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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직관과 추론과 기억에 작용하

는 여러 가지 인지적 제약들이 민속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을 위한 자연적 

토대가 된다는 것을 한국의 강우의례들을 사례로 삼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민속신앙은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 

및 그 문화적 분포 양상을 논의하기 위한 개념적 범주다. 민속신앙은 미시적

으로 지역 및 집단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위한 지표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보이

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특징도 갖는다.  

민속신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성립종교들의 총합보다 훨씬 광범위한 

인류의 종교문화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이 한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시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지난 수십 년 간 인지과학과 진화심리

학의 성과에 힘입어 전개되고 있는 자연주의적 종교연구들, 그중에서도 특

히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의 주요 이론과 발견을 비판

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 강우의례의 사례를 통해 민속신앙에 접근한다.

강우의례는 이러한 민속신앙의 문화적 현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양질의 종교사적 사례를 제공한다. 조선시대의 강우의례와 근현대 강우

의례의 몇 가지 형태들은 모두 전적으로 특정한 종교전통의 교리적 신념이

나 의례적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뭄이라는 현실적 위기

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의례적 반응을 반영하고 있다. 

강우의례에서는 초자연적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이 환기되며 정해진 절차

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또 이러한 강우의례는 

독특한 양식을 획득하면서 문화적으로 전승된다. 본고는 명시적인 교리적 

신념이나 의례적 규범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한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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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전승을 향유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류의 관념, 실천, 전승이 문화적 

성공을 거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진화된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에 비

추어 분석한다. 

첫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적인 관념에 대한 것이다. 수많은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특정한 관념들이 있다.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어지는 

특정한 인과체계에 대한 관념들, 혹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나 정령 

혹은 동물 등 특별한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들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서

로 다른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 및 추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인지과학의 다양한 증거들은 이러한 관념들이 모듈

화된 인지적 기능들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환기되거나 쉽게 

추론되고 회상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의 실천적 차원에 관한 것이다. 강우의례의 실천

에는 특정한 부류의 규칙들이 요구되지만 그 실질적인 이유는 모호한 경우

가 많다. 또 사람들은 그 실천들의 의미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여기며 심지어 매우 엄격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천은 선례를 참조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강우의례의 특수한 규칙성은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론이 작용하는 민속신앙의 실천적 차원이 갖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진화된 인간 마음이 지닌 행위표상체계, 위험예방체계, 메타표

상체계 등의 종합적인 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의 전승(傳承, transmission) 양상과 관련된 것

이다. 가뭄의 절박한 현실에서 행해지는 강우의례는 예견되는 불행의 긴박

함 속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의례적 방식이 문화적 성공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세부적인 형식

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행해지는 강우의례의 특성

은 비교적 소수의 패턴으로 수렴한다. 특히 강우의례들의 정서적 분위기나 

형식은 마치 어떤 ‘끌개 위치(attractor positions)’가 있는 것처럼 유사한 

패턴의 양상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강우의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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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패턴은 무속과 유교의 의례적 지향이 제공하는 사

회·역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패턴이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는 점에서 이 패턴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장기기억체계와 

문화 전승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이러한 패턴이 자극의 ‘화려함’에 의해 강

화되는 일화기억과 자극의 ‘빈도’에 의해 강화되는 의미기억 등 장기기억의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속신앙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은 인류의 종교문화가 성립종교들의 교리

와 규범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설명 불가능한 신비적인 원

인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인류의 종교문화가 지닌 특정 양상

들은 인간이 지닌 여러 인지체계들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

명될 수 있다. 인간 마음의 일반적이면서도 이종혼성적인(heterogeneous) 

작동방식들에 의해 민속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을 설명하는 본고의 논리는 

인간의 종교적 삶이 지닌 역동적인 양상을 단일한 종교적 본성으로 환원시

키는 선험적 관념론이나 후천적인 다양성과 차이만을 강조하는 상대주의에 

함몰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과학

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논쟁적인 이론적 가설들을 바탕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들을 필요로 하며, 반증에 의해 언제든

지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접근들은 여전히 

많은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연구 역시 그러한 비판과 논쟁

에 열려 있다.

주제어: 민속신앙, 강우의례, 진화된 인간 마음, 인지적 제약, 자연주의적 종

교연구, 인지종교학

학  번: 2006-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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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로서의 ‘민속신앙’

인류의 종교문화는 잘 알려진 성립종교(established religions)의 총합 

이상의 현상이다. 사람들은 특정 종교의 신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초자

연적 존재를 떠올리고 의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다. 인류 문화에는 여러 성립종교들

의 교리나 실천규범과 무관하게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의 양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성립종교의 추종자들은 종종 ‘올바른’ 믿음과 실천을 규범화하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타자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공고하게 다지

고자 한다. 이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의 모든 양상이 특

정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적·의례적 규범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방증한다. 

즉, 이름난 종교들이 구축하고 있는 신앙 체계들은 그보다 더 다양한 믿

음과 실천이 작동하고 있는 드넓은 가능세계의 극히 일부분이다. 그렇다면 

특정 성립종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류의 종교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인류가 

경험해 온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다채로운 양상을 그보다 훨씬 작은 집단의 

특수한 경험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는 성립종교 중심의 종교이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한 인류

의 종교문화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성립종교들의 경우는 그 기원과 전

파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하고 교리나 의례에 대한 체계적 서술도 

가능하다. 반면,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종교적 믿음과 실천은 

매우 널리 퍼져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분포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들이 왜 인류 문화 속에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방도를 찾기 어렵다. 그러한 믿음과 실천의 ‘문화적 

성공’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이러한 부류의 신앙(信仰)1)을 어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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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용

어들이 이미 사용되어왔다. 가령, 민속신앙, 민간신앙, 토속신앙, 민속종교, 

민중종교 등등의 용어들이 그 예로서 나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들에는 

그 용어를 사용해온 사람들의 특수한 관점이 녹아 있으며, 그 용어들이 특별

한 호소력을 갖게 되는 일정한 맥락도 존재한다.2) 따라서 그 용어들을 활용

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들에 반영되어 있는 특수한 관점과 맥락, 그리고 그것

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민속신앙, 민간신앙, 토속신앙, 민속종교, 민중종교 등의 용어는 학

술적으로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

들이 지시하는 현상들은 종교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매우 중

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 용어들은 대개 어떤 하나의 종교에도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지만 특정 지역의 사회적·종교적 비엘리트 집단에서 전승되고 있

다고 간주되는 여러 가지 종교적 믿음과 실천을 대상화할 때 사용되곤 한다.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가리키는 부류의 신앙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화

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은 대체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전승되

는 믿음과 실천을 발견해내고 그 고유하고 특수한 의미를 해설하는 데 집중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영역의 민족지적 자료와 인류학적 보고서들은 그러한 

부류의 신앙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미시적인 고유성과 특수성을 넘어 거

시적 일반성의 측면도 함께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일반성

은 그러한 부류의 믿음과 실천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세계 곳곳에 널리 퍼

져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예컨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활동도 하지만 몸은 

없는 존재인 ‘신’이나 ‘정령’에 대한 믿음, 죽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조상’에 대한 믿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관해 

1) 본 연구에서는 ‘신앙’을 ‘믿음과 실천’이라는 말과 호환 가능한 것으로 사용한다. 신앙(信仰)이

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믿고 우러러 받듦’이라는 뜻이다. 본고에서는 ‘신앙’의 이러한 문

자적 의미를 확장하여 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2) 예컨대, 그러한 용어들은 세계종교, 성립종교, 외래종교, 공식종교, 엘리트종교 등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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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물’에 관한 믿음 등은 서로 다른 문화권

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 그러한 신, 정령, 조상 등에 대한 믿음을 동반

하면서 행해지는 희생제의나, 어떤 사물을 보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점복 행

위들도 역시 문화적 차이를 넘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러한 부류의 믿음과 실천이 성취하고 있는 일반성과 문화적 성공의 원

인은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인간은 본래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이

라는 신화적이고 관념적이며 순환론적인 선언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설

명이 될 수 없다. 위의 질문은 일종의 인과적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

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검증 가능한 일반 법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용어들에 함축되어 있는 학술적 관심과 본고의 문제의식 사이의 부

정합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우선, 기존 용어들의 존재는 관련 현상의 다양한 측

면들과 그것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인식가능하게 해준다. 또, 이 용어들의 

존재는 그것들이 결국 서로 다른 특수한 사물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즉, 민속신앙, 민간신앙, 토속신앙, 민

속종교, 민중종교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본래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용어들은 어떤 현상들이 지닌 다양한 측면을 특수한 관점에서 서술하거나 

해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적 도구인 것이다. 하나의 용어가 그 자체로 어

떤 존재론적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서술하고 해명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개념은 대상을 

구성한다. 보다 온건하게 말하자면, 개념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대상이 포착

되기도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일깨워주는 보다 근본적인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개념과 그 개념이 포착하고자 하는 현실은 본래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사실 우리는 바로 개념과 현실의 그러한 불일치 덕

분에 차이와 긴장을 따라 계속해서 사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적합한 

용어의 부재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현실을 완벽하게 포착해내는 ‘완

벽한 개념’의 등장일 수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불일치와 긴장을 통해 사

유를 이어나가도록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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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민속신

앙(folk beliefs)’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민속신앙이라는 용어는 인류 종교문화의 특정 양상, 즉 이름난 

종교들의 전체집합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문화적 현존

을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서술하고 해명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사용

될 것이다. 부연하면, 본 연구는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으면서 

미시적으로는 지역 및 집단의 고유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의 지표가 되고 거

시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넘는 일반성을 보이는 종교적 믿음과 실천 그리

고 그 문화적 전승 양상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 범

주로서 ‘민속신앙’이라는 개념을 취한다. 

이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했던 처음의 질문을 재구성해보자. 세계 곳곳

의 수많은 사람들은 왜 공식적인 교리나 실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도 않은 

이러한 민속신앙에 이끌려왔을까? 즉, 민속신앙의 문화적 성공의 원인은 무

엇일까? 

즉, 민속신앙이라는 개념을 통해 본고가 천착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지 민

속신앙에 속하는 믿음과 실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박물학적(博物學的) 관심과는 구분된

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부류의 물음들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첫째, 민속신앙은 어떻게 발생하고 존속하고 전파되는가? 

둘째, 민속신앙 중에서 더 오래 존속하고 더 널리 분포하는 것들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셋째, 민속신앙은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들’과 어떤 관

계에 있는가? 넷째, 민속신앙은 구체적인 문화 현상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민속신앙이라는 문화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과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축하고 있다.3)

이와 같이 본고에서 민속신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하나

의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환기시키도록 고안

3) 그러한 질문은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물음에 보다 나은 대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의 종교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한층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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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념적 장치다. 이 논문은 ‘민속신앙’이 환기시키는 문제들을 유효한 물

음으로 다듬고 그 해답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직관과 추론과 기억에 작용하

는 여러 가지 인지적 제약들이 민속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을 위한 자연적 

토대가 된다는 것을 한국의 강우의례들을 사례로 삼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민속신앙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견되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관념과 실천 그리고 전승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 즉, 민속신앙에도 나름의 

체계적인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민속신앙의 체계성은 

명시적인 신학적 교리나 의례적 규범 혹은 공고한 사회적 조직 등에 의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체계성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민속신앙이 지닌 체계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류의 믿음과 

실천을 수집·분류하고, 그것들끼리의 상호 연관성을 탐색하며, 그에 대한 의

미론적 주석을 생산하고,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과 의의를 살피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그러한 작업들은 설명해야할 문제를 명료하게 

하는 데 기여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과적 설명은 일반적인 법칙이나 

신뢰할만한 일반화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칙과 일반화

가 고려될 수 있을 테지만, 본고는 인간 마음의 일반적인 작동방식에 주목하

여 민속신앙에서 나타나는 체계성의 기초를 찾아내고자 한다. 

먼저, 민속신앙의 많은 측면들이 사람들의 직관, 추론, 기억 능력에 의존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명시적인 교리나 실천규범 없이 펼쳐지는 민속

신앙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직관과 추론과 기억에 의거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직관, 추론, 기억 능력은 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적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능력들은 현생인류라면 일반적으로 갖

추고 있는 진화된 마음의 작동방식 하에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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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 추론, 기억의 능력은 마음의 작동방식에 의해 가능하게 되고 동시에 

제한된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의 어떠한 작동방식들이 직관과 추론과 기억

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민속신앙의 토대로서 작용하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이 본고의 전체를 가로지르며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본 연구는 20세기 말 이후로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의 성과와 연속선을 

확보하며 전개되고 있는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의 주요 

이론과 발견을 바탕으로 하여 민속신앙에 접근하고자 한다.4) 보다 일반적인 

견지에서,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의 약진은 인간학(anthropology)의 학문

적 토대를 새롭게 다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받는 만큼 많

은 비판도 따르고 있지만, 학계의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지종교학은 이러한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 외에도 비교종교학, 인류

학, 민속학, 역사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성과들을 참조하여 인간의 종교

적 삶이 지닌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들에 의해 이끌

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인지종교학은 종교의 공식적인 ‘역사’와 ‘전통’만으

로는 다 포착되지 않는 종교적 삶의 일상적 현장들을 주의 깊게 다루며, 그

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문제의식, 이론,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잘 알려진 종교전통들의 역사적 전개양상 역시 인지종교학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다. 그러나 인지종교학은 종교전통의 역사를 구성하고 서술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는 일을 유보하고 오히려 그러한 역사를 

서술하고 향유하는 인간의 능력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인지종교학

은 종교전통이 제시하는 관념과 실천의 의미에 관한 주석을 다는 일에 봉사

하기보다는 인류의 어떤 인지적 특성이 그러한 종교전통의 문화적인 현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더욱 집중한다. 

4) 필자는 다음의 논문들에서도 ‘인지종교학’을 비롯하여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의 약진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자연주의적 종교연구의 성과와 지향을 수용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구형

찬, �종교연구의 방법론적 범주에 관한 고찰: 비교, 분류,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6; ｢인간학적 종교연구2.0을 위한 시론: ‘표상역학’의 인간학적 자연주의를 참고

하며｣, �종교문화비평� 15, 2009, 253-292쪽; ｢멍청한 이성: 왜 불합리한 믿음이 자연스러운

가?｣, �종교문화연구� 19, 2012, 2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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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지종교학적 접근은 민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을 해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작업에 핵심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제공한다. 물론 인지종교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발견과 통찰을 모두 본고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거

나 참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까지의 인지종교학적 작업들을 비

판적으로 수용하고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인지종교학의 영역에도 의미 있

는 기여를 하는 것 역시 본고가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다.    

본고는 민속신앙적인 관념·실천·전승의 인지적 기반을 해명하고자 하는 

기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강우의례(降雨

儀禮, rituals for rain)’를 사례로 참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여기

서 ‘강우의례’는 가뭄의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이 흡족한 양의 비를 얻기 위

해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례적 실천들을 포괄적으로 지시한다. 다른 무엇보

다 ‘의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속신앙의 문화적 현존 양상을 다각적

으로 관찰하기에 용이한 공적 표상(public representations)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 물론 의례는 기본적으로 실천의 차원에 속한다. 그러나 의례는 그 

실천과 함께 환기되는 관념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뿐만 아니라 그 실천이 

문화적으로 전승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준다. 즉, 의례는 

민속신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그중에서도 강우의례는 종교적, 지역적, 집단적 차이를 가로질러 세계 

곳곳에 널리 분포하고 오랫동안 지속해 온 의례적 행위라는 점에서 민속신

앙 연구를 위한 양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실제로 검토될 자료는 지리적·시대적으로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본고는 주로 조선시대 이래로 한반도에서 행해진 강우의례를 주

된 자료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보다 다양한 자료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이 

연구가 지닌 분명한 한계임에 틀림없지만 접근이 용이한 한정된 자료를 가

지고 분석을 하는 일이 본고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

도 있다. 그렇다면 연구의 관건(關鍵)은 선택된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

존의 논의들 그리고 본 연구가 시도하는 인지종교학적 분석이 어떻게 적절

히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의 실천적 목표 가운데 하나는 종교사 자료에 대한 인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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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역사학적 접근, 인지종교학적 접근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민속신앙 연

구를 위한 새로운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는 

민속신앙에 대한 인지적 연구를 통해 강우의례에 관한 인류학적·역사학적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해명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전개될 것이다.

첫째, 민속신앙은 인간 마음의 인지적 제약을 토대로 하여 발생하고 존속

하며 전파된다. 

둘째, 수많은 민속신앙 중에서 인지적 적합성이 큰, 상대적으로 소수의 

것들만이 문화적 분포에 이르게 된다.  

셋째, 이러한 민속신앙은 소위 민속종교전통뿐만 아니라 성립종교전통이

나 공공의례전통에서도 작동하는데, 강우의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

은 사례가 된다. 

넷째, 민속신앙을 작동시키는 인간 마음의 인지적 제약들은 강우의례의 

특징적인 관념, 실천, 전승을 형성하는 데 자연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이론적 고찰

이 연구가 직면하는 최초의 이론적 문제는 ‘민속신앙’이라는 용어 자체에 

관한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본고는 민속신앙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개념

적 도구로서 사용한다. 즉 민속신앙이 가리키는 하나의 실제 사물이 있다기

보다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어떤 현상들을 범주화하여 서술하고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어떤 것들을 민속신앙이라는 범주로 엮

어 논의할 것인지를 다루는 민속신앙의 범주론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민속신앙의 범주론은 ‘종교’, ‘민속’, ‘신앙’ 등 기존의 주요 관련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인 재고와 개념적 재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본고

는 종교학, 민속학, 인지심리학 등의 영역에서 제시되어 온 논의들을 반성적

으로 혹은 구성적으로 검토하여 민속신앙이라는 연구범주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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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해결해야할 두 번째 이론적 문제는 민속신앙에 접근하는 관점

과 관련된다. 민속신앙에 접근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자연주의적’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자연주의

란 특히 민속신앙 나아가 ‘종교’를 초자연적인 신비를 전제하지 않고 자연법

칙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이러한 자연주의적 접근에 대해 고전적 종교

학의 반환원주의적 태도에 익숙한 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자연

주의적 접근은 일종의 환원론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 그 자체

(religion sui generis)’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종교학의 고전적인 규

범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종교 연구를 위해 정말로 우려되고 의심스러운 것은 모

든 환원적 접근에 대한 그러한 규범적인 반감 자체다. 물론 반독단론

(anti-dogmatism)과 더불어 반환원론(anti-reductionism)은 종교학으로 

하여금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기도 

했고 고유한 방법론과 해석의 원리를 고민하게 해주었던 기본적인 태도이기

도 했다. 그러나 현대의 종교학은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서 고유한 방법론

들과 해석의 원리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종교학은 이제 그 학문 영역의 전통적인 인식기

반 자체를 스스로 되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자연주의적 접근은 이러

한 반성을 위한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은 

종교학이 규범적으로 배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적합한 인

식론의 확보를 위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심을 기울여 실험해야하는 대상이

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들은 생각보다 다채로운 스펙

트럼을 이루고 있으며 상호간에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접근들을 통째로 묶어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거나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주의적 접근들 모

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는 그 각각의 특징을 구별하고 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작업은 여러 가지 담론들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로

지르면서 새롭고도 반성적인 인식기반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 10 -

다양한 자연주의적 접근들 중에서도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이 표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광범위한 종교문화에 대

한 분석적인 설명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현재까지 인지종교학의 표준적인 입장은 종교적 표상을 인간종의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인지적 적응들의 부산물로 보면서, 종교적인 

생각, 행동, 표현이 발생하고 전수되며 문화적으로 널리 분포하게 되는 양상

은 초자연적인 신비의 작용을 전제하지 않아도 설명될 수 있고, 종교만을 위

한 특수한 인지체계나 뇌의 병리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다

는 것이다.5)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문화 속의 종교적 요소들이 지닌 많은 

특징들은 인간의 일상적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댄 

스퍼버(Dan Sperber),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 저스틴 배럿(Justin 

Barrett), 스튜어트 거스리(Stewart Guthrie), 토머스 로슨(E. Thomas 

Lawson) 및 로버트 맥컬리(Robert McCauley), 하비 화이트하우스(Harvey 

Whitehouse) 등의 학자들이 선구적으로 제시해주었다.6)

위와 같은 인지종교학의 관점을 수용할 때 본고가 당면하는 세 번째 이

5) 이때, ‘인지(cognition)’는 의식적 수준의 ‘인식(recognition)’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정신분석

학적 개념으로서의 ‘무의식(unconsciousness)’과도 구별된다. 가령, 상징(symbolism)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상징(symbols)의 의미를 인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상징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뇌와 학습능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Dan Sperber, 

Rethinking Symbolis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참조. 이러한 입장은 

뇌과학자인 앤드류 뉴버그의 ‘믿음’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물리학자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의 

사회적 마음에 관한 접근방식과도 상통한다. 뉴버그는 월드먼과의 공저에서 인간의 정상적인 

두뇌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일상적인 믿음과 비

일상적인 믿음을 포괄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Andrew Newberg and Mark Robert 

Waldman, Born to Believe: God., Science, and the Origin of Ordinary and Extraordinary 
Beliefs, New York: Free Press, 2006 참조. 믈로디노프는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의 ‘무의식’이 

아니라 뇌의 정상적인 작동방식이 만들어 내는 의식되지 않는 차원의 인지적 편향이 인간의 

사회성의 자연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잠재의식’ 혹은 ‘새로운 무의식’이라는 범주로 개념화하

여 논의한다. Leonard Mlodinow, Subliminal: How Your Unconscious Mind Rules Your 
Behavior, New York: Pantheon Books, 2012 참조.

6) 인지종교학 분야의 전반적인 논의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이

창익, ｢인지종교학과 숨은그림찾기｣, �종교문화비평� 14, 2008, 64-138쪽. 또 진화와 인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주제들을 포함하는 인지종교학 개론서로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Scott 

Atran, In Gods We Trust: The Evolutionary Landscape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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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문제는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인지체계들 중에 어떤 것들이 민속신앙이

라는 문화적 현상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본고는 인지종교

학의 영역에서 주목되어 온 몇 가지 기본적인 가설들을 통해 이 문제에 접

근하고자 한다. 강조해야할 사실은 이 중에서 어떤 것도 종교나 민속신앙에

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이론이나 가설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민속신앙이

라는 문화적 현상의 인지적 기반은 우선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작동

하는 마음의 체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핵심적인 주장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를 천착하면서 본고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주요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진화된 인지체계와 민속신앙을 연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설

은 인간의 인지체계는 진화의 산물이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그러한 인지

체계에 의해 제약되며, 민속신앙은 인지체계에 의해 제약된 생각과 행동의 

특정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즉, 본고는 민속신앙 자체가 진화적 적응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지체계들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그러한 인지체계

에 의해 제약되는 생각과 행동은 그 자체로 진화적 적응일 수도 있고, 변화

된 환경 속에서 갖게 된 감수성일 수도 있으며, 또 여러 인지체계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생

각과 행동이 진화적 적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진화된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에 의해 제약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민속신앙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부류의 생각과 행동 역시 진화된 인지체계들

의 종합적인 작동방식에 의해 가능하게도 되고 제한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민속신앙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인 사람들의 직관 및 

추론 능력은 진화된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에 크게 제약된다. 오랜 진화의 과

정은 인간의 마음속에 민속심리학(folk psychology), 민속생물학(folk 

biology), 민속물리학(folk physics) 등의 직관적 지식체계가 형성되게 해주

었다.7) 이러한 직관적 지식체계로 인해 우리는 세계의 수많은 대상과 사물

7) 민속심리학, 민속생물학, 민속물리학 등의 용어는 대니얼 데닛(Daniel Dennett)의 책 Breaking 



- 12 -

에 대하여 따로 배우지 않고도 꽤 많은 것을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다. 민속

신앙의 관념적 요소들은 이러한 직관적 지식체계의 작동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민속신앙은 여타의 생각과 행동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갖추게 된 마음의 작동방식인 인과추론체계, 위험예방체계, 사

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추론체계 등에 의해서도 제약된다. 인과추론체계는 

환경 속에 일어나는 사태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위험

예방체계는 예컨대 숨어있는 포식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민

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어떤 상황 속에서 행동

을 조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위험예방체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오

염회피체계는 사체, 배설물, 분비물, 부패물 등 오염과 전염의 가능성이 있

는 대상들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반응을 발생시키며 이에 대처하도록 해준

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추론체계는 이른바 사회적 교환과 분배의 상

황을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나 ‘무임승차자’를 탐지해내는 

데에도 탁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방식들은 민속신앙의 

관념과 실천의 다양한 차원을 뒷받침한다.

둘째, 인간의 화용론적 의사소통 체계와 메타표상 능력도 민속신앙의 자

연적 토대의 일부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특정한 생각이 표상된다고 하더라

도 소통되지 않으면 문화적 분포에 이르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민속신앙

도 소통 없이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민속신앙의 문화적 현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연

적 토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인지체계의 작동

방식에 크게 의존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정보가 전달자로부터 수신자에게

로 그대로 복제되는 과정이 아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통째로 전달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전달되는 최소한

의 정보와 화용론적 맥락을 바탕으로 수신자가 적합한 정보를 표상해내는 

마음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의 체계에는 완벽하게 이해

the Spell(2006)의 한국어 번역에 제시된 것을 차용했다. 대니얼 데닛, �주문을 깨다�, 김한영 

옮김, 동녘사이언스, 2010, 2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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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표상까지도 무리 없이 처리하게 해주는 ‘메타표상’ 능력이 포함되

는데, 이는 인간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고위 인지처리의 이중 과정(dual-process) 역시 민속신앙의 특징

적인 양상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민속신앙의 현장에서 인간의 마음은 다양

한 정보들을 처리한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는 하나의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되지 않는다. 본고는 인간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이중 과정 이론’을 참조한다. 이중 과정 이론이란 인지과정의 상당부

분이 직관적 과정(intuitive, Type1)과 반성적 과정(reflective, Type2) 등 

두 가지 유형의 경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가설에 바탕을 둔 인지 처리에 

대한 이론이다.8) 직관적 과정은 두뇌의 작업 메모리(working memory)를 

점유할 필요가 없이 빠르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반성적 과정은 작업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인지적 탈동조화 및 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동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작용한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반성적 과정

의 개입이 없다면, 빠르고 자율적인 첫 번째 유형의 직관적 과정이 인지체계

의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정보처리 방식을 구성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지처리의 이중과정은 앞에서 논의한 인간의 직관 및 추론 능력, 그리고 의

사소통과 메타표상 능력과 더불어 작동하면서 민속신앙의 다양한 양상을 창

출한다.

넷째, 장기기억체계의 작동 방식은 민속신앙의 전승 양상에 미치는 중요

한 인지적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신앙이 성공적으로 전승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억되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장기기억체계는 자극의 빈도나 감각적 화려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동하는데, 이는 민속신앙이 잦은 반복에 호소하는 양상이나 정서적 자극

에 호소하는 양상으로 전승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8) Jonathan St. B. T. Evans & Keith E. Stanovich, “Dual-Process Theories of Higher 

Cognition: Advancing the Debat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3), 2013, 

pp. 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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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우의례와 관련한 종교사적 서술의 재고

본 연구는 민속신앙과 관련된 많은 문화적 표상 중에서도 특히 ‘강우의

례’9)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는 한편으로 다양한 강우의례의 사례를 통해 민

속신앙의 특징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강우의례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설명적 과제들이 민속신앙의 인지적 제약에 대한 숙고

를 통해 더 진전된 논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강우의례는 문화적

으로 매우 널리 분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종교적 표상들 중의 하나라

는 점에서, 그 분포와 지속의 원인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강우의례는 

특정 성립종교나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고 다양한 의례주체들

을 통해 행해져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례주체의 다양성과 광범위성의 원

인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강우의례는 무척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그 관념, 실천, 전승의 양상이 보여주는 다양성은 무한히 

발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패턴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제한된 다양성의 원인 또한 설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한국의 사례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이래의 강우의례들에 집중한다.

한국의 강우의례는 본 연구를 위해 꽤 양질의 사례를 많이 제공해줄 수 

있다. 강우의례는 단지 한국에만 있는 문화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넘

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의 강우의례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일반론에 근접

한 이론과 가설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한국의 강우의

례에 관한 다양한 역사자료들이 존재하며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

진 종교사적 서술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용이

하게 해준다.

특히 조선시대 강우의례에 대한 몇몇 종교학자들의 연구는 광범위한 역

사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종교문화의 특징을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에

9) 사료에서는 도우(禱雨), 기우(祈雨), 구우(求雨) 등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기우제’와 ‘기우 풍속’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뭄에 직면하여 비를 구하는 믿

음과 실천을 모두 ‘강우의례’라는 하나의 용어로 포괄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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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된다.10) 기존의 주요 연구들은 조선시대가 유교적 질서의 구현을 국

가적 이념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에 의해 주도된 강우의례, 

즉 국행기우제의 예제와 제장의 확립과정을 일종의 ‘유교화 과정’으로 이해

한다는 특징이 있다.11) 그러한 서술은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전개 과정을 

하나의 일관된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강우의례의 역사적 과정은 결과적으로 

유교적인 국가 의례의 정립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조선시대 종교문화를 지나치게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에 치우쳐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해 주도된 강우의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이념적 지향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술

10) 가령, 여러 선행 연구들 중에서도 종교학자 최종성 및 이욱의 연구들(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2002;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은 특별히 주

목된다. 그 연구들은 비록 강우의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국행기우

제와 관련한 역사자료를 폭넓게 섭렵하여 각자의 일관된 관점으로 그 자료들을 배치하여 해설

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작업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다. 최종성의 연구는 국행

기우제의 예제가 유교적 체제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주로 다루면서, 유교적 질서의 실현을 이

념으로 하는 공식종교(official religion)의 차원과 무속을 중심으로 하는 민속종교(popular 

religion) 차원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종성은 조

선조 국행의례의 예제 정비과정에 따라 기존의 국행기우제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무속적 요소

가 유교적 엘리트들에 의해 어떻게 배제되어 갔는지를 추적한다. 이는 고전종교의 이념과 예제

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근본적인 문제, 즉 엘리트의 종교적 이상과 대중의 종교적 

정서의 분리라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그의 연구는 기우제의 ‘무

속적 의례화’와 ‘유교적 의례화’의 역사적 과정을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성은 국행기우제

를 구성하는 다양한 실천형태 중에서 무속적 의례가 동원되었던 기우제룡(祈雨祭龍), 폭로의례

(暴露儀禮), 산천기우(山川祈雨) 등에 특별히 주목한다. 한편, 이욱의 연구는 조선 왕조의 개창 

이래 계속해서 전개되었던 유교적 국가의례 제장의 확립과정에 주목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응

하는 의례적 실천의 변천 과정에 대해 해명하면서 국행기우제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어 해

설하고 있다. 이욱에 따르면, 조선전기 국가의례로서의 기우제와 관련한 최대 관건은 비를 일

으키는 신을 찾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신은 새로운 공간을 제장으로 삼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조선조는 한양천도로 인해 고려시대의 주요 기우제장을 대신할 새로운 기우공간을 찾

는 것이 중요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제장 찾기’는 가뭄과 같은 재난을 통

해 경험되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유교 이념과 국가권력에 맞게 재조정하는 과정의 일부였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립된 의례는 신의 영험성이 아니라 국왕의 사회적 권위에 기초하여 효

과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욱의 주장이다. 

11) 이때의 유교화 과정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의례의 질서를 국가의 지배하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다양한 의례들에 위계를 부여해 국가의 사전체계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양한 종교적 직능과 결부되었던 의례의 주체들과 참여자들을 국왕 이

하 국가의 관료들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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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판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본고는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전개과정을 통해서도 민속신앙의 

문화적 현존에 대한 서술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자료에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

선조 국행기우제의 정립과정은 조선시대 국가의 공식종교였던 유교의 역사

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참조하면서 민속신앙을 논의

하는 것은 하나의 범주 오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속신앙에 대한 논의가 소위 ‘민속자료’를 바탕으로만 가능한 것

은 아니다. 물론 조선이 유교적 이념을 공식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하

고 있었던 ‘유교 국가’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한 국가 정체성은 단지 사회·

정치적 이념의 차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가 질서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유교적 세계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시

대 사람들이 언제나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국왕 이하 모든 국가의 관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일상 속

에서는 이념과 신념을 의식적으로 견지하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민속신앙에 관한 논의가 겨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상을 지닌 

사람들의 삶이다.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와 관련한 역사적 기록이나 종교사적 서술들의 경우

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와 관련해서

도 유교적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실천이나 그에 대한 진술들

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침호두(沈虎頭), 화룡제(畫龍

祭), 석척기우(蜥蜴祈雨), 오방토룡제(五方士龍祭) 등이 국행기우제의 12제

차로 수용되었던 이유는 단지 유교적 이념이나 실천규범만으로는 온전하게 

설명될 수 없다. 

선행 연구들은 그러한 ‘신학적 틀림(theological incorrectness)’12)의 

요소들을 �주례(周禮)�에 나오는 ‘색귀신(索鬼神)’이나 �시경(詩經)�에 나오

12) 여기서 ‘신학적 틀림’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책에서 차용한 것이다. D. Jason Slone, 

Theological Incorrectness: Why Religious People Believe What They Should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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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신불거(靡神不擧)’와 연관을 지어 모든 신에게 빠짐없이 제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13)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당시 조정과 

관료들이 취했던 정당화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한 정당화 논리는 조선시대 정부에게 일종의 유교적 변증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겠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즉, 한 문화체계 내에서 이념적으로는 옳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관념과 실천이 등장하고 존속하는 현상

이야말로 오히려 더욱 체계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민속신앙의 분석적 이해

이론적인 검토와 역사적 자료를 연결하여 민속신앙을 논의할 가능성을 

확보한다면, 강우의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료로 삼아 민속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의 인지적 기반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모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인류 종교문화의 일부분인 민속

신앙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다.14)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민

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은 하나의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지적 작

용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의 관념적 요소에 대한 것이다. 수많은 강우의례

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특정한 관념들이 있다. 비를 내리게 하는 특정한 

인과체계에 대한 관념들, 혹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나 정령 혹은 동

물 등 특별한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들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그 모든 

관념들이 오래 지속하고 널리 퍼져 문화적인 분포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이

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성공

13)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184쪽;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250-252, 

259쪽 참조. 

14) 저명한 종교학자 요아킴 바흐(Joachim Wach)는 종교 경험의 사상적 표현, 행위적 표현, 공동

체적 표현 등 세 가지 항목에 주목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여러 측면을 아울러 다루고자 하는 고

전적인 작업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신화, 상징, 교리 등의 사상적 표현은 ‘관념’의 문

제와 관련이 있고, 예배, 의례, 기도, 봉사 등의 행위적 표현은 ‘실천’의 문제와 관련되며, 집단

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표현은 ‘전승’의 문제와 연결된다. 요아힘 바하, �비교종교학�, 

김종서 옮김, 민음사,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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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널리 퍼져있

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모델이 필요하다. 

민속신앙적인 관념의 문화적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고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적 제약(cognitive constraints)의 

측면에 주목한다. 현생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지체계의 자연스러운 작동방식

에 잘 부합하는 관념들은 그렇지 않은 관념들보다 더 쉽게 환기되고 회상되

며 소통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행위

자 기반의 인과 추론 체계,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추론 체계, 사회적 상호작

용과 관련한 추론 체계 등의 인지체계가 민속신앙적인 관념의 발생과 문화

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두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의 실천적 차원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의례적 

실천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먼저, 의례는 매우 다양한데 의례의 다양성만큼 의례의 형식이 다양하지는 

않다. 또, 의례적 실천의 의미는 특정한 교리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지

만 무한히 열려있지도 않는 것 같다. 의례적 실천에는 특정한 부류의 규칙들

이 요구되지만 그 이유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어떤 규칙들은 의미론적 근거

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일이 의미 있게 여겨지

며 심지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또, 의례적 규칙의 세

부사항들 모두가 명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례의 특수한 규칙성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것이 바로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론이 작용하는 의례의 민

속신앙적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강우의례의 실천적 차

원이 갖는 규칙성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숙고해볼 것이다. 

첫째, 의례의 형식과 의미가 제한적인 다양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우리 마

음의 행위 표상 체계(action representation system)에 의해 제약되기 때

문이다. 의례적 실천은 인간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위표상체계를 자연

스럽게 작동시킨다. 행위표상체계란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한 ‘일어남

(happening)’과 달리 행위자, 행위, 피행위자, 도구 등이 개입하는 ‘행함

(doing)’을 식별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마음의 체계다. 이는 의례적 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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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특수한 규칙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서, 단지 의례의 형식적 구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 환기되는 다중적인 의미의 근간이 된다.  

둘째, 의례적 실천의 규칙성은 다양한 양상의 ‘의례화된 행동(ritualized 

behaviors)’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들과 관련되어 있다. 의례화된 행동은 특

정한 행위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강박, 일정한 절차에 대한 엄격성, 일상적 행동의 목표로부터 벗어남, 행위

의 반복성과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갖는다. 또 의례화된 행동에서는 오염과 

정화, 위험과 방어, 타자의 침범 가능성, 특정한 색깔이나 숫자의 사용, 정돈

된 환경의 구축 등 몇 가지 제한된 주제에 집중한다는 특징도 나타난다. 현

대의 축적된 연구들은 이러한 의례화된 행동이 위험 예방 체계, 오염 회피 

체계, 사회적 마음, 인과추론체계 등 우리 마음의 작동방식과 깊이 결부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셋째, 의례적 실천의 규칙성은 선례를 모방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흔하다. 민속신앙의 실천은 그에 선행하는 잘 확립된 종교적 관념을 필수적

으로 요청하지 않는 반면, 모방할 수 있는 선례에 대한 참조를 근거로 행해

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참조되는 선례의 의례적 원리나 의미가 완전히 이

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수용하고 모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마음

의 메타표상(meta-representation)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

다. 이처럼 특정한 관념이 아니라 모방할 수 있는 선례를 의례적 실천의 전

거로 삼게 되는 것을 가리켜 ‘의례적 선례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의 전승(傳承, transmission) 양상과 관련된다. 

‘전승되었다’라는 말은 과거에 등장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없어

지거나 잊히지 않고 살아남는 데 성공한 상대적으로 소수의 것들에 대한 서

술이다. 그러나 전승은 문화적 표상에 적용되는 말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동

일한 사물’의 연속적인 전달과 보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의 맥락

에 등장하여 적합성을 갖던 어떤 표상과 ‘유사한 표상들’이 후대의 맥락에서

도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나름의 적합성을 갖는 경우를 포함한다. 강우의례

의 전승 양상도 그러한 의미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강우의례로 행해진 다

양한 실천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것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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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이는지, 그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적합성은 무엇에서 비롯하는지, 그 

존속의 양상이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강우의례는 민속신앙의 전승 양상을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강우의례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기 힘들다. 당대

의 문화적 맥락에서 가용한 다양한 의례적 실천들이 임기응변적으로 두루두

루 동원되어 강우의례로 행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우의

례는 정연한 체계를 가진 하나의 전체라기보다는 다양한 체계들이 잠재적으

로 개입할 가능성을 갖는 혼성의 퍼지 집합(fuzzy set)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조선초기의 국행기우제뿐만 아니라 12제차로 정례화된 조선후기의 

국행기우제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이후로 각 지역에서 조사되어 온 근

현대 강우의례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강우의례가 포괄해온 ‘다양성’의 이면에서 우리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승되어 온 실천들의 특정한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최종성

은 조선시대 강우의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전승의 양상들을 ‘의례경건주

의’와 ‘의례감성주의’로 구분한 바 있다.15) 그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조선시

대의 공식종교인 유교의 의례적 지향과 민속종교인 무속의 의례적 지향 사

이의 상호작용이 국행기우제의 역사적 전개에 어떤 역동성을 부여했는지를 

서술하고자 했다. 최종성이 시도한 이러한 구분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종교문화의 전승 양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중적 패턴은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대립이론들을 통해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강우의

례의 전승 양상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패턴은 조선시대 문화만의 독특한 것

이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보고되는 종교문화 전승의 일반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이러한 전승 양상의 이중적 패턴에 다시 주목

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존의 고전적인 연구들

은 이러한 전승 패턴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이중적 패턴의 원인에 대한 해명은 민속신앙의 

전승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5)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192-200쪽, 273-2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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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승의 이중적 패턴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과제로 삼으면서, 본고는 

문화 전승의 인지적 기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설명적인 이론적 가설들

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장기기억과 문화 전승의 관계에 대한 하비 화이트하

우스의 ‘종교성의 양태 이론’에 함축된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숙고가 포

함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인지적 기반의 수준에 민속신앙의 

전승 양상이 이중적 패턴을 보이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4) 자료의 범위

본 논문에서는 종교학, 인류학, 민속학,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 이론적 

검토가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저작들을 바탕으로 검증해야 할 가설과 주장을 

다듬어내고 한국의 강우의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관련 사례를 분

석의 추가적인 예증이나 반증의 근거로 삼게 될 것이다. 

고대로부터 근세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강우의례에 관해 살펴볼 수 있

는 기본적인 사료로는 �삼국지위서동이전(三國志魏書東夷傳)�, �삼국사기

(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

王朝實錄)�,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16), �동문선(東文選)�,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목민심서(牧民心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경국

대전(經國大典)�, �사송유취(詞訟類聚)�, �수교집록(受敎輯錄)�, �속대전(續

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춘관지(春官志)�, �춘관통편(春官通編)�, �

백헌총요(百憲摠要)�, �추관지(秋官志)�,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

(銀臺條例)�, �대동야승(大東野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그리고 �

한국문집총간�에 실린 몇몇 문집 등이 있다. 

조선총독부자료로서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풍속관계자료촬요(風俗關

係資料撮要)� 역시 강우의례와 관련된 기본 사료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일제 강점기에 조사된 강우의례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무

16) �기우제등록�이라는 명칭이 붙은 자료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자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규장각 소장 자료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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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마 지쥰(村山智順)의 �석전·기우·안택(釋奠·祈雨·安宅)�과 ｢조선에서의 

우걸행사(朝鮮に於ける雨乞行事)｣17)도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 �한국민속종

합조사보고서�,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근대읍지�, �한국지리풍속지총서

� 등에 수록된 자료들, 그리고 근현대의 각종 매체의 기사 등에서도 다양한 

강우의례의 사례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 고대사회로부터 근현대까지를 망라하고 있으며 한

국의 강우의례가 지닌 형태적 특성과 절차, 가뭄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다양

한 사회계층과 지역민들의 실천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본고에서

는 이 자료들 중에서 특히 조선시대 이래의 강우의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

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국의 강우의례를 언급하는 주요 선행연구들도 2차 자료로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다. 기우제의 실천 형태와 원리에 주목하는 연구들부터 언급

하자면, 우선 기우제의 다양한 실천형식을 유형화하는 연구와18) 기우제문의 

내러티브 형식을 유형화하는 연구가 있다.19) 기우제의 국가 간 비교와 지역 

간 비교를 시도하는 비교민속학적 연구도 이루어졌으며20), 사시기우제(徙市

祈雨祭)21), 폭로의례(暴露儀禮), 엄격매자(掩骼埋胔)와 굴묘폭로(掘墓暴

露)22) 등 특정한 실천 양상들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강우의례의 역사과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도 분석을 위해 중요한 이차

자료가 된다. 우선 중국 상고대로부터의 강우의례 전통을 검토하고 강우의

17) �朝鮮� 280, 朝鮮總督府, 1938, pp. 120-149.

18) 장주근, ｢기우제의 변천과 방법｣, �민속학에서 본 기우제�(제25회 국립민속박물관 학술강연

회), 국립민속박물관, 1994; 강용권, ｢한국의 기우풍속에 관한 연구｣, �석당논총� 6, 동아대학

교, 1981.

19) 서정화, ｢기우제문의 양식적 전통과 문학적 변주 양상｣, �한문학논집� 34, 2012, 51-80쪽. 

20) 임장혁, �기우제와 지역사회�, 민속원, 1999; 임장혁, ｢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고찰: 동아시아

를 중심으로｣, �민속학에서 본 기우제�(제25회 국립민속박물관 학술강연회), 국립민속박물관, 

1994.

21) 김재호, ｢사시기우제의 기우원리와 시장의 소통성｣, �한국민속학� 50, 2009, 263-291쪽; 조

형근, ｢시장 이전 기우제 풍습과 식민권력의 한계지점｣, �사회와 역사� 80, 2008, 175-212쪽. 

22) 최종성, ｢왕과 무의 기우의례: 폭로의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0, 2000; 최종성, ｢국행

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 시체처리와 제물처리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16, 서울대

학교 종교학연구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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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중국의 국가예제 속에 공식적으로 수용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19세

기 강우의례와 지방 정부의 대응을 추적한 연구들은 분석을 위해 중요한 참

조 지점을 제공한다.23) 또한 조선시대 기우제의 역사과정에 대한 연구들로

는 조선시대 재난 관련 국가의례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강우의례의 제

장과 제차가 확립되는 과정을 검토한 연구가 있으며,24) 무속 등 민속종교와

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조선조의 국행의례가 공식적인 예제를 확립해 가

는 과정을 밝히면서 광범위한 사료에 근거하여 국행기우제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 연구도 있다.25)

그 외에도, 조선시대 지방관에 의해 주도되었던 강우의례에 대한 연구26), 

근현대 마을단위의 강우의례가 지닌 사회통합적 성격에 대한 연구,27) 근래 

설행되고 있는 강우의례의 주술적 실천 양식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점에 

주목한 연구28) 등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접할 수 있

다.

4. 논문의 구성

논문의 전체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민속신앙’의 범주론>은 본 논문이 천착하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

와 성격을 개념적으로 범주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적 서술범주로서 형

성된 ‘종교’와 ‘민속’, 그리고 ‘민속종교’의 개념사적 성격을 확인한다. 다음

으로는 주로 문화적 특수성의 지표로 사용되어왔던 ‘민속’ 개념이 점차로 민

속 향유 주체의 일반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게 되는 학문적 경향을 검토한

23) 김상범, ｢주술에서 의례로｣, �중국학보� 45, 2002; Jeffrey Snyder-Reinke, Dry Spells: 
State Rainmaking and Local Governance in Late Imperial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9.

24) 이욱, 앞의 책.

25) 최종성, 앞의 책.

26) 오용원, ｢기우제의를 통해 본 영남 지방관의 일상과 대민의식｣, �영남학� 16, 2009, 

125-160쪽.

27) 이기태, ｢마을기우제의 구조와 사회통합적 성격｣, �한국민속학� 46, 2007, 265-301쪽.

28) 김재호, ｢기우제의 제의맥락과 기우권역｣, �역사민속학� 18, 2004, 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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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민속신앙’을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종교적

인 생각과 행동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인 연구범주로서 제안

한다.

제3장 <종교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에서는 인류의 종교문화, 특히 

민속신앙에 자연주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지향을 상술

한다. 여기서는 우선, 자연주의적 종교연구의 특징을 검토하고 반환원주의

적 비판에 대한 본 연구의 견해를 밝힌다. 또 다양한 자연주의적 종교담론들

을 검토하고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인지종교학적 설명 모델의 특징을 

제시한다. 

제4장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에서는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를 구성

하는 요소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접근하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 키

워드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직관과 추론’, ‘의사소통과 메타표상’, ‘인지처

리의 이중과정’, ‘장기기억체계’ 등에 주목하여 문화적 표상의 형성과 전승

에 기여하는 진화된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들을 살펴본다. 

제5장 <강우의례와 민속신앙>에서는 종교사적 현상으로서의 강우의례에

서 민속신앙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포착해낸다. 먼저, 조선시대의 국행기

우제를 통해 민속신앙이라는 주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근현대의 강우의례의 경우에서 민속신앙이 어떻게 관찰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은 강우의례가 민속신앙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자료를 제

공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줄 것이다.

제6장 <민속신앙 관념의 인지적 기반>에서는 강우의례에서 핵심이 되는 

관념들의 인지적 기반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환

기되는 관념들의 사례와 특징을 살펴본다. 또 널리 분포하고 오래 지속하는 

초자연적 관념들의 인지적 기반에 대한 유력한 가설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속신앙적 관념들이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적 환기와 추론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7장 <민속신앙 실천의 인지적 기반>에서는 다양한 강우의례 실천들에

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의례적 실천의 인지적 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행위 표상 체계에 대한 숙고와 의례화된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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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과 결부된 마음의 작동방식에 집중한다. 이러한 작업은 강우의례의 

실천을 특징짓는 암묵적인 차원의 인지적 제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속신앙 실천의 근거를 제공하는 명시적인 차원의 

요소와 관련된 논의로서, ‘의례적 선례주의’에 미치는 인지적 제약에 대해서

도 언급하게 된다.   

제8장 <민속신앙 전승의 인지적 기반>에서는 민속신앙의 전승 양상에 영

향을 미치는 인지적 제약에 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 전승의 메

커니즘에 대한 자연주의적 가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위한 본고

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강우의례의 문화적 전승 양상을 살피고 장기기

억체계의 수준에 그러한 전승 양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요인이 있음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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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속신앙’의 범주론

민속신앙이라는 범주는 과연 무엇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가? 민속신앙의 

연구범주를 설정하는 일은 ‘종교’, ‘민속’, ‘민속종교’ 등 기존의 주요 연관 

개념들이 어떤 성격의 대상들을 범주화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상기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근현대의 특수한 지적 정황 속에서 등장했으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음과 목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상들을 

포착해왔다. 본고는 그 개념들에 내포되어 온 것과 구별되는 문제의식을 ‘민

속신앙’이라는 용어에 담아보고자 한다.

1. 종교와 민속 그리고 민속종교

(1) ‘종교’와 ‘민속’

‘종교’와 ‘민속’은 근현대의 지성사가 낳은 개념이다. 이것들은 종교학이

나 민속학과 같은 근현대 학문들의 이차질서전통(second-order tradition)

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학술적 관심의 변화에 따라 그 내포가 변해온 과정이 

역사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 그 개념들의 역사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민속

신앙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목해야할 몇 가지 지점을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개념의 의미는 그것을 둘러싼 문제의식에 따라 문화적 편제의 변

화와 인식 대상의 변화를 동반해왔다. ‘종교’는 단지 여러 종교들을 아우르

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실체로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의 실존적 범주로 간주되기도 하며, 사회학적 범주나 

심리학적 범주로, 또는 문화적 범주로 취급되기도 한다. 

원시 종교들의 신화적 기원과 여러 고전 종교들의 오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교(religion)’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

한 하나의 근현대적 서술범주라는 데 많은 종교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29)

29) Wilfred Cantwell Smith,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A New Approach to the 
Religious Traditions of Mankind, New York: Macmillan, 1963;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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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 따르면, ‘종교’가 지금처럼 인간 삶의 한 가지 서술범주로 등장한 것

은 소위 ‘지리상의 발견’이 유럽인들의 세계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

던 16세기 이후의 일이며 여러 ‘종교들’의 유적 범주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대략 19세기경이다. 즉, ‘종교’라는 범주는 근대 유럽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사회’, ‘정치’, ‘문화’, ‘자연’, ‘과학’ 등의 범주와 관련한 지적 담론

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는 동시대 유럽의 주도적인 문화 규

범을 준거로 할 때 식별되는 내부와 외부의 타자들을 대상화하는 다양한 방

식이 고안되고, 이와 더불어 여러 형식의 종교 분류체계들이 만들어지는 과

정이기도 했다. ‘세계종교(world religions)’ 역시 이런 과정 속에서 발명된 

개념이다.30) 한국에서의 ‘종교(宗敎)’ 역시 이러한 개념사적인 배경을 바탕

으로 서구어인 ‘릴리지온(religion)’의 번역어로서 일본으로부터 그 용법을 

들여와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 ‘종교’는 자생적인 개

념이 아니며, 그로 인해 그 개념의 도입은 다양한 문화적 작용과 반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31)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종교’라는 개념은 다양한 개별 종교들 즉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 등등을 환기시킨다. 전 세계

에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한다는 현대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상대

방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를 묻기도 한다. 또 종교학자들은 어떤 종교를 연구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러한 질문 역시 동일한 관점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나열 가능한 여러 

종교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교의를 받아들이고 규범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종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 혹은 몇몇 종교의 경전, 교리, 의례, 

Press, 1982; Talal Asad, Genealogies of Religion: Discipline and Reasons of Power in 
Christianity and Isla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Thomas A. 

Idinopulos & Brian C. Wilson (eds.), What is Religion?: Origins, Definitions, and 
Explanations, Leiden: Brill, 1998. 

30) Tomoko Masuzawa,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s: Or, How European Universalism 
was Preserved in the Language of Plural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31)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심형준, �종교 개념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연구: ‘삼교’, 유교, 무속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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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사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의 관점에서는 ‘종교’ 개념 자체가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  

한편, 다양한 종교들의 문화적 현존에 대한 인식은 특정 종교들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그 종교들이 공유하는 어떤 ‘본질’이 있으리라는 생각과 연결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러한 생각에 기

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 가능한 답변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종교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는 기대를 좌절시킨다. 종교학자 조너

선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제임스 류바(James H. Leuba)가 이미 

1912년에 50개 이상의 종교 정의들을 목록으로 제시했던 사실을 지적하면

서, 이는 종교가 결코 정의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

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32)

이는 ‘종교’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으

며, 무언가를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3)   

따라서 본질주의적인 종교 정의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

에서 ‘종교’ 혹은 ‘종교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삶의 양상들이 어떻게 삶

의 다른 부분들과 연계하여 나타나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반성적인 인식이 

표명되기도 한다. 가령, 한국의 종교학자 정진홍은 ‘종교’라는 개념이 특정 

종교들의 자기주장이나 종교 정의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논쟁으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면 의도적으로 ‘종교문화’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반성적인 인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34)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종교학자 맬러리 나이(Malory Nye)는 자신의 연구 

영역을 ‘종교연구(the study of religion)’ 대신 ‘종교와 문화 연구(the 

study of religion and culture)’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들

32) Jonathan Z. Smith,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p. 93-94.

33) Malory Nye, Religion: the Basics, New York: Routledge, 2003, p. 16.

34)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청년사, 1995; �종교문화의 논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경

험과 기억: 종교문화의 틈 읽기�, 당대, 2003; �열림과 닫힘: 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종교문화 

읽기�, 산처럼,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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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것을 종교라고 일컫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종교가 그토록 많은 상이한 맥락들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35) 그의 다

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종교 정의도 뽑아낼 

필요가 없다. 종교가 어떤 특수한 본질(혹은 기초)을 가진다고 말할 필

요도 없으며, 그것이 사회, 문화 혹은 심리 생활에서 어떤 특수한 역할

을 담당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은 없으며,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사유나 이야기의 방식도 없고, 본질적으로 종교적

인 특수한 유형의 장소나 텍스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종교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다른 활동 유형들과의 차이와 유사성을 

지각하는 방식에 관련된다.36)

   

이러한 인식은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실체로서 ‘종교’를 상정하

거나 그에 상응하는 고유한 대상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종교학자 

로버트 베어드(Robert D. Baird)에 따르면, 그 자체로 종교적인 자료는 존

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찾아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자료들이 있을 

뿐이다.37) 또한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사람들이 ‘종교’를 상

상해 온 것은 지난 몇 세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러 문화들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자료들, 현상들, 인간의 경험과 

표현 등이 엄청나게 쌓여있지만 종교 자체에 해당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

으며, ‘종교’는 단지 학자들의 연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다.38) 물론 고

35) Malory Nye, Religion, p. 18.

36) Malory Nye, Religion, p. 17. 이 부분의 한국어 번역은 맬러리 나이, �문화로 본 종교학�, 

유기쁨 옮김, 논형, 2013, 36쪽에서 인용함. 

37) Robert D. Baird, Category Formation and the History of Religions, Berlin: Mouton de 

Gruyter, 1971, p. 25.  

38)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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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자료가 아니라 학술적 문제의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종교’ 

개념은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사람들이나 학자들만의 소유물은 아니

다. 그러한 개념의 사용과 유행은 언어능력을 향유하는 인간들 사이에서라

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 개념과 그것

이 지시하는 대상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는 그 외연과 내포가 쉽게 고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종교’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의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차별, 폭력, 테러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종교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종교에 

대한 가치평가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종교’가 

실체적 범주가 아니라 인간 삶의 어떤 양상들을 서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

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적 범주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 ‘불

교’, ‘유교’ 등 다양한 이름의 종교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종교들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그러한 종교들을 정의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다. 우리

는 동일한 명칭을 내세우면서도 세부적인 요소들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종교

집단들을 만난다. ‘종교’나 ‘종교들’을 하나의 통합적 체계로 보는 관점은 자

신을 특정 종교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나 통합적 체계를 발견

하고 연구하려는 학자들의 슬로건에 가까우며, 이는 심지어 ‘종교’나 ‘종교

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반종교주의자들조차 무심코 받아들이는 전

제가 되기도 한다.39) 이러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의식할 때에, 비로소 ‘종교

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교’ 못지않게 ‘민속(folklore)’ 역시 근현대에 새롭게 형성된 서술범주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각국에서 성립된 민속

학들(Volkskunde; folklore; tradition populaire)의 주요 관심사들을 반영

한 용어인 ‘민속’은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명칭과 혼용되곤 한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그 외연과 내포를 파악

39) Pascal Boyer, The Fracture of An Illusion: Science and the Dissolution of Relig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pp. 9-11.



- 31 -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민속학 성립초기의 문제의식을 중

심으로 ‘민속’ 개념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살펴보겠다.

독일에서 ‘민속학(Volkskunde)’이라는 말은 19세기 초 그림 형제(Jacob 

& Wilhelm Grimm)가 자신들의 역작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Kinder- und 

Hausmärchen)�(1812-1815)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사용한 후 널

리 퍼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그러나 독일민속학의 역사를 연구한 

독어독문학자 김면에 따르면, 그 용어가 확인되는 첫 간행물은 그보다 30년 

앞선 1787년에 프라하의 국가학 교수 마더(Mader)가 작성한 �보헤미아 지

역의 실용적인 지역학, 민속학, 국가학을 위한 참고출판물 목록

(Verzeichnis einiger gedruckten Hilfsmittel zu einer pragmatischen 

Landes-, Volks-, und Staatskunde Böhmens)�이다.41) 여기서 사용된 

민속학이라는 용어는 피지배층인 영토주민의 상황과 환경을 다루는 지역통

계학과 지리학의 의미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의 ‘민(Volk)’은 농민을 포

함하여 영지에 사는 주민들이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그들의 경제적 

생산방식, 지리적 상황, 가족상태 등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학적 민속 

연구는 독일에서도 뫼저, 니만 등에 의해서도 시도되었으며 추후 독일의 저

명한 민속학자인 빌헬름 하인리히 릴(Wilhelm Heinrich Riehl)에 의해 계

승된다. 

그러나 독일민속학의 전사(前史)는 이처럼 국가학의 맥락에 한정되지 않

는다. 18세기 말,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는 비록 민속학이

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민요(Volkslied; folksong), 민속정신

(Volksseele; folk soul), 민속신앙(Volksglaube; folk belief) 등을 언급하

며 이를 통해 민중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다.42) 또 그는 자민족의 자

료만이 아니라 비문명사회의 구연문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민중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류의 문화자산으로 평가했

40) Richard M. Dorson (ed.), Folklore and Folklife: An Introd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 1.

41) 김면, �독일민속학�, 민속원, 2012, 16-17쪽. 독일민속학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대체로 김면

의 책이 제시하는 내용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다. 

42) Alan Dundes, Interpreting Folklo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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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3) 헤르더는 비록 그러한 보편적 세계주의 성향에 의해 민족주의적 색채

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그림 형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

하는 이른바 ‘독일 낭만주의 민속학’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낭만주의 민속학은 헤르더에 이어서 등장한 그림 형제에 의해 더욱 명확

해지는데, 그들은 헤르더와 달리 민족주의에 더 무게를 두고 독일 문화의 고

대성과 지속성에 이론적 초점을 두었다. 그들은 민담을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인 고대로부터 전해진 신앙의 파편화된 잔존물로 보고 이를 통해 민족

정신을 살피고자 했다.44) 한편, 빌헬름 만하르트(Wilhelm Mannhardt)는 

민속의 변천과정을 중시하면서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생

활문화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집대성하고 비교하여 수목정령, 곡물정

령, 놀이풍속 등 오랜 습속에 담긴 신앙체계를 소개하고자 했다.45)

이처럼 초기 독일민속학의 정립은 ‘현재의 사회’에 주목한 국가학적 맥락

의 연구와 ‘과거로부터의 전통’에 주목한 낭만주의적 연구라는 양대 축을 바

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면 자연과학, 다윈주의, 마르크

스주의, 산업화 발전, 자유민주주의 확산 등에 의해 이념적 지향의 혼란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일민속학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이론이 모색되

었다.46)

가령, 1902년에는 호프만 크라이어(Eduard Hoffmann Krayer)에 의해 

“민중 속의 하층(vulgus in populo)”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독

일민속학의 대상은 신화적 측면을 내포한 민족전체의 복합체가 아니라 사회

적으로 특정한 계층을 겨냥하게 된다. 하층부의 서민은 창조적인 힘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개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반면, 상층부는 개인적인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원시적 하층계급은 상층계급에 속한 개인의 창의력에

서 형성된 것을 수용하고 동화하여 재생산한다는 것이다.47)

43) 김면, 앞의 책, 27-28쪽.

