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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제(靈星祭)와 노인성제(老人星祭)는 각각 농업신으로 받들어지는 별과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별에 대한 제사로서 조선시대의 길례(吉禮) 소사(小祀)에 속하

다. 성제가 먼저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고, 이어 성종대의 국조오례의

에 노인성제가 수록 되었다. 태종대까지는 ‘소’를 희생으로 썼으나 세종대 이후 소

사의 예에 따라 ‘돼지[豕]’를 희생으로 썼다. 또 노인성제의 경우 희생을 죽이지 않

고 제사지낸 후 소격서에서 길 으나, 예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태종 11년(1411) 

제도를 바꾸게 되었다. 두 제사는 중종대에 소격서의 혁파 흐름과 맞물려 폐지되었

다.

성제와 노인성제를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국가전례정비 강화의 노력이 심

화된 정조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다. 정조는 두 제사의 복구를 위해 성단향의

(星壇享儀) 를 어정서(御定書)로 편찬하여 복구를 위한 교과서로 활용하고자 하

다. 또 소사에는 악무(樂舞)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통을 뒤로 하고 주례(周

禮) 에 근거하여 소사에도 악무를 쓰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를 위한 악무도 제정하

다. 

성제에서 사용하는 악장은 상서(尙書) 에서, 노인성제에서 사용하는 악장은 

시경(詩經) 에서 취하 다. 악무는 전폐례와 초헌례, 아헌례와 종헌례 절차에서 각

각 ‘天’ ‘下’ ‘太’ ‘平’의 네 자를 그리는 방식을 제시하 다. 각각의 춤을 설명할 

때에는 춤사위까지 제시하여 실제 복구할 때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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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조가 성제와 노인성제를 매우 구체적인 단계까지 복구하고자 했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례는 복구되지 못하 고, 정조가 구상한 악무

는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핵심어: 성제(靈星祭), 노인성제(老人星祭),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길례(吉

禮), 성단향의(星壇享儀)

1. 머리말

성제(靈星祭)와 노인성제(老人星祭)1)는 각각 농업신으로 받들어지는 별과 수

명장수를 관장하는 별에 대한 제사로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에 ‘소사(小祀)’

로 분류되어 있다. 이 두 제사 모두 삼국시대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행해

졌으나 중종조(1506~1544) 이후 폐지되었고 정조대에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

었으나 실행되지 못하 다. 이 가운데 노인성제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제사가 행

해졌음이 확인되지만 성제와 달리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에 오르

지 않았고 제사의 내용에서도 도교(道敎)적 성격을 띠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여

타 제사와 구분된다.

성제와 노인성제 모두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조까지 이어져 왔고, 또 두 

제사가 모두 ‘별’에 대한 제사라는 점이 각 시대별로 제사 내용, 혹은 성격의 변화

를 자연스럽게 수반하도록 하 다. 특히 조선왕조가 유교를 국시(國是)로 하 다

는 점은 치제(致祭) 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특히 도교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노인성제의 경우 치제 양상 변화의 내용과 의

미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정조대에 이르면 국가전례 정비 강화의 맥락과 함께 폐지된 전례를 복구하

거나 제사의 규모를 격상시키거나, 악무(樂舞)를 새롭게 제정2)하는 등, 국가전례

 1) 老人星은 壽星, 南極老人星, 南極星, 南極壽星 등의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五禮書에서 
‘老人星’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고에서도 이에 따라 ‘老人星’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2) 關王廟祭禮가 이에 해당한다. 관왕묘제례는 조대에 ‘小祀’에 속하 으나 정조대에 ‘中祀’
에 편제되고 樂舞가 곁들여진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宋芝媛, 2003 ｢正祖의 音樂政策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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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여러 변화가 보인다. 정조가 성제와 노인성제를 복구하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일이었다. 성제나 노인성제는 국조오례의

에 ‘소사’로 편제되어 악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조는 주례(周禮) 의 “모

든 국가의 소사에도 종고(鐘鼓), 즉 음악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전

거로 하여 성제와 노인성제에 악무를 쓰도록 제시함으로써 성제와 노인성제

를 음악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부각시켰다. 정조의 어정서(御定書)인 성

단향의(星壇享儀) 에 이 두 제사의 복구를 위한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제와 노인성제가 조선시대에 어떠한 변천 과정을 보이

는지 검토한 후 정조대에 다시 복구하고자 했던 성제와 노인성제의 여러 면모

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초부터 두 제사가 폐지되기 전까지 성제와 노인성

제의 치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 성단향의 의 분석을 통해 두 제사의 복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그 복구노력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정조가 제안한 

두 별 제사의 악무(樂舞)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성제와 노인성제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성과 노인성, 두 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3) 성4)에 

대한 제사는 고구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5) 노인성의 경우 이보다 늦

어, 별의 출현이 최초로 관측된 것이 934년(고려 태조 17)6)이지만, 처음 제사를 

행한 것은 1036년(고려 정종 5)7)으로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길례(吉禮) 소사(小

祀)의 예로 시행되었다.8) 

 3) 조선시대에는 노인성에 제사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노인성은 항상 秋分
日 아침에 丙方에서 나타나 春分日 저녁에 丁方에서 사라지는데, 노인성이 나타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임금이 壽昌하므로 제사하는 것이다.”

 4) 문헌통고 에 靈星은 龍左角이 天田星이 된 것이니 ‘곡식을 주관한다’고 하 다.

 5) 三國史記  권32 雜志1｣ ‘祭祀,’ “高句麗好祠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神亦以十月迎而祭之”; “梁書云, 高句麗於所居之左, 立大屋, 祭鬼神, 又祠零
星․社稷”; “唐書云, 高句麗俗多淫祠, 祀靈星及日․箕子․可汗等神, 國左有大穴, 曰神隧. 每
十月, 王皆自祭.”

 6) 高麗史  권47 ｢天文志｣ “十七年, 九月, 丁巳, 老人星見.”

 7) 高麗史  권63 ｢禮志｣ ‘吉禮小祀․雜祀’ “五年, 二月, 壬午, 祀老人星於南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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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제사는 고려조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역시 행해졌다. 성제의 경우 세종

실록  ｢오례(五禮)｣에 ‘소사(小祀)’로 편제되어 있고,9) 노인성제는 성종대의 국

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에 성제와 함께 역시 ‘소사’에 편제되어 있다.10) 

성제와 달리 노인성제는 세종실록  ｢오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조선 건국 이

래 여전히 종사(從祀)하 으며 제사를 위한 단(壇)은 오히려 성제보다 더 먼저 

축조되었음이 확인된다.11) 이처럼 성제와 노인성제는 시행 과정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종대 이후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단계에 가면 성제와 

노인성제의 의주를 동일한 것으로 기록하여 시일과 치제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두 제사가 같아진다.12)

조선조에 성제의 의주(儀註)를 상정(詳定)한 것은 태종 14년(1414)의 일이다. 

