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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금한동 천제의 구조와 성격

김  도  현*1)

目 次

Ⅰ. 머리말
Ⅱ. 금한동의 자연ㆍ인문 환경
Ⅲ. 금한동 천제
Ⅳ. 금한동 천제의 구조와 성격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하늘에 제사지낸 전통은 고조선 이래 부여ㆍ

고구려ㆍ삼한ㆍ동예를 이어 삼국시대에 이어졌으며, 고려와 조선에

서도 하늘에 제사지낸 전통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물론 시대에 따라

제사를 지낸 구체적인 대상 신(神)이나 제단, 목적하는 바는 달리

나타났다.1) 여기에서 제천(祭天) 또는 천제(天祭)는 최고신으로서의

천신(天神)이 포함된 제사를 일반적으로 이른다.2)

*  강원대학교 강사

1) 한국의 제천의례를 통시대적으로 소개한 서영대교수의 다음 글에 역사적으로 중

요한 제천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서영대, ｢한국의 제천의례｣,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 (경인문화사, 2009), 

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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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천제 또는 제천이라 불리우는 하늘(天)에 대한

제의(祭儀) 사례는 첫째,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

나 특정 산의 권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천제, 둘째, 강원도 삼척을 비

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마을 단위, 또는 여러 개

의 마을이 함께 지낸 천제, 셋째, 개인이나 특정 종교집단 차원에서

행한 천제로 구분할 수 있다.3)

이 중 마을 단위의 천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성과가 많은 것은 아

니지만,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거나 분석

한 글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 천신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신으

로 모시는 서낭신이나 산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신령으로 여겨,

기우제를 지낼 때 모시거나, 사람이나 소ㆍ말의 역병 구축(驅逐), 충

재(蟲災) 방지, 거리고사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신다. 이와 함께

천신을 모신 마을에서는 제의 과정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보다

그 격이 높은 신령으로 모셔진다.4)

2007년 김용기 교수에 의해 금한동 천제가 소개된 이후 이에 대

한 폭넓은 조사와 많은 논의가 있었다.5) 주로 최고 신령으로서의 하

늘에 대한 제사를 300여년 이상 이어온 전통, 질병 구축이라는 점이

2) 하늘에 대한 관념과 제천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 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서영대, ｢한국의 제천의례｣, 47~48.

3) 필자는 하늘(天)에 대한 祭儀 사례를 다음 논문에서 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23 [한국성곽

학회, 2013]). 최종성은 이와 관련하여 ‘하늘 경험의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우주론적 차원’, ‘지역적 차원’, ‘몸의 차원’으로 구분한 후, 그 실천 단위를 

각각 ‘제국(국가)/반국가’, ‘고을, 마을’, ‘개인’으로 구분하였다(최종성, ｢천제

와 산천제｣,  상산문화20 [진천향토사연구회, 2014]).

   하늘(天)에 대한 祭儀 사례와 관련한 3가지 유형 사례 소개는 필자의 다음 논문

을 참고하기 바람.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32 (한국종교

학연구회, 2014), 49~50.

4)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51.

5) 김용기, ｢300여년 이어왔던 금한동 天祭｣, 상산문화13 (진천상산고적회, 

2007); 이창식, ｢진천지역 금한동 천제 연구｣,  충북학12 (충청북도, 2010); 

이명복, ｢금한동 천사의 천손정신｣, 천제 (대한민국천제문화학회, 2011); 김도

현, ｢마을신앙으로서의 금한동 天祭 성격｣, 제 2차 금한동천제 (금한동천제보

존회, 2014); 최종성, ｢천제와 산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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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에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천제가 지닌 일반적인 의미를 금한

동 천제에 대입한 점, 모신 신령 문제 등에 대한 논의들이 대부분이

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천제당형 마을신앙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진천 금한동 천제를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 분석해 봄으로

써 금한동 천제가 지닌 마을신앙으로서의 구조와 성격을 좀 더 명확

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진천 금한동과 주변 지역의 자연ㆍ인문 환경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금한동 천제의 운영 양

상을 소개하고, 강원도 영동남부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행해지는

마을 단위의 천제와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금한동 천제가 지닌 성격

을 규명해 보려한다.