44) 같은 책, 28-31쪽 참조.

45) 같은 책, 41-46쪽 참조.

46) 같은 책, 58-59쪽.

47) 반면, 슈트락은 호프만 크라이어의 이러한 “이중계층론”을 반박하여, 개인성이 존재하지 않는 

전 계층의 순수 자연적인 생활을 연구대상으로 보았다. 김면, 앞의 책, 59-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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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이케르트(Will-Erich Peuckert)는 독일민속학이 지니고 있었던 농

촌과 향토문화에 대한 낭만주의적 이념성을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옮

겨, 농민이었다가 공장노동자가 되어 기존의 민속학에서는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민중의 정신세계와 일상의 모습을 다루고자 했다.48) �슐

레지엔 민속학�(1928)과 �프롤레타리아 민속학�(1931)이 그의 대표 저작들

이다. 

1933년 이후 나치에 의해 독일민속학은 강제적 획일화를 통해 민족을 절

대시하는 관제이데올로기를 만들고 퍼뜨리는 데 봉사하게 된다.49) 나치체제

의 민속학은 특히 세시축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배체제의 목적에 맞추어 

부활절, 하지축제, 추수제, 성탄절 등의 양식과 의미가 반-기독교적 성향으

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공동체의 상징성이 재설정되었다. 가령, 성탄절은 고

대동지제로서 ‘빛의 축제’로 개명되었고, 요한제는 ‘하지 불 축제’로 바뀌었

으며, 부활절은 봄의 여신 오스타라를 등장시켜 국가이데올로기를 미화하였

다. 나치시대 민속학은 특히 인종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으며, 북구 게르만

신화, 풍속, 의례에 침투해 온 모든 외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민속학자

들의 중요한 의무가 되었다. 

독일민속학은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나치민속학의 과거

사 논쟁의 후유증을 크게 앓았다. 이 과정에서 독일민속학은 연구의 관점과 

주제를 전승문화에서 현대 동시대의 사회현상과 일상문화로 논점을 옮기는 

흐름을 발생시킨다. 특히 바우징거(Hermann Bausinger)는 과거와 농촌 중

심의 연구범주를 현대문화권으로 이동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50) 그는 

기술시대에는 시간, 공간, 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의 동력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구체적인 양상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현대사회의 

변화된 민속 문화에 주목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여전

히 많은 반성과 논쟁을 낳고 논의를 다변화하고 있다. 

한편, 영어권에서 ‘민속(folklore)’이라는 용어는 1846년 윌리엄 존 톰스

48) 같은 책, 62-66쪽 참조.

49) 같은 책, 67-85쪽 참조.        

50) 같은 책,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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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John Thoms)에 의해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톰스는 

앰브로우즈 머튼(Ambrose Merton)이라는 필명으로 주간평론지 �애터니엄

(Athenaeum)�에 대중의 구습(popular antiquity)과 대중의 문예(popular 

literature)를 총칭하는 ‘민속’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51) 톰스가 주창한 이 

용어는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신앙, 전설, 풍속, 생활양식, 관습, 종교의례, 

미신, 민요, 속담 등과 그것들에 대한 서민들의 지식까지를 포괄하는 말이었

던 것으로 이해된다. 영국민속학의 ‘민속’은 자민족의 고유문화에 한정되기

보다는 소위 미개민족의 전승처럼 문명민족에 잔존하는 고대적 유습을 의미

하는 것으로 대상화되었다. 이는 영국이 독일과 달리 근대국가 형성에서 민

족주의적 동기부여가 크게 요청되지 않았고 오히려 광범위한 지역의 문화적 

타자들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52)

프랑스에서는 1877년에 독자적으로 ‘인간심리학’이나 ‘인류심리학’에 해

당하는 용어가 제안되었으나 1882년에는 영어권의 용어를 받아들여 민속학

(Folklorier)과 민속학자(Folklorisan)라는 표현이 인정되었다.53) 그러나 프

랑스에서 ‘민속학’의 의미는 영국의 경우에 비해 더 한정적인 것으로 제시되

는 경향이 있었다. 생티브(P. Saintyves)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속학은 민간생활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더욱이 그것은 문명사회에 있

어서의 민간생활인 것이다. 마치 관습법이 성문법을 전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문예는 전문적인 문예를 전제로 하고 있다. 두 개의 문

화, 즉 지식계급과 일반계급과의 문화를 구별할 수 없는 민족에 있어서

는 민속학적인 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과학의 정의는, 민속

학이란 문명민족에 있어서의 민간지식과 민간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한

정할 필요가 있다.54)   

51)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2004, 15쪽; P. 생티브, �민속학개론�, 심

우성 편역, 대광문화사, 1985, 37쪽 참조. 

52) 1960년대까지의 영국민속학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민속학자 리처드 도슨(Richard 

Dorson)의 저서 �영국민속학사(History of British Folklore)�(1968)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

며, 1980년대의 동향과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속학자 박환영에 의해 부분적으로 소

개되었다. 박환영,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지평�, 도서출판 역락, 2007, 265-282쪽 참고.  

53) P. 생티브, 앞의 책, 38-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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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민속학은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문화,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잔존하는 과거의 습속, 문명사회의 하위계층에

서 전승되는 지식과 생활문화 등을 탐구하기 위한 분야로 성립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민속학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현상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와 사회

학적 연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55) 즉, 민속학이 다루는 ‘민속’이라

는 범주는 외래의 것과 차별되는 민족의 고유성, 현대 사회가 선언하는 규범

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과거의 관습, 지식계층의 문화와 구별

되는 민간의 문화 등 일련의 특수성과 차이성을 의미화하고 그것들의 ‘역사

적 과거’와 ‘사회적 현재’를 균형 있게 서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민속학자들이 현지에서 수집하는 자료들은 그 자체로 조사지

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여겨져 온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하자

면, 유럽 각국의 민속학에서 ‘민속’이란 문화현상의 민족적, 역사적, 계층적, 

지역적인 고유성과 특수성 그리고 차이를 서술하기 위해 채택되어온 범주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속’ 개념은 한국의 민속학에도 종합적인 영

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6) 그러나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될 것처럼, 

현재의 ‘민속’ 개념은 그 주체인 ‘민(folk)’을 규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논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2) ‘민속종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교’와 ‘민속’은 그 외연과 내포가 쉽게 고정되지 

않는 서술범주다. 그러한 두 개념어로 조어된 ‘민속종교’ 역시 종교학과 민

속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어법이나 용례에 따

54) 같은 책, 52쪽. 

55) 이두현·장주근·이광규, 앞의 책, 5-28쪽.

56) 한국의 민속 연구자들에게서도 ‘민속’은 대체로 고유성, 특수성, 차이를 서술하기 위한 개념으

로서의 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족의식에 대한 강한 지향도 나타난다. 민속학자 

이정재는 한국민속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그 민속을 생성·전승시키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무리인 ‘민족’을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최운식 외, �한국 민속학 개론�, 

민속원, 1998, 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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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개념을 통해 서술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민속종교’라는 용어뿐

만 아니라 ‘민간종교’, ‘민간신앙’, ‘민속신앙’ 등의 용어도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이 용어들은 제도화된 성립종교들

이 대체로 지니게 되는 고전적, 엘리트적, 보수적 성격과 구별되는 종교적 

성향 즉 기복적, 대중적, 저항적 성격 등을 서술하기 위한 범주로서 채택될 

수 있다. 이 용어들은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관련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엘리트의 기성종교에 대비되는 짝패로서 민중의 종교를 상정하는 경향이 있

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면밀한 비판적 재고가 요청된다.

‘민(folk)’이라는 개념은 지적 엘리트인 민속학자들의 창안물이다. 특히 

초기 민속학자들은 ‘민’을 언제나 열등한 자(시골의, 고립된, 교육받지 못한 

자)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민’을 현대의 

도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치들을 영위하는 존재로 여김과 동

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삶을 사는 병리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이는 19세기 이래 인류학자들이 ‘원시(primitive)’에 취했던 태도

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들에게 동시대의 ‘원시인’은 인류 발전단계에서 뒤쳐

진 민족을 의미하면서도, 문명인들이 잃어버린 것들, 즉 자연존중, 공동생활

의 가치, 일상에서의 비전 등을 간직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런데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주체로서 ‘민(folk)/엘리트(elite)’의 이분법

은 의심스럽다. 일본의 민속학자 이케가미 요시마사(池上良正)는 민속의 주

체를 상정하기 위해 자주 동원되는 엘리트와 민중의 계층적 구분에 대해 비

판을 제기한다. ‘엘리트’라는 용어에 의해 구별되는 계층적 범주는 모호하고 

취약한 것이라는 것이다.57) 그에 따르면, 특히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 논의하

면서 엘리트와 민중의 구분을 도입할 때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종교적 현상 속에서의 계층성은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경제적 계층성을 그

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엘리트와 정치·경제적 엘리트

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종교적 엘리트와 정치적 엘리트가 일

57) 池上良正, �惡靈と聖靈の舞台�, どうぶつ社, 1991,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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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거나 서로 손을 잡은 때에는 거기서 강권적 지배와 통제가 생겨날 가능

성이 높아진다. 또 그럴 때 종교가 지배의 기구에 수용되어 억압적인 제도와 

통합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정치·경제·문화적 엘리트라도 종

교적으로는 이른바 ‘민중’이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엘리트와 민중

의 구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민속종교’와 그에 상응하는 개념들을 사용하는 학술적 논의의 흐름은 

‘민속종교’에 부가되었던 주체의 특수성이 일반성과 보편성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만한 인식론적 

틀과 방법론은 견고하지 못하다. 한국 학자들의 논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김태곤은 �한국민간신앙연구�에서 ‘민간종교’와 ‘민간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민속적인 신앙형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에게 ‘민

간종교’란 한민족에게 보편적인 기층적 종교현상으로서, 표층적인 ‘외래종

교’와 대립되는 개념이다.58) 이때 ‘외래종교’는 지식층의 종교나 도시의 종

교, 즉 외부로부터 전래되어 체계화되어 있는 성립종교들을 가리킨다. 또 그

는 용어를 달리하여 ‘민간신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민간층에서 전

승되는 자연적 신앙, 곧 민간인이 신앙하는 자연적 종교”라는 의미로 쓰인

다. 이때의 ‘자연적 종교’는 “인위적 상황이 배제된 자연적 상황속의 종교”

로서 “교조에 의한 교리가 문서화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인위적 조직을 갖는 

인위적 상황의 종교”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즉, 김태곤은 민간신앙의 전승자

로 ‘민간인’을 상정하고 이를 인위적 상황 이전의 자연적 상황 속에 있는 자

연인과 동일시하면서, “자연 속에 사는 자연인으로서의 민간인의 생활을 통

해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이라는 의미로 민간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59)

즉 김태곤은 한민족의 문화적 ‘표층’과 ‘기층’ 그리고 사회적 계층으로서 

‘지식층’과 ‘민간층’의 구분을 상정하고, 기층과 민간층을 민간종교와 민간

신앙에 연결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민간신앙의 전승주체인 ‘민간인’이 

58)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제3판, 집문당, 1994, 12쪽.

59) 같은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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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이념형으로서의 자연인과 동일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적 계층

으로서의 어떤 ‘민간인’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연인’일 수 없다. 그런 점에

서 그러한 전승주체를 상정하고 있는 김태곤의 민간신앙은 개념적으로 취약

한 측면이 있다. 그가 ‘민간신앙’의 예로 들고 있는 신년제, 계절제, 가신신

앙, 동신신앙, 무속신앙, 독경신앙, 점복신앙, 풍수신앙, 동물신앙, 예조(豫

兆), 민간의료 등 역시 그 전체를 모두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김태곤의 주장은 소위 ‘자연적 상황’에 놓인 자연인의 생활 속에

서 그러한 민간신앙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고 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김의숙은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민속제의의 형성이론�이라는 

책에서 ‘민속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김의숙의 ‘민속신앙’은 외래종교

를 한국의 표층종교로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립 개념인 주술적 기층신앙으

로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용어의 개념적 지향은 김태곤의 ‘민간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는 김태곤이 자연인으로서의 ‘민간인’이라는 전승주

체를 상정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민족 구성원의 절대 다수층으로서의 ‘민중’

을 민속신앙의 전승주체로 상정한다. 또 그의 관점은 외래종교의 수용과정

이 민속신앙과의 결탁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본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60)

또 김의숙의 관점은 그러한 민속신앙을 단지 한민족의 특수성을 논의하기 

위한 범주로만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다음과 같은 주

장을 살펴보자.    

이 민속신앙을 가리켜서 흔히 깨이지 못한 미개인들의 신앙이라는 의미

로 원시신앙 또는 통속적으로 미신이라고들 칭한다. 그렇지만 제의나 

의례를 통하여 그 효과와 기능의 성취를 본질로 하는 주술관념이 지역

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것임을 이해하게 될 때 민속신앙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편

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면 심상의 원형과도 만나게 된

다.61)

60)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민속제의의 형성이론�, 집문당, 1993,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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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김의숙의 주장은 민속신앙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심상의 원형’

과 연관 짓고 있다. 이 점에서 그의 관점은 민속신앙을 단지 지역 특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김의숙은 주술관념이 지닌 보편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충

분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태곤의 논의와 유사한 한계를 갖

는다. 즉 그는 왜 절대다수의 ‘민중’이 그러한 주술적인 관념을 심상의 원형

으로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윤승용은 ｢민간신앙과 사회변혁｣이라는 논문에서 잠정적으로 ‘민간신앙’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교조·교리·의례·교단과 같은 체계적인 종교형식을 갖춘 것

을 통상 종교라고 부르는 점을 감안할 때, 교조가 없는 자연발생적 종교

현상이며, 교리도 애매하고 교단조직도 미미하거나 전혀 없으며, 조직

적인 전도활동도 없는 신앙 현상들을 우리는 민간신앙이라고 부르고 있

다...(중략)...이렇게 민간신앙을 설정해 놓고 보면, 창제 성립종교

(Established Rel.)에 속하지 않는 신앙현상 전부가 민간신앙 범주에 속

하게 된다.62)

이런 개념설정을 바탕으로 윤승용은 ‘민간신앙’이란 인류탄생과 더불어 형

성된 최초의 원시신앙이 인간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능이 분화하고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신앙형식을 습합하여 형성된 ‘신앙현상군’이라

고 주장한다. 이처럼 윤승용은 ‘민간신앙’을 매우 포괄적인 성격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간신앙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형식들의 집합으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사회의 민중의 역량과 요구

에 의해 취사선택되고 민중생활 형식에 맞게 변형 수용되면서 그 나름대로 

하나의 신앙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이러한 민간신앙

61) 같은 책, 10쪽.

62) 윤승용, ｢민간신앙과 사회변혁｣, �역사속의 민중과 민속�, 역사민속학회, 1990, 355-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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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세구복적, 주술적, 중층적, 의례중심적인 특징을 가지며 이로 인해 특

정한 상황에서 사회변혁의 잠재력을 갖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최초의 원시신앙 이래의 수많은 종교적 세계관들을 습합하고 흡수하

면서 하나의 민간신앙 전통이 형성되어왔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게 포괄주의

적인 ‘전통 만들기’의 한 형태일 수 있다. 둘째, 수많은 종교적 관념과 실천

의 취사선택, 변형, 수용, 전승의 원리로 제시되는 민중의 ‘역량’과 ‘요구’ 역

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개념이다. 셋째, 그러한 포괄적인 개

념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포괄적인 민간신앙의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민중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이다. 

최종성은 ‘민속종교(popular religion)’를 ‘공식종교(official religion)’의 

대립개념으로서 사용한다.63) 이러한 용법은 서구 종교학에서 동일한 영어 

단어를 사용해 일찍이 시도된 바 있는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대립적 용법

과는 구분된다.64) 즉 공식종교와 대중종교를 구분하는 기존의 용법은 예컨

대 공식불교와 대중불교를 구분하고 공식기독교와 대중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처럼 개별 종교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중들의 신앙행태를 구분한다. 이와 

달리 최종성의 ‘민속종교’라는 용어는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적 이념이 존재

하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비공식적으로 향유되는 여타 종교적 신앙의 행태들

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즉 이러한 용법 속에서 조선시대의 공식종교가 

‘유교’라면 ‘무속’과 같은 종교적 신앙은 민속종교로 범주화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민속종교의 존재는 엘리트들의 공식종교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민중

의 종교적 ‘욕망’에 근거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종성의 이러한 논

의 속에서 민중의 종교적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

지는 자세히 논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의들에서 보듯이 ‘민속종교’ 또는 그와 관련된 유사한 개념

63)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2002. 최종성에게 ‘민속종교(popular 

religion)’는 ‘공식종교(official religion)’의 대립개념으로서 조선시대처럼 국가권력이 종교제도

를 통제하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때 고유한 용법과 의미를 갖게 된다. 

64) Pieter Hendrik Vrijhof & Jacques Waardenburg (eds.),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Analysis of a Theme for Religious Studies, The Hague: Mouton Publisher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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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용법은 설명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선언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

법은 ‘민속종교’, ‘민간신앙’ ‘민간종교’ 등의 향유주체를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의 고유성이나 특수성과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들의 경우

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관된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민’과 ‘민속’에 대한 최근의 반성적 논쟁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2. ‘민’과 ‘민속’의 개념적 전환

‘민속’ 개념과 관련하여 현대 민속학에서는 ‘민(folk)’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속’ 개념이 고유성, 

특수성, 차이성의 범주일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으로서 ‘민’

의 범위를 자민족, 특정 사회의 하부계층, 농촌 등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의 

생활인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민속 범주를 이용해 많은 민족

지적·민속학적·인류학적 자료들이 연구되고 이해될 수 있었다. 그렇게 연구

된 자료들이 각각 나름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

이지만,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민속 연구가 축적되면 될수록 그러한 자료들 사

이에서는 오히려 상이한 시대와 문화를 가로질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

적인 패턴들이 드러난다. 또 전 세계적 생활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민족, 계

층, 농민이 더 이상 고유성, 특수성, 차이성을 담는 그릇이기 어렵게 되었다. 

문제는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민속’이라는 범주로 포착될 수 있는 문화적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미국의 민속학자인 앨런 던데스(Alan Dundes)

는 민(folk)으로부터 ‘계층적’ 의미와 ‘현대 속의 과거’라는 의미를 제거하고 

민속(folklore)으로부터 ‘잔존문화’라는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민’과 ‘민속’이 

지닌 특수성보다는 일반성의 함의를 강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65) 민속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던데스는 ‘우리 모두’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65) Alan Dundes, op. ci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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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한국 민속학계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의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2년 한국민속학회에서는 “21세기 민(民)의 재해석과 민속학”이

라는 주제로 동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나경수는 한국 민속학에

서 사용해온 ‘민속’ 개념은 근대 서양 민속학의 서술범주를 가져와 번역한 

것이지만 근래에는 서양의 민속(folklore) 개념 자체가 변화해 오히려 한자

문화권에서 오래전에 사용하던 “민속(民俗)”에 더 근접한 것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66) 한자문화권에서 ‘민속’이라는 개념은 �예기(禮記)�에도 등장하

고 �한비자�, �증자�, �사기�, �한서� 등 중국의 고전들에서 지속적으로 사

용되었으며,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등 한국의 고문헌에도 

나오는데, 그 용례와 의미는 ‘문화(culture)’의 현대적 개념에 가깝다는 것

이다. 이러한 나경수의 주장은 ‘민속’을 보다 문화일반에 가까운 서술범주로 

이해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민속학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민속적 요소’의 특수성으로부

터 일반성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민속학계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의 ‘민속적 요소’가 보여

주는 일반성을 해명하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약간의 논리적 비약을 감행한다면, 최근 수십 년간 큰 발전을 이

루고 있는 진화심리학과 인지과학 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들을 통해 민속적 

요소의 일반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연구 성과들은 인간 개체군이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지니게 된 인지체계가 

사람들의 직관과 추론을 발생시키고 제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

냄으로써, 인지적 제약(cognitive constraints)이 문화 유사성과 일반성의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진화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생인류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에게는 

특별히 학습하지 않고도 대상의 물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상태를 포착하는 

직관적인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원시 야생의 환경에서 먹잇감을 찾고 포식

66) 나경수, ｢민속 개념의 변화와 민속학｣, �21세기 민(民)의 재해석과 민속학�(2012년 한국민속

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05-1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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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공격을 피하면서 살아남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생 동물들이 그렇듯이 조상 동물들도 야생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으로 가

정할 때, 이러한 능력들을 가진 개체의 상대적 생존우위를 어렵지 않게 짐작

할 수 있다. 인지과학자들은 이러한 직관적 능력이 형성하는 자연적인 지식

들에 ‘민속생물학(folk biology)’, ‘민속심리학(folk psychology)’, ‘민속물

리학(folk physics) 등의 표제를 붙이고 그 인지적 기반과 기제를 밝히는 연

구를 진행시키고 있다.67) 이때 사용되는 ‘민속(folk)’이라는 용어는 단지 원

시조상들의 특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특정 민족의 고유성이나 사회 

내의 계층에 따른 차이성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며 단지 현생 인류의 인지적 기제가 작동시키는 일반적인 직관적 지

식을 지시하기 위한 용어로 선택된다.68)

이러한 인지과학의 관점에 따라 ‘민속생물학’, ‘민속심리학’, ‘민속물리학’ 

등에 적용되는 ‘민속(folk)’의 개념을 차용해 종교적 표상들의 ‘민속적 요소’

가 지니는 일반성을 ‘민속신앙(folk beliefs)’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탐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본고는 ‘민속’이라는 말을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론 체계가 작동하

는 어떤 영역들을 지칭하기 위한 수식어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민속신앙에 

대한 논의에 응용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주의

할 점이 있다. 진화적 적응의 직접적 결과인 두뇌의 생물학적·생리학적 기질

(disposition)과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감수성(susceptibility)의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민속생물학, 민속심리학, 민속물리학 등은 진화

적 적응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속신앙’의 경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종교적 관념을 떠올리고 그 관념과 관련된 특정한 행위

를 전수하는 능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물학적 기질이라기보다 여러 기질

들의 작동방식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효과일 수 있다. 즉 인지체계의 

67) 여기서 ‘민속’으로 번역한 ‘folk’ 대신 ‘naïve’를 사용하여 수식하기도 하며 한국어로는 ‘통속’

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Folk Biology,” “Folk Psychology” and “Naïve Physics” in 

Robert A. Wilson and Frank C. Keil, ed, The MIT Encyclopedia of the Cognitive 
Sciences, The MIT Press, 1999. 

68) 따라서 파스칼 보이어와 같은 학자들은 이를 ‘직관적 생물학(intuitive biology)’, ‘직관적 심리

학(intuitive psychology)’, ‘직관적 물리학(intuitive physics)’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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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식에 의해 종교적인 믿음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뇌에 그 믿음을 위한 

인지체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일반적 요소 자체를 인지체계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이 발생하고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인지체계가 관련되어 있을 가

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체계와 직관적 추론 능력에 대한 과학적 숙고는 민

족 고유성이나 사회 계층적 차이만이 아니라 ‘민속적 믿음과 실천’의 일반적 

패턴에도 균형 있게 접근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별적인 문화요소들이 지닌 고유한 특징과 계층에 따른 차이들, 그리고 역

사적이고 문화적인 사건들의 영향 등이 보다 잘 포착되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속신앙’의 범주

인류가 종교적 생각과 행동을 향유해온 역사는 성립종교들의 역사로 환

원되지 않는다. 넓은 의미에서의 ‘종교적 신앙’에는 특정 종교에 의해 창안

되거나 제도적으로 지지되는 것만이 아니라 개개의 종교들과의 직접적인 관

계없이 역사·문화적으로는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는 것들도 포함된다. 이처

럼 ‘종교적’이긴 하지만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종교적 삶의 보편

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이러한 신앙이 인간본성이나 집단적 무의식, 혹은 인

간의 사유구조 등 인류에 내재된 보편성의 발로(發露)라고 해석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믿음과 실천의 현존을 지역성, 오랜 전통, 민중의 욕

망 등에 귀속시키거나 상이한 종교문화들의 습합현상(syncretism)으로 간

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런 학문적 논의들은 인류의 종교적 삶을 이해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설득력을 얻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지닌 약점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보편적 종교

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인간의 본성을 종교적인 존재로 간주하면서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증되지 않는 전체론적 전제를 지닌 선험적 판단이며, 상대적으로 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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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민속적인 신앙이 

특수한 지역의 오랜 전통에 속한다고 보는 논의들은 문화에 따라 그 신앙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충분히 축적된 인류학적 조사들

은 그러한 가정에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런 신앙

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양성이 문화에 따라 무한히 발산하기보다는 

적은 수의 패턴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즉,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비슷한 믿음과 실천의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부류의 신앙이 주로 민중 계층에서 향유된다고 보는 논의들

은 이러한 믿음과 실천이 사회의 상위계층이나 종교적 엘리트 계층에는 없

을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상을 고려할 때, 이런 

부류의 신앙은 계층적 차이와 크게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 넷째, 습합현상을 상정하는 논의들은 이러한 부류의 신앙들을 ‘세계종

교’ 등 주요한 성립종교의 공식적인 교의에 비해 열등하거나 부차적인 것으

로 혹은 일종의 잡동사니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특

정 성립종교의 호교론적 관점의 파생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접

근해야 한다. ‘습합’을 일종의 창조적 변용으로 이해하여 부정적인 함의를 

벗고자 하는 시도도 있지만 이 역시 그러한 신앙의 원천을 성립종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되어야 한다.

인류가 향유해 온 종교문화는 제도화된 여러 종교들이 공식화하고 있는 

관념, 실천, 전승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보다 중요한 사실을 함축한다. 

즉, 사람들은 교의나 교리 없이도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관념을 획득할 수 

있고, 공식화된 의례규범 없이도 의례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집

단에 속하지 않고도 그와 같은 관념과 실천을 전승할 수 있다. 인류사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의 종교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바로 그러

한 ‘능력’에 기인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식적인 교리, 의례, 

집단 등을 제도화하고 있는 잘 알려진 성립종교들은 인류 전체의 종교문화

에서 매우 특수한 양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종교전통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지되어 전수되지는 않지만 널리 퍼

져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표상들을 어떤 용어로 범주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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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앞 절에서 논의한 새로운 수식으로서의 ‘민속’ 개념을 바탕으로 ‘민

속신앙’이라는 용어를 재규정하여 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직관적·추론적 측

면’에 관해 서술하고 분석하기 위한 작업 범주로 삼고자 한다. 

민속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이 주어지기 쉽다. 민

속신앙은 ‘세계종교’의 공식적인 믿음과 실천의 체계와 달리 한 지역의 민중

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믿음과 실천의 체계라는 것이다. 이

러한 가정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

째, 민속신앙은 지역성을 특징으로 지니는가? 둘째, 민속신앙은 엘리트가 

아닌 민중의 삶 속에서만 향유되는가? 셋째, 민속신앙은 오래 전부터 이어

져 온 것인가? 

언뜻 보기에 민속신앙의 지역성은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지역마다 특이

한 주술-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체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히 

축적된 인류학적 조사들은 그 지역적 다양성이 무한히 발산하지 않고 오히

려 유사한 패턴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자들

은 이러한 유사성 혹은 제한된 다양성의 문제를 ‘습합’, ‘혼합현상’, ‘문화접

변’ 등의 개념적 범주를 통해 다루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는  둘 이상의 다

른 종교전통들이 만나거나 하나의 종교전통과 토속문화 혹은 고유문화가 만

남으로써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간주된다. 이런 논의들은 제한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접변의 과정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69) 반면, 역사적·문화적 차이를 넘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지속하는 

관념과 실천들의 유사성과 일반성은 단지 이러한 접변만으로 설명될 수 없

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관점의 설명력은 제한적이다. 본고의 민속신

앙은 그러한 유사성과 일반성이 제한하는 다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용어로서 제안된다. 

민속신앙의 계급적 특성 역시 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민속신앙과 

69) 습합에 관한 논의가 자칫 일종의 지속적인 ‘경계의 영역’을 상정하는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에

는 상이한 종교전통들과 고유문화의 소위 ‘본질적인 차원’으로부터 그 영역의 믿음과 실천을 

외재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쉽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종교전통의 규범적 판단이나 

포용적 관점에 봉사하게 됨으로써 각 종교전통이 주장하는 ‘본질’ 자체가 실은 역사과정과 교

리적 논쟁의 산물이라고 하는 종교사의 중요한 통찰과 조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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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류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세계종교의 엘리트적 전통과는 구분되

는 믿음과 실천의 민중적 전통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트와 민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실천의 불일치

는 교의의 규범적 당위와 실제 종교적 삶의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의 부분적인 양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교리를 지닌 제도 종교의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떠올리고 행하는 종교적 관념과 실천은 종종 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교리를 잘 배우고 그 교리

의 전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실제 사

유와 직관은 교리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70) 종교전통 내부에서는 종종 

이를 정통과 구별해야 하는 ‘이단’으로 규정하여 배척하곤 한다. 또 결과적

으로 종교전통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경우에는 일종의 ‘혁신’ 혹은 ‘개혁’의 차

원에서 평가하거나, 유보적인 자세로 ‘대중구제’를 위한 포용성의 담론으로 

승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배척과 평가와 승화의 논의들은 종교전통 내부

의 규범적 판단과 반응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상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속신앙은 특정 종교의 정통 교리에 부합하지 않

는 믿음과 실천에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용어이기도 하다. 

민속신앙의 고대성 또한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고대성이 곧 

전통의 지속이나 원시종교의 잔존과 같이 일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면 비판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민속신앙은 어떤 실질적인 연속성 없이

도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성은 오히려 그러

한 민속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에서 발견된다. 신석기 

시대 이후의 인류가 지닌 인지체계는 그 이후로도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인지체계가 제약하는 직관과 추론에 의해 발생하는 종교적 

믿음과 실천은 시대를 불문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여러 시대의 역사자료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믿음과 실천을 특정한 종교들의 

자기주장에 함몰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를 상기시킨다.  

본 연구는 ‘종교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지만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

70) 제이슨 슬론은 이러한 측면이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신학적 틀림

(theological incorrectness)’이라고 부른다. D. Jason Slone, op. ci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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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다양한 신앙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존속하고 전달되어 널리 분포

하게 되는지에 대해 숙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숙고는 그러한 신앙들 자체

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현상이거나, 특정

한 지역 혹은 계층만의 고유한 생각과 행동이거나, 무엇보다도 단지 오랜 과

거로부터 연속선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는 가정을 고수하지 않는

다. 그 대신, 그러한 신앙들은 인간의 인지적 기질과 감수성에 의해 생성되

고 유인되며 걸러지는 측면이 있다는 가정에 무게를 둔다. 따라서 본고에서 

그러한 신앙들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민속신앙이라는 개념은 예외가 없

는 보편성의 범주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느슨한 일반성의 

서술범주다. 즉, 민속신앙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 나

타나며 제한되기도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검토는 ‘강우의례’와 

같이 역사·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인간 활동의 관념적, 실천적 차

원과 전승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숙고를 

목표로 하면서, 앞으로 이 논문에서 민속신앙이라는 용어는 교리적 학습 없

이도 발생하고 전승되는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될 

것이다. 즉, 민속신앙이란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으면서 미시적

으로는 문화적 특수성과 고유성의 지표가 되고 거시적으로는 일반성을 보이

는 종교적 관념과 실천과 전승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인 서술

범주이다. 

4. 소결

‘민속신앙’은 기존의 ‘종교’, ‘민속’, ‘민속종교’ 등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진화심리학의 관점과 인지과학의 용어를 응용하여 본고가 제안하

는 새로운 연구범주다. 본고에서 이 범주는 진화된 인간 마음에 의해 작동되

는 직관과 추론이 어떻게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의 느슨한 일반성을 구축하

는지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민속신앙에 대한 이러한 

해명은 고전적인 종교학이나 민속학의 이론과 방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성

취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민속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요청되

는 새로운 자연주의적 이론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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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종교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1. 자연주의와 (반)환원주의

민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을 해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종교문화에 대한 

일종의 자연주의적 접근을 표방한다.71) 여기서 자연주의(naturalism)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자연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적이라고 보는 존재론적 유물론 혹은 물질주의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으로 자연주의는 어떤 초자연적 전제에도 의지하지 않고 세계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인식론적·방법론적 지향을 의미한다.72)

이러한 자연주의는 새로운 창안물이 아니다. 고대 문화 속에서도 자연주

의적 지향은 존재했다.73) 자연과학과 철학이 분리된 영역이 아니었던 기원

전 6세기경의 탈레스가 펼친 자연철학도 자연현상을 초자연적 원인을 사용

하지 않고 설명하고자 한 사례로 언급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학문적 분화

를 동반한 근대 과학의 존재론적·인식론적·방법론적 지향 역시 자연주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흄이 ‘인간학’의 탐구계획을 통해 거의 전적으로 

새로운 토대 위에 세워진 완전한 학문체계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바로 일종의 자연주의적 연구 프로그램을 향한 선언이었던 것으로 이해된

71) ‘자연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연주의는 학문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주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탈규범적 인식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보다 근원적

인 철학적 지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는 정신과 물질의 존재론적 이원

론을 벗어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존재론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데이비드 흄의 자연주의로부터 현대의 인식론, 심리철학, 과학 등의 영역에 대한 자연주

의의 철학적 의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한국분석철학회 편, �철학적 

자연주의�, 철학과현실사, 1995. 그 외에 탈규범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자연주의에 대

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Jonathan Knowles, Norms, Naturalism and Epistemology: 
The Case for Science Without Norm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72) 본고에서 ‘자연주의’는 위의 존재론적·인식론적·방법론적 함의를 모두 포함할 때 성립된다. 따

라서 이때의 자연주의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73) 물론 ‘자연주의’라는 말이 갖는 함의가 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서양고대철학에서 ‘자연주의’

란 유물주의(materialism)만이 아니라 쾌락주의(epicureanism), 혹은 여러 형태의 세속주의

(secularism)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박은진, ｢진화론과 인식론: 자연주의와 진화론적 인식

론｣, 철학연구회 편, �진화론과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3, 1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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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4) 흄은 종교에 대해서도 자연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종교적 사유가 

인간 심리의 자연적인 결과라고 보았다. 특히 �종교의 자연사(The Natural 

History of Religion)�의 서문은 “최초로 [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원리

들은 무엇이고, 또한 그러한 원리가 작용하게 된 우연한 요소와 원인들이 무

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연구 목적이다”라고 끝을 맺는다.75)

무엇보다도, 1859년에 출판된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종의 기원�이 제시한 ‘자연선택’이라는 자연주의적 아이디

어는 생명 현상을 다루는 모든 학문에 기초가 되는 획기적인 이론을 제공했

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러한 흐름은 사회문화 현상을 다루는 학문들에도 영

향을 끼쳤는데, 특히 실증, 경쟁, 진보 등의 개념에 몰두해있었던 당시 유럽 

사상가들의 논의에 적합성과 강력한 설명력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 시기에 유행하게 되었던 사회진화론 혹은 문화진화론은, 비록 진화론의 

자연주의적 아이디어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다윈이 제시했던 것과 

동등한 정도의 신뢰할만한 증거와 이론에 입각해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부류의 논의가 널리 전개되

었으며, 이때 종교 진화에 대한 논의도 많이 등장하게 된다. 즉, 정신 발달의 

유사한 단계에 있는 종족들은 비슷한 단계의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관념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진화’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발전과 원시 

종교로부터 고전 종교로의 발전 도식을 연결시키는 강력한 이론적 가설과 

방법론으로 작용했다. ‘원시종교’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이른바 현

대의 ‘미개인’의 종교를 그것과 동일시하는 갖가지 시도가 이루어진 것도 이

러한 맥락에서였다.76) 이러한 부류의 사회진화론적인 논의는 결국 인종주

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이데올

74) 최희봉, ｢흄의 자연주의와 도덕론: 스코틀랜드 자연주의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36, 2008, 39-40쪽. 

75) 데이비드 흄, �종교의 자연사�, 이태하 옮김, 아카넷, 2004, 44쪽.

76) 엄밀히 말하자면 19세기에 유행한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은 다윈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가 주창한 

사회진화론적인 ‘(최)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아이디어와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

(Edward Burnett Tylor, 1832-1917)와 같은 학자들이 전개한 단선진화론적인 문화변동설의 

합작품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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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적 논리를 옹호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진화론에 대한 비판이 널리 받아들여지

면서 인류의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접근법에 큰 변화가 일게 되었다.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를 넘어서 문화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진화론의 배경으로 표방되었던 사회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역시 이전의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20세기 중반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연주의는 마치 자연과학에 

국한되는 존재론적·인식론적·방법론적 전제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연주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 전에 시작된 지적 전통이며 여

러 시대를 거쳐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당연하게도, 시대를 달리하며 전개된 

다양한 자연주의적 접근들은 각각의 가능성, 가치, 한계 등을 갖는다. 따라

서 특정 시대의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그대로 다른 시대의 자연주

의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특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현대에 새롭게 

시도되는 사회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에 과거에 이루어진 비판을 똑같

이 반복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것은 현대의 ‘자연’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질이 그 폭과 깊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문화연구에 대해 지니는 함의도 더 실질적인 것이 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자연주의적 연구 프로그램은 새

로운 자연과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종종 이러한 자연주의를 모두 뭉뚱그

려 일종의 ‘환원주의(reductionism)’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의 환원

주의라는 용어는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는데, 인문사회과학의 고유한 

영역이 지닌 독자성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영역의 것으로 바꾸거나 축소하

려는 불온한 시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주의적 지향

에 반대하는 입장을 반환원주의(anti-reduction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런데 그러한 반환원주의가 반대하는 환원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환원이 자

연주의적 연구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시도되고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댄 스퍼버는 물질주의적 존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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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를 둔 자연주의적 문화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물질주의적 자연주의가 반드시 반환원주의자들이 걱정하는 부류의 환

원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다.77)

자연과학들은 높은 수준의 상호 일관성과 상호 작용을 성취하고 있는

데, 부분적으로 이는 자연과학들이 모두 동일한 물질주의적 존재론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물질주의자는 인과적 힘을 갖는 모

든 것은 오직 그것의 물리적 속성 덕분에 그런 힘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

한다. 이는 분자, 별, 강, 박테리아, 동물 군집, 심장, 뇌 등에 대해서도 

대등하게 참이라고 받아들여진다. 물질주의는 환원주의를 함축하지 않

는다. 물질주의는 그것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연구 분야가 

다루는 대상이나 그 대상이 개입하는 인과적 과정을 물리학의 어휘로 

서술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물질주의가 과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상과 과정을 기술할 때 그와 관련된 물리적 속성을 확인하는 일이 궁

극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이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는 아니라

는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이다.78)

스퍼버가 물질주의는 환원주의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물질주

의적 존재론을 공유하는 한 환원주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즉, 자연과학은 물질주의적 존재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미 물질주의적 존재론을 공유하고 있

는 자연과학에서는 복잡한 체계가 다층적이고 위계적인 과학적 구조의 틀 

안에서 기술되고 설명될 수 있으며 하나의 수준은 바로 한 단계 아래의 언

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환원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환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일련의 학문들이 얼마나 

77) 스퍼버에 따르면 반환원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문화적 현상은 실재의 자율적인 차원에 속하

지 않는다. 또 환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문화적 현상은 오직 심리학에만 속하지도 

않는다. 문화적 현상은 심리학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심리현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문

화적 현상은 심리학적 요소들의 생태학적 패턴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78) Dan Sperber, 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Oxford: Blackwell, 199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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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존재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스퍼버의 말처럼, 자연과학에 속하는 학문들은 대체로 동일한 존재론, 즉 

물질주의적 존재론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높은 수준의 상호일관성과 상호작

용을 성취하고 있다. 반면, 인문학의 세계, 특히 종교의 환원불가능성과 존

재론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종교학의 세계에는 사실상 그 어떤 존재론적 제

약도 없는 듯하다.79) 특히 종교학자들은 종교문화가 실제로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 잡는지, 어떤 인과법칙을 따르는지, 다른 종류의 사실들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는다. 이는 종교학자들이 

다루는 문화적 사실들, 즉 신화, 의례, 희생, 상징, 종교제도, 경전, 역사와 

같은 것들이 인문사회과학 외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해석적인 어휘로 표현되는 일종의 ‘표

상(representation)’이다. 

스퍼버에 따르면, ‘표상’은 에밀 뒤르켐이 자신의 논의에 도입한 이후로 

널리 사용되어 온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론적 위상은 오랫동안 모호

한 채로 남아 있었다.80) 특히 그러나 인지과학의 혁명 이후로는 심적 표상

(mental representation)의 물질적 성질이 하나의 신비에서 이해가능한 문

제로 그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스퍼버는 물질적인 것으로 확보되는 공적 표

상(public representation)과 그 물질적 성질이 차츰 밝혀지고 있는 심적 

표상의 인과적 연쇄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이 가능하

다고 주장한다. 스퍼버의 관점에서, 문화란 믿음, 의도, 선호 등과 같은 심적 

표상들과 신호, 제스처, 언설, 문헌, 그림 등과 같은 공적 표상들이 인과적 

사슬을 형성하며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퍼져있는 현상이다. 만약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상 개념을 인지심리학적인 표상 개념의 

토대 위에 재정의할 수 있다면 견고한 물질주의적 존재론에 근거한 인문사

회과학의 진정한 자연주의적 프로그램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스퍼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의 한 편

79) 이 부분은 스퍼버가 인류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한 내용을 인용하여 종교학의 경우에 그

대로 적용시켜 본 것이다. Sperber, Explaining Culture, p. 10. 

80) Sperber, Explaining Culture,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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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을 ‘표상역학(epidemiology of representations)’이라는 모델로서 제시

한 바 있다.81) 표상역학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맥락에서 왜 어떤 표상

들이 증식하는가 하는 물음을 인지심리학적인 표상 개념을 토대로 하여 묻

는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현상의 분포를 연구하는 질병 역

학의 경우처럼 표상에 대한 일종의 역학조사를 개진해야 한다. 그는 표상 역

학이 인지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에 병리학과 질병역학의 관계와 흡사한 

어떤 상호 연관성의 관계를 수립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퍼버에 따르면, 

이 관계는 결코 사회문화적인 것을 심리학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그런 관계

가 아니다. 이런 접근에서 보면 사회-문화적 현상이란 심리학적 현상들의 

생태학적 패턴들이다. 사회학적 사실들은 심리학적 사실들의 관점에서 정의

되지만 결코 심리학적 사실들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그가 표상역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표상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널리 퍼지고 존속하

여 문화적인 분포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학에서도 ‘과학에의 지향’은 낯설지 않은 현상이

다.82) 사실 그것은 종교학 자체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 중 하나였다. 1870

년 2월, 런던의 왕립연구소(Royal Institution)에서 행해진 강연에서 막스 

뮐러(Max Müll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장 웅변적인 연사와 가장 천부적인 시인이 아무리 단어를 능란하게 

구사하고 표현의 재능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실로 언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거의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똑같은 예가 종교에 적용된

다.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83)

이어서 뮐러는 ‘언어’의 경우처럼 ‘종교’도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81)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56-76.

82) 이 문단 이하로부터 64쪽까지 이어지는 종교학의 과학적 지향과 반환원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른 지면에 발표한 필자의 글을 인용하여 본고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구형찬. ｢정진홍의 인문주의｣, 소전 희수기념문집편찬위원회 엮음, �정직한 이삭줍기: 

소전 정진홍 교수 종교 연구의 지평�, 모시는 사람들, 2013, 73-114쪽.  

83) 막스 뮐러, �종교학입문�, 김구산 역, 동문선, 1995,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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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뮐러에 따르면, 호메로스나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언어를 누구보

다도 잘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수많은 언어들의 연관 및 

차이, 그리고 언어의 역사적 형태들 이면에 있는 인간의 ‘말하기 능력’에 대

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언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뮐러는 종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신앙심이 산을 움직일 정도로 강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은 종교가 진정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말

한다. 즉, 종교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종교의 다양한 ‘역사적 형태들’과 

인간 내면의 ‘신앙의 능력’을 아울러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종교학은 이처럼 인류의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인식’, 그리

고 종교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과 더불어 시

작될 수 있었다. 그러한 인식과 상상력은 타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축적

되고 다양한 신흥 학문의 가능성이 타진되던 당대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현

실화되었다. 또 이는 소위 ‘반독단(anti-dogmatism)’의 논리를 당대의 문화

가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종교의 교의만이 ‘종교’에 대한 

유효한 지식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논리가 받아들여져야만 종교에 관한 다

양한 논의와 설명을 시도하는 새로운 학문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학이 다양한 논의와 설명의 가능성을 폭넓게 승인하

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았다. 근대의 많은 신생 학문들이 그랬던 것처

럼, 종교학 역시 대상을 특정하고 그것의 독특성을 주장하면서 그 대상을 고

유한 탐구 영역으로 지닌 독립된 학문분과로서 아카데미 속에 안정된 자리

를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교학의 고유 영역인 ‘종교’는 독

자적인 것(sui generis)이며 다른 학문 대상의 하위범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력하게 피력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반환원주의

(anti-reductionism)’의 논리가 단지 ‘아카데미의 정치학’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반환원주의의 논리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을 진지하게 모색

하는 가운데 제기되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반환원의 논리가 종교학이 성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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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인 슬로건처럼 수용되기도 했음을 지적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

이다. 

그런데 반독단과 반환원을 주장하거나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두 주장

이 담고 있는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식론을 정치(精緻)하게 펼쳐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물론  그 논리를 정교한 인식론으로 다듬어낼 수 있

었던 종교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녔던 문제의식과 

그 문제의 정황이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동일하게 지속하고 있는지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그들의 논리와 인식론이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혹은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역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독단과 반환원의 논리는 어느새 종교학의 인식론 저변에 마치 규범적 당위

처럼 자리매김 되어 있는 듯하다. 종교학은 특정 종교 내부의 주장만을 되뇌

는 데 그쳐서도 안 되지만, 종교 외부의 인식 틀을 가지고 종교를 해체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종교학의 탐구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와도 결부되면서 종교학의 특수한 학문적 에토스(ethos)

를 형성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목적에 부합하는 작업 정의로써 연

구의 범위와 대상을 제한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

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다. 그러나 종교학의 세계는 조금 특

별한 데가 있는 듯하다. 종교학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종교정의가 특정 종교

의 교의를 특별히 더 옹호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나 종교를 다른 학문적 대

상의 하위범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동료들로부터 쏟아지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84) 이런 특징으로 인해 종교

학에서는 심지어 학자들의 ‘자격’과 ‘자질’을 문제 삼는 논쟁이 이루어지기

도 했다. 즉, 독단론과 환원론을 극복해야한다는 당위는 종교학에 일종의 규

범으로 수용되고 있다. 독단론을 극복하지 못할 때 인류의 종교경험을 총체

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되고 후자를 극복하지 못하면 종교의 실재성을 상실

84) 현재의 종교학에서 이러한 서술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상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개별 종

교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또, 로버트 시걸

(Robert A. Segal)처럼 환원주의적 종교연구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한 입장은 환원주의

에 관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논쟁을 낳기도 했다. Thomas A. Idinopulos & Edward A. 

Yonan (eds.), Religion and Reductionism, Leiden: E.J. Brill, 19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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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85)

그러나 이러한 종교학의 논리가 당위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독단과 

반환원의 논리를 단지 규범적 당위로 지니는 것만으로 종교에 관한 연구가 

더 진전되는 것은 아니며, 자칫 독단과 환원의 논리를 실제로 넘어서는 것조

차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독단론에 대한 반대는 또 다른 

독단론에 자리를 내어주기 쉽고, 특정한 환원론에 대한 거절은 결국 또 다른 

시각에서의 환원론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독단’의 당위는 환원

을 위한 논리가 되고 ‘반환원’의 당위는 그 자체로 독단의 주장이 될 수 있

다. 그런 경우 반독단론과 반환원론은 단지 환원론과 독단론의 다른 이름이 

될 뿐이다. 따라서 반독단과 반환원의 당위를 하나의 새로운 인식론으로 빚

어내지 못한다면 종교학은 이러한 자기모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독단과 반환원의 당위론에 학자들의 인식자체가 길

들여져 무력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독단과 반환원의 논리는 ‘종교’를 하

나의 온전한 대상으로 확보하려는 지향 속에서 서로 만난다. 반독단의 논리

는 개개 종교의 교의가 선언하는 내용이 종교라는 실체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환원의 논리는 종교

에 대한 환원적 설명이 종교라는 실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즉 두 가지 논리는 독단과 환원의 횡포로부터 ‘종교’라는 대상을 오롯이 지

켜내야만 그것에 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하나의 가정으로 수렴

된다. 

문제는 만약 종교학이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정

교한 인식론을 실제로 전개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럴 경우 이 가정은 단

지 ‘종교’를 무기로 삼아 신학과 여타 학문으로부터 ‘종교학’을 지켜내기 위

한 ‘방어기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런 경우 반독단과 반환원

의 논리는 인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관성’에 봉사하는 것이 될 뿐이

다.

진지한 숙고를 통해 구축된 반독단과 반환원의 논리가 이미 종교학의 학

문적 에토스로 수용되고 있다면, 그 논리를 유지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연구

85)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청년사, 1995,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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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학문적 정직성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학문의 정직

성이란 것이 실은 “학문이라는 문화가 지은 그 나름의 ‘관성’”86)일 수 있다

면, 그리고 그 관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사유가 경직되고 있다면, 그것을 

되묻고 창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 역시 연구자들의 몫이다. 즉, 반독단과 

반환원의 논리가 학문적 관성이 되어버려 지금 여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 그 두 가지 논리를 결정하는 조건 자체를 넘어서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반독단과 반환원의 두 입장을 모두 수용함과 동시에 극복하는 인

식론의 전개가 요청된다. 그런데 종교 ‘안’의 독단론과 ‘밖’의 환원론을 상정

하는 사물의 은유를 통해 이 과제에 접근하는 한, 이는 모순적이고 공허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87) 사물의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경계의 자리를 

찾아 그저 우왕좌왕하는 것은 결코 수용일 수도 없고 극복일 수도 없기 때

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종교학의 인식론이 종교의 안과 밖에 동시에 걸쳐 있

거나 그 둘을 공유하는 중간자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이

상적인 인식의 자리를 개념적으로 다듬어 내기도 했다.88) 사물의 은유를 공

간의 은유로 확장해보면 그 자리는 마치 문지방과 같이 약간의 용적을 지닌 

채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계구역으로 묘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인식

의 자리야말로 종교와도 구별되고 다른 학문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학문으로

서 종교학이 있어야 할 곳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간에 놓인 인식의 자리는 

늘 불안하다. 그 불안한 경계의 자리에 선 연구자는 균형을 잃지 않고 투명

한 자의식과 각성을 유지하는 데 무척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전개하는 사유가 못내 불안한 진짜 이유는 연구자

가 감내해야 할 수고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상정된 중간의 자리 자체가 

86) 정진홍,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538, 553쪽.

87)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32쪽 참조. 정진홍은 여기서 ‘공간의 비유’에 의하면 이러한 자리

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88) 윈스턴 L. 킹(Winston L. King)의 ‘detached-within’과 같은 개념이 그렇다. Winston L. 

King, Introduction to Religion: A Phenomenological Approach, New York: Harper and 

Row,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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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물의 은유에 의해 강제된 개념적 허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단지 상상력이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적합성이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

다.

그렇다면 사물의 은유를 딛고 넘어 삶의 현실을 열어냄으로써 반독단과 

반환원의 논리가 지닌 모순을 지양해낼 필요가 있다. 종교의 내부와 외부를 

상정하는 상상력의 좁은 틈새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논쟁들을 문화 속의 한 

부분으로 조우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종교에 대

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반독단과 반환원만의 논리

만이 아니라 독단론과 환원론의 대립도 함께 삶의 현실로 지양해낸다. 삶의 

현실에서는 종교에의 헌신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적 추구 역시 분명하

게 경험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요청되는 인식론은 ‘종교’라

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이 일컬어지고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한 경험을 대상

으로 삼아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수 있지만, 고전적인 종교학의 반독단과 반환

원의 논리는 ‘종교’를 종교인들의 신앙이나 교의적 주장으로부터 해방시켜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끌어내면서도 동시에 그 연구의 권리를 다른 학문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태도와 결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어떻

게 하면 ‘종교’를 종교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으로 확보하고 아카데미에 ‘종교

학’의 자리를 공고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펼쳐지는 장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종교의 독자성’에 대한 오랜 논쟁을 낳기도 했고, 고유한 방법

론과 해석의 원리를 고민하게도 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위기 위

식’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학이 스스로 반독단과 반환원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

거는 고유한 대상을 자료로 확보하거나 고유한 방법론을 갖추는 데 있는 것

이 아니다. 그보다 종교학이 그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그 논리로 인

해 기존의 인식근거에 대한 되물음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만약 종교학이 스스로 설정한 자료와 방법에 얽매여 다른 물음을 열어놓지 

못한다면 종교학이 전개하는 반독단과 반환원의 논리는 단지 종교적 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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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학문 사이에서 종교학이 살아남기 위해 고안한 위기관리 처세의 수사

학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서술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사실, 종교학이 전개해온 반

독단과 반환원의 논리가 독단론과 환원론에 단순히 ‘반대’를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의 해방을 지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학은 신

학과 여타학문의 인식이나 과거 종교학의 인식만이 아니라, 동시대 종교학

의 인식기반 자체를 지속적으로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되물음

을 통해 현재 종교학의 발언이 혼란스러워지고 적합성을 상실했다는 자의식

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은 ‘종교학의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인식의 진전일 

것이다. 

오랫동안 종교학은 종교현상을 ‘특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종교학이 

규범처럼 여겨 온 반독단과 반환원의 논리도 바로 그러한 주장을 담고 있다. 

물론, 그런 주장을 반박하고 비판하는 논의도 제시되어 왔다. 그런 비판적 

논의의 사례로서 러셀 맥커천(Russell McCutcheon)을 언급할 수 있다. 맥

커천에 따르면, 종교가 특별한 것이라는 주장은 “종교와 모든 종교경험의 

본질을 특이하고, 환원불가능하며, 독자적이고, 자생적이며, 비역사적이고, 

속(屬)적으로 독특하며, 자명하고, 진화하지 않는 것이자, 마음의 선험적인 

범주라고 주장하고, 근원적이어서 파생될 수 없고, 독특하고, 원초적이고,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자, 인간 정신의 근본 구조라고 주장하며, 원형적

인 요소이자 사회·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자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특정 종교의 변증학이거나 해석을 전유하려고 하는 학문적 

권력 지향의 태도가 낳은 것”이다.89) 이러한 맥커천의 비판은 엘리아데의 

종교학을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맥커천이 열거한 내용이 엘리아데

를 비판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는 되물어져야겠지만, 적어도 그의 이러한 

논의는 종교를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취하는 다양한 선험적 전제

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89) Russell T. McCutcheon, Manufacturing Religion: The Discourse on Sui Generis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Nostalg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55-56. 맥커천의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정진홍의 논평도 참고할 것. 정진홍, �정직한 인식과 열

린 상상력�, 167-168쪽, 각주 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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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결코 환원될 수 없는 하나의 특별한 전체로 보는 시각에 대한 보

다 근본적인 비판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된다. 자연주의적 종교연구의 

새로운 경향인 인지종교학의 ‘표준모델’이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한 파스칼 

보이어는 종교라는 하나의 고유한 꾸러미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환영이며 수

많은 종교기관의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되는 슬로건이라고 주장한다.90) 그에 

따르면, 신체를 갖지 않는 행위자의 존재에 대한 관념, 특정한 의례를 수행

해야 한다는 느낌, 특정한 도덕적 규범의식,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 정체성 등은 종교라는 하나의 동일한 영역에서 비롯하거나 하나의 동일

한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이어는 종교를 하나의 단일한 

적으로 설정해 놓고 맹폭격을 퍼붓는 전투적 합리론자(전투적 무신론자)의 

태도 역시 종교라는 하나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환영을 영속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파스칼 보이어가 종교적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과 

행동이 존재하는 이유를 종교기관들의 자기주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종교적 믿음과 행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형이상학에서가 아니라 인식론

(혹은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즉 인간 마음의 작동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신과 정령에 대한 믿음은 신과 정령의 현존에 의해 설

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력(agency)에 관한 심적 가정에 의해 설명된

다. 도덕성의 기원에 관한 믿음은 도덕과 관련된 법전이나 계명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도덕적 판단을 표상하는 방식에 

의해 설명된다. 의례를 수행해야할 필요에 관한 믿음은 제의들과 그에 

대한 상징적 해석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동기와 행

위 표상을 관장하는 심적 프로세스에 의해 설명된다.91)   

90) Pascal Boyer, The Fracture of an Illusion: Science and the Dissolution of Relig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pp. 9-11.

91) Ibid.,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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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어의 이러한 관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의 단초는 

임마누엘 칸트와 찰스 다윈의 논의에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보

이어 역시 칸트-다윈의 축(Kant-Darwin axis)이 종교적 생각과 행동을 자

연적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적 토대라는 점을 인

정한다. 그러나 그는 현대과학의 성과가 우리로 하여금 칸트와 다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가 보여주었듯이, 종교적 사유는 인간 이성의 정상적인 사용에 기

생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이성]의 정상적인 사용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교적 개념들이 매력적이고 주의를 끌며 강

제적이라고 여겨지게 되는지에 대해 칸트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 다윈과 월리스가 처음 제안한 것과 같이, 인류의 심적 능력

을 포함하여 생물의 행동과 능력은 그것을 지니고 있는 개체들의 적응

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서 오랜 세월 축적된 진화 압력의 영향에서 기인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모든 특수한 성향들을 가진 마음을 구축하는지에 대

하여 훨씬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92)

       

이러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종교란 사람의 인지체계의 일반적이고 자

연스런 작동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의 특정한 양상이 문화적

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생각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문화화 과정도 일상적인 인지적 

제약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교를 설명

하기 위해 별도의 ‘종교적 인지체계’나 ‘인지적 오작동’을 가정할 필요가 없

다는 점이다. 또, 종교란 정상적인 인지체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인 현상이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

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접근이 고전적인 환원론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

92) Ibid.,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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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만약 자연주의적 접근이 기존의 종교학에 대한 자신의 우위를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적인 환원론이라면 그렇게 비판하는 것

이 가능하다.93) 그러나 그러한 비판의 근거를 찾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자연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종교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종교를 연구하는 일도 마찬

가지다. 따라서 종교학자들은 종교연구에 대한 특권이나 독점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종교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

교의 예외성을 주장함으로써 자신도 예외적인 권리를 승인받고자 했던 종교

학의 자기방어적인 자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

를 읽는 독법은 어떤 태도가 인간에 대해 더 정직하고 열린 사유를 충동하

는가하는 데 있을 것이다. 

자연주의적 접근은 인간과 종교에 대한 인식과 상상력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인간을 되생각하는 계기를 폭

넓게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이르면 독단론과 환원

론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종교학의 고전적 논리가 무색해진다. 이 자리에

서 확인하는 것은 독단론과 환원론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반독단

과 반환원의 논리는 더 이상 규범도 당위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연주의적 접근이 현대의 종교학에 적합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것이 인간에 대한 확장된 사유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인지종교학은 ‘종교’를 

환원불가능한 실재로 전제하지 않고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규정

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적 접근은 인간 삶의 현실에 ‘종

교’라고 불리는 특정한 삶의 양상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

는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그 어떠한 양상의 경우라도 그것은 인간의 자연

스런 삶의 일부이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모든 물음은 종국적으로 인간에게

로 향해야 한다. 종교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빚어진 것

이기 때문이다. 

93) 정진홍,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6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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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의 발언은 단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발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종교학자 자신이 열린 물음의 장에

서 한 명의 사유하는 인간으로 호흡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종교를 되묻고 

종교학을 되물으면서 인간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에 대해 

되묻고 인문학을 되물으면서 종교에 대해 사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인간과 종교에 대해 아예 다른 물음을 물으면서 사유하는 것은 어떤

가? 

만약 인간이 근원적으로 호모 렐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라면, 왜 

모든 인간이 똑같이 종교적이지는 않을까? ‘호모 렐리기오수스’에 대한 상

상력이 오히려 인간의 삶에 대한 부정직한 인식을 강제하거나 열린 상상력

을 제한하는 측면은 없는가? ‘호모 렐리기오수스’에 대한 상상력은 오랫동

안 종교학자들을 사로잡았다. 이에 대한 의심이 종교학 내부에서도 제출되

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의심하고 ‘다르

게 묻기’를 감행하는 시도들이 있다. 다양한 자연주의적 종교담론들 속에서 

그러한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다. 

