부족했을 때와 쓰고 남았을 때 어떻게 비용을 처리했는
지 알 수 있었다. 제의가 끝나면 다음날 당주와 제관, 반장 등이 모여 제사 비용에

담배와 당주행하(堂主行下)는 초기 기록에는 지출된 것으로 나오나, 6.25전쟁 이
후에는 이들에 대한 지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주민에 따르면 초기에는 제의를 준
비하며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약간의 수고비를 주었으나, 6.25전쟁 이후에는 제의를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 까닭이라고 하였다.

대해 결산을 하였는데, 비용이 부족했을 때 보다는 딱 맞거나 남는 경우가 더 많았

제의 후 주민들의 음복을 위해 구입하던 국수는 1968년 이후부터 기록에서 보이지

다. 이것은 제비 수입에 맞춰 제물을 구입했기 때문이었다. 비용이 남았을 때는 동회

않는다. 이때부터 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에게 걷어 들이는 쌀의 수입량도 감소

의의 특별 회계에 편입시키거나 동회의의 접대 행사 등에 사용하였다. 1966년 결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음복 방법이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점차 줄어

결과 300원 정도가 남아 동회의 결의에 따라 반장들의 연초대(담배값)로 지출하기

들고 있는 것을 뜻한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이 지역까지 파급되어 도시화가 진

도 하였다. 비용이 부족할 때는 동회비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전되고 주민들의 이주와 산업의 변화가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운동의‘산제행사기’
는 산제 비용 마련 방법, 제수물목 등 기본적

량도 매년 같거나 비슷하였다. 그렇지만 매년 물가가 달랐기 때문에 제물 구매 비

인 사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면도 함께 살필 수 있는 귀

용은 물가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의와는 다른 측면이지만

중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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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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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물목 내역>
제물

1946
1650냥
90
2
16
60
40
10
70
80
5
15
10
45
21
21
10
1
50
2
20
4
23
30
291
100
20
27
5
1
3
200
-

1947
4000냥
200
2
50
120
90
10
150
240
5
300

-

50
1.5
500
500
20
27
5
1
5
300
-

1948
5000원
340
2
120
250
200
10
170
300
60
30
100
100
120
50
1
900
2
200
4
100
100
2
1100
600
20
20
5
1
5
500
-

1949
1950
1951
1952
8000원 25000원 141000원 160000원
400
1500
5000
10000
2
2
2
2
100
400
1000
2000
400
700
3500
6000
140
500
2000
3500
3
10
10
10
200
1300
6500
10000
300
1500
3000
9000
4
4
4
6
120
400
2000
6000
50
200
1000
1900
70
300
1500
2500
100
1400
2000
12000
120
800
1200
5000
100
250
1500
1900
1
1
1
1
900
1200
3000
4500
2
2
2
2
200
400
1400
4000
4
5
5
5
100
500
1000
1000
50
100
1000
3000
2
2
2.5
1400
10000
17500
1000
3000
5000
18700
20
20
20
60
- 234000
25
20
20
10
5
5
5
5
1
1
1
1
5
5
1250
- 20000
3000
- 저분200
500
4000

1953
4240환
128
2
25
60
120
10
280
150
6
60
15
80
80
40
12
1
50
2
100
6
60
30
2.5
575
620
20
20
5
1
200
30

1954

기
록
없
음

牛頭(소머리) 1首
正肉(소고기) 1斤
枚
窓戶紙
가격
白紙(사고지) 1卷
生苧布(베) 1尺
尾
北魚
가격
眞油(참기름) 2合
모
豆腐
가격
生栗(밤)
1合
紅棗(대추)
1合
生梨(배)
4개
林樆(사과)
개
散子
1匣
강정
1匣
1匣
洋燭(양초)
가격
個
海帶(김)
가격
個
紅柿(감)
가격
煙草(담배) 1봉
貫
麵子(국수)
가격
燃料
가격
升
찹쌀
가격
升
赤豆(팥)
가격
綠豆
5升가격
小麥紛 1升가격
酒米(술쌀) 수량
가격
술
餠米
수량
湯飯米
수량
致誠米
수량
堂主飯
升
양념류
가격
기타

1955
5500환
400
3
100
150
200
10
850
500
5
150
60
100
120
100
50
1
100
2
80
5
100
30
60
6000
20
4
200
50

1956
7000환
500
3
120
150
230
10
900
400
6
300
50
100
160
100
100
100
2
330
2
100
5
100
2
900
4
1000
2
600
20
16
5
1
150
50

1957
6800환
600
6
240
150
10
1300
500
6
360
70
200
160
100
100
100
2
260
2
140
4
100
200
4
1,000
5
1,500
44
6800
16
6
1
220
저분50

1958
800환
600
10
400
150
200
10
650
600
12
600
70
300
200
120
100
100
2
200
3
300
5
100
120
4
8800
5
1300
51
7680
20
5
1
5
100
80

1959
1960
800환 10,100환
600
800
10
3
400
120
150
70
200
200
10
10
650
1000
600
600
12
10
600
650
70
80
300
300
200
200
120
160
100
80
100
100
2
2
200
220
3
2
300
400
5
5
100
250
800
120
500
4
8800
5
5
1300
1750
320
50
51
53
7680
9000
20
20
5
1
1
5
3
100
80
50

1961
12,100환
7
380
100
200
10
1300
500
10
700
100
200
240
160
80
100
2
240
2
200
5
200
200
5
5
2000
200
70
50
9500
22
1
4
-

1962
1150원
100
5
20
15
당주제공
5
75
70
10
60
10
25
20
15
6
10
2
20
2
10
5
15
20
5
200
5
190
30
7
50
850
20
1
39
10

1963
1250원
120
6
32
10
45
10
150
100
10
60
15
60
32
24
10
20
3
70
2
30
건시
70
1
100
122
2
140
5
300
40
10
60
1500
20
1
2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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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頭(소머리) 1首
200냥
正肉(소고기) 1斤
14
枚
窓戶紙
가격
白紙(사고지) 1卷
15
生苧布(베) 1尺
10
尾
北魚
가격
11
眞油(참기름) 2合
25
모
4되
豆腐
가격
生栗(밤) 1合
10
紅棗(대추) 1合
生梨(배) 4개 10냥15전
林樆(사과) 개
6
散子
1匣
강정
1匣
1匣
1
洋燭(양초)
가격
12
個
海帶(김)
가격
6
個
5
紅柿(감)
가격
10
煙草(담배) 1봉
貫
2
麵子(국수)
가격
140
燃料 가격
升
2
찹쌀
가격
12
升
2
赤豆(팥)
가격
12
酒米(술쌀) 수량
20
가격
술
餠米 수량
27
湯飯米 수량
致誠米 升
堂主飯 升
堂主行下 비용
10
양념류 가격
기 타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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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

1965
1900
160
8
40
20
60
5
120
110
6
120
30
40
100
20
8
10
3
90
1
10
10
40
1
130
100
5
350
5
60
1
10
1490
25
146
-

1966
2300
200
8
80
20
80
5
150
160
6
120
40
80
40
40
10
35
3
165
1
30
30
1
200
4
360
5
60
1
20
1080
25
135
채소135

1967
3000
260
8
80
20
80
5
250
180
90
40
80
40
40
10
35
3
150
1
30
7
30
1
140
290
4
360
5
90
1
20
4
1120
25
115
-

1968
4500
400
9
90
10
100
5
250
200
140
35
60
100
90
20
20
3
120
1
20
7
140
2
300
4
530
5
100
2
30
1630
25
145
-

1969
4000
400
5
50
10
30
5
350
180
250
40
80
100
50
10
40
3
120
1
10
7
120
2
300
5
560
5
125
2
30
40
2050
22
340
-

1970
5300
500
5
75
50
100
5
450
250
240
65
100
100
60
80
80
3
270
1
100
7
140
300
3
920
5
200
2
50
40
1800
22
30
-

1971
6900
600
5
140
5
600
300
300
100
150
200
130
100
150
7
130
2
400
3
540
5
250
2
60
40
1800
22
220
-

1972
8000
700
60
5
350
500
250
100
100
100
100
100
50
120
100
2
4.5
1260
60
40
2000
20
240
-

제물

연도

牛頭(소머리) 1首
正肉(소고기) 1斤
枚
窓戶紙
가격
白紙(사고지) 1卷
生苧布(베) 1尺
尾
北魚
가격
眞油(참기름) 2合
모
豆腐
가격
生栗(밤)
1合
紅棗(대추)
1合
生梨(배)
4개
林樆(사과)
개
散子
1匣
강정
1匣
1匣
洋燭(양초)
가격
個
海帶(김)
가격
個
紅柿(감)
가격
煙草(담배) 1봉
貫
麵子(국수)
가격
燃料
가격
升
찹쌀
가격
升
赤豆(팥)
가격
升
綠豆
가격
小麥紛
가격
酒米(술쌀)
升
가격
술
餠米
升
양념류
가격
기타

1973
8500
700
3
60
75
100
5
400
500
세판
600
210
100
100
100
60
50
90
100
500
1000
150
80
20
1100
20
480
-

1974
13000
820
120
100
100
5
500
200
1700
.
150
200
150
20
80
170
175
1000
2
1200
270
350
20
820
-

1975
1976
13000
15000
1000
1400
1권
150
400
150
100
150
200
5
400
650
100
100
780
1150
150
100
250
300
300
500
250 배값에포함
120
100
120
150
1
180
110
5
5
200
250
1000
3000
2
1000
4
3
2400
2400
10
10
650
300
30
20
3300
1400
26
13
5020
1790
-

1977
20000
2000
3
690
150
400
5
1000
480
200
300
300
250
100
150
150
.
350
1400
380
2250
800
20
2400
28
2470
-

1978
1979~88
30500
2400
3
120
150
650
4
1000
900
500
600
4500
400
79
100
～
200
88
산
250
제
기
기
5
록
350
안
됨
3
4390
640
40
4800
25
12480
-

1989

제
물
구
입
기
록
안
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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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頭(소머리) 1首
正肉(소고기) 1斤
枚
窓戶紙
가격
白紙(사고지) 1卷
生苧布(베) 1尺
尾
北魚
가격
眞油(참기름) 2合
모
豆腐
가격
生栗(밤)
1合
紅棗(대추) 1合
生梨(배)
4개
林樆(사과) 개
散子
1匣
강정
1匣
1匣
洋燭(양초)
가격
個
海帶(김)
가격
個
紅柿(감)
가격
煙草(담배) 1봉
貫
麵子(국수)
가격
燃料
가격
升
찹쌀
가격
升
赤豆(팥)
가격
綠豆 5升가격
小麥紛 1升가격
酒米(술쌀) 수량
가격
술
餠米
수량
湯飯米
수량
致誠米
수량
堂主飯
升
양념류
가격
기타

1964
1300
130
8
56
10
50
10
150
150
6
102
30
40
100
20
8
13
2
60
2
10
10
40
2.5
325
700
4
340
40
14
50
1400
24
1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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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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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조상제례

제5장

조상제례

제례는 사례(四禮) 중 하나로 신령에게 술과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의식을 말한다. 제례는 전통적으로 하늘에 대한 제천 의례, 일월성
신(日月聖神)이나 산천에 드리는 의례, 종묘와 사직을 숭배하는 왕실 의례, 마을 공
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대동제, 개인적인 조상 숭배 의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례의 의미가 대부분‘제사(祭祀)’
라 하여 개인적인 조상
숭배라고 생각한다.
제례는 선사시대부터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오랜 전통을 지닌 통과의례의 하나로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
히 유교의 영향이 강했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 형식이 엄격해지고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나, 현대에는 점차 그 범위나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
부분의 사람들은 설날과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기일에는 제사 또는 추모
제를 올리고 있으며, 집안에 따라 시제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계양 지역에서는 제례를 주로 차례(茶禮), 기제(忌祭), 시제(時祭)로 나누어 행하고
있다. 차례는 전통적으로 설날이나 추석, 한식이나 동지 등에 지냈으나, 오늘날에는
한식과 동지에 차례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설날과 추석에만 행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차례

보름, 그리고 명절에 지냈는데 지금은 대개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年始祭)와 추석절
의 절사(節祀)를 일컫는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은 예전과는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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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을 숭배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전에는 매달 초하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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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茶禮)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례를 말한다. 여기에는

133

새벽이나 아침 일찍 지냈는데, 지금은 먼 곳에서 모여야 하므로 시간을 늦춰 보통

높은데, 이들 중 일부는 전통방식으로 집안에서 약식으로라도 제사를 지내지만, 많

아침이나 낮에 지내는 편이다.

은 사람이 제사 대신 교단에서 마련한 예식서에 따라 추모미사 혹은 추모예배를 드

차례의 대상은 돌아가신 조상 가운데 자신으로부터 4대(고조)까지 해당된다. 5대

리고 있으며, 개신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우상숭배로 생각하여 아예 제사

이상은 시제의 대상이 되고, 장자와 장손이 제주가 되어 진행한다. 그러나 차자, 차

를 지내지 않는다. 그런데 천주교인과 개신교인들이 드리는 미사나 예배는 조상신에

손일 경우 그 집안의 가장이 제주가 된다.

대한 의례가 아니라 조상을 추모하면서 하느님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의례라는 점에

차례를 지내는 장소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 있을 때는 사당에서 지내지
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개 대청이나 큰방에서 지낸다. 그러나 같은 계양구 지역이더
라도 집의 구조나 출신 지역, 그리고 가문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준비가 현대인들에
게 심신의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명절은 여기저기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가 다 함
께 모이는 반가운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걷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

서 유교식 제례와는 차이가 있다
불교의 경우에도 불보살의 가피에 의지해서 조상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재
의 형식을 가미하여 불보살과 조상영가를 이중의 제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종교적 제사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에서 지내는 차례는 다음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형편
에 따라 변형된 절차로 지내거나, 내용을 달리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려고 애쓴다.
차례 음식은 계절의 특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이므로,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나머지는 기제사 음식과 유사하다.

① 진설(陳設)
상에 음식을 차린다는 의미로 술잔, 수저, 과일 등 식지 않는 음식을 차린다. 차례

차례상 차림의 기본은 기제와 거의 같다. 다만 적(炙)은 고기와 생선 및 닭을 따로

는 기제사에 모시는 4대의 조상 모두를 한 자리에 모시고 지내는 제례이므로, 대수

담지 않고 한 접시에 담아 미리 올린다. 또 설에는 메(밥)와 갱(국) 대신에 떡국을 놓

별로 별도의 상에 따로따로 차린다. 그러나 차례상이 부족할 경우 한 상에 차리기

으며, 추석에는 송편을 놓거나 떡의 위치에 송편을 올리기도 한다.

도 하며, 각기 구분하여 차린다.

차례를 지내려면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여 심신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요즈음은
늘 몸을 깨끗히 하는 편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고기, 과일 등은 미리 장만한

② 출주(出主)

다. 차례 당일 아침에는 사당과 제청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러고 나서 집안의 안주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

인을 중심으로 탕, 떡, 부침 등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축문, 지방, 제기

나 지방으로 모실 경우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지방을 모두 작성

등 차례에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한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면 제상과 병풍 등

하여 모신다.

집기를 차례 지낼 곳에 설치한다. 차례는 기제사와 달리 축문을 읽지 않고 잔을 한
③ 강신(降神)

설날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온 후에 세배를 드렸다. 요즘은 설, 추석 모두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조상님의 신이 차례를 지내는 장소로 오시라는 의미이다.

2대까지만 지내기도 하며, 2대를 한꺼번에 모시는 가정이 많다. 지방은 한 종이에 나

주인이 향상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집사가 따라주는 술을 세 번으로 나누어 붓

란히 쓴다.

고 두 번 절한다.

는 않는다. 다만 계양구 일대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분포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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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의 절차는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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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 올린다. 이에 반해 기제사는 술을 세 번 올리고, 축을 읽는 것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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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신(參神)

⑩ 철시복반(撤匙復飯)

신위에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이때 신주를 모시고 차례를 지낼 경우에는 강신

수저를 거두고, 메의 뚜껑을 덮는 절차로 추석 차례에서는 젓가락을 내린다.

을 하기 전에 신주를 모시고 나서 바로 참신을 하고, 지방으로 모실 경우에는 강신
을 하고 참신을 한다. 제주 이하 참석한 모든 가족이 절을 하는데, 남자는 두 번,

⑪ 사신(辭神)

여자는 네 번 절한다.

참사자들이 절을 하여 모셔왔던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이다. 이때도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한다.

⑤ 진찬(進饌)
진설에서 차리지 않은 나머지 차례 음식으로, 식어서는 안 될 음식을 차린다. 요즈
음은 찬 것, 뜨거운 것을 한 번에 차리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는 생략되기도 한다.

⑫ 납주(納主)
신주를 원래의 자리인 사당 감실에 모신다. 지방을 모셨을 경우 지방을 향로 위에
놓고 태운다. 요즘은 화재를 염려하여 베란다 등에서 태운다.

⑥ 헌작(獻酌)
제주가 신위에 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4대의 조상을 모시는 제례이므로 각 신위에
따로 잔을 올린다.

⑬ 철상(撤床)
진설한 차례음식을 거두어 내리고 차례상 등의 기물을 정리한다.

⑦ 계반삽시(啓飯揷匙)

⑭ 음복(飮福)

메(밥)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적이나 편에 올려놓는 절차로 삽시

주인과 제의 참가자가 음복주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덕을 기린다.

정저(揷匙正著)라고도 한다. 추석 때에는 젓가락을 송편 위에 올려놓는다.
⑧ 합문(闔門)

2. 제사

조상님이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다. 차례 참가자는 모두 제례 장소 밖으로 나가고
문을 닫거나, 제상 앞에 병풍을 가린 후 모두 엎드린다.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사

계양 지역의 제례는 주로 차례(茶禮), 기제(忌祭), 시제(時祭)가 행하지고 있는데,

람이 많아 거실이나, 안방에서 주로 차례를 지내는데, 이때 다른 방으로 가 있는 경

기제와 시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사 전통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우가 많다.

한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공경의 의식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이 계신 듯이 정성을 다하여,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후손에

4~5분 후 연장자가 기침을 세 번 하면, 전원이 제례 장소로 들어오거나, 병풍을

게 효성과 공경의 마음을 가르치는 의미도 있다. 일반 가정에서 올리는 제사는 대개

걷고 일어선다.

여섯 가지이다. 사시제(四時祭)·초조제(初祖祭)·선조제(先祖祭)·녜제(禰祭)·기일제
아보기 어렵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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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忌日祭)·묘제(墓祭) 등이다. 지금은 여섯 가지 제사를 모두 올리는 가정은 거의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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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계문(啓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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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왔다. 사당에서의 사시제와 사명일의 묘제가 절기상으로 겹
치거나, 묘제 관행이 성행함에 따라 사시제는 점차 축소되었다. 이에 사당에서는 4대
조상을 중심으로 기제와 명절 차례를, 묘소에서는 3월 또는 10월에 지내는 묘제(세
일사)와 사명일에 지내는 절사를 지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가정의례준칙』에 따라 기제는 2대에 한하여 지내고, 차례는 설과 추
석에, 묘제는 한식·추석·중구 또는 적당한 날을 잡아 제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제사 관행은 4대친에 대한 기제와 아울러 설과 추석 등의 차례와 성묘
가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었으며, 시제는 한식 또는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
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제사를 모시는 봉사 대수는 처음 유교식 제례가 수용되었을 때는 신분별로 봉사
국조오례의(한국학중앙연구원)

상례비요(국립민속박물관)

대수도 한정되어 있었다. 조선시대『경국대전』에는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 봉사, 7
품 이하는 2대 봉사, 일반 서인은 부모만 제사지내도록 정하였다. 이렇게 봉사 대수
가 법제적으로 신분 차등이 있었지만,『주자가례』를 실천하는 사림을 중심으로 점

사시제(四時祭)는 시제라고도하며, 4계절에 드리는 제사이다. 대개 2월, 5월, 8월,

차 4대 봉사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신분의 구별 없이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11월의 중월(仲月)에 사당에서 지내며, 4대까지 지낸다. 초조제(初祖祭)는 시조제(始

기제사는 4대에 한정되어 지내게 되어 있지만, 국가에 공훈이 있거나 학식이 뛰어난

祖祭)라고도 한다. 시조를 잇는 대종손이 제주가 되어 동지에 지낸다. 선조제(先祖

학자는 사당에서 영원토록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사당에서 영원토록 옮겨지지

祭)는 입춘에 지내는 제사이다. 시조 이하 고조 이상을 지낸다. 녜제(爾祭)는 사당

않은 신위라 하여 불천위(不遷位), 불천지위(不遷之位), 부조위라 하며 이를 모시고

에서 음력 9월에 부모를 모시는 제사이다. 기제(기일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그

있는 사당을 부조묘라 한다.

