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朝蘇時代 國家후E典과 훌훌鷹性의 수용 
- 輔흙軟의 整備를 중심으로 -

서론 

I. 17 .8 세기의 析雨聚次
11. jf告農빼의 순차 
m. 輪輪雨奈의 순차 

1. 龍의 형상화 
2. 奈楊의 작위성 
3. 觸陽 중심의 공간구성 

결론 

서론 

이 욱‘ 

한국 종교사에서 연구할 때 불교 유교 도교 민간신앙으로 구분되어온 개별 종 

교의 범주를 넘어 종교문화 전체롤 서술하는 것윤 종교학올 공부하는 사람의 한 

바랩이다. 삼국시대 이래 여러 전통 종고까 계속 공존해왔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 

만으로 우리 종교문화를 제대로 서술활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전통종교의 개별적 

합으호 우리의 종교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종교현상에 덧 

붙여진 각 종교의 언어에서 과감히 벗어나 종교현상들의 역사적 실체를 보다 명확 

히 파악하고 그것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역사적 실 

체에 다가가는 것으로 한국종교사의 서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서술할 새로운 언어의 창조에까지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 

실과 바랩에서 도출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융비흔 한국종교사률 서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국종교사의 서술을 위한 하나의 모색으로 필자는 한국종교롤 새로운 

* 서울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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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새로운 자리란 다종교상황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롤 통제하고 창출혜 나가는 현실의 자리로서 구체쩍으로 디음 두 가 

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전통사회에서 최대의 권력기구이자 종교행위의 주체였던 

“國家”의 자리이다. 물론 이 국가는 근대 민족국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대 

국가의 형성 이후 유교 불교， 도교 둥의 종교조직에 의해 훼손되거나 위축되지 않 

고 오히려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지속되어온 권력장치로서의 국가이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왕권올 중심으로 한 국가는 자신의 권력기구， 즉 官이라는 

툴 내에서 여러 종교들을 통제하면서 각 종교적 信行들융 받아들였다. 조선시대와 

같이 유Ðt 국가이념의 지표로 되어 다른 종교들울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때에도 이들을 완전히 말살하지 않았다. 국가 권위에 대한 위협이 없다면 각 종교 

들은 백성들의 마음올 편안히 하기 위한 심리적 통치의 방편으로도 필요했다. 이러 

한 타협적 태도는 여러 종교의 사회적 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 

교적 상황의 전체는 아니지만 지배적 구조의 단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로 

간주할수있을것이다. 

또 하나의 자리는 전통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현실， 곧 “淡難”이다. 자연 

의 변덕스러운 변화에 삶의 많은 부분을 노출시키고 살아야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자연재해란 항상 공포와 고통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 평균수명이 30세 미만일 정 

도로 죽음은 일상적이었으며， 특히 빈약한 영양상태 속에 면역체계롤 제대로 갖추 

지 못한 영아의 사망은 심각한 것이었다. 또한 파종 후 초조히 견뎌야 했던 봄가뭄 

의 불안은 거의 정례적이라 할 정도로 다반사였으며， 전쟁과 부역 둥 사회적 억압 

과 재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러한 삶의 정황온 당시 제종교들이 뿌 

리내리고 있는 현실이었다. 각 종교들은 이러한 고통의 의미를 밝히는 것뿐 아니라 

이들을 제거하는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주술적 도구로서 요청되었다. 이 재난의 자 

리에선 개별 종교 각각의 구심점올 향하여 삶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 

체적 목표를 위해 다양한 종교들이 조합되어 드러남으로써 각 시대의 종교현상을 

극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와 재난은 각각의 자리에서 한국종교사를 서술하는 데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지만 본고얘서는 이 물을 결합히여 살펴보려고 한다. 재난에 

대한 반웅의 주체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1차적으로 국가가 모형올 제시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 이념에 경도된 조선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이 

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다 더 강화되었다. 한편 본고에서는 다양한 재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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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국가적으로 가장 많올 신경을 쓴 가뭄올 대상으혹 하였다. 즉 국가에서 거 

행하는 析雨嚴禮를 통해 개별종교의 서술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삶의 위기 속에 

서 종교적 경험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결합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한국종교사， 좁게는 조선시대 종교적 상황의 전모률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지극히 형식화된 일부분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조 

선시대 종교적 상황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비를 부르는 기술” 곧 기우의례에는 하나의 양식만이 있었던 것이 아 

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설행되는 기우의례는， 대상과 벙식올 달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또한， 한 의례 속에도 갈래률 달리하는 요소들이 혼합 

되어 이루어질 때도 있었다. 어떤 모습이든 기우의례는 당시 사랍들이 생각하던 영 

험성의 총동원이었다. 그러나 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신이나 방식이 무한정으로 있었 

던 것은 아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였던 것도 아니다. 신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력과 경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우의 방식 역시 오랜 경험의 결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의 결에는 민간신앙뿐만이 아니라 무속， 불교， 도 

교， 그리고 유교 둥 오랜 시간올 같이 해온 여러 종교들이 각각의 혼적을 남기고 

있었다. 

조선시대 기우의례의 최대 주관자였던 국가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수용하기 

도 하고 또 예교국가의 명분에 맞추어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불교 도교， 그리고 무 

속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던 조선전기률 지나면서 국가는 판료 중심의 기우의 

례를 일정한 차수에 따라서 진행활 수 있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오면 <12 察

次〉라는 析雨聚次를 통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우의례를 마련하여 常

式으혹 삼았다. 1704년(숙종30)에 정해진 12제차는 『國朝五禮嚴』에 포함된 “빼告 

嚴禮”를 중심으로 기우제차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12제차에도 국가사전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질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다. 특히 龍 관련 

기우의례[購빼祚雨聚]는 조선시대 마지막까지 국가기우제의 주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게된다. 

본고의 중심 주제는 이 12제차를 중심으로 국가 기우제의 제차형성의 동인들율 

찾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12제*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질서 

지워 졌는가률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불고는 먼저 12제차률 순환의 마디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전반부는 “기고의례”롤 “j1fl格의 상 

숭”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열한 제차로 가정하였고、 후반부는 이질적 요소인 “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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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제의 수용순서”로 가정하였다. 특히 용신기우제의 제차구성융 절정하는 요인융 

대상신인 용진에 대한 “形象化의 程度” “聚楊의 作廳性” “漢錫 중심의 空間構成”

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용 통해서 조선시대 기우제가 가진 복합생뿔 아 

니라 이 복합성이 위기의 순간에 표출되는 과정율 살펴볼 수 있울 것이다. 

1. 1 7 . 8 世紀의 祝爾察次

숙종 30년(1704) 4월부터 6월까지 가뭄에 시달리며 여러 기우제훌 셜행하였던 

조정에서는 6월 29일 당시 예조판서 閔鎭傳(1659-1720)의 발의에 따라 기우제의 

제차를 12단계로 정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우제는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차수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기우제차가 한번에 

셜행해야 할 제소가 지나치게 많고 또 동일한 곳이 너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예 

가 번잡해지고 제사률 업신여기는’[煩홈 상태에 이르렀으며 ‘대충대충 해치워버리 

는’[힘簡之愚J 폐단이 생겼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간략하고 단계적인 

기우제차롤 마련하여 이후의 정식으로 삼았다)) 

번잡하디는 비판올 받았던 17세기 기우제차률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析雨察繼錄』에 실려있는 기우제의 실제 실행 순서률 통해서 역으로 재구성 

할 수 있을 뿐이다Ir기우제둥록』은 1636년(인조14)부터 1889(고총26)까지의 기우 

제 젤행에 관한 기록를 담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704년 이전에도 한벌이 들 

면 3→4일 간격올 두고 일정한 차수에 따라 대상을 달리하면서 기우제가 설행되었 

던 것올 알 수 있다'. 1636년(인조14)부터 1704년(숙종30)까지의 기록올 통해 볼 

때 제 7차까지는 명확하게 순서를 파악할 수 었다. 제 8화와 제 9차는 몇 사례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제 10차 이후에는 한 건의 사례만 있어서 단정 