2. 자연주의적 종교담론들

(1) 자연주의적 종교담론의 다양성

최근 수십 년 동안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힘입어 문화와 종교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매우 새로운 방식의 자연주의적 종교담론을 생산

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인류 종교사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과 전문적 지

식을 광범위하게 축적해온 종교학적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모든 자

연과학적 접근들이 동일한 정도의 설득력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중의 일부는 단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과 반증이 가능하며 인류의 종교문화 일반에 관한 체계화되고 반

성적인 종교 연구의 축적된 성과들과도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유

용한 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다양한 자연주의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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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의 한 부류는 특수한 종교경험에 대한 신경

과학적 분석을 통해 종교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령, 일종의 신경 병리학적 

관점에서 뇌의 측두엽 간질과 ‘신비체험’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라마찬

드란(V. S. Ramachandran)의 논의를 예로 들 수 있다.94) 이 접근은 왜 종

교사에서 신비체험이 특정한 종교전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신비체험이 매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 경험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

해준다. 이 접근의 관점에서 볼 때, 신비체험은 특수한 신경학적 조건이 형

성되면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다. 즉, 종교적 신

비체험은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신경 병리학적 현상의 일부일 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접근이 종교적 신비체험에 대한 적절한 설

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이 흔히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또 인간의 종교문화는 단지 특별한 

소수의 특수한 경험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접근의 설명

력이 갖는 적합성의 범위는 명백히 제한된다.  

또 다른 부류의 자연주의적 접근은 종교를 일종의 생물학적 적응의 관점

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종교를 개체나 유전자 수준의 자연선택을 통한 생물학적 적응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개체 수준의 자연선택을 염두에 둔 논의는 사회생물학

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가 대표적인데,95) 그는 인간의 종교

적 복종이 동물의 서열 행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데 주목했다. 동물의 서열 

행동이 개체의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높이는 생물학적 적응의 부류로 설

명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인간의 종교적 복종 행위 역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종교적 복종 행동이 여타의 서열 행동

과는 독립적으로 진화한 것인지 아니면 서열 행동의 진화가 낳은 부수적인 

94) V. S. Ramachandran and Sandra Blakeslee, Phantoms in the Brain: Probing th 
Mysteries of the Human Min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8.  

95) Edward O. Wilson, On Human Na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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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인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진화

된 것이 서열 행동인 경우, 이것이 특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종교적 복종 

행동으로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열 행동이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복종’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과 같은 유일신 종교전통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인류의 종교문화 전반에서는 매우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는 점에서, 서열 행동을 통해 설명되는 종교 현상의 범위 역시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종교를 생물학적 적응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두 번째 유형의 접근

은 유전자 수준의 선택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서, 특정한 유전 정보(VMAT2)

가 초월적 존재를 찾는 영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자생물학자 딘 해

머(Dean Hamer)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96) 그는 신비체험을 하거나 초

월적 존재를 찾는 인간의 영성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가 그것을 지닌 개체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진화적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복제되었다고 본

다. 이런 접근은 신비체험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이 신의 실

제 존재 여부와는 관련 없이 특정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접근은 특수한 종교적 감수성을 유전적으로 결정된 인간의 본능과 

연계함으로써 종교적 신앙이 인간에게 불가피한 것이라는 선험적인 판단을 

옹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체군적 현상이긴 해도 보편적인 인간 본능이라고 보기에 여전히 의심스러

운 면이 있으며 더 많은 유전학적·인류학적 증거들에 의해 면밀히 입증될 필

요가 있다. 

종교를 생물학적 적응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세 번째 유형은 집단 수준

에서의 선택을 고려하는 데이비드 슬론 윌슨(David Sloan Wilson)의 연구

에서 발견된다.97) 그는 종교 집단의 강한 응집력, 자원공유, 전투력 등의 측

96) Dean Hamer, The God Gene: How Faith is Hardwired into Our Genes, New York: 

Anchor Books, 2004.

97) David Sloan Wilson, Darwin’s Cathedral: Evolution, Religion, and the Nature of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67 -

면을 고려할 때 종교는 집단 선택에 의한 적응의 한 부류로 설명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이기적 개체나 유전자의 생존 우위와 이타

적 집단의 생존 우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연선택 수준에 관한 첨예한 이

론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진화의 시간 축에

서 볼 때 ‘종교 집단’은 매우 후대에 등장한 것이고, 또 인류의 종교사와 종

교문화 전반을 고려할 때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정 ‘종교 집단’이 부각되

는 것은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서나 나타나는 드문 현상이라는 점에서 종교 

집단의 자연선택에 대한 논의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개체 수준에서든, 유전자 수준에서든, 집단 수준에서든 자연선택에 따른 

생물학적 적응의 관점에서 종교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러한 시도들은 종교로 인해 갖게 되

는 이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98) 둘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

로서, 종교학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에 의하면 ‘종교’는 분명한 실체가 아니

라 인간 삶과 문화의 특정한 양상들을 묘사하기 위해 느슨하게 고안된 하나

의 이차적인 개념 범주일 뿐이다.99) 따라서 그 자체로 진화론적 선택압이나 

적응으로서 논의될 수 있는 고정된 대상으로서의 ‘종교’나 종교의 ‘본질’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적응주의적 관점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서도 

종교현상에 대한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연주의적 

접근으로는 ‘밈 이론(meme theory)’이 있다. 밈 이론은 다윈주의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단지 생물학적인 복제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복제자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가 다윈의 자연선택 모델을 문화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

한 용어인 ‘밈(meme)’은 문화 현상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생물 유전자

(gene)처럼 자연선택과 집단유전학의 방정식을 따르는 복제자 혹은 자기복

98) 장대익, ｢종교는 스팬드럴인가? 종교, 인지, 그리고 진화｣, �종교문화비평� 14, 2008, 17쪽. 

99)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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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프로그램을 가리킨다.100) 밈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전달은 문화의 구성

단위인 밈이 숙주인 인간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이익이나 비용과는 

별개로 ‘이기적으로’ 스스로를 복제하며 퍼져나가는 자율적인 과정으로 간

주된다. 따라서 종교를 일종의 밈이라고 본다면 종교가 널리 퍼지는 현상은 

인간의 이익이나 해악의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관

점의 접근에는 종교 밈을 일종의 해로운 바이러스와 같은 복제자로 보는 도

킨스의 논의와,101) 종교 밈의 이기성과 이타성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면서 제도화된 성립종교를 일종의 길들여진 밈이라고 주장하는 대니얼 데

닛(Daniel C. Dennett)의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102) 밈 이론에 의한 설명

은 자율적인 문화 복제자를 상정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적응주의적 관점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러한 접근

은 보다 일반적인 문화 현상에 대한 설명의 논리를 바탕에 둠으로써 단지 

종교에만 국한된 설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제시된 밈 이론의 접근은 ‘종교’를 하나의 자율적인 복제자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 이는 밈 이론의 주창자들이 주로 몇몇 

유일신교에는 익숙하지만 인류의 종교문화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인류학적 

증거들에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몇몇 제도화된 성립종교들의 이념적 주장과는 달리 현실의 수많

은 종교현상들은 특정한 교리나 실천 혹은 제도로 구성된 통합된 전체의 형

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의 종교문화는 내부와 외부의 분명한 경계 없이 

매우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과 뒤섞여있는 잡동사니의 현상이다. 그중에서 

어떤 요소들을 자율적인 복제자로서의 종교 밈으로 볼 것인지는 자의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밈 이론은 종교 밈의 

‘원시적 기원’과 ‘동시대적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서로 경쟁하는 

상이한 밈들 사이의 생존 우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

100) Richard Dawkins,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p. 

189-201.

101) Richard Dawkins, The God Delusion, New York: A Mariner Book, 2006.

102) Daniel C. Dennett, Breaking the Spell: Religion as a Natural Phenomenon, New York: 
Penguin Book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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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사람들이 왜 ‘종교적인 것들’을 생산하며 어째서 그것들에 마음

을 빼앗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청된다.103)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은 ‘부산물 이

론(byproduct theory)’으로서, 오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진화한 서로 다

른 다양한 인지적 프로세스들이 겹쳐 작용함으로써 종교적인 표상들이 발생

하고 직관적인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인지종교학자 파스칼 보이어

(Pascal Boyer)의 논의가 대표적이다.104) 보이어는 풍부한 인류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도화된 몇몇 성립종교를 준거로 삼아 인류의 종교문화를 이

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분산적인 문화 현상으로서 그 자체를 하나의 생물학적 적응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인간 마음에서 작동하는 행위자 탐지체계, 대상

의 심리적·물리적·생물학적 상태를 파악하는 직관적 추론체계,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련한 추론체계, 오염 회피체계, 기억체계 등은 자연선택과 생물학

적 적응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보이어는 종교문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초자

연적 행위자에 대한 관념이나 의례적 행동이 이러한 다양한 인지체계들의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그에 따르면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이나 의례적 행동은 이처럼 일상

적으로 작동하는 인지체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일상적으로 직면

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에 쉽게 기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생각과 행동의 양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여러 인지체계들의 작동방식에 

보다 잘 부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도 더 쉽게 기억되고 환

기된다. 그런 점에서 보이어의 부산물 이론은 인지체계와 관련한 ‘집합적 적

합성(aggregate relevance)’을 통해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발생과 문화적 

103) 장대익, 앞의 글, 36쪽 참조. 여기서 장대익은 보다 완전한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을 위

해서는 밈 이론과 ‘부산물 이론’을 동시에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장대익의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그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04) Pascal Boyer,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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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부산물 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적응주의적 접근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의 종교문화가 단지 인지적 비용이 적게 드는 생각과 행동만으

로 가득 차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산물 이론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인지적 고비용의 종교 현상에 대한 설명은 보이어의 

이론을 표준적인 설명 모델에 포함시키고 있는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고 있다.105)

이런 논의들은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나름의 이론적 개연성과 설명력을 

지니는 측면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아직 ‘충분히’ 입

증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다. 자연과학적 논의들은 아무리 강

력한 이론이라고 해도 모두 하나의 가설로서 입증과 반증에 열려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충분히’ 입증되어 유의미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

기되는 가설이 다른 과학적 이론들 및 가설들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여타의 

관련 문제들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경우라도 그 논의들은 자료나 

실험적 수준의 증거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예증되거나 반증됨으로써 강화되

거나 재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언급된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들은 서로 첨예한 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의 성과들이 종교에 대한 우리

의 이해를 크게 진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

었다. 또 전통적으로 인문사회과학의 전문영역이었던 종교문화에 대해 이제

는 자연과학적인 배경지식을 지닌 학자들 역시 전문적인 식견과 설명력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물론 종교문화를 해명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에 속

한 종교학이 오랜 세월 축적해온 많은 업적은 결코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학문의 장에서 전통적인 종교학의 지식이 더 이상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에 

105) 특히 인지종교학자 하비 화이트하우스(Harvey Whitehouse)의 ‘종교성의 양태(modes of 

religiosity)’ 이론은 ‘인지적 최적성’의 종교 양태와 ‘인지적 고비용’의 종교 양태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Walnut Creek: Altamira Press,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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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리의 앎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인류

의 종교문화와 그에 대한 토론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외면

할 수 없는 매우 흥미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종교

학의 연구 성과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자연주의적으로 종교에 접근하

는 학자들의 새로운 논의까지 균형 있게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

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을 표방하는 연구들이 꽤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

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어려움이다.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떤 논

의가 더 적절한지 그 차별적인 적합성을 구별해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고가 집중하고자 하는 민속신앙의 문화적 성공에 대

한 자연주의적 접근의 구도가 어떤 것인지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과학철학자 대니

얼 데닛(Daniel Dennet)의 �주문을 깨다(Breaking the Spell: Religion as 

a Natural Phenomenon)�와 인지종교학자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

의 �종교, 설명하기(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이다.106)

(2) 데닛의 �주문을 깨다�

데닛의 저작 �주문을 깨다�의 부제는 ‘자연현상으로서의 종교(Religion 

as a Natural Phenomenon)’이다. 이 표현에 주목하면 이 책에서 저자가 

종교에 접근하는 관점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저자는 종교가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가 화학원소나 생

물 종 같은 하나의 ‘자연 종(natural kind)’이라는 뜻은 아니다.107) 그 주장

106) 여기서 이 두 저작의 한국어 제목은 한국어 번역서의 제목을 따른다. 대니얼 데닛, �주문을 

깨다�, 김한영 역, 파주: 동녘사이언스, 2010; 파스칼 보이어, �종교, 설명하기: 종교적 사유의 

진화론적 기원�, 이창익 역, 파주: 동녘사이언스, 2015. 이 두 저작의 내용을 다루는 83쪽까지

의 논의는 두 저작의 번역서들에 대한 서평의 형식으로 쓴 필자의 다음 글을 요약하고 본고의 

논지에 맞추어 정리한 내용이다. 구형찬, ｢초자연적 상상에 대한 자연주의적 상상력｣, �종교문

화비평� 29, 2016, 355-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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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종교는 ‘초자연’과 대립하는 의미로서 자연적이라는 것, 전적으로 물리

학이나 생물학의 법칙을 따르는 사건, 유기체, 객체, 구조, 패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기적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 인간적 현상임을 

의미할 수도 있다...(중략)...종교 자체는 여러 현상들의 복잡한 집합체

로서 완전히 자연적인 현상이다.108)

즉, 데닛은 종교를 논의하기 위해 초자연에 관한 어떠한 가정도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주장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109) 저자가 이런 주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펼쳐내고자 하는 논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주문을 깨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다〉이다. 여기서 저자는 종교가 행사하는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라도 우리는 

종교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데닛에 따르

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주문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깨야 할 주문은 무엇보다도 “종교를 솔직하고 과학적이고 전면적

으로 탐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금기”110)이다. 현실에서 이 주문을 깨려는 시

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이 주문이 깨짐으로써 결국 더욱 중요한 

주문인 ‘종교’가 깨지게 될까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는 데 있다. 데닛은 

만약 사람들이 종교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소중한 것을 

발생시킨 힘과 제약조건을 더욱 더 꼼꼼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요청되는 것은 과학 특히 진화생물학이 발전시켜 온 엄밀한 관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화 과정 속

의 다양한 조건이 만들어내는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해 문화 속에 존

재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107) 대니얼 데닛, �주문을 깨다�, 32쪽.

108) 같은 책, 53쪽.

109) 같은 책, 115쪽.

110) 같은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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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종교의 진화〉에서 데닛은 “종교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모

습이 되었는가에 대해 과학이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자 한다.111) 여기서 언급되는 ‘유력한 이야기들’은 아직 충분히 입증

되지는 않았지만 과학적인 방식의 입증과 반증에 열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데닛은 여기서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연구를 표

방하는 여러 학자들의 작업들, 그 중에서도 주로 인지종교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파스칼 보이어와 그 동료들의 작업들이 제시하는 흥미로운 논점들

을 선택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일종의 주석 작업을 통해 자신의 논의

를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종교의 진화론적 뿌리가 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종교의 ‘초기형태’가 어떻게 인간 마음의 구조물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등장한 종교의 초기형

태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길들여진 ‘종교’ 밈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이 전개된다. 

제3부 〈오늘날의 종교〉에서 저자는 종교라는 주문에 사로잡힌 현대사회

를 구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한다. 그러한 작업이 전제로 하는 것은 

종교라는 주문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데

닛은 종교가 우리를 도덕적으로 살게 해주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종교가 없는 삶이 더욱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자신의 입장을 내비친다. 또 데닛은 종교가 

자연현상, 즉 진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현대 (미국) 

사회에서 종교에 부여되고 있는 신성불가침의 가치를 의심하고 그것을 폐기

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요청되는 매우 핵심적인 전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곧 종교와 관련해 취해지고 있는 (미국의) 여러 정책들을 재고하고 특

히 종교적 양육과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적

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당위와도 연결된다.

(3) 보이어의 �종교, 설명하기�

우리 인간이 종교문화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종교, 설명하기�에

111) 같은 책,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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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스칼 보이어는 과거에 ‘신비’로 치부되던 이와 같은 물음들이 이제는 

보다 진전된 지식을 통해 답변을 탐색할 수 있는 ‘문제’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12) 그는 특히 인지심리학, 인류학, 언어학, 진화생물학 등 ‘종교’

에 대한 해명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 여러 학문의 연구 성과들이 종

교적 믿음과 행동에 대한 설명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 주고 있다고 말한다. 

보이어에 따르면, “종교적 믿음과 행동에 대한 설명은 모든 인간의 마음

이 작동하는 방식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113) 또 그는 종교적 믿음과 행동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널리 퍼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화

의 과정이 만들어낸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에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인

간의 마음속에 ‘종교’만을 위해 특별히 진화된 체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

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어는 종교적인 본능, 마음속의 특수한 성향, 종교적 

개념을 위한 특정 기질, 뇌 속의 특수한 종교 센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14) 우리가 종교적 믿음과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생각

과 행동을 위한 마음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해내

는 일종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은 자연물과 인공물, 잠재적인 포식자와 피식자, 

교환과 협력이 필요한 다른 개체, 심지어 시체와 오염물과 전염성 질병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적 조건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했던 인간 조상의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러한 진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사람·동

물·인공물 등 서로 다른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 외부의 사물을 구별하는 능

력을 갖게 되었고, 각 범주의 사물을 지각할 때 활성화되는 특수한 일련의 

추론체계와 그러한 추론체계를 작동시키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신경구조들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갖게 되는 직관적 기대와 지식의 체계 즉 직관적 심리학, 직관적 

물리학, 직관적 생물학, 직관적 사회학 등의 인지적 기반이기도 하다. 또 인

간의 기억체계는 이와 같은 추론체계가 생산하는 존재론적 직관을 대부분 

112) 파스칼 보이어, �종교, 설명하기�, 22쪽.

113) 같은 책, 23쪽.

114) 같은 책, 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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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면서도 미세하게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 정보를 보다 잘 회상하도록 

진화되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서와 관련한 마음의 체계다. 다

양한 정서적 반응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체계 역시 오랜 진화의 과

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가정될 수 있다. 

인간의 문화는 이러한 마음의 체계에 적합한 표상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종교적 믿음과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이런 마

음의 체계들을 잘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적으로 성공하게 된 표상들이다. 

가령, 신이나 정령과 같은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관념은 행위자 탐지체계, 

사람과 동물에 대한 직관적 추론체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추론체계, 

기억체계 등 다양한 인지체계들의 활성화와 결부된 ‘집합적 적합성

(aggregate relevance)’을 통해 그 문화적 성공이 설명될 수 있다. 또, 종교

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의례화된 행동들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성공적으로 널

리 퍼져있게 된 이유도 이러한 인지적 적합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의례’는 오염이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회피체계와 결부된 절박성의 감

각,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직관, 위에서 언급한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매우 돌출적인 것이 된다.

종교문화에 대한 보이어의 이러한 설명은 이른바 종교의 ‘구전적인’ 요소

에 대해 특히 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문자문화의 발달과 노동 분업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종교적 전문가들의 동업조합이 주도하는 종교의 

‘경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보이어의 논의가 어떤 설명력을 가질 수 있겠는

가? 교리, 규율, 조직, 근본주의적 폭력 등은 인지적 적합성에 의해서가 아

니라 종교적 전문가들의 반복과 체계적인 가르침을 통해 통제되는 것이 아

닌가? 그러나 보이어는 이것 또한 자신의 설명 대상에서 누락될 수 없는 주

제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특히 다음 두 가지 논점을 강조한다. 첫째, “사람

들은 결코 동업조합이 원하는 것만큼 그다지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115) 즉, 사람들은 언제나 교리를 더하거나 왜곡한다. 사람들은 종교적 전

문가들이 제공하는 난해한 교리를 익혀가는 과정에서도 인지적으로 적합한 

직관적 추론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처럼 편재하는 ‘일

115) 같은 책,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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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혹은 ‘변절’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집단이 공고하게 결속할 수 있

는 것은 집단적 감정과 행동을 은연중에 강화하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진화

된 마음의 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의 성과에 의하면, 집

단 소속과 결속의 강한 감정을 야기하고 집단에 대한 본질주의적 이해를 촉

발시켜 결탁적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인간의 결탁 형성 

능력과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마음체계들이 종교적 전문가들의 동업조합과 

그들이 주도하는 집단적 행동에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적지 않다.

‘종교’는 종종 극적인 것으로 경험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설명도 똑같이 극적이기를 바라기 쉽다. 그러나 보이어의 설명에서 ‘종

교’는 특별히 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다양한 뇌 기능의 결과나 부수적

인 효과들에 의해 묘사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종교’에 

대한 설명은 종교를 향유하는 주체에게는 사실상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는 인

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즉 과학적 지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둘째,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현상을 한방에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탄환이나 단순한 설계도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종교라는 현상은 여러 

가지 전문화된 인지체계들의 성공적인 활성화, 즉 집합적 적합성의 결과물

이기 때문이다.116) ‘종교’에 대한 극적인 설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

한 주장은 자칫 실망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보이어에 따르면, 이런 설

명은 중요한 과학적 진보를 함축한다. 인지과정에 대한 지식을 통해 ‘종교’

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역으로, ‘종교’와 관련

한 인간의 성향을 연구함으로써 인지체계의 특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117)  

(4)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이론적 지향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보다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보이어와 

데닛은 모두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상상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116) 같은 책, 97쪽, 491쪽.

117) 같은 책, 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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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상상력은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연결됨으로써 각각 상이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데닛은 ‘종교’의 절대적 가치

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깰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한다. 즉, 데

닛의 �주문을 깨다�는 특히 유일신 종교가 크게 존중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시민을 일차적인 독자로 상정하고 어째서 종교가 그 정도의 존중을 받을 필

요가 없는 것인지를 설득하고자 한다. 이와 달리, 보이어는 책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종교적인 사유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답

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이어의 �종교, 설명하기�는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

들의 설명적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특히 그 기원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갖게 된 여러 가지 인지체계의 전문화된 작동 방

식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빚어지는 부산물(by-product)일 수 있다는 보이어

의 가설적 진술은 데닛에게서도 공히 수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

이어와 데닛은 이 진술의 함의를 평가하는 지점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보이어에게 종교적 사유가 여러 인지체계의 부산물이라는 가설은 

종교적 믿음과 행위에 더 진전된 설명을 위해 다양한 인지적 과정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학문적 과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다. 이와 달리 데닛에게는 동일한 가설이 궁극적으로 더 이상 종교에 절대적

인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두 논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차이는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

적 접근을 표방하는 연구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숙고하

게 해준다. 그런 만큼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적절히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다. 자연주의적 접근이 종교에 대해 설명력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

는가? 이는 필연적으로 ‘종교’의 문화적 권위와 지위가 점점 더 추락하게 되

고 결국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또, 데닛과 보이어의 저작들은 그 목적과 문제의식에서 명백한 차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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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체계와 가설에서도 중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논점에 주목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종교’와 ‘진화’를 연결 짓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둘째

는 ‘종교’의 문화적 전달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가설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두 책이 ‘민속종교’에 대해 논의하는 관점과 방식에 관련된

다. 

   

① ‘종교’와 ‘진화’

인류 최초의 종교에 대한 상상을 통해 종교의 기원과 진화를 말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윈주의 진화론보다도 꽤 이른 시기에 이미 등장했다. 가령, 

18세기의 데이비드 흄은 �종교의 자연사�에서 종교는 최초의 형태인 다신교

로부터 유일신교로 발전한다는 생각을 전개한 바 있다. 또, 동식물, 인간, 사

회 등을 포함해 우주의 모든 것이 단순성으로부터 복잡성으로 발전해간다고 

보았던 허버트 스펜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19세기의 유럽에는 종교 역시 이

러한 보편적 발전도식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

다. 애니미즘, 아니마티즘, 토테미즘 등으로 묘사되는 종교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바로 그러한 지성사적 배경에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제시하는 ‘자연선택’

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면밀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적어도 진화론적 가설을 통해 종교문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결코 

최근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언뜻 보기에, 데닛과 보이어의 논의 역시 단지 그런저런 시도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전개하는 논의를 제대로 파악하

기 위해서는 20세기 말 이후로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에서 이

루어져 온 중대한 진보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데닛과 보이어

는 그러한 ‘진보’를 자신의 논의에 도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그 차이는 “진화하는 것은 종교인가, 인간인가?”라는 가상의 질문

에 대한 대답이 향하는 방향에 있다. 물론 두 저자는 모두 인간의 진화와 종

교의 진화 중 어느 것도 자신의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데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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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종교’에 강조점을 둔다면 보이어의 강조점은 ‘인간’을 향하

고 있다고 생각된다. 

보이어에게, 여러 가지 전문화된 인지체계를 만들어낸 인간의 오랜 진화

과정은 수많은 형태의 종교들이 전 세계의 인류문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퍼

져있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진화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새로운 ‘진보’ 덕분에 꽤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 반면, ‘종교’ 자체의 진화는 보이어에게 그

리 투명한 과정이 아니다. 그에게 ‘종교’란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지체계들에 

의해 문화 속에 거주지를 갖게 된 ‘공기와 같은 무(無)’에 붙여진 이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보이어는 시간상의 한 지점을 찾아 종교의 역사적인 기원을 

탐색하는 일은 포기되어야 하며, 종교가 어떤 혼란스러운 사유로부터 서서

히 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나리오들도 의심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다.118) 오히려 보이어는 ‘항상 줄곧’ 종교적 관념들의 무한히 많은 변이체들

이 개인의 마음속에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문제

의식은 그렇게 많은 변이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무슨 이유로 ‘선택’되어 

문화적 증식에 상대적으로 성공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것이 그가 다

윈주의 진화론과 현대 과학의 새로운 ‘진보’를 자신의 논의에 도입하는 방식

이다.  

물론 데닛의 논의에서도 인간의 진화는 중요하다. 이는 인간의 진화과정

이 만들어낸 인지체계가 바로 종교의 ‘초기 형태’를 발생시킨 핵심적인 요인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진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종교

의 초기형태에 관한 그의 논의로부터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 여기서 그

가 종교의 ‘초기 형태’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직 ‘체계적인 종교’에 도달하지 

못한 ‘미신’과 ‘민속종교’가 포함된다.119) 데닛에 따르면, 오늘날의 체계적인 

종교에는 더 이상 엄밀하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계속 잔존하는 민속종교의 

‘퇴화 흔적’이 발견된다. 결국 그는 체계적인 종교 역시 오늘날의 세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잔존하는 주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체계적

118) 파스칼 보이어, 앞의 책, 70-71쪽. 

119) 대니얼 데닛, 앞의 책, 164-2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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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종교의 진화는 인간의 적응과는 더 이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종교를 진화시킨 원동력은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한가의 여부가 아

니라 종교 자체에 작용하는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들’이기 때문이다. 즉 데

닛의 논의 속에서 인간 인지체계의 진화는 논의의 시작점을 마련해주는 중

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종교의 진화만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인식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데닛의 논의는 비록 새로운 ‘진보’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종교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20세기 이전의 진화론적 상

상력의 틀 또한 그 근저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종교’의 문화적 전달: 밈 이론 vs. 표상역학

‘종교’가 인류 문화 속에서 그토록 성공적으로 증식하고 전파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인가? 데닛과 보이어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들은 다양한 설명적 모델을 탐색하

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염두에 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리처드 도킨스

에 의해 제시된 ‘밈 이론(meme theory)’120)과 댄 스퍼버가 주창한 ‘표상 역

학(epidemiology of representations)’121)이다. 

두 이론 중에서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밈 이론’일 

것이다. ‘밈 이론’에서, 문화는 생물 유전자(gene)가 그렇듯이 자연선택과 

집단유전학의 방정식을 따르는 자기복제 프로그램인 밈(meme)들의 거대 개

체군이다. 여기서 문화적 전달은 문화의 구성단위인 밈이 숙주인 인간의 이

익과는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스스로를 복제하며 퍼져나가는 과정으로 간

주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밈 자체가 지니는 적응도가 중요하다. 

한편, ‘표상 역학’에서는 문화란 변형과 왜곡이 불가피한 의사소통의 과

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표상들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지속적으로 분포하게 

120) 밈이라는 용어는 리처드 도킨스의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그는 

자연선택의 아이디어를 개체 수준에서 유전자라는 생물학적 복제자 수준으로 전개시켰는데, 거

기서 문화 전달 단위로서의 복제자에 대한 명칭으로 밈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그 이후 밈 이

론은 문화의 진화에 대한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며 많은 논의를 생산하고 있다. 

Richard Dawkins,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참고. 

121) Dan Sperber, Explain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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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문화적 전달의 핵심인 의사소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그대로 복제되는 과정이 아니라 유사한 표상이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상작용에 관계

하는 인지적 제약(cognitive constraints)이 중요성을 갖는다. 

데닛과 보이어는 모두 위의 두 가지 이론을 문화적 전달에 대한 가장 유

력하고 영향력 있는 설명 모델로서 인정하지만 각각 서로 다른 쪽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먼저, 데닛은 도킨스의 ‘밈 이론’이 지닌 설명력에 특별한 무게

를 둔다. 그는 그러면서도 ‘밈 이론’에 대해 ‘표상 역학’이 제기하는 반론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우리는 밈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심리적 제약조건들

―그리고 밈과 그 제약 조건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제약 조건

들―의 관점에서 문화적 진화를 생각하기를 원한다!”122)고 말한다. 하지만 

데닛은 자신이 보기에 스퍼버를 따라 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요

점들은 오히려 밈의 언어로 더 잘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밈 이론’

의 강점을 거듭 내세운다. 

이와 달리. 보이어는 상대적으로 스퍼버의 ‘표상 역학’을 더 강조한다. 보

이어는 ‘밈 이론’을 자신의 첫 번째 이론적 도구로까지 제시하면서 “인간문

화가 자기복제 프로그램들의 거대집합이라는 관념은 매우 매력적이며 확실

히 올바른 궤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곧 이어 “이것은 단지 출발

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123) 문화적 전달의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체계적

인 설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체계의 기질적 요인과 감수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요청하며, 더 나은 설명을 위해서는 ‘표상 역학’의 설명 모델

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③ ‘민속종교’에 대한 견해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논점에서 드러난 데닛과 보이어의 이론적 견해의 

차이는 ‘진지한 종교’ 혹은 ‘체계화된 종교’에 대비되는 어떤 것, 가령 ‘민속

종교’를 보는 관점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미리 언급해둘 것은 데닛이 ‘민

122) 대니얼 데닛, 앞의 책, 483쪽.

123) 파스칼 보이어, 앞의 책,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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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종교(folk religion)’라는 말을 자신의 논의 속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반면, 보이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데닛은 �주문을 깨다�의 머리말에서 자신이 현대 종교에 대한 논의에서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털어놓는다.124) 실은 이러한 한계

가 그의 현대 종교에 대한 논의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종교’에 대한 

그의 작업정의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에 대한 데닛의 이해는 그 기

준점이 ‘오늘날의 체계적인 종교’에 두어져 있다. 그러한 그가 ‘민속종교’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에게 익숙한 종교와 다른 형태의 

종교들을 범주화할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데닛에

게 ‘민속종교’는 단지 종교의 형태적 분류만을 위한 범주에 불과한 것이 아

니다. 그의 논의 속에서 ‘민속종교’는 철저히 종교 밈의 진화 도식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반성이 민속종교를 

변형시키기 전에 민속종교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과 함께했을까

?”125) “이 민속종교들이 언제 어떻게 체계적인 종교로 변형되었을까?”126)

데닛에게 ‘민속종교’는 일상의 ‘민속 물리학’, ‘민속 생물학’, ‘민속 심리학’

과 같이 인간의 인지적 제약으로부터 형성된 ‘야생 밈’의 한 형태다. 어떤 것

이 일단 하나의 밈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자체의 적응도를 지닌 복제자

로서 스스로 자연선택과 진화를 겪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데닛의 관점에서 

‘미신’은 아직 “개인의 정신에서 빠져나가 인간의 문화로 전파되는” 밈과는 

구별되는 ‘원시 밈’이며,127) ‘민속종교’는 복제를 거듭하면서 인간의 문화로 

전파되어 ‘체계적인 종교’로 진화하게 되는 ‘야생의 밈’이다.128) 이러한 발전

론적 도식의 끝에는 데닛에게 익숙한 현대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라고 하는 ‘길들여진 밈’이 있게 된다. 

보이어는 종교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매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

124) 대니얼 데닛, 앞의 책, 16쪽.

125) 같은 책, 214쪽.

126) 같은 책, 225쪽.

127) 같은 책, 169쪽.

128) 같은 책,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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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 인류학적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종교의 특성들 가운데서 

사실상 우리에게 친숙한 종교의 특별한 특성 하나만을 갖고서 모든 종교를 

설명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주 저지르는 잘못

이다.”129)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종교를 기준점에 놓고 그

것과 상이한 형태의 종교를 그보다 덜 진화된 형태로 보는 식의 관점에 보

이어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보이어가 ‘종교의 진화’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진화론적 설명의 초점을 ‘종교’가 아니라 ‘인간’에 둔다는 사실을 반

영한다. 형태를 달리하는 모든 종교의 기원이 진화된 인간 인지체계의 작동

방식에 있다고 생각하는 보이어는 ‘민속적이거나 진지하지 않은’ 초자연적 

표상들과 보다 진지해 보이는 초자연적 표상들 사이에는 아무런 기원상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130) 보이어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게 발생한 초자연

적 관념만이 아니라 심지어 종교전문가들의 동업조합이 주도하는 형태의 종

교도 마찬가지로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에 의해 그 문화적 성공이 설명될 

수 있다. 또 그는 한 집단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개념이 다른 집단에

게는 (진지한) 종교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131) 즉 

보이어의 관점에서는 ‘민속종교’라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현존하는 다양

한 형태의 종교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이어는 

데닛과 관점을 명백히 달리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닛의 저작과 보이어의 저작은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의 일부를 예시하고 있다. 이 

두 저작으로부터 비판 및 수용의 지점들을 발견하고 검토하는 것은 자연주

의적 종교연구의 잠재적인 한계와 가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게 해준다. 

또 두 저작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부각된 논점들은 본고의 이론적 배경으로 

취하고 있는 새로운 자연주의적 종교연구의 경향인 인지종교학의 이론적 지

향 및 다루어 온 과제의 성격 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참조지점을 마련

해 준다고 생각된다.     

129) 파스칼 보이어, 앞의 책, 29쪽.

130) 같은 책, 162쪽.

131) 같은 책,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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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종교학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이란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

한 이해를 통해 인류의 종교문화를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 경향을 가리킨다.132) 인지종교학의 주요한 관심사는 세계의 다

양한 문화 속에 종교적 생각, 행동, 표현 등이 널리 퍼져있게 된 이유와 종

교적 생각과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현재까지 인지종교학적 논의의 ‘표준적인 모델(standard model)’133)에 따

르면, 우리가 ‘종교’라는 범주로 대상화하는 다양한 현상들은 인간종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적응들의 부수적인 효과이며, 종교적인 생각, 행동, 

표현이 발생하고 전수되며 문화적으로 널리 분포하게 되는 양상은 초자연적

인 신비의 작용을 전제하지 않아도 설명될 수 있고 종교만을 위한 특수한 

인지체계나 뇌의 병리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다. 즉, 문화 

속에 현존하는 종교적 요소의 많은 특징들은 인간의 일상적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는 것이다.134)

인지종교학의 학문적 지향에 토대를 제공한 연구들은 1970년대부터 등

장했고, ‘종교에 대한 인지적 이론(cognitive theory of religion)’이라는 말

은 1980년부터 사용되었지만,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이라는 표제는 토머스 로슨과 로버트 맥컬리의 책 �종교 다시생각하기: 인

지와 문화의 연결(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132) 인지종교학 분야의 초기 역사와 주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종교학자 이창익이 다음 글에

서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따라서 이 글과 함께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 이창익, 

｢인지종교학과 숨은그림찾기｣, �종교문화비평� 14, 2008.

133)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James A. Van Slyke,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Farnham: Ashgate Publishing, 2011, pp. 5-30.

134) 이때, ‘인지(cognition)’는 의식적 수준의 ‘인식(recognition)’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정신분

석학적 개념으로서의 ‘무의식(unconsciousness)’과도 구별된다. 가령, 상징(symbolism)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상징(symbols)의 의미를 기호학적으로 인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

과 달리, 상징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뇌와 학습능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Dan 

Sperber, Rethinking Symbolis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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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1990)에서 등장한 이후로 점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135) 1990

년대에는 인지종교학의 방향을 이끌어 갈 중요한 저서들이 출판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면 알타미라 출판사(AltaMira Press)에서 ‘인지종교학총서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Series)’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2006년에

는 국제인지종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IACSR)이 설립되었고, 2013년에는 학회의 공식 학술

지인 �인지종교학저널(Journal for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이 창간되었다. 

인지종교학의 학문적 지향에 토대를 제공한 연구로서 댄 스퍼버(Dan 

Sperber)의 저작들이 갖는 중요성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상징 

다시생각하기(Rethinking Symbolism)�(1975)라는 책에서 상징 해석의 심

적 메커니즘에 대한 인지적 설명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상징 메커니즘

(symbolic mechanism)은 엄청나게 다양한 지적 활동의 기저를 이루는 매

우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개념 메커니즘(conceptual mechanism)과 

결합된 심적 피드백 장치다.136)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우선적으로 개념 

메커니즘이 (1) 지각 또는 기억된 정보의 입력, (2) 의미론적 범주의 체계, 

(3) 활동 기억(active memory), (4) 의미론적 범주에 상응하는 백과사전적 

항목들, 즉 수동 기억(passive memory)으로부터 활동 기억으로 옮겨진 항

목들 등을 사용해 개념적 표상(conceptual representation)을 구축하고 평

가한다. 이러한 개념 메커니즘에 의해 제대로 처리된 개념적 표상은 활동 기

억으로 옮겨지거나 활동 기억을 거쳐 수동 기억으로 옮겨진다. 그런데 개념 

메커니즘에 의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개념적 표상들은 [인용부호에 

든 채로] 상징 메커니즘의 입력이 된다. 이때 상징 메커니즘은 표상에 결함

을 야기한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에 주의(attention)를 집중시키는 ‘초점화

(focalisation)’를 작동시키고, 이어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을 재건할 수 있는 

135)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어로서 ‘인지종교학’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방원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토머스 로슨의 논문 “Towards a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Numen, vol. 47, 2000)의 번역을 �종교문화비평� 창간호(2002)에 게재하면서 ‘인

지종교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방원일 역, ｢종교학의 새로운 경향: 인지종교학｣, �종교문화

비평� 1, 2002, 335-349쪽 참고.  

136) Dan Sperber, Rethinking Symbolis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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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찾기 위해 수동 기억을 탐색하는 ‘환기작용(evocation)’을 작동시킨

다. 이를 통해 찾아진 정보는 개념 메커니즘에 제출되는데, 개념 메커니즘은 

이 정보와 이전의 충족되지 않은 조건을 이용해 새로운 개념적 표상을 다시 

구축하게 된다. 바로 이 새로운 개념적 표상을 가리켜 최초의 상징적 표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징적 표상은 또 하나의 정보가 되어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쉽게 고정되지 않는 다중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상징인류학

적·기호학적 접근이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치중한 것과 대조적으로 상

징의 인지적 기반을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성취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스퍼버는 ｢인류학과 심리학: 표상 역학을 위하여(Anthropology and 

Psychology: Towards an Epidemiology of Representations)｣(1985)라

는 논문을 통해 특정한 종류의 표상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인간 개체군 속

에서 쉽게 널리 퍼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상 역학’이라는 연구 프

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거기서 그는 인간의 마음이 표상에 감염되

기 쉽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 유기체가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것과 마찬가

지다. 그런 관점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표상의 성공 원인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위해 ‘질병 역학’에 비견되는 ‘표상 역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질병의 전달과 문화의 전달 사이 또는 질병 역학과 표상 

역학 사이에 있는 중요한 차이와 구조적인 유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표상 역학을 전개하는 물질주의적 인류학에서 심리학의 지위와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먼저,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전염성 질병의 전달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복

제 과정이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오직 드문 경우에만 복제 대신에 돌연변이

가 발생한다. 이러한 질병 역학의 모델은 안정적이고 제한적인 변이를 지닌 

질병의 전파과정을 추적하며, 종종 어떤 질병이 전달 과정 중에 어떻게 변형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와 달리 표상들은 전달될 때

마다 매번 변형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표상이 전달된다는 것

은 화자의 심적 표상이 청자의 마음으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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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화자의 심적 표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나름의 심적 표상이 구성되

는 과정이다. 표상이 복제되거나 재생산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표상 역학은 변형이 일상적인 표상들 중에서 왜 어떤 표상

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아 철저하게 문화적인 것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질병 역학과 표상 역학의 구조적인 유사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질병 역학은 병리학적 현상들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다. 질병의 확산을 

설명하는 역학은 병리학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병리학을 떠나서는 정의될 

수도 없고 전개될 수도 없다. 한편, 심적 표상과 공적 표상의 인과적 사슬로 

이루어진 문화적 현상들은 심리학적 현상들의 생태학적 패턴들이다. 따라서 

질병 역학에서 병리학의 지위는 표상 역학에서 심리학의 지위와 유비될 수 

있다. 또 질병 역학과 마찬가지로 표상 역학에는 하나의 일반 이론은 존재하

지 않는다. 역학의 유비가 제안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접근법, 물

어야할 질문의 유형들, 개념을 구축하는 방식들이며, 그리고 지나치게 거대

하지 않은 이론적 목표들로 이루어지는 다원성이다. 

스퍼버는 이어 디어드레 윌슨(Deirdre Wilson)과의 공저인 �적합성: 의

사소통과 인지(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1986)에서 

의사소통이 의사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복제가 아니

라 인지적으로 제약된 추론 과정을 통해 의사전달자의 심적 표상과 수신자

의 심적 표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는 대안적 설명모델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의사소통 과정은 정보 전체

의 완전한 전달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의사전달자가 심적 표상의 일부

만을 말하더라도 수신자의 마음에는 유사한 심적 표상이 구성될 수 있다. 이

는 부족한 정보를 수신자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추론체계가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는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도 많은 추론을 생산한다. 이처

럼 인지적 적합성이 큰 표상들은 쉽게 반복적으로 소통되고 그 과정에서 비

교적 적게 변형될 것이며, 바로 그러한 표상들만이 최종적으로 문화적 성공

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설명하기(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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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에서 스퍼버는 이러한 ‘표상 역학’과 ‘적합성’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연구 프로그램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

다. 특히 이 책에서 스퍼버는 직관적 프로세스와 메타표상적 프로세스가 작

용하는 ‘믿음(beliefs)’의 두 가지 양상을 구분하면서 이러한 믿음들이 문화

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문화진화에 대한 이론으로

서 선택(selection) 모델에 대비되는 유인(attraction) 모델을 제안하며, 마

음의 모듈성 논제를 확장하여 진화심리학적 논의와 함께 엮어 인지 모듈의 

고유영역과 현실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초자연적 존재의 표상

이 모듈화된 마음의 작동방식에 기생하게 되는지를 언급하면서 문화 다양성

의 인지적 기반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이러한 스퍼버의 논의는 결과적으

로 1990년대 이후 인지종교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데 깊은 영

향을 끼치게 되었다. 

‘인지종교학’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인류학자 스튜어

트 거스리(Steward Guthrie)는 ｢종교에 대한 인지적 이론(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1980)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137) 여기서 그는 

모호한 대상이나 사건에서 인간적인 행위력과 지향성의 단서를 찾아내려고 

하는 기질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종교에서 나타나는 

의인주의적 경향(anthropomorphism)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거스리

의 아이디어는 후에 저스틴 배럿(Justin Barrett)이 수용하고 확장시켜 인지

종교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널리 수용되고 있는 과민성 행위자 탐

지 장치(Hypersensitive Agent Detection Device, HADD)138) 가설을 만들

어내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이라는 말을 사용한 최초의 

학자들은 토머스 로슨(E. Thomas Lawson)과 로버트 맥컬리(Robert N. 

McCauley)라고 할 수 있다. �종교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 Religion)�

137) Stewart Guthrie,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 Current Anthropology, vol. 21, 

no. 2, 1980. ‘종교에 대한 인지적 이론’이라는 용어는 파스칼 보이어의 책 �종교적 관념의 자

연스러움(Naturalness of Religious Ideas: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1994)에서도 

사용되었다. 

138) Justin L. Barrett,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 Oxford: Altamira Press, 

2004,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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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에서 그들은 의례 참여자들의 ‘종교의례 능력(religious ritual 

competence)’에 대한 이론, 즉 종교 의례 체계에 관한 참여자들의 암묵적 

지식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능력(competence)’ 이론은 본래 언

어학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서, 광범위한 문법적 원칙들과 더 광범위한 추

상적 언어 구조를 만들어내는 처리장치들이 화자-청자의 인지적 체계에 달

려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로슨과 맥컬리는 화자-청자의 자기 언어에 대한 

지식과 의례 참여자의 종교 의례 체계에 대한 지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둘 모두가 “상징-문화 체계‘의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언어 

형식과 종교의례 형식은 보통 명시적으로 성문화되지 않으며 잘 가르쳐지지

도 않지만, 참여자들은 이에 관한 직관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명시

적인 지식이 없어도 의례 참여자들은 개별적인 의례와 자신들의 의례 체계

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는 종교 의례의 형식과 관계에 관한 

추론 및 의례 행위의 효용에 관한 추론이 포함된다. 이때 로슨과 맥컬리는 

이러한 종교의례 능력이 인간이 지닌 완벽하게 일상적인 인지적 장치, 즉 일

반적으로 행위자와 행위를 표상하는 데 쓰이는 인지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창한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문화적으로 상정된 초인

간적 행위자(Culturally Postulated Superhuman Agent: CPS-agent)가 

의례적 행위의 어느 부분과 연관되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의례 참여자들의 추정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례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한 이론은 의례 참여자의 행위 표상 체계가 만

들어내는 의례의 구조적 서술들을 범주화하는 두 가지 원리, 즉 초인간적 행

위력의 원리(Principle of Superhuman Agency: PSA)와 초인간적 직접성

의 원리(Principle of Superhuman Immediacy: PSI)로 제안되었다. 이러

한 로슨과 맥컬리의 논의는 �의례를 마음으로 가져가기: 문화적 형식의 심

리학적 기반(Bringing Ritual to Mind: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ultural Forms)�(2002)에서 경험적인 증거들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

어졌다. 

하비 화이트하우스(Harvey Whitehouse)는 �종교성의 양태들: 종교적 

전승에 대한 인지적 이론(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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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Transmission)�이라는 책에서 종교적 전승에서 나타나는 사회정

치적 특징들이 ‘기억’과 ‘동기’라는 심리학적 요소들과 인과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미기억(semantic memory)과 일화기억

(episodic memory)이라는 장기기억의 두 가지 양태가 각각 ‘교리적 양태

(doctrinal mode)’와 ‘이미지적 양태(imagistic mode)’의 종교성을 인지적

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화이트하우스에 따르면, 반복되

는 사건은 권태효과(tedium effect)를 동반하면서 의미기억으로 저장되는 

반면, 강한 정서적 자극을 동반하는 단회적인 사건은 일화기억으로 저장된

다. 교리적 양태의 종교성을 이루는 정통교리, 정례화된 의례, 강력한 리더

십, 대규모의 종교공동체 등은 의미기억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 이와 대조

적으로 이미지적 양태의 종교성을 이루는 극적인 체험, 감정적 고양, 강한 

결속, 국지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공동체 등에 대해서는 일화기억이 많은 역

할을 한다. 실제 문화 속에는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의 메커니즘에 잘 부합하

는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누적되어 일종의 끌개 위치(attractor position)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개체군 수준의 

속성으로 분포됨으로써 문화적 전승의 양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화이트하우스의 논의는 로슨과 맥컬리의 의례형식가설(ritual 

form hypothesis)과 겹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면서 다양한 논쟁점들을 

형성했다. 화이트하우스의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인지종교학적 연구들이 인

지적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인지적으로 고비용의 종교현상에 대

하여 보다 진전된 탐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종교학의 이론적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앞에서 비

교적 자세히 언급한 파스칼 보이어의 �종교, 설명하기(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2001)라는 저서다. 보

이어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비교적 상세히 이야기했으므로 간단히 요점

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이어는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행위자 탐지체계, 사

람과 동물에 대한 직관적 추론체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추론체계, 기

억체계 등 다양한 인지체계들의 활성화와 결부된 ‘집합적 적합성(aggregate 

relevance)’을 통해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문화적 성공이 설명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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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종교’만을 위해 진화된 특별한 인지체계를 찾기보다는 다양한 인

지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통해 종교를 설

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보이어의 이론은 ‘부산물 이론(byproduct 

theory)’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이후로 심리학, 인류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인지종교학 관련 저서들이 출판되었으며, 단지 종교학 분야만이 아니라 

심리학, 인지과학, 생물학 관련 학술저널들에도 상당수의 논문들이 게재되

었다. 보다 최근의 인지종교학의 경향은 크게 실험기반의 연구와 거대이론 

연구 등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흐름을 일견할 

수 있는 저작으로는 디미트리스 크시갈라타스(Dimitris Xygalatas)의 �불타

는 성인들(The Burning Saints: Cognition and Culture in the 

Fire-walking Rituals of the Anastenaria)�(2014)이 있다. 이 책은 그리

스 북부 정교회 신자들의 두 가지 연례적인 페스티벌에 대한 인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특히 성상을 운반하

면서 참여자들이 뜨거운 불 위를 걸으며 춤추는 ‘불 걷기(fire-walking)’ 의

례가 지닌 사회학적, 심리학적, 신경생물학적 요소들을 정서적이고 생리학

적인 고양에 대한 실험적 데이터와 연결을 지어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이러

한 크시갈라타스의 작업은 로슨과 맥컬리의 논의와 화이트하우스의 논의를 

실험을 통해 비판적으로 지양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실험기반 연구

는 고위 인지(higher cognition)에 속하는 종교 관련 논제를 직접 다루기보

다는 하위 수준의 가설을 구축하고 이를 반복 가능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지종교학의 최근의 흐름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친사회적 종교’의 

탄생에 대한 진화론적 거대이론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아라 노

렌자얀(Ara Norenzayan)의 �거대한 신들(Big Gods)�(2013)139)이나 조지프 

헨리크(Joseph Henrich)의 �인류 성공의 비밀(The Secret of Our 

Success)�(2015)140)과 같은 저서를 통해 일견할 수 있다. 그들은 종교적 생

139) Ara Norenzayan, Big Gods: How Religion Transformed Cooperation and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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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행동이 근원적으로 그 자체로 진화적 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를 통

해 갖춰진 인지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물과 같은 것이라는 

인지종교학의 표준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변이로서의 다양한 종

교적 믿음과 실천은 그것들이 지닌 사회심리학적 효과로 인해 문화진화의 

과정에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진화에 영향을 끼치는 

인과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들은 문화진화의 과정에서 선

택된 감시자 신이나 도덕적 신 관념과 같은 특정한 부류의 종교적 표상들이 

지난 12,000년간 이루어진 인간 사회 규모의 확장 과정과도 밀접한 인과적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며, 이로부터 ‘친사회적 종교’의 출현과 문화적 전

파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이 단지 사변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거대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회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행동과학적 실험, 심리학적 프라

이밍 연구의 결과, 세부적인 민족지적 사례들 그리고 민족-역사적 패턴들 

등 광범위한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인지종교학은 단지 종교연구에 특정 과학이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

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지종교학은 종교학, 인류학,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성과들을 통합적으로 참조하여 종교의 중요한 특징

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지종교학의 이러한 지향은 이른바 ‘세계종교’에 대

한 역사학적 관심을 ‘인류의 종교문화’에 대한 인간학적 관심으로 전환시킨

다. 인지종교학에서는 종교의 공식적인 ‘역사’와 ‘전통’만으로 다 포착되지 

않는 종교적 삶의 일상적 현장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인간의 종교적 삶

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의식, 이론, 연구방법 등이 제시된

다. 물론 개개 종교전통들의 역사는 인지종교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다. 그러

나 인지종교학은 종교전통의 역사를 구성하고 서술하는 데 직접 참여하기보

다는 그러한 역사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에 주목한다. 또 인지종교

학은 종교전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주장과 활동의 의미를 해석하

는 일보다는 인간 개체군의 어떤 인지적 특성들이 그러한 종교전통의 형성, 

140) Joseph Henrich, The Secret of Our Success: How Culture Is Driving Human 
Evolution, Domesticating Our Species, and Making Us Smart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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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지속, 변형 등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더욱 집중한

다.

종교학자 정진홍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선험적 전제의 족쇄들을 인지종교학이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을 표시한다.141) 예컨대 다종교 현상이 낳는 갈등상황에 대한 인지종교학의 

접근방식의 함의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지종교학은 

인간이 종교적으로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는 인지적 원인을 

해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문화현상으로 나타나 갈등의 현실을 빚게 되었는

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종교 갈등의 원인이 거스

를 수 없는 선험적인 ‘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인간의 뇌에 

기반을 둔 인지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말이

다. 인지종교학의 입장에는 뭔가 다른 것, 비일상적인 것, 예외적인 것이라

고 여겨지는 종교의 ‘비자연성’도 실은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인지과정의 산

물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즉, 종교를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인지체계가 따

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삶의 영역에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지적 제약

(cognitive constraints)’이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삶의 영역에도 그대로 작

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종교적 영역의 갈등이라고 해서 

삶의 다른 영역의 갈등과 근원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원인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법의 모색도 특권적인 것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인지종교학의 접근 자체가 종교들의 갈등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이러한 접근이 결과적으로 종교가 선험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달리 생각하게 하고 다른 물음과 태도로 그 문제에 다가가도록 자

극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인지종교학이 보여주는 새로움은 단지 기존의 종교담론들을 진지하게 되

묻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지종교학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지 기존

의 물음과 해답을 성찰하면서 그 해답을 더 심화시키기 위한 되물음을 지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존의 종교연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종교를 둘러싸고 상정되는 모든 ‘신비’를 ‘문제’로 치환하려는 

141) 정진홍, �정직한 인식과 열린 상상력�, 650-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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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시도일 수도 있다. 즉, 인지종교학은 기존의 구도를 넘어선 전혀 ‘다

른 새로운 현상’을 펼쳐내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연주의적 종교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속

신앙에 접근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경쟁적 이론들의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논의

에서, 이러한 접근은 종교문화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거나 아예 간

과되어서 설명해야 할 문제로 설정되지 못했던 인간의 인지적 제약의 영역, 

그 중에서도 직관적 발견과 추론과 기억을 가능하게 하면서 한계도 제공하

는 인간의 인지적 기질과 감수성을 종교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 해줄 것

이다.

   

4. 소결

민속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자연주의적 종교연구들이 추구하는 일

반적인 설명체계를 필요로 한다. 자연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환원주의적 반

론은 인류의 종교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 오히려 지양되어야 하는 태도다. 

또, 종교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들은 다양하며 서로의 적합성을 다투

며 경쟁한다. 본고는 진화된 인간의 마음에 갖추어진 일상적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많은 특징

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인지종교학의 관점에 무게를 둔다. 

다음에 이어지는 장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로 간주

될 수 있는 진화된 마음의 작동방식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고의 이론적 

가설을 명료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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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 진화된 마음

인간이 지닌 진화된 인지체계들은 민속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자연적 토

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진술을 통해 상술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인지체계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갖추어졌다. 둘째,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그러한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에 의해 제약된다. 셋째, 민속신앙은 그

러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표상된다. 

첫 번째 진술은 보다 간명한 하나의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인

간도 현생 생물 종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종’이라는 개

념이 (신적 존재가 부여한 것과 같은) 선험적 분류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으

며, 생물 종을 구분하는 기준 역시 각 종에 내재하는 본질적 특성을 전제하

지 않는다.142)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물학적 종’의 개념은 개

체군들 간의 상호 교배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물학적 종 개념

에 부합하는 개체군들의 집합을 종 분류군이라고 부른다.143)

종 분류군의 다양한 특징들은 자연선택의 과정을 통해 갖추어지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생물의 한 세대는 조금씩 서로 다른 특징 즉 변이를 지닌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변이들의 특징이 모두 그 다음 세대에 전달

되는 것은 아니며, 생존과 생식에 성공하는 개체들의 유전 가능한 특징들만

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개체들이 생존과 생식에 성공하기 위한 조

건은 일정하지 않으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하나의 유

전 가능한 특징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으며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만

약 여러 세대 동안에 걸쳐 어떤 특징이 그 특징을 지닌 개체의 생존과 번식

에 조금이나마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면, 일정한 세월이 흐른 

후 해당 개체군 속에는 그런 특징을 지닌 개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체계와 그 작동방식도 이러한 자연선택의 과정을 통해 갖추어진 생

142) 에른스트 마이어, �진화란 무엇인가�, 임지원 역, 사이언스북스, 2008, 325-326쪽 참조.

143) 같은 책, 317-3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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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종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될 

수 있다. 인간은 현생 생물의 일부이며, 인지체계의 특징들 역시 여러 세대

를 거쳐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요소들의 진화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진술은 인지과학과 진화심리학의 발견과 성과를 함축하고 있다. 

인지과학은 컴퓨터과학과 뇌신경과학의 진전에 힘입어 확보되고 있는 새로

운 지식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내고 있다. 근래에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들이 

인간 조상이 살던 생활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인지적 기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려할 때에 더욱 잘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진화심

리학적 관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144) 이러한 인지과학과 진화심리

학의 발견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 즉 인지체계는 생각과 행동의 실질적 토대

다. 비유하자면, 인간 신체의 움직임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갖추어진 관절과 

근육과 신경체계의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갖추어진 인지체계가 지닌 특성의 한계 

내에서 실현된다.

세 번째 진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진술을 바탕으로 할 때 본고의 핵심적

인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가 민속신앙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특정한 양상이므로 당연히 진화 과정을 통해 

갖추어진 인지체계의 작동방식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즉, 진화된 인지

체계는 민속신앙의 핵심적인 자연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화된 인

지체계의 작동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민속신앙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진술들은 민속신앙의 토대가 되기 위해 진화한 특수한 인

지체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가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

떤 인지체계들이 우리가 민속신앙이라고 부르는 부류의 생각과 행동의 현존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민속신앙은 

144) 인지과학 내의 진화심리학적 논의영역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정모, �인지과학: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615-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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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 설정된 하나의 개념적 범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지체계들의 

고유영역과 일치해야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진화적 적

응의 시나리오를 내포한 다양한 인지체계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우리가 

민속신앙이라고 부르는 부류의 생각과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

기에 그럴듯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상술하게 될 것이

다. 

그런데, 진화와 인지체계의 관련성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진

화적 적응(adaptation)과 부산물(byproduct)의 차이, 그리고 기질

(disposition)과 감수성(susceptibility)의 차이에 대한 이해다. 진화적 적응

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가능한 특정 형질이 개체의 생존과 재생산에 기여함

으로써 다음 세대의 개체군에 지배적으로 분포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진화적 부산물은 그 자체로 적응은 아니지만 하나 혹은 다수의 적응 

형질들의 발현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나타나게 된 특징을 가리킨다. 

또 진화적 적응의 직접적 결과인 기질과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감수성

도 서로 구분된다.145) 진화적 적응으로서 나타난 형질의 고유한 기능적 영

역이 기질이라면 고유한 기능적 영역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효과에 의해 작

용하는 현실적 영역이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방과 당분에 

대한 우리의 선호는 진화적 적응일 수 있다. 적은 양을 먹고도 높은 열량을 

취할 수 있는 먹거리를 통해 야생의 혹독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

던 인류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물학적 기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 하지만 특정 제과점의 초콜릿이나 치즈케이크에 대한 선호나 지방과 당

분의 과다섭취로 인한 비만은 진화적 적응이 아니라 생물학적 기질이 변화

된 환경과 만나 일으키는 부수적 효과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자연적 존

재와 같은 종교적 표상을 떠올리거나 수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화적 적

응이라고 생각해야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그것은 어떤 다른 진화적 적응

들의 부수적 효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146)

145)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66-67.

146)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서부터의 논의들은 적응과 부산물 효과 사이의 경계가 명료하지는 

않다. 특히 진화심리학적 요소를 고려하는 논의들은 보다 진전된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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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를 진화된 인간의 인지체계에서 찾고자 

할 때, 그것이 적응인지 부산물인지 그리고 기질인지 감수성인지를 구별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종교’나 민속신앙이 자연적 사물이 

아니라 인간 문화의 특정한 양상에 대한 하나의 서술범주라고 할 때 이러한 

구분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진화된 것과 그것의 부수적인 효과를 구분함으

로써 ‘종교’나 민속신앙의 설명모델이 자연주의적으로 더욱 엄밀하게 체계

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지체계들이 민속신앙의 현존에 기여하는 것일까? 특히 

민속신앙에서 자주 환기되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관념의 문화적 현존에는 

어떤 인지체계들이 관여하고 있을까?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진화된 인지체계

들로서 민속신앙의 문화적 현존에 기여하는 주요한 마음의 체계 및 작동방

식, 즉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론, 의사소통과 메타표상, 인지처리의 

이중과정, 장기기억체계 등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명료화하고자 한다. 

1. 직관과 추론

인간을 포함한 현생 동물 개체군들의 다수는 대상의 물리적, 생물적, 심

리적 상태를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민속물리학(folk 

physics), 민속생물학(folk biology), 민속심리학(folk psychology)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능력은 아마 원시 야생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

었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147) 다른 몇 가지 

주요한 인지적 능력들도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환경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

을 때 그 원인을 떠올리는 인과추론 능력(causal reasoning), 이미 겪은 것

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전의 일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력(memory), 

중요한 대상에 효과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attention), 최소한의 불완

147) 이와 같은 능력은 naive physics, naive biology, naive psychology 등으로도 불리며, 이러

한 능력의 메커니즘은 지식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의 일부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Sperber, 

Explaining Culture, p.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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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정보만으로 어떤 것을 떠올리는 환기능력(evocation) 등도 조상들로부

터 그렇게 물려받은 특질인 것이다.    