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추모하는 의례이다. 사대까지 지낸다. 묘제는 기제를 받들

제사 장소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나 가묘에서 행해졌다. 사당에서

지 않는 조상에게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묘제는 시간보다는 무덤이라는 공간

는 매월 초하루 및 보름, 명절 등에 차례를 지내며, 매일 아침 찾아뵙거나, 집안에 큰

적 관념이 강하기는 하지만, 3월과 10월에 지내는 묘제도 이날 초목이 처음 자라고

일이 있을 때 고하기도 한다. 사시제와 기제에는 사당에서 신주를 정침(청사)으로 모

처음 죽는 날에 추모의 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내는 것이다.

시어 제사를 지낸다. 묘제는 묘소에서 지내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재실 또는 재사

제사는 시대를 달리하며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
어 중국의『소학』과『주자가례』가 사대부의 실천 규범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에
유교식 제사가 점차 보급되었다.『주자가례』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齋舍)에서 지방으로 망제(望祭)를 지내기도 한다.
제사 대상은 원래 신주(神主)이나, 신주가 없을 때에는 지방(紙榜)이나 영정, 사진
으로 대신한다.

예부터 기제와 묘제를 중시하여『국조오례의』와『상례비요』등에서는 크게 사시제,

나라에서는 묘소를 중시하여 사당에서보다는 설·한식·단오·추석 등 명절(사명일)

5

장 조상제례

이들 예서에서 가장 크게 여긴 제사는 정침(청사)에서 지내는 사시제였으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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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제
기일제사를 줄여 기제사 또는 기제(忌祭)라 한다. 기제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
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로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다. 기제를
지내는 대상은 4대까지이나 점차 대수를 줄여 간소화되고 있다.
제사 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준비하여 새벽 1시 이후나, 해 뜨기 이

<기제사와 차례 차이>
구 분
제일
제의 시간
대상
장소
제수

절차

· 술은 삼헌(三獻), 독축
· 술 올릴 때 마다 좨주한다.
· 잔을 내려 술을 따라서 올린다.
· 적은 술을 올릴 때 마다 올린다.
· 첨작을 한다.
· 합문, 계문을 한다.
· 숙수(熟水)를 올린다.

기타

하루에 두 분의 기제를 지내는 경우라도
따로 두 번을 지낸다.

전에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낸다.‘예서(禮書)’
에는 다만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하였다. 보통 여름철에는 오전 4시경, 겨울철에는 닭이
울 때 지낸다. 오늘날에는 돌아가신 날 자정 이후에 많이 지내기도 하지만, 핵가족
화와 직장 출근, 교통의 편의를 고려하여 후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돌아가신 날 저녁,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는 가정
이 늘고 있다.

기 제
돌아가신 날
밤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
장자나 손자의 집
메[밥], 갱[국]

기일은 그 슬픔이 어느 것에도 미칠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술을

차 례
명절(설, 추석)
아침이나 낮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
사당이나 묘지
설날-떡국, 추석-송편
·단헌(單獻), 축이 없다.
· 좨주가 없다.
· 주전자를 들고 제상 위에
잔에 직접 따른다.
· 진찬 때 3적을 올린다.
· 첨작을 하지 않는다.
· 합문, 계문이 없다.
· 숙수가 없다.
한 번에 지낸다.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검은 두건에 흰옷, 흰
띠를 두르고 저녁에는 사랑에서 잠을 잔다. 지금은 이를 지키는 가정이 거의 없다.
제사 장소는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이 된다.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이 많기 때

일반적인 기제 절차는 다음과 같으나, 오늘날에는 각 가문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기제를 지내고 있다.

문에 안방이나 거실이 제례의 주 공간이 된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관한
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나 차손이 주관한다. 절차는 조선시대에『주자
가례』의 제사 내용을 받아들여 사대부의 실천윤리로 정착되며 각 지방 또는 문중은

① 하루 전날 재계(齋戒)하고 제청에 신위를 마련한다.
다만 고위(考位) 한 신위만 마련한다. 정침(또는 청사)에 앙장(仰帳)과 병풍을 치
고 자리를 깐다. 정침에 문이 없으면 발이나 병풍 혹은 휘장을 마련한다.

자신에게 맞는 의례 방식을 찾아내어 각기 다른 가가례가 형성되었다. 그것은『주자
가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주자가

② 진설

례』의 제사 방식이 중국의 생활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해석하거

다음 날 새벽 아침에 나물과 과일, 술 등 음식을 먼저 차린다.

나, 집안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후기에
편찬된『사례편람』이 우리나라 제례 적용의 기본이 되고 있다.
참고로, 기제와 차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이 밝으면 신주를 받들어 모시기 위해 주인 이하가 사당에 간다. 주인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출주고사(出主告辭)를 고한 이후에 감실의 고위 신
놓고 신주갑[韜]을 벗긴다. 비위는 주부가 받든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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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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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신

따라 올린 이후에 집사자가 술을 내려주면 종헌관은 신을 위해 술을 모사기에 세

주인 이하가 조상을 맞이하는 의미로 참신 재배를 한다. 지방으로 신위를 모실 경

번 조금씩 붓는다. 안주의 의미로 적(숭어 또는 닭고기)을 올린다. 종헌관은 종헌

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 이후에 참신을 한다.

재배를 한다.

⑤ 강신

⑩ 유식

주인이 올라가 하늘에서 혼(魂 ; 陽氣)을 모시기 위해 향을 사른다. 『
( 상례비요』

주인이 식사를 권유하는 의미로서 잔에 술을 더 채우는 첨작을 하고, 주부는 밥

에서는 분향하고서 재배를 한다.) 이어 땅에서 백(魄, 陰氣)을 모시기 위해 술을 따

에 숟가락을 꽂되 자루가 서쪽으로 가게 한다. 그리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가지런히

라 모사기에 붓는다. 주인은 하늘과 땅에서 혼백이 모두 오셨기 때문에 강신 재배

놓되, 머리를 서쪽으로 가게 한다. 주인은 재배를 하고, 주부는 사배를 한다.

를 한다.
⑪ 합문
⑥ 진찬
주인과 주부가 생선과 고기, 떡과 국수, 국과 밥 등 더운 음식을 올린다.

식사를 하시도록 축관이 문을 닫고 나간다. 문이 없을 경우에는 병풍으로 제사상
을 가리고 참사자 전원이 한참 동안 엎드리는 것으로 합문을 대신하기도 한다. 엄
숙하게 식사하시는 동안 기다리는데, 한 끼에 아홉 번 밥을 뜨는 시간이라고 한다.

⑦ 초헌
주인이 첫 번째 잔을 올린다. 주인이 술을 따라 올린 이후에 집사자가 술을 내려

⑫ 계문

주면 주인은 신을 위해 술을 모사기에 세 번 조금씩 붓는다. 안주의 의미로 적(소고

축관이 세 번 헛기침을 하여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문을 연다. 식사 후에 숭늉

기)을 올린다.(『상례비요』에서는 이때 밥 뚜껑을 연다.) 축관이 축을 들고 주인의 왼

을 드시는 것처럼, 주인과 주부는 국을 물리고 차(또는 물)를 받들어 올리거나 물에

쪽에 나아가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주인이 초헌 재배를 한다. 집사자가 다

밥을 세 번 떠서 풀고 그 안에 숟가락을 놓는데 이를‘진다’또는‘헌다’
라 한다.

른 그릇에 술과 적을 물리고 잔은 먼저 자리에 놓는다. 이날은 기일이기 때문에 주

이때에도 숭늉 드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서서 조금 기다리는 국궁(鞠躬)을 한

인은 곡하며 슬픔을 다하기도 한다.

다. 국궁 후에 식사가 모두 끝난 것으로 여겨 집사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먼저 시
접에 내려놓고 밥 뚜껑을 닫는다.

⑧ 아헌
주부가 두 번째 잔을 올린다. 주부가 없을 때에는 동생이 아헌을 한다. 주부가
술을 따라 올린 이후에 집사자가 술을 내려주면 주부는 신을 위해 술을 모사기에
세 번 조금씩 붓는다. 안주의 의미로 적(닭고기 또는 숭어)을 올린다. 주부는 아헌

⑬ 사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상이 떠나시는 것처럼 주인 이하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이어 축문을 불사르는데, 이를‘분축(焚祝)’
이라 한다.

4배를 한다. 집사자가 다른 그릇에 술과 적을 물리고 잔은 먼저 자리에 놓는다.

형제 중의 맏이나 장남, 친척 중의 연장자가 세 번째 잔을 올린다. 종헌관이 술을

주인이 신주를 신주독에 받들어 사당에 다시 모신다.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깨
끗한 곳에서 불태워 묻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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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철찬

고 지내는 제사로,『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한 제

제사상의 음식을 모두 치운다. 기제에는 사시제와 달리 음복이 없었으나, 오늘날

사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설·한식·단

에는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음식으로 음복을 하며, 이날에 성묘를 하고 곡을 하기

오·추석 등의 명절에 묘제를 지내왔기 때문에, 사당

도 한다.

에서보다는 묘소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다. 이에 시제
와 묘제를 절충하는 선에서 설·단오·추석·동지에는
사당에서 4대친에 대한 차례를, 한식과 10월경에는 5

4. 묘제

대 이상의 조상에 대한 묘제를 지내면서, 시제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묘제(墓祭)는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

묘제 절차는 시제절차와 마찬가지로『사례편람(四

祀)라고 한다.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일 년에 한 번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세

禮便覽)』묘제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 하며, 4대친(四代親)은 설·한식·단오·추석 등 명

다.
사례편람(국립민속박물관)

절에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절사(節祀)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관행적으
로 묘제를 시제(時祭), 시사(時祀),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5대 이상의 조
상을 모시는 묘제를 가리키며, 4대친에 대한 묘제를 사산제(私山祭)라고 구분하기
도 한다.
『주자가례』에는 3월 상순에 날짜를 정하여 묘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으나, 중국의
송대 유학자들이 한식과 10월 초하루에도 지낸다고 하여, 묘제는 대체로 3월 및 한

① 하루 전날에 재계를 하고, 주인이 여러 집사자를
거느리고 묘소로 나아간다.
묘소마다 제물을 준비하며, 토지신에게도 지낼 제물도 준비한다. 주인은 심의를
입고 집사자를 데리고 묘소에 가서 재배하고 묘소 안팎을 돌며 슬프게 살피기를 세
번 한다. 그리고 묘소와 주변을 청소한다.

식, 10월 1일에 많이 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묘제를 중시하여 고려
때부터 속절(俗節)에 묘제를 지내왔고, 조선시대에도 이를 이어 설·한식·단오·추석

② 진찬

등 명절에도 묘제를 지내왔다.

깨끗한 자리를 묘소 앞에 깔고 제물을 차려놓는다. 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에

『주자가례』의 묘제 대상은 원래 4대친이나, 5대 이상의 조상도 1년에 한 번 묘소

제물을 차린다.

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에 지역에 따라서는 10월에 시조로부터 부모 묘까
지 차례로 묘제를 지내기도 하고, 5대 이상의 조상 묘제는 세일사로서 3월이나 10월

③ 참신

에, 4대친의 묘제는 절사로서 설, 한식, 단오, 추석 등에 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불천

주인 이하 모두 재배를 한다.

위의 경우 사당에 모신 것으로 여겨, 세일사 대신에 차례와 절사를 지내기도 하며, 10
④ 강신

나, 비가 올 때에는 재실에서 지방으로 합동으로 망제를 모시기도 한다.

주인이 분향하고 강신잔에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거나 석상 아래 땅에 붓고서 강

월·8월·10월 중에 사당에 모신 4대친의 신주를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에 함께 모시

신 재배를 한다.『주자가례』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나,『격몽요결』묘제에는 강신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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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헌

5. 전통 제례의 변천

주인이 첫 번째 잔을 올린다. 이때 밥 뚜껑을 연다. 대축이 주인의 왼쪽에서 축문
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주인이 초헌 재배를 한다.

고려 말 정몽주의 제례규정(祭禮規定)에 의하면 3품
관 이상은 3대까지, 6품관 이상은 2대까지, 그리고 7

⑥ 아헌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아헌 재배를 한다.

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 지낸다고 했다. 조선
『경국대전』에는 3품관은 4대까지, 6품관은 3대까지, 7
품관 이하 선비들은 2대까지, 서민들은 부모만 지낸다

⑦ 종헌

고 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종헌 재배를 한다. 아헌과 종헌은 모두 아들 또는 동생이나

면서 누구나 다 4대까지 봉사가 가능해 졌다.

친한 벗이 한다.

현대에 들어 와 1969년 정부에서「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2대 봉사를 하도록 하고, 과시적이고 소비적인

⑧ 합문
집사자가 밥에 숟가락을 꽂고 숟가락을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는 삽시정저(揷匙
正箸)를 하고, 엄숙하게 참사자 모두 엎드리고 한 번 식사할 만한 시간을 기다린다.
⑨ 진다
대축이 헛기침을 세 번 하면, 집사자가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다. 묘제에 참여
한 후손은 모두 국궁을 한다. 묘제에 밥과 국을 올리지 않은 때에는 합문 및 진다
가 생략되고 바로 사신 재배를 한다.
⑩ 사신
주인 이하 모두 재배를 한다.

의례문화를 억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하도록 권장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98년에는 벌금과 관련
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며 1999년 8
월「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이 20세기 후반의 가정의례에 대한 표준
을 국가가 법적으로 통제한 것이라면, 건전가정의례준
칙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가정의례의 권고 규정이라고

가정의례준칙 홍보물

볼 수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가정의례준칙보다 항
목이 훨씬 더 간소화되었다. 제례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정의례준칙과 대동소이하다. 제사의 종류는 기제사와
명절 차례로 압축되었는데, 제사의 대상은 2대 봉사로

⑪ 분축
대축이 축문을 불사른다.

규정되었으며 성묘는 제수 없이 간소하게 한다고 제시
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권고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정의

이어 토지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묘소와 산을 지키는 토지신에게 예를 다하는

다. 또한 다종교 상황을 고려하여‘제3조 종교 의식의

것이다. 만약 같은 산 안이면 여러 묘위에 제사를 마치고 가장 높은 묘위의 묘소 왼

특례(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쪽에서 지낸다.

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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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자가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하는 신위 모시기, 술을 한 번 올리는 헌주, 축문을
건전가정의례준칙(1999. 8.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
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년례’
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혼례’
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상례’
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제례’
란 기제사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
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
한다.
5.‘수연례’
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주상’
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제주’
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읽은 뒤 묵념하는 축문 읽기, 참사자들이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하는 물림 절 등으로
나뉜다. 신위는 시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하며, 지방은 한
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천주교의 도입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유교·불교, 천주
교, 개신교 등에 의해 전통제례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 유교식 제사 방식에서 다양한
제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제례방식이 기제사와 묘제에서 제사, 불교제례, 추모예배 등의 방식으로
바뀌고, 제례공간도 가묘나 무덤에서 집 안, 무덤, 사찰, 교회, 성당 등이 중심이 되
고 있다. 제례 주체자도 장자에서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승려, 목사, 신부 성직자로
바뀌고 있으며, 신위도 신주에서 지방으로 다시 사진을 놓는다. 더욱이 제례 대상도
조상신만 아니라 하나님과 부처님도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천주교 가정의 제례 예식을 보면, 천주교는 조선후기에 신주를 소각하며 제
사를 거부했으나, 근래에는 교황청의 지침에 따라 제사를‘종교적 공경’
이 아니라
‘민간적 예식’
으로 분류하여 제사지내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전통 제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입장에 맞게 변용시켰다.
사진이나 위패의 설치, 분향, 제상 차림, 절하기 등 제사형식을 수용하면서도, 반함,
고복, 합문 등 조상의 혼령이 상제례 때 직접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는 의식은
금지했다
2012년 한국천주교회에서 승인한‘한국천주교 가정제례의식’
에는 유교식 재계와
진설처럼 집 안팎을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고백성사로
마음을 준비한다. 차례상을 준비한 뒤 벽에는 십자가상을 걸고 그 밑에 선조의 사
진을 준비 한다. 제사는 성당에서 아침미사에 참여한 뒤에 실시하며 시작 예식, 말씀
예절, 추모예절, 마침예식 등으로 가정 제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천주교의 미사와 유교식 제사가 절충된 방식이다. 다만 그 절충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법적 규제를 강행했던 가정의례준칙의

양상은 하나님과 조상을 모두 의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의식의 절차가 하느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적 제시문화 정착을 존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에 대한 의식과 조상에 대한 의식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정리된 제례의 절차는 제주가 분향한 후, 모사기에 술을 붓고

개신교 가정의 제례예식을 보면 개신교는 추도식 혹은 추모예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은 배타적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철저하게 유교식 제사를 대체하는 형식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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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도록 한 것이다.
추모예배 혹은 추도식은 특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예배 형식으로

사의 절차는 영가 모시기, 제수 권하기, 불법 전하기, 축원 올리기 편지 올리기, 영가
보내기, 제수 나누기의 7단계로 구성된다.

진행하면서 고인의 약력보고사와 추모사 및 묵념 등을 추가하고 있다. 예배의 대상

이밖에도 다양한 종교 고유의 교리에 맞는 제사방식을 고안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 하나님으로 조상신은 의식의 대상에서 빠졌다. 추도식 혹은 추모예배의 절차는

데, 현재 계양구의 주민은 진통적인 유교식 제사 방식이 간소화된 형식을 채택하거

일반적으로 묵도,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기도, 고인의 약력 보고,

나, 종교별로 차별화된 제사 방식을 따르고 있다. 현대의 계양구 주민은 유교식 조

추모사, 찬송, 축도, 폐회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 제사의 근간인 효를 다양한 종교 문화와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제사

개신교는 비록 조상제사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조상에 대

방식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전통의례를 지켜가고 있다.

한 공경과 효 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개신교 전통에 없던 추모예배 혹은 추도식을
만들어 유교식 제사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제사를 지내지 않
지만, 많은 교인은 교단이 정한 추모예배 혹은 추도식을 하고 있으며, 소수의 교인

6. 계양구 제례 사례

은 개별 차원에서「가정의례준칙」에 준하는 전통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불교식 가정제사는 대한불교조계종포교연구실에서 배포한‘불교 상·제례 안내’

가. 밀양박씨 충헌공파 흥동 종중 시향제

라는 불교식 가정제사의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한다. 불교는 유교 중심의 전통 제
사에 불교식 재(齋)양식, 특히 시식(施食)을 접목하여 새로운 현대적 가정 제사를 제
시하여 권장하고 있다.

밀양박씨 충헌공파 흥동종중회(密陽朴氏 忠憲公派 興東宗中會) 와 조상 묘소는
계양구 박촌동(朴村洞)에 있다. 박촌동이라는 지명도 이곳에 박씨들이 많이 살고 있

기제사는 부모님 1대, 명절제사는 2대까지 제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상황에 따

어서 갖게 된 이름이다. 이곳에 박씨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400여년 전이다. 밀양

라 봉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윗대 조상들의 제사는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박씨 충헌공파인 박강(朴綱)이 조선 현종 때 경기도 양주에서 이곳으로 와 정착한

에 사찰에서 합동 천도재를 지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는 핵가족 중심의

것이 그 시작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주로 시제를 드리러 갔다고 한다. 이곳에서 따

현대적 추세를 반영하면서 불교 특유의 우란분재를 조상 제사에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식 제사가 장손 중심으로 계승된 것과 달리, 불교식 제사는 아들과 딸을 구
분하지 않고 제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것도 권장하
고 있다. 제사시간은 가족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일 저녁으로 잡는다.
불교식 제사는 제사상의 준비와 의식의 진행에서도 전통 제사와 차별화된다. 영가
(靈駕)를 모시는 영단에 병풍을 펼치고, 병풍 중앙에 탑다라니를 걸어둔 채, 그 앞에
제사상을 설치하며, 제사상에는 영정사진과 위패를 놓는다. 의식은 염송을 위한 한
제
5

제외하고 술 대신 차를 올리며, 육법 공양물인 향·초·꽃·차·과일·쌀을 진설한다.
또한 강신할 때에는 술을 사용하지 않고 청혼 의식문을 염송한다. 불교식 가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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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의식문을 만들어 진행한다. 상은 간소하게 차리되, 계율에 따라 육류와 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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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물을 진설하고 시향제를 올렸다.
사무실에 수십 명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정신없어 산만한 모양새였지만, 보이지 않는 체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준비
가 진행되었다. 늘 있는 일처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각자가 자신이 할 일이 무
엇인지 알아서 척척 해내고 있어 일사천리로 준비가 되고 제의가 진행되었다.
비가 오락가락하여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의견 조율이 잘되어 산신제만 묘지에서 진
밀양 박씨 묘역

행하고, 조상제사는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산신제는 시제 전에 토지신과 조
상에게 시제를 알리는 신고식이다. 산신제상과 시제상은 따로 차린다. 두 상의 상

로 시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100여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양주에서 온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만 이곳에 있고,

차림은 거의 같아 산신제 상에는 시제상에 올라가는 것을 골고루 올리나 각각의 제
물 수량을 줄여 차린다.