이 때 예조는 성제의 의주를 단군(檀君), 기자(箕子), 고려시조(高麗始祖), 마조

(馬祖), 사한(司寒), 산천(山川), 제(禜祭)의주 등과 함께 마련하 다.13) 이 때 제

정된 의주 내용의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려의 상정고금례

(詳定古今禮) 14)를 많이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희생으로 소를 사용하 다는 내용

은 실록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5)        

이후 성제 의주는 세종실록  ｢오례｣16)에 상세히 기록된다. 성제를 제사하

 8) 高麗史  권63 ｢禮志｣ ‘吉禮小祀․靈星’ “靈星壇의 높이는 3척, 둘레는 8보 4척이고 4면으로 
층계가 있다. 燎壇은 안쪽 유(壝)의 밖으로 남쪽 터전 20보 지점에 정하고 너비는 5척이다. 
여기에 4방 2척의 문을 내어 위는 트이게 하고 남쪽으로 출입구를 낸다. 성에는 입추(立
秋)후 진일(辰日)에 제사 지낸다. 희생은 소 1, 돼지 1마리로 한다.”; ‘吉禮小祀․雜祀 老人星’

 9) 世宗實錄  권128 ｢五禮․吉禮序例｣ ‘辨祀’. 여기에는 성제 외에도 名山大川, 司寒, 馬祖, 
先牧, 馬社, 馬步, 七祀, 禜祭가 小祀에 올라 있다.

10)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 ‘辨祀’ 성제와 노인성제 외에도 名山大川, 司寒, 先牧, 馬社, 
馬步, 禡祭, 禜祭, 酺祭, 七祀, 纛祭, 厲祭가 小祀에 올라 있다.

11)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 1월 壬申(11일) “命禮曹老人星祭築壇用牲, 一依 文獻通考  舊
制. 議政府上言: “春秋祭老人星, 用特牲而不殺, 祭後畜于昭格殿, 乞移給籍田.” 先是, 上覽 文
獻通考 , 祭老人星之儀, 乃有是命.” 

12) 國朝五禮儀  권2 ｢吉禮․祀靈星儀｣ “老人星․馬祖同.”

13) 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9월 戊寅(8일). “禮曹上諸祀儀. 詳定祀檀君․箕子․高麗始祖儀, 
祀靈星․馬祖․司寒․山川儀, 久雨禜祭國門儀以啓, 從之.” 

14) 고려 仁宗 때 門下侍郞平章事를 지낸 崔允儀가 왕명에 의해 펴낸 禮書로 古今의 예문을 모
아 50권으로 편찬하 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15)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 1월 壬申(11일).

16) 世宗實錄  권130 ｢五禮｣ ‘吉禮․祀靈星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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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종대와 성종대 성제 제관의 차이

세종실록오례의 국조오례의

獻官 2품관 3품관

典祀官 전사주부 이하 관원 봉상시주부 이하 관원

執禮 문관 5품관 6품관

大祝 문관의 참외 참외

祝史 참외 참외

齋郞 참외 참외

掌牲令 전구서 ×

謁者 참외 참외

贊者 참외 참외

贊引 참외 ×

監察 ○ ×

는 시일(時日)은 입추(立秋) 후진(辰日)이며 성단(靈星壇)의 규모는 너비 2장 

1척, 높이 2척 5촌의 규모, 한 개의 유(壝)가 있으며, 신위(神位)는 단 위의 북방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한다. 축판에는 “朝鮮國王 臣 姓 署名 敢昭告”라 적고, 찬실(饌

實)은 “右八豆, 左八籩” 등이며 희생은 돼지 한 마리이다. 소사(小祀)의 희생은 우

리[滌]에서 10일 동안 기른 것으로 쓰며, 재계(齋戒)는 2일 동안 산재(散齋)17)하고, 

1일은 사소(祀所)에서 치재(致齋)18)한다. 행례는 전폐(奠幣)-초헌(初獻)-아헌(亞

獻)-종헌(終獻)-망료(望燎)의 순으로 진행된다. 

희생을 돼지로 쓰는 것은 태종대와 구분되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

종대까지는 소를 희생으로 썼지만 ‘소사’의 예로 사용되는 희생이 ‘돼지[豕]’이므

로 세종대부터는 이를 따랐다. 이후 성종대에 기록된 국조오례의 의 ‘사 성의

17) 散齋에는 일처리를 전과 같이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파, 부추, 마늘 등을 먹지 않으며 
弔喪과 問病을 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며 刑殺文書에 관련된 
판결에 서명하지 않고, 더럽고 악한(穢惡)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世宗實錄  ｢五禮｣ ‘吉禮․ 
祀靈星儀’ 齋戒.

18) 致齋에는 오직 제사와 관련된 일만을 행한다(唯行祀事).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제사 2
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는다. 世宗實錄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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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祀靈星儀)’19) 내용도 세종대의 것을 그대로 따라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노인성제가 세종실록  ｢오례｣에 오르지 않은 것은 성제에 비해 도교적 전통

이 강한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태종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성제

는 매해 봄과 가을 두 차례 지냈고, 희생(犧牲)은 소 한 마리를 올리는 특생(特牲)

을 썼다. 그러나 희생으로 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제사지낸 후 소격전(昭格殿)에

서 기르도록 하 다.20) 이는 특이한 일이었다. 소를 진설만 했다가 그대로 살려둔

다는 점은 희생을 죽여 피를 내고, 이를 태워 연기를 위로 오르게 하는 제사의 전

통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고려조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

로서 도교적 성격을 간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노인성제를 지낼 때 희생을 쓰

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태종 11년(1411)에 가시화된다.

예조에서 上書하 다. “신 등이 삼가 古典을 상고해 보니, 周나라 제도에 秋分날 

南郊에서 壽星에 제사했는데, 大宗伯이 日․月․星辰을 제사할 때, 그 희생의 몸[牲

體]을 섶의 더미 위에 얹어 놓고 태워, 그 연기가 오르게 하 으니, 陽에 보답하는 까

닭이라 하 습니다. 또 漢나라에서 소[牛]로써 靈星에 제사하 다고 했습니다. 그런 

즉, 星辰을 제사하는 데 소를 쓴다는 것은 古制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老人星을 제사

하는 데 소를 사용하는 것은 古制를 본받은 것인데, 아직까지도 前朝의 弊法을 따라 

소를 陳設하기만 하고 태우지 않으니 犧牲을 사용하는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마땅

히 周나라의 제도에 따라 희생을 태워, 그 연기가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21)

태종 11년 예조의 상서(上書)에서는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희생으로 ‘소’를 쓰

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소를 진설만 하고 태우지 않는 법은 희생을 사용하는 뜻

에 어긋난 것이라 지적하 다. 일월성신(日月星辰)에 제사할 때 연기가 오르게 하

는 것은 “양(陽)에 보답하는 것”이므로 태워서 연기를 위로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희생을 태워 그 연기가 위로 오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고, 이는 수용되었다. 

19) 國朝五禮儀  권3 ｢吉禮｣ ‘祀靈星儀.’

20) 太宗實錄  위와 같음.

21)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 1월 壬申(11일) “禮曹上書曰: 臣等謹稽古典, 周制, 秋分日, 享壽
星于南郊; 大宗伯祀日月星辰, 實牲體於積薪之上, 燔燎而升煙, 所以報陽也. 又漢以牛祀靈星. 
然則祀星辰用牛, 古之制也. 本朝於老人星祭用牛, 取法古制也, 尙循前朝之弊法, 陳牛而不燔, 
甚非用牲之意也. 宜放周制, 燔牲升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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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의 상서에서는 여기에 이어 ‘제사지내는 시일(時日)’과 ‘단의 제도’를 주나

라와 송나라의 제도에 의해 다시 마련할 것을 제안하 다. 