그런 능력들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환경 속에서 행위자를 

탐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지적 도구들이다. 원시 야생의 자

연환경에서 행위자를 탐지해내는 능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개체들은 

포식자를 피하기도 어렵고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생명활

동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행위자 탐지 능력이 평소에 충분히 활성

화되어 있는 개체들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자신의 기질도 전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행위자를 탐지하는 능력은 과연 얼마나 민감해

야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행위자의 존재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약간의 낌새만으로 깜짝 놀라서 도망가

거나 방어할 준비가 되는 정도, 즉 너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조금은 과도하

게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라야 할 것이다. 이런 기질이 있는 개체들은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만큼 더 피곤하겠지만 포식자를 피해 생존할 확률

도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현생 인류의 인지체계가 작동시키는 행위자 탐지 장치도 여전히 과도하

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체계가 변화하

는 것보다 현생 인류의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서는 그런 기능이 별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의 일부는 

여전히 작동한다. 혼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 불쑥 나타날 

것 같아서 긴장되거나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서 나는 소리에도 괜히 놀라고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행위자를 떠올리게 되는 이런 일들은 아주 재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를 합리

적이거나 정확한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우리 두뇌의 

오작동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갖춰져 온 인지체계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 즉 정상적인 인지작용의 부산물이거나 

진화된 기질과 관련된 감수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이는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한 후에 내리는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대체로 어떤 조건 하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적 반응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냉정하



- 100 -

며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해당 상황에서 발생하는 느낌을 완전히 떨쳐

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저스틴 배럿(Justin L. Barrett)은 미지의 행위자를 

감지하기 위해 빠르고 예민하게 작동하는 두뇌의 이러한 작용을 이른바 ‘과

민성 행위자 탐지 장치’(hypersensitive agent detection device, HAD

D)148)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이 어떤 사람이나 동물 같은 자연의 행위자를 떠올리

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신이나 정령,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부류의 초자

연적 존재에 대한 관념을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허구적 존재들에 대한 상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존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질 수는 있다고 해도 대부

분은 쉽게 잊히고 잘 회상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에는 더 잘 회상되며 반

복적으로 떠올려지는 관념들도 있다.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는 그런 

관념들이 ‘사람’, ‘동물’, ‘식물’, ‘자연물’, ‘도구’ 같은 기본적인 존재론적 범

주들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레 직관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성질을 최소한으로

만 위반하는 특성(minimally counter-intuitiveness, MCI)을 패턴으로 갖

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49) 이 최소한의 위반은 강력한 인지적 적합성

148) Justin L. Barrett,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 Oxford: Altamira Press, 

2004, pp. 31-32. 배럿이 제안한 HADD는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분야에

서 널리 논의되고 있는 가설이다. 그러나 안데슈 리스도프(Anders Lisdorf)는 HADD 자체를 

하나의 인지적 기능처럼 취급하는 데 비판적이다. HADD가 진화적 적응으로 인한 인지적 기능

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발현시키는 신경적 구조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그가 수행한 fMRI 실험에

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스도프는 HADD보다는 ‘과활성 지

향성 탐지 장치(HIDD: hyperactive intentionality detection device)’가 보다 개연성 있는 기

본 가설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수행한 지향성 관련 fMRI 실험에서는 

HIDD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로서 Anterior paracingulate 

cortex (PCC)의 활성화 상태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할 것. Anders Lisdorf, “What’s HIDD’n in the HADD?: A Cognitive Conjuring 

Trick?” The Archive for Religion & Cognition, ARC #4, 2006 

(www.csr-arc.com/view.php?arc=4).

149) Boyer, Religion Explained, pp. 51~91 참조. MCI에 관한 인지심리학적 실험과 연구에 대

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것. Pascal Boyer & Charles Ramble, “Cognitive 

Templates for Religious Concepts: Cross-cultural Evidence for Recall of 

Counter-intuitive Representations”, Cognitive Science, 25 , 2001, pp. 535-564; M. Afzal 

Upal, Lauren O. Gonce, Ryan D. Tweney & D. Jason Slone, “Contextualizing 

Counter-intuitiveness: How Context Affects Comprehension and Memorability of 

Counterintuitive Concepts”, Cognitive Science, 31, 2007, pp. 415-439; Justin L. Barr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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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relevance)150)의 조건이 된다. 직관을 벗어나는 정도가 커서 너

무 낯설어 보이는 표상들은 기억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고, 직관적 기대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 표상들은 너무 흔해서 특별한 인지적 효과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주목되지도 않고 이후에 회상될 가능성도 적다. 이와 달

리, 어떤 범주에 대한 직관적 기대를 최소한으로 위반하는 표상들은 그 인지

적 노력에 비해 생산되는 효과가 매우 커서 곳곳에서 유사한 형태를 빈번하

게 환기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잘 기억된다. 예를 들면, 의도와 욕망을 가지고 

있고 표현도 할 줄 아는 것은 ‘사람’과 같은데 육체만 없는 존재인 영혼이라

든지, 뒷산 중턱에 오랜 세월 뿌리내려 살고 있는 ‘나무’인데 사람의 말을 듣

는 존재인 신목(神木) 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도 여러 문화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 패턴의 표상들이다. 우리가 종교적이라

고 느끼는 관념들은 이런 부류의 표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민성 행위자 탐지 장치’가 작동

하는 과정과 ‘최소한으로 반직관적인 행위자’의 표상이 관련을 맺게 될 때, 

인지적 적합성이 매우 큰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믿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적인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과 관련된 민속신앙의 현존에 관여하는 우리 마음

의 체계들은 복수로 존재하며, 그 체계들은 서로 다른 진화론적 시나리오를 

지닐 수 있다. 진화된 인지체계들의 종합적인 작동방식은 초자연적 행위자

의 관념을 떠올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특정한 표상들이 문화적으

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진화의 과정은 ‘종교’나 민속신

앙을 위한 인지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적 삶을 영위

하게 해주는 다양한 인지체계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인간의 직관과 추론을 

“Coding and Qualifying Counterintuitiveness in Religious Concept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Reflections”, 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20, 2008, pp. 

308-338; M. Afzal Upal, “An Alternative Account of the Minimal Counterintuitiveness 

Effect,” Cognitive System Research, 11, 2010, pp. 194-203.

150) 인지적 적합성이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인지적 노력에 대해 그 정보가 환기시

키는 인지적 맥락효과의 크기의 비율을 의미한다. Sperber, Dan & Deirdre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5(2nd ed). 특히 3장;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52-53.



- 102 -

제약하며, 이를 통해 민속신앙을 가능하게 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며 제한도 

가한다.

2. 의사소통과 메타표상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인지체

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만

약 그런 믿음들이 개인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그것들은 자신의 공적인 

이름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문화적 형태도 전혀 관찰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믿음들이 인간 집단들 사이에 꽤 널리 퍼져있고 

오래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광범위한 인류학적 조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와 대중

적 신앙 속에도 특정한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들이 표현되고 있다. 그런 

믿음들은 어떻게 개인의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지금처럼 집단 속에 널리 퍼

져 일종의 문화적 구조물을 형성하게 된 것일까? 인지체계의 일반적인 작동

과정에서 초자연적 관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도 문화적으로 퍼

져있는 종교적 신앙에 대한 설명의 한 축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자연

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다수의 개인에게서 발생하더라도 개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지속하지 않으면 문화적인 현상으로 관찰될 수 없다. 둘째, 문화적

으로 존속하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 중에는 인지체계의 일차적인 작

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물들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

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메커니즘이

다.

의사소통은 표상들의 연쇄로 이루어진다.151)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표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동안 뇌에는 어떤 물리적 상태가 형성된다. 우리는 뇌의 이런 상태에 

151) 이 문단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댄 스퍼버의 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24-25, 32, 77-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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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생각’, ‘의도’ 등의 이름을 붙이는 데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

들을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해보자. 이것과 구별해야 

하는 표상은 ‘공적 표상’(public representation)인데, 그것은 어떤 심적 표

상을 지닌 인간에 의해 생산되어 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다. 

예컨대, 사람이 생산하는 신호, 말, 글, 그림, 행동 등은 공적 표상에 해당한

다. 의사소통은 심적 표상과 공적 표상, 이 두 가지 표상들의 연쇄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핵심 메커니즘은 인간의 인지체계가 

표상들에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이해하기 좋다. 인간의 생체 기

관들이 전염성 질병에 대한 감수성(susceptibility)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사람의 인지체계는 표상에 대한 무척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

다.152) ‘질병’이란 생체 기관의 병리적 상태이다. 전염병의 경우, 생체 기관

은 특정한 전염병 자체를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원체만

을 전달받는다. 만약 그 생체 기관이 해당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없거나 강

력한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병원체를 전달받았더라도 거기서 그 질병

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지체계도 표상에 잘 전염되

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염병에 대한 설명에서와 마찬가

지로 사람의 인지체계가 다른 사람의 표상 자체를 그대로 전달 받거나 복제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외부의 표상으로부터 특정한 몇몇 정보가 

우리의 인지체계에 전달되었을 때, 우리 인지체계가 자체의 기질이나 감수

성에 따라 상황적으로 가장 적합한 심적 표상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미이

다. 

인간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인지체계의 감수성을 토대로 작동하는 화용

론적 ‘적합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153)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생각 

중의 일부를 발언하거나 글 혹은 사물로 외부에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

을 토대로 해서 내가 지녔던 생각과 유사한 어떤 생각을 자기의 머릿속에 

152) Ibid., pp. 57-61.

153) Sperber & Wilson, op. cit..



- 104 -

떠올리거나 스스로 어떤 생각을 전개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나의 발언이나 표현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

게도 나름의 적합성이 있었던 것이다. 적합성이 크게 확보된 의사소통일수

록 적은 노력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의사소통은 적합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적 표상

과 공적 표상의 연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내가 머릿속에 지닌 심적 표상

을 토대로 어떤 공적 표상을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접함으로써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과 유사한 심적 표상을 머릿속에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여러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때 생산되는 

표상들은 부분적인 정보를 전달받은 수신자의 감수성에 따라 그때그때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서로 닮아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의 것과 완전히 똑같

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많은 표상 가운데 어떤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만 인

지적 적합성이 큰 표상들은 꽤 유사한 변형들의 계통을 형성하면서 널리 퍼

져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계통적으로 유사한 표상들

이 마치 생물개체군처럼 일정한 시공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지속하게 되

었을 때를 가리켜 우리는 그 표상이 문화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지적 

감수성에 의해 작동하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화용론적 규칙은 초자연적 존재

에 대한 관념과 같은 종교적 표상이 개인의 머릿속을 벗어나 문화적으로 분

포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초자연적 존재의 관념은 

인간 인지체계의 일상적인 작동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을 정도로 인지적 적

합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쉽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인지

적 감수성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인지적 감수성과 적합성의 원리를 따르는 의사소통은 꽤 난해한 관념을 

동반하는 종교적 표상의 문화적 분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들과 달리 그 존재에 대한 난해한 교리적 설명은 

개인의 인지적 감수성만으로는 바로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예컨

대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신’과 같은 관념은 ‘사람’이라는 범주에 대한 직관

적 기대를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어서 그 누구라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이 문화적으로는 널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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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게 되는 현상도 의사소통에 의존하는데, 여기서는 ‘메타표상

(meta-representation)’이라는 인지적 도구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

겨진다.

메타표상이란 어떤 표상을 하나의 ‘표상’으로서 처리하게 해주는 인지적 

도구다.154) 메타표상은 어떤 표상의 부족한 적합성을 그것에 관한 이차적인 

정보를 통해 보충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정보 자체가 직관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 그것에 관한 이차적인 정보나 믿음이 그 일차적

인 정보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게 해주거나 거짓된 것으로 평가해 간

단히 폐기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능력이 

곧 메타표상이다.155) 메타표상 능력은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만 두 살에서 

다섯 살 정도의 어린 시절에 자연히 개발되며, 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폐적인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메타표상 능력은 우리가 외

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것은 사

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정보도 어떻게든 빠르게 처리될 수 있

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전에 나온 내용”이라는 이차적인 정보는 스

스로 이해할 수 없는 관념이나 의례적 실천을 어떻게든 수용하거나 반복하

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표상은 스스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괴델의 불

완전성 정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어려운 과학적 지식도 비록 

직관을 크게 벗어나 이해하기 어렵지만 개개인의 머리를 심하게 쥐어짜지 

않고도 간단히 '옳다'고 판단해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우리 지식의 많

은 부분은 메타표상을 통해 적합성을 확보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156)

154) 참고로, ‘메타표상’이라는 말은 Z. W. Pylyshyn, “When is Attribution of Beliefs 

Justified?”, Behavior and Brain Science 1, 1978, pp. 592~593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대량 모듈성’에 관한 가설과도 연결되어 있는 메타표상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

이다. 메타표상에 대한 연구는 언어능력,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 자폐증 등의 연구

와 관련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메타추론’(meta-reasoning)에 관한 연구와도 관련되어 

있다. Dan Sperber, “Metarepresentation”, in The MIT Encyclopedia of the Cognitive 
Sciences, pp. 541~543; Dan Sperber ed., Metarepresentations: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155)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71-72.

156)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이 모두 메타표상적 의사소통에 의존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두 지식 사이에는 분명한 큰 차이점이 있다. 상대성이론이나 양

자역학과 같은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기 위해 최소한 ‘어떤 과학자들에게는’ 더 이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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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정보에 의해 모호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메타

표상 작용은 종교적 관념과 실천의 수용과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경전에 나온 내용” 혹은 “믿을 만한 선례가 있음”이라는 이차적인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관념이나 의례적 실천을 어떻게든 수

용하거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메타표상 능력은 어려운 종교적 

관념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되며, 동시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의례

적 선례주의’의 인지적 근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표상에 대한 인지체계의 ‘감수성’과 

‘메타표상’ 체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초자연적 

존재의 표상들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난해한 종교적 표상들이 문화적으로 널

리 분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인지종교학의 표준적인 관점에서 말하

자면, 민속신앙이 발생하고 퍼지는 것은 특수한 개인들의 무지나 병적인 심

리상태 때문이 아니다. 믿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어 운 나쁘게 감염되

어서만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뇌 속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위한 모듈이 있

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민속신앙의 발

생과 전수는 매우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인지체계와 그것을 바탕으

로 한 의사소통체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3. 인지처리의 이중과정

이중 과정 이론(dual-process theory)이란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이 크

게 두 가지 정보처리방식을 갖는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중 과정 이론은 고위 

인지과정의 상당부분이 직관적 과정(intuitive, Type1)과 반성적 과정

(reflective, Type2) 등 두 가지 유형의 경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157) 직관적 과정은 두뇌의 작업 메모리(working 

비가 아닌 걸로 밝혀져야 하는 반면, 처녀수태나 부활과 같은 종교적 지식은 종교적 지식이기 

위해 ‘어떤 종교인들에게조차’ 언제나 신비로서 고백되어야 한다. 스퍼버는 이러한 메타표상적 

지식과 믿음에 대해 ‘reflective beliefs’라는 용어를 부여하여 일차적 표상인 ‘intuitive beliefs’

와 구별한다.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90-97 참조.

157) Jonathan St. B. T. Evans & Keith E. Stanovich, “Dual-Process Theories of Higher 

Cognition: Advancing the Debat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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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유형론

Type 1 (직관적) Type 2 (반성적)

작업메모리 필요 없음

정의적 속성

작업메모리 필요함

자율적
인지적 탈동조화, 

심적 시뮬레이션

빠름

전형적인 

연관성들

느림

고용량 제한된 용량

병렬적 순차적

무의식적 의식적

편향된 반응 규범적 반응

맥락화된 추상적인

자동적 통제적

연상적인 규칙기반의

memory)를 점유할 필요가 없이 빠르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반성적 

과정은 작업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인지적 탈동조화 및 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작용한다.

많은 비판적 논평이 따르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중 과정 이론은 조너선 

에번스(Jonathan St. B. T. Evans)와 케이스 스타노비치(Keith E. 

Stanovich)가 검토한 것과 같이 최근 인지과학 영역에서 발견한 많은 증거

들에 의해 보다 탄탄하게 지지되고 있다.158) 특히 에번스와 스타노비치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고위 추론 과정의 개입이 없는 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빠르고 자율적인 과정이 인지체계의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정보처

리 방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중 과정 이론과 관련된 논의들은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주안점에 따라 다른 특성들이 부각

되곤 한다. 모든 논의들을 다 검토할 수 없지만 ‘이중 유형론’과 ‘이중 체계

론’을 중심으로 인지처리의 이중 과정을 형성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비교

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159)

pp. 223-241.

158) Ibid.

159) 해당 표는 Ibid., p 225의 <Table 1>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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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기반의 의사결정 근거에 따른 의사결정

지적 능력에 독립적인 지적 능력에 연관된

이중 체계론

System 1 (old mind) System 2 (new mind)

일찍 진화됨
진화심리학적 

특성

늦게 진화됨

동물 인지체계와 유사함 인간에게 특화됨

암묵적 지식 명시적 지식

기본적 감정 복잡한 감정

<표 1> 이중 과정 이론: 이중 유형론과 이중 체계론

부연하자면, 직관적 과정은 빠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반면, 반성적 

과정은 느리고 의식적이며 통제된 양태의 과정이다. 이를 ‘인지적 적합성

(cognitive relevance)’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직관적 인지과정이 

반성적 인지과정보다 인지적 적합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직관적 과정은 

인지적 제약에 따른 일차적인 표상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반성적 과정은 이

차적인 정보의 의사소통에 의해 작용하는 메타표상(meta-representation)

과 결부된다. 

직관적 과정에 의해 획득되는 지식은 암묵적이지만 대개 분명하게 이해

되는 반면, 반성적 과정에 의해 획득되는 지식은 명시적이지만 완전히 이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은 직관적 과정이 아니라 ‘반성적

(reflective)’ 과정에 의해 획득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반영적’이라고도 번

역할 수 있는데,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이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투명하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과학자 집단에 대

한 신뢰와 같은 이차적 정보가 반영됨으로써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지의 이중적인 작동방식은 직관적으로 환기되는 관념만이 아니

라 꽤 난해한 관념을 동반하기도 하는 종교적 표상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분포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간의 우회를 통해 이

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보자.

댄 스퍼버(Dan Sperber)는 마음속에 표상되는 믿음들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관적 믿음(intuitive beliefs)와 반영적 믿

음(reflective beliefs)이 그것이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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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믿음은 직관적 인지처리 과정에 속하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지각 과정 및 추론 과정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이런 직관적 믿음을 갖기 위

해 사람들은 교리를 학습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그런 믿음을 갖는 이유를 의식할 필요

도 없다. 이러한 직관적 믿음의 한계는 상식의 한계와 상당 부분 겹쳐진다. 

즉, 직관적 믿음은 매우 피상적이며 서술적이고 다소 완고하게 견지된다. 

이와 달리 반성적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는 반영적 믿음은 윤곽이 뚜렷한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지 않는다. 반영적 믿음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반영적 믿음은 다른 [직관

적] 믿음들과 더불어 작동하는 메타표상적인 타당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신뢰할 만한 권위에 대한 참조나 명시적인 지식을 동원한 추론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믿음이나 상대성이론에 

대한 믿음이 수용되는 과정이 그렇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들을 자동적으

로 갖게 될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은 직관에 반하며 최종적이고 명료한 이해

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믿음들은 특정한 신앙인 공동체나 물리학자 

공동체를 신뢰함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된다. 물론 둘 사이에는 차이도 존재

한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에게조차 입증될 수 없는 신비로 남지만 물리

학자들에게 상대성이론은 합리적 근거와 명확한 설명을 통한 분명한 지식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에게 상대성이론은 여전히 하나의 반영

적 믿음이다. 그것은 언제나 반성적 과정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어 왔고 여전

히 개정과 도전에 대해 열려 있는 이론으로서, 지각되거나 지각으로부터 무

의식적으로 추론되어 갖게 되는 직관적 믿음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모두 반영적 믿음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사실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의 꽤 많은 부분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직관과 추론에 의해 표상된다. 또 모든 초자연적 관

념들은 반직관적이지만 그 모두가 전형적인 반성적 과정을 통해 표상되는 

것은 아니다. 반직관적인 요소를 극히 적게 포함하는 어떤 초자연적 관념들

은 직관적 믿음이 작동하는 직관적 인지처리 과정에 기생한다. 반면 매우 난

160) Dan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89-94,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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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신학적 교리에 포함되는 초자연적 관념들은 반성적 인지처리 과정에 

더 많이 의존한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처리 이중 과정의 차

별적 활성화(differential activations of dual-process)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인지처리의 이중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직관적 과정과 반성적 과정이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인지 

처리의 두 과정 자체는 독립적인 체계로서 가정될 수 있지만 하나의 체계가 

작동하는 동안 다른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별로 없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정보에 대해 두 체계가 함께 작동하지만 그 

중 어떤 것이 더 주가 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처리에 있어 

두 체계 중 하나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이

중 과정의 차별적 활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중 과정의 차별적 

활성화란 직관적 과정과 반성적 과정 중 한쪽에 상대적인 비중을 두어 정보

를 처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4. 장기기억체계

문화가 전승되려면 무엇보다 기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한 개체

에게서만이 아니라 개체군의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환기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화의 전승은 인간의 장기기억체계가 개체 수준과 개체군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이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숙고되어왔다. 일차적 기억(primary memory)과 이차적 기억

(secondary memory)으로 기억 체계를 유형화했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로부터,161) 정보가 의식적으로 상기되고 처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과 명시적 기억(explicit memory)으로 구분

하는 최근의 논의들에 이르기까지,162) 인간의 기억이 다양한 체계들을 포함

161) William James,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890. 

162) Daniel L. Schacter, “Implicit vs. Explicit Memory,” in The MIT Encyclopedia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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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가설과 그에 따른 연구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인

지가 다양한 하위 규칙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중대한 통찰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 심리학의 기억 연구에서 인간의 기억 체계는 지속시간, 정보량, 

정보의 부호화 방식 등을 준거로 하여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STM)과 장기기억(long-term memory; LTM)으로 유형화되어 왔다.163) 단

기기억은 지속되는 시간이 짧고, 한 번에 처리되는 정보량도 제한되어 있으

며, 주로 음성 코드로 부호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장기기억은 처리되는 정보

의 형식에 따라 절차적 기억(procedure memory)과 진술적 기억

(declarative memory)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절차적 기억에는 수영하는 

법, 피아노 치는 법, 자전거 타는 방법과 같은 소위 몸의 기억이 속한다. 진

술적 기억은 그것의 내용에 따라 다시 의미론적 기억(semantic memory)과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의미론적 

기억은 규범, 가치, 전통 등과 관련되며 일화적 기억은 삶의 경험 속에서 일

어난 특수한 사건의 발생 여부와 시공간적 맥락 등에 관련된다. 

이러한 유형론들이 제안하는 바는 기억작용이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이루

어진 하나의 인지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억작용을 구성하는 것은 정보

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그리고 사용되는 인지적 자원에 따라 다양한 메커니

즘으로 이루어진 인지과정들이다. 실험심리학적 연구에 근거를 둔 이러한 

기억 유형들의 문제와 앞서 언급한 기억 이론이 함께 고려된다면, 의례 전승

의 형성과 변형, 그리고 종교전통의 형성과 변형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논

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례의 전승 양상은 장기기억체계와 깊은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의례가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

고 회상할 수 있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동

기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 인지종교학자 하비 화이트하우스는 이러한 

Cognitive Sciences, pp. 394-395 참조.

163) Alan Baddeley, “Memory,” in The MIT Encyclopedia of the Cognitive Sciences, pp. 

5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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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동기부여가 종교의례의 선택과 존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

았다.164) 화이트하우스의 주장처럼, 의례의 전승이 인간의 기억 능력과 무관

하지 않다면 인간의 마음이 작동시키는 기억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의례

의 전승에 대해 더 진전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이트하우스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류 의례들은 각본처럼 

의미기억(semantic memory) 속에 부호화되는 반면, 비정기적인 의례들은 

일화기억(episodic memory) 속에 특수한 사건들로서 부호화된다. 그리하

여 각각의 의례들이 전수되고 변형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의례 유형들은 종교성의 특수한 양식들을 반영하게 되어 공동체의 특질을 

이룬다. 장기 기억 체계의 한 양식인 일화기억을 반영하는 종교성의 양식은 

“이미지적 양태(imagistic mode)”이다. 그것은 “작은 스케일이거나 지역적

으로 파편화된 특정 의례 전통들과 컬트들 속에서, 돌발적인 집단행위를 통

해 전달되고, 다의적 성상의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구별되는 일화들로 기억 

속에 부호화되며, 고도로 응집적이고 배타적인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내는 

경향성”이다. 그것의 반대 항은 의미기억을 반영하는 “교리적 양태

(doctrinal mode)”이다. 교의적 양식이란 “많은 지역 종교들과 세계 종교들 

속에서 교리 형태로서 집대성되고, 관례화된 예배 형식들을 통해 전달되며, 

개인의 ‘일반적 지식’의 일부로 저장되며, 거대하고 익명적인 공동체를 만드

는 경향성”이다. 

5. 소결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로 간주될 수 있는 진화된 마음의 작동방식은 다

양하다. 그 중에서 본고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게 될 것들은 직관과 추론의 

체계, 의사소통과 메타표상에 관여하는 인지체계들, 인지처리의 이중과정, 

장기기억체계 등이다. 물론 민속신앙을 작동시키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

은 이보다 더 많은 독립적인 인지체계들의 종합적인 작용이라고 생각된다. 

진화심리학과 인지과학이 마음의 작동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나갈수

164)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Walnut Creek: Altamira Press, 2004, pp. 9-10, 99-104, 1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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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여기서 필수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인지체계들의 목록도 더 많이 늘어

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몇 가지들은 본고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들에 

함축된 의미를 밝힘으로써 독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는 본고의 기본적인 이론과 가설들을 검토했다. 다음 장에서는 민

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을 해명하기 위해 다루게 될 강우의례의 사례를 개괄

적으로 살핌으로써 기본적인 자료의 성격과 범위, 그 자료에서 특별히 주목

하게 될 대상들, 그리고 그 자료를 대하는 본고의 관점을 명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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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강우의례와 민속신앙

한발의 고통이 인식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비[雨]를 비[祈]는 사람들이 

있다. 한재의 위험에 직면해 예견된 불행을 피하고자 행하는 의례는 문화적

으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종교적 표상들 중의 하나이

다. 오랜 문헌과 유물, 역사기록, 민족지적 자료, 인류학적 저술, 민속학적 

조사 등은 강우의례의 역사·문화·지리적 광범위성을 충분히 예증한다. 또 이

러한 광범위성은 강우의례를 수많은 종교전통들과의 관련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 특히 강우의례는 특정 종교전통이 문화적으로 강력한 힘

을 발휘하고 있거나 발휘했던 사회적 환경에서 행해질 때조차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종교적 관념과 의례적 규범에 완전하게 통제되지 않는다. 그런 점

에서 강우의례는 민속신앙에 대한 경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우의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언

급되어 온 의례전통으로서만이 아니라 유의미한 종교사적 현상으로서도 주

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이래의 한국 강우의례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강우의

례의 다양성과 전개양상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가 향후 민속

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 차원에 대한 분석에서 다루게 될 사례들의 성격과 

맥락과 범위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명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와 민속신앙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강우의례가 있었다. �조

선왕조실록�이나 �기우제등록�의 기록을 보면 매년 음력 4월에서 7월 사이

에 가뭄이 있게 되면 비를 기원하는 의례가 국가의 주도 하에 매우 빈번하

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주도 하에 행해지는 일련의 강우

의례를 ‘국행기우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65)

조선시대의 국행기우제는 고려시대의 선례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165) ‘국행기우제’라는 용어는 최종성으로부터 차용했다.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2002,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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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새롭게 체계화된 측면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국행기우제가 전개되는 양상은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한양천

도로 인해 새로 조성된 왕도를 중심으로 의례의 제장을 재편하고 확립하는 

과정을 반영하며,166) 유교를 중심으로 국가 의례의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167)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국행기우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을 시작할 때 필요한 매우 중요한 착안점을 제공하며, 

그러한 역사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믿음과 실천의 역동적인 관계 양상

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이해를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조선시대 국행기우

제를 새롭게 권력을 획득한 사회적·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 유교적 

관행으로 보는 데 그친다면 결국 국행기우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작동

하는 민속신앙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은 아예 범주적으로 배제되기 십상이

다. 국행기우제가 민속적 범주의 실천이 아니라는 규범적 전제를 가지고 접

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국행기우제를 통해 민속신앙에 관한 고

찰을 하는 것은 의례 주체의 측면과 의례의 관념적 토대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접근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조선 정부가 국행기우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을 

이념적 목표를 다시금 진술하는 것일 뿐, 국행기우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앞으로 살펴보겠지

만, 조선조 국행기우제는 유교의 논리로 정치(精緻)하게 다듬어진 하나의 전

체가 아니라 오히려 임기응변적이고 발견적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례적 

실천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조선조 국

행기우제의 전개 양상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 유교 국가 성립을 

전제로 하는 조선왕조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방법론적으로 유보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선조 국행기우제의 역사 과정을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한재(旱災)의 상황에서 국행기우제

166)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167) 최종성,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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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싸고 직관적으로 떠올려진 관념들과, 그 의례적 실천을 유효한 것으

로 승인하는 방식의 패턴들과, 그 의례를 전승하는 체계들이 과연 어떠한 것

이었는지를 질문해보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또 이러한 작업을 하는 동

안 조선시대 국행기우제가 정립되어가는 역사과정이 곧 정치적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유교 국가의 이상을 구현하는 과정의 일부였으리라는 익숙한 결론

을 가능한 한 유보해 놓을 것이다. 

(1)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전개 양상

한반도에 고대국가가 성립된 이래, 국가가 주도하는 기우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왕조에서도 잘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한

양천도와 함께 새로운 왕도의 제장을 정비하고 있었던 태조 3년(1394)에 예

조가 “우리 동방에서는 삼국 이래로 원구(圓丘)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기곡

(祈穀)과 기우(祈雨)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경솔하게 폐할 수 없습

니다.”168)하고 올린 계(啓)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실제로 긴박한 가뭄의 상황 속에서 비를 기원하는 국가의 의례적 노력은 

조선에서도 계속되었다. 조선 정부는 여러 가지 의례적 실천을 통해 비가 내

리길 기원했는데, 특히 조선 전기에는 매우 다양한 기우 방식이 동원되었으

며,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거나 동원되

었다.169) 예를 들면 태종(太宗) 시대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우사(雩祀)·원단

(圓壇)·사직(社稷)에서 의례를 행하는 것은 물론, 여자 무당을 모아서 비를 

빌게 했으며,170) 승려들이 팔뚝에 불을 지지거나 손가락을 태우면서 비가 

168) �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8月 21日(戊子). “吾東方自三國以來 祀天于圓丘 祈穀祈雨 行之已

久 不可輕廢.”

169) 최종성은 조선 전기의 기우 절목과 절차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본다. 동중서의 �春秋繁露�의 전승, �事文類聚�에 인용된 �神農求雨書�의 전승, 수·당대의 기우

절차가 담긴 �文獻通考�의 전승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행해진 모든 기우 절목과 절차

가 이러한 세 가지 중국문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최종성의 주장

은 조선전기에는 하나의 단일한 전승에 입각하여 기우제가 설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범의 

전승들이 참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최종성, �조

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258-259쪽 참조.

170) �太宗實錄� 卷1, 太宗 1年 4月 30日(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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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를 기원하기도 했고,171) 고려시대의 사찰인 연복사(演福寺)에서도 비

가 오길 기도했다.172) 또 종묘·사직·악해독·명산대천뿐만 아니라 소격전(昭

格殿)에서도 비를 빌며, 억울한 옥사를 조사해 처리하고, 빈궁한 사람을 진

휼하고, 드러난 뼈와 시체를 묻어 주고(掩骼埋胔), 문가학(文可學)과 같이 비

를 내리는 의례 전문가로 이름이 나있는 자를 시켜 기우했으며,173) 석척(蜥

蜴)을 잡아다가 독 안에 넣고 분향하면서 동자 20명을 동원해 비를 구하기

도 했다.174) 또 맹인(盲人)들을 명통시(明通寺)에 모아 빌게 하고,175) 흥천사

(興天寺)의 사리전(舍利殿)에 머리가 아홉인 초룡(草龍)을 십여 개 만들고 승

려 100명을 모아 비를 빌게 한 일도 있었다.176)

이처럼 가뭄의 현실적 위험을 타개하려는 국가의 의례적 노력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실천의 규

범은 상황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해지지 못하거나 때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

기도 했다. 가령 태종 6년(1406)에는 절에서 기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비 내리기를 비는 것이 고례(古禮)에 없다는 이유

로 장의사(藏義寺)에서 기우도량을 여는 것을 불허하기도 했다.177) 세종 7년

(1425)에는 무당을 모아 기우할 때 고열에 솜옷을 입히고 화로를 머리에 이

게 하는 일이 신에게 기도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다고 하여 그 대신 3일 동

안 정근기도(精勤祈禱)를 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178) 또, 문종 1년(1451)

에는 종묘에서 기우하는 3일 동안에 흥천사에서도 기도하였는데 마침 비가 

내려 흥천사에 보공재(報供齋)를 설행하고자 했으나, 당시 사헌장령 김담(金

淡)이 이에 반대하여 수천 년 마른 뼈인 부처가 어찌 구름을 일으켜 비를 오

게 했겠느냐며 보공을 정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임금은 종묘에서 비를 빌

171) �太宗實錄� 卷4, 太宗 2年 7月 6日(丁亥).

172) �太宗實錄� 卷9, 太宗 5年 5月 8日(壬寅).

173) �太宗實錄� 卷7, 太宗 4年 5月 21日(辛酉).

174)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6月 21日(癸卯).

175) �太宗實錄� 卷22, 太宗 11년 7월 11일(庚午).

176)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6月 4日(甲子).

177) �太宗實錄� 卷12, 太宗 6年 閏7月 3日(庚申).

178)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6月 20日(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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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흥천사에서도 비를 빌었는데 과연 무엇이 원인이 되어 비가 내렸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보공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179)

이처럼 의례가 정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행기우제의 절차

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확립함으로써 실천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의례적 수

단을 다 동원해 기우하는 방침을 따르면서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의례적 지

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나갔다. 그러한 노력의 근간은 무엇보

다도 고례(古禮)를 본받는 데 있었다. 가령, 태종 11년(1411)에는 예조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할 일을 고제(古制)와 고전(古典)을 찾아 다음과 같이 제

시했다. 

�문헌통고(文獻通考)�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삼

가 살펴보건대, 대개 수(隋)와 당(唐)의 고제(古制)를 본받았습니다. 거

기에 이르기를, ‘무릇 경도(京都)에 맹하(孟夏) 이후에 가뭄이 들면 북교

(北郊)에서 악(嶽)·진(鎭)·해(海)·독(瀆) 및 능히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산천(山川)에 빌며, 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서 빌되 7일마다 

한 번씩 빌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악(嶽)·해(海)·독(瀆)에 기

우(祈雨)하기를 처음과 같이 행한다. 그리고 가뭄이 심하면 수우(修雩)

하고, 처음에 빈 뒤 10일이 되어도 비가 안 오면 시장을 옮기고 도살을 

금하며 산선(傘扇)을 끊고 토룡(土龍)을 만든다.’ 하였습니다. 또 고전

(古典)에 말하기를, ‘가뭄이 있으면 원통한 옥사(獄事)를 심리(審理)하

고,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뼈를 덮고 썩은 살을 묻고, 도랑을 

수리하고 밭두둑 길을 깨끗이 한다.’고 하였으니, 고전에 따라 시행하심

이 옳겠습니다.”180)

이러한 언급은 중국과 고려의 예법에 비추어 국가가 행할 기우제의 실천

적 방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지침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규범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여기에는 언급되지 

179) �文宗實錄� 卷7, 文宗 1年 5月 25日(壬戌).

180)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 5月 20日(庚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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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일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서도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 항목을 마련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결국 성종 5

년(1474) 윤6월 10일에 이르러서는 조선 전기 국행기우제의 기본적인 요건

을 대략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게 된다. 이 때 예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요건[各處祈雨應行事件]을 제시했다.181)

1. 종묘(宗廟)·사직(社稷)·북교(北郊)·한강(漢江)·삼각(三角)·목멱(木覓)·

풍운뇌우(風雲雷雨)·우사(雩祀)에 기제(祈祭)를 시행할 것.182)

1. 태일(太一)과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에 기초(祈醮)를 설행할 

것.

1. 한강(漢江)·양진(楊津)에 침호두(沈虎頭)를 하고, 또 도류(道流)로 하

여금 용왕경(龍王經)을 읽게 하며, 박연(朴淵)에도 침호두를 할 것.

1. 경성(京城)의 각 호는 문에 제사하고 분향할 것.

1. 모화관(慕華館)의 연못가에는 석척(蜥蜴)을 써서 기도할 것.

1. 동방(東方)은 청룡(靑龍), 남방(南方)은 적룡(赤龍), 중앙(中央)은 황

룡(黃龍), 서방(西方)은 백룡(白龍), 북방(北方)은 흑룡(黑龍)을 만들어 

기제(祈祭)를 시행할 것.

1. 저자도(楮子島)에는 화룡제(畫龍祭)를 시행할 것.

1. 북문(北門)을 열고 남문(南門)을 닫을 것.183)

1. 북을 치지 말 것.

그러나 이러한 목록은 단지 ‘요건’일 뿐 역시 국행기우제 실천의 절대적

인 기준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요건들이 제시된 직후에도 시장

을 옮기고(11일), 흥천사의 승도(僧徒)로 하여금 기우하게 하고(20일), 도봉

산 진암에서 번시(燔柴)하는 등(21일), ‘요건’으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실

천들이 여전히 행해졌기 때문이다.184)

181) �成宗實錄� 卷44, 成宗 5年 閏6月 10日(癸巳).

182) �국조오례의�에 포함된 전례이다.

183) �문헌통고(文獻通考)�, ｢禱雨｣조에 동중서의 기우법으로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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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성현(成俔：1439~1504)이 지은 �용재총화(慵齋

叢話)� 7권에는 기우제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위의 ‘요건’과 

견주어 볼 만하다.

기우제를 지내는 절차는 먼저 오부(五部)로 하여금 개천을 수리하고 밭

두둑 길을 깨끗이 하게 한 다음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사

대문에 제사를 지내며, 다음에 오방(五方)의 용에 제를 베푸는데 동교

(東郊)에는 청룡, 남교(南郊)에는 적룡, 서교(西郊)에는 백룡, 북교(北郊)

에는 흑룡, 중앙 종루(鍾樓) 거리에는 황룡을 만들어 놓고, 관리에게 명

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되 3일 만에 끝낸다. 또 저자도(楮子島)에 용제

(龍祭)를 베풀어 도류(道流)로 하여금 용왕경(龍王經)을 읊게 하고 또 호

두(虎頭)를 박연(朴淵)과 양진(楊津) 등지에 던지며, 또 창덕궁 후원·경

회루(慶會樓)·모화관(慕華館) 연못가 세 곳에서 도마뱀[蜥蜴]을 물동이 

속에 띄우고, 푸른 색 옷을 입은 동자 수십 명이 버들가지로 동이를 두

드리며 징을 울리면서 크게 소리 지르기를,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

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며 비를 퍼붓게 하면 너를 놓아 돌아가게 하리

라.”하고, 헌관과 감찰이 관(冠)과 홀(笏)을 정제하고 서서 제를 지내되 

3일 만에 끝낸다. 또 성내 모든 부락에 물병을 놓고 버들가지를 꽂아 향

을 피우고 방방곡곡에 누각을 만들어서 여러 아이들이 모여 비를 부르

며, 또 시장을 남쪽 길로 옮기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가뭄이 심하

면 왕이 대궐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고 북을 울리지 않으며 억울하게 갇

힌 죄인을 심사하고 중외(中外)의 죄인에게 사[赦]를 내린다.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일련의 기우법들은 15세기 국행기우제의 전반적인 

틀과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성종대의 ‘요

건’이 국행기우제의 기본적인 윤곽과 규정을 보여준다면 성현이 정리한 기

우방법은 국가적으로 거행될 수 있는 기우제의 여러 절차를 열거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기할 점은 당시의 많은 기록에서 볼 때 무당이나 승려를 

동원하여 기우하거나 절에서 기우하는 일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84) �成宗實錄� 卷44, 成宗 5年 閏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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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지침에서는 그러한 기우방법들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과 지침이 당시 행해진 의례적 실천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행기우제의 

규범적 틀을 공구할 필요는 분명했지만 실제로는 고제와 고전을 따르고자 

하는 규범적 지침과 미신불거(靡神不擧)의 명분이 합쳐져 그 이상의 다양한 

방식의 강우의례의 실천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국행기우제의 공식적인 범위와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뭄이 드는 해마다 비가 흡족하게 내릴 때

까지 기우제는 계속 되었지만 그 제차와 그에 따른 의례의 대상은 일정한 

것이 아니었다. 국행기우제의 절차가 어느 정도의 패턴을 갖고 이루어졌던 

17세기에도 각 제차에 따른 의례항목은 완전하게 정례화 되어 있지 않았

다.185)

국행기우제의 공식적 절차와 순서가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무엇보다 숙종 30년(1704)에 당시 예조판서였

던 민진후(閔鎭厚 1659~1720)가 기우제의 순서가 착란(錯亂)되어 있음을 지

적하고 그 순서를 바로 잡을 것을 건의함에 따라 기우제의 차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일이 그 근간이 되었다. 당시 민진후의 지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

다. 

“이전에 기우제의 순서가 언제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풍운

뇌우단과 우사단 같은 곳에서는 초차, 3차, 7차, 9차, 12차의 기우제를 

연속으로 설행하여 번독(煩瀆)함이 너무 심합니다. 또한 일시에 제를 거

행하는 장소가 혹은 5, 6군데에 이르고 혹은 7, 8군데에 이르니 향관(享

官) 및 여러 가지 일에 소홀하게 되는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186)

민진후의 지적은 첫째, 동일한 제장에서 여러 차례 연속으로 기우제를 지

185) 규장각 소장본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에는 인조 14년(1636)부터 고종 26년(1889)까지의 

국행기우제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 17세기 이래의 국행기우제가 어떻게 거행되었는지 그 대

략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186) �祈雨祭謄錄� 3冊, 甲申 5月 23日.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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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은 같은 신격에 대한 제사를 지나치게 자주 함으로써 공경하는 태도

가 약화되고 신을 업신여기게 되는 ‘번독’한 일이라는 것이고187) 둘째, 동시

에 여러 곳에서 기우제를 거행함에 따라 의례의 준비에 정성이 부족하게 된

다는 것이다. 즉 충분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뭄의 절박한 상황이 보고될 때

마다 기우제를 설행하여 한 해에도 여러 차수로 행하게 되었지만, 일정한 순

서에 따라 매번 제장을 달리 하여 체계적으로 치르지는 못했던 것이다. 민진

후의 위와 같은 지적에 따라 그로부터 한 달 가량의 논의를 거쳐 드디어 다

음과 같이 기우제의 차례를 개정하게 된다. 

첫 번째로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 3품관(三品官)

을 보낸다. 두 번째로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 재신(宰臣)을 

보낸다. 세 번째로 풍운뇌우(風雲雷雨)·산천(山川)과 우사(雩祀)에 재신

을 보낸다. 네 번째로 북교(北郊)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社稷)에는 중신

(重臣)을 보낸다. 다섯 번째로 종묘(宗廟)에 중신을 보낸다. 여섯 번째로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근시(近侍)를 보낸다. 일곱 번째

로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낸다. 여덟 번째로 풍운 뇌우·산천·우사

에 중신을 보낸다. 아홉 번째로 북교에 중신을 보내고 모화관(慕華館) 

못가의 석척동자(蜥蜴童子) 기우제에는 무신(武臣) 가선대부(嘉善大夫)

를 보내며, 여염병류(閭閻屛柳)를 행한다. 열 번째로 사직에 대신(大臣)

을 보내고, 경회루(慶會樓) 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에는 무신 가선대부

를 보낸다. 열한 번째로 종묘에 대신을 보내고 춘당대(春塘臺) 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에는 무신 가선대부를 보내며,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

(北門)을 열며 저자[市]를 옮긴다. 열두 번째로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

를 지내고, 양진(楊津)·덕진(德津)·오관산(五冠山)·감악(紺岳)·송악(松

岳)·관악(冠岳)·박연(朴淵)·화적연(禾積淵)·도미진(渡迷津)·진암분시(辰

巖焚柴) 등은 모두 본도(本道)로 하여금 설행하게 한다.188)

187) 여기서 ‘번독’이라는 용어는 음사 비판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신에 대한 제사

를 너무 자주 거행하여 공경하는 태도가 약화하고 신을 업신여기는 데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욱, 앞의 책, 172쪽 참조.

188) �肅宗實錄� 卷39, 肅宗 30年 6月 26日(甲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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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 파견관리 의례의 종류

1 삼각산, 목멱산, 한강 三品官 기고제

2 용산강, 저자도 宰臣 화룡제

3 풍운뇌우산천, 우사 宰臣 기고제

4 북교, 사직 宰臣, 重臣 기고제

5 종묘 重臣 기고제

6 삼각산, 목멱산, 한강 近侍官
기고제, 

침호두

7 용산강, 저자도 重臣 화룡제

8 풍운뇌우산천, 우사 重臣 기고제

9 북교, 모화관 못가, 여염 重臣, 武臣 嘉善大夫
기고제,

석척동자, 여염병류

10 사직, 경회루 못가 大臣, 武臣 嘉善大夫 기고제, 석척동자

11 종묘, 춘당대 못가 大臣, 武臣 嘉善大夫
기고제, 석척동자, 

폐남문개북문, 천시

12

오방토룡단, 양진, 덕진, 

오관산, 감악, 송악, 관악,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암

본도 설행

기고제, 

오방토룡제, 

진암분시

<표 2> 숙종대 국행기우제 12제차

이처럼 12제차로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는 각 차수마다의 제장, 파견되는 

관리, 행해지는 의례의 종류 등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있다. 이를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삼각산, 목멱산, 한강 -> 용산강, 저자도 -> 풍운뇌우산천, 

우사 -> 북교, 사직 -> 종묘의 순서로 거행되는 패턴이 순환된다. 다만 북교

와 사직이 각각 9차와 10차로 나뉘어 배열되고 11차에 종묘가 이어지며 12

차에 오방토룡제가 들어가게 된다는 점, 그리고 9차부터 12차까지 석척기

우, 여염병류, 폐남문개북문, 천시, 진암분시 제산천과 영험처의 기우가 병

행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파견되는 관리의 경우 1차에서 5차까지는 3품관으로부터 시

작하여 재신, 중신으로 이어지며 6차에서 11차까지는 근시관으로부터 시작

하여 중신 및 무신 가선대부, 대신으로 이어진다. 또 12차의 제산천 기우는 

각 본도에서 설행하도록 하였다. 1차에서 5차로, 6차에서 11차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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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의례에 파견되는 관리의 위계는 각 차수의 의례에 부여된 위계를 반

영한다.  

이렇게 정례화된 기우제차는 이후 국행기우제의 전형으로서 기능하게 된

다.189)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례화 속에서도 단지 기고제 형식의 의례만이 

아니라 화룡제, 침호두, 석척동자, 오방토룡제, 진암분시, 여염병류, 폐남문

개북문, 천시 등 유교적 논리에 의해 정치하게 뒷받침되기 어려운 다양한 기

우법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신들에게 호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단지 ‘모든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서 의례의 효용성(ritual 

efficacy)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후 18세기 영조·정조대에는 이 예제에 잔존하는 유교적 시각에서의 

비례적(非禮的) 요소들이 비판되고 제거된다. 특히, 오방토룡제에서 편룡법

(鞭龍法)이 제외되고, 화룡제에서 화룡을 거꾸로 매달거나 제물과 함께 침수

시키는 행위가 제외되며, 석척동자 기우에서 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던 강요

적인 축사가 상대적으로 경건한 기원문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의례 형식을 포함한 국행기우제 12제차의 형식은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공식

적으로 존속되었다. 

(2) 국행기우제의 전개 양상은 유교화의 과정인가?

조선시대 국행기우제는 한재로부터 백성을 구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유교 

이념의 의례적 실천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국행기우제가 체계화되는 과정은 단순히 국가 의례의 ‘유교화’라는 표제만

으로 충분히 묘사되기 어렵다. 이 과정은 새 왕조를 개창한 정치적 엘리트들

189) 이때 정례화된 기우제차는 �속대전�(1744), �춘관지�(영조), �대전통편�(1785), �대전회통�

(1865), �육전조례�(1867), �은대조례�(1870) 등 조선후기의 여러 법전, 예조 법례서, 승정원 

정무사례집과 같은 문헌들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유지되었다.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

구�, 270-2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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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앙집권적 통치력의 확보를 위해 이전 시대의 신앙과 실천의 체계를 새

롭게 재편하고자 했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 의례의 유교화는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적어도 고

려 성종대(982~997)에는 원구제(圓丘祭)가 거행되고, 종묘가 오묘(五廟)로 

정해지고, 사직단(社稷壇)이 세워졌으며, 고려 인종대(1122~1146)에는 �상

정고금례(詳定古今禮)�라는 독자적인 의례서가 편찬되었다.190) 뿐만 아니라 

고려 공민왕대(1351~1374)에는 국가 사전(祀典)에 기록된 유교적 의례와 그 

외의 음사(淫祀)를 구분하는 의식도 뚜렷이 나타났다.191) 물론 국가의례의 

유교화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분명한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체계화 과정은 ‘유교화’보다는 새로운 정

치적 엘리트들이 도모한 ‘국가 의례권의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잘 이

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상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과 고려의 종교 문

화적 상황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조선 왕조의 개창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건국 세력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 국가 내부적으로도 정당화되

어야 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의 건국세력은 유교의 성리학적 규범으로써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근거로 삼고, 나아가 그것을 새로운 국가의 단

일한 정치적 이념으로 제시했다. 또 그들은 이로써 정치적 지배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념적 논쟁의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고자 했다. 이처럼 조선은 정

치적 엘리트들의 이념적 지향을 국가의 단일한 공식 규범으로 삼고자 했다.

이와 달리 고려시대의 정부는 오랜 세월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린 다양

한 신앙과 실천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있었다. 이런 고려시대의 종교문

화에서 정치적 중심지인 개경이 국가 의례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방의 성황(城隍)과 산천(山川) 역시 지방 토착세

력의 의례적 중핵으로서 중앙과 교류하는 의례적 접점으로 기능했다는 점

과, 국가가 인정하는 의례전문가들의 실천들, 즉 불교 승려의 법석과 도량, 

도류의 신사와 초제, 무축의 의례 등도 고려시대 종교문화의 중심적인 축을 

190) 이욱, 앞의 책, 37쪽.

191) 같은 책, 46-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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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 국가에서 

거행했던 기우제의 대부분은 불교, 도교, 무속 등의 의례전문가들이 수행했

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종교문화를 염두에 둘 때, 새 왕조를 개창한 조선의 

정치적 엘리트들에게는 기존의 종교문화를 장악하여 의례주도권을 독점하는 

것이 중앙집권적인 정치적 지배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선택될 수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제의 수행은 국

가의 수도를 옮기는 일과 함께 구체화되었다. 한양으로의 천도는 조선 건국

세력이 고려시대의 기득세력들의 근거지를 주변화하고 새로운 중심지를 기

반으로 국가적 권력을 재편성하기 위한 의도와 연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한

양으로의 천도는 단지 정치적 왕도의 폐지와 신설만이 아니라 종교적 제장

(祭場)의 폐지와 신설을 추구했던 과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국가 의례의 설행 주체를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기존의 지역민들

과 의례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례주도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새로운 국

가의 정치적 엘리트들이 독점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체계화는 이러한 과정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조선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의 의례권 독점이 이처럼 현실화될 수 있

었던 배경에는 ‘음사론(淫祀論)’의 활성화가 있었다. 음사란 �예기(禮記)�, 

〈곡례(曲禮)〉에 나오는 용어로서, 유교적 신분질서에 어긋난 제사를 의미하

며 조선시대에는 비난과 타파의 대상이 되는 의례를 가리킨다. 이러한 음사

론의 사회적 활성화는 한편으로 정치적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의례주도권 확

보를 가능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했다. 그것은 

곧 하늘에 대한 제사권에 대한 포기였다. 음사론은 곧 천자는 천지(天地), 사

방(四方), 산천(山川), 오사(五祀)에 제사하지만, 제후는 자기 방향에 해당하

는 곳과 산천과 오사에 제사하고, 대부는 오사에 제사하며, 사(士)는 자신의 

조상을 제사한다고 하는 국가사전의 기본 원리를 정사(正祀)의 규범으로 적

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후국인 조선의 정치적 엘리트들로서 이러한 음사

론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례 설행 주체들의 의례주도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새로운 국가체제가 독점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하늘에 대한 의례권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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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했던 것이다. 

관념적으로만 승인되는 지고신으로서의 하늘에 대한 의례를 포기하는 것

은 그 실천의 차원에서만 볼 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비

를 내려주는 하늘의 기능신적 측면에 대한 관념을 생각한다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원구단에서의 제천의례를 통해 기우제

를 지낼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인 ‘제천의례의 폐지’로 인해 가

뭄이 들었을 때 비를 내려줄 하늘에 직접 제사하고 호소하는 기존의 의례권

이 포기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은 국행기

우제의 정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먼저, 조선은 국가 사전에 ‘우사단(雩祀壇)’을 두어 원구단의 기우제를 대

신할 제사를 거행했다. 또, 산천(山川)의 강우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국행기우

제의 핵심적 요소로 삼았다. 

그런데 우사단의 제사는 제단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그 자체로 기우제로 

인식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행기우제의 강력한 요소로 환기되지는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192) 그 이유는 아마도 그곳에서 모셔지는 신위들이 구

망(句芒), 축융(祝融), 욕수(蓐收), 현명(玄冥), 후토(后土), 후직(后稷) 등의 

신격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193) 즉 우사단 의례의 대상들은 

인신(人神)으로서 원단이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하늘’ 만큼 강우력에 대한 

직관적 기대를 직접적으로 끌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산천은 자연에서의 경험이 뒷받침되어 강우력과 더 직관적으

로 연결되기 쉬운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산천은 ‘구름을 일으

키고 비를 내리는 기능신으로서의 강우행위자’이거나 ‘강우행위자의 거소’로

192) 이욱, 앞의 책, 94쪽 참조.

193) �世宗實錄� 卷128, 五禮 / 吉禮 序例 / 神位. “雩祀壇, 享句芒, 祝融, 后土, 蓐收, 玄冥, 后

稷.”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가 달려있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는 "천자(天子)는 상제(上帝)

에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제후(諸侯)는 상공(上公)에게 기우제를 지내니, 월령의 상공은 

구룡(句龍)과 후직과 같은 유이다."고 하였으며, 공자가어(孔子家語)에는 "소호씨(少皞氏)의 아

들에 사숙(四叔)이 있으니, 중(重)과 해(該)와 수(脩)와 희(熙)이다. 중이 구망이 되고, 해가 욕

수가 되고, 수와 희가 현명이 되었으며, 전욱씨(顓頊氏)의 아들 여(黎)가 축융(祝融)이 되고, 공

공씨(共工氏)의 아들 구룡(句龍)이 후토(后土)가 되니, 이 다섯 사람은 살아서는 상공(上公)이 

되고, 죽어서는 귀신(貴神)이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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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식되어 국가 의례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국가 사전에 흡수

된 산천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것을 그 일상적인 직분(興雲致雨 

乃其常職)’을 맡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기우제문들에서도 산천의 직분이 

종종 그렇게 정의되곤 했다.194) 산천이 강우행위자의 거소로 여겨진 사례는 

비록 사전 체계에 실리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적지 않은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남겨진 기록들은 가뭄의 

긴급한 상황에서 조정에 의해서도 검토될 정도였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조 국행기우제는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전거를 통해 체계를 마련해 갔지만 그 완성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선 

초기 성종대에는 예조에서 아홉 가지 의례 총목을 마련해 국행기우제의 기

본 틀로 삼았는데,195)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는 결국 숙종 30년에 12제차의 

형태로 정비되었으며 조선후기 사회까지 그러한 기우절차가 지속하였다.196)

따라서 숙종 30년에 정례화된 12제차를 통해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완

성된 형태를 일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무엇보다 승려, 도

류, 무당, 소경 등 고려시대에 인정되었던 의례전문가들이 국행기우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정치적 엘리트 집단이 그 의례권을 독점하는 양상이 보인

다는 점이다. 정치적 엘리트 집단의 이러한 의례권 독점은 일견 유교적 양식

으로 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국행기우제를 통해 유교의 이념적 정통성과 순

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의례의 절차를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면, 국행기우제의 체계화 과정이 단순히 유교적 이상

을 의례적으로 온전히 구현하기 위한 정비 과정이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

렵다. 특히, 정비된 12기우제차에는 기고의례(祈告儀禮) 형태의 절차들만이 

194) 卞季良, �春亭集�, 卷 11, ｢北郊諸山神祈雨祭文｣; 申光漢, �企齋集� 文集 卷 3, ｢祭國內山川

祈雨文｣; 이욱, 앞의 책, 108~109.

195) �成宗實錄� 卷 44, 成宗 5年 閏6月 癸巳. 기제(祈祭), 설초(設醮), 침호두(沈虎頭), 사문분향

(祀門焚香), 석척기우(蜥蜴祈雨),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 화룡제(畵龍祭), 개북문폐남문(開北門

閉南門), 물격고(勿擊鼓) 등.

196) �肅宗實錄� 卷 39, 肅宗 30年 6月 甲午; �기우제등록� 冊 3, 六月 三十日. 삼각·목멱·한강/

용산강·저자도/풍운뇌우산천·우사/북교·사직/종묘/삼각·목멱·한강(침호두)/용산강·저자도/풍운뇌

우산천·우사/북교·모화관지변(석척동자)+여염병류/사직·경회루지변(석척동자)/종묘·춘당대지변

(석척동자)+폐남문개북문/오방토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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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화룡기우(畵龍祈雨), 침호두(沈虎頭), 석척기우(蜥蜴祈雨), 오방토룡

제(五方土龍祭) 등이 포함된다. 이 절차들은 비를 내리는 신비의 동물로서 

상정되는 ‘용’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로서 전통적으로 무당이 담당하던 강요

적 의례(coercive ritual)의 실천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197) 국행기우제의 정비를 통해 비록 이 의례절차들에 무당과 같은 의례

전문가가 아닌 관료가 파견되고 강요적인 분위기보다 경건성이 강화되지만 

이 절차들이 함축하는 관념들은 여전히 유교적 이념만으로는 완전하게 뒷받

침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포함시킨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체계화 과정은 

한편으로 유교적 이념에 의해 강우의례를 정례화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엘리트 집단이 국가의례의 집행권을 독점하기 위해 

기존 의례전문가들의 특수한 종교적 지식과 기술을 배제하고, 정해진 신분

의 집전자가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행하는 것만으로도 의례적 목적을 완전

하게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

절할 것이다. 이러한 국행기우제의 정례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

은 종교적 관념과 실천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것들일까?

(3) 국행기우제에서 작동하는 민속신앙

민속신앙은 이른바 ‘민속종교’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

와 양상은 차이가 날지라도, 정교한 논리와 규범화된 실천으로 다듬어진 ‘성

립종교’ 혹은 ‘국가의례’라 여겨지는 전통에서도 인간의 다양한 인지적 제약

들에서 비롯하는 민속신앙은 어김없이 작동한다. 그것은 그러한 의례들이 

기본적으로 초자연적 행위자에 관한 심적 표상,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직관과 추론, 특정한 일련의 행위를 적절히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정서 상태, 모호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제 등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경우는 거

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민속신앙을 구성하는 실질

적인 요소들이다. 

197)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1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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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행기우제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전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정례화 과정을 국가의례의 유교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우세하며 

일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행기우제가 시행된 역사적 상

황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조선조 국행기우제는 국가의례의 논리나 유교의 논

리로 정치(精緻)하게 다듬어진 하나의 전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의례

의 규범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조선 초기만이 아니라 국행기우제의 공

식적 절차와 순서가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고 정례화되었던 18세기에 이

르러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행기우제의 모든 절차가 하나의 이념적 지

향을 통해 일관되게 정당화되거나 해명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행기우제에 동원되는 다양한 절차는 신화적 고대성을 환기하거나 

모범적인 선례를 모방하는 것으로 정당화되곤 했으며, 각 절차의 의미는 미

리 전제되어 있다기보다는 실천적인 상황과 함께 발견적으로 구성되곤 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 전기만이 아니라 국행기우제의 정례화가 이루어졌던 18세기에도 용 

관념과 관련한 강우의례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수용되었다. 보이지 

않는 잠룡을 대상으로 하는 침호두, 용을 그림으로 그려 기우하는 화룡기우, 

용과 통한다고 생각되는 동물인 석척을 잡아다가 기우하는 석척기우, 용바

위(辰巖)에 불을 놓아 섶을 태우는 진암분시, 다섯 방위의 제단에 토룡을 만

들어 세워놓고 기우하는 오방토룡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강우의례 절차

는 성리학적 교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국행의례에 

수용되었다. 