Ⅱ. 금한동의 자연ㆍ인문 환경

금곡리(琴谷里)에 속한 ‘금한(琴閑) 또는 금한이(琴閑-)’ 마을은

‘서원말(水門)’ 동쪽, ‘대바위(大巖)’ 서남쪽에 위치한다. 마을 뒤쪽은

천제를 올리는 산을 등지고, 앞에는 ‘옥천(草坪川)’에 닿아 있는 전형

적인 배산임수의 지세이면서,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길지이다.

금한이(琴閑-)에 속한 마을은 가장 큰 마을인 ‘금곡(金谷)’과 함께

윗말, 아랫말, 벌테, 새터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 마을의

위치를 소개하면, 마을 동쪽의 ‘윗말’과 서쪽의 ‘아랫말’, 앞에는 ‘벌

테’라 불리우는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벌테’라 불리운 마을은 들로

변해 마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복고개’6) 위쪽에 ‘새테’라

불리운 마을이 있었으나, 이 마을 또한 현재 벼농사를 짓는 들판으

로 변모하였다. ‘새터’는 ‘새로 조성된 터’라는 뜻인데, ‘신기(新基)’라

6) ‘복고개’는 ‘서원말’에서 ‘금한이’ 쪽으로 가는 작고 가파른 고개이다. ‘보(洑)’와 

‘고개’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봇고개’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가 있는 고개’

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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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자어가 대응되어 있다. 이곳 ‘새테’에는 ‘대장간’과 ‘주막집’이 있

었다고 한다.7)

마을의 인문 환경을 소개하면, 본관이 광산인 김종길8)이 청안현

회룡골에서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금한동으로 이주하면서 광산 김씨

들이 이곳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들 중

광산 김씨 후손들이 많다.9) 이에 광산 김씨들이 주로 집단으로 거주

하는 동족마을의 특징 또한 일부 지니고 있다. 축문에 의하면 마을

은 북쪽으로 갈령(갈티고개)를 끌어 안고, 남쪽으로는 큰 언덕인 용

강이 있다고 하였다. 축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90여 호가 살았다고

한다.

금한동의 생업활동은 과거에 넓은 들에 의거하여 벼농사, 삼베,

누에치기, 담배 재배, 소 키우기, 즉 논ㆍ밭 작물 재배와 담배 재배

등을 중심으로 생업활동이 이루어졌다.

현재 마을에서 보관하는 문서는 기유(己酉,1909년)에 등초한 홀기

와 진설도, 고축문 원본, 동계문서, 천제사 봉행문서 등이다. 현재

전하는 축문과 홀기는 금한동으로 처음 이주한 김종길의 증손자인

김진광이 지었다고 구전으로 전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시향 홀기

인데, 이를 통하여 금한동에서 천제가 거행된 것이 30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Ⅲ. 금한동 천제

7) ‘금한이(琴閑-)’ 지명 관련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항범, ｢‘琴閑里’ 소재 地名의 어원과 유래에 대하여｣, 제2차 금한동 천제 

세미나 자료집 (대한민국 천제 문화학회, 2014), 29~30; 조항범, 진천군 지

명 유래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ㆍ진천군, 2008).

8) 60세에 진사를 하여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고 전해지는 인물로서, 

금한동 마을을 개창하였다고 전함. 

9) 김용기, ｢300여년 이어왔던 금한동 天祭｣, 21~23.



진천 금한동 천제의 구조와 성격   31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악세봉 산 중턱에 조성된 천제단에서 매년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천신을 모신 천제를 지내는데, 이를

금한동 천신제, 금한이 천제라고도 부른다. 300여 년 전부터 마을

고유의 의식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 전에 봉행했던 금한동 천제는 주

민들이 고령화되어 매년 정초에 천제를 지내기 어렵고, 민간신앙에

대한 사회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1992년 이후 명맥이 끊겼다가 17년

만인 2009년에 재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금한동 천제단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제의양상을 간단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천제단 현황

금한동 주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억새봉(진천군 관내 다 보인

다고 함)이나, 실제 금한동을 굽어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천제

단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주봉 아래 산 중턱 정도에 해당하는데, 길

게 뻗은 산 능선에 천제단이 있고, 여기서 금한동 마을 전체를 굽어

볼 수 있다고 한다.10)

천제단의 공간 구성은 천제단과 초막, 술단지를 묻는 곳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천제단은 제단 주변 아래에 타원형으로 2단 정도의 돌 석축을 두