“또 ｢天文志｣를 살펴보니, 노인성은 항상 秋分날 아침에 丙方에서 나타나, 春分날 

저녁에 丁方으로 사라지는데, 노인성이 나타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임금이 壽昌

하는 까닭에, 추분날 南郊에 나가 기다린다고 하 습니다. 本朝에서 春分․秋分에 노

인성을 제사하는 것은 대개 가을에 나타나고 봄에 사라지는 뜻을 취하여 제사지내는 

것입니다. 마땅히 周나라 제도를 따라 秋分에 한하여 南郊에서 제사지내고, 그 祭壇

의 제도는 宋나라 政和 때의 五禮新儀 를 취하여, 높이 3尺, 東西 길이 1丈 3尺, 南

北 길이 1丈 2尺, 四方으로 섬돌[陛] 하나씩 내고 그 담[壝]은 25步로 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22)

본조에서 노인성을 매해 봄과 가을 두 차례 제사하는 전통은 노인성이 가을에 

나타나고 봄에 사라지는 뜻을 취한 것인데,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추분(秋分) 한 

차례에만 남교(南郊)에서 제사지낼 것을 제안하 다. 또 제단(祭壇)의 제도는 송

나라의 제도를 취해 “높이 3尺, 東西 길이 1丈 3尺, 南北 길이 1丈 2尺, 四方으로 

섬돌[陛] 하나씩 내고 그 담[壝]은 25步”로 할 것을 제안하 는데, 이 역시 수용되

었다.

결국 노인성을 제사하는 규례는 태종 11년(1411) 1월에 예조에서 상서한 내용을 

그대로 반 하 다. 이 때 채택된 위의 규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노인성제를 지

내는 시일은 추분 한 차례로 하고, 제사하는 장소는 남교(南郊)23)이며, 희생은 소 

한 마리로 하고, 희생은 태워서 그 연기가 위로 오르도록 하며, 제단은 높이 3척, 

동서 길이 1장 3척, 남북 길이 1장 2척의 규모가 된다. 시일과 장소, 희생, 희생을 

쓰는 법 등은 주나라의 제도를 취한 것이고, 제단의 제도는 송나라의 제도를 취한 

것이었다.

노인성제의 상세한 의주(儀註)가 마련된 것은 세종 8년(1426)의 일이다. 이 때 

의주를 제정함과 아울러 노인성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기존에 지내던 노

22) 太宗實錄  위와 같음. “又按 ｢天文志｣, 老人一星, 常以秋分之朝見于丙, 春分之夕沒于丁, 見
則治平, 主壽昌, 故秋分候之南郊. 本朝於春秋分祭之, 蓋取秋見春沒之義而祭之也. 宜放周制, 
止於秋分, 祭于南郊, 其壇之制, 取宋政和 五禮新儀 , 高三尺, 東西長一丈三尺, 南北長一丈二
尺, 四出陛一壝, 二十五步, 何如?”

23) 老人星壇은 南郊에 있는데, 남교는 숭례문 밖 둔지산에 있다(현재 용산기지 부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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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제에서는 단의 아래에 각성(角星)과 항성(亢星)의 위(位)를 설치하고 저(底)․

방(房)․심(心)․미(尾)․기성(箕星)까지 일곱 위를 동쪽을 향하게 하여 설치하여 

같이 제사하 는데, 이는 명분이 없는 것이므로 송나라 신종(神宗) 원풍(元豐)의 

예제(禮制)에 의거하여 각성과 항성의 위 등을 설치하지 말고 노인성만을 설치하

여 제사하고, 제품(祭品)도 소사의 예에 의하여 제사하도록 하자는 예조의 계를 

받아들인 것이다.24) 이에 따라 노인성제의 의주가 마련되었는데, 신좌(神座)는 노

인성좌(老人星座)만을 단 위의 북방에 남향하여 설치하 고, 제품은 소사의 예에 

따라 변(籩) 8, 두(豆) 8, 보(簠) 2, 궤(簋) 2, 조(俎) 1, 작(爵) 3개 등으로 마련되었고 

희생은 독(犢), 즉 소가 아닌 돼지[豕]로 바뀌었고, 이후의 제사에서는 이 때 마련

된 의주 내용을 따라 치제하 다. 이 내용은 신좌만을 제외하면 성제와 같아, 

이 때 이후의 노인성제 의주는 성제와 동일하고 국조오례의 에는 성제와 노

인성제의 의주를 동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25) 

사단 이외의 부속건물은 단을 만든 이후에 이루어졌다. 태종 11년(1411)에 노인

성단이 만들어졌고 이후 어느 시기에 성단도 만들어졌으나 태종 13년(1413)까

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단(祀壇)에는 단 이외의 부속 건물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속 건물이란 제사지낼 때 쓰는 제기류 등을 보관할 제기고

(祭器庫), 제사 음식을 준비할 신주(神廚), 신위판(神位版), 축판(祝板) 등을 보관할 

건물, 제관(祭官)이 재숙(齋宿)할 건물 등을 말한다. 당시에는 이러한 부속 건물이 

마련되지 않아 위판과 축판을 제사한 후에 남의 집에 맡겨 두어야 했고, 비나 눈

이 오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예조에서는 이러한 실정

을 감안하여 여타 부속건물을 지을 것을 제안하 고, 이에 따라 신주와 제기고, 

제관의 재소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26) 이렇게 신주와 제기고 제관의 재

소 등은 고제에 의거하여 태종 13년(1413)에 마련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제와 노인성제는 건국 초부터 올려졌다. 성제에 

비하여 도교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상정된 노인성제는 건국 초의 오례를 정리한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지 못하 고, 성종대의 국조오례의 에 포함되었다. 

24) 世宗實錄  권32, 세종 8년 5월 壬子(19일).

25) 주 12)와 같음.

26)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6월 乙卯(8일). “諸祀壇內, 雖有壇之處, 以無神 及庫祭官齋所, 
故神位版及祝版, 祭後恒置人家, 或値雨雪, 則奠物供備祭官, 齋宿無所, 似非敬神之道. 乞依古
制, 作神 及庫․祭官齋所.”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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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사의 시일은 다르지만 의주는 동일하게 되었으나 중종대에 폐지되기에 이르

다. 

성제와 수성제 이외에도 특정 별을 제사하는 것으로는 말의 수호신인 방성

(房星)에 제사하는 마조(馬祖)가 있다. 마조를 제사하는 마조단(馬祖壇)은 동교(東

郊)에 있는데, 그 제도는 성단과 같다.27) 마조도 소사에 속하는데, 성제와 노

인성제가 중종대에 폐지된 것과는 달리 조선조 내내 치제 대상이었다는 점에 차

이가 있다. 이는 같은 별제사라 하더라도 말의 수호신으로 상정된 ‘방성’을 인식

하는 태도가 달랐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의미는 더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이 정도 논의로 그친다. 마조의 의주는 성제, 노인

성제의 것과 같다.

그밖에 일월성신(日月星辰)에 제사하는 초제(醮祭) 역시 별에 대한 제사의 범주

로 볼 수 있다. 일월성신을 제사하는 초제의 성격은 성제, 노인성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치제의 목적이 다양하 지만28) 초제를 주관하는 기관이 도교(道敎)

27) 增補文獻備考  권63 ｢禮考10｣ ‘祭壇’ 馬祖.