1) ~析雨聚登錄~(奎童開所藏 奎12901 ， 禮홈 編， 6冊) ITI, 康申年 6月 29日 rr析雨察鷹
錄』은 인조14년(1κ휩)에서 고종26년(1얹쟁) 사이에 셜행된 기우제에 관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기우제 내용이 중심이지만 析請聚에 관한 기록도 있으며， 기우의 웅 
답이 있올 때 지내는 報뼈察， 지방의 기우제에 향축과 전물율 하송한 것， 강우량 
의 측정 둥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기우제둥록』윤 시기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다. 남아있는 기록의 시기률 책수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책 : 1636(인조14)-1661(현종2) / 제2책 : 1679(숙종5)-1694(숙종20) / 제3책 : 
1쨌(숙종21) -1723(경종3) / 제4책 1755(영조31) -1778(정조:2) / 제5책 : 1782(정 
끊)-1842(헌종8) / 제6책 : 1없8(헌종14)-1쨌(고종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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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우선 1704년올 기준으로 17세기와 18세기의 제차파정옳 도 

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7世紀와 18世紀 析雨奈次

次數 17 世紀 18 世紀

1 三角山 • 木흉山 • 漢江 風훌훌雨 • 山JII- 홉E 三角山·木짧山·漢江 

2 社樓·宗뼈 - ~b했 龍ÚJIT -精子島

3 
三角山 • 木竟버 · 蘭~沈虎盧 風훌雷雨 - ，山JII-

風賣짧雨·때11- 흙E 
졸:fE 

4 楊律·德뿔·죠冠山·網홉山·松數山 北쨌·社樓 

5 
構子島 · 龍Ú.J江 • 冠홉山 - *1淵 · 未뺑淵 · 獲迷律

宗薦
·辰훌했業 

6 it樓·宗關 - ~b했 三角山 • 木寬山 • 漢江(沈虎행) 

7 三角山 • 木寬山 • 漢江， 風훌雷雨 • 山)11 -聊E 龍山江·格子島

8 
樓律 • 德律 • 五冠山 • 組홉 • 松톰 / 薰華I홉뼈빼k삐h 

風훌훌雨 • 山JII- 홉e 
娘jfJf雨) / 聞뼈牌柳 

9 
積子島·龍U따·冠톰山-*빼·未輪<< -獲迷律 / 北쨌 • 幕華館뼈빼빼톨용，jfJf雨) / 

慶會樓池邊(빼뼈，jfJf雨) 뼈뼈훌柳 

10 따t樓 • 훌훌혜밟遺(빼빼析雨) 

11 
宗뼈 • 春樓池훌빼빼新雨)， 

뉴--
春塊훌뼈빼陽흙雨) 南門聞塞， ~t門開旅 邊市

표方士龍奈 五方土龍聚/

12 樓뿜·德律·죠冠山·뼈홉·松홉·冠홉 

·朴빼·未積뼈·獲迷律·辰훌했榮 

@ 근거 : 17세기 기우채차는 『析雨聚뺨錄』에 기록된 셜행기사훌 통해서 재구성 

한 것이며， 18세기 기우제차는 숙종 30년07여)에 정식화된 기우재차 

임，2) 

<17세기 기우제차>률 보면 우선 “三角山 · 木짧山 • 漢江 · 風훌寶雨 • 山)11 • 훌 

jE"가 기우제의 첫 대상이며 순환의 마디이다. 이 제 1차와 제 2차의 “宗願 • 社樓

. ~t했”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색올 지닌다. 이들은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롤 
드려주는 신들이다. 즉， 『국조오례의』 r吉禮」조에서 大 · 中 • 小jE의 범위에 들어가 

2) w蕭宗實緣』 鄭9， 蕭줬O年 6月 甲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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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격툴올 대상으로 한 의례이다. 이렇게 국가사전에 포함된 신을 대상으로 한 

기우제를 본고에서는 “析告嚴禮”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다시 삼각산 동으로 돌아오는 제 3차 기우에서는 단순히 첫 번째의 반복이 아니 

라 새로운 의례가 첨가된다. 제 3차 이후의 과정에서 의례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 

은 龍과 관련된 기우재이다. 한쐐 沈虎’라는 용신기우제가 덧불여진다. 그리고 제 

8차， 제 9차에 幕華館池와 慶會樓池에서 벌어지는 械陽術雨가 나타난다. 그리고 마 

지막에 五方士龍聚가 보인다. 이러한 용 관련 기우는 제 1차와 제 2차에서의 대상 

괴는 달리 국가사전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용을 대상으로 한 의례 

들을 본고에서는 “용신기우제”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였다.;)) 

한편， 기고의례와 용신기우제 사이에 진행되는 여러 기우의례들윤 주로 산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 4차와 제 5차에 나오는 陽律， 德萬 五冠山， 뼈톰山， 松蠻U ’

과 橫子島， 龍山IT.， 텀f홈山， 朴淵， 未積淵， 獲迷律， 辰嚴썼榮는 한성부와 경기도에 

있는 영험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산천에서 설행되는 의례는 양식 

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뚜렷이 구별된다. 먼저 양진， 저자도 용산강 그리고 박연에 

서의 의례 대상은 용이다. 양진과 박연은 호량이 머리를 물에 넣어 용을 자극하는 

침호두기우를 설행하던 장소이다. 그리고 용잔강과 저자도에서는 용의 그림올 제단 

에 세워놓고 기우하는 畵龍察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의례들은 용신기우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오관산， 감악산， 송악산， 관악산， 화적연， 도 

미진은 삼각산이나 한강과 같이 산천제를 행하던 곳이다. 특히 오관산， 감악산， 송 

악산은 중사인 “數 • 海 · 홈’이나 소사인 “名山 • 大川”에 포함된 신격들이다. 그러 

므로 이들은 기고의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4) 

이러한 의례의 구분을 통해서 숙종 30년에 제정된 기우제차률 살펴보면 다옴과 

같은 특정이 나타난다.0 <18세기 기우제차>는 17세기와 달리 제 5차까지가 순환의 

주기이다. “삼각산 • 목벽산 · 한강”에서 시작하는 기우의례는 제 6차에 이르러 다시 

“삼각산 · 목벽산 • 한강”으로 돌아간다. 제 6차를 기준으로 놓고 전 • 후로 나누었을 

때 제 5차까지는 기고의폐가 중심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제 6차부터는 기고의례 

가 다시 순서대로 설행되지만 차수에 따라 용신기우제가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므 

로 <18세기 기우제차>롤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변수는 제 5차까지의 기고의례와 

3) 조선시대 국가 기우제에서 석척기우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용관련 기우 
로 포함시킨 것은 최종성의 다음 논문에서 처옴이다. 최종성 r용부렴과 용부림꾼 
: 용과 기우제」， 『민속화연구~ 6, 1잊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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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이후 용신기우채의 순차롤 정하는 기준이라고 불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 

서는 “기고의례의 순차’와 “용신기우제의 순차”롤 중심으로 17세기와 18세기의 기 

우제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ll. 祝告構禮의 擔次

<18세기 기우제차>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기고의례의 순서률 정하는 기준은 

당시 대신들악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숙종 30년에 기우제차 개정의 주 

도자였던 민진후는 단계적인 기우설행을 위해서 “삼각산 • 목벽산 • 한강 • 용산강 

· 저자도 • 우사 · 풍운뢰우”의 순서로 기우제를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 그는 이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천은 쫓祝와 雷雨의 신보다 조금 낮으묘로 아래로부터 위로 이르는 것I自下士 

4) 이 구분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기고의례와 용신기우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 
들은 주로 그 설행동기가 다양하다. ‘辰岩뺏業’는 삼각산의 진암이라는 바위에서 
멜나무를 태워 연기를 내며 기우하는 의례이다. 이는 구름이 모여 비가 되는 것 
을 모방하는 주술적 행위라고 활 수 있다. ‘聞關搬柳’는 민가에서 병에 물을 채우 
고 그 입구를 막고 버드나무륨 꽂아 문입구에 거꾸로 매달아놓는 것이다. 이것 
역시 비가 오는 것올 모방한 모방주술이다. ‘閒南門開北門’은 가붐이 陽의 기운이 
성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여겨 양의 상정인 남문을 닫아 누르고 陰의 상정인 북문 
을 열어 비보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遭市’는 시장을 옳겨 펼요한 것만올 사 
고 팔게 함으로써 근신함율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시장옳 따라서 사랍이 이동 
하는 것으로써 구름의 이동올 모방한 모방주술적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월훌禮區分 홉윷I훌 월흉禮의 對象 또는 찢樓 