둘째와 셋째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남은 첫째가 박흥동(朴興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따로 정해 져 있다. 묘지 위쪽의 산 아래쪽에 제물을 차

東)으로, 다섯 명의 아들(璹, 珍, 理, 琱, 珏)을 낳고, 이후 지금까지 13~14대 손으로

릴 수 있게 넓적하게 젯돌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 제상을 차려 놓고 산신제를 지낸

이어지고 있다.

다. 음식은 종중 사무실에서 준비하여 일일이 사람 손으로 들고 와 진설한다.

이곳의 밀양박씨 종중은 매년 봄, 가을에 시제를 드리며 조상의 은덕을 기렸지만,
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하며, 바빠지고, 다른 문중에서도 가을에 한 번만 시제를 지내
고 있어서 지금은 밀양박씨 문중에서도 가을에 한 번 지낸다. 매년 음력 10월 5일(한
때는 10월 15에 지냄) 오전 10시 경에 종중회 사무실 앞에 있는 조상 묘소에서 시제
를 올리며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종친 상호 간 우정과 화합의 정을 나누
는 시간을 갖는다.
흥동종중회는 사당이 없어 모든 제사는 묘지에서 직접 지냈다. 그러나 2017년도
시향제를 드리는 날(11월 22일)의 일기가 고르지 않아 시향제 전에 토지지신에게 지

산신제 준비

산신제 상차림

내는 산신제만 묘역에서 직접 드리고, 종중 사무실을 정리하여 묘소가 보이는 방향

제

제의 준비

산신제

산신제

장 조상제례

계양의 전통의례

152

5

153

진설

제례

독축

산신제는 10시 경에 나무판에‘土地之神’
이라고 쓴 종이를 붙인 것을 신위로 모
셔 놓고 시작한다. 잔을 올리고, 모두가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절을 하고, 소지
하고, 음복을 하는 순서로 간략히 진행된다. 제상을 진설하는 시간을 빼고, 10여분
정도 소요되었다.

축문

음복

밀성빌딩

를 한꺼번에 모시고, 이후 차례대로 제사를 모신다. 마지막에는 14명의 조상을 한꺼
번에 모신다. 제의는 총 6번에 걸쳐 진행된다.
제의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거의 같아 장손 또는 차손이 잔을 올리고 모두 절
을 하고, 모두 엎드려 축문을 읽고, 절을 하고, 합문하고, 음복하고, 메와 잔을 거

산신제가 끝나면 바로 제물을 거두고 시제 지낼 준비를 한다. 산신제가 진행되는

둔다. 그리고 다시 봉사 대상에 맞게 새 잔과 메를 올리며, 다음 봉사 대상에게 제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시제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신제가 끝나면 바로 시제를

사를 올리는 것을 반복하고, 모두 끝나면 소지하고 음복하는 절차이다. 한 대상만

지낼 수 있다. 산신제상, 시제상 모두 홍동백서, 좌포우혜, 어동육서의 법도에 따라

따진다면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상이 여럿이고, 제의 진행 중에 메와 잔을 바꾸

진설한다. 시제는 상을 차려 놓고 같은 상에 제향 대상 조상을 위한 메와 잔을 각

어 올리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었다.

각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사무실은 평소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썰렁한 느낌이 드는 넓은 공간이지만, 시

축문은 각 봉사 대상의 관직을 적어 각각 작성한다. 관직명 이외의 나머지 축문

향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한쪽에서 상에 오를 메와 잔을 준비하고, 한 조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축문은 견본을 만들어 놓고 매년 간지와 제관의 이름을 상

상, 한조상 제향이 끝날 때마다 메와 잔을 거두고, 새 메와 잔을 올리기 때문에 빈

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한다. 장손이 제주가 되어 잔을 올리고, 장손이 불참하면 차

틈이 없다.

손, 차차손이 이어간다.

제물이 진설되면 향을 피우고, 먼저 제일 윗대 조상인 강 할아버지와 흥동 할아버

제물은 예전에는 한 자 이상 쌓았다고 하나, 지금은 7촌 정도 높이로 차렸다. 제

지 순으로 차례대로 장손이 잔을 올리며 제사를 모신다. 다음에는 다섯 아들 모두

물은 실내서 차려 들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위험하기도 하여 높게 쌓을
수가 없다. 제주는 정종을 썼으나, 지금은 약주로 대신하고 있다.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종친회 재산으로 충당한다. 종친회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은 무덤 앞에
있는 건물 2동이다. 이 건물은 각 2층과 3층 건물로 두 건물이 붙어 있다. 건물 이
름도 본을 따서‘밀성빌딩’
이라 지었다.

제례

메 준비

제상

가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비(인건비)를 주며 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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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준비는 정성을 다한다. 제물은 예쁜 것을 골랐다. 장은 이틀 전에 집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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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탁하고 있다. 벌초 때도 일당을 주고 사람 부른다. 요새는 수고비를 줘야 사
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한다.
시향제 축문의 형식과 내용은 다른 지방, 가문의 축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時享祭 祝文
山神 祝
維 歲次 ㅇㅇ 十月 ㅇㅇ 朔 十五日 幼學 ㅇㅇㅇ 敢昭告于
土地之神 恭修歲事于
顯 0代 祖考 學部處士公

산신제 축문

시향제 축문

顯 0代 祖妣 淑夫人 恩津 宋氏 之墓
惟時保佑 實賴神休 謹以 酒果 敬伸薦獻 尙
饗
時祭 祝
維
歲次 ㅇㅇ 十月 ㅇㅇ 朔 初 五日 ㅇㅇ 幼學 ㅇㅇㅇ
0代孫 ㅇㅇㅇ 敢昭告于
顯 0代 祖考 學部處士公
顯 0代 祖妣 淑夫人 恩津 宋氏 之墓
氣序流易 霜露旣降 不勝感慕
謹以 淸酌時羞 祗薦歲事 尙
饗
절기가 바뀌고, 찬서리가 이미 내리니
조상님을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한다.

맘껏 드시기 바랍니다.

多心魚 한괴
崇魚 3마리
海蔘
인절미 찹쌀 1되
갈납전
소고기 2근
돼지고기 10근
숙주나물
두부
적갈
탕 9그릇
약주술 3斗
국수 1
만수향
양초

* 고임은 두반상은 7寸 고임으로 한다. 山神床은 적당히 한다.
신문지 한 貫 정도 준비해 온다.
- 옥춘, 팔보, 빙사과는 제상에 올리는 형형색색의 사탕이고, 해삼은 잘게 다져서
계란말이를 하여 올린다. 갈납은 소고기와 굴 등을 넣어 만든 전이다. 왕관은 오
징어를 왕관 모양으로 장식한 것을 이렇게 부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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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니

散子
깨江丁
玉春
八寶
氷四果(氷砂菓 또는 賓紗菓)
藥果
多食
菊花糖
大草(대추)
新生果
生栗
사과
배
감
北魚포 20개
王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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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차려

密陽 朴氏 時享祭 物目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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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박씨 집안의 각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기제사)는 4대 봉사를 했으나 지금은

영신군의 아버지인 의성군(誼城君) 이채(李寀 1411~1493)는 효령대군의 맏아들로

4대 봉사 하는 집이 없다고 한다. 4대 봉사에서 3대 봉사하다가 지금은 힘들어서 2

세종 6년(1424) 의성군에 봉해졌다. 왕족이면서도 학문에 밝아 경사에 능통하였고,

대 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의 시간도 열 두시 땡하면(자정에) 지냈으나, 직장

성종 20년(1489) 최고 관등인 현록대부(顯祿大夫)에 올랐다. 83세로 사망하였다.

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힘들어서 11시, 10시로 앞당기고, 제의 절차나 상차림도

영신군은 의성군과 양주 최씨 사이에서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예전에 비해 간결하고 검소하게 지낸다. 예전에는 조상신이 들어오도록 대문도 열어

영신군 이이 부부의 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다. 묘역은 사패지지로 부부의

놓고 지냈으나, 지금은“귀신이 어딨냐”하며 형식적으로 지내고 있다. 제사를 지내

묘 뿐 아니라 둘째 아들인 함원군(咸原君) 이옹(李顒)과 현부인 평강 채씨 묘와 영

는 많은 가정에서 예전과는 달리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지내고

신군 자손 등 18기의 분묘가 있다. 첫째 아들인 명원군(明原君)의 묘는 경기도 양주

있다.

시 장흥면에 있다.

제상에 올라가는 것이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제상에는 닭, 뼈 없는 것, 두 다리 짐

둘째 아들인 함원군(咸原君)은 경학(經學)에 밝고, 정직, 청백하고 어전에서 치평지

승은 올리지 않는다. 잘사는 집은 제사에 민어를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았

도(治平之道)를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그가 사망하

으나, 좋은 조기로 대신하기도 한다. 민어나 조기가 비싸면 숭어를 쓰기도 한다. 요

자 명종이 승지 홍대협(洪大協)을 보내 잔(술)과 제

즘은 조기 값이 너무 비싸 큰 수조기를 쓰기도 하나,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문을 내렸다.

육고기는 소고기를 다져 양념하여 두툼하고 둥그렇게 적을 만들어 올린다. 돼지
고기는 쓰지 않고, 수육은 상에 올리지는 않지만, 준비하여 식사 때 먹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이 묘역에는 함원군의 큰아들 이제안(李
齊顏, 무과에 급제하여 大護軍이 됨)과 혜인 장수 황
씨 묘, 효령군의 현손 이극성(李克成, 陞僉知, 通政大

나.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영신군종회 시향제

夫)과 숙부인 평택 림씨 묘, 효령대군의 현손 이제삼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영신군종회(全州李氏 孝寧大君派 永新君宗會)는 조선 태종

(李齊參, 漢城判官, 正三品 堂下)과 숙인 양주 최씨

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이자 의성군 채의 여섯째 아들인 영신군 이이의 후

묘, 효령대군의 현손 이제용(李齊容, 監察持平, 禮曹

손들 모임이다.

佐郞, 通訓大夫)과 숙인 곡산 연씨 묘, 효령대군의 5

영신군 이이는 단종 2년(1454)에 태어나 종실과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 정의대부

대손 이경운(李卿雲, 內資詩經, 嘉善大夫, 禮曹參判,

(正義大夫) 영신군에 봉해졌으며, 부평에서 기거하다가 중종 21년(1526)에 73세로 사

經筵參贊官, 春秋館編修官, 義禁府左副賓客, 五衛

망하였다. 자는 화보(和甫)이다. 부인은 죽산 박씨이다.

都摠府副摠管)과 정부인 안동 김씨 묘, 효령대군의 6

영신군 묘소 산도

대손 이광필(李光泌. 京陽道察訪, 奉列大夫, 執義)과
영인 연안 김씨 묘, 효령대군의 7대손 이이현(李頤賢,
通訓大夫)과 숙인 남양 홍씨 묘 등이 있다.
한편, 조선 명종 12년 8월 16일, 국왕이 승지를 통
제
5

은“내가 한결같이 근심하는 생각은 친족간 돈독함
영신군 이이 묘역

에 있는지라 같은 민족의 근원이 비록 소외되고 멀

지방문화재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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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문과 술을 하사하였다. 명종의 영신군 묘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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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지라도 왕실에서 분파되어 인후하고 위의(威儀)의 어진 이름이 돈독하여 잊지
못한다고 이를지라. 그 멀리 있으니 오시어 이 술을 흠향하소서.”로 되어 있고, 같이
보낸 함원군(咸原君)묘지 제문은 “주나라 중옹(仲雍)에 비유하는 아름다운 우리
효령대군은 능히 그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그 일가의 영걸을 무성하게 하여 세습
으로써 관작을 봉하고 모범됨을 생각함이 있는지라. 가을 절기에 한잔 술 드리오니
그 술을 이의 흠향하소서.”라고 되어 있다.
각 무덤에는 묘갈과 석물이 배치되어 있어 조선시대 왕실 묘제와 시제, 미술 공예
묘제 홀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영신군 묘역은 1999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기념물 제
43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이 묘역은 영신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역 관리와 시

제물 진설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 의관을 갖추고 사무실에 대기하던 19명의 제관

향제는 묘역 앞에 있는 종회 사무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영신군종회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8일 시향제를 올린다. 전
국 각지에 있는 후손과 지역 기관장, 문화 인사 등이 참여하여 전통적인 절차에 따
라 성대한 제례를 거행하고 있다. 시향제 전날 종종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방에 사
는 후손은 사흘 이상 집을 비워야하는데도, 늘 많은 후손이 참여한다고 한다.

은 제의 장소로 향한다. 축관이 축이 든 상자를 들고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 집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 등 제관이 한 줄로 묘역으로 들어온다.
이들은 제일 먼저 제사를 올릴 묘소 앞으로 간다. 제일 먼저 제사를 올리는 묘는
영신군의 어머니인 양주 최씨 묘소이다. 양주 최씨는 의성군과의 사이에서 여섯째와

예전에는 작전동 일대의 대부분 땅이 영신군 집안 소유였다고 한다. 왕족이라 임

일곱째 아들인 영신군 이이와 총곡수 이신을 낳았다. 양주 최씨는 이곳에 혼자 있

금이 내려 준 논밭인 사패지지가 많았으나, 지금은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다. 의성군 묘소는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에 따로 있다. 양주 최씨 묘소에는

영신군 이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부평으로 왔는지, 부평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이미 차일을 치고 제물을 진설해 놓고 돗자리를 펴 놓아 제사가 언제라도 진행될

했는지 등 영신군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바로 제의가 진행되었다.

시향제는 매년 음력 10월 8일 10시 경에 시작한다. 제관은 묘역 앞에 있는 종회 사

제의 절차는‘영신군묘제홀기’
에 따른다. 영신군종회의 시향제는 3개의 홀기를 가

무실에서 의관을 갖추고 대기 한다. 묘역에서는 시제 대상 묘소에 제물을 진설하며

지고, 4개의 제상을 차려 시향을 지낸다. 양주 최씨 묘제 홀기, 영신군과 함원군 묘

제의 준비를 하고 나머지 제의 참가자는 한쪽에서 대기한다.

제 홀기, 그리고 나머지 조상을 모두 한 번에 제례를 지내기 위한 홀기이다. 따라서
제례는 양주 최씨, 영신군 이이, 함원군 이옹, 나머지 조상 순으로 상을 따로 차려,
양주 최씨, 영신군 이이, 함원군 이옹의 제례는 각 묘 앞에서 지내고, 나머지 조상은
한 곳에 상을 차려 한꺼번에 지낸다.
제의 절차는 일반적인 제의 절차와 큰 차이가 없어, 참신·강신·초헌·아헌·종헌·
합문·진다·사신·소지·음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제상을 진설할 때, 조기, 닭백

제의 준비

제의 준비

올린다. 한 묘소에서 종헌 이후 합문, 진다 과정이 끝나면 음복을 하고 다음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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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민어, 소적은 한쪽에 따로 두었다가 제의 시작 전에 조기를 올리고, 초헌 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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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 진설

로 옮겨 같은 절차로 제사를 모신다.

음복

든 제관이 앞장서고, 나머지 제관이 일렬로 줄을 지어 종회 사무실로 간다.

양주 최씨, 영신군, 함원군 제사는 각 묘소 앞에 상을 차려 제사를 올리나, 나머지

제의는 두 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의가 마무리되는 때는 점심을 먹기에

12분 조상은 따로 상을 차려 무덤 아래 공간에서 합동으로 제사를 모신다. 무덤 아

적당한 시장감을 느낄 시간이다. 제의 참가자들은 중간 중간 음복을 했지만, 시장

래 쪽에 하나의 상을 차리고 12개의 메와 잔을 놓고 제를 지내며, 절차는 앞서와 같

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은 순서로 진행한다. 잔을 올릴 때는 한 분 것만 헌관이 올리고, 나머지 11분 잔은

요즘은 제물을 예전처럼 종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제례음식을 전문적으로

상 뒤에 서 있는 4명의 제관이 둘씩 짝을 지어 잔을 채우는 방식을 취한다. 초헌, 아

준비해주는 곳에 맡겨 준비하기 때문에 묘역에서 식사할 수가 없다. 종회에서는 근처

헌, 종헌, 합문의 과정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곳에서 제의를 사신 절차까

식당을 예약해 참가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며 정담을 나누고, 이번 제의에 대한 반성

지 마무리 되면 각 묘소의 축문을 모두 모아 소지한다. 이어서 모든 제관이 모여 도

과 더 나은 제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

열하면 축관이 제례 홀기를 제관과 함께 확인한 후에 축문함에 넣고, 제관과 제의
참가자가 모두 모여 음복을 하며 묘역에서의 제례를 마무리 한다.
제례가 끝나면 제관들은 기념 촬영을 하고, 제의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축문함을

참고로 이번 시제상은 한상에 육십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모든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것은 물론 제의 후 제물을 거두고 뒷정리 등 모든 것을 맡아하
는 비용이다.

축문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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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
양주 최씨
維

나머지 조상
維
歲次 丙申 十月 丙戌 朔 初 八日 癸巳 裔孫 ㅇㅇㅇ
敢昭告于

歲次 丙申 十月 丙戌 朔 初 八日 癸巳 代孫 ㅇㅇㅇ

顯

代 祖妣 縣夫人 慶州李氏之墓

敢昭告于

顯

代 祖考 嘉善大夫 忠義衛咸副護軍府君

顯

顯

代 祖妣 淑夫人 長水黃氏之墓

歸根之時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塋

顯

代 祖考 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府君

不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顯

代 祖妣 淑夫人 平澤林氏之墓

顯

代 祖考 奉列大夫 景陽道察訪司憲執義府君

顯

代 祖妣 淑夫人 延安金氏之墓

顯

代 祖考 通訓大夫 通禮院相禮兼春秋館編修官府君

顯

代 祖妣 淑夫人 南陽洪氏之墓

歲次 丙申 十月 丙戌 朔 初 八日 癸巳 永新君宗會 理事長 ㅇㅇㅇㅇ

顯

代 祖考 通德郞府君

敢昭告于

顯

代 祖妣 恭人 咸悅南宮氏之墓

顯 代 祖考 正義大夫 永新君府君

顯

代 祖妣 宜人 密陽朴氏之墓 今以草木

顯 代 祖妣 縣夫人 竹山朴氏之墓 今以草木

歸根之時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塋

歸根之時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塋

不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代 祖妣 縣夫人 楊州崔氏之墓 今以草木

饗
영신군
維

不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饗
산신제
함원군
維
維

敢昭告于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李 ㅇㅇ 恭修歲事于

顯

代 祖考 承憲大夫 咸原君府君

顯十二代 祖考 正義大夫 永新君府君之墓

顯

代 祖妣 縣夫人 平康蔡氏之墓 今以草木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 酒饌 敬伸奠獻 尙

不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饗

5

장 조상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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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次 丙申 十月 丙戌 朔 初 八日 癸巳 幼學 ㅇㅇㅇ

歲次 丙申 十月 丙戌 朔 初 八日 癸巳 代孫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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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귤현동 가정 제례
기제사는 3대까지 지낸다. 예전에는 고조까지 지냈다. 제상은 참사자 위주로 좌우
를 구분해 상을 차리며, 제사 음식은 과줄, 채줄, 탕줄, 진지 순으로 네 줄을 올린
다. 과줄은 홍동백서 순으로 올려서 양쪽 끝으로 홍백을 가려서 놓고, 그 밖의 과
일은 씨가 있는 것부터 바깥에서 안쪽으로 색깔을 가려서 놓는다. 옥춘이나 다식
등 만든 과일은 가운데 놓는다. 포는 좌포우혜, 동두서미를 따르는데, 머리와 꼬
리를 자르지 않은 채로 배가 위로 올라오도록 놓는다. 적은 단적으로 육적 하나만
올린다. 재료는 소고기를 사용한다. 탕도 하나만 올리는데, 탕을 올릴 때는 무를
축문(현부인 양주 최씨)

축문(영신군)

축문(함원군)

넣은 맑은 장국에 소고기를 넣어 끊인 뒤 건더기만 건져서 그릇에 넣고, 삶은 다시
마로 덮은 후에 씨를 뺀 대추 서너 쪽을 얹어 놓는다.
기제사 때는 메와 갱을 올리지만 정월 차례에는 메, 갱 자리에 떡국을 올리고, 추석
차례에는 송편을 올린다. 설에 떡국을 올리고, 추석에 송편을 올리는 것은 다른 곳
과 다를 바 없다. 차례는 삼대를 모시므로 지방과 메와 갱만 갈면서 순서대로 삼대
제사를 지낸다. 정성을 들일 때는 적을 바꾸기도 한다.
정월과 추석에 차례 지낸 후에는 조상 묘소에 성묘를 간다. 성묘를 갈 때는 특별
히 가지고 가는 것 없이 빈손으로 가나, 부모나 조부모의 묘에는 포와 술을 가지고

축문(현부인 경주이씨 등 )

산신제 축문

가기도 한다.
묘소가 훼손되었을 때 한식에 사초(莎草)를 한다. 사초를 할 때는 봉분과 사성
(莎城)을 손보고 떼를 다시 입히는 일을 한다. 벌초는 일 년에 한 두 번 하는데, 보
통 음력 7월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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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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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

가정의례는 일정한 가옥 공간에서 주부가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믿음체
계와 그 의례를 말한다. 집안 곳곳에 신이 있고, 각각의 신이 집안을 보살펴 주는 것
이라 믿으며, 각 신에게 정기적으로 의례를 올린다. 집집마다 믿음체계와 의례가 다
를 수 있고, 각 가신의 종류와 기능, 봉안 형태, 장소, 의례 행위가 가정마다 독특한
모습을 갖기도 한다.
성주신은 가택신 또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집안에서 제일 높은 최고의 신이며, 가
정의 길흉화복을 관장한다. 성주는 마루 혹은 안방에 단지나 창호지의 형태로 모시
는데, 계양구의 각 가정에서는 성주를 대체로 마루에 모셨다.
터주는 집터를 맡아보며 집안의 액운을 걷어 주고 재물 복을 주는 신이다. 터주
는 장독대나 뒷곁에 터주가리(주저리)를 만들어 모시는 경우가 많았다. 터주가리는
짚으로 원뿔꼴로 엮은 것으로, 그 안에는 벼나 곡식이 든 한 되 들이 정도의 옹기나
질그릇 단지를 넣어 두기도 하였다.
삼신은 아기를 점지하고 아이의 건강을 보살펴 주는 신이다. 흔히 삼신할머니라
부르며, 안방 아랫목에 모시는 경우가 많다. 산후 7일, 삼칠일, 가족의 생일, 아들을
바라거나 아기가 아플 때 삼신할머니에게 치성을 드렸다.
조왕신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 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가족의 수
명과 안전을 관장하는 신이다. 주로 부엌 부뚜막에 위치하며 부엌대감으로 불렸다.
조왕은 아궁이를 맡고 있는 신, 즉 불의 신이라 보통 부엌의 부뚜막에 모셨다.
대감은 재수와 병을 관장하는 신이다. 계양구 일대에서는 광에 대감독을 모셔 두
고 첫 수확한 벼를 넣었다.