28) 醮祭는 일월성신에 지내는 제사로 대표되는데 昭格殿에서 지냈다. 날을 정하지 않고 여러 
목적으로 지냈다. 초제를 지내는 목적을 정리해 보면 기상이변과 관련된 것, 병과 관련된 것, 
수명장수와 관련된 것, 왕이 즉위한 해의 直星을 찾아 행하는 것, 계절의 조화를 비는 것, 
복을 비는 것 등이었다. 기상 이변과 관련하여 지낸 것으로는 얼음이 얼지 않고 안개가 끼었
다는 이유로 태일성(太一星)을 초제(醮祭)한 것( 太祖實錄  권4, 태조 2년, 11월 辛酉(20일)), 
비 내리기를 비는 것( 太祖實錄  권5, 태조 3년, 5월 丁未(9일);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 
4월 甲戌(16일); 太宗實錄  권4, 태종 2년, 7월 癸未(2일); 太宗實錄  권7, 태종 4년 5월 辛
酉(21일); 庚寅(25일); 태종 5년, 5월 甲寅(20일); 태종 7년 5월 丁卯(14일); 태종 10년 6월 辛
酉(26일); 태종 16년, 5월 丁未(16일); 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6월 辛巳(8일); 世宗實錄  
권8, 세종 2년 4월 甲子(26일); 세종 7년, 6월 癸亥(25일); 세종 7년, 7월 乙未(28일); 세종 13
년, 5월 壬午(19일); 세종 17년 8월 辛丑(2일); 세종 18년, 5월 庚午(5일); 세종 21년, 4월 辛丑
(24일); 7월 辛未(25일); 세종 22년, 4월 乙未(23일); 세종 25년, 7월 戊午(5일); 세종 27년, 5월 
甲申(11일); 辛卯(18일); 세종 30년, 5월 丙戌(2일); 세종 31년, 5월 庚子(21일); 세종 31년, 6월 
辛亥(3일); 世祖實錄  권12, 세조 4년, 5월 戊戌(12일);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 7월 甲午
(13일); 成宗實錄  권230, 성종 20년, 7월 丁巳(1일)), 성변(星變)으로 인한 것( 太祖實錄  권
11 태조 6년, 4월 丁未(25일);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 4월 甲戌(16일); 태종 1년 5월 己酉
(21일); 睿宗實錄  권1, 예종 원년, 9월 癸未(27일)), 유성, 우뢰, 번개의 변을 기양하는 것
( 太宗實錄  권4, 태종 2년, 7월 癸未(2일); 태종 14년, 10월 甲申(14일); 世祖實錄  권46, 세
조 14년, 6월 辛卯(3일)), 태양 가운데 흑점이 보이자 지내는 태양 독초(太陽獨醮)( 太宗實錄  
권4, 태종 2년 10월 庚午(20일)), 날이 개이기를 비는 것( 世宗實錄  권65, 세종 16년, 8월 庚
戌(6일); 世宗實錄  권93, 세종 23년, 8월 丙子(12일); 世祖實錄  권16, 세조 5년, 6월 丁巳(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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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설치된 소격전(昭格殿; 후에 昭格署29))이라는 점으로 인해 소격전 혁

파논리와 맞물려 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소격서가 도교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

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 지만30) 그것이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있었으므로 갑자

기 혁파(革罷)할 수는 없다는 견해31)가 일반적이었고, 또 실제로 여러 효험을 보

았기 때문에 여타 제사와는 달리 음사(淫祀)로 몰리는 것에서 자유로웠다.32) 이와 

같은 이유로 소격전 혁파 문제는 오래 끌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상소, 대간의 사

직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중종 13년(1518) 9월 경자(3일)에 혁파 결정이 내려졌

다.33)  

주지하듯이 소격전은 태조 5년(1396)에 건설된 이래34) 혁파되어야 한다는 논의

일); 6월 己巳(19일)) 등의 예가 있다.
      병과 관련된 것으로는 현비의 병으로 인해 부처에게 빌고 초제를 지낸 예( 太祖實錄  권

10, 태조 5년 7월 壬戌(7일)); 안군이 왕의 병을 위해 지낸 예( 太祖實錄  권 14, 태조 7년 
8월 己巳(26일)); 왕의 風疾로 인한 것( 太宗實錄  권26, 태종 13년 8월 丁巳(11일)), 恭妃의 
병을 위해 지낸 것( 世宗實錄  권17, 세종 4년, 8월 己丑(5일)), 문종의 쾌유를 위해 지낸 예
( 文宗實錄  권13, 문종 2년, 5월 丁酉(5일)); 세조의 쾌유를 위해 지낸 예( 世祖實錄  권47, 
세조 14년, 8월 己亥(12일)), 왕의 장수를 빌기 위한 것(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 8월 甲子
(21일); 丙寅(23일)), 왕이 즉위한 해의 直星을 찾아 행한 것( 世宗實錄  권1, 세종 원년, 8월 
辛卯(14일)), 계절의 조화를 비는 것( 世宗實錄  권1, 세종 원년, 9월 乙亥(28일)), 복을 비는 
것[開福神醮]( 世宗實錄  권28, 세종 7년, 5월 丁丑(8일)) 등의 예가 보인다.

29) 昭格殿이 昭格署로 바뀐 것은 세조 12년(1466)의 관제개혁 때이다. 소격서에 令을 두고 품계
를 정5품으로 정했는데, 명칭변화는 있었지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30) 成宗實錄  권261, 成宗 23년 1월 癸未(12일).

31) 成宗實錄  위와 같음.

32) 定宗實錄  권6, 定宗 2년 12월 戊申(18일). “昭格殿醮星之事, 靈異屢著, 不可忽也, 其餘淫祀, 
去之如何?”

33) 中宗實錄  권34, 중종 13년 9월 庚子(3일) “領議政鄭光弼, 左議政申用漑, 右議政安瑭, 右
成崔淑生, 左叅 趙元紀等承召來啓曰: “臣等皆無異意. 已知群情, 宜速革罷.” 傳曰: “昭格署, 
非不知左道, 但其來已久, 故以爲不可革. 今見輿情, 皆欲革去, 當俯循輿情. 但命革則其祭祀, 
自不得爲也. 其設陳之具, 必爲處置, 如位版等物, 亦不須埋置. 京城內寺刹, 其初亦皆不使處置, 
而今皆自廢矣. 且今方搆造公廨, 置而不爲區處, 則必自撤取而用之也.” 光弼等啓曰: “其署奴
婢, 不可不啓禀而區處, 該司自宜處置. 若祠宇位版等物, 置不區處, 則隣里狂童, 必皆攘取其位
版, 令淨處埋之. 且革去事, 諭臺諫, 令早署經可也.” 傳曰: “奴婢及費用寶物等, 不得已當爲
處置. 其祠宇則不毁, 而令爲公廨, 可也.” 소격서 혁파가 결정된 이후 소격서의 位版은 깨끗한 
곳에 묻도록 하고 좋은 그림은 圖畵署에 옮겨 간수하도록 하 으며, 소격서의 은․놋쇠․사
기그릇들은 성균관․四學․讀書堂에 나누어 주도록 하 다( 中宗實錄  권34, 중종 13년, 9
월 乙巳(8일); 中宗實錄  권34, 중종 13년, 9월 丁巳(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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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중종대에는 중종과 신료들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

으키기도 했다. 결국 중종 13년(1518)년 일단 혁파되었으나35) 중종 17년(1522) 12

월에 자전(慈殿)의 병환이 위독하고 자전이 희망한다는 이유로 중종에 의해 복원

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복원이 이루어졌다.36) 폐지된 지 4년만의 일이었다. 

복원이 이루어진 이후 자전의 병에 차도가 있으니 다시 폐지하자는 논의가 대두

되었으나 “자전께서 조금 차도가 있다 해서 다시 혁파한다면 자전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시겠는가?”라고 하여 급급하게 혁파할 일이 아니라는 전교를 내려 소격서 

재폐지 논란은 일단락 마무리 되었다.37) 이후 소격서는 선조 25년(1592) 병란으로 

완전히 철폐되기에 이른다.38)

소격서의 존폐논란은 ‘예교’와 ‘이단’의 논쟁으로 대립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고에서 소격서 폐지 논의를 언급한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성제와 노인성제가 

왜 중종대에 폐지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39) 두 제사의 폐

34) 太祖實錄  권9, 태조 5년 1월 己巳(10일).