훔宗關 · 察홈t樓 先王 · 國社(尼土) . 國樓(팀樓) 

jT告 聚山川
~t했(數海톰名山大JlI) . =:角 · 木寬 · 漢江

NT告 德律，五冠山，組톰山，松鐵山，冠홉山，火積淵，獲迷律， 
嚴禮

jE風賣雷雨 風師·寶師·雷神·雨師
쫓jE 句흔·祝顧·購收·玄莫·텀土·텀樓 

龍神
沈虎頭 漢江·楊律·朴淵

l빼*용i'T雨 幕華@홉池邊·慶會樓池邊·春塊훌池邊 
造作

NT雨
죠方士龍蔡 좁龍 .i}j;龍 • 黃龍 · 白龍 • 黑龍

嚴i톨 
용폰 

畵龍察 $홉子島， 龍山江
陰關 開北門 閒南門 · 까훨鼓 • 遭市
기타 閒關빼柳·辰岩했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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遭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삼각 • 묵벽 · 한강융 훤欣로 하였으며， 

용산강과 차자도롤 再次로 하였습니다. 우사와 뇌우는 三次로 하였슐니다~5) 

민진후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상송하는 진행순서훌 주장하고 있다. 민진후 

가 제시한 상숭의 원리는 “神格의 高下”이다. 즉 산천신파 우사 • 풍운뢰우신의 지 

위를 비교할 때 풍운뢰우신이 산천신보다 높다는 인식이다Ii'국조오례의』에 의하면 

풍운뢰우와 우사는 모두 中祝에 해당한다. 같은 중λ}이면서도 풍운뢰우신이 산천신 

보다 높은 것은 이 둘이 함께 모셔진 南뿔의 경우률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남뺀1 

모셔진 풍운뢰우신과 산천신 그리고 성황신의 신위배열울 보면 풍운뢰우신올 가운 

데 주신으로 모시고 산천신과 성황신은 좌우에 배사하도록 되어 있다. 곧 빼歲인 

산천신이나 성황신보다 꿨빼인 풍운뢰우신이 높은 자리롤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산천신은 중사인 “악해독”과 소사인 “명산대천”으로 나쉰다. 삼각산과 한강은 

중A써l 해당하는 반면， 목벽산은 소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 • 소사가 혼재해 있는 

산천에서 먼저 거행하고 중사인 풍운뢰우에게 기우하지는 의견이다. 즉， 가우제률 

“신의 위계적 상숭”에 맞추어 배열하자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대로 하면 “삼각산 • 목역산 • 한강”보다 “용산강 • 저자도”에서 기우제 

롤 먼저 설행하여야 한다. 용산강과 저자도는 국가의 사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한성부 주위의 하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논지는 이전에 “삼각산 • 목벽산 • 

한강 • 풍운뢰우 • 산천 • 우샤’로 같이 설행되었던 광범위한 설행단위흘 “삼각산 • 목 

벽산 • 한강”과 “풍운뢰우 • 산천 • 우샤’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설행하자는 데에 있 

다. 그리고 용산강파 저자도는 산천에 대한 제사라기보다 뒤에서 살펴볼 용신기우 

제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17세기에 4차에 설행하던 이 두 곳용 “산천”이라는 범위 

내에서 전반부로 배치하였지만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것은 불가능하였올 것이다. 

신의 위계적 상혐l 따른 自下t達의 구조는 “삼각산 • 목벽산 • 한강 • 용산강 

• 저자도 • 풍운뢰우 • 우샤’의 순서 다음에 大祝인 사직과 종묘훌 연결함으로써 

완결된 구조훌 가진다. 즉， 이러한 구조는 가뭄이 장기화될수록 그것옳 해결할 수 

있는 신의 위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위계적 상숭에 대해 반론도 만만짧다. 기우에서 중요한 것 

은 신의 “위계”가 아니라 “직분”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李옳(1645-

5) Ii'析雨奈登훌훌~ m, 康申年 6月 29日， “山川比꿇祝寶雨之神 亦稍짧自下達t 似뚫得 
宜 故以三角木짧樓江薦初次 龍山格島寫再次흉te홉雨짧-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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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는 민진후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갈이 주장한다. 

W(국조)오례의』에서 우사와 풍운뢰우흩 기우의 장소로 삼았슐니다. 여기에 감용 

이 없은 뒤에야 鐵 • 홈의 여러 신에게 기도해야 활 것 갈습니다. 이것이 소위 여 

러 곳올 두루 돌아다니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6) 

이여는 비를 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률 주관하는 신， 곧 우사와 풍운뢰우 

신에게 먼저 벌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들에게 벌어도 효햄이 없올 때에야 다른 

신들에게 비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조오례의』의 본 돗이 

라고주장한다. 

여기서 잠시 『국조오례의』에 있는 기우관련 의례률 살펴보A. 기우제에 포함된 

기고의례들을 대상이나 장좌} 아니라 의례명칭으로 구별하여 이여가 상정하는 순 

서로 나열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W園朝五끓嚴l所數 所雨@聯 嚴禮

순서 의례 대상신 

1 
風훌寶펴홉뭘析雨嚴 風·훌·雷·爾神 

휩E뺑析雨훌훌 句혼·祝嚴·薦收·玄흉·尼士·텀樓 

2 時早짧jff훌훌悔톨及諸山)1 1 三角山·木쩔山·漢江 

3 
時早北했훨팎鐵海톨及諸llJ)11嚴 澈·海·홈·鎭 名山·大川(~때 望奈)

;iIf告社樓嚴 社·樓

4 析告宗薦嚴 先王

이 여섯 가지 의례들은 “析雨” “析”， “斯告”라는 이륨이 불어있다. 곧 원하는 바 

를 기원하거나 아뢰는 의례들이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비와 연판된 것은 “析雨”의 

례인 풍운뢰우와 우사이다. 풍운뢰우는 기후 현상을 담당하는 星神들이다. 그러므 

로 가뭄에 가장 먼저 찾。싸 되는 신이라고 활 수 있다. 한편 우사는 신올 가리키 

는 명칭이 아니라 중국 고대로부터 비롤 비는 기우의례롤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시 

대 우사가 비록 上帝에게 비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비롤 위해서 

6) w析雨蔡빼鐵.ø III, 康申年 6月 29日 , “五禮農以賽뼈及凰훌홉雨짧析雨之所 於此薰應
然後似當휴於鐵홈諸神 所謂遍走합望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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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은 확실하다. 이와강이 『국조오례의』에서 “기우”라는 명칭이 불은 의례는 

직접적으로 비와 관련된 신이거나 제의률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가뭄일 때 기도，"[時早빼]하는 산천제 역시 의례의 명칭상 기우와 직접적으 

로 연관된 의례이다. 그러나 국가의례에서 산천신은 비만을 전담하는 신이 아니다. 

국가사전에서 산천은 인간에게 재물을 제공해주는 신이자 진호하는 신이며， 가뭄뿐 

아니라 홍수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찾아가서 비는 신이다， 7) 야러한 복합적 

역할은 때로 각 신이 가진 고유한 영역을 무너뜨리기까지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후의 변회는 풍운뢰우신이 담당하고 있지만 홍수가 발생하여 析請聚롤 드릴 때 

에는 풍운뢰우신이 아니라 산천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드리는 屬察가 있음에도 산천신에게 벌었다. 

마지막으로 사직과 종묘에서 고하는 “기고”의례는 재난딴이 아니라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모두 아뢰는 것이다. 사직의 경우 토지와 곡식을 관장하기 때문에 농 

사와 관련된 기능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당시 중세사회에서 삶의 터전과 곡식의 

성장은 삶의 총체이며 가장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에 일부분의 기능산보다는 종합 

적인 성격을 저닌다. 그리고 국가의 존망올 사직단의 존빼로 상정하듯이 사직은 국 

가의 주권을 상정하는 신격이다. 한편 가뭄에 종묘를 찾는 것윤 돌아가신 先훌들이 

상제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현실의 고통올 전할 수 있는 신격으로 여겨졌기 때 

문이다ß) 이것은 매개의 기농적 역할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자로서 모든 일올 관 

장하는 지위에서 말미암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이여가 주장한 단계의 전이는 신이 가진 기능적 역할의 확대과정이다. 