하며 황토를 뿌려 잡귀와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예전에는 계양구의 각 가정에서 안방이나 대청에는 성주신, 뒤 뜰 안에는 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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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신도 모셨는데, 대문은 예로부터 복이나 재운이 드나드는 것만이 아니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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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는 조왕신을 모셨고, 또 삼신, 업신 등을 모셨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

서 태워 없앴다. 단지 안의 쌀도 이 때 새로 수확한 것으로 바꾸었다. 단지 안의 묵

서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노인들이 과거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고, 도리어 아

은 쌀은 밥을 해 먹었으나, 터주가리를 태울 때 같이 태우기도 하였다.

직도 그런 것을 믿는 집이 있느냐하고 반문하는 실정이다. 이는 가정의례가 빠르게

대감독도 보통 뒤란에 두었는데, 안방 모퉁이 쪽으로 붙여 놓았다. 대감독에는

소멸되어 갔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고, 마을 전체가 새로운 주거 지역

가을고사를 지낼 때, 그 해 농사지은 벼를 채워 넣었다. 대감독의 크기는 집집마다

으로 개발되고, 급격한 사회변화로 주민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며 가정의례를 지키는

달라서 한 가마가 들어가는 대감독이 있는가 하면 두세 가마가 들어가는 대감독을

것을 마땅치 않아하며 그나마 근근히 명맥만 유지되고 있던 가정의례의 전통이 완전

가지고 있는 집도 있었다. 대감독의 벼는 춘궁기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꺼내 먹

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기도 하였다. 대감독의 벼를 꺼내 먹을 때 특별히 치르는 의식은 없었다고 한다. 벼

지금은 어느 마을에서도 가정의례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예전의 자
료와 노인들의 기억을 통해 계양구 일대의 가정의례 모습을 확인해 본다.

위에는 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 두었다. 고사를 지낼 때마다 새 돈을
넣는데, 이전 돈은 그대로 주머니 안에 둔다. 귤현동의 작은말에는 대부분의 집에 대
감독이 있었다.
지석은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것으로 한지로 자루를 만들어 쌀을 담고 그 위에

1. 귤현동 사례

역시 한지로 만든 고깔을 덮어서 방 한 쪽 구석에 매달아 놓은 것을 일컫는다. 지
석은 보통 안방에 매달아놓았다.

귤현동 이ㅇㅇ씨 댁에서는 추수가 끝나면, 음력 10월에 좋은 날을 잡아서 가을고
사를 지냈다. 가을고사를 지낼 때는 시루떡을 찌는데, 켜켜이 팥을 넣은 팥설기를
했다. 맨 위층은‘흰무리’
(백설기)로만 떡을 찐다. 시루떡은 상 위에 술과 함께 올려

2. 서운동, 용종동 사례

제일 먼저 성주에 갖다 놓는다. 상 대신 큰 쟁반을 사용할 때도 있다.
성주는 특별히 신체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집을 새로 지어서 상량식을 할 때 실
을 감은 북어를 올려놓은 곳에 성주가 있는 것으로 믿어서 그 아래에 시루떡을 갖
다 놓았다. 성주에 떡을 올린 후에는 그 떡을 갈라서 터주가리, 대감독, 지석[帝釋],
대문, 외양간, 볏단을 쌓아놓은 낟가리 등에 갖다놓고 기원을 했다.
가을고사 때는 떡을 많이 해서 마을 사람들과 나눠먹었는데, 멀리까지는 줄 수 없

곳이 되고 말았지만, 마을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정에서 가신을 두고 섬겼다.
추수 후 음력 10월에 좋은 날을 잡아 성주고사를 드렸다. 마루 기둥을 성주로
모셨고, 떡시루를 쪄서 막걸리 한 사발과 북어 한 마리를 같이 놓고 호주가 고사를
드렸다. 떡시루는 통째로 놓았으며, 그 집 주부가 옆에서 절을 하였다.

어 집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었다. 떡을 하는 양은 집집마다 달라서 여유가 있는 집

10월 고사 때, 제석, 씨무덤, 터주에도 백설기 세 사발을 시루 위에 따로 쪄서 각각

에서는 많이 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그다지 많이 하지 못했다. 가을고사

의 신주 앞에 그 떡과 정한수를 놓아두었다. 여기에 놓았던 떡은 나중에 식구들이

이외에 다른 집 고사를 지내지는 않았다.

먹었다. 상량 아래에는 쌀 한줌, 북어 한 마리, 떡 한 덩어리를 놓아두었다. 굿을 할

이 집에서 성주 이외에 터주가리, 대감독, 지석 등의 가신을 섬겼다. 터주가리는 뒤

때도 성주, 제석, 씨무덤, 터주에 10월 고사 때와 같이 시루떡을 쪄서 놓았다.
터주는 뜰 안에 짚으로 터주가리를 만들어 세웠다. 칠성은 마루 선반 위에 종이상

뜨려서 짚주저리에 매어놓았다. 짚주저리 안에는 쌀을 넣은 조그만 단지를 넣어두었

자를 만들어 옷을 넣어 두고 모셨다. 제석은 지석, 삼신으로도 불렀고, 안방 아래쪽

다. 짚주저리는 가을고사를 지낼 때마다 새로 갈아주었으며, 이전 것은 깨끗한 곳에

구석에 나무못을 박아 쌀 7홉을 절구에 7번 찧어 7번 까불은 것을 맹물(맑은물)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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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동, 용종동 일대는 계산택지개발 사업으로 예전의 마을 모습을 찾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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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바랜(담궈) 7치 되는 나북(기장) 좁은 천에 싸서 비틀어 매어 달아 놓았다. 대감
은 광에 대감독을 두어 그 해에 수확한 벼를 넣어 두었다. 이곳의 어느 가정에 씨무
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매인(시각 장애인 죽은 집) 제사’
라고 하였다. 죽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눈병에 걸리지 않는다하여 보자기에 쌀을 따로 싸
서 대문간 안쪽에 매달아 두었다.

제7장

3. 효성동 사례

주민 삶 속의 의례

효성동 장ㅇㅇ씨 댁에서는 집고사로 정월고사와 가을고사를 지냈다. 정월고사와
가을고사를 지내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월과 시월에 부정이 없고 좋은
날을 잡아서 지냈다.
집고사 때 제일 먼저 성주를 모셨다. 대청에 상을 펴고 돼지머리와 팥시루떡, 술을
올려서 먼저 성주를 모셨다. 성주는 별도의 성주신체는 없었지만, 대청에 성주가 있
다고 믿었다. 돼지머리를 올리는 것이 힘들 때는 돼지고기 적을 올리기도 한다. 예전
에 가을고사를 지낼 때는 떡을 많이 해서 동네에 돌려먹었다. 성주고사를 지낸 후에
는 떡을 떼어다가 방, 헛간, 장독간, 대문간 등에 갖다 놓았다.
이 댁은 시아버지가 시흥시 군자봉에서 이사 왔는데, 효성동으로 이주한 후에도
군자봉 서낭을 모셨다. 그래서 집고사를 지낼 때 먼저 성주를 모시고, 군자봉 서낭
을 따로 모셨다. 마지막으로 효성동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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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 속의 의례

1. 계산동 주민의 일생 의례

·일시 : 2017년 10월 9일 13:00
·장소 : 계양구사회복지회관
· 제보자
- 강정옥(71세)
- 김두리(76세)
- 방광자(75세)

제보자

⊙ 출산
- 애는

집에서 낳았어요. 예전엔 산파가 있었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산파였어.
난, 셋을 다 집에서 낳았어.
- 근데 이 아줌마는 집에서 낳는데 조용하게 낳는 게 아니라 악을 썼어.
- 친구가

듣고 소리가 다 들렸다고 얘기해 줬어. 지나가다가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애기 낳으려고 한다고 그랬다나. 악을 쓰니 아픈 것을
몰랐어.
- 가끔가다가 악 쓴 거를 흉보고 그랬지.

- 휴지는

비싸서 없지. 세숫대야에 물 하나 떠놓고, 장갑은 없었고, 어머니한테 화
장실 가고 싶다고 하니까 싸도 괜찮으니까 하면서 시어머니가 발로 뒤치기로
막아줬어. 셋 다 어머니가 받고 산파가 받았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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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어머니는 집에서 애기 낳을 때 양회종이를 깔았어. 휴지는 없어서 못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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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결국 의사가 다 온 거야.

면 어떠냐. 딸도 ㅇㅇ이라고 하면 되지”했지. 그랬는데 아들 낳았지. 내가 그렇

- 그렇지 산파가 다 왔지.

게 예언 받았지. 꿈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 예전에는 병원 말고 조산원에서 낳았지. 집에서도 낳고.

- 저는

친정엄마가 꿨어요. 산이 있는데, 바위 있는데서 호랑이가 두 마리 있었대

-난
 성모병원 갔더니 사흘 있다가 오라 그랬어. 아직 멀었다고. 엄마가 힘들어야

요. 그래서 내가 남자 애들 둘만 낳았어. 한 번만 꿨어. 그래서 그런지 애 둘 남

낳는다고 해서 이불 빨래 하루 종일 했지. 애가 4.3.kg인데 얼마나 고생했겠어.

자애만 낳았지. 그리고 이름도 짓고 보니까‘호’
자가 들어가더라고. 호랑이 호

그때도 촉진제 있었나…, 전혀 안 놨어. 4.3kg 낳아서 앞뒤가 찌부, 꿍 했었어,

는 아냐.

애가. 그냥 낳았는데, 이래, 선생님이 큰 애 낳았다고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

- 보니까 꿈이 그렇게 잘 맞더라고 호호호.

줬어. 집에와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더니 배만 나와 가지고, 엄마한테 구박
받고, 빨래만 하고, 먹고 자고, 애만 키운다고 구박받고. 애는 건강해.
- 애기

낳을 때 미끄러워야 된다고 돼지비계, 족발, 삼겹살도 먹고 그랬어. 미끄러
워서 잘 나온다고. 돼지기름만 붙은 삼겹살도 잔뜩 먹고, 참기름도 먹고.

⊙ 기원, 금기
- 우리 시대에는 애 낳는데 특별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 우리

엄마 시대에는 물 떠 놓고 빌고 그러는 게 많았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절

- 애 낳고 가물치, 잉어 그런 거 먹었는데, 그건 어느 집이나 다 줘.

에 가서 빌고. 임신 해달라고 빌었겠죠? 임신이 안 되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

- 잉어 먹으면 애 예뻐진다고, 가물치, 잉어도 물로 먹었어요.

었지. 옛날엔 아들이 최고였지, 아들만 달라했어.

- 나는 호박 먹으면 붓기 빠진다고 삶아서 물로 먹었어.

- 지금은 필요 없지.
-애
 배면 3-4개월 아주 조심해야지.“이쁜 거 봐라, 닭발 같은 거 먹지 마라, 물

⊙ 태몽

렁뼈 있는 거 먹지마라, 벼슬도 먹지 말고, 좋은 거 잘생긴 거 그런 것만 먹으

- 우리

손녀딸 가졌을 때, 대나무에 목단 꽃이 핀 꿈을 꿨어, 그게 제일 기억나. 아

라”했지.

들인줄 알았는데 딸이었어.
- 아들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며느리한테 임신했냐고 물어보니 빙긋 웃더라고.
자기들끼리는 이미 임신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대.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나보다
했대요. 확신을 한 것은, 예언 같은 건가 봐. 내가 꿈을 꿨는데, 어디를 가는데,
빨간 고추 밭인데, 고추가 잘 열렸드라고. 김씨 집안 족보 만드는 해였는데, 손
자를 족보에 올리라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올려야 되나 했는데, 낳기도 전에
‘김ㅇㅇ’
으로 남자 이름으로 올렸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직 낳지도 않았는

- 닭발은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오리발갈퀴 붙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붙는다고. 예전에 ㅇㅇ라고 있었어.
- 아냐,

그 이는 그런 게 아니고 부뚜막에 올라가는 고양이를 때렸더니 죽었대요.
나중에 그 엄마가 임신했을 때 육손….
- 아냐,

손이 붙었어. 고양이손 같이 나왔어.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했어. 아들이었
는데, 소문이 계산동에 파다했어.
- 그 집 딸이 나랑 동창이야.

족보에 낳기도 전에 올라갔어. 결국 보니까 아들이었어. 상산 김씨 집안이야. 나

-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애들이 그럴까봐 겁났어. 그

중에 시집에서 얘기하기를 장손 며느리는 저거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잘 맞췄

래서 고양이를 그때부터 죽이지 않았어요. 그거를 고양이를 우리 동네에서는 못

어. 미리 꿨는데, 그냥 아들도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아들은“엄

죽였어. 그냥 뒀어. 동네에서는 그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마 진짜로 아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이러는데 내가 무시하고“딸이

- 생선도 사실은 물렁뼈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애기 낳을 때 뼈 그런다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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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도 신경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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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 이것은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ㅇㅇ이네 옆에 살 때, 앞에 집 여자가 아

- 요즘

유투브도 보면서 느끼는 게, 식초를 먹으면 병이 낫고 해결이 되는 것 같

들을 낳았어요. 대각선 집은 딸만 여섯인가 낳았지. 그 금줄을 몰래 가져갔어.

아. 우리 엄마 7남매 낳는데 막내딸을 낳을 때 부뚜막에 있는 식초를 애를 떼려

고추나 숯 같은 거 빼 가면 아들 낳는다고 해서 빼 갔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고 소주컵으로 매일 매일 드셨데, 근데 자라서 보니 굉장히 건강하고 똑똑했어.

났어. 누구한테 걸렸는지…, 근데 진짜 아들 낳았어요. 그 집에서 나중에 사과했

애 떼려고 식초를 먹었지만, 애가 오히려 똑똑하고 건강했어. 독해서 먹고 애를

어요. 그래도 몰래 빼갔으니까 사과했어요. 아들 낳고서 사과했어요, 혹시 부정

지우려고 했으나, 제일 똑똑하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유투브로 보니까

갈까봐. 계산동이 엄청 소문이 빨라요.

식초가 건강에 좋아요. 사람에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여섯까지 낳고 지우려고

- 하긴 그때는 한 500호 정도 밖에 안 되니.

그랬대.

- 근데

또 아들 많이 낳는 집 엄마가 애 낳은 속옷을 가져가서 입히는 거야. 아들

- 부뚜막에

식초 만들 때 집에서 담근 막걸리를 부뚜막에 올려놓았어. 그 식초는

낳은 엄마 속옷을 아들 못 낳는 엄마한테 속옷을 입히는 거야.

먹어보면 굉장히 신맛이 났어.
- 엄마는 식초가 독하다고 생각하고 드셨으나 막내가 안 떨어졌어….

⊙ 배냇저고리

-난
 애를 지우려고 약국에서 약 먹었어. 지우려고 했으나 지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 배냇저고리 고름 잘라가는 거 나도 했어요.

튼튼하게 나왔어. 우리 아들이야. 아들에게 얘기한 적은 없어. 지우려고 했던 이

- 저도 했어요.

유는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결혼 내내 속을 썩였어. 약을 일주일 간 먹었으나

- 우린 여지껏 있어요.

지워지진 않았어. 지금은 그런 약을 지어주지 않지만, 그 때는 지어줬어. 이제 쉰

- 난 잃어 버렸어요.

살이니, 69년생이니까, 68년도에 먹었어.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랬을

- 나는

다 누구 잘라주고 이만큼 조금 있어요. 배냇저고리 고름을 잘라야 되요.

거야. 병원가서도 유산하고 그랬어.

다 누가 달래서 주고, 나는 이만큼 있더라고. 저고리는 없어지고, 요만한 고름
있어.

⊙ 금줄
- 애 낳고는 금줄 쳤지. 우리는 금줄만 했지, 고추 꽂고, 숯 꽂고, 솔잎 넣고.
- 딸은 맨 새끼만 걸었었지. 고추 안 꽂고 맨 새끼만 했었지.

주머니에 넣고 갔지.
- 그것도

있지만, 얘기하기 그런데, 시험 보러 가거나 그럴 때 남자들도 여자가 처

- 난 못 봤어.

음 생리한 거를 시험 보러 갈 때 가져갔어. 누구 거던 상관없이. 누구든지 첫 생

- 아니야 숯하고 솔잎만 했지.

리할 때, 첫 번째.

- 꽂는 집은 꽂는 데, 안 하는 집은 띠만 했지.

- 아구 그걸 가져가, 그걸 어떻게.

- 금줄은

3·7일은 했지. 하고 나면 못 들어 왔어. 그거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왔

- 아휴, 빨았겠지.
- 빨면 약이 안되지. 아니야 빨면 안되지.

잤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갔지. 아주 부정을 많이 타. 한강다리

- 순전히 미신이니까 그랬겠지.

건너면 부정 탄다나.

- 생리대,

예전엔 천이잖아. 또 예전에는 삼베로 했어. 왜 삼베로 하냐면 부작용이

- 초상집은 특히 부정 탄다고 못 가.

날까봐. 그러면 삼베니까 부승부승하잖아. 부작용 날까봐 삼베로 생리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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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싸주는 건 모르겠어. 아마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갔겠지. 시험 보러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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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산모한테 했지.
- 껄끄럽지 않고 오히려 나아요.
- 엄마들이 오히려 좋대요.

- 그러면 뭘 먹어. 미역국 안 먹으면. 그래도 미역국 먹어야지.
-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애 때문에 먹었어요. 먹고 싶음 먹고. 안 먹고 싶음
안 먹고.

- 난 안했어.

- 어쨌든 3·7일은 죽어도 먹어요.

- 난 했어.

- 중간에

먹기가 싫어. 하루 다섯 끼. 새참 주지 어휴, 한 달을 먹어요.“엄마 미역

-난
 했어. 평상시는 아니고 애기 낳을 때만 했지. 시원하고 보송보송하고 삼베가
오히려 사람한테 좋은가봐.

좀 갖다 주지 마”했어요.
- 난 먹기 싫음 안 먹었어. 우리 어머니가 먹기 싫음 딴 거 먹으라 했어요.

- 나도 좋더라고. 좋더라고.

- 김치도 못 먹게 하지.

- 아니야, 예전에도 별로 안 했어요.

- 김치 먹으면 안돼. 딱딱한 거 못 먹어요. 이빨 상한다고.

- 그거 시집갈 때 다 해 가던데. 난 시집갈 때 엄마가 해줬던 것 같아.

- 그러니 그 미역국이지 뭐야. 간장에다 이렇게 뭐.