물론, 용 관념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모두 ‘민속적’이라는 표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용을 통해 비를 얻으려는 것은 일찍부

터 국행기우제의 모습을 띄었을 뿐만 아니라 강우행위자로서의 용에 대한 

언급은 주희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이유 때문이다.198) 그런데 오히려 바로 이 

점이 민속신앙의 일반성에 대한 본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주희의 언급은 모두 ‘유교적’ 교의에 부합하는가? 또 그때의 ‘유교’란 

198) 이욱, 앞의 책, 183쪽, 각주 86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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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가? 주희는 민속신앙과 전혀 무관한 인물인가? 만약 그렇다

는 주장을 하려면 주자와 주자학에 대한 난해한 변증론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주희 역시 인지적 제약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

실을 인정한다면 그 역시 주어진 문화적 환경 속에서 직관과 추론을 통해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

다.199) 용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상정된 초인간적 행위자로서 이미 문화적으

로 성공적으로 퍼져 있던 표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희

의 언급은 성리학적 교의와 규범 속에 용에 대한 관념을 받아들였던 것이라

기보다는 문화적 지식에 대한 참조와 함께 자연스럽게 환기되는 직관과 추

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용 관념과 관련된 의례들이 실행되는 것은 그 실천의 의미를 완

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의례들이 그렇듯이 그 

원리나 의미가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 실천이라 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선

례적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행해질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 불확실성 때문

에라도 선례를 모방하게 되기 십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의례적 

선례주의’라는 항목에서 상술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국행기우제의 정례화에 포함된 의례절차들 중에서 먼저 용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져 온 몇 가지 항목들을 확인해두기로 한다.200) 그것은 

199) 통상적으로 성리학 즉 주희의 사상은 괴력난신(怪力亂神)을 언급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주희는 초자연적 존재나 초자연

적 힘에 대한 믿음이나 실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한 명

의 인간으로서 주희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에게 갖추어진 인지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인간은 자신의 명시적인 신념에 반하는 민속신앙을 지닐 수 있음이 최근의 인지

과학적 연구로부터 언급된 바 있다. 무신론자의 마음에도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암묵적 믿음

이 존속한다는 것이다. Jesse Bering, “Atheism in Only Skin Deep: Geertz and Markusson 

Rely Mistakenly on Socio-demographic Data as Meaningful Indicators of Underlying 

Cognition,” Religion 40, 2010, pp. 166-168참조. 

200) 최종성은 용 관념과 관련된 의례들을 이규경의 용어를 차용하여 ‘기우제룡’으로 개념화한다. 

특히 그는 기우제룡을 상룡기우, 대룡기우, 잠룡기우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최종성의 분류

에 따르면 화룡제나 토룡제는 상룡기우에 속하며, 석척기우는 대룡기우에, 침호두와 진암분시 

등이 잠룡기우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화와 분류는 의례적 실천의 의미를 특정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여기에는 석척기우란 도마뱀이 용과 닮았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라거나, 침호두는 용호상박의 관계를 이용한 용부림의 일종이라거나, 진암분시는 용의 

거소에 불을 질러 용을 움직이게 하려는 행위라는 등의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의례적 

상황은 다양한 의미가 환기되는 역동적인 현장이다. 즉, 의례적 실천은 규정되지 않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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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호두, 화룡기우, 석척기우, 진암분시, 오방토룡제이다. 18세기 초에 갖추

어진 국행기우제의 12개의 제차에서 보면 침호두는 6차, 화룡기우는 7차, 

석척기우는 9차, 10차, 11차에, 진암분시와 오방토룡제는 12차에 각각 시행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과 관련된 강우의례들의 역사, 의례적 원리, 의미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충분한 주석이 이루어져 왔다.201) 여기

서 그러한 의례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추가적인 주석을 달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구체적인 절목들 속에서 설명되어야 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석을 최소화하고 각 절목의 기본적인 사항을 재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용과 관련된 의례로 이해되어 

온 것들 이외에 기고의례 형식의 절목들을 포함하여 여염병류, 천시, 폐남문

개북문 등의 의례적 실천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두도록 하겠다. 

① 침호두

침호두(沈虎頭)는 문자 그대로 비를 얻기 위해 특정한 장소의 물속에 호

랑이 머리를 가라앉히는 의례적 행위를 말한다.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이러

한 의례가 실천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조선시대의 국행기우제로

는 태종 16년에 한강에서 침호두가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박연, 양진 등에

서도 시행되었으며, 이후 조선왕조 전체에 걸쳐 중요한 기우제차로 수용되

어 행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8세기 초에 국행기우제가 12제

차로 정례화된 이후로 침호두는 공식적으로 제6차의 절목으로서 유지되었

다. 별우제(別雩祭)를 포함하면 침호두에 대한 공식 기록은 고종36년(1899)

지 의미들이 환기될 수 있게 해주는 촉발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도마뱀이 강우 행위력과 연결

될 수 있는 의미론은 단일하지 않고, 침호두가 용신이나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로 여겨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며, 산정에 불을 놓는 행위가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필자는 침호두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구형찬, ｢초점화가 이끄는 환기작용: 

조선시대 침호두 기우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0, 2016,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유형

화와 분류는 강우의례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편리한 도구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그대로 따르

기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을 별도로 취급함으로써 의미론적 다양성의 가능공간을 좀 더 확보해

두기로 한다. 

201) 최종성, ｢용부림과 용부림꾼: 용과 기우제｣, �民俗學硏究�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국행

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 시체처리와 제물처리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16, 서울대

학교 종교학연구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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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부 장소 침수물

경도 한성부 한강(漢江) 호두(虎頭)

경상도

밀양도호부 구연(臼淵) 호두(虎頭)

영산현 법사지(法師池) 호두(虎頭)

선산도호부 이매연(鯉埋淵) 호두(虎頭)

함안군 도장연(道場淵) 호두(虎頭)

전라도
금산군 진락산 석혈(石穴) 호두(虎頭)

고산현 용연 (龍淵) 호두(虎頭)

평안도

성천도호부 구룡산 박연(博淵) 호두(虎頭)

덕천군 삼탄(三灘) 호두(虎頭)

맹산현 원지(圓池) 호두(虎頭)

강원도 홍천현 가리산 용연(龍淵) 호골(虎骨)

충청도 충주목 진포(辰浦) 호두(虎頭)

<표 3>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침호두의 장소

까지 이어진다.202)

그런데 침호두는 단지 국행기우제의 한 절차로만 행해졌던 것으로 단정

하기는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뭄에 침호두 혹은 침호골(沈虎

骨)을 하면 비가 내린다고 알려진 장소가 전국 곳곳에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

다. 아래의 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침호두의 장소를 정리한 것

이다.

이에 따르면, 경도의 한성부를 포함해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강원도, 

충청도 등에 걸쳐 침호두 혹은 침호골의 장소로 알려진 곳이 적어도 12곳이

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호두나 호골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례가 민간에서 널리 행해졌으리라고 추정하기는 

202) �高宗實錄� 권39, 고종 36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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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침호두의 시행처로 언급되는 장소들이 거의 전국에 

걸쳐 있었다는 점은 조선시대에 침호두가 문화적으로 꽤 성공적인 의례적 

실천이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비록 유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수립되고 운영되는 조선의 국행의례 속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침호두는 유교적 교의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될 수 있

는 성격의 의례적 실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침호두의 의례적 원리나 의

미는 그리 분명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관료들도 항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떠한 유교적 교

의나 실천규범을 통해서도 침호두의 의미나 의례적 원리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물론 �오잡조(五雜粗)�나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

稿)� 등의 문헌에서는 침호두가 용호상박(龍虎相搏)에 근거하여 잠룡을 위

협하여 움직이게 함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려는 실천이라고 해석하기도 한

다. 이러한 해석은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현대의 연구자들에 의

해서도 쉽게 채택된다. 그러나 실제의 의례적 상황에서, 특히 침호두를 거행

해야 하는데 호랑이 머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선시대 정부 관료

들의 반응은 침호두가 어떤 신격에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는 의례로 인

식되기도 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침호두가 잠룡을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의례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의례 관계자들이 이 의례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설명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② 화룡기우

화룡기우(畫龍祈雨)란 용의 그림을 그려 걸어놓고 비오기를 구하는 의례

적 실천으로서, 한국에서는 신라시대 이래로 매우 오랜 전승을 갖고 있는 기

우법이다.203) 조선시대에도 저자도(楮子島)에서의 화룡기우는 태종대에 이

미 국행기우제의 절목으로 포함되었으며, 17세기에는 용산강(龍山江)에서 

203)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平王 50年. “夏大旱 移市 畫龍祈雨”;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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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는 화룡기우도 공식적인 절목으로 자리 잡게 되고, 18세기 초에 확립된 

국행기우제의 12제차 중에도 저자도와 용산강에서의 화룡기우가 포함되었

다. 

조선시대에 화룡기우가 실제로 어떻게 행해졌는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 태종시기에 임금이 명하여 중국 송조 경덕 3년의 식을 모방해 

화룡기우를 행하도록 했던204) 기록에 주목한다면, 중국에서 행해진 화룡기

우에 관한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화룡기우에 쓰인 용 그림의 모습과 그 실

행양상의 일부를 짐작해볼 수는 있다. �문헌통고�에는 중국 송대 화룡기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연못이나 강 혹은 숲이 깊은 곳을 택하여, 경·신·임·계일에 지방관이나 

원로가 재계하고 술과 포를 가지고 사직에 이른다. 제단은 3단으로 쌓

되 높이가 1척, 넓이가 1장 3척이 되게 하고, 제단 20보 밖에 흰 줄로써 

경계를 삼는다. 제단 위에는 대나무 가지를 꽂고 화룡을 펼쳐놓는다. 비

단 위에 그려진 그림의 상단부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검은 

물고기와 그 주위를 둘러싼 천구십성(天龜十聖)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백룡이 검은 구름을 토하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물결 위에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거북이 흑기(黑氣)를 길게 뿜어내고 있다. 용의 

형체는 금·은·적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제단에 기를 설치하고 거위 목을 

베어 피를 취해 쟁반 속에 넣는다. 버들가지로 물을 묻혀 용에게 뿌린

다. 3일 동안 비가 풍족히 내리길 기다리고 수퇘지로 보사례를 지낸 후 

화룡을 수중에 던진다.205)

물론, 조선시대의 화룡기우가 이러한 지침을 어느 정도로 엄격히 따랐는

지는 알기 힘들다. 우리는 오히려 몇몇 기록들을 통해, 위에 제시된 송대 화

룡기우와는 다른 요소들이 조선시대의 화룡기우에 포함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화룡기우에 사용되는 용 그림이 의례 장소에 따라 각각 

204) �太宗實錄� 卷29, 太宗 15年 5月 10日(丙午).

205) �文獻通考�, 권77, 郊社考10, 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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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과 백룡의 형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고,206) 전례대로 용 그림을 

거꾸로 걸어놓고 기우하는 일이 문제가 되어 날아오르는 용의 그림을 사용

하도록 한 일도 있었으며, 화룡기우의 말미에 용 그림으로 제물을 싸서 침수

시키는 행위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또, 화룡기우 후 3일 내에 비가 오

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입추(立秋)까지 기다려 보사를 지내는 관례가 형성

되어 문제가 된 적도 있다.207) 뿐만 아니라 성종 대에는 �문헌통고�에 실린 

당나라 문인 이옹(李邕, 678-747)의 기우법에 의거해 화룡기우를 행하도록 

한 임금의 전교가 있기도 했다.208) 이러한 기록들은 조선시대의 화룡기우가 

단일한 전거에 따라 통일성 있게 행해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

다.   

이러한 화룡기우에 하나의 통일된 의례적 원리나 의미를 상정하는 것은 

무리다.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용 그림을 펼쳐놓고 기우하는 행위는 용신에

게 제사하여 비를 내려주기를 탄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버

들가지로 물을 묻혀 용 그림에 뿌리는 것은 용을 자극하거나 비를 모방하는 

공감주술의 일종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또 용 그림을 거꾸로 걸어두고 의례

가 진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조선후기 영조대에는 이러한 방

식의 실천이 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해석되면서 이는 신을 공

경히 대하는 예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이처럼 화룡기

우는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③ 석척기우

석척기우(蜥蜴祈雨)는 주로 연못가에 동자들이 모여 도마뱀이 들어 있는 

독을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는 강우의례다. 중국의 경우 �유양잡조

(酉陽雜俎)�에 도롱뇽을 독에 넣고 아이들로 하여금 청죽(靑竹)으로 그 독을 

밤낮으로 치게 했다는 당나라 때의 기록이 확인된다. 송나라 때에는 청의(靑

衣)를 입은 28명의 동자들에게 도마뱀이 들어 있는 독에 주문을 가하게 하

206)  �春官通考� 卷42, 吉禮, 雩, 祈雨.. “祈雨時, 龍山江畵白龍, 楮子島畵靑龍.”

207) �世宗實錄� 卷40, 世宗 10年 5月 19日(庚午).

208) �成宗實錄� 卷181, 成宗 16年 7月 3日(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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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척기우법이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209) �송사(宋史)� 권102에는 “석척

아 석척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라 비를 주룩주룩 내리게 하면 너를 

돌아가게 하리라(蜥蜴蜥蜴, 興雲吐霧, 雨令滂霧, 令汝歸去)”라는 석척기우

의 전형적인 주문이 실려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에 이미 지방의 기우제에서 석척기우가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국행기우제로서는 조선 태종 7년 6월에 창덕궁의 광연루(廣

延樓)에서 석척기우가 처음으로 행해졌다. 이때의 석척기우는 당시 순금사 

대호군 김겸(金謙)이 과거 보주(甫州)의 수령으로 있을 때 소동파의 시에 인

용된 석척기우의 예를 따라 행한 후에 실제로 비가 내렸다는 말에 따라 시

험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210) 바로 이 점에서 지방의 선례가 국가 의례에 

반영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로 석척기우는 심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의 의례적 실천의 일

부로서 종종 행해졌다. 결국 조선 숙종 대에 성립된 국행기우제 12제차 중

에는 9차, 10차, 11차에 각각 모화관(慕華館), 경회루(慶會樓), 춘당대(春塘

臺)의 연못가에서 푸른 옷을 입은 수십 명의 동자를 동원해 설행하는 석척기

우를 공식적인 절차의 일부로서 정례화하게 되었다. 이때 정례화된 절차 중

에서 특히 9차의 석척기우는 1865년에 편찬된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

에서 10차와 11차의 석척기우가 폐지되는 등 국행기우제의 절차가 축소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사에 따르면, 석척

기우는 일제 강점기에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211)

석척으로 기우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석척을 취하는 것은 그 모습

이 용과 같아 그 기가 용과 상통함이니 따라서 용을 대신해 비를 구하는 것

209)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165쪽.

210)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6月 21日(癸卯) 참조. 김겸은 ‘독 가운데 석척이 참으로 우습다’

는 소동파의 시를 읽다가 그 주석에 비를 비는 법이 실려 있어서 따라해 본 결과 진짜로 비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종은 김겸을 불러 대궐의 광연루 아래 뜰에서 시험해볼 것을 명했

다. 그리하여 이틀 동안이나 빌었으나 비를 얻지 못했으며, 결국 동원했던 20명의 동자들을 놓

아 보내고 각각 쌀 1석씩을 주었다. 

211) 村山智順, �釋奠·祈雨·安宅:: 朝鮮の鄕土神祀 第2部�, 朝鮮總督府 編, 京城: 朝鮮總督府, 昭和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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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取蜥蜴者, 其狀與龍, 其氣與龍相通, 故代龍致雨者).” 그러나 석척기우

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주석은 석척기우가 국행기우제의 정식제차로 수용되

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으며, 실제로 의례를 준비하고 행하던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생각을 떠올렸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우

리가 이러한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석척기우에서 용 관념을 떠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과 석척이 용을 대신하는 강우 행위자로 생각되

기도 했다는 점이다. 

④ 진암분시

진암분시(辰巖焚柴)는 산 위의 용 바위에서 땔감을 태우는 의례적 실천을 

말한다. 산에 불을 놓아 비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오래된 언급은 중국의 위

진남북조 시대 동진(東晉)의 간보(干寶)가 쓴 괴담집인 �수신기(搜神記)�에 

이미 등장한다.212)

조선시대의 경우, 단종 2년(1454)에 �사문유취�에 등장하는 “신산(神山)

에 섶을 쌓아 놓고 북을 치면서 태운다”는 구절을 상고하여 삼각산에 나아

가 이를 행한 일이 있다.213) 이후 성종 3년과 5년에 도봉산의 큰 바위굴[大

巖穴] 혹은 진암(辰巖)에서 섶(柴)을 태우는 기우행사가 이루어진 이래로, 삼

각산 진암에 불을 놓는 행위는 국행기우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 되

었다. 국행기우제로서 진암분시는 선조대에 제3차에 행해지다가, 17세기에

는 대체로 제5차에 행해졌고(현종 2년에는 6차), 18세기에는 제12차에 행해

지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조선시대 진암분시의 의례적 근거나 원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조선시대 진암분시의 전형 중 하나로 이해되는 성종 3

212) “樊口之東, 有樊山, 若天旱, 以火燒山, 卽至大雨, 今往往有驗.” 번산(樊山)에 불로 산을 태우

면 큰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소식(蘇軾)의 �번산기(樊山記)�에도 나온다. 특히 “혹 

번산(燔山)이라고도 한다. 날이 가물 때 산을 태워 용을 일으키면 비가 온다(或曰燔山, 歲旱燔

之, 起龍至雨.).” 최종성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암분시가 불

을 이용해 용을 일으키는 기우제룡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

례�, 72-73쪽.

213) �端宗實錄�, 권12, 단종 2년 8월 3일(壬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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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루어진 분시의례는 어떤 노인이 승정원에 가서 “도봉산에 큰 바위굴

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섶을 태우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말한 것을 승

지들이 듣고 계하여 행하게 된 것이다.214) 진암분시의 근거나 원리를 둘러

싼 모호성은 이후로도 잘 해소되지 않는데, 종종 이전에 행했던 선례를 지시

함으로써 문제를 피해갈 뿐이었다. 가령, 조선 성종 16년(1485, 을사년)에 

이루어진 진암분시는 임금이 “전에 가뭄을 만나면 삼각산 진암에 제사하고 

불을 놓아 혹 비를 얻은 적이 있었으니, 지금도 이와 같이 하여 기우하는 게 

어떠한가?”라고 물었을 때 승정원이 이에 미신불거(靡神不擧)를 내세워 동

의함으로써 행해지게 되었다.215) 한편,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러한 성종 16

년의 진암분시가 �사문유취�의 고례를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변형되어 이

해되었다.216)

현대의 연구자들은 산정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연기를 내어 구름이 이는 

모습을 모방하는 주술행위라고 해석하거나, 산에 불을 내어 용 바위를 뜨겁

게 달굼으로써 용을 승천시키려는 강요적인 용부림 행위라고 해석하기도 한

다. 두 가지 모두 나름의 개연성이 있겠지만, 조선시대의 진암분시가 그것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해석의 입장에서는 중국 북송 시대의 문장

가인 소식(蘇軾)이 �번산기(樊山記)�에 “혹 번산(燔山)이라고도 하는데, 날이 

가물 때 산을 태워 용을 일으키면 비가 온다.”라고 쓴 구절에 근거해 조선시

대 진암분시 역시 ‘불로써 용의 처소를 위협하는 기우제룡’이라는 주장을 제

기한다. 이는 개연성이 매우 큰 주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자료가 조선

시대 사람들이 진암분시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입증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중종실록�에 “조종조 때에는 양주에 있는 용 바위에 섶을 쌓아 불을 

태워 바위가 뜨거워지면 비가 내렸으므로 사재감(司宰監)으로 하여금 소목

(燒木)을 싣고 가서 태우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217)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

로 미루어 볼 때, 그 시기에 용 바위를 뜨겁게 달굼으로써 비를 얻을 수 있

214) �成宗實錄� 卷17, 成宗 3年 4月 27日(癸巳). 

215) �成宗實錄� 卷180, 成宗 16年 6月 23日(壬寅).

216) �中宗實錄� 卷93, 中宗 35年 5月 10日(辛丑).

217)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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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⑤ 오방토룡제

오방토룡제(五方士龍祭)는 다섯 방위의 제장에 토룡을 만들어 놓고 비를 

구하는 강우의례를 의미한다. 토룡을 만들어 기우하는 의례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전의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의 경우, 갑골문에 토룡기우와 관

련된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산해경(山海經)�에도 가뭄이 들 때마다 응룡

(應龍)의 형상을 만들면 큰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며,218) 전한시대의 

백과사전인 �회남자(淮南子)�에서도 토룡을 이용한 기우법이 언급된다.219)

한국의 경우는고려 현종 때 토룡을 만들고 무격을 모아 비를 빌었다는 언급

이  �고려사(高麗史)�에 나온다. 토룡을 동원하는 이와 같은 기우 방식이 음

양오행의 관념과 만나 형성된 것이 오방토룡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

우제등록�이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과 같은 조선시대 관련 문헌에는 

다섯 방위에 토룡을 만들어 기우하는 오방토룡제에 대한 기록이 있다. 18세

기에 정례화된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경우 오방토룡제는 12제차의 마지막

에 배치되어 행해졌다.

오방토룡제의 전거로는 봄·여름·늦여름·가을·겨울 등 다섯 계절, 오행의 

방향, 색, 수, 셩격에 따라 토룡을 만들어 기우하는 방식이 규정된 동중서의 

�춘추번로(春秋繁露)� 구우(求雨)편이 제시되지만, 조선시대에 실제로 행해

진 오방토룡제는 이로부터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진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

다.220) �기우제등록(祈雨祭謄錄)� (규장각 소장본)의 기록에는 경종 원년

(1721) 6월에 행하기로 한 오방토룡제의 길일과 시행계획에 대해 관상감에

서 올린 첩정의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오방토룡제는 동, 남, 중앙, 서, 

북의 순서로 각각 갑(4일), 병(6일), 무(8일), 경(10일), 임(12일)을 각 방위 

토룡제의 길일로 삼아 해당 기일에 각 방위의 토룡을 제작하도록 제안되었

218) �山海經箋疏� ｢大荒東經｣. “大荒東北隅中有山, 名凶犁土丘, 應龍處南極, 殺蚩尤與夸父, 不得

復上, 故下數旱, 旱而為應龍之狀, 乃得大雨.”

219) �淮南子校釋� ｢墜形訓｣. “土龍致雨.”

220)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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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남 중앙, 서쪽 방위의 토룡제는 토룡을 제작한 다음날로부터 이틀에 

걸쳐 행하고, 마지막 북쪽 방위의 토룡제는 사흘에 걸쳐 설행하는 등 총 시

행기간이 12일에 이를 정도로 장대한 규모였다.  

또한 오방토룡제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토룡을 자극하는 행위가 수반되었

을 것으로 추측된다.221) 실제로 영조 29년(1753)에는 “무릇 토룡제는 기우

하는 데 있어 극진한 일인데 용을 매질하는 데 이르러서는 설만(褻慢)함이 

심하다. 차후로는 일체 제거하라”222)는 임금의 명이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토룡을 자극하는 일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⑥ 기고의례

위의 다섯 가지 의례들은 용 관념과 관련된 국행기우제의 구성요소로서, 

유교적인 이념에 의해 완전하게 지지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와 대비하

여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기고의례(祈告儀禮)가 있다. 사실상 조선시대 국

행기우제의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의례적 형식은 기고의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고(祈告)란 날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정기의례와 

달리 국가의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대사를 맞을 때 거행되는 수시의례의 두 

가지 형식을 가리킨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 의하면, 수한(水

旱), 질역(疾疫), 충황(虫蝗), 전벌(戰伐) 등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기

(祈)를 하고, 봉책(封冊)과 관혼(冠婚)과 같이 무릇 나라에 큰 일이 있는 경

우에는 고(告)를 한다.223) 장마 때 행해지는 기청제(祈晴祭)와 가뭄 때 행해

지는 기우제(祈雨祭)와 기설제(祈雪祭)는 수한(水旱)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

고의례가 행해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의례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국행기우제가 기고의례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테지만, 실

221) 최종성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 나오는 폭룡(暴龍)의 사례, 신당서(新唐書)에서 보이는 훼

룡(毁龍)의 사례, 조선 영조대에 금지되었던 편룡(鞭龍)의 사례, 조선총독부 자료에 나오는 선

산(善山)의 고무토룡(鼓舞土龍) 사례 등을 들어 토룡을 뙤약볕에 내몰고, 훼손하고, 매질하고, 

무악으로 자극하는 일들이 조선시대에도 벌어졌을 것이라 추정한다.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

행의례 연구�, 153-154쪽 참조. 

222) �英祖實錄� 卷79, 英祖 29年 5月 15日 (庚午).

223) �國朝五禮序例�, 卷1, 時日. “如水旱疾疫虫蝗戰伐則祈, 如封冊冠婚, 凡國有大事則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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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다양한 의례적 실천들을 고려해볼 때 국행기우제는 기고의례만으로 정

의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기고의례가 국행기우제의 상위개념이 아니라 

국행기우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 관점에서 기고의례에 접근하고자 한

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언급된 기고의례는 ‘기고사직의(祈告社稷

儀)’, ‘기고종묘의(祈告宗廟儀)’, ‘풍운뇌우단기우의(風雲雷雨壇祈雨儀)’, ‘시

한북교망기악해독급제산천의(時旱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 ‘시한취기악

해독급제산천의(時旱就祈嶽海瀆及諸山川儀)’, ‘우사단기우의(雩祀壇祈雨

儀)’ 등이다. 이러한 의례들이 지시하는 사직(社稷), 종묘(宗廟), 풍운뇌우단

(風雲雷雨壇), 악해독(嶽海瀆), 명산대천(名山大川), 제산천(諸山川), 우사단

(雩祀壇) 등은 의례가 행해지는 제장임과 동시에 의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고의례의 대상들은 재난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인격

화한 신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224)

물론 국행기우제의 모든 절차가 이러한 기고의례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의 흐름을 끌고 나가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

다.225) 숙종 30년에 정례화된 국행기우제 12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

각산·목멱산·한강(1차, 6차), 용산강·저자도(2차, 7차)에 대한 의례, 풍운뇌우

산천단·우사단(3차, 8차)에서의 의례, 북교에서의 망제(4차, 9차), 사직에 대

한 의례(4차, 10차), 종묘에 대한 의례(5차, 11차), 제산천에 대한 의례(12

차) 등이 기고의례로 정의되거나 적어도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12제차의 모든 차수를 아우른다. 

기고의례의 중요한 형식적 특징 중 하나는 특수한 의례 전문가를 요청하

지 않으며, 정해진 절차에 충실히 따르는 방식으로 유교관료들에 의해 충분

224)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27쪽.

225) 최종성은 국행기우제의 12제차가 기고의례로 채워졌듯이 기청제와 기설제도 그러했다는 것

을 지적하면서, 유교사회는 유교만의 기고의례를 통해 종교적 기복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주장한다.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126쪽 참조. 그러나 기고의례의 형식이 국행

기우제의 12절차를 끌고 나가는 주요한 요소라는 사실로 인해 실제로 국행기우제에 포함되었

던 기고의례 이외의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고의례 형식은 다양한 의례적 요

소를 포함하는 국행기우제를 유교사회의 국가의례로서 정립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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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거행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기고의례는 유교의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국행기우제 12제차에 적용된 기고의

례 형식의 배치는 다양한 비유교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국행기우제를 유교사

회의 국가의례로서 정립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고의례는 기본적으로 유교 의례의 기본적인 성

격과 중대한 차이를 갖는다. 첫째, 국가의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대사(大事)

를 맞아 행해지는 기고의례는 정서적 긴박감을 수반하는 수시의례라는 점에

서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 정해진 날에 행하거나 점을 쳐서 날을 정해 이

루어지는 정기의례의 성격을 지닌 대다수의 유교 의례들과 구별된다. 둘째, 

기고의례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신격들에게 일

방적으로 기원을 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본반시(報本反始)’ 즉 

감사와 보은의 태도를 기본으로 하는 여타 유교 의례의 기본적인 성격과 구

별된다. 이러한 기고의례에서는 유교 이념의 의례적 구현이라는 규범적 측

면만이 아니라 의례의 효용성에 대한 기대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⑦ 여염병류, 천시, 폐남문개북문

조선시대 국행기우제 12제차에는 삼각산, 목멱산, 한강, 풍운뇌우산천, 

우사, 북교, 사직, 종묘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고제를 비롯해, 침호두, 화룡기

우, 석척기우, 진암분시, 오방토룡제 등 용 관념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이 포

함되었다. 그런데 국행기우제 12제차에는 이러한 의례들뿐만 아니라 여염병

류(閭閻屛柳, 閭閻甁柳), 천시(遷市), 폐남문개북문(閉南門開北門) 등과 같은 

실천들도 포함된다. 

여염병류란 여염집에서 물을 넣은 병에 버드나무 가지를 넣어 문에 거꾸

로 매달아 놓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 연구자들에게 이 실천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모방함으로써 강우현상을 가져오고자 하는 일종의 공감주술, 그중에

서도 모방주술적인 행위로 이해된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이러한 실천이 폐

단만 있을 뿐 예전(禮典)에 실려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226)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

리가 공동책임을 지고 체직(遞職)될 정도로 쉽게 무시될 수 없는 절차로 여



- 144 -

겨지기도 했다.227) 여염병류는 결국 국행기우제 12제차에서 제9차에 행해지

는 실천의 일부로서 수용되었다. 

천시는 사시(徙市)나 이시(移市)로도 불렀는데, 말 그대로 시장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시장을 옮김으로써 비를 구하는 실천

에 대해서는 �예기(禮記)�에도 이미 언급되었다.228) 이에 따르면, 가뭄이 오

랫동안 지속되자 목공(穆公)이 현자(縣子)를 불러 곱사등이와 무당을 햇볕에 

폭로하는 일[暴尫, 暴巫]과 시장을 옮기는 일[徙市]에 대해 의논했는데, 현자

는 폭로에는 반대했으나 시장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천자가 붕(崩)하면 

시장을 7일간 옮기고 제후가 훙(薨)하면 시장을 3일간 옮기는 것이니, 저자

를 옮기는 것 역시 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시장 옮기기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는지 그 원리는 분명하게 말해지지 않았지만, 이는 가뭄에 대

처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논의되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삼

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신라 진평왕 50년(628)의 기사가 가장 이른 시

기의 문헌이라고 여겨진다.229)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부터 가뭄의 시기에 시

장을 옮기는 실천이 이루어졌으며,230) 그 이후로도 역대 왕들의 치세에도 

종종 시행되다가 숙종 30년에 정례화된 국행기우제에서는 12제차 중 11번

째 차수에 배치되었다. 

천시의 의례적 원리와 의미에 대해 현대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

놓았는데, 주로 음양오행이나 공감주술의 논리를 따르는 해석과 사회학적 

해석이 대체적인 흐름을 구성한다.231) 이러한 해석들은 천시의 ‘본래적인’ 

226) �仁祖實錄� 卷 36, 仁祖 16年 3月 30日(癸巳).

227) �顯宗實錄� 卷18, 顯宗 11年 5月 10日(乙丑); 6月 22日(丁未).

228) �禮記�, 檀弓(下); 최종성, ｢국행 무당 기우제의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86, 1998, 56쪽; 

조형근, ｢시장 이전 기우제(徙市) 풍습과 식민권력의 한계지점｣, �사회와 역사� 80, 2008, 197

쪽 참조. 

22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眞平王 50年. “夏大旱 移市 畫龍祈雨”;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52쪽; 조형근, ｢시장 이전 기우제(徙市) 풍습과 식민권력의 한계지점｣, �사회와 역

사� 80, 2008, 197쪽 참조. 

230) �太祖實錄� 卷9, 太祖 5年 4月 17日(甲辰).

231) 김재호, ｢사시(徙市) 기우제의 기우원리와 시장의 소통성｣, �한국민속학� 50, 2009, 

263-291쪽. 김재호는 여기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장 옮

기기 기우제가 “기본적으로 소통 부재를 가뭄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그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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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시도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상 이러한 논의들은 보다 다양한 원리와 의미를 구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천시의 상징적 의미를 확장시키는 데 봉사하게 된다.

폐남문개북문(閉南門開北門)은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여는 행위로서, 조선 

태종 때에는 예조가 �문헌통고(文獻通考)�에 나오는 동중서의 기우법을 참

고하여 기우 계목으로 올림으로써 행해졌다.232) 이는 음양오행적 사유와 관

련하여 양(陽)의 기운이 지나친 까닭에 가뭄이 발생했다고 여겨 양의 기운을 

누르고 음(陰)을 창달하게 하려는 실천으로 이해되었다.233) 중종 때에는 임

금이 각종 경사(經史)에 나오는 기우법들을 초록하여 내린 일이 있는데, 거

기에 인용된 �사문유취(事文類聚)�의 기록에 따르면, 남문(南門)을 닫고 그 

밖에다 물을 가져다 놓고 북문(北門)을 열고 사람의 뼈를 가져다 묻는 것으

로 되어 있기도 하다.234) 또 다른 흥미로운 기록으로는, 기상 상황이 바뀌어 

가뭄 끝에 비가 흡족히 오거나 장마가 계속되면 반대로 남대문을 열고 북문

을 닫았던 경우도 있었다.235) 이러한 폐남문개북문의 실천은 숙종30년에 정

례화된 국행기우제 12제차 가운데 11차의 일부로 배치되어 조선후기까지도 

행해지게 된다.

⑧ 기타: 폭무 및 엄격매자 

비록 조선후기에 정례화된 국행기우제 12제차에는 들지 못했지만, 폭무

(暴巫, 曝巫)와 엄격매자(掩骼埋胔)는 중국 고대로부터 한국의 조선시대에까

지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해 행해진 강우의례의 일부로서 엄존했기에 여기서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폭무란 가뭄이 들었을 때 무당을 열이나 햇볕에 노출시킴으로써 비를 구

라고 주장한다.   

232)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6月 5日(乙丑).

233)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140-141쪽. 

234) �中宗實錄� 卷93, 中宗 35年 5月 10日(辛丑). “闔南門, 置水其外, 開北門, 聚人骨埋之.”

235)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6月 17日(丁丑). “開南大門閉北門, 北方土龍, 投諸水中”; �明宗

實錄� 卷23, 明宗 12年 7月 17日(戊辰). “今者旱傷之餘, 霖雨不霽, 無益有損, 請依前例, 閉肅靖

門, 開崇禮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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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신과 통하는 무당에게 고통을 부가하면 하

늘이 동정과 연민을 갖고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관념이 반영된 실천으로 이

해된다.236) 한국에서 폭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 나오는

데, 간략하게 “폭무기우(曝巫祈雨)”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실체를 알기 어렵

다.237) 그러나 무당이 강제로 동원되었던 강우의례에 대한 다음의 기록들을 

통해 폭무의 실제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무당을 모아 6일간 비를 빌었는데, 무당이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여 모두 

도망쳐 숨어버리니 수색하여 체포하려는 자가 여항을 두루 다녔다.238)

  이는 고려 충숙왕 16년(1329)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무당을 동

원하여 비를 빌게 하는 일이 무당들에게는 도망하여 숨어버릴 정도로 고통

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6일 동안 무당들에게 강요

되었던 비를 비는 일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위의 자료로는 자세히 알 수 없

다. 한편,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보되지는 않지만, 조선 세종대의 다음 기록

을 통해 무당을 모아 기우하는 의례의 실제 양상에 대해 일견할 수 있다. 

무당을 모아서 기우하는데 고열에 솜옷을 입히고 화로를 머리에 이게 

하는 것은 신에게 기도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후로는 솜옷 입히

는 것과 화로를 이게 하는 것을 하지 말게 하고 3일 동안 정근기도를 거

행하게 하십시오.239)

이 기록에 따르면, 심각한 가뭄의 상황에 무당으로 하여금 솜옷을 입고 

화로를 머리에 인 채로 비를 빌게 강요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실천이 신에게 기도하는 뜻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따라 3

236)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32쪽 참조.

237) �高麗史� 卷11, 世家11, 肅宗 6年 4月 15日(乙巳).

238) �高麗史節要�, 忠肅王 16年 5月 未詳. “聚巫禱雨六日, 巫苦之, 皆逃匿. 搜捕者遍閭巷.”

239)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6月 20日(戊午). “聚巫祈雨於苦熱, 令着襦衣戴火爐, 有違爲神祈

禱之意, 今後除襦衣火爐, 三日精勤祈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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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안의 정근기도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무당으

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하는 기우법은 이후 인조 25년(1647)의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240)   

엄격매자는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에 나오는 초봄의 관행으로서 백골

이 된 뼈(骼)를 가리고 시체(胔)를 묻는 일을 가리키는데, 원기와 원혼이 가

뭄의 원인이 된다는 관념이나 드러나 있는 시체로 인해 천신이 비를 내리는 

일을 주저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뼈와 시체를 수습해 시체의 원기도 풀고 강

우의 조건도 마련하려는 실천이라고 이해된다.241) 엄격매자는 조선 숙종 30

년에 정례화된 국행기우제 12제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기우제의 

기본 요건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자

체로 기우의 한 방식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국가차원의 노력이기도 했다.242) 이러한 부류의 실천으로 엄격매

자뿐만 아니라 심리원옥(審理冤獄)과 진휼궁핍(賑恤窮乏)이 종종 함께 언급

되는데, 부덕한 정치에 대한 천견(天譴)을 염두에 둔 유교적인 근신과 진휼

의 실천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243) 그러나 실제로 조정에서 이러한 실천을 

논의하고 행할 때, 밖으로 드러난 시체들의 원기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

람들의 원혼이 가뭄의 원인으로서 종종 지목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실천을 

이해하고자 함에 있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244)  

엄격매자의 실천은 전망처(戰亡處), 여역처(癘疫處), 기사처(饑死處) 등 

사람이 많이 죽은 곳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실천이 단지 사람

의 시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

종시기의 기록을 보면,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 말의 뼈를 묻도록 하는 

240) �祈雨祭謄錄�(규장각 소장본) 冊1, 丁亥 5月 初8日.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38쪽 

참조. 

241)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42쪽.

242) �宣祖實錄� 卷137, 宣祖 34年 5月 18日(乙卯). 이 기사에 따르면, 예조는 억울한 옥사를 심

리하고 엄격매자를 하고 온 다음에 비로소 초차 기우제의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243) 최종성,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 시체처리와 제물처리를 중심으로｣, �종교학

연구� 16, 1997, 168-175쪽.

244) �祈雨祭謄錄�(규장각 소장본) 冊1, 丙子(仁祖 14年, 1636) 4月 21日; �英祖實錄� 卷79, 英

祖 29年 5月 29日(甲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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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명령이 있기도 했다. 

고전(古典)을 상고하니, ‘한재(旱災)를 불러들이는 것은 오로지 장빙(藏

氷)을 제때에 하지 않고 봄에 뼈를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

제부터 12월 안에 얼음을 저장하고 봄에 마른 뼈를 거두는 것으로써 항

식(恒式)을 삼으라. 또 살곶이[箭串] 목장 안에서 금년에 소와 말이 많

이 죽었으니, 마땅히 해골(骸骨)을 주어다가 목장 밖의 외딴 곳에다 깊

이 파고 묻어 주어야 한다. 후일 행행(行幸)할 때 만약 소나 말의 뼈가 

드러나 있으면, 맡아서 묻은 사람을 논죄할 것이다.245)

비록 ‘고전’에 따른 것이라 말하고는 있지만, 소와 말의 시체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단지 고전에 의해 환기된 것이라고만 보기 힘들다. 또 

엄격매자가 단지 한재만을 염두에 두고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

하다. 전염병이 돌거나 수해를 당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면 조정에서 고례

를 들어 엄격매자를 논의하곤 했는데,246)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조선시대의 국행기우제가 유교적 이념만으로 온전히 뒷받침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다음 절에서는 유교가 

더 이상 국가적 이념으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던 근현대의 강우의례를 사

례로 하여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2. 근현대의 강우의례와 민속신앙 

역사학적으로 한국 근대의 기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

문에, 근대의 강우의례를 논의하는 시기를 명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

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강우의례의 존속여부에 주목한다면 대한제국 

245)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6月 15日(乙亥). “稽諸古典, 召致旱災, 專是藏氷不以時、春不收

骨. 自今十二月內藏氷, 春收枯骨, 永爲恒式. 且箭串牧場內, 今年牛馬多死, 宜拾骸骨, 於場外僻處, 

深掘而埋置. 後日行幸時, 若有牛馬骨暴露, 則所掌埋置人論罪.”

246) �中宗實錄� 卷58, 中宗 22年 2月 24日(辛未); �高宗實錄� 卷11, 高宗 11年 7月 7日(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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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동안에 일어난 큰 변화상의 일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고종이 강제 퇴위된 이후 어지러운 국정 속에서 국행기우제

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기의 국

행기우제에 대한 공식 기록은 고종 재위 기간까지만 발견된다. 그 이후에는 

�순종실록�에 임금의 감상선(減常膳)에 관한 기록이 나타날 뿐이다.247)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강우의례의 사례는 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작

성된 보고서나 몇몇 언론사들이 발행한 신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 해

방 이후 현대의 강우의례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근대읍지�, �한국지리풍속지총서�

등이 있으며, 각종 신문 매체의 기사 및 민속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술

논문도 도움이 된다. 

근현대의 강우의례는 조선시대 국행기우제가 공식 절차를 확립하는 데 

공을 들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의례적 실천을 동원한다는 특

징이 있다. 즉, 강우의례의 형식을 제한하는 국가적 규범이 더 이상 작동하

지 않기 때문에 강우의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적 변이가 선택의 경

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때 어떤 강우의례가 널리 행해

지고 존속하게 되는지, 또 왜 그러한지를 살펴보는 일은 민속신앙의 문화적 

현존 양상의 인과적 조건을 특정한 규범적 원칙 외부에서 찾고자 할 때 중

대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근현대 강우의례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

식으로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유교적 제사 형식, 전문가 동원 형식, 용 관련 

의례, 암장묘굴 등이 있다.

(1) 유교적 제사 형식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사자료 중에서 무라야마 지쥰의 �석전·기우·안택( 

釋奠·祈雨·安宅)�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강우의례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진 강우

의례에 군수나 면장 같은 관료가 제주가 되거나 제관으로 참여하고 명망가

247) �純宗實錄� 卷3, 純宗 2年 6月 27日 陽曆, 7月 6日 陽曆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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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벌가가 독축을 하는 유교적 제사 형식이 빈번하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제사 형식은 21세기 현대의 강우의례 사례에서도 흔히 발

견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심한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행하는 일이 드

물지 않다. 특히 2012년 이래로 몇 년간 닥쳐온 가뭄으로 인해 농사철 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농민단체들만이 아니라 각종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강우의례를 설행했던 사례들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몇 가지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12년 6월 13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남산에서는 장안면 농촌지도

자회 등 6개 농민단체 소속 농민 30여명이 기우제를 지냈다.248)

* 2012년 6월 15일 충남 서산시에서는 5개 농민단체와 함께 기우제를 

올렸고, 6월 22일 충남 괴산군도 진산에서 기우제를 올렸다.249)

* 2013년 7월 31일 제주도의회는 제주시 산천단에서 기우제를 봉행했

다. 기우제 초헌관은 박희수 의장, 아헌관은 안동우 문화관광위원장, 종

헌관은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이 각각 맡았다.250)

* 2013년 8월 5일 새벽 김상오 제주시장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봉에서 

기우제를 봉행했다. 기우제 초헌관은 김상오 제주시장, 아헌관은 전정

택 농협 제주시 지부장, 종헌관은 고호준 제주시 이장단 협의회장이 각

각 맡았다.251)

* 2013년 8월 10일 제주시 산천단 제단에서는 민주당 제주도당과 5대 

종단 지도자들이 가뭄 해소를 위한 합동기원제를 올렸고, 8월 14일에는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252)

* 2014년 7월 29일 경북 의성군 금성면은 해발 513m 금성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신운수 금성면장과 농협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 및 

248) <하늘에 빌고 119 출동해도··· 농심 태우는 가뭄 “7월 되면 정말 비상”>, 《한겨레》, 

2012-06-20.

249) <[마른 하늘 타는 대지] 대책본부 가동·수백억 긴급예산 투입··· 기우제까지>, 《서울신문》, 

2012-06-23.

250) <제주도에 가뭄 계속되자 도의원들까지 나서서 ‘기우제’>, 《경향신문》, 2013-07-31.

251) <김상오 시장, 수산봉에서 기우제 봉행>, 《경향신문》, 2013-08-05.

252) <제주섬이 말라간다>, 《경향신문》,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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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253)

* 2015년 3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단이 기우제를 지내고 

6월에는 강원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오대산 월정사가 기우제를 봉행

했다.254)

* 2015년 6월 6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에서는 노승락 홍천군

수, 허남진 홍천군의회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우제가 열

렸다.255)

* 2015년 6월 16일에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마당바위에서 단양군수 주

관으로 기우제가 거행되었는데, 제문에는 “하늘이시여, 물 부족으로 시

름에 젖은 농민을 위해 단비를 내려주소서”라는 말이 포함되었다.256)

* 2015년 11월 11일 충남 예산군은 오가면 국사봉에서 황선봉 군수가 

제주가 되어 기우제를 거행했다.257)

* 2016년 6월 12일에 강원도 영월군 봉래산 정상에서는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가 내리길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다.258)

* 2016년 8월 16일 전북 정읍시는 단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36년 만

에 열었다.259)

* 2016년 8월 24일 충북 보은군은 신라시대에 축도된 삼년산성에 올라 

동쪽 하늘을 향해 음식을 차려놓고 치성을 올렸다. 이날 기우제는 정상

혁 군수와 고은자 군의장이 초헌과 아헌관이 됐고, 농민대표인 박영하 

농업인단체회장이 종헌을 맡아 정성스럽게 술잔을 올리면서 비가 내리

기를 빌었다. 이보다 앞서 23일 회인명의 발전협의회와 회인향교는 회

인사직단에 모여 비를 염원하는 기우제를 지냈다.260)  

253) <금성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금성산에서 기우제>, 《경향신문》, 2014-07-30.

254) <극심한 가뭄, 대한민국이 타들어간다>, 《동아일보》, 2015-06-12.

255) <[강원]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홍천군 기우제>, 《동아일보》, 2015-06-08.

256) <[설왕설래] 기우제>, 《세계일보》, 2015-06-16.

257) <목마른 충남 예산서 부활한 ‘기우제>, 《경향신문》, 2015-11-11. 

258) <강원 영동지역 등 봄 가뭄 지속, 농작물 생육 차질 우려>, 《경향신문》, 2016-06-13.

259) <폭염에 가축 300만마리 폐사 ‘사상 최대’>, 《문화일보》, 2016-08-16.

260) <“비를 내려주세요”···충남 보은군 삼년산성서 기우제>, 《세계일보》,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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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가 유교제사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헌관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나 기우제가 거행되는 상황을 찍은 사진 자료를 보면 이

러한 현대 한국 사회의 강우의례들이 대체로 유교제사 형식의 절차들을 포

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민속신앙에서 유교제사 

형식이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우의례의 형식이 조선시대 이래의 정교한 유교 관념 체계

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첫째, 현대 강우

의례를 위해 유교적 관념이 직접적으로 참조되고 있는 경우는 잘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한 형식이 조선시대의 문화적 관성과 무관하지 않

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강우의례 역시 유교 관념에 의해 완벽하게 뒷받

침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강우의례에서 유교제사 형식

이 갖는 적합성은 유교 관념의 차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현대 강우의례의 형식적 요소로서 음식을 진설하고 축을 읽고 절을 하

는 등의 유교적 제사 형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의례적 전형을 형성한 유교적 제사 형식은 특정한 종교를 표방하지 않는 대

부분의 의례적 실천에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형식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적 형식의 문화적 성공은 유교적 이념의 문화

적 성공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례적 실천의 일반화된 형식으로서의 유

교적 제사는 고유한 유교적 관념이나 규범적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유교적 제사 형식은 특정한 종교

적 관념이나 규범이 없이도 어떤 맥락에서든지 실천될 수 있는 의례적 실천

의 형식적인 템플릿(template)으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유교적 제사 형식의 매우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의례의 집전을 담당

하는 사람의 종교적 전문성을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물

론, 사회적·정치적 엘리트나 가정의 수장 등이 의례적 실천에서 제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중대한 흠결이 없는 성인 남성만이 그 후

보자가 될 수 있다는 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이 유교적 

제사의 집전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종교적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

은 아니다. 유교적 제사에서 개인의 제관으로서의 자격은 꽤 유동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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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개인의 사회적·정치적 지위가 변하거나 제사의 시행단위나 규모가 바

뀔 때 제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 역시 변경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제관의 자격이 종교적 전문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교적 제사의 

형식이 다양한 종류의 의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는 더 이상 성리학적 이념에 기초하지 않는 근현대의 강우의례의 많은 사

례들이 유교적 제사 형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교적 제사는 제사의 대상이나 성격이 다른 경

우에도 그 기본적인 형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전통적인 

유교 제사에서는 제사의 대상이나 성격에 따라 진설되는 제물의 종류, 제관

의 지위와 수, 음복 절차의 유무, 절을 하는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르게 규정된다. 그러나 제물을 진설하고 축을 읽고 절을 하는 등의 전체적인 

기본 틀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유교적 제사 형식은 대상 

신격의 차이나 의례의 목적의 차이를 불문하고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상 신격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강우의례를 위해 이러한 유교적 제사 형식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의례 형식으로서 강력한 적응력

을 갖고 존속하게 된다.

근현대 강우의례에서 이러한 유교적 제사 형식은 지역이나 집단을 불문

하고 매우 흔히 나타나며 지속하고 있다. 근현대 강우의례에서 유교적 제사 

형식의 빈번한 채택은 사람들이 유교적 관념에 기반을 둔 의례적 실천을 지

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형식이 획득한 일반적 적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

는 것이 적절하다. 즉, 유교적 제사 형식이 의례의 주체, 성격, 대상 신격 등

에 구애됨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유교적 사상이나 이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의례적 구상과 실천에 드는 추가적 노력 없이 시행 가능한 

효율성을 유교적 제사 형식이 제공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유교

적’이라는 수식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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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례 전문가 동원 형식

근현대의 강우의례가 유교적 제사 형식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유교적 

제사 형식의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무당이나 맹인 독경승과 같은 종교적 의

례 전문가가 동원되는 강우의례의 사례들 또한 매우 흔하게 조사되고 있다. 

사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국행기우제에서도 무당, 맹인, 승려 등의 의례 전문

가들이 일익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국행기우제가 관료 중심의 

국가의례로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종교적 전문가들의 참여는 점차 줄어들

게 되었고, 결국 숙종 30년에 확립된 국행기우제의 12제차에서는 완전히 배

제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강우의례 상황에서는 의례 전문가

들의 역할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다

양한 강우의례들에서 그러한 실례를 찾을 수 있다. 

종교적 의례 전문가가 동원되는 강우의례의 경우는 적어도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사찰이 주관하는 기우법회와 같이 특정 종교 

전통의 의례적 실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다.261) 둘째는 특

정 지역의 관민이 주축이 되어 행해지는 강우의례에서 승려나 무당 등 의례 

전문가들에게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의례적 

실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유교적 제사 형식의 특징과 구분된다.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유형의 사례들은 유교적 제사 형식과 종교적 의례 전문가의 참여를 병행하

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근현대 강우의례에서 흔히 채택되는 유교

적 제사 형식이 견고한 유교적 이념의 의례적 구현을 목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교적 제사 형식의 채택이 접근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강우의

례의 요소로서 적합성을 갖게 된다면, 의례 전문가의 동원은 의례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그 적합성의 요인이 된다. 동원되는 의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단지 무당이나 맹승이라는 개인의 자격만이 아니라 영험성에 관한 

평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261) <祈雨祭 曹溪寺서>, 《동아일보》(1958. 6. 25), 3면 참고.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조계사에

서는 6월 23일 오후 3시부터 기우제를 많은 불교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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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우의례에서 종교적 의례 전문가들은, 비록 예외적인 경우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문성이 요청되는 특정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동

원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강우의례에서는 유교적 제사 형식과 무당

이나 독경승의 참여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실제로 근현대 강

우의례에서는 특히 유교적 제사 형식에 무당의 굿거리와 무악, 그리고 맹인 

혹은 승려의 독경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합 형태의 강우의례가 널리 퍼지고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유교의 제사 형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집단적으로 행

해지는 의례의 기본 요건을 비교적 용이하게 갖출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7장과 8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게 되겠지만, 유교 제사 형식은 의례의 대상과 의례의 주체가 맺는 상호 

교환 관계를 환기시킨다고 하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유교의 제사 

형식은 한 번에 완결되는 의례보다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에 보다 적

합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유교적 제사 형식은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추

구하는 긴박감을 바탕으로 하는 강우의례에서는 최적의 형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무당의 무가와 맹승의 독경은 유교적 제사 형식의 강우의

례에 부족한 적합성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교적 제사 형식은 유

교적 이념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당과 맹승의 참여는 종교적 

관념 차원에서 중대한 일관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례 형식

의 접합은 의례 주체의 의도와 전략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도되는 의례의 다양한 변이들 가운데 결과적으로 오래 생존하고 널리 분

포하게 된 변이들이 갖게 된 일반적인 특징의 하나라고 보는 편이 보다 적

절할 것이다.     

(3) 용 관련 의례

유교적 제사 형식이나 전문가 동원 형식 외에도 매우 빈번하게 보고되는 

근현대 강우의례의 형태는 용 관련 의례이다. 동아시아에서 용은 강우행위

자 관념으로서 가장 문화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표상 중의 하나다. 특히 

용의 형상이나 특징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지식은 그것을 환기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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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다양한 의미를 향유하고 복잡한 정서적 반응을 갖게 해주는 측면

이 있다.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강우행위자로 간주하는 이러한 관념은 단

지 전근대사회에만 널리 퍼져 있던 것은 아니며 근현대 강우의례에서도 다

양한 형태의 실천을 통해 환기되고 있다. 흙이나 모래로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의례를 행한다든지, 용의 그림을 그려 걸어 놓고 물을 뿌리며 비를 구

하는 형태의 강우의례는 드물지 않게 보고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용의 거소

로 여겨지는 특정한 장소에서 물속의 잠룡을 대상으로 특정한 의례적 행위

를 함으로써 강우를 기대하는 의례적 실천들도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다.   

사실, 유교적 제사 형식과 의례 전문가의 동원이 함께 나타나는 강우의례

들 가운데에는 사해용왕을 부르는 굿거리나 용왕경 독송처럼 용과 관련한 

의례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유교적 제사 형식의 채택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갖는 것과 유사하게, 전문가의 동원이나 용과 관련된 의

례적 요소의 개입은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의례의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무라야마 지쥰이 조사한 경남 창원(昌原)과 경북 선산(善山)의 기우제는 

유교식 제사 형식, 종교적 전문가 동원 형식, 용 관련 의례 형식 등이 복합

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먼저, 경남 창원에서는 군수가 제주를 맡아 기원을 하고 지역의 명망가가 

독축관이 되어 축문을 읽으며 돼지, 밥, 과일, 술 등의 제물을 진설하고 축문

을 태우는 등 유교적 제사의 형태를 가지면서도, 무녀가 기우가를 부르고 춤

과 음악을 연행하며 맹승이 용왕경을 독송하는 등의 절차가 포함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토룡(土龍)을 만들어 강우의례를 행했다고 한다. 제장은 천주산

(天柱山), 팔룡산(八龍山), 백옥산(白玉山) 등의 산꼭대기인데, 이중에서 팔

룡산 꼭대기에 흙으로 3~4척의 용 형상을 두 개 만들어 각각을 청룡과 황룡

이라 하며 성역을 표시해두기도 했다.262)

또 과거 경북 선산에서는 유교적 제사 형식의 산천기우와 무당, 맹인, 승

려를 동원하고 토룡을 만들어 기우하는 조룡고사(造龍告祀)의 접합 형태로 

강우의례가 행해졌던 사례도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먼저 마을의 진산인 

262) �釋奠·祈雨·安宅�, 조선총독부, 1938, pp.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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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산(飛鳳山), 구미의 금오산(金烏山), 이매연(鯉埋淵) 등에서 산천기우를 

거행하는데, 이는 군수가 제주로서 초헌관을 맡고 지방의 문벌가들이 아헌·

종헌·독축·집례 등을 맡는 유교식 제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산천기

우로 효험이 없으면 조룡고사가 행해졌다. 천변으로 시장을 옮기고, 도로에 

커다란 토룡을 만들어 놓고 무당, 맹인, 승려를 동원하여 기우하는데, 용의 

머리 부분에서는 무당이 사해용왕에 대한 기우가를 부르고, 용의 몸통 부분

에서는 맹인이 독경을 하고, 용의 꼬리 부분에서는 승려의 무리가 불화를 걸

어놓고 염불을 했다고 전해진다.263)

용소(龍沼)를 오염시키는 방식의 기우법 역시 근현대의 강우의례에서 흔

히 보고되는 형식이다.264) 예를 들면, 개를 도살하여 용의 거소로 여겨지는 

제장에 그 피를 뿌리고 시체를 던져 넣는 행위,265) 용소에서 닭을 잡아 씻으

면서 더럽히는 행위나 여인들을 동원해 용소의 물에 몸을 씻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266) 이러한 의례적 실천들은 ‘용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용

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용의 그림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용을 대체

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잠룡기우(潛龍祈雨)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잠룡기우에 대한 주된 해석은 용소에 숨어있는 용을 유인하거나 위협하거나 

자극하여 움직이게 함으로써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267) 그러나 이러한 

실천에 대한 해석은 의례의 향유주체들에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강원도 

홍천지역의 현대 강우의례에 대한 한 연구는 이런 부류의 강우의례를 행하

는 향유주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의례가 용소에 형성된 부정을 씻어내

기 위해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268)  

263) 같은 책, pp. 85-87.

264) 최종성, ｢國行祈雨祭와 民間祈雨祭의 비교연구: 시체처리와 제물처리를 중심으로｣, �宗敎學

硏究� 16,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7, 191-194.

265) �釋奠·祈雨·安宅�, pp. 96-97.

266) 박관수, ｢홍천 지역 기우 풍속의 존재 양상: 홍천강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53

집 2호, 2014, 119쪽.  

267)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168쪽. 

268) 박관수, 앞의 글,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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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장묘굴

암장묘굴(暗葬墓掘)은 암장된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폭로(暴露)함으로써 

비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암장묘굴과 관련된 기록은 1871년에 완

결된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나오는 언급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되며,269) 그 외에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이후의 자료에서 발견된다.270)

근현대에 보고된 강우의례의 사례 중에서 길지에 암장한 묘를 파헤침으로써 

비를 얻고자 하는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이는 그만큼 흔히 행

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조사한 조선총독부 자료에는 기우제 제장 부

근에 암장하거나 산신이 거하는 명당에 암장을 하면 가뭄이 든다는 관념에 

따라 여러 지방에서 암장된 시체를 발굴하는 일이 흔히 일어났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 이러한 암장묘굴은 조선시대나 근현대에서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였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조사된 자료들에

는 종종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고 주모자들이 체포되었던 사례들이 보고

되기도 했다.271)    

�동아일보� 등 신문 매체에서도 기우행위로서 행해진 암장묘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발견된다. 1938년 8월 경남 거창(居昌)에서는 묘지를 발굴하면 

비가 온다는 관념에 따라 부녀자 이십여 명이 마을 사당 뒤에 수십 년 전부

터 암장되어 있는 고분을 파헤쳤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고 이 소식이 경찰

서에 알려져 주모자를 포함 총 여덟 명이 체포된 일이 있었다.272)

비를 구하기 위해 행해지는 암장묘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이자 ‘미신’으

로 보는 비판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고 행해

269) 최종성, ｢國行祈雨祭와 民間祈雨祭의 비교연구｣, 175쪽.

270) 암장묘굴과 관련된 기록은 �釋奠·祈雨·安宅�, 조선총독부, 1938; �韓國民俗綜合報告書�, 문

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韓國口碑文學大系�,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

러 신문매체들에서 찾을 수 있다. 

271) �釋奠·祈雨·安宅�, 84, 91-92쪽 참조.