그는 비를 전담히는 풍운뇌우와 우사에게 먼저 빌고 그 디음 재난에서 백성을 진 

호하는 산천신에게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국가 최고의 신격인 사직과 종묘로 이 

7) r春秋左民傳』 昭公1年， “山川之神 則水훔屬俊之%於是乎榮之" 

8) 이러한 변은 r宗顆析雨蔡文」에서 잘 나타난다. “상제의 궁궐문을 열고 좌우에서 
사정올 전술하여， 이 곡식이 익을 때에 저 雨師에게 명하여 비훌 홉족하게 내린 
다면， 연사의 흉년은 변할 수 있으며， 드디어 국가로 하여금 길이 무궁하게 보전 
할 것입니다."(W세종실록~ 21권， 5년 7월 신묘일) “상제의 좌우에 계시면서 오르내 
리시니， 후손의 이 어려움올 살피시어 확확 비률 내려게 하여 만물을 소생하게 
하소서" (fi'중종실록』 권ffi， 중종24년 6월 기축일).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상제 
의 좌우에 계시는 영령들이시여， 우리 생령치고 그 누군들 *子 아닌 사람이 있 
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미천한 정성을 살펴주시어 말없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돌 
려 주소서， 그리하여 즉각 완악한 음기를 볼아내고 태양이 뚜렷이 보이도록 해 
주시어 만백성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張推 r宗 
關펌1T1f홈聚察文」， 『國譯 찢섭감集~ II,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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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진후와 이여의 주장은 각각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들 간에 논란이 있었 

으나， “自下達J:"의 원칙올 강조한 왕의 결정에 따라 차서가 정해진다. 즉 “신의 

위계적 상승” 원리에 따라 기우제의 순서가 정해진다. 

이러한 결정은 신의 “계서적 위계”가 “기능의 구분”올 압도한 것이다. 기농적 입 

장에서 볼 때 각 신들이 가진 독특한 성격이 약화된다는 것올 의미한다. 다양한 삶 

의 양상과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이 인간과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신이 가 

진 고유한 기능은 신화률 통해서 전숭되며， 의례는 이 전숭된 신화내용을 다시 기 

억하고 재현시킴으로써 위기의 순간올 극복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18세기 기우제 

차>는 위계적 서열에 맞추어 신을 배치시킴으로써 비와 관련된 신과 그 신화적 내 

용은 감추어 버린다， 반면 차수를 거듭할수록 상대적으로 전변에 나서는 것은 국가 

의 주권을 상징하는 신이다. 특히 보편적이며 최상의 주재자인 히늘에 대한 의례가 

사라진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이 위계적 싱송은 종묘와 사직으로 표상되는 국가권 

력이 마지막 종착지였다. 

m. 용신기우제의 순차 

앞에서 살펴본 신의 위계률 기준으로 환 상숭의 원리가 기우의 12제차 천체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 <18세기 기우제차〉룰 보면 지위의 상숭온 종묘에 기우하는 

제 5차로써 끝나고 제 6차부터는 “삼각산 • 목벽산 • 한강”으로 되돌아용다. 즉， 순 

환하는 구조로 되어었다. 그러나 단순한 순환은 아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순환 속 

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추가된다. 제 6차의 “삼각산 • 목벽산 • 한강”에서는 한강에 

침호두라는 의례가 챔가된다. 북교에서 기우하는 제 9차부터 제 11차까지는 각종석 

척기우와 聞廣廳搬， 閒南門開北門， 選市 둥이 덧불여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방 

토룡제로써 12제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제 6차 이후 덧불여지는 것 중에는， 앞에 

서 언급하였듯이 용에 관한 기우의례가 대부분이다. 즉， 침호두， 석척가우， 오방토 

룡와 같은 용신기우제가 둥장한다. 

이렇게 기우에 용이 둥징하는 것온 용이 비를 몰고 다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다，9) 반대로 생각하면 한발은 용이 옴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9) [i'周易』 乾휩 “쫓從龍 風從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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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것이다. 용신기우제의 기본 목적은 이렇게 용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용올 

꿈톨거리도록 자극하여 비흉 얻는 의례이다)0) 기도로 호소하는 것과는 달리 위의 

용신기우제들은 용에게 오불올 던지거나 조롱하고 또 막대기나 채찍으로 위협하거 

나 패는 둥 폭력적인 행동올 가히여서 자극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핀 사전에 있 

는 기고의례와는 목적이나 방식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또한 용온 국가사전에서 자 

신의 지위률 보장받고 있는 신이 아니다. 용이 민깐인뿔만이 아니라 사대부에게도 

비률 가져다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지만11) 대 • 중 • 소사로 구별된 국가 사전에 

는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용신기우제가 중심이 된 제 6차 이후의 기우제차률 이끌어 기는 내적 

인 힘은 보다 높은 신에게 고하려는 열망이 아니다. 준비된 신이 현실의 자리에서 

침묵할 때 엄습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없는7F' 

[索鬼神1]12)라는 불안， 그리하여 영험한 신이변 “모든 신에게 제사활 드라고자，"[聊 

빼훌，]13)하는 의식적 • 무의식적 충통이다. 이때 나타나는 신올 일종의 “숨은 

신"(Deus Otiosu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숨은 신올 지고신으로 가정할 필 

요는 없다. 오히려 기우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대상은 지고신이 아니라 “영험한 신” 

이다. 즉， 영함하다고 소문난 곳올 핫는 것이다. 영험이 있으나 그 영험생이 당시의 

10) 최종성， 앞의 논문， p.l92. 
11) 비와 판련된 용에 대한 신앙옳 민간적인 것으로 단정활 훨요는 없다. 용융 통해 

비를 얻으려는 것은 일찍부터 국가기우제의 모습율 띠었다. 그뿐만 아니라 용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은 송대 성리학자의 이기론에서도 용인된 것이었다. 朱熹
는 ‘용이 비롤 내리게 한다는 셜’(觸行雨之說)에 대해서 다읍과 같이 셀명하고 있 
다. “용은 물에 속한 사물이다. 용이 나와서 양기와 서로 섞여 종발시키기 때문에 
비롤 내리게 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인 비는 옴양의 기훈이 중발하여 된 것이니 
반드시 용이 한 것은 아니다"(W朱子語類』 卷2， 天地下 “龍水物也 其出而與陽氣交
薰 故能成雨 但훌흉뿜雨自是陰棒氣薰數而成 非必龍之廳也").

12) ‘索鬼神’이란 『周禮』 r大司徒」에 나오는 ‘飛政 12條’의 하나이다. 공 흉년이 닥쳤올 
때에 신에게 제사하는 것율 의미한다. 특히 정현은 이 색귀신옳 “빼지훤 제사룰 
찾아서 다시 행하는 것"(求廢祝而修之 뿔漢之詩所謂聊神不畢 聊愛斯姓者iß)으로 
설명하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폐지되고 잊혀져 버련 신들율 찾는 의미로 사용되 
었다. 

13) ‘聊神不題’는 『詩經』 「大雅」 쫓漢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밝은 저 운한(은하수)이 
여 / 빛이 하늘올 따라 돌도다 / 왕이 말씀하기률 아 / 지금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 하늘이 현§홈t옳 내려사 / 기근이 거듭 이르기에 /신의 제사률 거행하지 
않음이 없으며 / 이 희생올 아끼지 아니하여 /규벽을 이미 모두 올렸거늘 /어찌 
하여 내 말올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天降喪亂 &훌g훌驚￥훌 g톨神11'.훌 g톨愛斯性 圭
홉훌æ;후 寧莫我廳)(성백효 역주 『시경집전』 참조) 여기서 ‘聊神不畢’는 ‘索鬼神’파 
마찬가지로 나라에 재난이 있올 때 귀신을 찾아 제사드리는 것율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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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이념， 곧 유교에 어긋나기 때문에 正祝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상황의 편안함 

때문에 잊혀진 신들이다. 일반인들과의 접촉올 꺼려 도성으로부터 축출하였던 무당 

을 찾고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영험처들올 찾아 기도하는 둥， 금기시 되었던 것 

들이 신성의 이름을 다시 찾는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기우의례에서 용 

이 출현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전도가 가져다 준 틈올 통해서이다. 이제 표충에 

가려져 무의식 속에 잠재한 영적 힘이 용의 출현과 함께 그 모습율 드러내는 것이 

라고할수있다. 

그런데 본 절에서 보다 더 판심올 가지는 것은 이 다양한 용신기우채가 국가의 

정식 기우제로 수용되는 순서이다. 이 순서는 수용의 연대기적인 것올 가리키는 것 

은 아니다. 의례의 제정자들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차수의 진행이 보여주는 종교척 

심성올 의미한다. 실제 이 용신기우제들은 태종 10년대에 오면 전부 그 모습올 나 

타낸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러한 기우의례들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 

정한 차수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 순서에 대한 마지막 정비가 숙종 30년에 이루어 

진다. 수용의 순서란 이 정례화된 차례롤 의미한다. 이롤 위해서 본고에서는 먼저 

<17세기의 기우제차>에서 용신기우제의 진행순서룰 살펴보고 난 후 <18세기 기 

우제차>에서 이 차서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률 젤명하고자 한다. 