35) 소격서 혁파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것은 중종대에 들어서이다. 中宗實錄  권1, 중종 1년, 10
월 庚午(25일) 홍문관 부제학 이윤 등의 상소.; 中宗實錄  권12, 중종 5년, 12월 辛丑(19일) 
성균관의 생원 이경 등의 학술을 바르게 하는 것 등 便宜 10조 중.; 中宗實錄  권13, 중종 
6년 5월 癸丑(4일) 홍문관 직제학 조순의 시폐에 대한 상소 중; 中宗實錄  권13, 중종 6년, 
5월 己未(10일); 중종 6년 5월 庚申(11일); 같은 해 5월 辛酉(12일); 같은 해 5월 甲子(15일); 
5월 丙寅(17일); 5월 丙子(27일); 6월 癸未(5일); 6월 乙酉(7일); 6월 丁亥(9일); 6월 戊子(10일); 
6월 丁酉(19일); 6월 己亥(21일); 6월 辛丑(23일); 6월 戊申(30일); 7월 己酉(1일); 7월 庚戌(2
일); 7월 甲寅(6일); 7월 丙辰(8일); 7월 戊午(10일); 7월 庚申(12일); 7월 壬戌(14일); 7월 甲子
(16일); 7월 丙寅(18일); 7월 丁卯(19일); 7월 己巳(21일); 8월 庚辰(3일); 8월 癸卯(26일); 8월 
甲辰(27일); 10월 甲寅(25일); 중종 11년, 2월 丁丑(26일); 중종 11년, 10월 己巳(21일); 10월 
庚午(22일); 12월 丙辰(10일); 12월 丁巳(11일); 12월 庚申(14일); 12월 甲子(18일); 중종 12년, 
1월 庚辰(4일); 1월 癸未(7일); 2월 乙卯(9일); 중종 13년, 6월 丁亥(19일); 6월 己丑(21일); 7월 
甲子(27일); 중종 13년, 8월 戊辰(1일) 조광조 상소; 8월 己巳(2일); 8월 庚午(3일); 8월 辛未(4
일); 8월 壬申(5일); 8월 癸酉(6일); 8월 丙子(9일); 8월 丁丑(10일); 8월 戊寅(11일); 8월 己卯
(12일) 8월 丙戌(19일); 8월 戊子(21일); 8월 己丑(22일), 소격서의 일로 대간이 사직함, 조광
조 등이 다시 아룀; 8월 庚寅(23일); 8월 壬辰(25일), 소격서의 일로 일곱 차례나 아룀; 8월 
癸巳(26일); 8월 甲午(27일); 8월 乙未(28일); 8월 丙申(29일); 8월 丁酉(30일); 9월 戊戌(1일); 
9월 己亥(2일); 중종 13년 9월 庚子(3일) 혁파 결정하는 전교 내림.    

36) 中宗實錄  권46, 중종 17년, 12월 丙戌(14일).

37) 中宗實錄  권47, 중종 18년, 2월 乙亥(4일). 

38) 增補文獻備考  223권 ｢職官考10｣ 祭祀2 ‘昭格署.’

39)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정조의 음악정책 연구 (2003)에서 성제와 수성제를 다루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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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맥락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두 제사가 중종대에 폐지된 것은 결국 소격서의 폐지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중종 13년에 소격서가 혁파되면서 소사 가

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정되었던 성제와 노인성제가 폐지되기에 이르 다.  

 

III. 정조대의 성제와 노인성제40)

정조는 1797년(正祖 21) 성․노인성(水星) 두 별에 대한 제례의식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저술인 성단향의(星壇享儀)를 어정서(御定書)로서 편찬한다.41) 이는 

두 제례를 복구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조대의 국가전례정비 

강화 맥락의 하나로서 시행이 중단된 제향에 대한 복구 노력의 일환이었다. 정조는 

이를 편찬하기 위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서(漢書) ․ 당서(唐書) ․ 통

전(通典) ․ 통고(通考) ․ 개원례(開元禮) ․ 주례(周禮) ․ 시경(詩經)  등의 내

용을 충분히 참고하고 고증한 결과를 성단향의 라는 저술로 그 내용을 결집한다.  

성단향의 에 의하면, 두 별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는 장소는 남교(南郊)이고, 성

을 제사하는 시기는 주(周)나라의 제도를 따라 입추(立秋) 후 진일(辰日)에, 수성의 

제사는 추분(秋分)에 올리는 것으로 제시하 는데, 이미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제

정한 국초의 성제와 노인성제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성단향의 의 서문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이 논의의 일부를 소개한다. 

주나라의 제도에, 주공이 천하의 중심지에 성주(成周)를 건설하고 남교(南郊)에서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며, 후직(后稷)과 일월(日月), 농성(農星), 선왕(先王)들까지 모

두 배향시켰으니, 이는 남교에서 상제에게 제사를 올릴 때 농성도 종사(從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태사(太社)에서 기년제(祈年祭)를 

올릴 때에만 농성에도 제사를 올렸으니, 그 제단이 사직단 곁에 있음이 마땅할 듯하

다. 그러나 일월과 성신은 하늘에 딸린 것이고 백곡(百穀)과 초목은 땅에 딸린 것이

논문에서는 두 제사가 폐지된 이유를 밝히지 못하 다.

40) 이 부분은 송지원, 정조의 음악정책연구 (2003)의 내용을 가져왔다.

41) 星壇享儀 는 정조의 弘齋全書  권62 ｢雜著｣ 9에 실려 있다. 星位․壇制․時日․享官․齋
戒․奉神位․受香祝․祝版․省牲器․陳設․行祀儀․靈星樂歌․壽星樂歌․六轉舞勢의 열 

네 편목으로 나누어 성제와 수성제의 제도, 의식절차, 악가, 악무 등에 대하여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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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은 위와 친하고 땅에 근본을 둔 것은 아래와 친한 법이다. 그

러므로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땅에서 재물을 취하고 하늘에서 법을 취

하니, 하늘을 높이고 땅을 친애한다.”라고 하 다. 공 달의 소에는 “사람이 사계절

의 조만(早晩)을 아는 방법은, 모두 일월과 성신에 의거하여 이로써 농사 경작의 절

후를 삼으니, 이것이 하늘에서 법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을 높여 제사하니, 

‘제천(祭天)’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재물은 땅에서 나기 때문에 땅을 친하게 여겨 제

사하니, ‘제사(祭社)’가 바로 이것이다.”라 하 으니 곧 성신의 제사를 태사와 함께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또 수성에 제사를 하는 것은 복을 빌자는 것이므

로 남교에서 올리는 것이 옳다.42)

정조는 이미 주(周)나라의 제도에서도 상제(上帝)에게 제사를 올릴 때 농성(農

星; 靈星)도 종사(從祀)했다는 사실을 서문의 앞부분에서 강조하며, 우리나라에서 

태사(太社)에서 기년제(祈年祭)를 올릴 때에만 농성에 제사를 올린 것은 잘못이라 

하 다. 성과 수성은 모두 하늘을 높여 제사하는 ‘제천(祭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성신(星辰)의 제사를 태사(太社)와 함께 올려서는 안 

되므로, 남교(南郊)에서 제사함이 옳다는 내용을 고증하여 밝혔다. 또 두 제사를 

올리는 시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또 성의 제사를 한서  ｢교사지｣에는 “세시(歲時)로 제사를 올린다”라고 간단히 