- 아냐 애 낳을 때 줬지. 기저귀 준비할 때 그 때야.

- 애기

낳고는 부채질 하지 말아야 돼. 부채질 하면 이만큼 부어. 여름에 하나 낳

- 요새

생리대 땜에 말 많잖아요. 이거는 삶아서 계속 쓰지요. 삶아도 잘 빠져서
좋지. 다른 천보다 베가 잘 빠져서 좋지.

았는데, 부채질 했는데, 이렇게 부었어.
- 더워도 양말 다 신고 해야죠.
- 저는

또 깔끔 떤다고 조금 씻는다고 씻었다가 혼났어. 산후에 생기는 열이 나

⊙ 베개
-애
 가지면 준비하는 거는 기저귀, 포대기, 배냇저고리, 베개, 베개 속에는 좁쌀을
넣고요.
- 애기 베개는 좁쌀 넣고 어른들은 메밀 넣고. 좁쌀을 넣으면 땀이 안 차는 것 같
아. 좁쌀이 동글동글 굴러다니니까.
-내
 예감에, 곱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베 봐도 편해요, 편안해요. 애기들한테

서 아픈 거지. 병나는 거.
- 아휴

죽다가 살아났어요. 여름에 낳고 뜨거운 물로 씻었는데도 그랬어요. 괜찮
을 줄 알았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
-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 낳고 삼천 마디가 다 물러…. 그때 당시에 그렇게 쓸쓸하
게 하면 덜덜 떨고 다 아파요, 나도 두 번 그랬어.
- 나도 오죽하면 여름에 부채질하고 이만큼 부어서 어머니한테 혼났을까.

부담이 안 갈 것 같아.
- 좋은 거 다 하는 거지.

⊙ 남편

-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 화학제품으로 하잖아.

- 그리구요,

애기 낳고서 미역국 먹을 때, 땀 흘리면서 미역국 먹을 때. 여자들이 얼
굴에 기미가 많았잖아요. 남편의 양말을 신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닦아주

- 애 낳고 미역국 먹었지.

- 맞아, 그랬어.

- 나는 좋아. 우린 좋아. 잘 먹었어.

-막
 애기 낳고 얼굴에 기미 끼잖아. 미역국 먹으면서 땀 흘릴 때 남편 양말 가지

-난
 미역국 싫었어. 상에 갖다 뜨거운 거 받쳐오면 송진 냄새가 나. 난 그게 싫었어.
- 그럼 바치지 말라고 해야지.

고 닦아줘라 그러면 다 없어진다. 그러면서 시키더라고.
-한
 달을 잘 먹고 나서 그런지 얼굴이 뽀애지잖아요. 뽀얘지니까 기미가 벗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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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얼굴에 기미가 벗겨진다고 엄마들이 시켰어.

제

⊙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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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지만, 깨끗해진다고.
- 남편 양말은…, 왠수가 돼서 그래.
- 아니,

그래서 애기 놓을 적에 신랑 양말이고 신발이고 냅뒀다가 애기 낳고 들여
다 놓잖아. 왠수라서 그랬나봐.
- 정말

보기 싫더라. 애기 낳을 때 머리를 뒤에서 붙들어 줬잖아, 여자가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뵈기 싫어서 따귀를 딱 때렸어. 애기 낳으려다가 진짜로.

고기.
- 우리

시어머니는 족발을 사서, 젖 많이 나오라고 자기 손주 먹이려고, 족발을
많이 고아 먹이죠. 그거 끓이면 뽀얘요.
- 그거

좋아요. 난 젖이 너무 많아서. 옛날 사발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짰어요. 그
래가지고 부뚜막에 놨다가 깨끗한데 놨다가 버렸어. 그걸 먹는지 몰랐어요. 그걸
요. 저는요. 지금은 먹대요.

- 남편이 옆에 들어와서 있어요. 낳을 때 옆에서 붙들어 줘요. 머리 위에 앉아서.

- 지금은 뒀다가 먹지. 지금은 산모들이 먹는대요. 도로 자기들이 먹는대요.

- 나는 안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낳았으니까 소파에 앉아 있었죠.

- 젖몸살

나면 진짜 아파요. 이제는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하면 되지. 남는 거

- 그때는

남편들이 머리맡에서 여자들 힘쓰라고 붙들어줘요. 가슴으로 이렇게 여
기를 붙들어주면 힘이 가잖아요. 붙들어야 돼. 남편의 어깨를 힘을 주려면 붙들
고 있는데, 힘주라고 하는데, 너무 보기 싫은 게 있지. 그냥, 팍. 따귀를.
- 잘했어. 잘했어.
- 예전에는 잡아당기는 붙드는 힘으로 낳았지.
- 예전에 붙들고 낳았지.
- 우리 ㅇㅇ 아비는 못 보겠대. 그래서 저기 가서, 거기서 막 보고 있어.
- 옛날에는

못 보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가서. 요샌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못 들어가게 했지. 못 보게 했었대요.
- 우리들,

그때 날 때 남편들이 많이 붙들어줬어. 애 낳으면 뭘 붙들겠어. 무슨 끈
을 붙들 수도 없고. 남편이 뒤에서 딱 붙들어주면 힘이 가니까.
- 나는

못 들어오게 했어. 보여주기 싫었어. 여자니까 부끄러워서. 그게 악쓰고 예
쁜 모습이 아니니까.
- 요새도 많이 들어가서 봐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 물론

아파서 죽겠는데, 붙들게 없으니. 친정 엄마들이, 뭐“아범아 이리와”하면
꼼짝없이 앉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여자들 힘줄 때 붙잡아 줘야지.

- 그때는

부뚜막이 제일 신성한 곳이니까, 거기 놔뒀다가 깨끗한 곳에 갖다가 버
리는 거야. 깨끗한 곳은 어디냐면, 개울 같은데 우물 같은데 옆에. 집 옆에 보면
굴뚝 있잖아, 굴뚝같은 데나.
- 우리는

굴뚝도 칠석 때, 부침개 해서 굴뚝같은 데다 놓더라구요. 거기에 신 같
은 것이 있어서 그럴 거야.
- 우리는

뭐 먹기 전에 고얌나무, 감나무 거기다가 지폐하고 다 쌓아놓고선 거기
다 갖다가 뭐 버리더라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순전히 그런 거 했어.
깨끗한 거, 그런 거를 버리는 거를 그런데다가 버리더라고. 벌 받는다고 귀한 거
니까.
-젖
 안 짜주면 젖 유증을 앓잖아요. 그때는 젖 유증을 심하게 많이들 앓았잖아
요. 엄마가 꼭 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난 그게 기억나.
-난
 안 앓아봤어 젖이 모자라서. 난 참젖이라 모자라서 애도 못 먹었어. 아주 진
한 젖. 물젖이 있고 참젖이 있는데.
- 젖이

모자라면 쌀가루를 빻와요. 죽을 쒀 설탕 넣고. 설탕도 별거 없어 사카린
넣지.
- 아냐, 그때는 설탕이야. 사카린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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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
- 애 낳으면 미역을 많이 받았어.
- 다른

거 보다는 그냥 거의 미역이죠. 뭐, 누구 건 고기 좀 사다줄 수 있었고. 소

ㅇ는 그거 먹고 자랐지만, 큰 애는 젖이 모자라서 그냥 울었어.
- 나는

물젖이라 애들이 그냥 설사해. 물젖은 젖이 묽어요, 막걸리로 말하면 진국
이 아니고 멀건 거. 영양이 없는 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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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엄마가 못 가게 했어.

냉장고에 뒀다가 녹여서 먹이고. 우리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185

- 저 집은 물젖이야. 체질대로 그럴 거야 아마.
-난
 밥도 잘 먹었는데 그랬어. 내가 젖이 묽어가지고 애들이 노상 설사해. 된똥
을 못 눠. 밥을 먹어야 된 똥을 눠.
-난
 참젖이야. 진짜 우유 같았어. 그게 적으니까 애가 그냥 애걸복걸하고. 애들이
많이 울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던져버리더라고. 애가 하도 우니까. 그때는
쌀가루 먹일 생각을 못한 거야. 첫 아이라서. 둘째 때는 이제는 내가 경험이 있
으니까, 쌀을 빻아서 풍족하게 이만한 우유병에 막 먹이는 거야. 걸떡걸떡 잘먹
고 잘자는 거야. 그렇게 먹였어.
제보자

- 나는

물젖이라 하도 설사하잖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양젖 있지. 양젖 사다
가 먹였어. 그때 계산동에 양젖 있었어. 산 밑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양젖 배달시켜.
- 그 아줌마 살았어. 그 아줌마가 동네방네 다 배달했잖아.

- 지금도 하나?
- 지금도 하지. 사발하고 숟가락도 있지.

⊙ 백일, 돌

- 맞아.

애들 밥그릇, 은수저, 주발은 은이 아니고 스댕으로 하지.

- 애들이

커서 백일이 되면 백일 잔치를 하는데, 우린 안했어요. 잔치는 안하고 떡

- 친척들이

오고, 아는 사람들 오고, 친한 사람들이 오지. 초청하면 오고. 떡 해놓

만 돌려. 백 집을 돌려. 백 집을 돌려야 된대. 그래야 애가 건강하다 그래. 그래

고 잡채, 불고기 해놓으면 잘 차리는 편이지. 집에서 미역국 끓이고 떡해서 그런

서 백일떡이지. 백설기.

거지 뭐.

- 그렇지 백설기지. 그거 한 가지 하는 거야.

- 나는

그냥 손님 뒤치다꺼리나 하고 집에서 하고, 그때는 이벤트가 없어서.

- 어떤

사람은 돌떡은 그냥 안 먹는다고 백일에 대해서 돈도 주고. 천원이면 많잖
아. 접시를 가져가면 그냥 보내기 그러니까 돈 천원 올려주고 그런 거지. 백일떡

⊙ 결혼식

은 그렇게 했어.

- 결혼은 70년도 했어,

-돌
 때는 수수 팥단지 그게 액운을 막아준다고 그거 꼭해요. 거기에는 꼭 수수
를 넣더라고. 9살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그게 넘어지지 말라고 그게 액땜.
- 그래그래

그게 액이라는 거지. 그게 빨갛니까. 수수하고 팥하고 묻히니까. 우리
애들 9살까지 해줬어.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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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본일 거야. 실, 연필, 돈, 공책.

- 결혼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랑 결혼했어요. 6년 교제하다가 결혼했어
요. 인천 사람이죠. 부평에 문화예식장에서 신식결혼 했어요. 여기는 다 신식이지.
- 나는

구식이야. 사모관자 쓰고, 닭 같은 거 놓고, 그런 거 놓고 했어요. 왜냐면
노인네들이 그런데 가서 돈 주냐.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신랑집이지. 우리는 신랑집에서 했어.

- 연필, 공책이 공부고. 뭐지? 다른 건 없나?

- 특별했나봐. 보통 신부집에서 하잖아요.

- 면실, 실타래실, 반지, 반지를 해왔어요. 노란색.

- 신랑집에서 하면서 우의로 간 건 누군지 알아? 내가 갔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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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큼 와서 그렇지. 그 전에는 우리들 때는 그게 기본일 거야.

- 나는 6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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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에는

돌잡이 해. 실, 돈, 연필, 공책, 저. 뭐 있지. 별거 다 놓지. 그거는 시대가

- 난 6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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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나. 나는 생각도 안나.

고 하니까 하는 거야.

- 색시

쪽 손님들이 가잖아요. 옛날에는 오빠들이 쫓아가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신부화장을 시켜서 내가 쫓아갔어. 그거 잊어버렸구나.

⊙함

- 나는 잊어버렸어.

- 나는

함 안 했어. 왜 안 했는지 몰라.

- 그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지. 생각도 안하고 있네.

- 나는

안 했어 기억도 안나. 그런 것만 가져 갔어. 색시옷 한 벌씩만 가져갔어. 그

- 나는 잊어버렸어. 나는 몰라. 어머 어머 그랬어.
- 내가

신부화장시키고, 옷 입히고. 집이 요기니까. 남편집이 저기잖아. 내가 쫓아
가서 이런 거 만져주고 왔어. 다 잊어버렸구만.

전에는 빨간 거, 파란 것만 해서 간단하게.
- 청실홍실

꼭 넣어야지. 생년월일 다 가져가야지. 사주당첩. 나 그거 청실홍실 잊
어버렸다.

- 옷 손님이라고 있었어.

- 그거 지금도 있어?

- 그거 있었어. 따라가는 거야

- 있어.

- 손님이

별로 없잖아. 어떻게 해서 내가 쫓아갔는지…. 친구라서 내가 쫓아갔나봐.

- 나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온 것 같아.“함 사세요.”이런 거 안 했어. 내가 여기

동네라서 동네니까. 뭐 쫓아가서 내가 옷 좀 해주고. 그러니까 대표로 간 거지.
- 난 인천 가서 했어. 신신예식장에서 했어. 인천 신신예식장.

토박이니까. 남편이 시집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왔으니까. 그냥 남편이
가지고 온 것 같아.

- 여기는 진짜 멋있게 살았어. 결혼을 멋지게.
- 신혼여행은 못 갔어.

⊙ 잔치

- 나도 못 갔어.

- 결혼식

날, 예전에는 이렇게 음식을 안 먹었죠. 선물을 줬죠. 찹쌀떡, 우산 그런

-난
 가다가 도로 왔어요. 멀미를 해서요. 못 갔어. 경주로 가려고 했었죠. 가다가
도로 왔어요. 지금까지 멀미를 해서 어디를 가려면 멀미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것도 골치 아파.
- 그때는 온천이나 갔지. 경주, 온천 많이 갔지. 많이 가야 제주도도 못 갔지.
- 나는

서울 무슨 호텔을 가기로 했는데, 워낙에 술 잘 먹는 사람이라 술에 취해

- 집에서

음식 했어. 국수 삶고 동네사람들이. 예식오는 사람들은 거길로 불러. 예
식장에선 선물하고, 집에서는 국수대접.
- 잔치는

잔치국수. 결혼식날 잔치하니 결혼식만 하고 와. 결혼식하고 집에 와서.
동네사람들이 다 하지. 아래 웃동네들이 다 오는 건데.

서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못 갔어 아주 유명했으니까. 제가 미용실을 했거든

- 부침개

하고 다 하지. 바깥에 솥 큰 거 하나 걸어놓고, 멸치국물 육수로 국수

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를 날마다 데려와서 날마다 자는 거야. 신방도

위주로 해서 차리는 거야 가짓 수가 많지. 지금은 댈 것도 아니지만 지금 뷔페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술 먹은 친구가 좋아서, 또 쫓아와. 맨날 와서

랑 똑같아요.
- 잔치집에 잔치한다 하면 그전에는 국수가 이만했어요. 그걸 선물로, 답례로.

아다니다가 밤새 와서 그냥 우리 셋이 자는 거야. 눈치가 없어. 그렇게 살았다니

- 그렇지 그런 거.

까. 제가 무던하죠. 제가 무던하니까 살았죠. 진짜. 그것도 정해놓고 그렇게 안

- 그래서 우리 국수 엄청 팔았잖아.

갔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 국수는

사람들이 사갖고 온다고. 요새는 봉투 주잖아요. 그때는 답례로 그런

- 시집가서는

바가지 놓고 깨고. 옛날에는 다 좋은 거로 알고 했지 뭐. 다 맞는다

거 주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짜여.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감주 한 동이 누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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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우리는 근데 쟁반 줬어.

189

다 주기로 하고, 누구는 묵 쒀오고, 어떤 사람들은 콩나물 길러서 갖고 오고,

- 국수 한관이야.

국수 몇 관이면 몇 관, 수정과 해오는 사람, 품앗이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

- 삼천원이 최고 많은 거예요.

음에 이 집 하면은 온 거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 삼천원

기억해. 그 다음부터 만원, 이만원 했어. 그러다가 최하가 3만원하다가

- 그릇은

부잣집은 그냥 자기네 그릇 하는 거고. 아니면 동네그릇 빌려 쓰는 거
야. 너무 많으니까 손님이.
- 우리

부녀회 할 때도 내가 이만큼 이런 접시, 대접 사뒀잖아. 동네방네 빌려서 쓰

이제는 5만원, 10만원 하고 이러지.
- 그렇지

쌀 한관에 2천 7백원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3천원 했을 거야. 나
도 생각은 안 나네.

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사놓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다 필요 없잖아. 놓을 데도

- 삼천원이야. 삼천원했어.

없고. 부녀회 돈으로, 폐품 팔아서. 그걸 팔아서 살림을 하는 거죠. 가끔씩 유지

- 나는 그거 기억 못해. 3만원까지는 기억나는데. 2만원, 3만원….

들이 스폰서를 하는데, 그때 뭐 많이 했어.

- 지금도

어쩌다가 5만원이 기본이야. 돈 가진 게 없으면 3만원으로라도 해야 되

- 우리

계산동에 제일 큰 기와집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는 사람인

니까.

데, 그 집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나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처녀 때인데, 색시

- 우리 ㅇㅇ이 결혼할 때도 2만원 한 사람 있더라.

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잔치를 며칠을 했어. 부자라 그런지 색시는 와서

- 우리 ㅇㅇ때도 2만원이 많았어.

맨 아랫목에 족두리 쓰고 앉았잖아. 세상에 불을 얼마나 많이 때는지 말도 못

- ㅇㅇ는 얼마 안됐잖아.

해. 동네 할머니들이 색시 아랫목에 앉혀놓고 다 이렇게 색시 구경하러 오잖아

- 95년에 했잖아. 근데 2만원, 3만원이었지. 요새는 기본이 5만원이고.

요. 마주 보고 앉는 거야. 색시 저기 앉아있으면 한참 이렇게 하고 앉아서. 열
한 일곱, 여덟 살 때 일거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구경 갔다고. 할머니들이 이방

⊙ 회갑

으로 구경 가서, 부잣집이라 방도 좀 많아? 방이 여러 개야 여관같아. 여자가

- 요새는 환갑하면 혼나요. 예전에는 했지만. 우리는 안 했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데 뜨거워서 말도 못 해. 그래서 방석 깔아줬잖아. 우리

- 나는

했어. 뷔페에서 했잖아. 칠순은 안하고. 정ㅇㅇ이는 칠순은 했지. 정ㅇㅇ은

가 좀 애들이 크니까, 비슷하게 크니까. 그 색시한데 국수도 먹여 줘야 돼. 앉아

육순은 왜 안 했냐면은 막내아들이 장가를 안 갔잖아. 그래서 안 했지. 나는

있는 자리에서. 너무 여기가 뜨겁다는 거야. 아마 데었을 것 같아. 뭐 좀 궤줄 수

그때 막내가 안 가서 크게 안 벌리고, 식구들하고 뷔페 가서 먹고. 우리 할아버

없냐는 거야. 그래서 방석 갔다가 해줬어. 뜨거운 거 참고 있던 거야. 데었을 것

지 칠순은 그때 장가를 다 갔으니까. 그때는 상 받고 춤추고 다 했어.

같아. 나는 뜨거울 것 같아서 방석 가져다 줬어. 나는 그렇게 있었어.
- 맞아 맞아 그 생각이 나네.

- 시어머니

칠순 진짜 멋지게 했어요. 부평 ㅇㅇ호텔에서 했어. 20년 됐나. 20년이면
많이 할 때예요. 한참 할 때예요. 요새는 안 하지만. 자식은 많이 낳지만, 할 사

- 신부는

오전에 왔다고. 그러면 밤 늦도록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할매들 안

람이 없다해서 불쌍하다고 하셔서. 진짜로 딸하고 아들하고 사위하고 해서 진

계양의 전통의례

사람들이 다 거기로 이삼일을 다니는 거야. 부잣집이었어. 그게 우리 동네에서,

- 원없이 당신들이 해줬다 그 얘기지.

그 잔치가 제일 큰 잔치였어.

- 집에서도

했어요. 예전에는 봤지. 환갑잔치 음식 해놓고 손님들 오잖아. 결혼식

- 부조는 삼천원, 이천원, 오천원, 그렇게들 했지.

마냥. 국수 삶았지. 그때도 다 국수야. 국수잔치 진짜 많았어. 왜냐면 국수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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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멋지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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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집은 그렇게 해서 3일을 잔치를 그렇게 했어.
가. 자꾸 먹을려고. 자꾸 주니까. 대잔치를 했어 그랬어. 괜찮은 집이니까 동네

190

- 그래도 칠순잔치 까지 다 했네. 우리는 칠순, 환갑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

191

가 돈이 적게 들어. 장수하라고 하고, 국수 말아주기 쉽잖아. 반찬을 많이 안

⊙ 제례

해도 되잖아. 묵 잡채, 김치, 부침개 좀 하고 그때 잔치 음식들이 수정과, 감주

- 우리는

이제 우리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서 여기 6대가 살아요. 고조할아버

그런 거지 뭐.
- 우리 시어머니는 소머리 고기를 잘 고으셨어. 그거 하고.