1. 용의 형상화 

기우의례에 포함된 용신기우제률 <17세기 기우제차>에 따라서 배열하면 <표 

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조선시대에 아무런 마찰 없이 또 

의도적인 제정 없이 실행된 것은 처음의 沈虎頭뿔이다. 반면 나머지 셋은 의도적인 

제정이나 변형이 단편적으로나마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침호두는 조선시대 사랍들에게 친화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친화성은 이전 

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석척기우롤 빼면 모두 고려시대 

에 설행의 기록이 었으며 화룡제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설행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면에서 그 친화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철은 이를 위해서 먼저 각 의례의 대 

상인 용의 형상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14) 

14) 최종성은 앞의 논문(r용부렴과 용부립꾼J)에서 국행기우체에 나타난 용 관련 의 
례를 ‘像龍’， ‘代龍’， ‘홈龍’으로 범주화시켜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하고 었다. 
상용은 화룡제와 토룡제， 대룡은 석척기우， 잠룡은 침호두훌 가리킨다. 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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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7세기 홈廳뼈析雨察의 진행 순서 

對象 察場 主要蘭홉및道具 

沈虎頭 (離홉) 漢江(朴빼楊律) 沈虎頭

畵龍찢쯤 畵龍 積子島·龍111江 酒水·揮血 ( .뽑經) 

빼*용깨f雨 漸*흉 幕華館·慶會樓 柳校·祝

五方土龍聚 土龍 五方 購홈 
•• L•••••-••••--•_-"--•-

침호두란 용이 거하는 곳이라고 믿어지는 강， 호수 연못 둥에 호랑이 머리나 뼈 

를 던져 용을 자극시켜 비롤 일으키고자 하는 기우의례이다 15) 호랑이 머리나 뼈를 

넣는 것은 “龍虎相擁”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용의 대항자를 침수시킴으로써 용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16) 그런데 이 의례가 이후의 용신기우제와 다른 점은 의례의 대 

상인 용이 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물 속에 잠겨있는 “離홉”의 형태로 남 

아었는것이다. 

이 의례는 용이 있다고 믿어지는 불가에서 이루어진다. 물 속에 잠겨있는 용이 

뛰쳐나와서 하늘올 날면 그를 따라 비구륨이 일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사람들이 

물가에 모인다. 그런데 물결은 잠잠하고 용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 물 속에 있는 

용을 부르기 위해서 주술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물 속에 있는 용융 자극하기 위해 

서 그의 영원한 대항자인 호랑이를 물에 빠뜨린다. 물론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의 뼈나 머리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적수를 만난 용은 몸을 일으켜 호량 

이와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용의 움직임을 쫓아 비구륨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 

식이 이 의례롤 시도하는 힘이다. 이러한 의례의 진행 가운데서 용은 여전히 상상 

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침호두에서 드러나지 않은 “잠룡”은 “화룡”， “석 

척”， “토룡”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형상화는 실재한다고 믿어지는 용율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에 대한 심미적 

인 탐구가 목적이 아닌 이상 이 재현은 단순히 용이라는 신적인 동물을 재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나다. 이 형싱물들은 의례에 사용됨으로써 용이 만들어내는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즉 용이 움직여 하늘올 날고 이에 따라 비구름이 이는 

는 이러한 연구에 의존하여 세 가지 법주를 보다 세분화시켜 용신기우제가 12제 
차에서 설행되는 순서를 형상화와 제장의 문제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15) 李圭景， 『五洲術文長훌散橋』 卷24， 析雨聚龍辦證說， “龍淵投虎骨 龍起 故析雨沈虎
頭也"

16) 최종성 r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 『종교학연구~ 16, 1997, p.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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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율 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기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 

방주술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술적 요소는 침호두， 화룡제， 석척기우， 토룡제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것 

이다. 단지 그 방식이 다르다. 화룡은 그림으로， 석척은 도마뱀으로1 토룡제는 題像

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 방법의 차이에서 형상화의 강도가 달라잔다. 침호두의 

경우 의례의 대상인 용은 형상화되지 않고 상상의 영역에 남아있다. 깊은 수변에 

용은 잠겨 있으며 그의 실체는 그를 자극하기 위한 물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 

타난다. 반면 회룡제는 평면의 화려한 그림으로 구체화된다. 유연한 붓으로 그려진 

용은 비록 구체화되지만 상상의 나래률 펴는 데에 아직 자유롭다. 화려한 색채 속 

에서 하늘올 날으며 검은 구륨을 토하는 위용을 과시한다)7) 

세 번째인 석척기우에 이르면 용은 살아 움직이는 도마뱀[漸騙]훌 통해 실재하게 

된다. 석척은 용의 대체물이다. 실제의 용은 아니지만 그와 형상이 비슷하면서 살 

아있는 석척을 통해서 용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림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용은 이제 석척올 통해서 독 안에 갇힌 형상올 하고 었다. 그리고 이러한 

용올 위협한다. “석척아! 석척아! 구륨올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며 비를 주룩주룩 오 

게 하면 너롤 놓아 보내겠다，." 100 여 명의 동자가 입올 맞추어 부르는 주문은 독 

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조된다. 호랑이와 싸우는 용이 아니라 이러한 위협에 

몰리는 용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8) 

17) 조선시대 단의 모습이나 화룡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조 
선전기에 화룡제훌 제정활 때에 宋代의 것윷 모방하였는데(Ii"成宗實錄』 卷181， 成
宗 16年 7月 辛윷日)， u'文鳳通考』에 있는 송대 화룡제의 모슐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깊은 못이나 늪 혹은 산렴이 우거진 곳에서 東申日과 王쫓日에 지방관은 
홈老들올 거느리고 재계한 후 먼저 酒觸률 가지고 社樓어l게 아흰다. 현령이 제소 
에 이르러 단올 3층으로 쌓되 높이가 1척 넓이가 1장 3척이 되도록 한다. 탄 밖 
으로 20보 되는 곳에 흰 새끼줄로 경계를 표시한다. 단 위에는 대나무 가지를 세 
워 화룡올 펼쳐놓는다. 비단 바탕에 그려진 그림올 보면， 위에는 검은 물고기가 
왼쪽으로 고개를 툴리고 있으며 天훌 10星이 이륨 감싸고 있다. 가운데에는 흰 
용이 검은 구륨올 토하고 있다. 아래에는 파도치는 물가에 거북이가 역시 좌측으 
로 고개를 돌려 검은 기운올 토하고 있다. 금， 은 그리고 흙은 색의 실로써 용의 
모습을 장식한다. 또한 검은 깃발올 세우고， 거위의 목울 잘라 취한 피률 쟁반에 
둔다. 버드나무가지에 물올 묻혀서 용에게 뿌린다. 비가 삼일 동안 족히 오는 것 
을 기다려서 수돼지로 報祝禮률 행하고 화룡올 물 가운데에 던진다.’V文鳳通考』 
卷 77, 했社考 10, 혈 “其法 擇鷹洞或散뺏林木深選之所 以康辛王쫓日 刺史縣令帥
홈老爾燦 先以酒觸告it:令옮 藥方훨三級高-fÇ 關::t三fÇ ß훌外二十步 界以白續 훔 
t植竹技 張畵龍 其뼈以.素 t畵黑魚左顧 環以天훌十星 中뽑白龍 I!:f::훌훌黑色 下畵
水波 有뚫亦左顧 받:黑氣如線 和金銀朱꺼節龍形 又設볕홉 깨j훌훌顆取血置짧中 楊技
酒水龍t 候雨足三日 賽以獨 取畵龍水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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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룡제에서는 상상의 동물이 입체화되어 딱딱한 질감의 조형물로 빚 

어진다. 오방토룡제는 흙으로 용의 형상올 만들어 중앙과 동 • 서 • 남 · 북의 단에 

모셔서 비를 비는 기우의례이다. 흙으로 빚어진 용은 정교함에서 화룡보다 못하며， 

살아 움직이는 석척보다 정적인 조형물이다. 이렇게 용신기우제에서 치수를 더해갈 

수록 용의 형상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상상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상올 통한 상정회는 의례의 대상과 목적올 뚜렷하게 하는 기농올 한다. “호 

두”， “화룡”， “석척”， “토룡” 둥 대상올 나타내는 상정물의 사용은 기고의례의 유교 

의례와 결정적인 차이률 보여주는 점이다. 신위에 쓰여진 이름만으로 그 정체률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용신기우제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형상윷 통해 그 의례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막연한 대상올 향한 의례보다는 형상옳 갖춘 의례가 

행위의 집중도률 높일 수 있다. 기우제에서 의례의 강화는 비를 오게 하는 동작의 

강도로 나타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을 자극하는 것이 목적인 용신기 

우제인 경우， 의례의 강도는 용을 “자극하는 방식”의 강도롤 의미한다. 