르고, 그 내부에 나무를 엮어 만든 제단을 설치하였다. 제단 외곽에

둘러진 이단 석축의 규모는 가로 9.5m, 세로 17m, 높이는 평균

30cm 정도이며, 부근에 산재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천

제단이 있는 곳에 예전에는 참나무가 있었는데, 고사하여 현재 참나

무로 만든 제단을 설치한다. 제단 높이는 대략 1m 정도이며, 참나무

20개를 칡줄로 엮어서 만들었는데, 매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천제단 아래에 초막을 임시로 설치한다. 짚으로 원추형으로 만든

초막은 제주가 전날 올라와서 밤을 새면서 제물을 보관하고, 준비하

는 장소로 이용된다.

10) 강원도 지역에서 마을 단위 천제를 지내거나, 산메기를 지내는 곳도 이와 유사

한 위치적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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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술은 천제단 서쪽 능선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불을 지펴

땅을 데운 후 술단지를 묻었다.

그림 1. 금한동 천제단 전경(2010년)

그림 2. 금한동 천제를 지내기 위해 설치한 초막(2010년)

금한동 천제단과 유사한 제단 형태는 태백시 백산마을 유적이 있

다.11) 이 유적을 지역에서 봉수라고 하나 실제 영동남부지역 제단

11) 김도현 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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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위치, 금한동 사례 등을 보았을 때 마을제사를 지낸 제단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태백산 천제단 주위에도 2단 정도의 석축을

쌓은 둘레돌이 크게 둘러져 있어 제의 공간의 범위를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천제단의 형태를 구분하면,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발굽형, 금한동과 태백 백산 등에서 볼 수 있는

2~3단 석축을 두른 공간 내에 제단을 마련한 형태, 제당 형태, 아

무런 제단이 없이 제의를 행할 때 가설 제단을 설치하는 형태 등 다

양하다.12) 이중 금한동 천제단은 제단 주위에 2~3단의 석축을 두른

제단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제단이 위치한 곳은 금한동을 굽

어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다.

필자는 강원도 영동남부지역 천제당의 위치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소개하면 태백산 천제단의 영향으로 태백산 줄기가

끝나는 능선의 아래쪽에 위치한 유형, 하천 옆이나 하천 중간에 형

성된 섬 내부에 위치한 유형, 산 중턱 쯤에 계곡물이 Y 자로 만나는

곳 내부에 위치한 유형, 산 중턱에 위치하여 마을을 내려다보는 곳

에 위치한 유형, 산 정상부나 그 아래에 위치한 유형 등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3)

위의 5가지 유형 중 금한동 천제단은 네 번째 유형인 산 중턱에

위치하여 마을을 내려다 보는 곳에 위치한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

에는 근덕면 초곡리 천제단, 삼척시 갈야산 천제단, 마달동 천사단,

교동 우지마을 서낭당, 신기면 대평리 천제단, 근덕면 궁촌 2리 선

흥마을 천제단, 동해시 동호동 천제단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천제

단은 대부분 마을신앙의 전개에서 상당의 역할을 하거나 마을신앙의

처소가 한 곳인 경우 함께 모시는 신령 중 상위에 속하여 최고의 신

격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이에 매년 천제를 지내며, 마을 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ㆍ태백시, 2011), 83~86.

12)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119~120.

13)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118~119.



34   종교학 연구

2. 제의 양상

금한동 천제의 제의 양상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천제단에서 행하

는 천제와 천제를 지낼 때 마을 주민들 모두가 천제에 동참하는 의

미를 지닌 마중시루로 구성된다. 이는 충청도의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마을신앙 구조인데, 그 차이라면 다른 마을들 대부분은 산

신제를 지내며 마중시루를 올리는데, 금한동에서 모시는 신령이 천

신이어서 천제를 지내며 마중시루를 올린다는 점이다.

금한동 천제의 세부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 전에 좋은 날을 정하여 3년에 1번 자

시에 천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매년 음력 10월에 좋은 날을 정하여

낮에 천제를 지낸다. 천제를 지낼 때 제관이 아니더라도 부정이 없

는 사람은 모두 천제에 동참할 수 있어 필자가 조사한 2010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제단 주위에 모여 천제 진행을 지켜보았다.