272) ｢婦女作黨掘墓｣, 《동아일보》(1938. 8. 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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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사례도 있었다. 1938년 8월 경남 단성(丹城)에서는 사십여 일이나 한

발이 계속되어 흉작이 예상되었다. 기우제를 지내는 곳에 묘를 쓰면 비가 안 

온다는 관념에 따라, 며칠 전에 기우제를 지냈던 백마산(白馬山)에 산사부락 

십여 마을의 농민 700~800여 명이 운집해서 창과 괭이로 모든 산을 찌르며 

다녔는데 마침 한 곳에 암장한 묘가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경찰 당국에 암장

분묘 발굴원을 제출하고 허가되기를 기다렸다가 이틀 후에 당국의 허가에 

따라 해당 암장묘를 발굴했다.273)   

이처럼 특별하게 여겨지는 장소에 암장한 묘를 발굴하는 일이 단지 근현

대의 민간에서만 행해졌던 것은 아니다. 비록 강우의례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에도 국가적 길지에 암장한 사례가 발견되면 임금이 명하

여 파내어버리는 일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영조 40년(1764)의 일로서, 백

성 하나가 정릉의 금표 안쪽에 암장을 했다가 임금이 명하여 시체를 파내도

록 한 경우도 있다.274)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조선시대 

국가에 의해 암장묘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오히려 밖으

로 드러난 백골과 사체를 묻어주는 엄격매자의 실천이 보다 주를 이루었다

고 볼 수 있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살펴본 조선시대의 강우의례와 근현대 강우의례의 몇 가지 

형태들은 모두 전적으로 특정한 종교전통의 교리적 신념이나 의례적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뭄이라는 현실적 위기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의례적 반응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

다고 해서 이러한 부류의 강우의례들에서 어떠한 종교적 관념이나 의례적 

규칙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도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관념이 환기되며,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력하게 작

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우의례가 독특한 전승양식을 획득하면서 문화

273) ｢丹城서도 掘墓騷動｣, 《동아일보》(1938. 8. 15), 4면.

274) �英祖實錄� 卷103, 英祖 40年 3月 5日(丙辰). “有一民, 潛葬于貞陵禁標內者, 憲臣韓必壽以爲

言, 上命京兆郞往驗之, 果然命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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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오래 존속하고 분포하는 일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물론 모든 관념과 

실천과 전승이 그러한 문화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시적인 교리적 신념이나 의례적 규범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사람

들이 그러한 관념, 실천, 전승을 향유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류의 관념, 실

천, 전승이 문화적 성공을 거두는지, 그 성공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

을 수 없다. 다음부터 이어지는 세 개의 장들에서는 이번 장에서 언급한 강

우의례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민속신앙적인 관념, 실천, 전

승의 인지적 기반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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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민속신앙 관념의 인지적 기반

2장에서 4장까지 본고는 민속신앙의 논의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본

고의 접근방식을 ‘자연주의’로 표방하면서 인지종교학의 표준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했다. 5장

에서는 민속신앙에 대한 본고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참조하게 될 강우의례에 

관한 종교사적 자료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본고는 지금까지의 논

의를 바탕으로 하여 민속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을 가능하게도 하고 제한도 

하는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에 대해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적 관념에 대한 것이다. 수많은 강우의례에서 반

복적으로 환기되는 특정한 관념들이 있다. 비를 내리게 하는 특정한 인과체

계에 대한 관념들, 혹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나 정령 혹은 동물 등 

특별한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들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그 모든 관념들

이 오래 지속하고 널리 퍼져 문화적인 분포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

라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성공적인 

관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러한 관념들은 어떤 인지적 과정을 통해 사

람들의 마음속에 환기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본고는 진

화심리학과 인지과학의 고전적인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민속신앙의 관념

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제약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의 가설적

인 설명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관념들

(1) �황금가지�의 사례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1854-1941)는 �황금가지

에서�에서 세계 곳곳의 수많은 강우의례들에서 발견되는 주술적 관념에 대

해 열거한 바 있다.275) 그는 공감주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많은 강우의례

의 사례들을 제시했지만 그의 작업 속에서 우리는 공감주술적 관념(동종주

275)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황금가지� 제1권, 박규태 역주, 을유문화사, 2005, 183-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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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감염주술)만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 놓인 두 가지 관념들이 반

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

는 특정한 절차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관념이고, 둘째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특수한 행위자(agent)가 존재한다는 관념이다. 

프레이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특정한 절차의 행위에 초점을 집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한 절차들 속에서 특히 동종주술(모방주술)의 요소

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강우의례에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물이나 피를 뿌려 비를 모방하거나, 머리카락을 뽑아 공중에 뿌리든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음식을 먹든지 검은 색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먹구

름을 흉내 내거나, 마차를 흔들어 천둥소리를 내거나, 불꽃을 날리면서 번갯

불을 모방하는 일 등은 명백히 동종주술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데 프레이저가 열거한 모든 사례들은 특정한 절차를 따르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례들에서 이러한 동종주술의 관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동종주술의 관념으로 해설되지 않는 다양한 행위들에 대

해서는 단지 묘사만을 할 뿐 대안적인 해석은 대체로 유보하고 있으며, 단지 

만약 그 행위가 특정한 신적 존재에 탄원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주술보다는 

종교에 가깝다는 논평을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프레이저가 제시한 

강우의례 사례들이 보여주는 보다 일반적인 특징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특정한 절차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관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이저가 열거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일반적인 특징은 강우의

례에서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특수한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반

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 관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그러한 관념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강우의

례를 실천하는 행위자로서 주술사, 소년, 소녀, 여성, 청년, 장로, 노파, 성자 

등등이 있는데, 이들이 특정한 행위를 정해진 절차를 따라 행하면 비가 내린

다고 여겨진다. 둘째, 의례적 실천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로서 신(신상), 성인

(성인상), 쌍둥이, 조상, 시체, 파랑새, 뱀, 두꺼비, 개구리, 용(용신상) 등등

이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주술사들은 비록 비를 내리는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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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마음먹기만 하면 비가 절로 내릴 것이라 여겨

지지는 않는다.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그들 역시 특정한 행위들을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만 한다. 이는 소년, 소녀, 여성, 청년, 장로, 노파, 성자 등 의

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다. 사실상 이들은 비를 내리

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기 힘들다. 그들은 비를 내리기 

위해 행하는 절차상 요청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유형의 행위자

들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특정한 절차의 행위가 있다’는 관념에 의해 

더 잘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존재들은 직접 어떤 절차를 따라 의례를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러한 의례적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은 

이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제물을 바치거나 탄원을 하고 위협을 하거나 폭력

을 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비를 내리도록 하려고 애쓴다. 이 유형의 행위

자들은 스스로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강우 행

위자’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특수한 행위자가 

있다’는 관념에 의해 매끄럽게 정의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프레이저가 제시한 강우의례의 다양한 사

례들에서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특정한 절차의 행위가 있다’라는 

관념과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특수한 행위자가 있다’라는 관념이 반복적

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관념은 모든 강우의례에 적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단지 빈번하게 반복되는 관념이라기보다는 모든 강우의례가 행

해지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강우의례들

을 구분해서 살펴보게 해주는 준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반면, 두 번째 관념

은 모든 강우의례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꽤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는 점에서 강우의례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게 해주는 준거로 사

용될 수 있다. 즉, 강우의례는 강우 행위자 관념이 환기되는 의례와 강우 행

위자 관념이 환기되지 않는 의례로 구분될 수 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특정한 절차의 행위가 있다는 관념이 강우의례

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라고 할 때, 강우 행위자 관념이 환기되는 의례는 특

정한 절차의 행위를 수행하는 일이 어떤 강우 행위자를 움직여 비를 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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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는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우 행위자 관념

이 환기되지 않는 의례에서는 특정한 절차의 행위가 어떻게 강우력을 갖는

다고 여겨지는 것일까? 프레이저는 이에 대해 공감주술 그중에서도 동종주

술의 관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술의 관념이 강우 행위자 관념

이 환기되지 않는 의례의 모든 사례에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프레이저가 

제시하고 있는 강우의례의 사례에서도 동종주술의 관념은 모든 경우에 적용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어진 사례들만으로는 완

전하게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류학적 조사에서 빈번

히 보고되듯이 의례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그 의례를 전승

하고 있는 주체들조차 명시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은 단지 

‘조상이 행한 의례’를 따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으

로서는, 강우 행위자 관념이 환기되지 않는 의례는 특정한 절차의 행위가 비

를 내려준다는 기본적인 관념이 특정한 종류의 ‘비행위자 강우 원리’에 대한 

관념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만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2)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경우

이제 강우 행위자 관념이 환기되는 의례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진

전시켜보자. 프레이저의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강우 행위자 관념

에 주목할 때 우리는 강우 행위자 관념이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신(신상), 성인(성인상), 쌍둥이, 조상 등 <사람> 범주의 

강우행위자 관념과 파랑새, 뱀, 두꺼비, 개구리, 용(용신상)와 같은 <동물> 

범주의 강우 행위자 관념이다. 강우 행위자 관념이 두 범주를 포함하게 되는 

이유는 행위자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지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위에서 신과 용을 각각 사람 범주와 동물 범주로 구분하

게 되는 이유는 신에 대한 관념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대부분 만족

시키며, 용에 대한 관념이 동물에 대한 직관을 대부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우의례에서 이러한 <사람> 범주의 강우 행위자 관념과 <동물> 

강우 행위자 관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프레이저 자료가 갖는 독특

한 특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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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자. 만약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두 범주의 강우 행위자 관념이 인지적으

로 제약된 우리의 직관적 지식 및 추론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또한 민속신

앙의 한 양상일 수 있을 것이다. 민속신앙의 일반성을 재고하고 그 일반성의 

토대가 되는 엘리트와 민중의 공통된 인지적 기반을 가정할 수 있다면, 조선

시대 국행기우제와 관련한 역사자료들 속에서 언급되는 의례요소들에도 민

속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시대 기우제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관념들이 어떤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기우제 제차들에 

반영되어 있는 믿음과 관념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한국의 기우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검토되

어왔다.276) 그 자료들은 한국 고대사회로부터 근현대까지를 망라하고 있으

며 한국 기우제의 형태적 특성과 절차, 한발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다양한 

사회계층과 지역민들의 실천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여기서는 그 

자료들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조선시대 국가의례로서의 기우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참고해 몇 가지 내용을 선택적으로 검토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 중에서 이욱의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2009)와 

최종성의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2002)는 비록 기우제만을 다루로 있

는 것은 아니지만 기우제와 관련한 기록된 역사자료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

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욱의 연구는 국행기우제를 이해하는 

핵심준거로서 기우제 제장의 확립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기우제 절차의 

기본요소들도 검토하면서 이 논의를 국왕의 친행기우에까지 확장시키고 있

276) 검토되어 온 기본 사료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 �기우제등록�(규장각 판, 장서각 판), �동문선�, �동국이상국집�, �목민심서�, �국조

오례의�, �국조속오례의�, �조선경국대전�, �사송유취�, �수교집록�, �속대전�, �대전통편�, �춘

관지�, �백헌총요�, �추관지�, �육전조례�, �은대조례�, �대동야승�,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

도서�, �오주연문장전상고�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그 외 �한국문집총간�에 실린 문집들과 기

타 문집들, 조선총독부자료로서 이마무라 도모의 �풍속관계자료촬요�, 무라야마 지쥰의 �석전·

기우·안택�, 1960년대 이후의 기우관행과 전승담이 실린 �한국민속종합보고서�, 그리고 �한국

구비문학대계� 및 �한국근대읍지�, �한국지리풍속지� 등에 수록된 자료들 그리고 각 지방의 군

지 및 읍지가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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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에서 이욱의 연구는 조선시대 기우제를 국가의례의 차원에서 전반

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최종성의 연구는 

국행기우제의 예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주로 다룬다. 특히 그의 연구는 국행

기우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무속적인 민속종교277) 차원과 유교적인 공식종

교 차원의 역동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점에서 최종성의 연

구는 국행기우제를 조선시대 종교문화의 한 양상으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욱에 따르면 조선전기 국행기우제의 최대 관건은 비를 일으키는 신들

을 찾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신들은 새로운 공간을 제장으로 삼는 과정을 통

해 구체화될 수 있었다.278) 조선의 위정자들에게는 새로운 왕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하여 고려시대의 주요 기우제장을 대신할 새로운 기우공간을 찾아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성종실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선조의 초기 국가의례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당시 예조에서 마련

한 기우의례의 아홉 가지 의례 총목으로서 ‘기제(祈祭)279), 설초(設醮)280), 

침호두(沈虎頭), 사문분향(祀門焚香)281), 석척기우(蜥蜴祈雨), 오방토룡제(五

方土龍祭), 화룡제(畵龍祭), 개북문폐남문(開北門閉南門), 물격고(勿擊鼓)’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욱은 이 의례항목들이 유교, 도교, 음양오행, 용신앙 

등의 전통적 근거를 지니고 있으며, 의례의 ‘태도’에 근거하여 ‘기고의례’와 

‘조작의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82)

277)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13-16쪽, 특히 각주 2번 참조. 최종성에게서 ‘민속종

교(popular religion)’는 ‘공식종교(official religion)’의 대립개념으로서 조선시대처럼 국가권력

이 종교제도를 통제하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때 고유한 용법과 의미를 갖게 된다. 

278)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136쪽.

279) �국조오례의�에 포함된 종묘, 사직, 북교, 한강, 삼각, 목멱, 풍운뇌우, 우사(雩祀) 등의 기고

(祈告).

280) 도교의 신격인 태일(太一)과 뇌성보화천존(雷聲普化天尊)에 대한 기초(祈醋).

281) 각 집에서 지내는 대중 기우제의 하나. 동중서의 사철 기우법에 따른 것으로 세종 18년에 

정식화되었다. 이욱, 앞의 책, 150쪽 각주 6번 참조. 여기서 이욱은 대중 기우의 다른 양식으

로 여염병유(閭閻甁柳)도 언급한다.  

282) 이욱, 앞의 책,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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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종대 기우 요건 (이욱의 분류)

한편, 최종성은 조선조 국행의례의 예제 정비과정에 따라 기존의 국행기

우제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무속적 요소가 유교적 엘리트들에 의해 어떻게 

배제되어 갔는지를 추적한다. 이는 고전종교의 이념과 예제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근본적인 문제, 즉 엘리트의 종교적 이상과 대중의 종교

적 정서의 분리라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다.283) 이런 목적에 따라 

그의 연구는 기우제의 ‘무속적 의례화’와 ‘유교적 의례화’ 간의 역사적 과정

을 비교하게 된다. 조선조 국행기우제는 결국 숙종 30년(1704)에 12제차로 

예제가 확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당으로 대표되던 기우전문가의 의례참

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국가의 관리들을 중심으로 기우제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284) 확정된 의례절차는 풍운뇌우산천, 우사, 종묘, 사직, 북교 등의 기고

제와 상룡기우(화룡, 토룡), 대룡기우(석척), 잠룡기우(침호두, 진암분시) 등

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최종성은 이때 확립된 기우예제를 크게 ‘기고제’와 

‘기우제룡’이라는 두 가지 의례방식이 연속성을 가지고 결합한 형태라고 정

리한다.285)

283) 최종성, 앞의 책, 19쪽.

284) 같은 책,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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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숙종대 국행기우제 (최종성의 분류) 

위의 두 연구는 국행기우제의 예제를 ‘기고의례’와 ‘조작의례’ 혹은 ‘기고

제’와 ‘기우제룡’으로 간단히 구분하여 정리했다. 두 가지 구분법은 각각 성

종대와 숙종대 기우제차의 실천형태들을 아우르고 있고, 일정한 기준에 의

해 분류되어 있다. 사실 두 시대 사이에는 많은 변천 과정이 있어 다양한 의

례요소들이 드나들긴 했지만, 대강의 전체를 포함하면서도 비교적 간단명료

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두 구분법을 활용한다면 국행기우제의 관념적 요소 

특히 기본적인 믿음의 형태를 대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구분법을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기고의례’와 ‘조작의례’ 혹은 ‘기고제’와 ‘기우제룡’과 같은 분류는 조선

시대 국행기우제의 의례적 요소에 대한 주석으로서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각 의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환기되었던 믿음 등 관념적 요소에 대

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참여자들이 실제로 떠올

리는 관념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관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분류법을 절충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믿음

285) 같은 책,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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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적 요소들을 대상화함으로써 강우의례의 관념적 요소에 접근해보고

자 한다. 사변적, 이념적, 규범적 해석들을 걸러내 최대한 단순한 상태로 묘

사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만을 남겨볼 것이다. 

또한 두 가지 분류법은 그 분류 기준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엄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욱은 자신의 분류가 이른바 의례에 임하는 ‘태도’를 기준

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86) 즉 힘을 가진 존재의 도움을 간청하려는 

것인지[기고의례], 특정한 힘을 가진 존재를 자극하거나 그 힘을 직접 제어

하려는 것인지[조작의례]를 준거로 둔 것이라는 말인데, 사실 각 제차의 항

목만으로 그러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이른바 조작의례에 속하는 용신제에서도 강우력을 지닌 용에게 호소하는 제

문이 사용되는 일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성의 분류 역시 국행기우

제의 주요제차를 다양한 대상에 대한 기고제와 용을 부리고자 하는 기우제

룡으로 유형화한다. 그런데 이 분류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이 분류가 결과적으로 여염병류, 폐남문개북문, 천시 등 실제로 숙종대 국행

기우제 12제차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배제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가지 분류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을 보완해 이해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앞에서 제시된 두 개의 분류를 합쳐서 정리해보면 그 내

용이 대체로 겹쳐진다. 다만 이욱에 의해 기고의례와 조작의례로 구분된 성

종대의 의례요소 중에서 숙종 30년에 정례화된 12제차에서 빠지거나 최종

성이 제시한 ‘기고제’와 ‘기우제룡’의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설초(設醮), 사문분향(祀門焚香), 개북문폐남문(開北門閉南門), 

물격고(勿擊鼓) 등의 의례들이다. 설초는 고려 시대 이래로 이어져 온 도교

식 초제(醮祭)를 지내는 것을 뜻한다. 초제는 이욱의 분류에서 기고의례로 

분류되었듯이 그 의례형태만으로 볼 때 ‘기고제’에 어렵지 않게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교적 관념의 구체성으로 인해 숙종대 국행기우제

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성에 있는 각호의 문에 제사하고 향을 

피우는 사문분향 역시 기고제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숙종 30년의 국

286) 이욱, 앞의 책, 141-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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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우제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북문폐남문, 물격고는 숙종대의 여

염병류나 천시와 마찬가지로 ‘기고제’와 ‘기우제룡’로 이루어진 최종성의 분

류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욱이 분류한 본래의 항

인 ‘조작의례’ 항목에 남겨두고, 숙종대의 12제차에 포함되었지만 최종성의 

분류에서 빠진 항목들인 여염병류와 천시 등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면 의례요소들은 ‘기고제’, ‘기우제룡’, ‘조작의례’ 등 세 가지로 다시 분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과 재분류를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국행기우제 절차의 통합과 재분류

이제 새로 분류한 세 가지 항목을 보자. 기고제와 기우제룡이 비를 내릴 

수 있는 특정한 존재를 가정하여 가뭄의 상황을 고하거나 그 존재를 자극하

는 방식으로 비를 구하는 의례라면 조작의례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명시적 

지시 없이 비를 내리게 하려는 의례적 실천이다. 즉, 기고제와 기우제룡은 

특정한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과 연결된 의례이며 조작의례는 강우 행위

자를 가정하지 않는 특수한 강우 원리 즉 ‘비행위자 강우 원리’에 대한 관념

과 연결된 의례이다. 따라서 기고제, 기우제룡, 조작의례 등 세 가지 범주의 

의례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관념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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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고제와 기우제룡의 관념 ⇒ “강우 행위자가 있다.”

2. 조작의례의 관념 ⇒ “비행위자 강우 원리가 있다.” 

기고제
강우 행위자 관념

기우제룡

조작의례 비행위자 강우 원리

<표 7> 강우의례의 기본 관념 1

그런데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과 연결되는 의례들은 그 직관적 수준에

서 명백히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비를 내리게 하는 행위자가 인격적 존재를 

환기시키는지 아니면 다만 동물을 환기시키는지에 따라 그 강우 행위자에 

대한 직관적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우 행위자가 인격적 존재

로 환기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존재라는 직관이 작동하지만, 그 강우 행위자가 동물, 특히 야생의 동물로 

환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불투명해진다. 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과 그 외의 동물에 대해 

가지게 되는 우리의 직관과 모순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다

른 사람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도

록 하기 위해 부탁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강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

이 아닌 야생의 동물과는 원활한 사회적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물을 움직이게 하려면 먹이

로 유인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렵지 않

게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부류의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을 구분

해 볼 것을 요청한다. 강우 행위자를 사람과 동물에 대한 직관적 기대가 반

영된 인격 행위자와 동물 행위자로 구분한다면 앞서 제시한 기본적인 관념

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된다. 



- 172 -

1. 인격적 강우 행위자 관념

2. 동물적 강우 행위자 관념

3. 비행위자 강우 원리 관념

기고제
강우 행위자 관념

<사람>PERSON

또는 

<동물>ANIMAL기우제룡

조작의례 비행위자 강우 원리 관념

<표 8> 강우의례의 기본 관념 2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우 행위자 관념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직

관적 기대가 대부분 만족되는 가운데 ‘비를 내리는 존재’라고 하는 특수한 

정보가 부가되어 있는 형태다.

반면 세 번째 비행위자 강우 원리의 관념은 특정 부류의 인과적 법칙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다. 이를테면 강우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 음양오행론

이나 이기론과 같은 전통적 지식, 혹은 주술적인 테크닉과 관련된 지식과 같

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287) 이러한 지식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직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거나 

학습을 통해 알게 된다. 이러한 지식은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소

통할 수 있지만 충분한 인지적 노력과 반복적인 환기가 따르지 않는다면 쉽

게 망각될 수 있다. 비행위자 강우 원리의 이러한 특징은 사람이나 동물에 

287) 주술적인 테크닉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주술의 원리로 언급

되는 소위 ‘관념연합’은 비교적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도 꽤 쉽게 환기되는 암묵적인 지식의 특

징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술적 사유의 인지적 적합성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로, 덴마크의 인지종교학자 예스퍼 쇠렌센(Jesper Sørensen)은 주술

의 인지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담은 책을 출판한 바 있다(Jesper Sørensen, A Cognitive 
Theory of Magic, Lanham: AltaMira Press, 2007). 그의 작업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 

역시 별도의 지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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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직관적 지식이 작동하는 강우 행위자 관념이 많은 인지적 노력을 필요

로 하지 않으며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환기된다는 점과 분명하게 차별되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강우 행위자 관념과 비행위자 강우 원리 

관념은 그 문화적 분포의 메커니즘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강우의례에서 환기되는 관념적 요소를 강우 행위자 관념과 비행

위자 강우 원리 관념으로 분류할 때,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에서 비롯하는 

민속신앙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은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비행위자 강우 원리에 대한 관념은 일차적

인 직관과는 다른 부류의 인지적 과정인 메타표상이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 사람 vs. 동물: 강우 행위자 관념의 유연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강우 행위자 관념은 강우 행위자의 가능태

를 인물적 양태 혹은 동물적 양태로 환기한다. 이는 행위자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우선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우의례

에 대한 민속신앙적 관념에 대한 인지적 설명은 인물적 양태의 신이나 정령

만이 아니라 동물적 양태의 초자연적 행위자까지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과 관련된 기존의 인지적 이

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트 거스리(Stewart Guthrie)는 우리의 인지체계가 작동하는 방식

의 결과로서 초자연적 관념의 의인주의(anthropomorphism)를 언급했

다.288) 그는 의인주의적 경향이 종교적 관념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적 관념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사람’의 양태를 갖고 있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거스리의 주장은 인지종교학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참조되는 

이론적 가설 중의 하나이며 종교적 관념에 대한 인지적 연구를 표방하는 다

288) Stewart E. Guthrie, Faces in the Clouds: A New Theor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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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구자들의 작업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강우의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종교적 관념으로 간주되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관념이 반드시 ‘사람’의 양태를 지향하는 것만은 아니

라는 것이다.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거스리의 

의인주의적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해준다. 보이어에 따르면, 신과 정

령에 대한 종교적 관념은 단지 인간적 특징 일반을 지닌 초자연적 존재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닌 초자연적 존재, 즉 사건을 지각하고 생

각과 기억과 의도를 갖고 있는 초자연적 행위자를 표상한다.289) 즉, 사람들

이 초자연적 행위자에게 투사하는 인간적인 특징은 음식을 먹거나 점차 늙

어가는 것과 같은 것들보다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특성은 배타적으로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

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기대 역시 동물이라는 존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을 지각하고 반응한다는 것을 포함하며, 어떤 목표를 갖거나 계획을 세워 행

동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즉, 직관적인 심리학적 추론 즉, ‘민속심리학(folk 

psychology)’은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향적 행위자에게 적용되므로 

‘동물’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행위자 탐지 능력이나 지향성 탐지 

능력의 형성에 대한 진화심리학적인 가설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진화심리학

에서는 인간의 행위자 탐지 능력이나 지향성 탐지 능력이 포식자와 피식자

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사냥’의 상황과 관련하여 진화했으리라 가정한

다. 사냥의 상황은 관련 행위자로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 대한 직

관적 판단에 대한 진화적 압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심리학적 

이해를 고려할 때, 행위자를 표상할 때 활성화되는 주요 추론체계가 일종의 

포식자 회피체계(predator-avoidance system)와 피식자 탐지체계

(prey-detection system)에 의해 작동하는 행위자 탐지체계라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지향성을 지닌 행위자를 떠올리는 인간의 능력

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의 범주에 대한 존재론적 직관과도 관련될 수밖

에 없다는 가설에는 심각한 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89) Boyer, Religion Explained,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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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보이어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관념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에 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어는 

종교적 관념으로서의 초자연적 행위자 표상은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마음체계를 지닌 ‘사람’ 양태의 관념을 중심으로 문화

화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 성격이 

없는 정보와 사회적 마음의 추론체계를 활성화시키는 특정한 정보인 ‘전략

적 정보(strategic information)’를 구분한다. 보이어에 따르면 ‘전략적 정

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표상하는 마음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특수

한 상황과 관련해 특수한 행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부분

집합이다.290)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통 

자기만이 아는 비밀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전략

적 정보에 대해 접근이 매우 제한된다. 그러나 신과 정령은 종종 전략적 정

보에 전면적인 접근능력을 지닌 것으로 표상된다. ‘사람’ 양태의 행위자로서 

신과 정령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반직관적 특성은 신과 정령의 표상이 인지

적으로 매우 돌출적인 것이 되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문화화를 가능하게 하

는 적합성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보이어에 따르면 사람을 병들게 하

거나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부를 가져올 수 있는 ‘신성한 야수들’ 역시 초자

연적 행위자로서 표상될 수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략적 정보와 

관련한 추론을 활성화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

로 남는다. 이러한 보이어의 논의는 종교적 관념으로서 신과 정령이라는 초

자연적 행위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강우의례의 사례들은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전면적 접근 능력이 있

는 존재로서의 신과 정령이라는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종교적 관념’으로서 

환기될 수 있는 초자연적 행위자 표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강

우의례에서는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가정되지 않는 행위자인 ‘동물’ 

양태의 초자연적 행위자들에 대한 관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기우제룡’으

로 범주화되는 일련의 의례들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기우제룡’에

서는 ‘용’으로 명시화되는 신비의 동물들뿐만 아니라 강우 행위력이 있는 것

290) Boyer, Religion Explained,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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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화적으로 상정된 ‘석척’과 같은 동물이 의례적 요소로 등장한다. 그

러한 동물들은 동물 행위자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그 특징이 표상된다. 즉 그 동물들은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접

근력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종교 의례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강우의례에서는 ‘사람’ 양태의 강우 행위자에 대한 표상들도 전략적 정보

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이 항상 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과 정령은 전략적 

행위자로 여겨질 때조차 전략적 정보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권만을 지닌 행

위자로 표상되곤 한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신과 정령을 회유하고 

속이고 설득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는 경우는 흔히 보고된다. 신과 

정령이 ‘사람’ 양태의 행위자로 표상되는 한, 그들에 대한 일차적인 직관적 

추론과 기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떠올리는 것들과 크게 다르

지 않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전략적인 정보에 대해 제한된 접근만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신과 정령이 전략적 정보에 대

해 전면적인 접근권을 갖는 존재로 상정되는 것은 도덕적 추론이 작용하는 

상황이나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심신을 깨끗이 하는 재계(齋戒)가 이루어지

는 의례적 상황 등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우제룡’의 대상이 ‘사람’ 행위자에 대한 직관을 환기시

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우제룡의 의례적 실천

이 사회적 교환의 추론이나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에 관한 추론을 활

성화시키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용’에 대한 의례라 할지

라도 ‘동물’ 행위자에 대한 직관적 기대가 아니라 ‘사람’ 행위자에 대한 직관

적 기대가 발생한다. 

예컨대, 세종실록에는 박연(朴淵)에서 기우하면서 사용된 제문이 실려 있

다. 이 제문에는 그 의례의 대상이 ‘용’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강요적

인 ‘용부림’이라고 보기 어려운 탄원과 기원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들어 있

다. 

“생각하고 생각건대, 영연(靈淵)에 사는 신룡(神龍)이여, 구름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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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을 적시시니 많고 많은 은공은 헤아릴 수 없사오나, 해마다 가물어

서 많은 백성이 주립니다. 고요히 뉘우치고 쉼 없이 자책(自責)해도 금

년에는 봄철부터 초가을까지 가물었습니다. 곡식은 병이 들고, 산과 내

가 메말랐으니, 하토(下土)의 백성들은 무엇을 의뢰하겠습니까. 더욱더 

조심되고 두려움만 절실합니다. 신령님이 아니시면 아무 일도 안 되리

니, 진실한 나의 정성 오로지 바치오나, 조금만 내렸으니 흡족하지 않습

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벼와 갓 피기 시작한 곡식들이 여물지도 못하도

록 이처럼 극단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신룡(神龍)님 당신만은 신령스런 

변화가 특이한데 어찌 나에게만 그 변화를 부리지 아니하여, 찌는 듯한 

무더움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이에 좋은 날을 가려서 사자를 시키어 술

잔을 진설하니, 신룡님은 도우시어 하늘의 비를 인도하여, 구름을 뭉게

뭉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비를 쏟게 하여, 단비를 때 맞추어 내리게 하옵

시고 많은 농작물을 여물게 하소서.”291)

이러한 제문에서 나타나는 용 관념은 단지 때리고 위협하여 움직이게 하려

는 ‘용부림’의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문의 내용은 용에게 술

을 바치면서 사정을 고하고 탄원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인격적인 신을 

대하는 태도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제문이 동원되는 의례적 형

식이 강요적인 ‘용부림’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방식과 더 잘 어울

렸던 탓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제문을 작성하고 낭독하는 실천적 상황에 의

해 의례의 의미가 제약되며 상황에 적합한 의미가 발견적으로 구성되었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문에서 보이는 신룡에 대한 이러한 탄원의 내러

티브는 침호두의 의례적 상황에서 신이나 정령과 같은 ‘사람’ 유형의 초자연

적 행위자에 대한 직관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단지 제문을 지은 개인의 ‘창의력’나 ‘지적 오류’에서 비롯한 것으

로만 볼 수는 없다. 생물 분류학적으로 명백히 사람이 아닌 동물이 ‘사람’ 유

형의 행위자에 대한 추론을 발생시키는 일은 일상적으로도 드물지 않은 일

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기도 

한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관련된 추론체계로는 여러 가지가 언급될 

291) �世宗實錄� 卷37, 世宗 9年 7月 11日(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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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음읽기와 관련된 직관적 심리학 체계(intuitive psychology 

system),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볼 때 활성화되는 유생성 체계

(animacy system), 상호작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사람파일체

계(person-file system), 사람파일체계와 연계하여 적합한 정보와 적합한 

얼굴 패턴을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얼굴인지체계(face-recognition 

system) 등이 그것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애완동물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추론체계들이 활성화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애완동물을 대상으로도 발생한다고 생

각할 만한 임상적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인지하고 구별하

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카그라 증후군(Capgras 

syndrome) 환자들은 때때로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를 겪는다. 

이는 사람파일, 그리고 사람파일과 정서적 반응의 결합이 실제 사람뿐만 아

니라 뇌의 작용에 의해 사람으로 취급되는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292) 이는 사람들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동

물’ 행위자와 ‘사람’ 행위자 간의 구분이 모호한 심적 표상을 갖게 되는 경우

가 있음을 말한다.

특히 강우의례의 경우, 강우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

에는 동물 행위자나 사람 행위자 간의 구분이 더욱 분명하지 않게 될 수 있

다. 용이라는 신비의 동물에 대한 관념과 연결된 의례 유형인 ‘기우제룡’을 

예로 들어보자. 기우제룡은 강우 행위자로 대부분 ‘용’을 떠올리는 의례로 

이해되지만 이때 환기되는 용에 대한 관념이 그리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저 강우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신비의 동물에 관한 

최소한의 심적 표상만 있으면 된다. 잠룡(潛龍)의 관념은 이런 최소한의 요

건을 잘 만족시킨다. 잠룡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기 위해서 용에 관한 구체적

인 문화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용’은 아무도 실제

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우력을 지닌 어떤 동물이 어딘가에 침잠해 있다

고 하는 모호한 관념과 용이라는 명칭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으로도 충분

히 마음속에 떠올려질 수 있다. 

292) Boyer, Religion Explained, pp.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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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물이 용을 대신한다고 하는 대룡(代龍)의 관념 역시 용에 대한 구

체적 관념을 필수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강우의례의 맥락에서 

용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로는 석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석척

기우의 시행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석척과 용의 대체 관계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석척을 강우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는 의례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석척 자체가 개천물을 머금어 얼음과 우박을 만들 수 있는 존

재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석척이 용을 대신한다는 관념이 석척기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의 경우도 대룡의 관념이 석척기우

를 위해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없었다. 조선 태종 7년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조선의 석척기우는 소동파의 시에 인용된 석척기우를 모방해 이루어졌

던 지방의 선례에 기대어 시험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때의 의례는 동자 20명

이 푸른 옷을 입고 항아리에 든 석척에게 비를 내려주면 놓아주겠다고 협박

하고 회유하는 행위로 이루어졌다.293) 이러한 실천의 상황에서 석척이 반드

시 용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협박과 회

유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환기시키는 행위들이 

석척에 대해 가해졌다는 점에서 ‘사람’ 행위자에 대한 직관적 추론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척이 신비의 동물인 용을 대신한다는 

관념은 석척기우의 의례적 정당성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환기된 

해석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석척기우의 시행을 위해 석척이 용을 대신한다

는 관념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잠룡을 이미지화한 상룡(像龍)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례 참여자

들이 화룡(畫龍)이나 토룡(土龍)을 ‘용’이라는 신비의 동물 그 자체라고 믿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람들은 자연물과 인공물을 직관적으로 구별하는 데 

탁월한 인지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화룡과 토룡과 같은 공적 표상

(public representations)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s)을 갖게 하는 시각적 자극이 될 수는 있다. 

공적 표상과 심적 표상의 관계는 단지 기호학적인 기표와 기의의 관계와는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주어진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맥락과 추론을 통

293)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6月 21日(癸卯) .



- 180 -

해 적합한 정보를 생성해내는 화용론적 의사소통의 양상과 유비될 수 있다. 

따라서 화룡과 토룡과 같은 공적 표상이 제시되는 의례적 상황과 맥락이 그 

의미론적 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

은 화룡기우의 제문을 보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고,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라. 심고 가꾸는 

일이 정치의 먼저 할 바이나, 진실로 단비[甘雨]가 아니면 이를 어찌 성

취하리오. 마침 이 여름 달에 한재를 당하매, 덕이 적고 책임이 중난하

여 앞으로 어떻게 밀어나갈까 두려워하는데, 벼는 마침내 병들어가니, 

기근이 장차 닥쳐올 것이라. 근심하고 근심하여 신령에게 비는 길 밖에 

없어, 산천(山川)에 달려가 고하고 신령의 도와주심을 입을까 바라며 비

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하였건만, 바람과 햇볕은 더욱 불고 쬐니, 아픈 

마음으로 내 스스로 책망하여 이를 바가 없는 것 같도다. 생각건대 그대 

용은 그 직책이 비를 주는 것이니,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 부족함이 

없게 하라. 삼가 예전 사실에 의빙하여 그림으로 형용을 그리고 간략한 

의식을 갖추어 드리면서 나의 작은 정성을 고하노니, 단비를 내려 신령

한 혜택을 밝게 빛내 주기를 바라노라.294)

여기서 용은 단지 한 마리의 동물이 아니라 설득과 협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제문이 낭송되는 화룡기우의 의례적 절차

는 보이지 않는 ‘사람’ 행위자에 대한 추론체계를 함께 활성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룡제의 경우 그 절차는 �문헌통고�에서 당대나 송대의 의례를 모

방해 올 수 있었지만 그 의례절차가 지닌 의미는 의례적 상황과 맥락에 따

라 작동하는 추론과 해석에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제물이 

진설되고 제문이 낭송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용 그림에 물을 뿌리고 용 그림

을 거꾸로 걸기도 하는 화룡기우의 다양한 절차 속에서 환기되는 용은 설득

과 협상의 대상으로서 ‘사람’ 행위자에 대한 심적 표상과 연결될 수도 있고 

강요와 겁박의 대상으로서 ‘동물’ 행위자에 대한 심적 표상과 연결될 수도 

294)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6月 25日(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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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오방토룡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방토룡제의 관행으로서 

토룡을 채찍질하는 편룡법은 ‘동물’ 행위자에 대한 추론과 관련된 것으로 생

각되지만 전체로서의 오방토룡제의 세부적인 요소들에는 음양오행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사람’ 행위자에 대한 추론이 함께 작용했으리라 충분히 짐

작할 수 있다. 

이처럼 강우의례에서 환기되는 강우 행위자의 관념은 의례의 절차에 따

라 사람 혹은 동물 유형의 행위자로 고정되어 표상되지 않는다. 강우 행위자

로서의 사람이나 동물 행위자의 경계선은 뚜렷한 것이 아니며, 동일한 절차

에서도 그 절차와 관련된 행위자 관념은 다중적으로 표상될 수 있다. 이는 

강우의례에서 강우 행위자와 관련한 관념들이 의례적 실천에 선행한다기보

다는 의례적 상황과 해석의 맥락에 따라 발견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중적 환기의 가능성은 우리의 인지체계가 그러한 일

을 가능하게 하도록 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의 인지적 기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상상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따라서 초자

연적인 관념은 원칙적으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비교적 소

수의 것들만이 문화적인 성공을 거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초자연적인 

관념의 문화적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고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적 제약(cognitive constraints)의 측면에 주목해보

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 내포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현생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지체계의 자연스러운 작동방식에 잘 부합하는 관념들은 그렇

지 않은 관념들보다 더 쉽게 환기되고 회상되며 소통될 수 있기 때문에 문

화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다양한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천신(天神), 산천신(山川神), 

용(龍)과 같은 초자연적인 강우 행위자 관념들의 문화적 성공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현생인류가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지적 제약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성공적인 초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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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행위자 관념을 포함해 민속신앙적 관념들의 특징을 이해해보고자 한

다. 첫째, 인간은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인간은 

최소한으로 반직관적인 관념을 쉽게 회상한다. 셋째, 인간은 사회적 상호 작

용과 관련한 정보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초자연적 관념들의 환기, 회상, 소

통이 이러한 인지적 제약들과 무관하지 않다면 다양한 강우의례에서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 강우 행위자 관념들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이나 

유사성의 원인도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행위자 기반의 인과 추론 체계

인간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인과적 추론을 하는 

능력이 있다. 가뭄과 같은 불행이나 오랜 가뭄 끝에 맞이하는 강우현상에 대

한 인과추론도 이러한 능력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중요

한 사실은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이 모호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자를 찾아내

는 데 특별히 예민하다는 점이다. 이 능력은 심지어 어떤 사건에 원인적 역

할을 하는 행위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성화된다.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은 이러한 행위자 탐지 능력에 쉽게 기생한다. 어떤 사건의 원인

을 특정한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과 연결시키는 일은 민속학이나 인류학적 

조사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보고되는 현상이다.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을 접할 때 사람들은 단지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정황을 꼼꼼히 따져 볼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람

들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도 그러한 경향의 일부다. 따라

서 어떤 행위자의 개입도 없이 일어난 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어떤 행위자 

원인을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일은, 비록 부정확한 추론이긴 하지만, ‘이성의 

공백’과 동격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은 어떤 초자연적 존

재를 상정하는 특정한 종교적 교리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이 환기될 때에 일

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어떤 종교적 교리도 그토록 다양하고 세부적

인 사건의 원인에 대해 모두 언급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교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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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랜 과거로부터 민간에 전승되는 전통적 관념이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경험주체에게는 그러한 전승된 관념을 

참조하는 일이 사건의 원인을 묻고 떠올리는 일보다 선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주체에게 교리적 규정이나 전승된 관념이 마음속에 떠올려지

는 것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인과추론의 과정 속

에서 이루어진 결과일 수는 있어도 그러한 규정이나 관념자체가 특정한 방

식의 인과추론을 하게 되는 원인일 수는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해 행위자 원인을 탐색하는 일은 거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 사건이 행위력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

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거나 특정한 법칙이나 원리에 의해 발생했으리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행위자 기

반의 인과추론은 신빙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력

에 대한 탐색은 빠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근거를 

발견하고 법칙과 원리를 생각해내는 일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의식적이며 통

제된 생각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 과정과 달리, 두 번째 추론 과정은 명시적인 지식과 의식적

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방식의 추론이 

설득력 있게 활발히 이루어질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새 보다 직관적인 

첫 번째 방식의 추론이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사건에 대한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은 진화된 

인간 마음의 기본 생존 전략의 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선천적이며 적절한 입력에 의해 쉽게 촉발되는, 그리고 억제하기가 어려운 

하나의 진화된 전략이다.295) 포식자를 피하고 사냥감을 찾아야 했던 인간의 

조상은 보다 민감하게 행위자를 탐색하는 능력의 유무가 개체의 생존과 번

식의 가능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갖게 했을 것이고 이는 자연선택의 한 가지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건의 

원인으로서 우선적으로 어떤 행위자를 탐색하게끔 프로그램된 것인지도 모

295) Scott Atran, In God We Trust: The Evolutionary Landscape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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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이는 현생 인류의 인지체계가 인과추론의 과정에서 행위자 기반의 원

인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도록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지종교학자 

저스틴 배럿(Justin L. Barrett)은 미지의 행위자를 감지하기 위해 빠르고 

예민하게 작동하는 두뇌의 이러한 작용을 이른바 ‘과민성 행위자 탐지 장

치’(hypersensitive agent detection device, HADD)296)라고 부른다. 이러

한 가설을 염두에 둘 때, 인간의 인과적 추론 능력과 과도하게 활성화된 행

위자 탐지 장치의 작동이 연결되면 행위자의 실제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행

위자의 존재를 탐색하는 추론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가설 또한 유의미한 것

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은 오랜 가뭄의 상황 또는 오랜 가뭄 끝

에 맞게 되는 강우 현상에 대해서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한

발(旱魃)이나 우택(雨澤)과 같은 관용어에 함축된 의미를 염두에 둔 판단만

은 아니다. 이를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

관과 추론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숙고가 요청된다. 자연 현상으로서의 가뭄

과 비에는 어떤 행위자도 원인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현상에 대해 특정한 행위자 관념이 환기되는 것은 단지 무지의 소산이거나 

자연적 원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고

려할 때, 자연법칙의 일반론보다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이 더 큰 적합성을 

갖게 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의 추론체계가 그러한 답변의 양식

(format)을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297)  

오랜 가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만 잠잠히 감내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연적 재난인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을 찾아 

끌어오고 절수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비가 언제 풍족히 내려 가뭄을 해소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

문에 사람들의 위기의식은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다. 가용한 어떤 수단도 궁

극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

적 불행을 그저 ‘자연적인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96) Justin L. Barrett,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 pp. 31-32. 

297) Boyer, Religion Explained, pp. 197-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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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특정한 개인들에게 가뭄은 단지 추상적인 차원의 국가·사회

적 위기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목숨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

협이 된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게 닥친 극한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현 사태의 물리적 원인을 이해하

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마음속에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와 같은 부류의 물음이 표상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아프리카 종

교와 철학(African Religions & Philosophy)�에서 존 음비티가 언급하고 

있는 한 사례는 그러한 부류의 물음이 요청하는 답변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를 일고하게 해준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말리리아로 아이를 잃고 슬픔에 찬 어머니는 자

신의 아이가 말라리아 기생충을 옮기는 모기에게 물려서 고통을 받다 

죽었다고 하는 과학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왜 모기가 다른 이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아이를 

물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것이다. 유일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

답은 ‘어떤 사람’이 모기를 보냈거나 자신의 아이에게 악한 마술을 걸었

다는 설명이다.298)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부류의 질문은 불행의 물리적 원인에 대한 무지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불행의 자연적·물리적 원인에 대한 지

식은 해당 질문에 충분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말라리아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상세한 병리학적 설명보다

는 그 불행이 신비로운 힘을 지닌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라는 설명의 적합성이 더 클 것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삶의 

위기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긴박할수록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유하

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이 더욱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인 듯하다.

298) John S. Mbiti, African Religions & Philosophy,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92(1970),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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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가뭄이 그로 인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민중들에게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구체적인 성격은 다르겠지만, 특수한 문화

적 환경 속에서 가뭄은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도 한

다.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으면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

서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거나 왕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했다는 옛 

부여의 풍속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299) 조선시대에도 나라에 심한 가뭄

이 들면 임금은 근심어린 탄식을 비망기(備忘記)에 쏟아놓곤 했다. 가뭄에 

고통을 받고 있을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글에 물씬 묻어나지만 그러한 

걱정은 이내 임금 자신을 돌아보고 자책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공명한다. 이

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와 같은 부류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찾기 위한 것이다. 왜 자신이 임금일 때에 이와 같은 가뭄이 드는가? 

가뭄은 백성들에게 삶의 위기임과 동시에 임금에게는 군왕으로서 자신의 통

치력과 지위에 닥친 실제적인 위기이기도한 것이다. �기우제등록�에 실린 

인조의 비망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신민의 위에 의탁하고 있으나 밝음은 사특

함을 비추지 못하고, 지혜는 어지러움을 저절로 평정하지 못하여, 가뭄

과 서리의 재난을 불러들여 민생에 해를 끼치니 밤낮으로 전전긍긍하며 

먹고 자는 것이 편치 못하다. 지금 정양의 달을 맞아 다시 가뭄의 변을 

당하였기에 잠잠히 허물을 반성해 보니 죄는 실로 나에게 있다. 마음이 

아프고 면목이 없으나 구제할 바를 모르겠다.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여 

더욱 자신을 책망하고 허물을 반성하려 한다.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

서를 초안하고 직언을 널리 구하며 해당 조로 하여금 감선과 금주 등의 

일을 따로 논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300)

여기서 임금은 자연 현상과 사람의 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며 군

주의 정치적 잘잘못이 자연계의 길흉을 가져온다는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

299)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p. 842.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

言當易, 或言當殺.”

300) �祈雨祭謄錄�, 1冊, 辛巳 4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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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뭄이라는 자연의 재해

가 군주의 도덕적 반성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인상관설의 논

리는 현대의 과학이 추구하는 자연법칙과는 다르지만 특정한 인과율을 상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시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

러나 그렇게 제시되는 인과율은 완결적으로 물음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

는 가뭄이 닥친 이유에 대해 나름의 설명적 논리를 갖게 해주지만 실제로 

군주의 어떤 잘못이 어떻게 가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전히 가뭄과 강우의 자연적 법칙

을 넘어서는 답변을 요구한다. 그것은 여전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는가?’를 군주로 하여금 묻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천인상관설과 같은 일종의 인과율만으로 충분히 답변되지 

않는다. 군주가 가뭄을 자신에게 닥친 위기로 인식하게 될 때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에 가까운 ‘천견(天譴)’ 즉 ‘하늘의 꾸짖음’이라는 관념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 하늘은 단지 자연법칙의 

체계가 아니라 의지와 마음을 지님과 동시에 사람들의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닌 초자연적인 행위자로 표상된다. 이러한 행위자 기반의 인과

추론은 의례적 실천의 상황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조선의 태종

이 의정부사(議政府事)를 보내어 원단(圓壇)에서 기우할 때 사용한 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하고, 사람의 화복[休咎]도 

또한 하늘에 나타나니, 하늘과 사람 사이에 감응하는 것이 심히 빨라서 

속일 수 없습니다. 무릇 가물고 물이 넘치는 재앙 같은 것은 항상 임금

과 재상의 반도 패덕(反道敗德)과 난상실정(亂常失政)에 말미암는 것이

니 이 한 몸의 죄로써 불러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어리석은 백

성과 수많은 생명이 먼저 그 해(害)를 입어 굶주리고 병들어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덕(德)이 없는 몸으로 천지의 보우(保佑)를 받고 조종

(祖宗)께서 쌓으신 덕에 힘입어서, 한 나라에 군림한 지가 이제 여러 해

가 되었는데, 한재(旱災)와 수재(水災)가 해마다 없는 때가 없습니다. 이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한 제가 덕의(德義)를 그르쳐서 부른 것이니 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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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譴)을 당함이 마땅합니다. 어찌 감히 스스로 책(責)하여 상천(上天)에 

허물을 사죄(謝罪)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문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왕의 네 가지 자기반성으로 이어지는데, 

그 문장은 비록 권근(權近)이 지은 것이긴 하지만 태종이 수용하지 않았다면 

실록에 이처럼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군주의 자책은 백성을 위하

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화되거나 탕왕의 상림육사(桑林六事)나 소량(蕭梁)

의 기우칠사(祈雨七事)라는 신화적 전거를 지시함으로써, 수기치인(修己治

人)이라는 유교의 기본이념을 따르는 ‘유교문화’의 전형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301)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이해는 군주가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매우 

구체적인 심리적 상태를 특정한 종교전통의 교의에 대한 변증론으로 환원함

으로써 중요한 논점을 흐리게 만든다. 구체적인 역사자료를 보다 분석적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유교집단이 내세우는 자기주장을 무비판적으

로 수용하고 재생산하는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형성되는 민속신앙의 

관념적 차원은 단지 민중의 삶 속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가뭄만이 아니라 강우현상도 종종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의 대상이 되

곤 한다. 이 역시 강우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강우현상이 자연현상이

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강우의 원리에 대해 나름의 기상학적 지식을 갖추

고 있었다. 가령, 효종 시기에 영의정 이경여는 임금에게 긴 상소를 올리면

서 “하늘의 비가 내리려면 반드시 음양(陰陽)이 서로 조화되고 천택(川澤)의 

기가 올라가서 훈후(薰煦)가 잘 화합하여야 단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

다”302)라고 말한 바 있다. 강우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더라

도 오랜 가뭄에 시달리다가 단비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종종 행위자 기반

의 인과추론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즉, 오랜 가뭄의 끝에 맞게 되는 단비

는 하늘의 은택(恩澤)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심한 

301) 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24-26쪽 참조.

302) �孝宗實錄� 卷4, 孝宗 1年 7月 3日(甲寅). “天之將雨, 必陰陽相倡, 川澤升氣, 薰煦太和, 霈成

甘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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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의 상황에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여러 신적 존재들

을 대상으로 비를 구하는 의례적 실천을 행한 이후에 내린 단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자 기반의 인과추론이 매우 큰 설득력을 갖게 된다.   

(2)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 및 추론 체계

초자연적 강우 행위자 관념은 매우 다양하게 표상될 수 있다. 조선시대 

국행기우제 12제차만을 놓고 보더라도 각종 산천(山川)과 악해독(嶽海瀆)의 

신들, 풍운뇌우신(風雲雷雨神), 용(龍), 뿐만 아니라 토지신과 곡식신[社稷], 

종묘(宗廟)에 모셔진 왕실의 조상신들, 그리고 우사단에 모셔진 구망(句芒), 

축융(祝融), 욕수(蓐收), 현명(玄冥), 후토(后土), 후직(后稷) 등 매우 많은 초

자연적 존재에 대한 관념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념들은 

국가의례의 제도적 규범에 힘입어 오랜 세월 동안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어떤 관념들은 조선시대 이후의 근현대 강우의례에서도 존속되는 

반면, 어떤 관념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제도적 규범의 문제일 수도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 위에 열거된 모든 관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동등하게 매

력적이지는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나의 관념이 제도적인 지원 없이도 

문화 속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개인들 사이에서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환

기, 회상, 소통될 수 있을 만큼의 인지적 적합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적은 인지적 노력으로 많은 인지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표상들은 

문화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인지종교학의 연구 성과들은 문화

적으로 성공적인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들이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 및 

추론을 특정한 방식으로 자극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를 명확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술(詳述)이 필요하다.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초자연적 강우 행위자 관념들이 사람

이나 동물의 양태로 파악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보자.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 나이가 되면 사람과 동물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갖게 된다. 가령 우리는 

어떤 행위자가 동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행위

자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호흡하고 늙고 죽을 것 등등 

수많은 특성들을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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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 행위자가 동물이 지닌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추론과 기대가 작동하는 방식은 매우 빠

르며 즉각적이고 강제적이다. 이는 이른바 모듈성(modularity)의 특징을 나

타낸다.

인지체계의 모듈성이란 인간의 마음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인지적 하위

시스템들을 갖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핵심적인 인물은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제리 포더(Jerry Fodor)이다. 포

더는 인지체계가 수행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비모듈처리와 모듈처리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303) 비모듈처리는 본질적으로 개방적이며 상당히 보편

적인 문제들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처리하는 고위 수준의 인지과정이

다. 반면, 모듈처리는 독립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책을 제공하도록 작동하는 하위 수준의 인지과정을 가리킨다. 

포더에 따르면 색채 지각, 모양 분석, 삼차원 공간관계 분석, 신체운동의 

시각적 주도, 얼굴 인식, 듣는 이야기의 문법적 분석, 청각 배열의 멜로디 구

조나 리듬 구조의 탐지, 동종 구성원의 목소리 인식 등 지각시스템과 밀접하

게 연계된 기제들이 인지적 모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제들은 인지처

리의 첫 번째 층을 구성하지만 그 처리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를 들면, 색채 지각은 감각기관에 도달한 정보와 모듈에 입력으로 작동하는 

정보 사이를 조정하는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얼굴 인식은 그러한 

모듈들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처리함으로써 가능하다.304)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듈적 기제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영역 특수성(domain-specificity)이다. 

이는 모듈이 매우 제한적인 정보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화된 기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보의 캡슐화(informational encapsulation)이다. 

이는 모듈적 정보처리가 마음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의 영향을 받지 

303) Jerry Foder, The Modularity of Mind: An Essay on Faculty Psych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1983.

304) 이러한 메타모듈성은 대량모듈성 옹호자들에게 대량모듈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여겨진다. Sperber, Explaining Cultu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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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의미다. 즉, 모듈적 시스템에는 배경지식에 의한 기대나 다른 모듈

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정보가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된

다. 셋째, 강제적 적용(mandatory application)이다. 인지모듈은 적절한 유

형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의식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가령 특정 유

형의 시각처리는 모듈적이어서 착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착시라는 것을 

의식한다고 해도 그 지각작용을 쉽게 억제할 수 없다. 넷째, 빠른 속도

(speed)이다. 모듈처리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인지적 모듈은 제한적이고 영역특수적인 단일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기능이 두뇌의 특정 부분과 대응할 필요는 없다. 

특정 유형의 모듈처리와 관련된 두뇌의 특정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보통 각각의 모듈은 기능적 단위로서 신경생리학적으로는 더

욱 전문화된 복수의 신경구조들로 구성된다고 여겨진다. 또 상이한 신경시

스템이 동일한 모듈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소성을 가질 수도 있다.

포더는 이러한 모듈성이 대체로 지각처리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되

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 진화심리학자 레다 코스미데스와 존 투비

(Leda Cosmides & John Tooby)는 진화론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신생대 

제4기에 살았던 수렵채취인들이 직면했던 협력행동과 사회적 교환에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었던 기제들이 이른바 ‘사기꾼 탐지 모듈

(cheater detection module)’과 같은 전문화된 인지모듈을 구성하게 되었

다고 주장했다.305) 이러한 진화심리학적인 설명은 동족 탐지나 배우자 선택

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협응 문제를 해결하는 모듈에 대한 논의들을 낳았으

며 대량모듈성(massive modularity) 이론가들에게 사유의 모형을 제공했

다. 그리하여 대량모듈성 이론가들은 다양한 능력과 기능에 전문화된 인지

시스템의 존재를 지적하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포더가 주장하는 지각 

수준의 모듈들뿐만 아니라 정서 탐지, 시선 추적, 민속심리학(folk 

psychology), 민속물리학(folk physics), 민속생물학(folk biology) 등의 영

역도 모듈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305) Leda Cosmides and John Tooby, “Cognitive Adaptations for Social Exchange,” in J. 

Barkow, L. Cosmides, and J. Tooby (e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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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도 이러한 모듈성 논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이 하나의 인지적 모듈이

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오히려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을 

작동시키는 다양한 추론체계들이 모듈적인 특성을 띄기 때문에 존재론적 범

주에 대한 직관 역시 그러한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존재론적 범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개념들은 서로 다른 층위

를 갖는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존재론적 범주란 세계에 존재하는 것

들을 나타내는 개념 중에서 동물(ANIMAL), 식물(PLANT), 도구(TOOL), 인

공물(ARTIFACT), 사람(PERSON), 수(NUMBER)와 같은 상위의 ‘영역

(domain)’ 수준에서 정의되는 것들을 가리킨다.306) 이는 개나 자전거와 같

은 구체적인 ‘종류(kind)’수준의 개념들과 구별된다. 종류 수준의 지식은 경

험과 노력을 요청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역 수준의 지식 즉 존재론적 범주

에 관한 지식은 민속심리학, 민속물리학, 민속생물학 등의 작용으로 인해 갖

게 되는 온갖 종류에 대한 직관적인 추론과 기대를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우

리는 개와 자전거가 각각 <동물>과 <도구> 혹은 <인공물>의 존재론적 범주

에 속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물>인 개가 음식을 먹고 배설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

든 개를 관찰할 필요가 없으며, <도구>인 자전거는 새끼를 낳아 기르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의 자전거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없

다. 우리는 각종 추론과 기대가 작동하는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은 사람, 동물, 도구, 

식물 등과 같은 ‘영역’ 수준과 관련한 다양한 추론을 생산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초자연적 존재 관념은 이러한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을 적절히 벗어나는 표상들이다.307) 그러한 관념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범주에 대한 직관적 기대를 대부분 만족시키는 추론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직관에 반하는 물리적 속성(눈에 보이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

306) Boyer, Religion Explained, pp. 60-61 참조.

307) Boyer, Religion Explained, pp. 78-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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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음)이나, 직관에 반하는 생물적 속성(늙거나 죽지 않음)이나, 직관에 반

하는 심리적 속성(제한 없는 지각능력이나 예지능력이 있음)과 같은 요소를 

갖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숭배되는 신목(神木)이나 유명세를 

타는 어떤 조각상들은 <식물>이나 <도구> 혹은 <인공물>에 대한 직관적 기

대가 암묵적인 추론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그 직관에 어긋나는 속성들, 가령 

인간의 말을 듣고 기억하는 심리적 속성이나 눈물이나 피를 흘리는 생물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류의 반직관적 관념들은 수

많은 신화, 동화, 기담, 만화, 종교문헌, 공상과학소설 등을 통해 매우 분명

한 문화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주의할 점은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관념들

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표상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주

의를 끌고 문화적 분포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관념이 문화

적인 관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복적인 회상과 소통의 가능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적 관념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여기서는 회상하고 소통하는 데 드는 노력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인지적 적합성(cognitive relevance)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 삼고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의 문화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2001년에 파스칼 보이어와 찰스 램블(Charles Ramble)은 초자연적 관념

의 인지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심리학적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다308). 그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종교적 개념과 같이 문화적으로 성공적인 초자연적 관

념들은 일반적인 직관적 기대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면서 직관에 반하는 요

소를 최소한으로 포함한다는 데 있다.309) 일반적인 직관적 기대는 많은 노

력을 들이지 않고도 대상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으며 

직관에 반하는 최소한의 요소는 심리적 자극의 요인이 되고 주의를 집중시

킨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그들의 실험은 반직관적인 관념

들 중에서 직관에 반하는 요소가 다른 수준보다 존재론적 영역의 수준에서 

308) Pascal Boyer & Charles Ramble, “Cognitive Templates for Religious Concepts: 

Cross-cultural Evidence for Recall of Counter-intuitive Representations,”

Cognitive Science, 25, 2001, pp. 535-564.