용신기우제는 용에게 제물올 받치며 그에게 기구하는 의례보다도 용올 자극하는 

폭력적인 방법율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폭력의 강도는 각각 다르다. 침호두에 

서 용온 형상화되지 않고 장룡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의례 대상올 직컵 지극활 수 

없다. 그러므로 용이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물건올 통해서 유인하는 방법올 사 

용한다. 반변 화룡제 이후에는 용이 형상화되기 때문에 이 형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18) 중국에서는 도마뱅이 입에 물율 머금어 우박율 만든다고 믿었다，(W朱子語類』 卷2，
天地下， “伊川說 世間A說톰훌빼빼做 初恐無是理 촬來亦有之 只謂之全훌빼觸做 
則不可耳 自有是上面結作成底 也有是빼뼈做底，") 그리고 용과 형상이 비슷하다고 
하여 용울 대신하여 비률 발생시킬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일찍부터 기우에 
동원되었다， 조선시대 태종7년(1때7)에 와서 시험삼아 석척기우롤 처음으로 실행 
하였는데， 실록에서 전하는 모습윤 다음과 같다. “임금이 廣延樓 아래에서 (漸陽
iIT雨를) 시험할 것융 명하였다. 그 법은 뜰에다 물올 가득 넣은 두 개의 독[옳]올 
놓고， 석척올 잡아다 독 가운데 넣고 자리률 깔고 뺏香하고， 남자 아이 20인올 시 
켜 푸른 옷올 입고 버들가지룰 가지고 벌기롤 ‘석척아! 석척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률 토하여 비롤 주룩주룩 오게 하면 너롤 놓아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흘 동 
안이나 빌었으나 비률 얻지 못하였으므로， 동자들융 놓아 보내고 각각 쌀 1석씩 
을 주었다" (Ii'太宗實錄』 卷13， 太宗7年 6月 쫓gp 日， “뼈試之於廣延樓下 其法置盛
水二옳於健 補빼觸納之食中 設席했香 令童男二十A 衣賣衣 持柳技 祝日빼娘빼陽 
興運말흉 降雨湮沈 放ift.홉휴去 흩%二日不得雨 放童子各陽米-15") ，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석척기우의 주내용은 동자들이 석척이 들어있는 독율 두드리며 석척으 
로 하여금 비롤 내리도록 위협하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는 20명이 둥장하지만 동 
자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다. 세￡옮년 5월 갑진일에는 동자 82명을 취하 
여 忠11恨堂池에서 벌었으며， 예종1년 7월 계사일에는 100명을 모아서 경회루지에 
서 석척기우를 행하였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사훌동안 주야로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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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가해진다. 화룡제의 경우 버드나무 가지에 물율 적셔 화룡에게 뿌리고1 석 

척기우는 독에 석척올 가두고 막대기로 두드리며 위협적인 내용의 주문율 외운다. 

마지막 토룡제에서는 채찍으로 토룡의 둥올 후려치며 조롱한다. 오방토룡제는 공간 

을 구성하고 날찌를 정하는 데에 오행의 논리가 들어감으로써 의례약 정밀함올 요 

구하지만， 이 의례의 본래적인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 반툴어진 용을 모욕하여 비률 

내리기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극의 방법으로 조선시대에는 채찍올 사용하였 

다 19)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는 대상이 구체화되면서 강도가 더해진다. 종이에 물올 

뿌리는 것보다 독올 두드리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날 것이며， 이보다도 토룡의 폼에 

채찍을 가할 경우 그 폭력성은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17세기 기우제차>에서 “침호두→화룡제→석척기우→토룡제”의 순서로 

진행되는 용신기우제는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비실재화에서 구체화의 단계로 옮 

0까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7세기 “침호두→화룡제→석척기우→토룡제”로 진행되는 용 

신기우제의 설행 순서는 실재한다고 믿는 용이 상상의 나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형태를 입고 형상화가 강화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형상이 구체화될수록 용에 대한 

폭력성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폭력이 증가할수록 화려한 

용의 신성은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변한다. 즉 잠용은 자신을 드러댐으로써 

오히려 그의 신성을 훼손당하고 만다. 

이러한 용신기우제의 진행과정은 유교에서 신올 형상화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정 

면으로 대치된다. 우리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종교의례에 사용된 

상징물의 변화률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배적인 의례는 불상에 대한 공양에서 신주 

에 대한 제사로 바뀌었다. 고려시대 유교사전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산천제가 

조선시대 국가사전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개혁조치 중 많은 부분은 산천신의 비형 

상화였다. 그리고 유교의례에서도 만연했던 조상과 진천에 대한 의례도 신주로 대 

체되었다. 이러한 조선전기 유교의례의 변화는 신에 대한 형상이 가진 “親뼈”의 위 

험올 배제하고 “敬而遠之”의 태도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관념적 태도는 상황의 위기 앞에서 접어두지 않을 수 없었다. 

19) 토룡제에서 폭력의 사용은 영조대 왕이 토룡제에 대해서 다융과 같은 驚制활 마 
련한 것에셔 알 수 있다. 무훗 “土龍聚는 기우제 중에셔 매우 극잔한 것인데， 용 
에게 채찍질하는[홉龍] 데까지 이르니 신융 욕보이고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 심하 
다. 이 뒤로는 일체 제거하라"(~英祖實銀』 卷79， 英祖29年 5월 뚫午日. “敎日 凡土
龍聚li1T雨之極者 而至於廳龍 훌慢甚훗 此後-切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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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장의 작위성 

<17세기 가우제차>에서 살핀 “침호두→화룡제→석척기우→토룡제”의 순서훌 제 

의가 설행되는 공간에 따라 배열하면 “박연 • 한강 • 양진→용산강 · 저자도→모화관 

지 • 경회루지→오방”의 순서가 된다. 칭호두와 회룡은 자연 그대로인 강이나 폭포 

에서 설행된다. 반면 석척은 인공적인 연못이다. 토룡은 인의적인 제 3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20) 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통해， 침호두에서 토룡으로 갈수록 공간적 작 

위성이 높아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토룡의 경우 남방과 서방이 한생l 접해었으 

므로 강에서 절행되지만， 다른 곳은 물이 없는 곳에 단을 만들어 제의를 설행한다. 

그러므로 17세기 설행 순서는 대상의 구체화와 더불어 제장의 인위적 작위성이 강 

도를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침호두와 화룡제가 거행되는 자연적 공간이란 일반적으로 바다로 이어지 

는 큰 강{細이나 하천[川]올 가리킨다. 이런 경우에 국가사전의 악 · 해 • 독 · 진이 

나 명산 • 대천의 제사와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올 수 없다. 침호 

두의 장소인 한강은 中흩에 해당하며 양진은 大川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곳은 신 

이 거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의미와 자연물로서의 “산천신”이라는 의미 두 가 

지를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의미의 다의성은 용산강과 저자도에서도 발견된다. 다 

음은 r저자도」라는 제목의 기우문으로 용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다. 

홉훌君의 인자함이여， 그 직분이 물길율 내는 데에 있다네. 지금 어찌 그리도 조용 

히 있어 그 은혜률 널리 베풀지 않으시는고? 한발이 재앙으로 되어 백성의 목숨 

이 급박한데 신이 활리 구하지 않으면 임무롤 버린 것이라. 후에 비륙 비률 내린 

들 미치지 못할 것이니， 신은 측연히 여겨 비구릅올 한번 옴직여 주시오21) 

여기서 저차도는 그 자체로 산성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용여 있는 공간일 

따륨이다. 그리고 백성의 안타까운 사정올 얄리고 비률 기원하는 것은 저자도에 있 

는 용올 향한 것이다. 이때의 용은 강가에 세워진 화룡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아 

래 글은 똑 같이 저자도에서 설행활 때의 기우제문이지만 대상이 용이 아니다. 