그 할아버지가 다니는지 몰랐지. 근데 우리 엄마가 시집을 오니까 시아버지 말

-그
 전에는 이런 데서 돼지 잡았어요. 도살장에 안가고 몰래 잡았어요. 돼지 뭐

고 시할아버지가 교회를 벌써 다니셔서 성경이 있더래요. 한 대를 건너서 할머니

몇근 짜리 하나 잡으면 잔치한다고.

대에서 엄마대, 나, 아들, 손자 그렇게 5대를 내려가고 있어요.

- 돼지 한 마리는 잡았지.

- 고조할아버지가면 6대야 교회 다니는 게.

- 애들

잔치 한다고 하면은 예식장에 음식을 우리가 해간다고 했어. 그런 거 많았어.

-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 동네 만신이 하나 유명한 만신이었어요.

- 해갖고

갔어. 동네 친목계들이 와서 음식 해갖고 부침개하고 음식 가져가고. 그

그이가 대대로 3대가 만신인데. 엄마가 그 시절에 6.25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렇게 집에서 할 때가 95년도. 우리 ㅇㅇ 장가들 때 그때도 음식 다 해갔어.
-난
 ㅇㅇ이 시집 갈 때 문어를 많이 해왔어. 강원도 언니가 세상에, 지금까지도 가
끔 그런 사람 있어.“너무 잘 해먹었다”고. 문어만 가지고 다 했어. 강원도 언니

그리고 그냥 할머니만 나갔는데. 뭐만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소쿠리에다
가 득득 긁는 거 있어. 그거 막 긁고 푸닥거리 좀 하고. 뒤뜰에 감나무 고얌나
무에다가 털로다가 뭐 하다가, 술이랑 뭐를 따르고 그러더라고.

가“이것 좀 해가면 어떨까”해서 삶았어. 그래서 터미널에 와서 택시로 그거 한

- 아버지

6.25때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제사가 없었죠. 내

번 모셔 봤어. 잘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큰 거는 맛없어. 그런 거 해서 먹었어.

대에서 우리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믿는 집 딸이

그러니깐 도토리묵이 남았어, 그거 먹으니까 도토리묵이 남더라.

잖아요.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에요. 제사 때마다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 잔치에

묵 많이 했어. 청포묵 아니면 도토리묵이지. 우리 시어머니는 계양산에 도
토리 따다가 했어.

도 저는 이걸 차려주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제사를 그래도 지냈어요. 잘 지내주
면 괜찮은데 어느 때는 그래요.

- 묵은

품앗이를 많이 했어. 그러면 한 집에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잔치집

- 애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며느리 얻고 그러니까. 한 번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크게 잘 벌릴라면은 몇 집에 맡겨요.“너도 해 와라. 너도 해 와라.”한 대여

“제사를 그만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할아버지하고 의논을 하니까,

섯 집 맡겨 놔. 묵으로만 다 오고, 감주도 한 집만 맡기는 게 아니야. 몇 집에서

그러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사를, 이제 다 차려요. 다 차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해와. 뭐든지 대여섯 집에 맡기는 거야. 그걸로 잔치하면 넉넉하니까. 먹고 싸가

밥, 국 그릇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밥 먹어. 본인은 교회는 다녀요. 주일마

고 그랬지. 뭐 옛날에는. 진짜 맛있었지.

다 나가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 술은

말로다가 양조장에서 사오고. 계산동에 양조장이 있었어요. 지금 국민은
행 자리에. 거기서 사왔다고.

계양의 전통의례

- 약식도

진짜 많이 했지. 그 시절에도 사라다 많이 했지. 아주 큰 별미에요. 사라
다, 동그랑땡 암튼, 뭐 그런 거.

제사 지낸 만큼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보고 그렇
게 하고 끝내는데….
- 제사문화가

애들 결혼 시키면서 저러는 건 없어졌죠. 그 대신 예배를 그렇게….
처음에는 제가 다 하다가. 이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들한테 해서 줘야
되잖아요. 아들이 사회보고, 교독문하고 이런 건 하는데. 기도만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대를 위해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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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진 않아. 약식도 많이 하고.

- 그래도

돌아가신 선조를 위해서 다 기도를 열심히 드리니까 그게 풍족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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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에서들 인절미, 절편하고, 송편도 많이 했지. 송편은 잔치 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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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여기 몇 집 있을 때 살았대.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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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안 차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먹어
야 되니까.
-싹
 잘 차려. 더 잘 차려야 돼. 그러면 본인이 풍족한 거야. 자기 아버지 생각하
고 어머니 생각하는 거니까.

정성껏 싹 닦아가지고, 지저분한 거 끈끈한 거 잘 안 닦이잖아요, 요새 잘 닦이
는 걸로 그렇게 잘 닦아 놓는 거야.
- 천국은 못 가겄네. 너무 잘 닦아서.
-난
 진짜 잘 닦아놔. 깨끗하게. 다른 집 거 보면 끈적끈적하고 윤이 안나. 근데

- 우리는

1년에 한 번, 기제사 두 번, 명절 제사 두 번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할아

내 거는 윤이 나. 나무가 아주 예뻐요. 나는 제일 좋은 거 샀어요. 어머니가“제

버지만 지내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만 지내고 윗대는 큰 장손이 드리고. 우리

일 좋은 거 사라”고 하더라고. 이왕 장만하는 거“제일 좋은 거 사라”고 하더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모시고 있죠. 지내는 것도 다 기본으로 하는 거죠. 부침개

라고, 해서“예 알겠습니다”하고 샀지.

그런 거 하고, 예전에는 접시에만 했어. 그런데 내가 시집갔을 때 접시에만 했어
요. 제기 접시를 샀어요. 그때 50만원을 줬어요. 60년도에 월부로 줬어, 상하고

⊙ 제물 구입, 준비

또 병풍. 병풍은 내가 교회 안 다니니까 절에서 하는 병풍 그거 50만원 주고 만

- 제사

장 보는 거는 애들이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안 가. 귀

들었어. 그렇게 했는데, 제기 접시 놓으니까 보기 좋습디다.
- 그거 누구는 다 버렸는데.

라 댕기고 어쩜 말이 많고, 귀찮아. 내가 알아서 다 사다가 놓는 거야. 그럼 애

- 교회 다니면 그렇지. 줄 사람 없다고 다 버리더라고.

들이 와서 하는 거야. 보기 좋고 좋은 물건을 사는 거야. 흠집 안 나는 걸 사야

- 제기도

아무 때나 안 사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무 때나 샀어. 내가 사고 싶을

지. 그런 거 하는 거지. 정성껏.

적에. 수의처럼 윤달에 구입하고 그런가봐. 그때는 몰라서 그대로 샀어, 그래도
아무 탈 없더라고.

-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는 제일 좋은 거 사야지. 많이는 안 사고 큰 거, 제일 좋
은 거 세 개만 사.

- 초상나면 구입하는 거라고?

- 네 개는 왜 안 돼?

- 초상나고

나서 그거 49재 전에 집안에 있기 전까지 치르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네
 개는 안 돼. 다섯 개는 해야 돼. 홀수로 해야 돼. 짝수는 안 돼. 그리고 진짜

서 지내잖아요. 그때 샀어요.

는 옛날에 많이 그랬어. 좋은 것만 산다고. 배도 그럴 적엔 큰 거. 이만한 거 세
개면 배 놓는 거에 다 안 올라가. 요새는 배를 큰 거 하나만 사서 하나만 놔.

같아. 그때는 접시로 다 돼. 접시로 했어. 하튼 그때 샀는데 괜찮네. 나는 윤달

세 개 놓으니까 먹기도 힘들어. 사과는 잘 먹어서 3개 놓는데, 배는 한 개 놨어.

이고 그런 거 모르고 산거야. 좋으니까. 어머니가“이제 모셔라”해서 한 거야.

우리는. 배가 커서 그렇게 했어.

그때요, 진짜로 다달이 5만원 씩 부었나, 그렇게 해서 산거야. 그것도 싼 게 있

- 배가 크니까 하나만 놔도 되지.

고 비싼 게 있어. 물푸레나무가 있어. 물푸레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그걸로 했

- 우리는 배도 좋아해서 무조건 3개야.

는데, 난 고대로 있고. 그게 새로 산 것보다 질이 나가지고 더 좋아. 너무 좋아.

- 너무 크니까는 그냥 아주 내가.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았어요.

- 조기 같은 것도 눈 똑바로 박힌 거 .

- 나는 남원 거 샀어. 남원.
- 그리고

근데 붙여가지고 한 거 있고, 통나무로 깎아서 한 거 있고, 난 깎아서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비싼가 봐. 물푸레나무가 제일 좋대. 진짜 내가 요새도

- 그럼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를 눈 삐뚤어지거나 파먹은 거를 올리면 되겄어. 북
어 하나 놓는 것도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앞을 잘보고, 뽀얀 거 사는 거지.
- 조상님들이 잘 잡수셨던 것, 살아 생전에. 우리 시아버지는 막걸리 최고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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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아. 내가 다 내 혼자 하는 거야. 애들이 와서 부침개 하고. 그럴 적에 오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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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도토리묵하고 녹두빈대떡을 좋아해서 항상 그래요.

게 지내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너무 이르다 그랬더니 그러게 할아버지

- 우리 시아버지는 술이면 최고야.

땜에 늦게 지낸대.

- 술은 청주, 우리는 청주 썼어.
- 저는

김포약주. 그냥 술을 잘 안 먹는데, 약주 남으면 고기 우릴 때 넣고, 그렇
게 다 써먹지.
- 우리는 시동생이 와서 다 잡숫고 갔어.
-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애들도 안 먹고. 술을 안 먹으니까 생선 뭐 할 때 술
을 찾아도 없는 거야. 비린내 나는 거 없앨려고 해도 술이 없잖아. 가끔 명절 때
나 사다놔야 겠어.
- 아니

근데 술을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다놓을 일이 없으니까. 뭐 만들려면 없
다 이거지.

- 저는

제사 지내면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징크스인지. 제사 지내면 밥 한 숟갈 물
에다 넣잖나요. 아 그거를 제가 먹었어요. 무서움을 잘 탄다고. 그거 먹으면 무
서움을 안 탄다고 친정서부터 그거를 먹어 버릇 했어요.
- 그게

숭늉이야. 그게 숭늉. 나는 그것도 먹고, 밥도 먹고. 나도 그랬어. 버리기도
그렇대. 그냥 버리잖아. 제사 금방 지내는 걸 버리기 싫어서 물을 쭉 따라내서
밥 하고 먹었지. 그게 먹게 되대, 먹으니까.
- 무서움 잘 탄다고 먹고. 아버지 잡수시는 메는 자식들하고 노나 먹었어요.
- 어떤

사람은 그 밥을요, 창 위에다 올려놓는데, 올려놓고 그 이튿날 먹는대. 할
아버지 많이 잡수라고 그런가 봐. 그렇게 올려놓는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냥
먹거든.

⊙ 제사
- 제사

떼 시동생들 모이지. 그렇지 시동생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들 딸들이니
까.
- 제사는

사진 안 놓고 지방 쓰지. 어떤 사람 사진 놓는 사람 있는데 우리는 할
아버지 사진 놓기 싫어서 지방 놓고 해요.
- 지방은 우리 손주들이 쓰지. 처음에는 시아버님 지낼 때는 제가 썼어요.
- 나도 내가 썼어. 그러다가 아들이 커가니까 아들이 쓰죠.
- 우리는 사진이 있는데도 그게 내력인지 지방을 쓰더라구요.
- 그냥 써버릇해서 그래.

도 내가 먹는 거예요.
- 신랑한테 제사 지낸 걸 먹는다 그거지.
- 제사

지내고 나면은 동네방네 다 줬지. 제사 지낸 집에서 동네에 밥 돌리더라. 저
녁에. 나는 옛날에 얻어먹었어. 맛있더라.
- 옛날에는

그랬지. 가서 얻어먹고, 와서 잡수라고 해서. 제삿밥 맛있다고 다 먹고
그랬는데. 제삿밥 먹으라고 다 내놨는데.
- 내놓는

건 생략했어. 옛날에나 그랬지. 이 집 제사 때 제삿밥 먹어야 된다고 안
자고 있지. 그러면 부르러 가야돼.

- 나는 사진 놓고 그러면 내가 우울해서 싫어. ㅇㅇ이가 써 지방은.

- 아냐 돌리더라고 그 전에 보면 집집마다 그런 게 구경거리였지. 먹을 게 없었지.

-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애들이 막 오니까. 아침은 9시. 애들이 밤에 10시 조금

- 나는

자랄 적에 보리밥만 먹었어요. 보리만 맨날 먹어서 쌀을 언제 먹나 그랬어

넘으면 빨리 하라고 그래 쌌어. 예전에는 12시에 지냈잖아. 요즘은 안 그럽디다.

요. 제사를 기다렸죠. 쌀을 딱해서 아버지만 드리고. 보리밥 많은 한복판에다가
쌀을 아버지 것만, 아버지만 주고 아버지가 한 숟가락 남기면 좀 먹어야 되는

-ㅇ
 ㅇ이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ㅇㅇ이네는 7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식

데, 그러면 우리는 못 와. 아들들 준다고. 우리는 못 먹고.

구들이 모여야 되니까 귀찮다고 빨리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할아버지가“얘 너무 이르다. 너무 힘들다 배고프다.”해서 조금
늦게 지내 요새는. 그래서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지내 이러니까. 제사는 원래 그렇

- 요즘은

쌀밥도 맛없다고 보리밥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조밥, 보
리밥, 쌀밥 많이 먹었어. 우리는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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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릴 때 친정서부터 나를 불러. 무서움 잘 타니까 먹으라고. 우리 신랑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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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길이 안 생겨서, 여기부터 공동묘지야 없어진지가 얼마 안됐잖아. 없어진지

- 사람이

죽으면 다 상여로 나갔죠. 여기 서낭당이 있었지. 가마가 있었어요. 모시
는데 있었어요.

가 한 3년. 다 파간지 3년 돼. 북망산에 다 있더랬는데.
- 원래

윤달이 몇 년 만에 돌아와요? 4년, 4년 됐다. 내가 할아버지 그때 내가 모

- 서낭당이

아니고 상여집이야. 다 없어졌지. 여기 계림주택, 여기 북망산인데, 지서
옆에서 우리 밭 있잖아. 우리 논 가는데 거기 큰 느티나무 밑에.

셨다. 여기 쭉 있다가 4년 전에 다른 곳에 모셨거든.
- 옛날에는 집에서 했죠. 3일장. 방에다가 모셔놓고 안방에 모시고.

- 난 거기를 못 지나갔어. 무서워서.

-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추웠어요. 동짓달 초하루 때.

-ㅇ
 ㅇ 아버지가 앞에서 종 치면서 선창 노래를 했어.“이제 가면 언제오나”이런

- 상이

나면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해주고. 뭐 사실 그

거지. 참 그런 거 없어졌지.

릇 같은 것도 그렇게 빌려다 쓰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다 빌려 쓰고 그랬어요.

- 그것도

며칠 씩 하고. 상여가 나면 4거리로 나와요. 우리 형부 죽었을 때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구경나와 쫙 서서,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동네사람들이 다
알잖아. 누구 아버지가 상여 나갈 텐데. 동네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상여 나가

진짜 상부상조야 그때는.
- 채를

치고, 포장 치고, 마당에서. 그게 손님 대접하고. 밤새도록 고스톱치는 사
람도 있고 그냥 그래요.

길 바라는 거야. 아침부터 다 지키고 있는 거야. 구경하려고. 그 시대에 그걸 보

- 거의 다 채를 쳤어요. 집이 넓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고, 요즘에는 하는 걸 못 보고. 그 때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 우리 형부

- 집이

넓어도 다 바깥에 친다고. 동네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어쩔 수

갈 때, 그 시대.

없이 다 했어. 다 또 관대하게 해줬어요. 집 앞에 쳐도.

- 우리 시아버지 가실 때도 상여 갔어. 꽃상여라고 해가지고 꽃으로 잘 해서.
- 계산동

사람들이 죽으면 여길로 와요. 북망산으로. 지금은 다 어디로 갔어. 화
장하고, 이장하고. 팻말 붙여가지고 이장하고.

-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닌데 내가 수영 다닐 때 왕 언니라고 있었어. 그 언니는 초
상집 가면은 울어주는 사람, 자기가 그랬대요. 울어주는 거. 부평서 3년 살았는
데 먼저 곡을 한 대. 엄청 아주 잘 하고 그랬대.
- 그건 당연해 먼저 울어봐. 그거 눈물 난다고.
- 팔자니까

하는 거지. 요즘은 너무 장례식장에 가면은 안 울어. 아들도 곡을 안
해. 손님와도 곡도 안 해. 승화장 가면 이십 개, 이십 개가 넘잖아. 하러 가면은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화장터인지 뭔지. 젊은
엄마가 죽었거나, 그런 집 딸, 그런 사람만 애곡을 하지. 너무 안 울어. 손님은
‘아이고 아이고’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안 좋아. 옛날이 좋아.
- 어떤

권사가 속 썩이던 남편이 죽었어. 장례식에 갔잖아요. 그날따라 보니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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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짜 보기 싫더라구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시대가 그렇게 됐더라고.
- 그전에는 난 어려서 여기 모자인가, 두건, 이거 했지.
이장 후 모습

- 아니 두건 하나만 쓰잖아. 여자들 여기 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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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돌아가셨을 때, 차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요만한 게 상복을 입으니까,

이제 뼈에 맑은 물만 있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봤다니까. 세상에 그

아우 불쌍해 해요.“누가 돌아가셨어?”그러면서.“엄마구나”그래. 옷이 틀린

런 일이 있다니까. 아니 그때 빼가지고 거기서 화장을 했어요. 태워 버렸어요. 그

가 봐요.

냥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하더라고“너희 아버지는 도대체 무릎도 못 저기하고

- 아버지는

꼬메든가, 엄마는 시친다고 그런 게 있었어. 표시했지. 완장, 아들은

죽었는데, 이렇게 괴로운가보다 날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는 하더라고.

두 개고, 사위는 한 개야. 까만 띠가 있거든. 이거 두 개 까만 줄 치면 아들이고,

왜 그런지 18년 만에 땅을 파게 되서 이장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온몸이

한 개는 사위고 그래.

편안 했겠어요. 죽은 몸이라도. 집안이 망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 망

- 이제 엄마 얼굴도 가물가물해.

한 거예요. 우리집안이. 우리 땅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 죽고, 6.25 나

- 그렇지

아홉 살인데, 난 여덟 살 때도 아버지 얼굴 생각하면 하나만 생각나. 그

고서 우리 집 18년 동안에 땅을 다 팔아 먹은 거예요. 아마 조상을 잘못 모셔서

런 것만 생각나지.
- 관은

집안 내력에 따라 탈관한 집 있고, 관 채로 하는 집 있고. 우리는 그냥 관
채로.

있어? 애들 조카 셋에서 총각으로 하나 죽고 둘 밖에 더 남았어? 재산이라고
는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망하더라고. 그래서 산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

- 우리도 그래 들어가는 거야. 관채로.

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나 같아도 그래. 날마

- 나는 생각 안 나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아서. 아홉 살쯤 되고.

다 오줌 싼 축축한 거 느낄텐데, 물속에 있으니 뼈라도 얼마나 느꼈겠어.

-난
 우리 아버지 여덟살에 돌아가셨는데, 다 기억해 지금도. 6.25때인데, 관이 작

- 살이 안 썩었겠네?
- 아냐

그래도 그럭저럭 다 썩었는데, 뼈는 글쎄 이렇게 있는데 무릎이 펴지는 대

치르는데, 관이 12개가 다 왔잖아. 동사무소 앞에. 근데 엄마 얘기가 관에 이렇

신 그게 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옆에 가서 떨어져 있는 거야.