말하 고, 당서  ｢예악지｣에는 “사시(四時)로 성에 제사를 올린다.”라고 말했는데, 

통전 ․ 통고 ․ 개원례  및 역대의 사지(史志)를 상고해 보니, 주나라 이래 입추

(立秋) 후 진일(辰日)이나 중추(中秋)의 보름날에 제사를 올렸다고 되어 있으니, 곧 

당나라 역시 입추 후 진일에 제사를 올렸다는 말은 사시로 올렸다는 ｢예악지(禮樂

志)｣의 설과는 같지 않다. 수성은 주나라 이래로 추분(秋分)에 제사를 올렸는데 노인

성(老人星)이 추분에 보이기 때문인 듯하다.43)

42) 弘齋全書  卷62, 雜著 9, ｢星壇享儀｣.
   “周주制, 周公作成周于土中, 祀上帝于南郊, 配以后稷日月農星, 先王皆與食, 是知農星從祀於郊
天之時也. 國制只擧祈年之祀於太社, 則祀農星, 似當在社壇之旁. 然日月星辰, 麗乎天, 百穀草
木, 麗乎土, 本乎天者, 親上, 本乎地者, 親下, 故 ｢郊特牲｣ 曰, “取財于地, 取法于天, 是以尊天
而親地也.” 孔潁達云, “人知四時早晩, 皆倣日月星辰, 以爲耕作之候, 是取法于天, 故尊而祭之, 
祭天是也. 財竝在地出, 故親而祭之, 祭社是也.” 則星辰之不當幷祭於社明矣. 且祭壽星, 所以祈

福也, 祀于郊爲得.” 

43) 弘齋全書  卷62, 雜著 9, ｢星壇享儀｣ “又靈星之祀, 漢 ｢郊祀志｣, 則汎言祠以歲時, 唐書  ｢禮
樂志｣, 則以爲四時祭靈星, 考之 通典 ․ 通考 ․ 開元禮  及歷代史志, 自周以來, 或用立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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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제사를 지내는 시기는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입추 후 진일(辰日)에, 수

성의 제사는 추분에 올리며, 장소는 두 제사 모두 국조오례의 의 “사우교(祀于

郊)”라는 말을 따라 모두 남교(南郊)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제사를 올리는 시기는 

이미 국조오례서례 44)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조는 이에 대해 여러 전적을 

참고, 확인한 후 이를 정한 것이다.

성단향의(星壇享儀) 에 제시된 성제와 수성제의 의식절차는 대부분 국조오

례의 를 따랐다. 그러나 국조오례의 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두 제사에 악가(樂歌)

와 악무(樂舞)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정조대에 새로이 첨가된 것이

다. 악관인 협률랑(協律郞),45) 악공(樂工)과 무동(舞童)이 새로이 제례에 참여하므

<그림 1> 原儀靈星壇圖46)

後辰日, 或用中秋望日祭之, 卽唐亦用立秋後辰日, 與 禮樂志  四時之說不同. 壽星則自周以

來, 祀以秋分, 蓋老人星見於秋分.” 

44)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時日.’ “立秋後辰日, 祀靈星, 秋分日, 祀老人星.” 

45) 협률랑은 제사지낼 때 댓돌 위 堂上 에서 麾를 들고 눕힘으로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임무를 맡은 악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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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조오례의 의 것과 비교해 보면, 진설(陳設)이 달라지고, 아울러 전체 의식

절차도 악무가 수반된 형태이므로 전반적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정조는 성제와 

수성제의 악무(樂舞)를 어떠한 제도를 따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한다. 

조선 초기에는 성(靈星)에 대한 제사가 소사(小祀)의 항목에 수록되어 있었다. 

… (중략) … 금년 여름에 내가 농사를 도타이 하고 폐해진 예를 닦는다는 뜻에서 내

각과 옥당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기왕에 행해진 예를 널리 상고하고, 대신 및 유신에

게 널리 자문하여, 그것을 시행하면서 닦아 밝히라고 하 다. 그러나 다만 음악을 사

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혹은 그 악보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고도 하고, 혹은 당나

라나 송나라에서도 역시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 요즈음의 것을 내버

려두고 옛날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기에, 내가 먼저 태평무(太平舞)의 제도를 군

악(軍樂)에다 흉내내어 사용해 봄으로써,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하

려 한다.47)

정조는 성에 대한 제사에서 사용할 악무를 고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 다. 당

나라와 송나라에서도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평무(太平舞)

의 제도를 군악(軍樂)에다 흉내내어 사용해 보고자 하 다. 실험을 통해 이를 

성제의 악무로 쓸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다.

정조는 이 때 사용되는 악기로서 박(拍)․고(鼓)․차수적(叉手笛)48)․횡취적(橫

吹笛)49)을 편성시킨다. 제사의식 가운데 음악이 사용되는 부분은 전폐례(奠幣

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 절차이다. 이 가운데 악무

(樂舞)는 전폐례와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서 연행된다. 전폐례에서는 천자무

(天字舞)를 추는데, 음악은 여섯 박이고, 춤은 여섯 바퀴를 돈다. 초헌례에서는 하

46) 春官通考  卷43, ｢吉禮․靈星｣ ‘原義靈星壇圖.’ 

47) 弘齋全書  卷178, ｢日得錄｣ 18, 訓語 5. “國初靈星之祭, 列在小祀. … (中略) … 今年夏, 予以
敦本敎修曠禮之義, 命內閣玉署之臣, 博考已行之禮, 廣詢大臣․儒臣, 行且修明之, 而獨其用樂
之節, 或謂腔譜未詳, 或謂唐宋亦不用樂. 今不必舍近而泥古. 予將先以太平舞制, 倣用於軍樂, 

以試其可用否也.” 

48) 차수적(叉手笛); 중국 고악기의 이름이나 여기서는 관악기인 피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수적이라는 이름은 연주자가 악기를 잡는 모양이 마치 가지런히 두손을 맞잡아 공수(拱
手)하는 형상과 유사하다는 데에서 붙여졌다.

49) 횡취적(橫吹笛): 관악기인 대금(大笒)에 대해 ‘가로로 부는 적’이라는 의미를 살려 이름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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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무(下字舞)를 추고, 아헌례에서는 태자무(太字舞)를, 종헌례에서는 평자무(平字

舞)를 춘다. 성제에 사용되는 악장(樂章)은 상서(尙書)  ｢우서(虞書)․대우모

(大禹謨)｣에서 취하 고, 수성제에 사용되는 악장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녹명(鹿鳴)｣ ‘천보(天保)’의 것을 취하 다.

성제와 노인성제는 소사(小祀)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사용하는 점에서 정조

의 전례정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조는 주례(周禮) 를 통하여 소사에 음악

을 사용했다는 전거를 제시하여 악가와 악무를 시행하는 의미를 강조하 다. 

주례(周禮) 에는 모든 국가의 소사(小祀)에 종고(鍾鼓)를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사에 음악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 고조가 봄가을로 성에 제사를 올릴 때 

남자 무동이 16인이었으니, 이것이 성의 제사에 음악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오직 

당나라의 제도에만 성 및 사중(司中)․사명(司命)의 제사에 모두 음악을 쓰지 않았

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에서 성과 수성의 제사에 음악을 쓰지 않은 것도 

역시 당나라의 제도를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한나라의 제도를 따라 음악은 

속부(俗部)음악을, 춤은 동남(童男)으로 이일(二佾)을 써 관헌(祼獻)의 절차에 맞추는

데 그치니, 이는 곧 토고(土鼓)와 빈가(豳歌)로 전부(田夫)와 만물(萬物)을 쉬게 한다

는 뜻이다.50)

 

국조오례의 에서 성과 수성의 제사에 음악을 쓰지 않았던 것은 당나라의 제

도를 따랐기 때문이라 하 다. 그러나 주례(周禮) 를 통하여 소사에 음악이 있었

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또 한(漢) 고조(高祖)가 봄가을로 성에 제사를 올릴 때, 

무동(舞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악가와 악무를 추가 제정하게 된 것이다. 