20) 조선시대 오방토룡제률 위한 채단온 동방 토룡단이 흥인문 밖 선농단 옆에 있었 
으며， 남단이 한강 북좁에， 중앙 토룡단이 종각 옆에， 서방 토룡단이 서소문 밖 
양화진에， 북방 토룡단은 창의문 밖에 여단 옆에 있었다. 

21) 李埈， r蒼石集』 빼集 권6， r構子農J ， “龍君之仁 戰是行水 今胡漢然 佛훌廠施 早$청 
寫~ 民뼈E追 神不壘救 任其題盧 後雖陽雨 將無所及 神其뼈j然、 -施햄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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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저자도 완연히 물 속에 있어 일찍이 훌異함융 나타내어 감옹이 었으면 통하 

였네. 이번 가붐도 매우 혹독해서 세 가지 농사률 이미 그르쳤고， 모든 식물이 

타고 있네. 굶주리고 병든 백성이 끝없는 가뭄융 거듭 만났으니， 無畢한 빽성둘 

이 다 죽어서 골짜기를 메우게 되었네 ... 신께서는 들으시어 홈향하시고 우리 

東士를 도우시어 급히 장마롤 내리소서22) 

위의 제문은 저자도롤 배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용용 보이지 않는다. 단지 

한강 물 위에 떠있는 섬 자체가 신이함의 근원으로 묘사되고 있올 뿔이다. 즉. 용 

으로 구체화시키지 않고도 그 신성힘올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침호두와 회룡제가 설행되었던 한강올 비롯한 대천은 용의 거소일 뿔 

아니라 그 자체로도 신격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것은 의례의 내용과 무판하게 

이곳들이 “산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사전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융 의미 

한다. 반면 석척기우에서는 용이 석척으로 대체되듯이 용이 있음직한 큰 강은 연못 

으로 대체된다. 물가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장소 자체가 신성율 함촉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독에 든 석척이 가릴 것 없이 자기 몸을 다 내어보이고 있듯이 연 

못 역시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감올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토룡의 경 

우 그 제단은 물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었다. 그리고 임의의 단율 세움으로써 제 

장으로의 자격을 갖춘 그곳에서는 대천과는 무관하게 용만율 마주 대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17세기 기우제차>에서 용신기우제의 진행순서인 “침호두→화룡제→ 

석척기←+오방토룡제”의 순서는 제장의 측면에서 볼 때 자연으로부터 인위적인 작 

위성이 높아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자연물의 신성성은 사라지고 용과의 직접 

적인 대면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양 중심의 공간구성 

17세기에 “침호두→화룡제→석척기우→토룡제”의 순서로 진행된 용진기우제는 

숙종 30년 개혁 이후 <18세기 기우제차>에는 “화룡제→침호두→석척기우→토룡 

제”의 순서로 바뀐다. 곧 ‘화룡제’과 ‘침호두’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확과 

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2) Ii'輔宗實緣』 卷39， 輔宗30年 6月 T표日， “뼈彼밟子 完在水中 傷훌훌異 有感則通
今:ttJt早 亦孔之옮 三홉E室 萬.薰傑 農홉I?;* 써양훌훌훌. i훌將예I빼& .•• 神之훌之 
是훔是散 佑我東土 遍陽tt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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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기우제의 제장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박연 • 한강 • 양진→용산강 • 저자도→ 

모화판지 • 경회루지→오방”이다. 이 중에서 18세기로 념어오면서 박연과 양전은 제 

차에서 뒤로 밀련다. 기우제 전체률 보면 이 두 곳 이외에도 17세기에는 제 4차에 

해당하던 덕진 • 오판산 • 감악산 • 송악산과 제 5차의 관악산 • 박연 • 화적연 • 도미 

진 • 진암분시가 제차에서 물러난다. 물론 12차에 오면 기우의 제장이 되므로 완천 

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순환의 차수에서는 빠져버련 젓이다. 이렇게 제 12차로 

밀려난 것들온 하나의 공통점올 가지고 있다. 공간적으로 한성부롤 벗어나 경기지 

역에 있는것들이다. 

<표 4>는 『기우재둥록』에서 추정한 17세기 기본제채<표 1>의 17세기 차수) 

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설행차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에서 원문자의 

숫지는 기본재째l서 제시한 차수이다. 예를 들어 1647년의 경우 실제 차수는 기본 

제차의 차수률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1684년， 1679년， 1701년， 1704년의 설 

행 순서는 기본제차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본제차에서 제 6차에 해당하는 

“종묘 • 사직 • 북교”가 제 4차나 제 5차에 거행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주 보인 

다. 제 4차와 제 5 차는 기본제차에 의하면 제장이 경기지역에 있었던 것들이다. 

예조에서 원래의 규정대로 제 4 차에 해당하는 “양진 • 덕진 • 오판산 • 김악산 • 송 

악산”에서 기우제를 드릴 것올 계청하지만 조정의 논의에서 정한 차수를 무시하고 

“종묘 • 사직 • 북교”을 선택한다. 즉 공간상으로 볼 때 한성부를 벗어나지 않으려 

는의도가보이고있다. 

이렇게 경기지역에 있는 곳들이 18세기로 넘어오면서 기우대상에서 배제되는 이 

유는 당시 개혁의 중요한 동기였던 “거리” 및 “작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숙종 30년에 민진후는 경기지역의 기우처에 대해서 “거리가 멀고”， “폐단”이 

있으므로 京官을 보내지 말고 本道에서 설행하도록 할 것올 개진한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판악산·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둥의 장소논 

거리가 조금 멀고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일찍이 본도로부터 설행하게 

하는 뜻올 개진하였습니다. 이 정식[12제차]에 의해서 셜행히·는 것이 어떻습니; 

까?23) 

2..1) i'析雨奈뺨錄JJ Ill， 甲申年 6月29日條， “道里稍遠願有慶端 故c!曾以自本道設行之意
進達훗 依Jl:t定式施行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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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7세기 析雨聚의 奈次 變線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없6 φ @ @ @ @暴 慶 @ 

1641 CD @ @ @ @ @업명 

1645 @ @ @ @ @ @맺홉 @ 

1647 @ @ @ @ @ @ @ @幕 @ 훌聞 春 土
1650 @ @ @ @냉흉 
1657 @ @ @ @ @ @ 
1661 @ (2) @ @ @ @ @ @應閒

1661* @ @ @ @ @ @ 

1679 @ @ @ @ @ (5) (Î) CID 
1681 @ @ @ @ @ @ @ @J.홉 @慶
1683 @ @ @ @ @ @ @幕
1684 @ @ @ @ @ @ @ @옛훌 @慶 @ 

1690 @ @ @ @ @ 양9 @ 

1695 @ @ @ @ @ 양i @ @幕 @慶
1699 @ @ @ @ @ 

1701 @ @ @ @ CID 야$ (Î) @ @ 

1704 @ @ @ @ @ 야; 않앉홉 @ @ 
@ 근거 . w析雨察鷹錄』

@ 三角山·木寬山·漢江， 風쫓雷雨·띠11. 휩e C2> 社樓·宗順·北했 @ 三角山·木짧山 

· 漢江沈虎頭， 風훌雷雨 • ,ù.lJ ll . 휩e@ 陽律 • 德律 · 五冠山 · 짧홉山 · 松鐵山 @*홉子훌 

·龍Ú.J江·冠돕山. *1淵·未짧M. 獲꿇律·辰홉했業 @if:樓·宗蘭·北했 @ 三角山·木

寬山 • 漢江， 風훌훌雨 • 삐11. 흙e@~옳律 • 德律 • 五冠山 · 빼돕 • 松옮 @*홉子島 • 龍山江

· 冠굶山 • 朴淵 • 未積淵 • 獲迷律 (聞) 聞聞鷹柳 (幕) 幕華館池훌 (慶) I룰짧樓빼훌 (春) 春

#홈臺池 (土) 五方士龍쩔 

* 1661년은 두 차례에 걸친 큰 가붐이 있었기 때문에 2회의 재차률 기록함. 

민진후가 언급한 폐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금 앞 시기 

디른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숙종 9년(1683)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수항 

(1629-1689)은 다음과 같이 외방산천의 기우제가 지닌 폐단올 말한다. 