제의 전에 날짜를 정하고, 천제 3일 전에 금줄을 치고, 제관을 모

셔서 마을 내에 이들이 머무르는 곳을 선정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

게 한다.14) 이와 함께 제주를 담그고, 제단을 보수하며, 제사 당일

제물을 보관하고 제관들이 대기할 초막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희생

인 수퇘지를 잡는 등 제물을 준비한다.

천제는 홀기에 의해 진행하는데, 천제를 재현하기 전에는 정월대

보름 전에 좋은 날을 받아서 자시(子時)에 지냈기에 천제를 지내며

횃불을 흔들어 마을에 알리면 이를 보고 가정마다 백설기와 정화수

를 주로 장독대나 대문 입구에 진설한 후 각 가정별 비손을 하면서

천제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본부석에 제물을 마련하여 당시

의 전통을 대신하고 있다.

천제를 지낸 후 특별한 행사는 없었는데, 지금은 마을 잔치를 한

다. 정월대보름 전에 천제를 지냈을 때는 제사 당일 먼동이 트면 주

민 모두가 초막을 해체하고 산에서 제물을 가지고 내려와 70세 이상

14) 예전에 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제관들이 인적이 드문 집에 머무르며 천제를 준

비하게 하였는데, 이 때 제관들은 미역 줄기와 소금을 찬으로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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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께 봉송을 싸서 나누어 드렸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과 술로

음복례(飮福禮)를 하며, 앞으로의 마을 일들을 상의하기도 하고 지

난 일을 되돌아보기도 하였다.15)

그림 3. 금한동 천제에서 독축(2010년)

15) 금한동 천제에 올린 제물과 진설,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다음 논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었기에 본고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소개하였다.

     김용기, ｢300여년 이어왔던 금한동 天祭｣; 이창식, ｢진천지역 금한동 천제 연

구｣,  충북학 12 (충청북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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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금한동 천제 제물 진설 전경(2010년)

그림 5. 금한동 천제에 참여한 주민들(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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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동으로 마련한 마중시루 앞에서 비손하는 주민(2010년)

Ⅳ. 금한동 천제의 구조와 성격

1. 구조

금한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 구조는 3년 주기로 이 마을에 속

한 모든 하위 마을을 관장하는 천제와 매년 지내는 하위 마을 제사,

그리고 천제를 지낼 때 모든 마을 주민들이 각 가정별로 천신을 맞

이하는 ‘천제 – 마중시루’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한이(琴閑-)에 속한 마을은 천제단이 있는 가장 큰 마을인 ‘금

곡’과 함께 윗말, 아랫말, 벌테, 새터로 구성되어 있다. 천제단에서

3년에 한 번 천제를 지냈다는 사실과 함께 금한동에 서낭당이 3개

있었다는 인터뷰16), 그리고 마을 제사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대부분

16) 2014년 10월 25일 열린 제2차 금한동 천제 학술 세미나에서 토론을 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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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을에서 매년 지낸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금한동 마을신앙의 구

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윗말, 아랫말을 비롯한 하위 마을에서는

매년 마을 자체적으로 서낭제라 불리우는 마을제사를 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17) 이들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좀 더 큰 규모의 제의

는 마을 천제단에서 3년마다 하위의 모든 마을들이 정성을 모아서

천제를 지낸 것으로 볼 수 있다.18)

이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천신을 마을 주민들 모두가 맞이

하는 마중시루이다.

충청지역에서 전승되는 산신제의 여러 절차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의례가 마중시루이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산신제와 때를 맞춰 치성을 드리는 의례인데, 모든 마을에서 행한

것은 아니지만 충청 내륙 산간지방에서 폭넓게 전승되었다.19)

금한동에서 정월 초에 천제를 지낼 때 제관이 횃불을 올려 천제의

시작을 알리면 각 가정에서 백설기 한 시루와 정화수를 준비하여 천

제단 방향으로 진설하여 초를 켜고 천제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현재

는 본부석에 마짐시루용 백설기를 총 4개 준비하고, 백설기 좌우에

실을 묶은 통명태포를 준비한 후 희망하는 주민들이 그 앞에서 천제

에 동참하면서 비손한다.

충청도 대부분 지역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 이와 같은 마중시루를

올리지만 산신제가 아니어도 마짐시루를 올리는 사례가 있다.20) 이

충북대학교 이상희 교수 제보.