309)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파스칼 보이어가 이미 1994년에 제시한 바 있다. Pascal Boyer, 

The Naturalness of Religious Ideas: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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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 경우에 심리적 자극이 크고 회상되기가 쉽다는 세부적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가설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검증될 

수 있는지를 프랑스, 가봉, 네팔 등 몇몇 문화권에서 실험했다. 실험의 결과

는 존재론적 영역의 직관에 대한 위반을 포함한 표상은 다른 것들에 비해 

회상 가능성의 측면에서 인지적 적합성이 클 것이라고 보는 그들의 가설에 

부합했으며, 이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존재론적 영역의 직관에 대한 최소한의 위반이 인지적 적합성을 극대화

한다는 가설은 인지종교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자들은 이를 ‘최

소한의 반직관성(Minimally Counter-Intuitiveness: MCI)’ 가설이라고 부

른다. 이 가설의 주된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 수준의 직관, 즉 존재론적 범주와 관련된 기대에 대한 최소한의 위반을 

포함한다. 둘째, 이때 위반되지 않은 기대들은 암묵적으로 활성화되어 추론

에 기여한다. 직관을 벗어나는 정도가 커서 너무 낯설어 보이는 표상들은 기

억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고, 직관적 기대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 표상들은 

너무 흔해서 특별한 인지적 효과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주목되지도 

않고 이후에 회상될 가능성도 적다. 이와 달리,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

적 기대를 최소한으로 위반하는 표상들은 그 인지적 노력에 비해 생산되는 

효과가 매우 커서 곳곳에서 유사한 형태를 빈번하게 환기시키거나 상대적으

로 잘 기억된다. 예를 들면, 의도와 욕망을 가지고 있고 표현도 할 줄 아는 

것은 ‘사람’과 같은데 육체만 없는 존재인 영혼이라든지, 뒷산 중턱에 오랜 

세월 뿌리내려 살고 있는 ‘나무’인데 사람의 말을 듣는 존재인 신목(神木) 이

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도 여러 문화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 패턴의 초자연적 개념들이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자연적 개념들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적합성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인지

적 적합성이 큰 표상은 쉽게 회상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문화적 분포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민속신앙의 관념적 차원은 어려운 교리적 지식의 형태를 요청하지 않는

다. 오히려 인지적 제약에 그 토대를 둔 추론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환기되

는 초자연적 관념들이 민속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강우의례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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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되는 초자연적 관념들 중에서 초자연적 강우 행위자 관념들은 <사람>과 

<동물>에 해당하는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적 기대를 대부분 만족시킨

다. 따라서 그 관념들을 이해하고 떠올리는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많은 정

신적 노력이 요청되지 않는다. 그러한 관념들에는 비를 내리는 능력이라는 

초자연적 힘 이외에도 <사람>과 <동물>에 대한 직관적 기대와 어긋나는 측

면들, 즉 몸이 없거나 관찰되지 않거나 하는 특징들이 포함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그 관념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잘 회상되게 해주는 요소로 작

용한다. 이에 비해 비행위자 강우 원리에 대한 관념들은 직관과 추론에 많이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관념은 대체로 이기론(理氣論)이나 음양오행론(陰

陽五行), 혹은 자연과학적 기상학 지식과 같은 부류의 인지적으로 값비싼 

‘이론(theory)’을 요청한다. 이는 그러한 이론들이 문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널리 분포하면서 그 존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들에 대한 충

분한 이해와 수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인지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직관 및 추론 체계

현생 인류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직관 및 추

론 체계 역시 민속신앙의 관념적 차원을 지탱하는 인지적 기반의 일부다. 어

떤 사람들은 종종 <사람> 범주의 직관적 기대를 대부분 만족시키는 초자연

적 행위자와 심리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 반성을 하거나 예의를 갖추고 제물

을 바치기도 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사실상 어떠한 명시적인 교리적 근

거나 의례적 지침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생각과 행동을 위해 교리

적 근거나 의례적 지침은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해줄 뿐이다. 사람들은 마치 

타인을 대하듯 자신에게 익숙한 사회 관습적 행동 양식을 참조하면서 사회

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직관 및 추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데 아무런 어

려움을 겪지 않는다. 심지어 사람들은 ‘전지한 신’에 대한 교리적 학습 없이

도 특정한 초자연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도덕적 잘잘못을 알고 있을 것이라

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인류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상황에 매우 민감한 마음의 작동방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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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민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류조상

(hominid)의 인지적 적소(cognitive niche)가 다른 개체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및 다른 개체들에 관한 정보에 대한 의존을 필수적인 것으로 요청했기 

때문일 것이다.310) 협동에 크게 의존하는 인류의 생존 방식을 생각한다면 

다른 개체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관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반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빠

르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은 분명한 적응적 가치가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추론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교

환과 공정성에 대한 직관도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흥미롭고도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직관과 추론은 눈

앞에 현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지 않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회상은 기대와 공포의 자

원이고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과 가십(gossip)의 주제이며 사회적 평판

의 토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아직 만난 적도 없는 이상형의 

인물을 상상하기도 하며, 이미 사망한 인물들이나 픽션의 주인공처럼 결코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특별한 감정을 품기도 한

다.311)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심리적 관계를 구축하

는 인간 특유의 능력은 상상의 친구를 떠올리며 놀이하는 3살에서 10살 사

이의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발견된다.312)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타인

들이 자신과 물리적으로 같은 시공간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

지만 그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직

관과 추론의 능력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다 빠르고 

310) John Tooby and Irven DeVore, “The Reconstruction of Hominid Behavioral evolution 

through Strategic Modeling,” in Warren G. Kinzey (ed.), The Evolution of Human 
Behavior: Primate Models, New York: SUNY Press, 1987. 

311) Boyer, The Fracture of an Illusion, p. 32.

312) Marjorie Taylor, Imaginary Companions and the Children Who Create Th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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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나아가 초자연적 행위자와의 심

리적 상호작용을 표상하게 해주기도 한다.  

자신 앞에 있는 타인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활성화되는 사회적 마음은 도덕적 관념과도 쉽게 연결된다. 이 논의에는 약

간의 부연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법전이나 모범이 없이도 행위에 대한 도덕

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을 표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

과 감정이 표상되는 방식은 의식적인 과정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다. 발달심

리학과 진화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이러한 도덕적 표상이 어릴 적에 갖게 되

는 직관적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진화를 통해 갖추어진 정서적 반응과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13) 즉, 도덕적 관념은 단지 법전이나 규범집과 

같은 명시적인 근거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도 사

회적 상호작용에 관해 빠르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암

묵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다. 물론 모든 행동규범이 직관적이고 암묵적인 규

칙을 따르지는 않으며 사회 관습적으로 학습된 규범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둘은 명백히 구분되는 체계다. 일찍이 심리학자 엘리엇 투리엘(Eliot Turiel)

은 실험을 통하여 일부 3~4세의 어린 아이들조차 사람을 때리는 것이 나쁘

다는 도덕적 직관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직관은 명시적인 금기의 존재여부

와는 별개로 작동하며, 이와 달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잡담하는 것’이 나

쁘다는 부류의 사회 관습적 규칙은 명시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환기되는 

것을 밝혀냈다.314)

이러한 도덕적 직관에는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이 쉽게 기생한다. 다양한 

인간 집단에서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이 도덕적인 이해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인류학적 사실이다. 이는 자칫 특정한 종교들의 교리

적 가르침이 ‘신의 감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

다. 그러나 잘 알려진 심리학적 실험들은 그러한 종교적 가르침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누군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으며,315) 누군가가 감

313) Elliot Turiel, “The Development of Morality,”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ition, Vol. 3, New York: Wiley, 1998, pp. 863-932. 

314) Elliot Turiel,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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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는 약간의 느낌만 갖게 되더라도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을 밝혀냈

다.316) 이러한 경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까지 신경을 

쓰는 우리 마음의 특정한 경향과 함께 활성화된다면 도덕적인 이해와 결부

된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을 떠올리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초자연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을 지켜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가정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파스칼 

보이어가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이어가 주장하는 전략적 정보(strategic 

information)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마음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정

보다. 전략적 정보와 비전략적 정보는 정보 자체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추론을 작동시키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

라 구별된다. 보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경우에 주어진 한 가지 정보가 전략적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

법은 전혀 없다. 그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당사자가 해당 신호를 표상하

는 방식, 당면한 상황, 신호를 보낸 사람 등에 의해 좌우된다. 내가 상황

을 어떻게 표상하는가에 따라, 당신이 냉장고에 고기를 갖고 있다는 사

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에게 비전략적일 수도 있고 (고기가 나의 

식료품 저장실에서 훔친 것이라면, 또는 내가 배가 고프다면, 또는 당신

이 채식주의자라는 입장을 항상 표명했다면) 전략적일 수도 있다.317)

즉, 전략적 정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식별되

므로 동일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일 수도 있

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전략적이라는 것은 

그 정보가 특수한 사람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추론체계에 의해 처리되

315) Jon Driver, et al., “Gaze perception Triggers Reflexive Visuospatial Orienting,” 

Visual Cognition, 6 (5), 1999, pp. 509-540.

316) Kevin J. Haley and Daniel M. T. Fessler, “Nobody’s Watching? Subtle Cues Affect 

Generosity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6, 

2005, pp. 245-256.

317) Boyer, Religion Explained,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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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사기꾼 탐지 모듈’을 갖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그 공정성 여부에 매우 민감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전략적 정

보에 대해 부분적인 접근만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람> 

범주의 행위자로 표상되는 신이나 정령이 전략적 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반

직관적 특성을 갖게 되며 심리적으로 매우 돌출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사

회적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전략적인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

근권을 지닌 행위자라고 가정하는 반면, 신이나 정령과 같은 초자연적 행위

자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이 행위자가 전력적인 정보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접근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직관적 가정은 

‘전지(全知)한 존재’로 여겨지는 행위자 표상이 특별한 중요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는 신’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그 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냉장고의 내용물을 안다든지, 작동중인 모든 기계

의 상태를 안다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곤충이 하고 있는 일을 알기 때문이 

아니다. 전지한 신은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내가 거

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되기 때

문에 특별하게 여겨진다. 즉,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갖고 

있다는 가정이 신과 정령을 중요한 표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상정된 초자연적 행위자가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얼

마나 갖고 있는 것으로 표상되는지는 강우행위자 관념의 문화적 성공을 위

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성

이 상정되는 대상은 강한 호소력을 지닌 신격의 표상이 되기 쉽다. 또한 그

러한 존재에 대한 표상은 ‘도덕적 직관’과도 연결됨으로써 기고의례 형태의 

강우의례의 제문에서 종종 나타나는 자책감과 같은 정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이나 정령과 같은 초자연적 행위자가 

도덕적 직관에 적합한 이유는 신학적 규범이나 지식이 그 신을 도덕의 입법

자로 규정하거나 행위의 모범으로 규정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보다 중

요한 것으로서, 초자연적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의 이해당사자로서 여겨지는 

직관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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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람들은 정서적인 반응과 연결되어 있는 도덕적 추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때 만약 전략적 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이 있는 신이나 

정령과 같은 초자연적 행위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해당사자로 여겨진다

면 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추론에 그러한 행위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환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그러한 초자연적 행위자가 

사람들의 도덕적 직관에 큰 적합성을 갖도록 해준다. 즉 초자연적 행위자는 

도덕적 추론의 원인이 아니라 도덕적 추론에 쉽게 기생할 수 있는 표상인 

것이다.

강우의례의 많은 사례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키는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타인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직관과 추론을 통해 가뭄의 원인을 추정하며 해갈의 가능

성을 기대한다. 가뭄은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들의 마음 상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잠정적인 지표로 여겨지며 이에 대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심한 가뭄

에 직면했을 때나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조선시대의 왕과 관료들이 취

하는 태도는 그러한 심리상태를 일견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불행에 대한 인과추론이 행위자 기반의 추론체계와 더불어 사회적 상호

작용의 추론체계와 만날 때, 불행의 원인을 어떤 행위자의 존재나 그 존재와

의 사회적 교환 관계에서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어떤 불행들은 누군가

와의 사회적 교환 관계의 위반이 낳은 결과물로 여겨질 수 있다. 만약 신과 

정령이 이웃이나 친척처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존재로 여겨진

다면, 신과 정령 또한 사회적 교환관계의 위반에 따라 불행을 가져올 수 있

는 잠재적인 행위자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행위자의 

표상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종 사람들은 어

떤 행위자에 대한 아무런 지시 없이도 불행을 설명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표

상이 불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성을 갖는 경우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과추론을 하고 불행을 해석하는 경우다. 다만 우리 

인간은 과민성 행위자 탐지장치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교환관계를 추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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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인지적 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에 대해 행위자 원인을 탐색

하는 데 민감하며 쉽게 그러한 경향을 띌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 원인을 탐

색하는 경우 우리의 인지적 직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만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인간의 인지체계는 행위자의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이 매

우 빠르고 즉각적이며 강제적으로 작동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강우행위

자에 대한 민속신앙은 이러한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매우 돌출적인 영향력

을 갖게 된다.

강우 행위자 관념과 관련된 민속신앙은 인지적 제약에 의해 표상되고 문

화화된다. 첫째, 불행에 대한 인과추론과 사회적 교환관계에 대한 추론이 강

우행위자에 대한 직관적 관념을 환기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둘째, 그러한 

직관적 관념들 중에서 존재론적 영역의 직관을 위반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있어 인지적 적합성이 큰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관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문화화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3. 소결

강우의례에서 환기되는 기본 관념은 크게 ‘강우 행위자’에 대한 것과 ‘비

행위자 강우 원리’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더 기본적인 것은 강

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이다. 강우 행위자 관념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

나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과 제약을 통해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

지 않고도 쉽게 환기되는 표상이기 때문이다. 강우 행위자 표상은 한재와 강

우에 대한 인과추론이 ‘과민성 행위자 탐지장치(HADD)’의 작동을 동반하고 

사회적 교환관계의 추론과 만나면서 다양하게 환기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

게 환기되는 강우 행위자 표상들은 일종의 적합성 필터를 거치게 된다. 이때 

‘최소한의 반직관성(minimally counter-intuitiveness, MCI)’이라는 요소

는 강우 행위자 표상들의 인지적 적합성 정도가 정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최소한으로 반직관적인 행위자(MCI-agent)’의 조건을 만

족시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이 잘되고 잘 회상되어 문화적으로 광

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오래 존속하는 표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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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와 강우의 

인과추론

HADD

사회적 교환관계 추론

강우 행위자 

표상
MCI

문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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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

<그림 1> 문화적으로 성공적인 강우 행위자 표상의 인지적 구조

상상력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아니다. 상상력은 인지적 템플릿에 강력한 

제약을 받는다.318) ‘무한한 상상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강우의례에서 환

기될 수 있는 강우 행위자 관념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체계의 정

상적인 작동방식에 의해 표상된다는 점에서 초문화적인 유사성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한 수많은 관념들 중에서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전

달되고 있는 것들은 특히 인지적 적합성이 큰 것들이라 가정할 수 있다. 우

리가 아는 것들은 더 많은 것들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이다.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은 비행위자 강우 행위력에 대한 관념과 달리 특정 종교적 신념체

계의 교의나 교리를 전제하지 않고도 발생하고 문화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강우 행위자 관념은 인지적 제약에 의

해 작동하는 민속신앙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속신앙의 관념적 차원에서 

‘의미론적 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 규범과 지침을 

318) 토머스 워드(Thomas B. Ward)는 피험자들에게 상상의 외계 동물을 그리도록 하는 실험을 

실행했는데 피험자들의 대다수는 지구의 동물들이 지닌 형태적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

위에서 상상의 동물들을 묘사해냈다. Thomas B. Ward, “Structural Imagination: The Role 

of Category Structure in Exemplar Generation,” Cognitive Psychology, 27(1), 1994, pp. 

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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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 않는 의례에 대해 참여자들과 관찰자들이 어떻게 적합한 의미를 자

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민속신앙

의 의미론적 과정은 ‘관념’의 문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속

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그에 대한 

설명 모델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이를 향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해명해야할 과제로 제시한

다.319)

319) 구형찬, ｢초점화가 이끄는 환기작용: 조선시대 침호두 기우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0, 2016 참조. 필자는 앞의 논문에서 민속신앙의 의미론적 과정에 대한 시론을 전개한 바 있

다. 그 내용의 핵심은 민속신앙적 관념이 실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실천이 자극이 

되어 관념을 환기시킨다는 것이다. 선례를 좇아 행해지는 의례의 일차적 구조에서 행위자(집전

자), 행위, 피행위자(대상) 중 어떤 요소에 주의집중(attention grabbing)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직관적 과정과 반성적 과정의 활성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차적 의미

들이 환기되며, 그 의미들이 적합성 필터링을 거쳐 문화적으로 전승되는 의미의 끌개위치를 형

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초점화가 이끄는 환기작용’이라는 가설적 모델을 통해 침호두의 

의미가 환기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침호두 기우는 실제로 

명백한 정보에 대한 관찰에 의해 ‘비를 내리기 위해 집전자가 호랑이 머리를 물에 가라앉히는 

행위’라는 일차적 의미와 구조가 표상된다. 둘째, 이와 함께 대체로 호랑이 머리에 대한 초점화

가 이루어진다. 셋째, 이러한 초점화는 문화적 지식을 참조하는 반성적 과정과 사회적 상호작

용에 대한 직관이 작용하는 직관적 과정을 차별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넷째, 이를 통해 침호두

는 “물속의 잠룡이 싫어하는 호랑이 머리를 가라앉혀 잠룡을 자극함으로써 비를 얻고자 하는 

행위”나 “값비싼 호랑이 머리를 물속의 강우 행위자에게 제물로 바쳐 탄원함으로써 비를 얻고

자 하는 행위”의 부류로 표상될 수 있다. 민속신앙의 의미론적 과정에 대한 시론으로서 제안한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입증과 정교화가 필요한 불완전한 가설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사적 자

료에 대한 분석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명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

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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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민속신앙 실천의 인지적 기반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강우의례 실천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의 몇 가지 측

면을 의례적 실천의 인지적 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

서는 특히 행위표상체계에 대한 숙고, 의례화된 행동과 결부된 마음의 작동

방식으로서 위험예방체계에 대한 검토, 의례적 선례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표상체계에 대한 논의 등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강우의례의 

실천적 측면을 떠받치는 암묵적 차원의 인지적 기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해

명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이번 장의 목표는 인지적

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론이 민속신앙의 실천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신앙의 문화적 현존 양상을 이해하는 데 ‘의례’의 학술적 가치는 매

우 분명하다. 민속신앙은 명시적인 교리나 독자적인 전승집단의 형태로 퍼

져있기보다는 의례적 실천의 형태를 통해 관찰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

다. ‘의례’라는 개념으로 서술되는 부류의 행위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

들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의례는 흔히 사람들이 신이나 정령과 교감하고 

초월적인 세계에 참여하는 기회이며, 신이나 정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숭

배와 충성심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말해진다. 학자들은 이러한 의례에 대하

여 수많은 관점에서 서술하고 분석하며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320)

의례는 사람들이 민속신앙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

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의례야말로 

인류 종교 경험의 가장 일반적인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의

례적 실천에 참여하거나 관찰함으로써 초자연적 행위자의 관념을 떠올리는 

320) 의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수준에서의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으로는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를 참조하라. 

또, 인류와 문화의 진화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들을 고려하면서 의례와 종교를 체계적으로 설명

하는 책으로는 다음의 저작을 참고하라. Roy Rappaport,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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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떠올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다. 이 사실은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보태도록 하겠다. 

종교적 생각과 행동의 획득과 전달을 이해하는 데 ‘종교적 경험’이 갖는 

중요성은 종교 연구 일반에서 매우 고전적인 주제였다. 고전적인 종교 연구

에서 ‘종교적 경험’은 주로 ‘예외적인 경험’을 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321) 우연한 동시 발생적 사건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험, 환각·환청·특별한 꿈, 갑작스런 통찰의 순간, 힘·평

안·환희의 심오한 느낌, 누미노제 경험, 신비적 경험, 통제 상실의 경험, 긍

정으로의 이끌림, 박애와 동정의 느낌, 초인간적 행위자에 대한 인상 등이 

그러한 예외적인 경험으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경험’들이 오로지 종교에 특유한 것만은 아니라

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매우 실제적인 경험이지만 등산, 

약물복용, 열광적인 음악, 돌발적인 과호흡 상태 등을 통해서도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322) 그렇다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이러한 예

외적인 경험들 역시 인간 경험의 특수한 양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특별한 ‘종교적 경험’에 대한 언설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험들을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323)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의 원인과 기제를 아직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들이 어떤 경우에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에 대해서도 명쾌한 준거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 경험’에 대한 우리의 지

321)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 York: A Mentor Book, [1902] 1958.

322) Boyer, The Fracture of Illusion, pp. 57-59. 여기서 보이어가 인용하고 있는 다음 연구들

을 함께 참고할 것. Caroline Franks Davis, The Evidential Force of Religious Experience, 

Oxford: Clarendon Press, 1989; Ilkka Pyysiäinen, Magic, Miracles, and Religion: A 
Scientist’s Perspective, Lanham: AltaMira Press, 2004. 

323)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적 경험을 재고하기를 주장하는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Ann 

Taves, Religious Experience Reconsidered: A Building-Block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and Other Special Thing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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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복잡한 현상에 대해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적절할 것이다. 더 일반적인 수

준에서 사실을 말하자면,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소위 

‘예외적인 경험’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지적 기제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과학적 지식은 아직 충

분하지 않다. ‘종교적 경험’이 다른 경험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독자적 영역이라는 식의 주장은 ‘경험’ 자체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가 선

행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적인 경험들은 고전적인 종교 연구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종교의 독자성에 대한 동어반복적

인 선언을 생산하는 일을 한층 넘어서는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는 데에는 많

은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특별한 사람들만이 겪는 예외적인 경험에 대

한 과도한 관심은 인류 종교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경험들, 즉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종교 경험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

기도 하였다. 

반면, 의례적 실천에 대한 주목은 예외적인 종교 경험뿐만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종교 경험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해준다. 의례적 실천에 대한 참여

나 관찰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종교적 경험의 대표적인 양식

이다. 의례적 수행들은 널리 퍼져 있는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종교적 관

념과 관련된 많은 맥락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험의 특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의례라고 부르는 부류의 실천들은 매우 경건하고 정적인 방식

부터 감정적인 고양과 감각적 화려함이 돋보이는 방식까지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의례들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단

지 관찰하기도 함으로써 문화 속에 존재하는 ‘종교적인 것’을 경험한다. 

물론, ‘의례’는 잘 정의된 분석적 범주가 아니다. ‘의례’에 대한 합의된 정

의는 없으며 어떤 특별한 유형의 행동이 ‘의례’의 사례가 되는지, 어떤 것들

이 될 수 없는지를 결정할 분명한 준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례’라는 범주

는 대체로 사례들 간의 가족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다양한 의례의 사례를 수집하고 거기서 명시적인 공통 사항을 뽑아내어 



- 207 -

의례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다.3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례적 실천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매

우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 의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의례

의 다양성만큼 의례의 형식이 다양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 의례적 실천의 

의미는 특정한 교리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지만 자유로운 상상력에 무

한히 열려있지도 않다. 둘째, 의례적 실천에는 특정한 부류의 규칙들이 요구

되지만 그 이유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 그러한 의례적 규칙의 세부사항들 

모두가 명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규칙들은 어떤 명시적

인 근거도 없이 그 규칙을 따르는 일이 의미 있게 여겨지며 심지어 매우 엄

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셋째, 의례적 실천은 선례의 모방

에 크게 의존한다. 사람들은 의례적 실천의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구체적인 

제의원리나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적절한 선례를 찾아 따르는 것을 더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의례적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이 긴박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례의 특수한 규칙성들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것이 바로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론이 

작용하는 의례의 민속신앙적 차원을 잘 드러낸다고 보고, 강우의례의 실천

적 차원이 갖는 규칙성의 인지적 기반을 행위표상체계, 위험예방체계, 메타

표상체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숙고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어째서 의례의 

규범적인 의미에 대한 지식이 실천에 선행하지 않아도 의례를 이해하고 실

천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째서 종교적 교리나 규범이 세부적인 지

침을 마련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체계적인 의례적 실천이 가능한지를 일고하

게 될 것이다. 

1. 행위 표상 체계

행위 표상 체계(action representation system)란 인간으로 하여금 단

324) Pascal Boyer, Fracture of An Illusion: Science and the Dissolution of Relig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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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해프닝(happening)’과 달리 행위자가 개입하는 ‘행함(doing)’을 식별

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마음의 체계다. 행위를 표상하는 프로세스는 단지 ‘해

프닝’과 ‘행함’을 등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 과정이라기보다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특히 행위자(agent)

의 존재를 식별해내기 위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건에서 

행위자의 존재가 환기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행위 표상 체계를 

작동시켜 그 일련의 행위에서 행위자(agent), 행위(act), 도구(instrument), 

피행위자(patient) 등을 직관적으로 포착해낸다. 그러한 능력의 진화적 기원

과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그러한 직관적 능력은 정확성의 체계

라기보다는 효율성의 체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실제의 

명백한 정보로는 종종 확인되지 않는 행위자나 피행위자를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잘 알려진 연구들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행위력 탐지 장치(HADD)를 갖고 

있다면, 실제로는 행위자가 없는 ‘해프닝’, 즉 행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위 표상 체계가 작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

다. 예컨대, 자연적 강우 현상은 실제로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기상학적 해프닝이지만 종종 강우 행위자가 개입하는 사건으로 이해되는 경

우가 있다. 또, 만약 행위 표상 체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역할 항을 마

치 있는 것처럼 표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단지 행위자의 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가정할 이유는 없다. 특히 희생제의와 같은 종교 의례를 접

할 때 우리 마음의 행위 표상 체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가상의 피행위자

를 표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 표상 체계는 사람들이 

의례적 실천을 지각하고 표상하는데 필수적인 마음의 장치일지도 모른다. 

(1) 행위 표상 체계와 의례 형식

의례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위 표상을 위한 일반적인 인지 체계

가 의례에 대해서도 작동한다. 이는 의례의 표상을 위한 특수한 별도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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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의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행위 표상을 위해 필요한 인지적 장치는 진화된 인간의 마음에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인지종교학의 선구자들로 꼽히는 토머스 로슨

과 로버트 맥컬리는 행위를 표상하기 위해 작동하는 마음의 체계를 ‘행위 표

상 체계’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행위 표상 체계를 통해 종교 의례에 대한 인

지적 분석을 시도한 로슨과 맥컬리의 이론적 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례 형식의 인지적 기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325)

로슨과 맥컬리에 따르면, 의례의 구조적 묘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

본적인 행위 구조들을 나타낸다.326) 첫째, 행위를 다른 사건과 해프닝으로부

터 구별하는 역할 항들(행위자, 행위, 도구, 피행위자)이 있다. 둘째, 이러한 

형식적 역할 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존재자들과 행위들을 취한다. 셋

째, 적어도 두 가지 역할을 항상 충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모든 행위에는 

행위자가 있고 그 행위자는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한다.) 넷째, 행위자의 역할

을 충족시키는 어떤 존재라도 피행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피행위자가 

행위자의 역할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다섯째, 특수한 도구의 사용 여부와 

같은 가변성의 지점을 드러낸다. 여섯째, 어떤 행위의 수행이 다른 행위의 

수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경우처럼, 여러 행위들을 연결 짓는 상관관계가 있

을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 항은 행위자와 행위이므로 

피행위자를 포함하지 않는 행위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로슨과 

맥컬리는 피행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표상되는 행위들에 특별히 

주목했다. 그들의 목표는 종교 의례에 대한 인지적 설명을 제안하는 것인데, 

종교적 의례로 이해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심적 표상은 대

325) 이하의 논의는 로슨과 맥컬리가 전개한 주장에 대한 해설과 비평이다. 언급되는 사항들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다음의 두 책을 참고하라. E. Thomas Lawson and Robert N. McCauley,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Robert N. McCauley and E. Thomas Lawson, Bringing 
Ritual to Mind: Psychological Foundation of Cultural For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본고에서는 특히 첫 번째 책의 주요한 이론적 틀을 

간명하게 정리하면서 논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26) McCauley and Lawson, Bringing Ritual to Mind,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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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행위자와 행위(도구를 이용한 행위)뿐만 아니라 피행위자의 역할 항까지

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종교의례형식을 표상하는 인지체계와 

일상행위를 표상하는 인지체계가 다르지 않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달라지지

는 않는다. 그들의 논의 속에서 종교 의례를 일상 행위와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단지 참여자의 마음속에 표상되는 종교 의례의 구조적 묘사에 ‘문

화적으로 상정된 초인간적 행위자(Culturally Postulated Superhuman 

agent: CPS-행위자)’327) 관념이 끼어드는 지점이 있다는 정도이다. 

로슨과 맥컬리의 종교 의례 이론은 특히 CPS-행위자가 개입하는 역할 

항에 주목한다. 종교 체계의 개념적 도식은 의례의 구조적 서술을 구성하는 

역할 항에 CPS-행위자와 연관된 ‘특별한 항목(special entries)’을 갖는다. 

행위자, 피행위자, 도구(도구를 이용한 행위) 등 모든 역할 항은 참여자의 마

음속에서 CPS-행위자와 관련됨으로써 각각 특별한 행위자, 특별한 피행위

자, 특별한 도구 등으로 표상될 수 있다. 이는 각각 특별한 행위자에 의한 

축복, 특별한 피행위자에 바치는 희생제의, 특별한 도구의 성화 등으로 묘사

될 수 있는 각종 의례들을 구성하게 된다. 즉 종교 의례 참여자들은 CPS-행

위자가 의례적 행위의 어딘가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심적 표상을 갖

게 될 수 있다. 이때 CPS-행위자의 개입은 직접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

고 보다 간접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슨과 맥컬리는 CPS-행위자에 대한 심적 표상

에 주목하여 종교 의례의 형식과 특징을 파악하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한

다. 초인간적 행위력의 원리(Principle of Superhuman Agency: PSA)와 

초인간적 직접성의 원리(Principle of Superhuman Immediacy: PSI)가 

그것이다.328)

먼저, 초인간적 행위력의 원리(PSA)는 행위자, 행위, 피행위자로 이루어

327) ‘문화적으로 상정된 초인간적 행위자’라는 개념은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론에 의해 표

상되는 ‘초인간적 행위자’ 관념 중에서 특수한 지역과 시대의 문화 속에서 널리 수용되어 문화

적으로 구조화된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가리킨다. 따라서 이를 줄여 쓸 때

에는 로슨과 맥컬리의 용법을 따라 ‘CPS-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328) McCauley and Lawson, Bringing Ritual to Mind, pp.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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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위 표상 체계의 어느 항이 CPS-행위자와 연결되는 것으로 표상되는지

에 따라 의례의 속성을 구별하는 원리이다.329) 말하자면, ‘특별한 행위자 의

례’는 CPS-행위자가 의례적 실천의 행위자와 연결되는 의례다. 로슨과 맥컬

리에 따르면, 이런 의례들은 대개 음악이나 연회 등이 동원되면서 정서적으

로 강한 자극을 동반하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가령, 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제가 집전하는 결혼식이나 성

인식 같은 것이 그 사례로 제시된다. 또, ‘특별한 피행위자 의례’와 ‘특별한 

도구(행위) 의례’는 각각 의례적 실천의 피행위자와 의례적 실천의 행위(도

구)가 CPS-행위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례로서, 대개 더 차분하게 

흔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해진다.

로슨과 맥컬리는 초인간적 행위력의 원리(PSA)에 의해 확보되는 특별한 

행위자 의례, 특별한 피행위자 의례, 특별한 도구 의례 등의 분류가 종교 의

례가 지닐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속성들을 예측하게 해준다고 주장한

다.330) 첫째, 반복가능성(repeatability)이다. 개인 참여자가 특별한 행위자 

의례의 피행위자인 경우 그 의례는 오직 한 번만 행해지지만, 특별한 도구 

의례와 특별한 피행위자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의례를 반복적

으로 행한다. 둘째, 취소가능성(reversibility)이다. 특별한 피행위자 의례와 

특별한 도구 의례의 결과는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결과를 되

돌리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반면, 특별한 행위자 의례의 결

과는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되돌리고자 한다면 

그것을 무효화하는 특별한 의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이다. 의례적 대체는 전형적으로 도구와 피행위자의 항에

서 발생하며, ‘특별한 행위자 의례’의 행위자를 대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특별한 피행위자 의례’의 피행위자는 다른 피행위자로 대체

될 수 있다.

초인간적 직접성의 원리(PSI)는 현행 의례를 구성하는 행위자, 행위(도

구), 피행위자 중에서 CPS-행위자와 연결되는 역할 항이 복수로 존재할 경

329) Ibid., p. 26 참조.

330) Ibid., pp. 30-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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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CPS-행위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의례의 

속성이 결정된다는 원리다.331) 가령, 가톨릭 세례에서 사제(행위자)와 물(도

구)은 모두 어떻게든 신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역할 항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제가 물에 비해 더 직접적으로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제의 

경우는 특별해지기 위해 사제서품식이라는 매개적인 의례만을 필요로 하지

만 물의 경우는 사제가 축성함으로써 특별해진다는 점에서 사제서품식과 물

의 축성이라는 두 개의 매개적인 의례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가톨릭의 

세례는 물을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의례지만 그 의례의 행위자인 사제가 

도구인 물에 비해 신과 더 직접적인 의례적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

한 도구 의례’가 아니라 ‘특별한 행위자 의례’에 해당한다.

또, 로슨과 맥컬리에 따르면, 초인간적 직접성의 원리(PSI)는 한 의례의 

완전한 구조적 묘사를 위해 상정되는 매개적인 의례들이 어느 수준에서 

CPS-행위자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현행 의례가 하나의 종교체계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의례인지를 판정하게 해준다.332) 예컨대, 가톨릭의 성체성사에서

는 빵과 포도주라는 도구가 그 자체로 신적인 존재의 살과 피로서 여겨지는 

반면, 세례는 CPS-행위자가 직접적으로 환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찬식이 

‘가톨릭’이라는 종교체계에서 더 중심적인 의례로 여겨지게 된다고 로슨과 

맥컬리는 설명한다. 

초인간적 행위력의 원리(PSA)와 초인간적 직접성의 원리(PSI)를 통해 의

례 형식을 구분하면서 그 형식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러한 로

슨과 맥컬리의 이론은 ‘의례 형식 가설(ritual form hypothesis: RFH)’이라

고도 불린다. 그런데 이 가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

요가 있다. 로슨과 맥컬리의 이론적 틀은 매우 엄격하게 정의된 나름의 개념

적 전제들로 인해 오히려 몇 가지 명백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첫째로, 그들은 ‘종교 의례(religious ritual)’의 의미를 상당히 엄밀하게 

제한하면서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했다.333) 그들은 ‘문화적으로 상정된 초인

331) Ibid., p. 27 참조.

332) Ibid., p. 33-35 참조.

333) Ibi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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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행위자(CPS-행위자)’와 어떻게든 결부되는 의례만을 ‘종교 의례’로 상

정하고 그것을 의례 일반과 여타의 종교적 행위로부터 구분했다. 이러한 전

제는 신이나 정령과 같은 CPS-행위자 표상을 종교 의례의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하게 한다. 그러나 파스칼 보이어의 말처럼, 만약 종교적 개념이 인간 

마음이 작동시키는 추론체계에 단지 기생하는 것이라면,334) 즉 신과 정령이 

의례의 심적 표상에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 부가적으로 환기되는 것이라면, 

‘종교 의례’라는 확고한 범주를 상정하는 로슨과 맥컬리의 전제는 지나치게 

규범적이다. 특히 그러한 전제는 행위 표상 체계가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부

수적 효과를 도리어 종교 의례의 본질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측면

이 있다. 즉, 로슨과 맥컬리의 이론적 틀은 마치 ‘종교 의례’만의 고유한 구

조적 체계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로슨과 맥컬리는 종교 의례를 전체로서의 ‘종교 체계’를 통해 이

해한다.335) 예컨대 가톨릭의 세례나 성체성사는 가톨릭의 종교 체계를 고려

할 때에만 그 의례의 ‘완전한 구조적 서술(full structural description)’이 

확보되며, 그 종교 체계가 상정하는 CPS-행위자와의 연결이 갖는 직접성의 

정도가 클수록 그 종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심적인 의례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특정 종교 전통의 교리나 규범적 의미론

에 의존함으로써, 의미론으로부터 독립적인 설명 체계로 제시하는 자신들의 

가설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

하고 설명해야 하는 대상인 ‘종교 체계’를 오히려 설명의 근거로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로, 로슨과 맥컬리는 전체적으로 종교 의례의 ‘참여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참여자 중심의 의례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문화

적으로 성공적인’ 종교 의례의 인지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참여자

의 심적 표상에만 주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의례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판단하거나 의례의 문화적 성공에 기여하는 인지적 요인을 분

334) Boyer, Religion Explained, p. 202 참조.

335) Ibid., p. 3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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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서는 단지 참여자만이 아니라 의례를 준비, 감독, 보조하는 사람

들과 관찰자들까지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

루어지는 수직적 수평적 전달과 소통의 메커니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행위 표상 체계’를 통해 의례에 접근하고자 하는 로슨과 맥

컬리의 이론적 출발점과 지향점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러한 한계들을 염두에 둘 때, 좁은 의미의 ‘종교 의례’에만 집중하는 그들

의 이론적 틀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들의 이론적 출발점

과 지향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행위 표상 체계가 보다 넓은 의미의 의

례적 실천과 어떤 인과적 상관성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2) 의례의 일차적 구조와 CPS-행위자

행위 표상 체계는 사건을 행위자의 행위로 표상하고 그 행위의 구문론적 

체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일차적 구조를 마음속에 그려낸다. 그러

한 일차적 구조를 바탕으로 할 때 ‘문화적으로 상정된 초인간적 행위자

(CPS-행위자)’의 관념이 어떻게 환기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이를 통해, 

행위 표상 체계를 통해 향유되는 의례의 형식적 요소인 CPS-행위자는 필수

적이기보다는 부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선 사람들이 주어진 행위사건을 지각할 때 행위 표상 체계가 그 사건

을 어떻게 표상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사변적인 숙고로부터 다시 논의를 이

어가보도록 하자. 하나의 사건은 그 사건의 이전과 이후에 아무리 다양한 심

적 표상과 공적 표상의 연쇄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현재 

사건(current event) 자체의 데이터, 즉 ‘실제로 명백한 정보(factually 

obvious information)’로 환원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최초의 정보를 

지각할 때 그로부터 행위자(agent)의 존재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그 사건이 

‘행함(doing)’인지 단순한 ‘해프닝(happening)’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한

다. 여기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행위 식별 과정은 사건

이 발생한 화용론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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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조건 혹은 동기에 대한 심적 표상을 갖고 그것을 맥락화하면서 사건을 

접한다. 행위 표상 체계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획득되는 ‘실제로 명백한 정

보’를 바탕으로 대상 행위의 구문론(syntax)을 이루는 형식적인 요소들, 즉 

행위자, 행위, 도구, 피행위자 등의 역할 항을 파악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주어진 행위 표상의 일차적 구조를 형성한다.

<그림 2> 행위 표상의 일차적인 구조 

행위 표상의 일차적인 구조에서 묘사되는 행위자, 행위, 도구, 피행위자 

등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에 대한 심적 표상이다. 의례가 일종의 행

위 표상이라고 할 때, 원칙적으로 의례의 일차적 구조는 실제로 관찰되지 않

는 CPS-행위자 표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차적인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행위자’의 항과 ‘행위(act)’의 항이다. 그 두 항은 의례를 

하나의 행함(doing)으로 표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때 

‘행위’의 항은 ‘도구’를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

소한의 의례적 실천은 [어떤 맥락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행위

를 하는’ 사건으로도 표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배 전에] 무슬림이 ‘우두

(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336’(al-wuḍūʼ ,الوضوء)

336) 우두란 이슬람에서 예배 전에 몸을 물로 씻는 의식을 말한다. 손을 손목까지 세 번 씻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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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일차적 구조는 행위자와 행위 외에도 피행위자의 항도 포함할 수 

있다. 이때의 의례적 실천은 [어떤 맥락에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혹

은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사건으로 표상

된다. 가령, 교회의 목사가 신도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

이다. 이러한 실천의 구조적 묘사에서 행위자, 행위, 도구, 피행위자 등의 역

할 항은 모두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요소로 채워진다. 즉, 여기서도 마찬

가지로 CPS-행위자 표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상

적인 행위로 간주되기보다는 의례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물론 우두나 세례 등의 실천들은 교리적인 주석, 앞뒤의 화용론적 문맥에 

의한 추론, 혹은 집례자의 카리스마를 통해 보다 심오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구조적 묘사의 어딘가에 특정한 CPS-행위자 표상을 포함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CPS-행위자 표상 없이 일차적인 

구조를 묘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의례 형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CPS-행위자 표상을 필요로 하는 의례적 실천은 많이 존재한다. 특정한 

CPS-행위자를 피행위자로 적시하는 다양한 종류의 예배나 조상 제사, 또는 

어떤 사물이나 음식을 특정한 CPS-행위자와 연관된 도구로서 규범적으로 

규정하는 유물숭배, 성상숭배, 성체성사, 음복수조 등의 의례 형식이 이에 

속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례 형식에 의해 CPS-행위자가 부가적으로 환기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의례의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 없이 행해

지는 다양한 고사(告祀) 형식의 의례들이 그렇다. 고사는 그 일차적인 구조

에 있어 피행위자 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접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의를 갖춰 절을 하는 행위나 진설되는 음식과 제물 

을 물로 세 번 헹구고, 콧구멍으로 물을 들이켜 세 번 씻고, 얼굴을 양손으로 세 번 씻고, 오른

팔을 팔꿈치 끝까지 세 번 씻고, 왼팔을 같은 식으로 씻고, 손에 물을 적셔 머리를 한 번 닦아

내고, 젖은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귀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귀 바깥쪽을 닦고, 손에 물을 적셔 

목둘레를 닦고, 양발을 오른발부터 발목까지 세 번 씻는다. 만약 소변, 대변, 방귀 등 생리적 

배설을 하거나, 신체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거나, 구토를 하거나, 잠이 들거나, 마약이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 우두는 무효가 되므로 다시 해야 한다. 만약 병중이거나 물을 접하면 안 되는 

경우, 충분한 양의 물이 없을 경우, 물을 사용하는 일이 해롭거나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우두를 하는 동안 장례예배나 큰 축제의 집회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물 대신 깨끗

한 흙이나 모래 혹은 돌을 가지고 약식으로 몸을 닦는 ‘따이야뭄’이 허용된다. 인터넷 사이트 

<이슬람코리아> (http://www.islamkorea.com/islaminfocus_3.html), 2016년 11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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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소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CPS-행위자를 거의 직관적으로 피행위

자의 항으로 표상하게 된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의례의 일차적 구조를 위해 CPS-행위자 표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CPS-행위자 표상이 삽입되는 항이나 

CPS-행위자와 연결되는 직접성의 정도도 모든 경우에 미리 규범적으로 결

정되어 있지 않다. CPS-행위자 표상은 부가적으로 환기될 수 있다. 이는 어

떤 초자연적 존재와의 관계나 초자연적 힘과 관련해 해석되는 의례의 의미 

역시 원칙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의 기초가 된다. 즉, 의례의 의

미는 의례적 실천 자체에 들어있거나 미리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표상 

체계의 활성화가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론과 함께 작동함으로써 부가

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의미작용은 단지 의례의 참여자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관찰자를 포함해 그 의례에 대한 이야기를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의례적 실천이 단일한 의미를 

지닌 기호가 아니라 그 의미가 쉽게 고정되지 않는 일종의 ‘상징’으로 기능

할 수 있게 한다. 

행위 표상 체계는 일상적인 행위들만이 아니라 의례적 실천이 지각되고 

해석되고 소통되면서 인류 문화 속에 자리 잡기 위한 인지적 기초로서 다양

한 의례 형식에 대해 유연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이는 교리나 규범보다 마음

의 작동방식에 의해 제약되는 민속신앙의 실천적 차원을 문화적으로 분포하

게 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2. 위험 예방 체계

우리가 ‘의례’라고 부르는 행동 양태는 세계 곳곳에서 꽤 일반적으로 발

견되는 인간 활동의 일부다. 의례가 일반적인 인간 활동이 될 수 있었던 것

은 인류 조상의 삶에서 그러한 행동이 지닌 진화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까? 그러나 파스칼 보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화는 특정한 행동을 창

조하지 않는다. 진화는 사람들을 특수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마음의 구

조를 창조한다.”337) 그렇다면 인간을 의례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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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마음의 구조란 어떤 것일까? 이 문제는 바로 답변되기 어렵다. 왜냐하

면 인간의 뇌/마음에 ‘의례적 기질(ritualistic disposition)’나 특별한 ‘의례

체계(ritual system)’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의례적 실천들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체계는 ‘의례’를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른 것을 위해 진화한 적응적 기질이 의례적 실천이라는 특수한 양식의 행

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 마음에서 

작동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 체계(precaution system)’가 의례적 실

천의 일반적 특징들과 인과적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자연주의적 가설을 중

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왜 명시적인 교리나 실천

규범이 없는 민속신앙적 실천이 문화적으로 성공적일 수 있는지를 일견하게 

해줄 것이다. 

(1) 의례적 실천의 특징과 강우의례

종교학자 캐서린 벨은 의례를 다루어 온 학계의 무척 방대한 학문적 노

작들을 검토하는 저술인 �의례: 관점들과 차원들(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의 마지막 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결국 “의례”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다. 우리는 그 용어를 통해 사회적이

고 문화적인 다양한 차이를 다루고자 했는데, 그러한 노력은 문화 특수

주의와 교구주의와는 차별화되는 학문적 객관성과 일반화를 포함한

다...(중략)...장차 우리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신에게 향을 

바치며, 광장에서 가면을 쓰고 춤추거나 혹은 의례의 의미에 대해 강의

하는 등의 일을 이해하기 위한 더 좋은 도구를 갖게 될 것이다.338)

벨의 말처럼 지금까지 ‘의례’는 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다루기 

위한 서술범주로 사용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자들은 특정 사회와 문

337) Boyer, Religion Explained, p. 234. 

338)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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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집단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의례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해석했

다. 하지만 벨은 그러한 학문적 노작이 객관성과 일반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의례에 대한 연구가 단지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례적 실천을 구성하는 인간 행위 일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까지 진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까지 이른다. 이를 위

해서는 더 좋은 학문적 도구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벨 자신에

게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다루기 위해 수많은 사회와 

문화집단의 의례를 조사해 온 기존의 연구들에서 뜻밖의 매우 중요한 사실

을 확인한다. 의례적 실천은 거의 모든 인간 집단에서 발견되며 그러한 의례

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식적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339)

첫째, 의례에서 참여자들은 각각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 역할은 

의례와 관련한 전문적인 직능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사회적 지위나 신분 혹은 성별 등에 따라 할당된다. 둘째, 의례는 ‘특별

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 장소는 이전부터 특별하게 여겨지

던 곳일 수도 있고 의례를 위해 특별히 구축된 곳일 수도 있다. 셋째, 의례

를 이루는 각각의 행위는 ‘특별한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특정한 순서, 방향, 

횟수 등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성을 갖는다. 넷째, 의례에는 ‘특별한 도구’

가 사용된다. 만약 그 도구가 일상에서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도 의례에서

는 종종 그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의례는 ‘특별한 각본’의 흐름

을 따라 행해지며, 그 흐름이 끊기거나 뒤집히면 안 된다고 여겨진다.340)

물론 이러한 느슨한 규칙성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각

종 의례들 사이에도 구체적인 양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거의 모든 인간 집단에 의례가 존재하고 그 의례들이 대체로 이러한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귀납적 사실이

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례가 꽤 일반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339) Boyer, Religion Explained, pp. 231-232 참고.

340) 물론 이러한 세부 규칙들은 일상적인 행위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례에서 나타나는 규

칙들은 종종 일상적인 행위에서 목표로 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목표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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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아직 의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즉, 의례의 일반적 특징

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의례가 그토록 일반적인 인간 활동이게 된 이유가 설

명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설명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줄 뿐이다. 일반성에 대한 설명은 개별적인 사례들 사

이의 차이와 유사성을 가로지르는 원칙(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의

례를 설명하고자 하는 작업은 ‘의례’ 연구의 관심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와 유사성의 양상’으로부터 ‘초문화적인 일반성의 인과적 원인’으로 돌

려놓는다. 이러한 관심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례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성

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우의례의 실천적 양상 역시 의례의 일반성에 대한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우선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에 포함되었던 기고의례의 의식체계를 �세

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의 우사단 기우에 대한 기록에서 의례의 일

반적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명해야 할 문

제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해보도록 하자.

    

◎ 우사단기우의(雩祀壇祈雨儀) 【보사(報祀)도 이와 동일하게 하는데 

오직 음복수조를 하는 것만은 정제(正祭)와 같다.】

하루 전에 여러 기관(祈官)이 청재(淸齋)로 기소(祈所)에서 하룻밤 잔다. 

【만약 일이 박절(迫切)하지 않으면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이

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내외를 소제하고, 구망(句

芒)·축융(祝融)·후토(后土)·욕수(蓐收)·현명(玄冥)·후직(后稷)의 신좌(神

座)를 단 위의 북방에다 남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는데, 자리

[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헌관(獻官)의 자리를 단 아래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여 자리한다. 감찰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다 서향하여 설치하

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배립(陪立)한다. 알자·찬자는 동계[東陛]의 서

쪽에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여 자리한다. 예감(瘞坎)을 단의 북쪽 임

지(壬地)에 파는데,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넣기에 넉넉하게 하고, 남쪽

으로 섬돌[陛]을 낸다. 망예위(望瘞位)를 예감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헌

관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대축과 찬자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고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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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로 한다. 기우하는 날[祈日] 축시(丑時) 전 5각에 【축시 전 5각은 

곧 3경 3점이니, 행사(行事)는 축시 1각에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 각 하나씩을 신위(神位)의 오른편에 올려 놓고, 

【점(坫)이 있다.】 폐비(幣篚) 각 하나씩을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향합

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진

설하는데, 매위(每位)에 각기 왼편에 변(籩)이 하나요, 【녹포(鹿脯)를 

담는다.】 오른편에 두(豆)가 하나요, 【녹해(鹿醢)를 담는다.】 보(簠)·

궤(簋)가 각각 하나로서 변·두 사이에 있는데, 보가 왼편에 있고, 궤가 

오른편에 있다. 【보에는 도(稻)를 담고, 궤에는 서(黍)를 담는다.】 조

(俎)가 하나로서 보·궤 앞에 있고, 【시성(豕腥)을 담는다.】 작(爵)이 

하나로서 조 앞에 있다. 【점이 있다.】 희준(犧尊) 둘과 【하나는 명수

를 담고, 하나는 예제(醴齊)를 담는다.】 산뢰(山罍) 둘을 【하나는 현주

(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설치하는데, 다 작(勺)과 

멱(羃)을 얹어서 단 위의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있게 하되, 서쪽을 

위[上]로 한다. 【무릇 준(尊)·뇌(罍)는 명수와 현주를 담은 것이 위가 

된다. 】 세(洗)를 남계(南陛)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

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罍)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세 서남쪽에 늘어놓되, 수건을 담아 놓

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篚)라면 또 작을 담아 놓는다. 점이 있

다.】 설치하기를 마치면, 전사관이 막차(幕次)로 물러가서 그 복색을 

갖추고, 올라와서 구망·축융·후토·욕수·현명·후직의 신위판을 자리[座]

에 설치한다. 축시 전 3각에 헌관과 여러 집사가 각기 그 복색을 갖추

고, 알자·찬자가 동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단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

가,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가고, 알

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축시 전 1

각에 알자가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랑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단의 남

쪽 배위로 나아가 겹줄로써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하면, 찬자

가

"사배하라."

하여, 감찰 이하가 다 네 번 절한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

여 각기 자리로 나아가고, 재랑이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서 작을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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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닦고 나서, 비(篚)에 넣어 가지고 받들고 준소로 나아가서 점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면, 찬자가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사오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고 아뢰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찬자가

"재배하라."

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다 두 번 절한다. 찬자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하여,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

게 하고,

"홀을 꽂으라."

찬하고,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손을 씻고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홀을 잡으라."

찬하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서 남계[南陛]로 올라가 구망 신위 앞

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

들면, 알자가

"세 번 상향(上香)하라."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백을 헌관에게 주

어서, 헌관이 집폐헌폐(執幣獻幣)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봉향(捧香)·수폐(授幣)는 다 헌관(獻官)의 오

른편에서 하고, 전로(奠爐)·전폐(奠幣)는 다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수작

(授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면복하였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축융·후토·욕수·현명·후직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상

향하고 전폐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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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라."

하여,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계[南陛]로 올라가서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멱(羃)을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

자 여섯 사람이 작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구망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어서, 헌관이 집작헌작(執爵獻爵)하

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면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고 꿇어앉으라."

찬하고,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동향하고 꿇어앉아서 축문

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면복하였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축융·후토·욕수·현명·후직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행

례(行禮)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

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변(籩)·두(豆)를 거

두기를 의식과 같이 하면, 찬자가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한다. 찬자가

"망예(望瘞)하라."

하여,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망료위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서면, 대축이 비(篚)를 가지고 축판

과 폐백을 취(取)하여 서계[西陛]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찬자가

"묻어도 가하다."

하여, 흙을 반 구덩이에 메우면, 알자가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예(禮)가 끝났다."

고 아뢰고, 드디어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가 본위(本位)로 돌아

가고,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단(壇)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면, 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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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배하라."

하여, 감찰 이하가 다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하

여 나간다. 알자·찬자가 단(壇)의 남쪽 배위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가고,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위판을 간직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이에 물러간다.341)

우사단에서의 기우는 조선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숙종

30년에 정례화된 국행기우제 12제차에도 풍운뇌우산천 기우와 함께 제3차

와 제8차에 포함되었다. 위에 인용된 우사단기우의(雩祀壇祈雨儀)를 살펴 

볼 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의례의 다섯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우사단 기우의 참여자들은 각각 전사관(典祀官), 헌

관(獻官), 집사(執事), 감찰(監察), 서리(書吏), 대축(大祝), 찬자(贊者), 알자

(謁者), 집준자(執尊者), 축사(祝史), 재랑(齋郞) 등의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

다. 둘째, 우사단 기우는 흥인문(興仁門) 밖의 우사단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서 행해지는데, 이 장소는 여러 가지 사물과 도구 그리고 사람들의 위치가 

정교하게 배치됨으로써 다른 장소들과 구분된다. 셋째, 우사단 기우를 구성

하는 많은 행위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가령, “축시 전 3각에 헌관

과 여러 집사가 각기 그 복색을 갖추고, 알자·찬자가 동문으로 들어와서 먼

저 단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

고 나서,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

리로 나아간다.”에서 보듯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이나 방위, 절하는 횟수, 

행위들 간의 순서 등이 명시된다. 그러나 왜 그 방위라야 하는지, 왜 네 번

이나 절하는지, 왜 그러한 순서로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없다. 넷째, 

우사단 기우에는 많은 종류의 ‘특별한 도구’들이 동원된다. 가령, 의례의 공

간에는 신위(神位), 축판(祝版), 폐비(幣篚), 향로(香爐), 향합(香合), 초[燭], 

변(籩), 두(豆), 보(簠), 궤(簋), 작(爵), 희준(犧尊), 산뢰(山罍), 세(洗), 뇌(罍) 

등과 같은 특별한 도구들이 설치되거나 준비되고 헌관 역시 홀(笏)이라는 특

341) �世宗實錄� 卷131, 五禮 / 吉禮 儀式 / 雩祀壇祈雨儀. 이 부분의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http://sillok.history.go.kr/) 참고. 



- 225 -

별한 도구를 가지고 의례에 임한다. 다섯째, 우사단 기우는 여기에 언급된 

우사단기우의(雩祀壇祈雨儀)라는 ‘특별한 각본’의 흐름대로 행해진다. 기고

의례로 행해지는 국행기우제의 절차들은 제단과 신위를 달리하지만 전체적

으로는 대부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해지게 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보고된 강우의례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난다. 가령, 경남 창원에서 이루어진 강우의례는 유교식 제사 

형식, 종교적 전문가 동원 형식, 용 관련 의례 형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는 사례였다.34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이 각각 ‘특별한 역할’을 맡

게 되는데, 군수가 제주를 맡고, 지역의 명망가가 독축관을 담당하며, 무녀

(巫女)가 기우가를 부르고 춤과 음악을 연행하고, 맹승(盲僧)이 용왕경을 독

송을 했다고 한다. 또 ‘특별한 장소’로서 천주산(天柱山), 팔룡산(八龍山), 백

옥산(白玉山) 등의 산꼭대기를 제장으로 삼고, 그 중에서 팔룡산 꼭대기에는 

흙으로 3~4척의 용 형상을 두 개 만들어 용 주위에 대나무를 세우고 붉은 

흙을 바른 새끼줄을 둘러 그 장소를 성역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

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진(辰)이나 사(巳) 일

을 택하여 새벽 1시에 의례를 거행하면서 돼지, 밥, 과일, 술 등을 차리고 돼

지머리를 제장의 땅속에 묻고 기원을 하고 독축을 한 후에 축문을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유교적 제사 방식과 유사한 ‘특별한 방식’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 토룡, 종이, 대나무, 새끼줄, 붉은 흙, 제물, 축문 

등의 ‘특별한 도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은 암묵적으로나마 ‘특

별한 각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그 각본에 따르면 위의 

소정의 기우제를 거행하고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읍성 내의 시장을 동문 밖으로 혹은 남문 밖으로 옮기는 일도 행하도록 되

어 있었다.    

우사단에서의 기우와 경남 창원의 기우제의 사례에서도 우리는 다른 의

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특징들의 존재는 의례적 실천의 일반성에 대한 어

떠한 인과적 설명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사실 의례적 실천이 다양한 인간 행

342) �釋奠·祈雨·安宅�, pp. 78-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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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의례들이 대체로 이러한 형식적 특징들

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일반적

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특정하여 묘사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러한 형식적 특징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비슷한 형식적 특징을 지닌 다

양한 인간 행동들 가운데에서 의례적 실천을 식별해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

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식적 특징이 그 근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의례적 실천

들을 쉽게 식별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의례적 실천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의례적 실천의 세부 규칙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우사단 기우와 같은 기고의례에서 절

을 네 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헌관이 손을 

씻고 닦는 부분에서 알자가 찬(贊)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향(上香)

을 세 번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째서 봉향(捧香)·수폐(授幣)는 헌관(獻官)

의 오른편에서 하고, 전로(奠爐)·전폐(奠幣)는 헌관의 왼편에서 하는지, 대축

은 왜 신위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동향하고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어야 하

는지 등은 투명하게 이해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창원 기우제의 경우, 왜 

제장을 대나무, 새끼줄, 붉은 흙 등으로 둘러싸는지 혹은 돼지머리를 땅속에 

묻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 또한 분명하지 않다. 

고전적인 방식의 의례 연구에 익숙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표면

적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심오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특정한 의미를 

확보하고 있으리라는 추정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의미의 문제는 의례적 실천의 당사자들의 관심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 대체

로 의례의 당사자들은 주어진 의례적 실천을 틀리지 않고 잘 완수하는 데 

집중한다. 의례의 상징적 의미는 누군가 그것을 찾고자 할 때 비로소 만들어

진다. 즉, 이는 의미론적 과정이나 해석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문제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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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자들은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의례들이 사실상 모호하

고, 비일관적이고, 역설적인, 혹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343) 또 의례는 많은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하기보다

는 전달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해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엄격히 통제되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모리스 블로흐(Maurice Bloch)와 같은 학자

들은 의례화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

킨다고 주장한다.344)

그렇다면 다양한 의례적 실천들을 쉽게 식별하는 주요인은 의례의 구문

론적 형식 자체나 상징적 의미 자체만으로는 해명되기 어렵다. 어쩌면 우리

는 사람들이 의례적 실천을 다른 행위로부터 거의 직관적으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특별한 정서를 갖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문제

를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즉, 그 요인은 의례적 실천 자체의 특성만

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행하거나 그것에 대해 특별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마

음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위험 예방

과 관련된 인지체계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의례화된 행동’과 위험 예방 체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례’는 잘 정의된 분석적 범주가 아니다. ‘의례’

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어떤 특별한 유형의 행동이 ‘의례’의 사례가 

되는지, 어떤 것들이 될 수 없는지를 결정할 분명한 준거도 존재하지 않는

다. 파스칼 보이어와 피에르 리에나르드(Pierre Lienard)는 이러한 ‘의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의례화된 행동(ritualized behaviour)’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345) 그들이 제시하는 ‘의례화된 행동’이란 행동의 흐름을 체계화하

343) Caroline Humphrey and James Laidlaw, The Archetypal Actions of Ritual: A Theory 
of Ritual Illustrated by the Jain Rite of Worship, Gloucestershire: Clarendon Press, 

1994; Fritz Staal, Rules Without Meaning: Mantras and the Human Sciences,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1993; Boyer, The Fracture of an Illusion, p. 64. 

344) Maurice Bloch, “Symbols, Song, Dance, and Features of Articulation: Is Religion an 

Extreme Form of Traditional Authority?”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15, 1974, pp. 

55-81.