성․수성제의 진설(陳設) 가운데 음악과 관련된 부분을 성단향의 의 내용에 

의거하여 정리해 본다. 신좌(神座)는 북쪽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되며, 헌관(獻官)

의 자리는 제단 아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 음복위는 제단 위 남쪽 계단 서쪽

에 북향으로, 집사(執事)의 자리는 헌관의 뒤 조금 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되 북

쪽을 윗자리로 하고, 집례(執禮)의 자리는 제단 위에, 찬자(贊者)와 알자(謁者)의 

자리는 모두 제단 아래 동쪽 가까이에 설치하되 서향에 북쪽을 윗자리로 하고, 협

50) 弘齋全書  卷62, 雜著 3, ｢星壇享儀｣, ‘行祀儀.’ “ 周禮  凡國之小祀, 令奏鐘鼓, 此小祀有樂
之證也. 漢高祖春秋祀靈星, 舞者童男十六, 此靈星祀有樂之證也. 惟唐制靈星及司中司命, 皆不
用樂, 五禮儀 靈星壽星之不用樂, 亦因唐制也. 今從漢制, 樂用俗部, 舞用童男二佾, 叶于祼獻

之節而止, 卽土鼓豳歌, 以息老物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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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랑(協律郞)의 자리는 제단 아래에다 서쪽 가까이 동향으로 설치하고, 악공의 자

리는 협률랑의 남쪽에다 설치하되 북향에 동쪽을 윗자리로 하여 설치된다. 악기

는 박(拍)을 가장 동쪽에 놓고, 이어 고(鼓)․차수적(叉手笛)․횡취적(橫吹笛)의 

순으로 놓는다. 무동(舞童)은 악공의 서남쪽에 두 줄로 북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제관의 문밖 자리[門外位]는 동문 밖 길 남쪽에 설치하되, 관등마다 위차를 달리

하고, 두 줄로 하여 북향에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제사를 거행하는 의식[行祀儀] 가운데 음악이 사용되는 부분은 전례폐(奠幣

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 절차이다. 전폐례에서는 

집례가 ‘행전폐례(行奠幣禮)’라고 외치면, 협률랑이 휘를 들고 일어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 때 춤은 천자무(天字舞)를 춘다. 음악은 여섯 박이고 춤은 여섯 바

퀴를 돈다. 폐백을 신위 앞에 올린 후에 음악을 마치고, 전폐례가 끝난다. 

이어지는 초헌례에서도 집례가 ‘행초헌례(行初獻禮)’를 외치면 음악을 연주한다. 

초헌례에서 추는 춤은 하자무(下字舞)이고, 음악은 여섯 자, 춤은 여섯 바퀴를 돈

     

<그림 2> 天字舞圖와 下字舞圖51)

51) 弘齋全書  卷62, 雜著 9, ｢星壇享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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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太字舞圖와 平字舞圖52) 

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음악이 연주되다가 초헌례를 마치는 것과 같이하

여 음악을 그친다.

아헌례에서도 집례가 ‘행아헌례(行亞獻禮)’를 외친 후 음악이 시작된다. 아헌례

에서는 태자무(太字舞)를 추며 음악은 여섯 박, 춤은 여섯 바퀴를 돈다. 종헌례도 

마찬가지인데, 춤이 평자무(平字舞)인 점이 다르다(<그림 2>․<그림 3> 참조).

성제와 수성제에 사용되는 악장을 보면, 성은 농업신으로 받들어지는 별이

므로, 성에 대한 제사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수성(노인성)

에 대한 제사는 수명을 관장하는 별에 대한 제사이므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

미를 지닌다. 성제와 수성제의 악장(樂章)은 다음과 같다.

<靈星樂歌>53)

52) 弘齋全書  卷62, 雜著 9, ｢星壇享儀｣.

53) 성악가의 가사는 書傳  ｢虞書․大禹謨｣의 “禹曰, 於帝念哉! 德惟善政, 政在養民, 水金木
土穀惟修, 正德利用厚生惟和, 九功惟叙, 九叙惟歌, 戒之用休, 董之用威, 勸之以九歌, 俾勿壞.”

에서 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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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이 잘 닦이며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이 조화롭고

구공九功이 모두 차례대로 행해지니

이 순조로움을 노래하도다.54)

<壽星樂歌>55)

초승달과 같으며, 떠오르는 해와 같으며,

원한 남산과 같아, 

이지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으며,

무성한 송백과 같아 

그대를 계승하지 않음이 없도다.56)

성악가와 수성악가는 각각 춤 한 바퀴에 한 번씩 부르는데, 앞에 소개한 바대

로 각 절차에서 춤은 여섯 번 돌도록[六轉] 되어 있다. 따라서 매 절차마다 노래는 

여섯 회를 부르게 되는 셈이다.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연행되는 춤의 절차가 소개

된 부분의 전문을 소개한다. 

여섯 번 도는 춤사위;

왼쪽으로 돈다 ― 표의 주위를 둥그렇게 돈다 ― 오른쪽으로 돈다 ― 표의 주위를 

둥그렇게 돈다 ― 우러르며 돈다 ― 표의 주위를 둥그렇게 돈다 ― 숙이며 돈다 ― 

표의 주위를 둥그렇게 돈다 ― 빠른걸음으로 돈다 ― 가운데로 빠르게 뛰어나간다 

― 제자리에서 돈다 ― 천자天字 모양으로 정위치에 선다.

전(轉)이란 얼굴을 돌리며 몸을 돌리는 것이다. 그 뜻은 시경(詩經)  ‘관저(關雎)’

의 ‘전전(輾轉)’에 근거한 것이고 천(天)․하(下)․태(太)․평(平)의 사무(四舞)를 육세

(六世)로 하여 24박에 맞춘 것은 음악이 여섯 번 변하여야 천신이 내리기 때문이

다.57) 성에 제사를 할 때에는 무동이 다함께 구서지가(九敍之歌)를 부르고 수성에 

제사를 할 때 무동이 다같이 천보지아(天保之雅)58)를 부르는데 모두 관적(管笛)으로 

54) 원문은 “水火木金土穀維修, 正德利用厚生維和, 九功維叙, 九叙維歌.”( 弘齋全書  卷62, 雜著 

9 ｢星壇享儀｣, ‘靈星樂歌).’

55) 수성악가의 가사는 詩經  ｢小雅․鹿鳴｣ ‘天保’의 것을 취하 다.

56) 원문은 “如月之恒, 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이다( 弘齋全

書  卷62, 雜著 9 ｢星壇享儀｣, ‘壽星樂歌.’). 