17) 현재 하위 마을 단위로 마을제사를 지낸 전통은 없어졌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의 양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8) 이와 유사한 사례는 그 주기를 달리하지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를 비롯

하여 삼척ㆍ동해ㆍ태백 등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

19) 마중시루란 산신제를 지내는 날 산신을 마중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산제당을 

향해 올리는 떡시루를 일컫는다. 즉, 제관은 산제당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같은 시각에 마을에서는 집안의 부녀자가 중심이 되어 

장독대나 마당에 떡시루를 받쳐놓고 정성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마을에 따라

서 맞시루, 마짐시루, 마주시루, 마중제, 고사시루, 마짐고사, 맞고사 등으로도 

불리운다. 이에 대한 마중시루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강성복, ｢마중시루, 지상의 가정 거룩한 예배｣, 민간신앙 (민속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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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례로 보아 금한동에서는 마을 제의인 천제에 마을 주민 모두

가 마중시루를 준비하여 천제에 동참하는 대동성을 지닌 천제를 지

냈음을 알 수 있다.

2. 성격

금한동 천제에서 모시는 신령, 천제를 지내는 목적과 위상, 그리

고 제일을 중심으로 성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시는 신령

천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첫째, 천신만 모시는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주로 산 중턱에 돌

담을 말굽형으로 둘러 제단을 둘러싼 형태, 산 정상이나 그 아래에

제단을 설치한 형태, 하천 옆에 임시로 설치한 제단 등이다. 근덕면

초곡리, 궁촌 2리, 원덕읍 월천리, 기곡리 선의곡 갈경산, 옥원리,

도계읍 황조리, 늑구리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제당은 주로 마

을에서 상당의 기능을 하거나, 비가 안 올 경우 기우를 위한 제당의

기능을 한다.

둘째, 천신과 산신을 함께 모시는 사례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태백시 삼수동 절골, 태백시 백산동 번지당골 천제당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마을에서 함께 모셔지는 신령은 주로 제당이 위치한

주산(主山)의 산신령을 천신과 함께 모시고 있다. 이들 제당에서의

20)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에서는 국사제에서 마중시루를 올린다. 이는 국사제

란 명칭과 별개로 국사신이 산신과 동일한 신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에서는 정월대보름 새벽에 장승제를 지낼 때 징소리와 

함께 장광에서 마중시루를 올린다. 이례적으로 하당의례에서 마중시루를 올리

는 것인데, 이는 장승제의 대상신인 오방신장이 산신의 성격을 대신하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강성복, ｢마중시루, 지상의 가정 거룩한 예배｣ 참조).

21)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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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제(致祭)는 비록 매년 지내지는 않더라도 1년 또는 그 이상의 주

기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천신과 기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사례이다. 천제당에서

천신과 함께 여러 신령을 모심으로써 다양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 사례는 삼척시 남양동ㆍ원당동ㆍ성북동 갈야산ㆍ마달동

ㆍ교동 우지마을과 동해시 동호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마을에

서 함께 모셔지는 신령은 주로 성황신ㆍ토지신ㆍ여역ㆍ용왕신이다.

이들 중 천신을 능가하는 신령은 없으며, 모신 신령들은 마을 내에

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금한동에서 천제를 지낼 때 읽는 축문에서 모시는 신령을 ‘산천신

기’라 한 것으로 보아 모시는 신령은 산천신으로 이해될 수 있다.22)

모신 신령은 비록 ‘산천신’이지만, 본문 내용 중 역질 구축을 위해 천

신에게 기원하는 ‘… 높고 아득한 하늘(‘悠悠昊天’)은 저희들의 부모

이시니,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보살펴주셔서 재앙이 없도록 해 주시

옵소서…’라는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신도 모셨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금한동 천제 축문에서 모신 신령은 표면적으로는 산천신이

고, 그 내용 중에는 천신을 모셔서 종교적 기원을 하였기에 다소 혼

돈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에 천신을 모시는 천제로 보기에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해 보인다. 그러나 다음 사례를 보았을 때 제의 명칭은 ‘천제’이지만

모시는 신령은 서낭이나 산신 등 천신이라 명명될 수 있는 신령과는

전혀 다른 신령을 모신 사례 또한 다수 발견된다.