무룻 기우제 때에는 서울과 외방 모두가 폐단이 있으나 외방 산천기우에서 그 

폐단은 더욱 심합니다. 聚所에 進챙탑f는 잡물올 각 면에 分定하니 겨근에 허덕이 

는 백성이 놓사롤 그만두고 훈주히 돌아다니지 않올 수 없습니다. 감악산온 적선 

의 땅입니다. 본현이 10가구 남짓의 쇠미한 읍인데 경내의 제후롤 대접하는 것이 

6，7일이나 되므로 민간에서의 노동과 비용융 이루 말활 수가 없습니다. 擔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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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중에는 使典奈官야 데리고 간 하인배들이 賣徵한 물건 또한 헤아렬 수 없었 

습니다. 기우는 본시 빽성올 위한 것인데 백성이 폐해활 입어 원망올 호소하니 

거꾸로 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외방 산천의 기우는 이미 사전에 었으나 따로 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그 빼단은 엄히 금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갱) 

지방의 한 곳에서 가우재롤 지내기 위해서는 서용에서 내려오는 헌판과 典祝官

暴大祝 이외에도 여러 고올에서 차정되는 祝史， 觸郞， 贊者， 調者， 藍察 둥의 여러 

집사가 필요하다. 제장이 있는 고올에는 제판으로 차출된 수령들이 모여든다. 해당 

고올이 감당해야 할 사랍들은 이러한 제판과 집사지들만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온 

하인배들도 있었다. 위의 인용문은 가·붐이리는 어려운 상뺑II서 일시에 많은 사람 

올 접대해야 하는 지방고올의 고통올 알 수 있다. 이러한 작폐와 거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경기지역의 기우장소는 가능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기우제차가 정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8세기 기우제차>는 경기지역올 제외한 한성부 중심의 제소들올 가 

지고 재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양 천도 후인 태종 8년(1408)에 “백악 • 목벽 

• 한강”이 기우제장의 한 단위가 된다. 그 후 용산강까지 기우제장에 포함된 것은 

광해군대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국가의 인위적인 일회적 시행으로 영험처가 만들 

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영험처로 인식되었던 경기지역의 산천과 

함께 설행되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 한양의 외팍올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기우롤 설행하고자는 노력이 나타나고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경기지역을 제외하 

고 한성부 내의 제징에서 기우를 갈망하는 인심을 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한양 중심의 개편에 의해서 침호두의 장소였던 “양진”과 “박연”은 마 

지막 제 12차로 밀려나게 되는 반면 제 5차에 있던 “용산강”과 “저자도”는 제 3차 

로 앞당겨져 오게 된다. 제 I차의 “삼각산 • 목역산 • 한강”과 더불어 한양 주변의 

“산천”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제장의 작위성에서 살펴본 용신과 산천 

의 상호치환 가능성이 작용하였울 것이다. 물론 저자도와 용산강이 용신기우제의 

제장적 기능올 잃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용신기우제가 거행되었다. 하지 

24) ~析雨蔡뺨銀~ 11, 쫓家年 6월 2日， “凡析雨聚之時 京外없有算端 而至於外山川析雨
則其戰特甚 聚所進排雜物 分定於各面 훨l嚴之民 未免廢흩홈走 *납닮山則乃是積城之 
地也 本縣以f室殘둠顧-境待候船至六七日之久;z:;;. 民間勞費E不可勝言 而觸好中使
典奈官所帶下A輩賣徵之物 亦R不皆 훌훌雨本是廳民而民之受聲呼魔 乃反如此 外山
川祚雨觀是jE典 則無他變通之道 而其間敏端 不可不嚴加禁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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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차수가 앞으로 감으로써 의례적 규정은 더욱 강하여진다. 흑， 정조대에 이르면 

용신기우제는 처음으로 그 의례철차가 사전에 융려진다.정) 반면 한강에서의 침호두 

는 국가의 중심 대천[中뻐의 굳건한 위치 때문에 여전히 두 번채에 가서야 거행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8세기 기우제차>에서 용신기우제의 순서는 “화룡제→챔호 

우→석척기우→토룡제”의 순서로 정해진 것이다. 

결론 

본고는 조선후기 기우제차의 정식이었던 12제차의 순차롤 결정하는 요인들융 기 

고의례와 용신기우제 우 가지로 살펴보았다'. <18세기 기우제차>의 12제차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기고의례의 순서는 신의 위계척 서열에 따론 순서로서， “산천→ 

풍운뢰우 • 우사→종묘 • 사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사대상이 간직하고 있는 

힘은 자연력과 정치권력이다. 기우와 관련하여 모여진 산천과 성신 그리고 토지 및 

곡식신에서 나타나는 자연력은 국가가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율 때에 찾는 첫 번째 

대상이었다. 그리고 우사의 t公神이나 종묘의 선왕처럼 현세에서의 정치권력이 사 

후의 세계에서도 영적 힘올 불러일으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 

선시대 국가 기우의례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세간척인 영적 힘이 아니라 자연의 감 

웅과 현세의 권력융 통해 재난올 극복하려는 유교적 셰계관융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17세기 기우제차>에서 용신기우제는 “침호두→회룡제→석척기우→오방 

토룡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절차의 의미를 본고에서는 용신의 형상화와 제장 

의 작위성이라는 두 측연올 통해서 살펴보았다. 형상화의 측면에서 불 때 위의 순 

서는 용신이 “(잠룡)→화룡→석척→토룡”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 즉， 의례 대상 

인 용신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전이하는 파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화의 강화 

는 용신을 자극하기 위한 폭력의 중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제장의 측면에서 

보면 위의 순서는 “자연적 공간(강변 및 폭포)→연못→제단”으로의 전이과정올 보 

25) l'春官通考』에 실려있는 ‘聚樓子島嚴’의 제의절차률 보면 “諸行-再拜 三t香-勳홉 
禮-홈祝-훌훌t血樂-望鷹-禮畢”의 순서로 되어있다. 절차상으로는 ‘奈漢江嚴’와 비 
슷하다. 그러나 훔雅血올 받치는 의식이 있으며， 망료시에는 축판 뿔만이 아니라 
용의 그립올 때운다 그리고 의례가 끝나면 禮體과 庸R흩盛윷 포대에 싸서 물에 
빠뜨린다. 즉， 신위 대신에 훌龍올 사용한 것이다. 저자도에서는 챙룡율 모시는 
대신 용산강에서는 백룡올 모신다(11'春官通考』 卷40， 솜禮 鐵海홈 r奈積子島훌훌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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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었다. 이 두 촉면올 동시에 보면 조선중기 용신기우제의 순서는 의례의 초 

점이 자연적인 산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용신에재로 집중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올 수용의 측면에서 보면， 형상화의 정도가 약하고 산천과의 연계성 

이 강한 것에 더욱더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울 의미한다. 당시의 종교문화에서 

수용의 주체는 지배이념이었던 유교였다. 그러므로 비형상화에 대한 친화력은 역으 

로 유교내에 잠재한 “反聖像主觀션(aniconic) "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기우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유교이념이 확산됨으로써 나타나는 신주 

의 보급은 성스러운 힘에 대한 형상화의 혹구를 억누르는 기제였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한발이 오래 가고 고통이 심해질수록 이러한 관념의 옷올 벗 

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신의 형상과 주술적 행위롤 수용하지 않율 수 없었던 모 

습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17세기 용신기우제>의 순서는 <18세기 기우제차〉에서 약 

간의 변화가 있게 된다. “침호두→화룡제→석척기우→오방토룡제”의 순서는 “화룡 

제→침호두→석척기우→오방토룡제”의 순서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의 왼인올 본 

고에서는 한양중심의 공간구성으로 보았다. 한성부 내의 영험처률 통해 가뭄올 극 

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외방기우제가 가진 사회척 폐단이 직 

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지만 한국 종교사의 긴 효룸에서 불 때 이러한 변화는 고려 

시대 개경 중심의 종교적 공간이 조선의 건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율 미치다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극복되었다는 것울 의미한다. 한성부 이외의 지역으로 기우 

제징L에 포함되었던 산천의 대부분은 개경올 중심으로 고려시대 형성된 영험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용잔강과 저자도와 같이 용신이 사는 공잔을 찾아내고 경회루 

지 둥 인공의 연못에서 기우의례률 설행하는 석척가우 동올 통빼 개경중심의 기 

우제장에서 벗어나 한양중심의 기우제장올 확립하게 된 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