57) 周禮  ｢大司樂｣, “樂六變, 則天神皆降, 可得而禮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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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고 북과 박으로 박자를 맞춘다. ― 춤 한 바퀴에 박(拍) 한 번, 고(鼓) 한번이

다.59)  

‘진설’ 부분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무동의 위치는 악공의 서남쪽에 두 줄로 북

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정 위치이다. 정 위치를 중심으로 좌전(左轉) ― 우전

(右轉) ― 앙전(仰轉) ― 부전(俯轉) ― 추전(趨轉) ― 정전(定轉) 등 여러 방향과 

자세를 바꾸어가며 도는데, 마치 매스게임이라도 펼치듯 각각 천(天)․하(下)․태

(太)․평(平)의 네 자를 만든다. 무동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궁중정재 가운데 天․下․太․平의 네 자를 만드는 것이 있었다. 고려 문종 

때 들어온 당악정재 가운데 하나인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가 그것으로 고려사

(高麗史) 에 의하면 55명이 추고, ‘군(君)․왕(王)․천(萬)․세(歲)’ 혹은 ‘天․下․

太․平’의 네 자를 만드는 춤이라 기록되어 있다.60) 그러나 전승이 끊어져 그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天․下․太․平’의 네 자를 만드는 춤이라는 점

에서 성과 수성 제사의 악무와 비교할만한 단서를 남긴다. 다만 ‘왕모대가무’는 

지난 1999년 11월에 처음 국립국악원에서 재현한 적이 있어,61) 성단향의 에 상

세히 소개된 것을 바탕으로 성제와 수성제에 쓰인 악무도 재현해 볼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성제와 수성제는 소사(小祀)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조오례의 에서는 악가와 

58) 天保之雅: 詩經  ｢小雅․鹿鳴｣의 ‘天保’를 말한다.

59) 弘齋全書  卷62, 雜著 3 ｢星壇享儀｣.
   “六轉舞勢: 左轉, 環旋表周, 右轉, 環旋表周, 仰轉, 環旋表周, 俯轉, 環旋表周, 趨轉, 趨進中央, 

定轉, 定立天字. 轉者, 面顧而體轉, 義本關雎詩之輾轉也. 天下太平四舞各六世, 以協二十四拍
者, 樂六變而天神降也. 祀靈星, 舞童齊唱九敍之歌, 祀壽星, 舞童齊唱天保之雅, 皆和以管笛, 

節以鼓拍. 舞一轉, 拍一鼓一.”  

60) 高麗史  卷71, ｢樂志｣ ‘用俗樂節度.’
   “三十一年, 二月, 乙未. 燃燈, 御重光殿觀樂, 敎坊女弟子楚英, 奏王母隊歌舞. 一隊五十五人, 舞

成四字, 或君․王․萬․歲, 或天․下․太․平.” 

61) 王母隊歌舞는 1999년 11월 25일 국립국악원 呈才祭典에서 재현된 바 있다. 당시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하루미가 高麗史  ｢樂志｣의 자료와 원로사범 金千興 선생이 1987년 초안
한 舞譜를 바탕으로 연구, 새롭게 안무한 것으로 40명의 무원들이 출연하 다. 춤의 형태와 
구성이 장대하고 화려했다. 당시 불려진 唱詞는 “國家繁榮 君王萬歲 天下太平”의 12자이고, 
이 가운데 ‘天下太平’의 네 자를 형상화했다. 그러나 네 자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는 같

으나, 六轉하는 춤사위는 星壇享儀 에 제시된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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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무에 관한 기록이 없다. 악가와 악무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조는 

주례 의 “모든 국가의 소사에도 종고(鍾鼓), 즉 음악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는 

기록에 의거, 성제와 수성제에 음악을 쓰도록 하 고, 성단향의 를 통해 여기

에 사용될 악가와 악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당대의 문화중

심국 조선에서 각종 전례의 엄격한 정비, 복구의 흐름을 타고 이루어진 것이다.  

정조는 중종 13년(1518), 소격서의 혁파와 함께 폐지된 성과 수성, 두 별에 대

한 제사를 복구하고자 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성단향의 라는 저술로서 정리하

다. 그러나 이는 끝내 시행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악가와 악무

를 갖춘 정조대의 성제와 수성제가 비록 정조 당대에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현

재 남아있는 자료에 의거하면 충분히 재현 가능한 의례이다. 성단향의 라는 저

술이 성제와 수성제의 복구,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성

단향의 에 소개된 제례절차와 악가무의 내용을 고증․활용한다면, 잊혀진 국가전

례 하나가 더 무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맺음말

성제와 노인성제는 조선시대에 길례(吉禮) 소사(小祀)에 속하는 제사 다. 

성제가 먼저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고, 이어 성종대의 국조오례의 에 노

인성제가 올라 두 제사는 소사의 가장 앞부분에 오르게 되었다. 태종대까지는 

‘소’를 희생으로 썼으나 세종대 이후 소사(小祀)의 예에 따라 ‘돼지[豕]를 희생으

로 썼다. 또 노인성제의 경우 희생을 죽이지 않고 제사지낸 후 소격서에서 길 으

나, 예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태종 11년(1411) 제도를 바꾸게 되었다. 두 제사는 

중종대에 소격서의 혁파 흐름과 맞물려 폐지되었다.

성제와 노인성제를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국가전례정비 강화의 노력이 

심화된 정조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다. 정조는 두 제사의 복구를 위해 성단향

의(星壇享儀) 를 어정서로 편찬하여 복구를 위한 교과서로 활용하고자 하 다. 또 

소사에는 악무(樂舞)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통을 뒤로 하고 주례(周禮) 에 

근거하여 소사에도 악무를 쓰는 것을 선택하 다.

이에 따라 악장(樂章)과 악무(樂舞)를 새롭게 제정하 는데, 성제에서 사용하

는 악장은 상서(尙書) 에서, 노인성제에서 사용하는 악장은 시경(詩經) 에서 취



148 奎 章 閣  30

하 다. 또 악무는 전폐례와 초헌례, 아헌례와 종헌례 절차에서 각각 ‘天’ ‘下’ 

‘太’ ‘平’의 네 자를 그리는 일종의 마스게임과 같은 방식의 것을 제시하 다. 

각각의 춤을 설명할 때에는 춤사위까지 제시하여 실제 복구할 때 구체적으로 참

고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내용에서는 정조가 성제와 노인성제를 매우 구

체적인 단계까지 복구하고자 했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례는 복

구되지 못하 고, 정조가 구상한 악무는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미완으로 남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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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ites for the Stars, Yeongseongje 
and Noinseongje

 Song, Ji-won

Yeongseongje 靈星祭 and Noinseongje 老人星祭 were the rites for the stars, which 

were the gods of managing the agriculture and life span, as parts of auspicious 

ceremonies in Joseon period. Yeongseongje was recorded in Orye (Five Rites 五禮), 

Sejongsilrok (Annals of King Seongjong), while Noinseongje in Kukjo-oryeui (Five 

Rituals of the Yi Dynasty 國朝五禮儀)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By the 

reign of King Taejong, a cow was used as a sacrificial offering, but after the reign 

of King Sejong, a pig was replaced as a sacrificial offering. In case of Noinseongje,  

the sacrificial offering was not killed and after the ceremony, it was raised. However, 

this regulation was changed during the eleventh reign year of King Taejong (1411), 

and finally both rites were abo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The movement for recovering these rites began in earnest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when the maintenance of national rituals were more strengthened. King 

Jeongjo complied Seongdanhyangui 星壇享儀 and utilized it as a textbook for the 

recovery. In addition, he tried to make use of music and dance in a small ritual in 

terms of Jurye (The Rites of Chou 周禮), ignoring the general custom.

The musical movement of Yeongseongje was taken from Sangseo (Documents of 

the Elder 尙書), and that of Noinseongje was from Sikyeong (the Classic of Songs 

詩經). King Jeongjo tried to recover Yeongseongje and Noinseongje in a concrete 

way, but actually these rituals could not be recovered, and the music and dance 

King Jeongjo composed remained incomplete without being performed on th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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