[사례 1] 강릉 고봉 천제당

고봉은 신령스런 산으로 산 정상에는 제사를 모시는 천제단이 있

는데, 송암리 마을 사람들은 매년 10월 초정일(음력) 새벽에 제물을

준비하여 산정에 올라가 천제를 지낸다. 천제단에는 성황지신·여역

지신·토지지신을 모시고 있고, 천제를 지낼 때 부정한 사람은 참여

22) ‘神祇’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天神과 地祇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神이 天神이

요, 祇가 地祇다. 地祇란 곧 天神에 대비된 地神과 같은 말이다.(許愼, 《설문

해자》(說文解字. 전 30권)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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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제물은 소머리를 쓴다. 또한 마을에 가뭄이 계속 들면

하지가 지난 후에 고봉에 올라와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

[사례 2] 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 천제당

천제당에 대하여 1916년 편찬된 심의승의 삼척군지(三陟郡誌)
에 “… 갈령(葛嶺)은 안일왕산(安逸王山)이라 칭하며, 그 동쪽에 봉

수산(烽燧山)의 연대구지(烟臺舊址)에 지금은 성황사(城隍祠)를 설

하였으며, …”23)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1910년대에 봉수대 옛터

가 마을신앙의 대상물로 치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원래는 ‘성황사

“였는데, 모시는 신위가 천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이후 마을에서 ’

천제당(天祭堂)‘이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3] 삼척시 성내동 天祭 [갈야산 중턱에 있는 제단에서 행하

는 천제]

삼척의 읍치성황사가 위치한 진산인 갈야산 중턱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천제단이라 부른다. 흙담을 ㄷ 자형으로 쌓아 그 내부에

흙 제단으로 만들었으며, 제일은 정월 초하루 자시이다. 축문에 따

르면 모시는 신령은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이며, 제수는 떡

3시루, 소머리, 해물전ㆍ삼색과 각 3그릇, 제주 3단지 이다.

[사례 4] 충북지역 천제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한 <한국의 마을신앙>에서도 충

북지역에서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4곳 소개되어 있다. 제천 덕산면

금곡마을 천제, 미호천둑 천제, 진천군 수문골 천제, 증평군 원평마

을 천제사인데, 모두 연초에 천제를 지낸다. 모시는 신령은 천제임

에도 불구하고 서낭신이나 산신을 모신 사례가 3곳이다.

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비록 축문이나 기타 자료에서 모시는 신령

중에 천신이 없더라도 마을 제의를 천제, 제당을 천제당으로 명명하

23) 沈宜昇, 三陟郡誌, 1916, 遠德面 月川里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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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

되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신령 명칭 변화 과정이나 천제를 지내는

목적성을 고려하여 천제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한 마을에

머무르지 않고, 인근의 다수 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비논리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진다.24)

나. 천제를 지내는 목적과 위상

천제는 그 기능과 마을 내 다른 신령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전승되는데, 금한동에서 천제를 지내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축

문에 잘 나타나 있다.

… 지금 병마가 생겨서 저희 고장에까지 뻗혀 와

먼 곳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서민들은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마음을 졸이고 애간장을 태우니

음식을 먹어도 달지가 않고 잠자리에 들어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신명께 제사를 지내고

삼가 괴로움을 하소연하며 이에 주효(酒肴,술과 안주)를 받들어

올립니다.

높고 아득한 하늘은 저희들의 부모이시니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보살펴주셔서 재앙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24)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이의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논

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조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

위 제의는 천제, 하위 제의는 서낭제 등인데, 시간이 지나며 상위 제차인 천제

에 결속된 마을들이 분리되어 나가고, 중심마을에 있는 천제단에서 하위 제의를 

행한 마을에서는 서낭제나 산신제를 지내게 되고, 이것이 정착되면서 천제단에

서의 제의에서 천신 모심이 사라지고, 하위 마을 제차에서 모신 신령만이 나타

나 천제단 제의와 어긋남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하위 마을이 분화, 독립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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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의 어리석은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원을 들어주신 나머지 명철한 명령을 내리시고

혁혁한 위엄을 드날리심으로써 악질(惡疾)을 몰아내시고

상서롭지 않은 일을 막아주소서.