게 집어 넣는데 너네 아버지는 키가 커서 잘 맞지를 않아서 약간 섰대요. 섰는데

그리고 물속에서 도민증이 나오더라고. 뭐 뺄새가 어딨어. 다 썩어가지고 들어왔

그거를 누루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뿌드덕 뿌드덕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하고

는데. 12시체가 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청년회장이었대요. 그래서 동네 일을 보

서 못을 꽝꽝 박아서. 노냥 그 얘기했어.“너희 아빠는 발도 못 뻗고 죽었다”

는데, 저쪽에 이북인들이 일본사람들 다 끌고 나갔어요. 한 30여명 끌고 나갔

이러고 그랬는데, 그거를 18년 만에 이장을 하게 됐어요. 내가 갔어. 어떻게 하

대. 뭘 조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다 가라고 했대. 그 중에 우리 작은 아

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 동네 아저씨들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갔는데, 랜드로바

버지가 있었어. 자기 동생들 친구들은 가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에 들

자리가 거기가 밭인데 급하니까, 동네에서 12명 죽었으니까는 여기 제일 잘사는

어가서 무슨 사인을 받고 이제 12명이서 걸어들어 오는 거래. 근데 여기서 또 걸

사람 박ㅇㅇ 그 아저씨, 그 집 산에다 갖다가 묻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감옥

리는 거야. 오다가 걸어오다가“무슨 수작들을 부리냐”그래서 끌고 가서 저

에서 나와 가지고“다 파가라”그래서 이장해서 우리 밭으로 갔다가, 18년 만

기 조병창에서. 거기서 죽인 걸 우리는 보름이 넘도록 아버지 소식이 없으니까,

에 다시 이장을 하게 됐잖아. 그걸 파니까, 무릎이 진짜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

엄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래도 소식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저

는데, 몸이 똑바로 있는 게 아니고 머리 옆으로 이렇게 됐어. 눌리면서. 18년 만

기 조병창에서 총소리가 막 많이 났다”고 하더래. 그래서 엄마가 여기를 간 거

에 나온 머리카락,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 가죽이 조금 있는

야. 12명이 다 총에 맞아 차례대로 죽었더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 밑에 12명

데 있고. 그리고 거기는 얕은 산이라 아카시나무가 많았어요. 관으로 아카시나

이, 이렇게 여름에 6월 달이니까. 구더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장

무가 들어가서, 세상에 나무가지 천지인데, 물이 아주 맑은 물이 꽉 찼어요. 그

례를 치르는 거야. 한꺼번에. 단체로 관도 짜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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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지 편안치를 않아서 그런지, 아주 그냥 홀딱 망했어요. 내 친정이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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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잃는 사람이 원수잖아. 그 산에 묻은 거야. 박ㅇㅇ네 산에다가. 박ㅇㅇ이가 굉

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지.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것도

장히 악랄했어. 악랄하니까 뭘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어. 얼마 만에 나와서 파

없어.

가라고 난리를 치니까 12명이 다 도로 파다가 자기네들 산이고, 어디로 이장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장시킨 게 18년 만이야. 그러니까 동네 빨갱이한테 신고를
받고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우리 작은 아빠 친구들은 그렇게 넘어오다가. 우리
작은 아빠는 이북으로 넘어갔나봐. 그때부터 소식이 없어요. 아버지는 죽고 그

- 참,
 묘 쓸 때 달봉을 했어요. 돈 내고, 꾹꾹 밟았어요. 상여 나갈 때 못 건너가
게 하고 돈 받고.
- 벌초는

추석 전 15일이나 일주일전에, 그때 가야지 겨울엔 못하니까. 애들이 다
나가고 없으니까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가는 거야.

러다 보니까 이 집안이 망한 거잖아요. 아버지 없어지지 살림하는 사람 없지. 엄
마가 서른 세살에 과부가 됐다는데, 일곱을 키운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도 그

⊙ 세시

땅을 다 소지를 하고 살았는데, 진짜 나중에 다른 식구가 하나 잘못 들어와서,

- 호두까고,

밤까고,“내 더위 사가라”하고 이름 부르면 대답하지 말아야 돼.

ㅇㅇ이 잘못 들어와서 다 팔아 먹은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ㅇㅇ서

보름에 하는 거지, 정월보름. 쥐불놀이, 널뛰고, 여자들은 널뛰고, 농악도 하고,

방네 망한 얘기 하면은 꼭 이 얘기 나오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 많

밥은 아홉 번 먹고, 나물 아홉 집가서 아홉 번 먹고,

은 땅을 다 팔아먹고 홀딱 다 망한 거라고.

- 그건 우리도 자랄 때, 그것도 엄청 훔쳐다 먹고 그랬는데.
- 애들이, 남자 동창 애들이 잠을 자면“눈썹이 쉰다”하고. 묻혀놓지 아버지들이.

⊙ 성묘

- 눈썹 희는 거, 그건 섣달그믐에 했나? 그때 했다. 섣달그믐이다.

- 성묘도 그렇게 댕기지 두 번 가지. 추석, 구정하고, 음식 간단하게 술하고.

- 세배

때 돈 받으러 다녔는데, 정초에 여자가 움직이면 재수 없다고 엄마들이 말

- 산소

갈 적에 좋더라. 그거 안 가니까 안 좋더라.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시아
버지가 안 계시니까. 집에서 제사만 지내고 마는 거지. 산소 갈 일이 없어.
- 힘들고

그래도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 이대로 가면 애들은 간단해 질텐데. 애
들 따라 가는 거지.
- 우리

친구 신랑은 조상님한테 엄청 잘해요. 집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산소
에 가서“어머니, 아버지 이리로 이사 갔습니다”산소에 주소를 이렇게 써서 거

- 우리는

아버지가 장사하실 때도 여자가 첫 손님 오면은 아버지가 좀 덜 좋아하
셨어요. 첫 손님이 달걀을 사면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첫 손님이면 달걀 있어
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초상 치르고 상복입고 가면 재수 있다고 가게
에서 대접해 줬어. 아주 좋다고 재수있다고. 상여차 지나가도 좋다고 했어.
- 단오에

널뛰는 거, 그네뛰기, 창포로 머리 감고 집에서. 여기 창포나무들이 많았

기다가 묻고 온대요.“어머니, 아버지 이번엔 부천서 부평으로 이사 왔습니다”

어요. 집안에 하수도가 그냥 흐르잖아요. 그 옆에 자랐어요. 그거 창포로 머리

써놓고 오신대요. 그 신랑은 제사가 몇 개나 돼.

많이 감고. 수리취 떡 먹고.

- 한식

때는 그냥 가서 밥 먹고 절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공동묘지에 계셨어

- 수리취 떡인가? 그건 몰라.
- 산나물 수리취 있어.

라가면 깜깜하지. 거기 정자에 올라가서 정자에 앉아 있어. 좀 훤해지면 그때 길

- 남자는

씨름 좀 했죠.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씨름하는 날이라 해서 좀 했지.

을 찾아가야 돼. 하도 사람이 안 댕겨서 풀이 우거져서 할아버지가 낫을 치고

- 동지에는

죽 쒀먹고, 팥죽 쒀서 문 앞에 다 뿌리는 거야. 예방하는 거야. 벽에다

가는 거예요. 말도 못해 사람이 잘 안 댕겨서. 오르막길이까. 사람이 안 댕겨서
할아버지가 길을 다 쳐놓고 올라가면은 나는 좋지. 그리고 하고 나면 7시나 8

바르고 빨갛게.
-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 어디서 했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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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아침 일찍 가야 덥지 않잖아요. 새벽 4시에 나가는 거야. 벌초 때 한 참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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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지.“초하룻날은 어디 들어가지 말아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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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잘해.

2. 다남동의 상례

- 그 집 어머니는 미신파구나.
- 미신파지.

글쎄 우리 어머니가 신주단지도 모셔놓고 하셨다니까. 항아리에다가
별거 집어 넣어 놓고. 단지는 쌀 넣고 알록달록한 거, 거기다가 그렇다고 귀퉁이

·일시 : 2018년 2월 2일 14:00

에다가 해 놔. 마루 귀퉁이에. 입춘대길 같은 거 써서 붙이고.

·장소 : 다남동경로당
· 제보자

⊙ 동제
- 그리고 경인교대 자리에 할머니 산당이 있었대요?
- 아닐텐데,

우리 교회, 청운교회 자리가 원래 계산중앙감리교회인데, 교대역 교대

- 최병달(89세)
- 오세덕(75세)
- 주영노(82세)
- 전경복(67세)

제보자

사거리 좀 못가서, 그 자리가 산당인 거 같아. 교대 있는 곳 청운교회자리가 산
당을 샀다는 것 같다는데…
- 아냐, 옛날 지소 아래가 하리야. 경인교대 자리는 아닐 거야.

⊙ 상례

- 안한지가 한참 됐지. 집집마다 쌀을 걷어서 했지. 요새는 안 걷더라고.

- 요새는 다들 매장을 안 하니까 기억도 안나.

- 근데 나는 왜 몰랐지?

- 우리 마을도 상여 없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 쌀도 걷고, 돈도 걷고, 서낭당 제사 모신다고 하고 그러다가 요새 하대.

- 한 30년?

- 돈도

걷고 쌀도 걷고 했는데, 한참을 안 드리다가 몇 년 전부터 해. 떡 같은

- 저,
 우리 어머니까지도 꽃상여 메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제가

거 많이 하고. 언니가 그 떡이 너무 맛있다 거야.“무슨 떡이야?”이러면 언니가

그때 몇 살이냐면 마흔아홉이예요. 내가 지금 예순일곱이니까, 한 20여 년 됐네.

“오늘 산제사 지냈어”하고 갖고 오는 거야. 남으니까.
- 산제사 지내는 거는 참석 안 해서 모르지. 거기 여자들이 참석을 안 할 거야.

20여 년 됐네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상여가 안 한 걸로 기억
을 하걸랑요.

- 그래 맞아. 남자들만. 다 만들어 주면 가져가지.
-그
 전에는 부녀회가 활성화돼서 다 했지만, 지금은 안하니까 모르지. 지금은 누
가 하는지.
-ㅇ
 ㅇ엄마가 있을 때 우물 있는데, 그게 원래가 바가지 우물자리였고, 거기서도 제
사를 지내고, 지금 그 산당에서도 지내고 그랬다고 어렸을 때.

계양의 전통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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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브랜뉴

뒤에 정문으로 나가면 그쪽 편에 슈퍼 쪽에 있는데 거기가 우물자
린데, 그게 바가지 우물 자리야.

돌아가셔야지 병원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시면 객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객사
했다 하면,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나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제 집에서 꼭 돌아
가셔야만 정말 돌아가실 때“깨끗하게 잘 돌아가셨다”그래요. 그전에는 병원
까지도 객사로 쳤어. 그래 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시면은 가족이 전부 연락해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참석했지. 참석하기 전에 현장에서 돌아가신 양반 지켜봐.
- 완전히

돌아가신 다음에는‘수세한다’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시체가 식기 전에
바르게 해서 안방에 모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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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고. 나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다가 그게 또 없어졌지.

- 그전에

우리네 입장에서는 본 거는 옛날에는 말하자면…, 돌아가시면은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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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우물 자리가 옛날 옛날 우리 할머니 집자리래. 물 퍼서 그런 제사를 지냈

⊙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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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이지 대문 밖에 나가면은 객사니까, 그러니까 안방에 모셔놓는 거지.

- 아니 지붕에도 올라가고 그러던데.

- 안방

윗목에 장 내놓고. 그전에는 그렇게 했죠. 집에서 돌아가면 그런 식으로

- 글쎄

그거는 올라가는 집안도 있고, 대문 밖에서 저만치 멀리 서 가지고 북쪽을

했죠.
-거
 위에 모시면 인제 병풍 같은 거 있잖아요. 병풍 그걸로 가렸지. 윗목에 모셔
놓고 저 병풍으로 가려 놓는 거야.

향해가지고 하는 집도 있고 그랬어요.
- 아니, 나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걸 봤어 내가.
- 그래, 그런 집도 있고.
- 올라갈

사람이 없으면은 밑에서 한 거고, 헝겊이 아니라 와이셔츠나 속옷, 아무

⊙ 수시
- 돌아가신

거 확인이 되면은 아주 식기 전에‘수세를 건다’그래 가지고 손을 묶

튼 허연 걸 가지고 가는데….
- 그전에는

적삼이라고 적삼이라 그랬지. 저고리에 있는 거 그거 홑껍데기 저고리

어가지고 바르게 연결해서 붙잡아서 꼿꼿하게 돌아간 분 시체를, 좀 보기 흉하

그거를 적삼이라 그랬지.

니까, 거 뭐야 담요나 요로다가 요가 아니라 홑이불로, 그걸 씌워가지고 안방에

- 좋은 데로 가시라는 건가?

모셨어.

- 혼을

다시 돌아오라고 한 번 부르는 거야. 그게 잘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 수세는

몸을 묶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두 손을 모아 엄지를 맛 닿
게 함) 묶어. 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두 손을 모아 배 앞으로 가지런히 함),

여기 주소를 대고 복복하면서, 혹시 나갔더라도 이름 부르면은 여기로 다시 들
어와라 그러면서 그게 부르는 소리래요.

- 그냥

손으로다가 손 여기를 이렇게 해서(두 엄지를 바르게 펴서 같이 묶음), 손

-거
 ㅇㅇ이 때 내가 불렀는데 뭐라 불렀는지, 기억이 없네. 생각이 안 나. 아 옆에

모아가지고 앞에다가 배에다가 놓고, 또 이제 엄지발가락 거기다가 인제 연결시

서 어른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다 하면서 ㅇㅇ이 때 어른들이 없어 가지고 내가

켜. 이 짝으로(엄지발가락을 몸 쪽으로 당겨 맛 닿게 함)해서 매서 그래 가지고

불렀어.

꼿꼿하게 반듯하게 시체가 꼬부라지지 않게 그러죠.
- 여기(무릎), 여기는 한번 묶나 봐, 다리가 벌어지니까.

- 가족들이 상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불러주는 거야.
- 남이 불러주는 거야.

- 이렇게

해서 묶고(엄지 맛 닿게) 이렇게(팔을 배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
렇게(엄지발가락 몸 쪽으로 당겨) 묶고. 저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그러면 꼬부라

⊙ 사자밥

지지가 안잖아요.

- 사자밥은 대문 앞에 왼쪽에다가, 절구가 있으면 절구 위에다가 놓고.

- 같이 요거(엄지손가락) 묶어서 요거(엄지발가락)랑 같이 당겨요.

- 고무신도 그 위에다가 올려놨잖아.

- 그러니까 꼬부라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 엣날에는

짚세기를 놨어. 짚세기 세 켤레. 그리고 인제 사자밥 세 그릇, 그리고

- 그리고

팔 꿈에도 한 번 받아도 시원치 않으면 팔 꿈도 요기 한번 묶지. 요기만

했을 경우에는 지붕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밑에서 했을 때는 사자밥 옆에다가

계양의 전통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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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복(초혼)
- 초혼, 옛날에는 그걸 다들 했지.
- 대문 밖에서 초혼을 불렀지.

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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놨다가 나중에 발인할 때, 다 발인하고 그런 거 다 소각시켰죠. 입던 옷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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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놓지 않고, 여기 팔 있는데도 하고 어깨 부위도 연결해.

노자 하라고 동전을 하나씩 놓지, 세 닢을. 그리고 그분이 입던 옷을 지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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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 염 끝나야 조상 받는 거니까.

- 그러니까

상이 나면은 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총괄하시는 분이 계셔. 그

- 요새는 구분이 없는데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장례 문화에 환하신 분이 동네에서 어른이, 그분이 하시고 그랬고. 거기서도 두
명이 한 사람은 제물 같은 거, 한 사람은, 그때는 우리가 계라 그래서 쌀 한 되
씩 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오는 거, 문서 같은 거 작성하시고. 그런 걸 다 맡겼
지 동네 분들이 했어요.

- 문상을

왔는데, 인제 아직 염을 안 했잖아. 그러면 예는 안 갖추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바뻐서 나중에 못 오고 그러잖아.
- 대렴이라

그러는데 바로 하지 않고 24시간 지난 다음에 염을 하기 때문에 와 봐
가지고 상주만 봐도 팔 뺀 거 보면 염을 했나 안 했나 알 수가 있어요. 두루마

- 부고는,

계원이, 다 담당하시는 분이 총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회계라 그래

기를 입고 팔 한쪽을 내놔, 팔 한쪽을. 이제 거 어머님은 바른 팔 내놓고, 아버

야 되나, 그분이“어느 마을에는 누구, 어느 마을에는 누구”, 그래 가지고 아침

지가 왼팔 내놓을 거야. 그렇게 가서 염을 안 했으면 인사만 드리고, 뭐 절은 안

에 다 모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보내. 그러면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하고 예는 안 갖추고 인사만 드리고 전달만 하는 그런 분들도 혹 가다가 계셨

아는 마을을 가.

어요.

-‘호상’이런 거 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 그전에는

돌아가시면 그 동네에서 계라고, 그때는 장사를 계원이 나서 치러서

- 상주를

봐 가지고 완전히 상복을 다 갈아입었을 때는 염을 다 한 걸로 알고
조문을 하는 거고.

하고….
- 그러니까

거 뭐야, 동네 사람들이 내일같이 전부 모여가지고 안팎으로 일을 하

⊙ 상복

던 거 다 중지하고 상갓댁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 봐주고 그랬거든. 부고 같은

- 예전에는 다 만들었지.

것도 상주 입장이 됐다던지, 상갓집에서“어디 어디 부고를 보낸다”그러면 동

-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베로 상복 입었어.

네에서 전부 기록해 가지고, 면 같은 데 가서 등사기로다가, 등사기로다가 이제

- 여자들이

벌써 상 당하면은 여기로 인제 다 오잖아요. 상주는 거 이제 누구더러

행정기관에 가서 해다가 몇 사람을 보냈어. 머나 가까우나 동네 사람들이 돕고

사 오라 그러고 베를. 여자들은 다 앉아서 수의도 만들고 상복도 만들고 그랬

그 전에는….

지 뭐.
- 옛날에

다. 지금 생각하면 옛날이지. 그때는 동네 분들이 상복도 다 만들고, 뭐

⊙ 염습

딴 데 부탁하나, 동네에서 다 했어요.

- 염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가족에서 집안 어른이 돌아가면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염할 때,“너네들도 들어와서 보라”고. 염할 때 들어와서 보고 배우

⊙ 수의, 관 준비

라고. 젊은 사람들도 그거 보고 배워서, 자꾸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염을 했

- 있는

집에는, 저기 보면은 우리는 관을 이렇게 두껍고 튼튼한 걸 있잖아 미리 했

- 그렇지 않으면 뭐 동네에 연세 잡숫고 해보신 분이 거기 가서 해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아흔둘에 돌아가셨는데, 환갑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갖다 놨는데, 거

- 다른 동네처럼 여기는 따로 계시진 않았고, 해본 양반들이 와서 해주는 거지.

두꺼운 걸. 그게 자손들이 준비를 하면 오래 사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 만 하루 이상 지나고 했어요. 삼일장이니까, 지금이랑 마찬가지예요.
- 하루

지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염하고, 그때부터 손님들 오고.

- 여기는

나무가 많아도 산에서 나무 잘라서 관하는 거는 없고, 홍대라고 관위에
덮는 거, 그거는 이런(아름드리) 나무 잘라가지고 반 도끼로 찍어가지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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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때 하고, 3일 동안 가서 해줘야 되니까.

어야 하는데, 그 상 당한 집에서 그만큼 모실 능력이 모자라지. 다들 그러니까

- 관은, 관은 미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았지.

동네에서 집집마다 쌀을 했지.

- 우리

마을에, 나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때그때 조달해서 썼죠.
- 관은 못해도 수의들은 하신 분들이 있어요.
- 수의도

미리 벌써 거 돌아가신 년에 하면 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는
거야.
- 베로다가.

베도 좋은 거지. 요즘에야 수입이 들어와서 나이롱이 섞이고 그랬지
만, 그전에는 베가 아주 진짜 좋은 걸로 하셨어요. 다들. 가을 되면 베 장사들
이 이고 다니잖아요. 베 사라고.
- 그지 가을, 겨울 되면은, 거 준비하라고 이고 다녔어.
- 수의는

보통 윤달에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흘러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
도 있고.
- 아니,

사놔도 거 실제로 옷 만드는 거는 윤달이나 그럴 때 옷을 만들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
- 동네

아줌마들이 다 기술자야.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여럿이 모여서 하면
은 그냥 되더라고.
- 나는 그거 미리 준비 해놓았지.

- 쌀을

못내는 집은 돈으로 쌀값을 줬지. 그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몇
년에 한번 같이 살던 이웃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초상이 나면은 거 2박 3일
동안을 늘 때가 되면 와서 밥을 먹었어.
- 집에서

먹을 쌀을 거기다가 갖다 준다고 생각들을 하고 거. 부조는 별도로 하고.
- 부의금은

별도로 삶의 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요즘 따지면 10만원 하는 사람
있고, 5만원 하는 사람 있고, 3만원 하는 사람 있듯이, 부의금은 서로 그때 상
황에 따라서 냈고, 쌀은 의무적으로 집집마다 똑같이 평등하게 쌀 한 되씩.
- 같이 식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
 초상 때는 품앗이는 뭐 은혜를 입었다던 지 그러면 그런 경향이 있고, 결혼식
때는 품앗이하는 건 많이 봤지.
-상
 당하면 술 같은 거, 옛날 막걸리, 그거는 인제 여자들이 한 동이 씩 해 가지
고 가져가고 그런 거, 그것도 옛날에는 품앗이야. 그게
- 그게

관계가 끈끈하면은 내가 좀 넉넉하고 그 사람이 우리 집 일을 많이 와서
해줬던 사람이고 하면 서로 형제지. 남이지만 성은 다르지만 형제같이 지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 그럼, 그게 우리 원래 인심이잖아요.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그건데.