병마가 없도록 온 산천을 깨끗이 소제하시고

저희들의 지역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장수하는 고장에 화평한 바

람이 일고

백성들과 동식물이 길이 번창하게 하여 주소서. …25)

위의 축문을 통해 금한동에서 천제를 지내는 목적이 나쁜 전염병

을 막아서 마을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한 축문에서 산천신을 모셨지만, 축문의 내용 중에는 ‘유유호천(悠悠

昊天)’ 즉 천신에게 나쁜 전염병을 구축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26)

천제를 통해 나쁜 악질을 구축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사례를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개산의 천제단에서의 제의

화정면 개도리 화산 천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이 마을에는 군마(軍馬)를 키우는 목장이 있었는데, 군마

가 병이 들어 죽으면 그 책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에 주민

들은 정신적·신체적 위해(危害)를 피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군마

가 병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현

재는 농사와 바다일이 잘 되고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

25) 김용기, 「300여년 이어왔던 금한동 天祭」, 『상산문화』 13호 (진천상산고적

회, 2007), 24~26.

26) 조선시대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광해~고종), 승정원일기(인
조~고종)에 실린 역병이나 돌림병에 대한 다양한 대책 중 여제를 지낼 향축

(香祝)을 하사하거나, 여제를 지내도록 조치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역병을 막기 위한 

종교의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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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울진 북면 쌍천리 독미산 천제당

쌍전리 동제는 서면 쌍전리의 덕거리(쌍전1리) 대봉전(大鳳田)마

을 앞 독미산에 있는 천제당(天祭堂)에서 3년에 한 번 음력 정월 14

일 자시(子時)에 마을의 태평무사와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천신(天

神)에게 지내는 마을 제의이다.

쌍전리에서 전해 오는 ‘천제당 이야기’를 보면 예정된 날에 제를

모시지 않으면 마을에 돌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

한다. 이 때문에 쌍전리 주민들은 태평무사와 풍농(豐農)을 기리고

재앙이 없기를 기원하는 마을 제사를 3년에 한 번이라도 지내고 있

다.

[사례 3]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제

마을에서 소가 병이 들어 죽고, 마을 청년들이 다수 자살하는 등

우환이 끊이지 않자 마을 내 천제봉에서 10년에 1번씩 소를 희생으

로 하여 날을 받아 천제를 지낸다. 이후 마을의 우환은 사라져서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 사례 이외에도 각종 역질 구축을 위해 천제를 지낸 사례는 전

국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금한동 천제를 지낸 일시가 매년

정월 대보름 이전 좋은 날을 받아서 자시에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천제를 지낸 계기는 인근의 여러 마을을 아울러서 역질 구축을 위한

천제를 지냈으며,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서 3년에 한 번씩

지내는 마을 제의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한동 천제단은 천제를 통해 역질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목적과 함

께 마을 내 공동체신앙의 상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천제단이 마을

내 공동체신앙에서 상당 역할을 하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삼척시 원덕읍 월천 3리 가곡산 천제단

천제단은 주로 마을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격이 높은 대상으로서

치제되거나 개인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풍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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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하는 대상물로 치제되며, 부수적으로 간수 단지를 통해 풍흉을

점치는 등의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수(祭需) 준비에서 천제단 제물에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데, 생선, 과일 등에서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을 비교하여 가장 좋

은 것을 올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의 과정은 천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팽나무를 신목으로 한 할아버지당과 바닷가에 있

는 할머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예전에는 마지막 절차로 바닷가

에서 용왕제를 지냈다고 한다.

[사례 2] 삼척지역 사례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서는 ‘천제단 → 서낭당’, 근덕면 교가 2리

제동 마을에서는 ‘천제 → 용왕제’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천제

단을 상당으로 여겨 가장 큰 정성을 드린다.

이에 비해 인근의 원덕읍 호산리 해망산 천제단에서 ‘천제단 →

할아버지당 → 할머니당’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서는 할

아버지당에 가장 많은 정성을 드린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도계읍

무건리의 ‘천제 → 성황제’, 근덕면 초곡리의 ‘천제 → 성황제사 →

수부신 위함’과 근덕면 궁촌 2리에서의 ‘천제 → 윗서낭제 → 아랫서

낭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마을에서도 천제단을 상당으로는

여기고 있으나, 실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하여 성황신을 더 중

요하게 여기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한동 천제단은 마을공동체신앙에서의

상당 역할을 하며, 그 목적은 역병 구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제일(祭日)

천제단에서의 제일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례와 비정기적으

로 이루어지는 의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의례는 대부분 가뭄이 들었을 때 행하는 기우 의례가 대부분이

다. 따라서 이들 의례는 비록 비정기적이고, 늘 새로운 날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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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4월 말 ~ 5월 초 사이에 날을 받아 천

제를 지낸다. 매년 또는 수 년을 주기로 천제를 지내는 제당에서도

날을 받아서 지내는 예가 많다.

강원도 삼척지역을 예로 들면 삼척 시내에 있는 남양동 천제당,

갈야산 천제단, 마달동 천고사 등 대부분의 제당에서는 음력 1월 1

일 천제를 지낸다. 근덕면 초곡과 원덕읍 월천 등 해안마을에서는

주로 1월 15일 천제를 지내며, 도계 지역에 있는 무건리에서는 3월

3일, 심포리와 한내리에서는 4월 중에 택일하여 지낸다.

이것으로 보아 제일은 지역 여건과 마을 내 다른 제당의 제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날짜가 정해져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한동에서는 현재와 같이 10월에 지내기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정월 초 날을 정하여 자시에 지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새해를 새롭

게 시작하면서 천신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안과태평하

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원하기 위한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금한동에 전해오는 축문 내용을 보면 천제단에서 천제를 지내는

목적은 신령께 정성을 드려서 마을 주민들을 역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역질이 창궐하면

특정 마을만이 아닌 인근 마을도 그 영향을 받기에 공동으로 대처해

야 하고, 금한동 천제단이 있는 위치 등을 고려해 본다면 금한동 천

제는 금한동 특정 마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인근 마을을 포

함하여 천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금한이(琴閑-)에 속한 마을은 천제단이 있는 가장 큰 마을인

‘金谷’과 함께 윗말, 아랫말, 벌테, 새터로 구성되어 있어, 각 마을에

서는 매년 마을 단위의 동제를 지내면서 이들 마을들이 모두 모여

천제단에서 3년에 한 번 천제를 지냈다는 사실을 통해 ‘천제단 –

하위마을 제당’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금한동 마을신앙의 구조를 파

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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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천제를 지낼 때 모든 마을 주민들이 각 가정별로 천신

을 맞이하는 ‘천제 – 마중시루’를 통하여 금한동에서는 마을 주민

모두가 동참하는 대동성을 지닌 천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금한동 천제는 1992년 이후 단절되었다가

2009년 현재와 같이 매년 10월에 지내게 되었다. 이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정월 초 날을 정하여 자시에 지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새해

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천신에게 새해 인사를 드려 안과태평하고, 건

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원하기 위한 제의였던 전통이 1년을 마무리하

는 감사제의 의미로 변화하였고, 깨끗한 제관들만이 참여하던 천제

에서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열린 제의로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당 명칭이 ‘천제단’이고, 마을 주민들도 하위 마을 주민들이 동

참하는 천제를 3년 주기로 지냈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천제를 지내

는 목적이 역병 구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금한동 천제단에

서의 제의가 ‘천제’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전하는 축문 내용의

중간 부분에 ‘하늘’, 즉 천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이 있지만 천제를 지

내기 위해 축문의 앞 부분에 모신 신령이 ‘산천신기’ 즉, ‘산천신’이라

는 사실은 금한동에서의 제의를 천제라고 규정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주제어 : 금한동 天祭, 천제단, 서낭고사, 마중시루, 역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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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Village

Rituals for Heavenly Deity in

Geumhandong, Jincheon

Kim, Do-Hyeon(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the village rituals for heavenly deity in Geumhandong,
Jincheon. Looking into the text of written prayer descended in
Geumhandong, the purpose of rituals in Cheonjedan is to protect
villagers against small pox by offering a devout prayer to

heavenly deity.

Like Geumgok, the biggest village that has Cheonjedan, the
village which belongs to Geumhan-yi consists of WitMal
(uptown), AhraetMal (downtown), BeolTe, SaeTeo. Each village

performed town-unit rituals annually, and every three years

they got together for rituals to heavenly deity in Cheonjedan.
From this, we can figure out the structure of Geumhandong
belief which can be organized as ‘Cheonjedan-subordinate village
shrine’.

We also can see that each Geumhangdong family welcomed
heavenly deity performing ‘rituals for heavenly

deity-MajoongShiru’ and that the villagers joined all together
with unity.

keywords : Geumhandong, rituals for heavenly deity,

Cheonjedan, MajoongShiru, chasing away small p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