- 나는 아직 안했어.
- 요즘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미리들 준비를 안 해.

⊙ 상여계

- 맞아 화장을 하니까.

- 마을마다

상여계가 있었지. 우리 동네가, 우리 1반에서 초상이 나면은 1반 사람

- 요즘에는

상조회가 있잖아요. 상조회가 있어가지고 상조회 가입을 하면은 상

이 주축이 됐던 거야.

조회에서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수의를 집에서 별도로다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

- 그거 맞어.

또 어차피 우리가 수의를 했으니까“수의를 빼고 정산하자”그러면은 그게 안

- 우리

이제 단합 뭐 따질 때는 지역발전이니 뭐 그런 거고, 이거는 1반에 상조계
라고 그래야 될 거야. 아마 의무계? 상조계?

계양의 전통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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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
- 돌아가시면

쌀을 한 되씩 냈어. 다들 어렵고 하니까. 상갓집에서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손님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인제 그 음식을 대접하려면 밥이 있

- 여기

다남동은 네 개 부락이야. 근데 계양산은 따로고, 이제 세 개 부락 여기만
했지. 계양산은 뭐 이제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호수도 적고 하니까,‘대말’
,
‘큰말’
,‘작은말’그렇게만 의무계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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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곡하는 게 다르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곡하는 게 다르
더라고.
- 몰라, 나는 그건 모르는데 곡을 했어.
- 아,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이런 게 있잖아. 아
그래서 이게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집이 누가 죽었다 그걸 알았대. 근데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직접 안 해봐서. 그냥 우는 거야. 뭐, 그냥 슬픔에
받쳐서 울다 보면 악도 쓰게 되고 억지로 울면은 어이구 어이구만 하게 되고.
- 그게 상 당했으면 슬프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집 가면 곡소리도 안 나고.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 모셔다가 하게 하고 그랬다고도 해. 우
리는 없었어. 곡하는 사람이.
- 곡소리

들어본 지 오래야. 아니 문상 가면은 상주들이 싱글싱글 웃고.“아이고,
어쩐 일이야.”하고 되물어. 초상나서 왔는데 어쩐 일이냐고.
다남동 경로당

⊙ 입관
- 입관은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입관해 놓고….
- 내일

이제 발인이라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거의 다 하죠. 시를 봐가지고. 낮에

- 계양산은

주축부락이야, 축산한다는 그런 뜻이지. 박정희 때 온 분들이야. 그
사람들이.
- 박정희,

있을 때가…, 박정희 때지. 육십 한 2~3년 그렇게 될 거야. 하여튼 그때
열 채 지었어.
- 우린

아직까지 의무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반은 돌아가시면은 좌우간 2만원씩
걷어 계원들한테.
- 계원들은,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전에 살던 사람들끼리 그런 건
데, 지금 현재 2만원씩 걷어요. 이젠 상여 메는 대신에 영구차로 가잖아. 영구차

는 거지.
- 관은

이제 초상났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이제 다 호상이 이렇게 업
무 분담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는 뭐 묫자리 팔 사람 따로 있을 꺼고,
관을 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재소에 가서 사 오고, 대패
질, 그때만 해도 짜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목재를 사갖고 와. 사갖고 와서 여기
서 동네 집집마다 화장실 목수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럴 듯 하
게 짜놔요.
- 몸에

맞춰 갖고. 키가 크신 분은 여섯 치, 여섯 치 반. 뭐 다섯 치 자. 이렇게 다

하고. 영구차 하는 사람이 우리 친구가 있어. 걔한테 이거 관내 하는 거 얼마냐

자작으로 한 거지. 그 시절에는 뭐 누가 어디서 그런 게 아니라 동네 분들이 다

고 물어 보면은 45만원이래, 1~2년 지나면 달라 져. 관내 값하고, 술 먹어야 되

들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한 거지.

잖아 술값. 그거를 줘.

- 동네 장례를 지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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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 그거는 중간 중간 가다가 그냥 가다가 재밌으라고 하면서, 가다가 힘드니까.

- 그리고

관 짤 때는 못을 안 박어. 나무야. 거 대나무 같은 거. 단단하잖아. 그거

- 상여

멘 사람들이 가다가 안 가는 거야, 버팅기고. 그러면 상주랑 가족들이, 이

못 대신 깍아서 쐐기 만들어서. 쇠못은 안 박더라고.

렇게 새끼줄을 떼어다가 가져 논 게 있어요, 상여 앞에 다가. 거기에 돈이라도 끼

- 나무로 된 쐐기를 박더라고.

워 놓으면은 또 가고. 가다가 또 다리 같은 거 있으면, 다리있는데서 영락없이

- 쇠못은

안 써.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이거 짜서 뚜껑도 덮고 맞추는데, 옛날 옛

이런 걸 해야 돼. 그냥 다리 지나가지 않아. 못 가게 버팅기고 그러면 돈 주고 그

적에는 옛날 관 짜놓은 걸 보니까, 사각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맞춰
(가구 짜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쐐기 박고 그랬더라고.

랬다고.
- 다리

건너기 전에 속설이 있었을 거야. 저 강을 건너면 이제 못 온다던지, 개울
을 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로워, 가만히 보면은. 이렇

⊙ 발인

게 중간중간 상여 버티고 놀이하는 것도 대충 알잖아요.“오늘 하관시가 몇 시

- 먼저

이제 네 귀퉁, 거기를 인사를 드려요. 콕콕 찍으면서 네 귀퉁. 나오면서 바

다”그거를 알어. 그럼 우리가 가는 코스가 예를 들어서 세 시간 걸린다하면 출

가지, 방문 나오면서 바로, 문턱을 나오면서, 남자가 돌아가실 때는 바가지를

발을 했으면은 세 시간에 도착을 해야 하관이 된다 그러면은 가는 걸 시간 반

오른쪽에다 놔. 그래 가지고 오른발로 바가지를 깨고, 여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면 갈 수가 있는 거리야. 그러면은 시간 반이 남자나.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

왼쪽에다가 놓고 왼발로다가 바가지를 깨. 맨 앞에 선 사람, 그러니까 오른 쪽

서 장난도 걸고 돈도 받아내고.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노제도 중간에. 다리가

은 오른쪽 사람이 깨는 거고, 왼쪽은 왼쪽 사람이 깨는 거고.

있고 그런데서 흔히들 하는데, 거기가 목적지에 반 정도가 돼서, 이제 가시는 분

- 운구는

여섯 명이, 주로 가족들이 운구를 하는데, 가족이 적으면은 친척이라든
지 해서 같이 운구하는 거야. 남이 안 하고.
- 그런

다음에 상여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다시 묶어가지고, 상여를 이제 발
인 일시에 맞춰서 동네 분들이 아침에 미리 가져다가 상여 창고에서, 우리가 관
리하는 데서 가져와.

- 인제

노제는 늦게 상 당한 걸알고 온 분들이 문상을 못해서, 그런 분들이 노제
에 오셔 가지고, 친구분들, 멀리서 온 친척분들 그때 거기서 또 묘에 가기 전엔
거기서 제사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노제가 있는 거고.
- 원래가

상여는 옛날엔 상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

- 상여

창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아침에 미리“몇 시에 할 테니까, 준비해

부 메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이 상여 메고 가다가 노제 지낸다고. 거기

라”그러면은 미리 가져다가 밑에 이런 거 장강틀이라던지 그런 거 걸어놓지. 그

서 돈 주는 게 상사람들 도와주는 겸해서. 상사람들 다 그때 대목으로 버는 거

다음에 운구 나오면은 장강도 넘지 않고 받아서 놓고, 그다음에 위에 상여 매

야. 돈을 몇 푼 벌어가지고 생활에 보태 쓰고, 그래서 그게 있는 거지. 노제라고

고 그다음에 병풍 씌우고 발인제 지냈죠. 발인 다 지냈잖아.

돈 뜯을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취지가 그거야. 상사람은 상놈이라고…,
어렵게 살다보면은 남의 어렵고 힘든 일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은 집안에도 족보

여 있는 데다가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니까, 상주들이. 그리고 나서는

나 그런 거 내려오는 게 없고, 여기서 살다 저기 가서 살다 했어. 나중에 양반 그

발인이 끝나면 상여 질 사람들이 술 한 잔씩 먹고 그러면 발인은 한 거지. 그다

런 사람도 상놈이 되고 상놈 하다가도 양반이 되고, 옛날에는 그랬거든. 말년

음에 노제라고 가다 중간에 쉬면서 쉬어 가는 거지. 쉬어 가는데 거기서 또 절을

에 징역 전부 끌려가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양반, 상놈이 없어지고. 양반도 없

하는 거지, 노제라고.

고, 상놈이던 사람들 양반 노릇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반들도 같이

- 가다가 중간쯤이나 가다가 쉬었다가, 돈도 받고 상여 맨 사람들 돈도 받고.

의무계 해 가지고 상여 메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사람들이 하던 노릇을 그대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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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들도 해 가지고 돈을 뜯고 했지. 그래 가지고 이참에 내려와서 양반 상놈이
없으니까 거 노제 하는 게 그래서 돈 뜯는 거지. 원 상놈이 하던 거야.

- 상여

나갈 때 소리하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는 없어, 거 종치면서 하는 건데 그
런 사람이 동네에는 없어서 사 왔어. 다른 데 한분 계셨어. 그 사람 불러다가…,

- 그것도 인젠 마을 상조회에 그거를 회비로 썼잖아.

- 어디서 초상났다고 그러면 연락해서“며칟날 오라”그러면은….

- 회비로

썼어, 다. 사람들 돈 주는 거 없었고. 초상나면 3일 동안 안팎으로 고생

- 아니, 부고를 보낸다고, 보내면서“와서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들 했잖아. 상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대로 고생했지만, 그때 고생들 했다고.

- 수고비를 줬어. 부족하진 않게 줬을 거야. 그래도 많이 줬다고 알지.

이쪽저쪽 핑계대면서 노잣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게 또 마을 기금이 되니까. 그

- 그리고

상여는 장가 안 든 사람은 못 메잖아. 암만 메고 싶어도 장가 안 갔으

게 그런 돈 가지고 상여 같은 것도 나중에 보조하고 다 그런 데다가 쓰는 거예
요. 초상이 맨날 나는 게 아니잖아. 그 동네 망하지. 맨날 나면. 몇 년에 한 번
나는 거니까.
-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무계, 의무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돈 거기서 뜯은 게 의무
계로 들어가는 거야.

면 안 되고.
- 만장은

쓰던 거, 있던 거 쓰고, 없으면 동네에서 글씨 깨나 쓰던 분이 쓰고 그래
가지고 몇 개씩 들고 다녔지.
- 옛날에는

친구가 만장을 만들어 줬대. 상여 뒤에 쫓아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런 거 없이.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
- 만장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동네를 위해서든지 여러 가지 좀 일을 좀 잘한 사

⊙ 상여, 운구

람들이 만장 해 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덮어놓고 그냥 아무 거나 쓰는 게 아니

- 그리고 상여 메면 어떤 사람은 무겁고 어떤 사람은 가볍고 그렇다잖아.

에요.

- 그게 키 큰 사람이 무거운 거 아냐?
- 아냐

그것도 나도 상여를 메고 연습을 하는데 이 키가 잘 맞아야 해. 키가 잘
맞아야지. 올망졸망 키가 되었다가는 아주 이거는 키 큰 사람은 아주 그날 반
죽음이야. 중간은 거저먹고 가는 거고.
-맨
 앞은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맨 앞에 서고 뒤로 갈수록 큰 사람이 이렇
게. 언덕 올라갈 때 언덕 같은 거 올라갈 때.
- 그리고 이 간격을 똑바로 해야 해. 한쪽은 몰리고 한쪽은 이러면 안 돼.
- 그게

많이 안 맸지만, 메는데 석가래 같은 거 해 가지고 그거를 붙들잖아, 앞에

- 우리

동네 공동묘지가 있어. 거의 가 공동묘지에 모시고, 선산 있으신 분이야
다 선산에 모셨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서 그래도 한 70프로 이 정도는 공동
묘지로 했죠.
- 공터가 많아서 돌아가는 대로 쓰는 거지 뭐.
- 선산에는

다 준비가 되는데, 어느 양반 돌아가시면 어디로 모시고 그런 게 되는
데, 선산이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로 가는데,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가서 봐요.

꺼 이게 바짝 되면은 앞뒤로 그게 바짝 오면은 줄이 조여 가지고 힘이 들어. 그

지관이라고 그러지? 동서남북 봐가지고, 있는 집은 지관 불러다가“거기 써라”

러니까 못 오게 버팅기는 거야 전부. 사람마다 각자.

그러고 그러면 거기 표시해 놓고 장사 모시기 전날 파면은 거기서 밤을 새야 돼.
이거 파놓고 밤을 새야지. 우리 할머니가 전날 5일장을 모셨는데, 아니 4일장이

-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어떤 사람 때는 똑같이 메어도 무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다 4일장. 밤중에 아홉 시, 열 시에 돌아가시니까, 3일장인데, 짧으니까 아부지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옛날 사람들은.

가“할 수 없다. 4일장이다”해서. 4일장은 안했거든 보통, 그런데 우린 그걸

- 상여는

보통 여덟 명, 최소 여덟 명 이상 열 명이 메는 수가 있고. 많으면 열둘이고.

했어. 아부지가“4일장이다”그러니까 따르는 거지. 우린 미리 산 있어서 모셨는

- 웬만하면 여덟 명은 안 멜라고 그러지 무거우니까. 보통 열두 명, 통상적으로.

데, 미리 그걸 파 놓는 거야, 장사지내기 전날 동네 사람들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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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들은

안 오고. 산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천막이랑 쳐놓고 모여가지
고 새는데, 화투하라고 돈도 줘. 그냥 저거 하면 못 샌단 말이야.
- 우리

할머니 때 보니까 미리 전날 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데, 음식
도 갖다 주고 화투 할 돈 그거도 다 놀라고 주더라고.
- 산소

가기 전에 그냥 천막을 쳐. 천막을 쳐 놓고, 시신 거기다가 모셔 놓고 거기
서 또 조상 받는 거예요. 하관 시가 있잖아. 그때까지 저걸 하고 하관 시가 되
면은, 그동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 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탈관도 하
고, 입관도 하고, 집안 저거에 따라서 한단 말이야.
- 아침에

산소에 간 사람들이 먼저 산소 묘 파기 전에 산신령, 산신제라고 지내,
지내고 하는 거지.
- 토지지신, 토지지신이라고 했어.
제보자

- 그렇게

하고 파놓고 하관 모시고 나면은 상주들은 흙을 조금 떠서 세 번씩 관
위로 뿌리면, 그러고 나면 자손들이 상주랑 지키고 있고, 상여꾼 사람들이 흙이
어느 정도 붓고 나면 다지는 거지.
- 관은

해가지고 그걸 태워버리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나무도 귀하고 하니까 갖
다 놓았다가 대문, 대문한 집도 있어. 관 그걸로.
- 그걸로다가 대문을 하면 잡귀가 덤비질 않는데요.
- 관 만들 때 파서 사각을 맞춘 거 대문에 그대로 있더라고.

- 그래서

달구소리가 긴 달구소리가 있고 잦은 달구소리가 있더라고. 두 가지야.
긴달구 소리가 끝나고 잦은 달구로 넘어가서….
- 끝나고가

아니라 긴 달구소리 처음에 하다가 이게 막 신이나면 잦은 저거로 돌
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돌아가는 거야.
-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해서, 처음 다질 때는‘어, 어, 어’하다가 이거 다지는 것

- 매장할 적에 입관하는 집이 있고, 탈관하는 집이 있고, 집안 풍속에 따라 달라.

도 천천히 한다고. 그러다가 소리가 빨라지면 다지는 사람도 빨라지는 거야.

- 자기네

집안에, 자기 집안 조상들이 탈관하는 분은 탈관으로 모시고, 입관하신

- 처음에

할 때는 네 명, 구덩이 안에서 해야 되고, 거기서는 여섯 명 정도 하고, 평

분은 입관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 가문에 풍습에 의해서….

탄에서는 여덟, 열 명도 하고 그랬어.
- 장난하면서

이렇게 다지는 사람들 있고, 상주 한 명 가둬놓고 장난하고 그랬다고.
- 연초대

하나를 가운데 놓고, 그거 안 흔들어 놓으면 못 빼. 한 번은 이렇게 다
져놓고, 흔들어 놓고, 다져가지고 흔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할 때만 안 흔들어

- 다지는

거, 매장 다지는 거, 달구질, 그거 처음에 못했어. 나중에 해봤는데, 거 연

놓는 거야. 그거 처음서부터 다지면 못 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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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를 맞추는 거 힘들어.
- 그것도 배워야 해.

⊙ 초우, 삼우

- 이제

처음에는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남하는 거 보고 하니까 한참 하니까 되긴

-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내고 떼 입히고, 떼까지 다 입히고, 마지막 제사하고, 술 한

되더라고.

잔씩 먹고 끝내면서 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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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때는 상주들은 자기 간 길로 다시 오고, 상여는 차로 가지고 가거나, 경
운기로 가져가던지 해서 가져다가 다시 창고에다가 갖다 보관해야지.

- 우리네도

교회 다니는데 제사만 이렇게 안 하지, 경우에 따라서 할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실 땐 노제도 지내고 상여로 하면서, 교회 다니면 그런 것도 안 해야 될

- 가까운 데 공동묘지 거기 썼을 때는 각자 둘이 들고 동네까지 들고 내려오지.

것 아니에요. 근데 동네 어른 분들이 여럿이 하니까 노제도 하고 그러는 거야.

- 상주들은

집에 오면 그 신앙 나름이지만‘자리거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 만신

통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날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지내는 법

불러다가. 그날 저녁에 하지. 뭐 흔들고 그러는 거지? 혼 불러 가지고‘생가른

은 모르는데, 날 잡아서 12시에 제사 지내고 그런 건 안하니까 편리해. 그냥 돌

다’
고 광목 쭉 찢어 길 닦아 주는거야,‘대내림’
하고 그랬어.

아가시면 한날에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음식 같이 먹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

- 저승 가는 데 잘 가라고 그러는 거 같아. 좋은 데로 가라고.

까 이제 원칙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조상덕 받는 것도 다 편리한대로 하는 거

- 그러고 인제 끝나면은 동네 분들 오시라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신 앞에서 절을 안 하는 거래

- 그리고 자기들이 사십구재, 탈상, 소상, 대상 알아서 하는 거지.

- 묵념만

하고 와야 하는데, 절을 같이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 우리는 3년을 밥을 떠놨는데요.

그렇지. 셋이 같이 들어가서 교회 믿는다고 버쩍 서 있어봐. 둘은 절하는데, 그건

- 산소에서 오면은 바로 한쪽에서 상청도 꾸몄잖아.

더 욕먹어. 같이 해야지.

- 상청은

방에다 차렸어. 그것도 만신 불러“어따 하냐”고 물어, 여기가 좋으면
여기다가 하고 했어. 지방 써놓고, 상청해 놓고, 상 거기다가 놓고….
- 마루 아니면 안방에다 했어.

- 지금은

매장을 못하게 하니까, 여기 공동묘지는 못 쓰게 해요. 저거 못 쓰게 해
요. 정부 땅인데, 저거 계양구에서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할려는 계획을 잡았대
요. 아직 파라는 소리 안 하는데, 이장하고 파내야 해요.
- 다 화장해야지 뭐.

⊙ 상례 변화

- 우리 아부지 산소도 괜히 캐냈어. 보상받아야 되잖아. 하하하.

- 요새는

장례식장에서 다 해. 가면은 다 상조회에서 온단 말이에요. 거 음식 대접

- 삼백만 원씩 준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터 다 전부.
- 상복

같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걸 쓸 거냐, 비싼 걸로 해
달라면 비싼 걸로 해주고, 조금 싼 걸로 하고, 관도 마찬가지지. 관도 두께 이
런 걸로 하는데 지금 좋은 거 안 써요. 화장하니까. 매장 같은 거 할 때는 수
의도 좋은 걸로 하는데. 동네 어떤 양반이 마나님이 먼저 돌아갔어. 먼저 돌아갔
으니까 공동묘지에 모셨거든. 근데 나중에 영감님이 돌아가서 어디 산에다가 모
실라고 합장할려고 그 마나님을 캐니까, 모기장 있잖아. 그게 나와. 면은 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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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나쁜 거 없어요.
- 제가

이제 보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절에 나가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더
라구요. 지내는 방식들이.

7

장 주민 삶 속의 의례

야. 벌써 오래됐지. 그거 보고 좋은 거 써야겠다 느꼈는데, 지금은 화장하니까

제

나올 텐데. 거 나이롱 저거로 해 가지고 그 속에 모기장 속에 뼈가 살짝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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