345) Pierre Lienard & Pascal Boyer, “Whence Collective Rituals? A Cultural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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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방식인데, 강제성(compulsion), 엄격성(rigidity), 중복성

(redundancy), 목표 강등(goal demotion)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의

미에서의 의례화된 행동은 우리가 ‘의례’라고 부르는 의식의 전형적인 특징

이기는 하지만 모든 의례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의례’ 이외에도 이러

한 의례화된 행동을 포함하는 맥락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부연하면, 의례화된 행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의 측면에서 잘 식별된

다.346) 첫째, 명백한 경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몸을 며칠에 걸쳐 반복

해서 씻는다든지, 이미 깨끗한 물건을 다시 씻는다든지, 대화 상대자가 없는

데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든지 하는 의례적 실천들을 떠올려보자. 물론 이

러한 행동들은 나름의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 여겨지지만 그 행동들의 목적

은 일상적인 행동처럼 그 실용적인 목표가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정해진 방식대로 그리고 보통 예전에 행해

졌던 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느낀다. 둘째, 반복과 중복성이 

나타난다. 똑같은 행위나 몸짓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과 동일한 말을 반복

하는 것 등은 많은 집단 의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우사단 기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고의례 형식의 강우의례에서 사람들은 반복해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동일한 순서로 정해진 횟수의 행위를 반복하지만 가시적으로는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인지도 확

실하지 않다. 셋째, 특별한 질서와 경계를 세운다. 많은 의례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 잡힌 환경을 만들어

낸다. 우사단 기우나 창원 기우제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일렬로 줄

을 서고 특별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며 정교한 색깔과 모양의 조합들을 만

들어내고 돌과 나무를 가지런하게 쌓으며, 특정한 구역을 정해 다른 영역과 

구별하고 특정한 금기를 정한다. 넷째, 깨끗함과 위험에 집중한다. 오염과 

정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의 방지, 특별한 공간과 시간의 창조 등은 의례

화된 행동과 결부된 흔한 주제들이다. 많은 의례들에서는 피, 정액, 배설물 

등이 중요한 관심거리고, 썩는 사체의 냄새도 중요하며, 정화를 위해 물로 

Model of Ritualized Behaviour,” American Anthropologist 108(4), 2006, pp. 814-827.

346) Boyer, Fracture of An Illusion,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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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거나 불로 태우고  그슬리는 행위 또한 자주 나타난다. 대체로 사람들은 

의례에 참여하기 전에 씻고 물에 몸을 담그고 깨끗한 의복을 입으며, 희생으

로 쓰는 동물은 완전히 깨끗해야 하며, 심지어 월경중인 여성은 의례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염과 정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너무나 널

리 퍼져 있어서 종교 의례의 중요한 토대로 간주되어 왔다.347)

이러한 특정한 행위들은 일상적인 행위를 대하는 방식으로는 쉽게 이해

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기저의 문화적 모델과 연결시켜 개념적 연

상을 끌어내어 해석하는 일은 이러한 행위들의 의미가 통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며, 매우 설득력 있게 수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서 도대체 왜 이러한 의례화된 행동이 비슷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의례화된 행동은 왜 이러한 특정한 특질들을 겸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행위들의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이어와 리에나르드는 위와 같은 의례화된 행동이 종교적인 의식(儀式)

이나 다른 종류의 집단적 의식에만 특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

들은 이러한 의례화된 행동이 유년기 아동들의 행동에서도 나타나며, 강박

신경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의 특징적인 병리적 증상

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했다.348) 그들은 이러한 행동이 잠재적 위험에 반

응하도록 설계된 인지체계의 과잉 작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

들은 신경생리학적이고 신경영상학적인 증거들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마

음이 전문화되고 진화된 경계-예방 체계(vigilance-precaution system)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은 유기체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위험을 처리

하고 예방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강박신경장애의 병리적 증상은 위험탐지와 반응에 종사

하는 대뇌 기저핵(basal ganglia)과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반응의 입안과 

억제에 종사하는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등의 신경인지체계의 

기능장애에서 비롯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러한 영역에 문제를 안고 있

347)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1966.

348) Boyer, Fracture of An Illusion, pp. 66-69.



- 230 -

는 환자들의 생각이 왜 일반적으로 공격과 포식, 전염과 오염, 사회적 위험 

등 작은 범위의 물건과 개념에 집중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다. 또 이는 환

자의 의례적 행동이 왜 그렇게 자주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고대적인 반응, 가

령 씻어내기와 닦기,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정리, 자신의 행동에 대

한 다른 사람들의 지각을 과도하게 관찰하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지 병리적 증상의 일부로 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인류에게

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의례화된 행동의 일반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사례들로 관심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강박적인 생각

과 행동은 아동 발달기의 특정한 시기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아동들

의 그러한 행동은 병리적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파스칼 보이어는 아동들

의 의례화된 행동이 위험탐지 및 위험반응 체계를 표준화하는 보정

(calibration) 과정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349) 가령, 아동들은 혼

자 자야 하는 경우와 같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의례화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전염과 오염에 대한 자동적인 관념, 즉 ‘역겨운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한 아동들의 강한 관심과 반응은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잠재적인 위험의 원천을 탐색하는 작용과 관련되어 보인다. 이러한 반응체

계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진화적 시나리오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인류조상의 자연환경을 가정할 때, 포식은 친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특

히 낮보다 밤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특별히 예

민하게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 또한 잠재적인 전

염원에 대해 무언가 미심쩍은 느낌이나 역겨운 느낌을 갖는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보다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험의 

특수한 파라미터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는 아동의 예방체

계가 단지 기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규칙을 학습함으로써 구축되는 경향

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의례화된 행동은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다듬

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동들은 자신들의 예방적 행동을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보다 적합한 반응이 되도록 점차로 보정하게 된다. 이

349) I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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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박행동이 단지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지체계의 발달과정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강박신경장애와 아동의 강박행동에 대한 논의가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의례화된 행동이 인간의 마음/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집단적인 행동으로 발견되는 의례를 

이러한 개인적인 수준의 의례화된 행동을 통해서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러한 시각은 과거에도 있었다. 예컨대, 과거 프로이트는 ｢강박 

행동과 종교 행위｣(1907)에서 의례를 개인의 신경증을 확대한 사회 집단의 

집단적 신경증으로 보기도 했다.350) 하지만 파스칼 보이어는 프로이트의 이

런 제안은 단지 유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351) 유비적으로는 사회 집단이 

어떤 사고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종종 말해지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사회 집단은 개인과 달리 ‘마음’이나 ‘욕망’이나 ‘억압’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다. 프로이트의 해석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사회 집단이 그러한 심

리적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파스칼 보이어는 사람들이 어째서 의례화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절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지를 묻는 물음을 통해 이에 접근했다.352) 그는 인

간 문화에 대한 선택주의적(selectionist) 혹은 역학적(epidemiological) 관

점의 맥락에서 이 물음이 답변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그러한 틀에서 볼 

때, 의례화된 행동을 지닌 개체군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개인들에게 

특정한 행위의 집합이 다른 행위들의 집합보다 강렬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

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보이어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타당하다면 우리는 의례화된 행위에 

대한 사회적·집단적 요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주어진 환경

에서 이러한 행위의 집합이 다른 것들보다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 즉 특정

한 의례의 ‘조리법’이 다른 것들보다 더 주의를 집중시키고 잘 기억된다는 

것을 가정하기만 하면 된다.353) 이는 바로 의례화된 행동들이 위험 탐지 체

350) 지그문트 프로이트, ｢강박 행동과 종교 행위｣, �종교의 기원�(프로이트 전집 13), 이윤기 역, 

열린책들, 2003.

351) Boyer, Fracture of An Illusion, pp. 67-68.

352) Ibid..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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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같은 예방 체계의 ‘입력형식’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우리 

마음속의 위험 예방 체계가 활성화되기 위해 실제적인 위험과 직접 마주할 

필요는 없다. 즉, 문화적으로 전수되는 의례화된 행동은 그것이 단지 잠재적

인 위험탐지의 상황을 모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어는 초문화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공예물인 가면(mask)을 예

로 들어 이 아이디어를 상술했다. 가면의 문화적 성공은 단지 문화 전파론적

인 도식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람들은 

가면을 만들고 의례 혹은 놀이의 일부로 사용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 그만큼 

여러 문화권에서 가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아 왔다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다. 사람들이 가면놀이에 매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면놀이의 

사회적 통합 기능이나 사회정치적 풍자 기능을 그 원인으로 언급하는 것은 

효과에 대한 기대나 잠재적인 결과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다. 보이어가 언급한 것처럼, 가면이 사람들의 마음

을 사로잡는 원인은 아마도 가면이라는 인공물이 진짜 얼굴이 아니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얼굴인식체계(face-recognition system)의 입력

조건을 충분히 모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원시적 사유의 잔존물이나 무

지의 소산이 아니다. 가면에 눈길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얼굴이라

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이다. 

보이어에 따르면, 이는 강렬한 의례화된 행동을 위해 사람들이 그 행동의 

‘의미’에 설득될 필요가 없으며 또는 공동 의식의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354) 또, 의례화된 행동이 우리의 위험탐지체계

의 입력조건을 모사한다는 것은 결코 의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로 어떤 위험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치 가면

을 향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 가면을 진짜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말이다. 적합한 인지체계가 활성화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관련 대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의례화된 행동이 문화적으로 성

공하게 되는 데 작용하는 인지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53) Ibid., p. 69.

354) Ibid.,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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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표상 체계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메타표상 체계(meta-representation system)

란 어떤 표상을 하나의 ‘표상’으로서 처리하게 해주는 인지적 도구다. 어떤 

정보 자체가 직관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 그것에 관한 이차적인 

정보나 믿음이 그 일차적인 정보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게 해주거나 

거짓된 것으로 평가해 간단히 폐기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를 가능

하게 하는 인지적 능력이 곧 메타표상 체계다. 이러한 메타표상 체계는 종교

적 관념과 실천의 수용과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경전에 나온 내

용임” 혹은 “믿을 만한 선례가 있음”이라는 이차적인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관념이나 의례적 실천을 어떻게든 수용하거나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메타표상 능력은 어려운 종교적 관념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의례적 선례

주의’의 인지적 근간이 되어 제의원리, 의미, 기대효과 등이 모호한 의례들

을 선례에 대한 참조와 모방을 통해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도 작동

한다. 따라서 메타표상 체계는 신학적 교리나 의례적 규범에 대한 의존 없이

도 민속신앙적 실천이 문화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인지적 기

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의례적 선례주의와 강우의례

의례적 실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선례(先例)에 대한 강력한 의존성이다. 의례적 실천은 그 의미나 종

교적·이념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선례’만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흔

하다. 이때 해당 선례가 과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선례에 관한 신화적 내러티브가 참조되는 것만으

로도 의례의 실천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355) 이처럼 선례에 대한 참조

355) 기독교인들의 성찬식을 떠올려보라. 최초의 성찬식에 대한 신화적 내러티브를 발언하거나 

교회의 전통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제는 그 의례를 집전할 수 있고 신자들도 거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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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의례가 행해지고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의례에서 선례가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가리켜 ‘의례적 선례주의(principle of ritual 

precedent)’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강우의례에 관한 공식 기록들을 보면 전례(前例), 고제(古制), 

고사(故事), 구례(舊例) 등 과거의 선례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거행한 강우의례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한 경우, 예로부터 비를 내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사례들을 검토해 

시행하게 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다음은 문종 1년의 기록이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講)하다가 상탕(商湯)

의 상림육책(桑林六責)에 이르러 임금이 경연관(經筵官)에게 말하였다. 

“옛 임금이 재변(災變)을 만나면 다 자책(自責)의 말이 있었다. 이제 가

뭄의 재변이 이와 같으니, 모든 교사(郊祀)·종묘·사직·우사의 제문에 모

두 허물을 자책하는 뜻을 개진(開陳)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고사(故事)

에, 가뭄이 심하면 군사(群祀)를 두루 거행하고 또 승도(僧徒)·무녀(巫

女)의 기도를 행하거니와, 이제 정사(正祀)를 두루 거행하고서 비가 내

리지 않은 뒤에는 승도·무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자 하니, 그 기우

(祈雨)한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라.”356)

즉, 문종은 탕왕이 가뭄을 맞아 상림에서 여섯 가지 일을 스스로 자책하

고 비를 얻었다는 신화적 고사(故事)를 참조하면서 옛날 임금들의 선례를 언

급하고, 이를 근거로 기우제문에 왕이 자신의 허물을 자책하는 내용을 넣고

자 하며, 또 마찬가지로 고사(故事)의 선례를 근거로 승도와 무녀를 동원해 

기도하게 하고자 했다. ‘상림육책’의 고사를 참조하여 임금이 자신을 반성하

는 일은 종종 유교적 모범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종은 여기서 상림

육책의 선례를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맥락에서 승도와 무녀를 동원

할 수 있다.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규정하는 일, 예컨대 그때 먹고 마시는 빵이나 와인

이 실제로 어떤 사람의 살과 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투는 일은 역사적으로 늘 신학

자들에게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다. 

356) �文宗實錄� 卷7, 文宗 1年 5月 15日(壬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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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선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지 유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리학적 이념을 기준으로 하자면 승도와 무녀

의 신앙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괴력난신(怪力亂神)’에 대한 믿음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동원하여 기도를 행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의례적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러한 선례를 찾

을 수 있다면 정사(正祀)로 해결되지 않는 가뭄의 상황을 ‘음사(淫祀)’를 통

해 극복하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례에 대한 참조는 이렇게 행해진 의례를 둘러싸고 벌어지

는 논쟁의 상황을 무마시키는 논리적 근거로도 사용되었다. 성종 5년에는 

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승도(僧徒)로 하여금 흥천사(興天寺)에서 기

우하게 했는데, 마침 비가 내렸다. 이에 임금은 흥천사에서 기우제를 올린 

승도들에게 면포와 잡물을 상으로 내려주게 했는데, 당시 예문관(藝文館)의 

부제학이었던 임사홍(任士洪) 등의 신하들이 이에 반대하여 임금에게 간언

을 한 일이 있다. 이미 다른 기우제들도 설행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비가 내

린다고 하는 진사(辰巳)의 날에 소낙비가 내렸을 뿐인데 비가 내린 공을 승

도(僧徒)에게 돌려 상을 남발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상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

다. 이때 임금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논쟁의 상황을 일축했다.

“흥천사에서 기우한 것은 조종(朝宗)의 구례(舊例)다. 비록 소낙비이긴 

하지만 밤부터 새벽까지 내렸으므로 오래 가물었던 나머지 기쁨이 넘쳐 

그들에게 상을 준 것이다.”357)

이처럼 역사적 기록들은 강우의례의 실천을 위해 선례가 지닌 중요성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이었는지를 일견하게 해준다. 반면, 역사적 기록들은 강

우의례의 제의적 원리나 그 실천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세히 전하지 않는다. 

이는 강우의례가 그 제의적 원리나 실천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수용 

없이 단지 선례에 대한 참조만으로도 행해질 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조선시대 침호두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도 의례적 선례주의가 발휘되는 

357) �成宗實錄� 卷44, 成宗 5年 閏6月 23日(丙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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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조선 세종 13년에는 임금이 “지금도 중국에서

는 기우할 때에 호랑이 머리를 용이 사는 못[淵)에 담그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옛 글에도 있으니 담그는 것이 어떻겠는가?”라

고 승정원에 전지하여 예조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된 일이 있었다.358) 침

호두는 이미 태종대부터 한강, 양진, 박연 등에 호랑이 머리를 가라앉히는 

침호두(沈虎頭) 기우가 국행기우제의 한 절차로 행해졌으며 그 이후로도 심

한 가뭄이 있을 때 흔히 시행되었고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어질 정도로 문화

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강우의례였다. 세종대의 경우, 위에 인용된 사건

이 있기 전에 이미 여러 번 한강과 양진에서 침호두가 시행된 예가 있었으

며, 바로 한 해 전인 세종 12년에는 한강과 양진만이 아니라 여러 도에 명하

여 용이 있는 곳에 침호두를 거행하도록 한 바 있었다. 따라서 침호두는 세

종에게 매우 익숙한 기우법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의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침호두의 제의원리나 의미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

가 없었거나 적어도 못[淵]에 호랑이 머리를 가라앉힘으로써 비를 얻고자 하

는 행위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의례

적 선례주의는 힘을 발휘했다. 즉,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고

문(古文)에서도 선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정한 방식의 침호

두 기우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조선왕조실록�

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역대 왕들이 침호두를 할 것인지 여부를 대신들

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선대의 왕들에 의해 행해진 침호두의 선례를 찾고

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대표적인 조선시대 지리지의 하나인 �신증동

국여지승람�도 침호두를 하면 응함이 있다고 말해진 적이 있는 장소들을 기

록하고 있을 뿐 침호두의 제의적 원리를 결정짓는 관념이나 신념체계에 대

해 분명한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침호두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를 규정하고 그 제의의 원리를 이해하는 일이 침호두 실천에 있어서 핵심적

인 부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선례를 찾는 일과 선례가 보여주

는 실천의 예시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사전(祀典)에 없는 석척기우(蜥蜴祈雨)가 국행기우제로 시행될 수 있었던 

358) �世宗實錄� 卷52, 世宗 13年 5月 16日(己卯); 5月 18日(辛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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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의례적 선례주의가 작동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행기우제로

서의 석척기우는 태종 7년에 창덕궁의 광연루(廣延樓)에서 처음으로 행해졌

다. 이때의 석척기우는 당시 순금사 대호군 김겸(金謙)이 과거 보주(甫州)의 

수령으로 있을 때 소동파의 시에 인용된 석척기우의 예를 따라 행한 후에 

실제로 비가 내렸다는 말에 따라 시험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359) 김겸은 

‘독 가운데 석척이 참으로 우습다’는 소동파의 시를 읽다가 그 주석에 비를 

비는 법이 실려 있어서 따라해 본 결과 진짜로 비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에 임금은 김겸을 불러 대궐의 광연루 아래 뜰에서 시험해볼 것을 명했다. 

그리하여 이틀 동안이나 빌었으나 비를 얻지 못했으며, 결국 동원했던 20명

의 동자들을 놓아 보내고 각각 쌀 1석씩을 주었다. 지방의 선례를 모방해 시

험적으로 행해진 최초의 국행(國行) 석척기우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

긴 했지만 그 이후로 석척기우는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강우의례의 중요한 

절차가 되었고, 숙종 30년에는 국행기우제의 공식적인 12제차 가운데 9차, 

10차, 11차에 걸쳐 총 세 번이나 행해지는 핵심적인 의례로 자리 잡게 되었

다.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에서 선례주의적 감수성이 개진되는 것은 단지 침호

두나 석척기우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 국가 사전(祀典)에 정식으

로 등재되지 않은 형식의 강우의례들을 실천할 때 적절한 선례에 대한 의존

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여겨지는 

신뢰할만한 선례를 찾기 위해 문헌적 근거를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

가적 과제였다. 특히 중종 35년에는 임금이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서 기

우(祈雨)에 관한 조항을 뽑아 정리해 내려주고 2통을 베껴 예조와 승정원에 

비치하게 하여 고증에 참고하게 한 일도 있었다.360) 이때 초록(抄錄)의 대상

이 되거나 따로 논의된 경사(經史)로는 �주례(周禮)�, �대학연의보(大學衍義

補)�, �문헌통고(文獻通考)�, �고려사(高麗史)�, �사문유취(事文類聚)�, �군

서고색(群書考索)�, �춘추번로(春秋繁露)�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선대왕의 

치세에 이루어진 강우의례의 사례들도 참조되었다. 초록된 내용에 언급된 

359) �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6月 21日(癸卯) 참조. 

360) �中宗實錄� 卷93, 中宗 35年 5月 10日(辛丑).



- 238 -

기우법으로는 사시(徙市)나 무당을 동원하는 무우제(舞雩祭)뿐만 아니라, 천

자의 폭로의례(暴露儀禮)로서 피정전(避正殿)·노좌(露坐)·폭좌(暴坐), 감선철

악(減膳撤樂), 금산선(禁繖扇), 그리고 오방토룡제(五方士龍祭), 합남문개북

문(闔南門開北門), 폭무(曝巫), 신산분시(神山焚柴), 석척기우(蜥蜴祈雨) 등

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원옥(冤獄)의 심리, 과부·홀아비·고아·독신 등 의

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문(存問), 엄격매자(掩骼埋胔), 왕의 자기반성

과 축원 등에 대한 언급도 함께 초록되었다. 

반대로 선례의 결여는 의례의 구체적인 실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다. 1652년 조선의 효종은 심한 가뭄이 직면해 결국 남교에서 친행기우제를 

지냈다. 이후 비가 내리자 이에 대한 보사례를 친히 지내고자 했다. 그러나 

친행기우제 후의 보사례(報祀禮)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례를 통해 확인

할 근거가 없어 조정은 이 문제를 두고 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다음은 이

때 예조에서 올린 단자(單子)의 내용 중 일부다. 

...(중략), 다만 생각건대 임금이 백성을 위해 친히 기도하는 것은 이전 

역사에 훤히 기록되어 있어 분명히 고증할 수 있으나, 보사의 일절은 친

행한다는 글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임진년 이후 문적이 산실되어 역

시 근거를 둘 만한 전례가 없으니, 신들이 보고 들은 바가 적어 감히 가

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상재하여 주심이 어떻겠습니까?361)

이때 임금이 친히 보사례를 지내고자 했던 것은 명시적인 의례적 규범에 근

거를 둔 의무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친행 보사에 대한 규범적 문

건은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행 보사를 하려고 했

던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환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직

관적 추론이 보사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환기시켰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볼 필요가 있다. 즉,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문제가 해결

되었을 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옳은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친행 기우제를 행해 비를 얻은 임금이 친행 보사례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361) �祈雨祭謄錄� 1冊, 壬辰 七月 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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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친행 보사례

와 관련한 기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있었다. 60년 전 닥

쳤던 임진왜란 이후에 산실된 문헌에 친행 보사례와 관련된 기록이 있었는

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조는 의례의 실천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쉽게 내어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 강우의례에서 선례가 지닌 중요

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례를 근거로 삼아 기

우하는 것이 유교의 특징인 호고주의(好古主義)적 태도에 의해 이루어진 일

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362) 그러나 선례로써 의례적 실천을 정당화

하는 일은 다른 문화들 속에서도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

에서 이러한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중국 성현들의 고제와 역대 선왕의 

전통에 호소하는 한국 유교의 호고주의적 태도 역시 유교적 이념의 적극적

인 반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민속신앙 차원에서의 선례주의적 감수성이 구

체화된 사례로서 간주될 필요가 있다. 물론 “옛것을 전술하되 창작하지 않

으며, 옛것을 믿고 애호한다”고 한 공자의 말을 언급하면서 유교적 호고주

의의 고유성을 옹호하는 논의도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오히려 그 자체로 선

례주의적 정당화의 특수한 사례로서 취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례적 선례주의가 단지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행해졌던 

조선시대 국행기우제만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종교문화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역동성을 단지 유

교적 이념에 기초한 것으로 전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

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례적 선례주의는 잘 다듬어진 교리나 실천규범이 없는 민속신앙적 실

362) 고제(古制)와 조종의 전례(前例)를 참고하고 전통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 유교만의 특징은 아

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교의 특수성을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과 고전적 가르침에 대한 애

착을 호고주의적 태도로 역사화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음사

로 지칭된 무속의례가 조선시대 국행의례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유교의 호고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244-245쪽 참고). 그러

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유교적 이념에 대한 열망과 애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

기보다는 가뭄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실천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가용한 것을 선택

하고 과거의 선례를 통해 그 실천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논리라고 보고 이를 ‘선례주의’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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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들에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거를 마련해준다. 특히 강우의례의 실천이 선

례에 의해 정당화될 때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은 상림육사(桑林六事)의 탕왕이

나 기우칠사(祈雨七事)의 소량(蕭梁)과 같은 신화적 과거의 주체나 백성·승

도·도류·무녀 등 익명적 주체에게 투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례적 선례주의는 민속신앙이 작동하는 현대의 다양한 의례들이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인 지금도 심한 가뭄이 들면 각종 매체들은 ‘기우제라도 지내야하

나?’라는 제목이나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내보내곤 하며,363) 실제로도 전국

의 농촌지역에서는 군이나 읍 단위로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드물지 않게 보

고된다.364) 그런데 이처럼 현대의 주체들이 ‘지금 여기’의 맥락에서 마음속

에 떠올리거나 실천하는 강우의례들은 종종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라는 수사법을 통해 문화적으로 현존하게 된다. 강우의례 실천에 대한 믿음

은 익명화된 과거의 타자들이 지녔던 것으로 간주될 뿐, 여간해서는 ‘현재의 

나’를 주체로 하여 진술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타자적·익명적 주체에게 

민속신앙적 실천의 동기를 투사하는 정당화 기제야말로 ‘아무도 그 효과를 

믿지 않는’ 강우의례들이 현대 문화 속에 존속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아무도 믿지 않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믿음이 문화적으로 

존속할 수 있듯이 말이다.365)

또한, 현재의 긴박한 위기상황에 의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

박이 있을 때 의례적 선례주의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조선시대의 침호

두나 석척기우를 통해 보았듯이 선례를 모방하는 일은 의례적 실천의 효과

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효

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단지 명시적으로 진술 가능한 

363) ｢전력예비율 아슬아슬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나”｣, �조선비즈�(http://biz.chosun.com), 

(2012. 6. 13); ｢전국 녹조 현상 확산 –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나｣, �뉴시스�

(http://www.newsis.com), (2012. 8. 8). 

364) 본고의 150-151쪽 사례들을 참고할 것.

365) 가령, ‘산타클로스’의 문화적 존속은 실제로 산타클로스를 믿는 구체적인 주체들로 인해 가

능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을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어른들의 믿음, 즉 아이

들에게 투사하는 어른들의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어른들도 산타클로스의 현존을 믿지 않

지만 산타클로스에 대한 믿음은 문화적으로 현존하고 전승된다. 



- 241 -

이념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암묵적인 차원의 심리학적 전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2) 모방과 메타표상 체계

‘의례적 선례주의’는 의례의 실천을 위해 관념적 차원의 이해보다 선례에 

대한 참조가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경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특히 가뭄의 위기와 같이 환경의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이 모호할 때 조선시대 왕과 관료들이 침호두나 석척기

우와 같이 그 효용성이 불확실한 의례적 실천을 중국이나 민간의 선례에 비

추어 모방하여 시행했던 상황에 잘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문헌으로 전해지

는 다양한 기우법의 선례들을 경사(經史)에서 발췌하여 고증하고 모방하고

자 했던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많은 사례들이 모두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이는 사회적 학습 전략에 대한 잘 알려진 인지심리학적 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불확실하면 모방하라(copy-when-uncertain)’ 전략에도 잘 부합

한다고 생각된다.366) 몇몇 실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모방 학습 전략이 4세에

서 6세의 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

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정보의 효용성(efficacy)과 효율성

(efficiency)이 불확실하더라도 모방을 통해 자기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고자 한다. 이러한 거의 생래적인 학습전략의 존재는 행동을 모방함으로

써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의 유무가 인류 조상의 생활환경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적응적 이점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러한 의례적 선례주의와 모방전략의 인지적 기반은 무엇보다도 본고의 

4장에서 댄 스퍼버를 인용하며 언급했던 ‘메타표상(meta-representation)’

366) Luke Rendell, et al., “Cognitive Culture: Theoretical and Empirical Insights into 

Social Learning Strategie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5 (2), 2011, pp. 

68-76; Lara A. Wood, et al., “‘Model Age-based’ and ‘Copy When Uncertain’ 

Biases in Children’s Social Learning of a Novel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50, 2016, 27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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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스퍼버의 논의에서 메타표상 능력은 주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과 관련해 다루어졌다. 스퍼버에 따르면 메타표상 능력은 

‘심적 표상에 대한’ 심적 표상을 형성하는 능력으로서, 특수한 개념 모듈 즉 

이차적인 개념 모듈의 기능이다. 다른 개념 모듈들이 사물들, 특히 지각된 

사물들의 개념들과 표상들을 처리한다면, 이와 달리 메타표상 모듈은 표상

들에 대한 개념들과 표상들에 대한 표상들을 처리한다.367)

스퍼버에 따르면, 메타표상 능력은 인간이 지식을 획득하는 데에 필수적

이다. 첫째,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게 해 준다. 의심

하고 불신한다는 것은 곧 어떤 표상을 불가능하거나 거짓된 것이라고 표상

하는 일을 포함한다. 아마도 다른 동물들은 자신들이 지각하는 것이나 해독

하는 것을 불신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 메타표상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정보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메타표상 능력이 없는 정보 처리 장치는 어떤 정보를 그 내적 언어

의 잘 형성된 공식으로 표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 정보를 활용하

거나 보존하지 못한다. 반면, 메타표상 능력이 있는 장치는 불완전한 표상이

라도 잘 형성된 메타표상에 끼워 넣을 수 있다. 가령, 사람들은 절반쯤 이해

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항상 이 능력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 듣는 경우, 비록 자기

가 들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이 참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

더라도 그 불확실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들이 지식을 확장하

고 개념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데에는 메타표상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개념적 메타표상 능력과 의례적 선례주의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의례적 선례주의는 개념이 아니라 행동을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례적 선례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확장하

고 의례적 실천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기 위해 메타표상 능력을 활용하게 되

367) Sperber, Explaining Culture,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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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잘 드러내준다. 의례적 실천은 행동 표상 체계가 그려내는 행위

자, 행위(도구), 피행위자의 역할 항의 일차적 구조에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

고, 그 실천의 효용성이 직관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정한 행

동을 통해 비를 내리게 하고자 하는 강우의례의 경우는 그 행동과 결과 사

이의 인과적 관계가 직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일이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람들은 선례를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이 직면한 가뭄이라는 거대

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례적 선례주의는 불확실한 행동의 모방을 통해 자신의 환경이 직면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메타표상 체계가 개념적 표상을 

넘어 행위 표상에까지 확장되는 한 가지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메타표상 

체계를 통해 의례적 선례주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민속신앙적 실천이 

교리적 이념이나 제의적 원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널리 퍼져 문화적 성공

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인과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을 좀 더 확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민속신앙의 실천적 차원은 인간이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경험하는 기

초적인 양상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민속신앙 실천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형식적 다양성은 인간 마음의 행위 표상 체계에 의해 명백히 제약된다. 또 

민속신앙의 실천에는 특정한 부류의 규칙들이 요구되지만 어떤 명시적인 근

거도 없이 그 규칙을 따르는 일이 의미 있게 여겨지며 심지어 매우 엄격하

게 지켜져야 한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위험 예방 체계의 작동방식과 

관련된다. 메타 표상 체계에 의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의례적 선례주의’ 

역시 민속신앙 실천의 중요한 특성을 구성한다. 이처럼 민속신앙 실천의 차

원에는 다양한 인지적 제약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제약들은 ‘본래적으로’ 의례를 위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기

능을 수행하는 마음의 작동방식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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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민속신앙 전승의 인지적 기반  

본고는 지금까지 주로 인지적 비용이 적게 드는 종교적 관념과 실천의 

관점에서 민속신앙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속신앙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직관 및 추론의 능력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

한 직관과 추론이 마음의 여러 가지 작동방식들과 어떻게 인과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작업은 민속신앙의 상황적이고 즉흥

적인(ad hoc) 발생의 측면을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민속신앙이 실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현존하는지를 보다 폭넓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지 민속신앙의 임시변통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보다 지

속적인 전승(transmission)의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민속신앙은 

단지 한번 발생하고 사라지기보다는 어떤 집단 속에서 전승될 때 비로소 문

화적인 것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속신앙의 전승 양상이란 

민속신앙이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포착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속

신앙의 문화적 전승 양상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충분히 설

명되지 않았던 민속신앙의 중요한 면모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문화의 전승 양상은 흔히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정황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음의 작동방식, 그 중에서도 기

억작용의 서로 다른 방식들도 관념과 실천의 전승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여기서는 특히 장기기억의 상이한 유형들에 주목하면서 민속신앙의 

전승 양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중적 패턴의 인지적 원인을 분석해볼 것이

다.

1. 문화 전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문화 전승에 대한 과학적 설명 모델들 

문화 전승(cultural transmission)이란 기본적으로 이전 세대의 문화적 

요소들이 다음 세대의 문화로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문화의 전승

이 여러 가지 풍속과 제도가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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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 중에는 

성공적으로 전승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쉽게 받아

들여진다. 즉 문화 전승은 우리에게 낯선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익

숙함과는 별개로 문화 전승이 실제로 어떤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 및 그 산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전승은 단순히 어떤 사물을 타인

에게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이러한 문화 전승 과정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문화의 전승 과정

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 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는 데 동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은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대니얼 데닛(Daniel Dennett), 수전 

블랙모어(Susan Blackmore)와 같은 밈 이론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전승 양식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설명한 카발리-스포르차와 펠트만

(Cavalli-Sforza and Feldman)368), ‘유전자-문화 공진화’ 가설을 제안하고 

발전시킨 보이드와 리처슨(Boyd and Richerson)369), 공진화 가설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 윌리엄 더햄(William Durham)370), 문

화에 대한 설명체계로서 ‘표상 역학’을 제시한 댄 스퍼버(Dan Sperber) 등

에 의해서도 지지되어왔다. 

다윈주의 진화론이 문화 전승 과정에 대해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문화 전승 과정은 문화 

요소들 간의 생존경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전승되었다’

라는 말은 과거에 등장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없어지거나 잊히

368) Luigi Luca Cavalli-Sforza and Marcus W. Feldman, Cultural Transmission and 
Evolution: A Quantitative Approa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369) Robert Boyd and Peter J. Richerson, Culture and Evolutionary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Peter J. Richerson and Robert Boyd, Not By Genes 
Alone: How Culture Transformed Human 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370) William Durham, Coevolution: Genes, Culture and Human Diversit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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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살아남아 자주 등장하고 널리 분포하는 것들에 대한 서술로 여겨진

다. 둘째, 그렇게 전승되는 문화 현상은 어떤 유형의 고유한 본질에 의해 규

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 개체군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개별 요소들의 

빈도와 분포에 따른 통계적 추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저명한 생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Ernst Mayr)의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문화 현상과 그 

전승에 대한 설명은 플라톤의 본질주의를 내포하는 유형론적 사고

(typological thinking)가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이 지지하는 개체군 사고

(population thinking)를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371)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윈주의 진화론이 문화 전승을 단지 고전적인 의미

의 적응주의 틀에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떤 문

화적 요소들은 인간 개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더 잘 존속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카발리-스포르차와 펠트만

의 주장처럼, 사람들의 활동은 개인의 자기만족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선택

되기도 한다.372) 그러나 문화 요소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유익하거

나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개인을 넘어선 집

단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경우에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이는 특정한 문

화 요소에 대한 사회인류학의 기능주의적 설명이 지닌 한계이기도 하다. 적

응주의 이론은 에드워드 윌슨과 같은 사회생물학자들에 의해 여전히 중요하

게 취급되고 있지만 문화 전승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과 

논쟁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윈주의 진화론의 설명력을 수용하

면서도 적응주의 틀과 구별되는 다양한 문화 전승 이론들을 제안하고 있으

며 그 이론들 역시 첨예한 논쟁을 야기하며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생물학의 영역 안에서도 어떤 형질이 개체나 종의 이익을 따라 진화한다

는 고전적인 적응주의 이론은 1960년대 이후로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증대

함에 따라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진화는 개체나 종의 생존경쟁을 통

해서가 아니라 실은 유전자들의 경쟁에 의해 촉발된다는 관점이 제시된 것

371) Ernst Mayr, 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 Diversity, Evolution, and Inheritan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pp. 45-47.

372) Cavalli-Sforza and Feldma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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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가 개체나 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자체의 복제를 위한 능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이라는 데 주목

하고 이를 ‘이기적 유전자 이론’으로 제시하기도 했다.373) 도킨스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윈주의 진화론이 생물학적 진화의 영역 너머에까지 적용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문화적 복제자를 가리키는 ‘밈(meme)’이

라는 용어가 제안된 것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다. 즉, 문화 전승에 대한 도킨

스의 견해는 유전자의 세대 간 전달이 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물

학적 지식을 유비적으로 혹은 방법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밈’이라는 용어를 수용한 문화 전승 이론이 지닌 특징은 전달되는 문화적 

요소를 일종의 자율적인 복제자로 이해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

적 요소는 그것을 지닌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제됨으로

써 전달된다. 때때로 문화 요소들은 ‘돌연변이’에 힘입어 새로운 계통을 시

작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다양성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요소의 복제 과정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인지

인류학자 댄 스퍼버는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374) 반론의 핵심은 유전자의 

복제 과정과는 달리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복제의 충실도가 충

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주요 수단

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문화 전승은 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전자나 디지

털 정보의 전달 과정과는 달라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형들(variants)이 생

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퍼버에 따르면, 문화 요소의 주요 전달 수단

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은 전달자의 생각과 수신자의 생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확립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완전하

게 상대방에게 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으로 하

여금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요

도 없다. 사람들은 실제로 전달되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상대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추론하는 데 익숙하며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그러

373) Richard Dawkins,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374)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98-118; Dan Sperber, “An Objection to the Memetic 

Approach to Culture,” in R. Aunger (ed.), Darwinizing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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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론을 통해 성취된다. 또한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체계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갖추어졌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스퍼버는 돌연변

이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자의 복제 과정과는 달리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정보의 복제와 완전 상실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는 변형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스퍼버의 관점에 따르면, 문화의 전달에서는 생물학적 전달의 경우보다 

개체 간 혹은 세대 간의 동일성 관계가 훨씬 더 느슨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에, 개체들 사이에서 혹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문화 요소들은 복제본

들이 아니라 변형들이다. 물론 복제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문화 전승의 사

례도 없지 않다. 예컨대, 서양의 중세 수도승들의 필사 작업에 의해 후대에 

전해진 문서들이라든지 현대 사회에서 누구든지 한 번쯤 받아보았을 법한 

‘행운의 편지’와 같은 문화 현상들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퍼버

에 따르면 그러한 사례들은 변이의 정도가 제로(0)인 특수한 경우로서 변형

의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집단 속의 문화적 요소는 복제의 대상이 되는 ‘원본’을 꼭 집어낼 수 

없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전승의 대상이 되는 한 세대의 문화적 

특성도 원본이 되는 하나의 ‘동일한’ 표지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해당 집단

에 나타나는 ‘유사한’ 표지들의 빈도와 분포에 의해 정의된다. 즉, 한 집단 

내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정도의 상호 유사성이 확보된다면 

그 집단에 전승되는 문화적 특성이 포착될 수 있다. 따라서 스퍼버는 복제를 

기본으로 하여 문화 전승을 설명하는 관점보다는 변형과 유사성을 기본으로 

하는 대안적인 관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사소통의 인

지심리학적 기제를 중시하면서 심적 표상과 공적 표상의 인과적 연쇄를 통

해 문화 요소의 분포와 전승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윈주의적 방법론인 

‘표상 역학(epidemiology of representation)’을 제안한다. 복제보다는 변

형에 강조점을 둔 스퍼버의 문화 모델은 비록 도킨스 및 여러 학자들에 의

해 제시된 다양한 신-다윈주의 문화 모델들과 대조적이긴 하지만, 개체군 

사고에 입각하여 문화 현상에 나타나는 거시적인 규칙성을 미시적 과정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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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효과로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윈주의 진화론의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375)

문화 전승을 밈의 복제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관점에 대한 

스퍼버의 이러한 비판은 ‘완벽한 복제’가 전제되는 설명 모델에 대한 반론인 

경우에 충분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점에

서 스퍼버의 비판과 새로운 이론은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밈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그 설득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역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밈’이라는 새로운 복제자를 통해 문화의 전승과 진화를 설

명하려는 학자들 역시 밈의 ‘완벽한 복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표적인 밈 이론 옹호가인 수전 블랙모

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밈은 틀림없이 변이한다. 이야기가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말해

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 건물이 철저히 같게 지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모든 대화는 독특하다. 밈이 전달되는 복사 과정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다...(중략)...그리고 밈에도 선택이 작용한다. 어떤 밈은 사람

들의 주의를 잘 끌고, 충실하게 기억되고, 남들에게 잘 전달되는 반면

에, 어떤 밈은 아예 복사에 실패한다.376)

즉, 밈 이론가들이 밈을 유전자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완벽한 복제’를 

규범적인 전제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며 밈과 유전자가 동일한 방식의 전

달 체계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문화 요소의 전달에서 복제 충실

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문화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잘 

밝혀져 있는 사실이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도 없다. 밈 이론의 새롭고도 중요

한 부분은 변이, 유전, 경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 어디서

나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자연선택의 기질 중립적(substrate-neutral) 

원칙이 생물 개체만이 아니라 유전자와 같은 복제자에게도 참이라는 것, 그

375) Sperber, Explaining Culture, p. 118.

376) 수전 블랙모어, �밈: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김명남 역, 바다출판사, 2010,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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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러한 복제자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아이

디어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대니얼 데닛은 옥스퍼드대학출판사의 �진화 백

과사전(Encyclopedia of Evolution)�의 ｢새로운 복제자(The New 

Replicators)｣ 항목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단유전학이 생태학을 

대체하지 않듯이 밈학(memetics)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사회과학이 발전시

킨 문화현상에 대한 현존하는 모든 모델과 설명을 뒤집거나 대체할 것이라

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377) 이는 밈 이론이 유전자에 대한 지식을 문화 연

구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복제자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함

으로써 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재구성할 수 있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

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블랙모어는 최근 수십 년간 전개된 유전

학의 성과들이 제공하는 통찰이 부분적으로 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

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부분적으로 밈 이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

기도 한다.378)    

문화 전승 과정에 대한 설명 체계로서 밈 이론과 표상 역학이 모두 이처

럼 문화 요소의 변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

는 문화 요소의 그러한 변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것들은 전승에 

성공하고 다른 것들은 실패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

이다. 물론 두 설명 체계 모두 어떤 단일한 요인에 의해 문화 요소의 성패 

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문화 전승의 문제는 문화 

요소 자체의 속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차원의 생태학적 요인들로부

터 완전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강조점이 어디에 부여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 차이는 존재한다. 즉, 밈 이론이 자율적

인 복제자로서 ‘밈’이 작동하는 방식과 속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표상 

역학은 표상을 생산하는 인간 마음의 체계가 진화의 과정에서 갖게 된 속성

에 강조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즉, 밈 이론과 표상 역학의 대립은 문화 전

승 과정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복제자 자체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간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하는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77) Daniel Dennett, “The New Replicators,” in Encyclopedia of 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78) 수전 블랙모어, 앞의 책, 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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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설명 체계가 지닌 이러한 차이와 논쟁은 결코 완결적인 것이 

아니다. 인류 문화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고려할 때, 두 

모델 모두 문화 전승 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매

우 부분적으로 일견하게 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모델의 진영

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밈 이론의 옹호가이기

도 한 대니얼 데닛은 복제자에 반대하는 댄 스퍼버의 주장이 밈 이론의 다

윈주의적 함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화 요소들이 개체군적으로 변화하는 원인과 그 변화가 수렴하는 패턴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스퍼버의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밈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 전승에 대한 다윈주의적 관점을 명료화하기 위해 활

용하기도 했다.379) 또, 댄 스퍼버와 그 동료들 역시 문화의 전승과 진화에 

대한 복제자 기반의 설명 모델을 개체군 사고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다

윈주의적 접근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키면서 표상 역학의 관점을 옹호하기도 

했다.380)

뿐만 아니라 이 두 모델의 논쟁에 대한 비판 역시 다윈주의 진화론에 근

거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지프 헨리크(Joseph Henrich)와 

그의 스승격인 보이드와 리처슨은 밈 이론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최근

의 논쟁들이 문화 진화에 대한 다윈주의 접근들에 관한 널리 퍼진 오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준다고 비판하면서 밈 이론과 표상 역학을 모두 정면

으로 조준한다.381) 그들은 두 진영의 논쟁들이 유전자와 문화 사이의 유비

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

면, 문화가 사회적 학습의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인간 두뇌에 저장된 정보

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밈 이론과 표상 역학이 추구하는 진화 모델과 ‘개

체군 동역학적 개념(population-dynamic concepts)’은 문화 전승과 진화 

379) Daniel Dennett, “From Typo to Thinko: When Evolution Graduated to Semantic 

Norms,” in Stephen C. Levinson and Pierre Jaisson (eds.), Evolution and Culture: A 
Fyssen Foundation Symposium, Cambridge: MIT Press, 2006.

380) Nicolas Claidère, Thomas C. Scott-Phillips, Dan Sperber, “How Darwinian is Cultural 

Evolu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69: 20130368, 2014.

381) Joseph Henrich, Robert Boyd, Peter J. Richerson, “Five Misunderstandings About 

Cultural Evolution,” Human Nature 19, 2008, pp. 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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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이다. 그러나 

문화 진화에 대한 보다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려면 문화 전승의 심리학적 과

정과 사회적 과정에 더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

장은 인간 행동을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원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유전자-문화 공진화 이론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미 보이드와 리처슨은 �유전자만이 아니다(Not by 

Genes Alone)�이라는 저서에서 밈 이론과 표상 역학의 주요 아이디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공진화의 관점에서 문화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관점

의 다윈주의 설명을 제안한 바 있다.382) 이러한 관점은 단지 위에 제시된 두 

설명 모델뿐만 아니라 인간행동생태학과 진화심리학 진영의 논리도 비판적·

발전적으로 통합시켜나가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들과 비판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덧붙여, 여전히 논

쟁적이고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지만 문화 전승 과정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위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윈주의 이론들이 폭넓게 제안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일찍이 존 투비와 레다 코스미데스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문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설명은 

다른 무엇보다 문화의 심리학적 기반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지식의 증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383) 뿐만 아니라 인

지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인간 마음의 심리학적·신경생리학적 작동 방식 역

시 문화 전승 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보다 진전시켜주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인간 문화에 대한 지적 탐구가 이제 더 이상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전유물일 수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화 전승에 대한 과학

적 설명 모델들은 여전히 더 계발되고 전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모델들은 현재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충돌은 보다 나은 설명에 이르기 위해 시작한 긴 노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

382) 피터 J. 리처슨, 로버트 보이드, �유전자만이 아니다: 문화는 어떻게 인간 진화의 경로를 바

꾸었는가�, 김준홍 옮김, 이음, 2009.

383) John Tooby and Leda Cosmides,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ulture,” in 

Jerome H. Barkow, Leda Cosmides, John Tooby (e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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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과정일 것이다.     

(2) 문화 전승의 유인 모델

아직 더 진전되어야 하고 여전히 논쟁적인 다양한 다윈주의 문화 이론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수용하여 문화 전승 과정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끌어내

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문화 전

승의 특징적인 양상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위해 유용한 논지를 끌어오는 

것은 가능하며 시도해볼 만하다. 여기서는 댄 스퍼버가 개체군 사고를 기반

으로 표상 역학과 함께 제안한 ‘유인 모델(attraction model)’에 착안하여 

문화 전승의 특징적인 양상을 이해해보고 이를 민속신앙 전승의 인지적 기

반에 대한 본고의 논의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댄 스퍼버는 자신의 문화 전승 모델을 ‘유인 모델(attraction model)’이

라고 부름으로써 복제를 표준으로 한 선택의 문제에 집중하는 ‘선택 모델

(selection model)’과 차별화하고자 했다.384)

스퍼버에 따르면 한 특정 개체군의 문화는 심적 표상들과 공적 산물들의 

분포로서 서술된다. 또, 문화의 진화는 전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적 표상

들의 다양한 잠재적 변형들과 공적 산물들의 다양한 잠재적 변형들 사이의 

빈도에서의 차이가 축적된 결과로서 설명된다. 이러한 스퍼버의 문화 이론

의 핵심은 문화 전승의 과정에서 심리학적 혹은 인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는 데 있다. 그의 논의에서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이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각각 일종의 표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밖

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생각 혹은 그 생각을 표상하는 뇌/마음의 물리적 상

태는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심적 표상

을 외부로 표현한 말이나 행동 혹은 그 결과물들은 ‘공적 표상(public 

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된 심적 표상

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됨으로써 공적 표상이 되며 그러한 공적 표상을 접

384) Dan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9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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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타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심적 표상이 형성된다. 이러한 심적 표상과 

공적 표상의 인과적 연쇄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물리적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심적 표상과 공적 표상의 인과적 연쇄 과정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단절되거나 전혀 다른 양상의 표상을 낳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정한 범위의 인간 사회에서 유사한 양상의 

표상들을 생산하면서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과정을 통해 비교적인 

안정적인 분포 상태를 보이게 되는 표상들을 ‘문화적 표상(cultural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385)

문화적 표상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한 가지 요인으로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을 빼놓을 수 

없다. 심적 표상과 공적 표상의 인과적 연쇄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특히 그렇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한 사

람의 심적 표상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대로 복제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

히려 그것은 한 사람의 심적 표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나 몸짓 혹은 

기호나 문자와 같은 공적 표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처음의 것과 

유사한 심적 표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유사

한 심적 표상을 갖게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전달된 정보는 그러한 심적 표상 

자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바

탕으로 유사한 심적 표상을 생산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

화된 인간 마음에 장착된 직관과 추론의 체계다.  

변형과 유사성에 기반을 둔 이러한 스퍼버의 문화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한 세대의 문화적 요소가 지닌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

이 도식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386) 완전히 새로운 창안물이 아닌 한, 한 세

대의 문화적 요소는 이전 세대나 다른 집단에서 나타났던 요소와 유사한 변

형들로 구성된다. 그 변형들 간의 유사성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 세대에 등장하는 변형들의 수가 충분히 많다고 가정할 때, 그 변형들에서 

385) Ibid., pp. 26-29, 70-75.

386) 이하의 내용은 스퍼버의 논의를 응용하여 전개한 것이다. Sperber, Explaining Culture, pp. 

98-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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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유사성의 정도를 상대적 거리로써 모눈종이 위에 그려낸다면, 가

로축과 세로축의 벡터 각각은 변형들이 지닌 일정한 특징들에 따라 정의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모눈종이 위에서 각 변형들의 위치가 정해지고 

결과적으로 각 변형들이 놓이는 위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때 벡터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강한 것들끼리는 서로 더 가까

이에 놓일 것이고 유사성이 약한 것들은 그보다 멀리 떨어져 배치될 것이다. 

또, 변형들이 유사성을 갖게 되는 측면은 복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변

형들은 서로 다른 측면의 유사성에 의해 모눈종이 위의 서로 다른 부분에 

집중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변형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변

형들의 분포는 일종의 끌개 위치(attractor positions)387)를 복수로 형성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위치에 겹쳐지는 변형들의 수와 그 밀도의 차이는 모눈 

색깔의 짙은 정도로 표시될 수 있다. 즉 모눈의 색깔이 짙을수록 더 많은 변

형들이 그 위치에 몰려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눈 색깔의 짙은 

정도는 결과적으로 마치 끌개의 유인력 크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C

A

B

<그림 3> 변형들의 분포와 끌개 위치

387) 물리학에서 차용한 용어로, 여기서 끌개(attractor)란 시간 변화에 따라 동역학계의 최종 상

태가 근접하게 되는 일련의 구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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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 3>은 공간 벡터의 성격이 나름대로 정의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가능성의 공간 안에서 변형들의 분포가 형성하는 끌개 위치들을 묘사한 

것이다.388) 그림에 따르면 변형들의 분포는 가능성의 공간 안에서 세 개의 

끌개 위치를 형성한다. 색깔이 짙을수록 더 유사하고 더 많은 변형들이 빽빽

하게 모여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때, 위의 그림은 A, B, C 지점 주변에 변형

들이 서로 다른 정도의 유사성과 개체 수를 나타내며 분포하고 있음을 묘사

한다. 모눈종이 한 장에 묘사된 변형들의 분포와 끌개 위치는 한 세대에서 

발견되는 문화 요소의 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하게 해준다. 즉, 가장 짙은 A 

지점 주변에 모인 변형들의 특성이 한 세대에서 보다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요소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대변한다. 

세대가 바뀌면 이러한 변형들의 분포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각각의 모눈 

한 칸에 위치한 변형들은 다음 세대에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는 변형들을 낳

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위치들을 점유하는 변형들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

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세대의 변형들의 분포와 끌개 위치는 이

전 세대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완전히 다른 양 극단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한 세대에 나타난 변형들의 분포와 끌개 위치가 다음 세대들에서 어느 정도

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문화 요소가 얼마나 일관된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유인 모델의 도식이 문화 전승을 이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나마 적절한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면, 이런 도식에 따른 문화 전승에 대한 

설명은 변형과 끌개 위치 생성의 원인에 관한 설명이어야 한다. 변형의 생성 

원인이 의사소통의 화용론적 기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면, 끌개 위치들이 

형성되는 원인은 두 가지 종류의 요인들, 즉 생태학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제도나 역사적 정황 등의 생태학적 요인은 특

정한 문화 요소들이 형성되고 안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생태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적 표상들의 출현 빈도와 분포 양상도 

변화하게 된다. 직관과 추론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다

388) 이 그림은 Sperber, Explaining Culture, p. 109의 <Figure 1>을 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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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인지적 요인들 역시 특정한 문화 요소들에 노출된 개인들의 마음속에 

유사한 심적 표상들이 형성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유사한 문화적 

표지들의 출현 빈도와 분포 양상을 결정한다. 끌개 위치들은 역사적 시간의 

전반에 걸쳐서 일부는 빠르게, 일부는 천천히, 또 일부는 느닷없이 출현하거

나 쇠퇴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끌개들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역사적 변화

는 생태학적 요인들과 인지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두루 염두에 두고 설명

되어야 한다.  

본고는 종교사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들이 흔히 다루어 왔던 사회적 제도

와 문화적 정황 등의 생태학적 요인들보다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인지적 요

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본고의 6장과 7장에서 구체화된 

논의는 민속신앙적인 관념과 실천에 일종의 끌개 위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끌개 위치를 발생시키는 인지적 요인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논의에서 우리는 민속신앙에서 높은 빈도와 광범위한 분

포를 보이는 특정한 부류의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과 의례적 실천의 다양한 

인지적 원인들을 추적해왔다. 여기 8장 2절과 3장에서 다루게 될 민속신앙

의 ‘전승’ 양상에 대한 논의 역시 끌개 위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의 과제는 어떤 부류의 인지적 요인이 끌개 위치의 ‘성격’에 인과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지를 해명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2절에서 강

우의례 전승의 사례에서 어떤 끌개 위치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어

지는 3절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 강우의례 전승의 이중적 패턴

문화 전승 양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끌개 위치의 성격을 결정짓는 인지적 

요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절에서는 우선 민속신앙의 전승 양

상에 흔히 나타나는 끌개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강우의례의 사례를 통해 확

인하고 그 전승 양상의 초문화적 일반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뭄의 절박한 현실에서 행해지는 강우의례는 예견되는 불행의 긴박함 

속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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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의례적 방식이 문화적 성공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세부적인 형식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행해지는 강우의례의 특성은 

비교적 소수의 패턴으로 수렴한다. 특히 강우의례들의 정서적 분위기나 형

식은 마치 어떤 ‘끌개 위치’가 있는 것처럼 유사한 패턴의 양상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선 초기에는 기고의례 형식으로 이루어지

는 강우의례들뿐만 아니라 무당·맹인·승려·도류 등이 동원되는 무척 다양한 

방식의 강우의례들이 국행기우제로서 행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국행기우제로 행해지는 이러한 의례들의 다양성은 점차로 제한되어갔으며, 

결과적으로 18세기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례들로써 국행기우제의 12

가지 공식적인 절차를 구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국행기우제가 

행해지지 않게 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의례들 중 일

부 형태들만이 지속되었다. 나아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행해지는 강우의

례들은 간소화된 유교제사 형식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강우의례의 전승 과정이 일방적으로 의례적 실천의 다양성이 축소

되는 양상으로만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령, 일제강점기에는 조

선시대 국행기우제에서 배제되었던 의례전문가를 동원하는 의례들이 간소화

된 유교제사 형식과 더불어 새롭게 조합된 형태의 강우의례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잘 행해지지 않던 암장묘굴(暗葬墓掘)의 실천이 일제

강점기에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현대 사회의 강우의

례들도 무당을 동원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동물의 피를 뿌리거나 물을 더럽

히는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리고 그 모든 실천들의 세부적인 

형태로 볼 때 그 산술적인 수와 다양성은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역사적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다양한 형태들 중의 일

부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널리 행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7장에서 논의했던 ‘의례적 선례주의(principle of ritual precedent)’를 

염두에 둔다면, 역사적으로 강우의례가 여러 가지 선례들을 참조하면서 다

양한 형식으로 시도되어 왔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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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시적으로 아무리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면 결국 그 중 일부만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더 널리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우의례의 이러한 전승 양상이 해당 의례가 실질적인 강우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전승 양상은 그 모든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 그 실질적인 강

우 효과와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보다 큰 호소력이나 적합성을 지닌 것들이 

더 반복적으로 널리 행해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일 것이다.

이런 호소력이나 적합성은 강우의례가 행해지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역

사적 정황 등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면, 국행기우제의 제차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승려나 도류

를 동원하는 기우나 무당을 동원하는 폭로의례 및 별기은(別祈恩) 형식의 기

우제가 점차로 배제되어갔던 것은 아마도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표방하는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그러한 의례들이 제도적 적합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침호두와 같은 강우의례가 현대에까지 이

어지지 않는 이유는 재화의 희소성이나 경제적 고비용 그리고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의 변화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경제적 조건이 가하

는 제약을 이겨내고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의례들도 존재한다. 조선시대 

국가의 공식의례로서 확립된 숙종 30년 이후의 국행기우제 12제차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거기에는 단지 국가 사전(祀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

儀)�에 등재된 풍운·뇌우·산천(風雲·雷雨·山川), 우사(雩祀), 종묘(宗廟), 사직

(社稷), 북교(北郊) 등에 대한 ‘유교적인’ 의례 방식만이 아니라 유교적 국가 

이념에는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화룡기우(畵龍祈雨), 침호두(沈虎頭), 

석척기우(蜥蜴祈雨),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 진암분시(辰巖焚柴) 등과 같

은 부류의 실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실천들에 포함되었던 자

극적이고 강요적인 요소들은 의례를 기본적으로 정성스러운 보본(報本)의 

실천으로 보는 유교적인 관점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

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오방토룡제에서 토룡을 채찍질하는 행위라든지, 

화룡기우에서 화룡의 상하를 뒤집어 걸어놓거나 물에 빠뜨리는 행위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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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척기우에서 도마뱀을 협박하는 주문의 내용 등은 상대적으로 경건성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이처럼 유교적 국가이념이 제공하는 사

회문화적 환경은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요인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유교적 관념으로 완

전히 뒷받침될 수 없는 다양한 실천들이 국행기우제의 공식절차에서 결국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389)

이와 같이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에는 경건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기고의

례 형식만이 아니라 정서적 흥분과 고조 안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용부림, 즉 기우제룡(祈雨祭龍)의 형식도 함께 발견된다. 국가 사전에 근거

를 둔 기고의례들과 유교적인 사회문화의 제약을 넘어서 존속한 다양한 실

천들의 이러한 공존은 조선시대 종교문화의 특징을 매우 핵심적으로 드러내

준다. 종교학자 최종성은 그 특징을 경건성과 윤리성에 호소하는 유교의 에

토스와 정서적 흥분과 고조에 호소하는 무속의 에토스가 문화적으로 공존하

는 양상이라고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국행기우제에서 공존했던 이 두 가지 

에토스는 14세기말부터 시작되어 18세기말에 이르러 결실을 거둔 의례개혁 

과정을 통해 점차로 분리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조선시대 종교문화에 내재

해 있던 ‘의례경건주의’와 ‘의례감성주의’가 각각 국행 전승과 대중 전승이

라는 이분적 구도로 구체화되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된다.390)

공식종교는 국행의례에서 무(巫)를 분리해 냄으로써 체제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고양시켰으며, 기우제룡의 강요의례적 성격을 걷어냄으로써 

의례경건주의에 다가선 반면, 민속종교는 기우제룡의 강요의례를 흥분

과 고조 속에서 집중함으로써 삶의 불안과 욕망을 의례감성주의로 분출

시켜 나갔다. 이러한 문화의 양극화로 인해 한국 종교문화의 두 가지 특

질이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다.391)

389) 이처럼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정황의 제약을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잘 존속하고 전승

되는 의례적 실천의 양상들은 생태학적 요인만이 아니라 인지적 요인까지를 고려하는 설명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후 3절에서 다루게 된다. 

390) 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192-200, 273-2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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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조선시대의 유교의 이념적 지향과 무속의 감성적 지향이 

각각 강우의례의 의례경건주의적 전승과 의례감성주의적 전승이 가시화하는 

데 원인이 되는 생태학적 요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이러한 관

점은 역사적 자료에 의해 설득력 있게 뒷받침된다. 하지만 유교와 무속이 없

었다면 그러한 두 가지 전승 양상은 발휘될 수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의례경건주의’와 ‘의례감성주의’

로 묘사되는 전승의 양상이 조선시대에만 국한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앞의 5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편으로는 유교적 이념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유교식’ 의례의 형태와 분위기가 반영된 절차

를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정서적 반응을 수반하는 형태의 실천을 

병행하는 현대의 민속의례들도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례 전승의 두 가지 패턴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그렇

다면 무속과 유교라는 생태학적 원인만을 제시하는 설명은 지나치게 문화국

지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동일한 부류의 이중적 끌개 위치가 무속과 유

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발견되

어왔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사회학이나 인류학 또는 종교학의 중요한 고전적인 논의들은 종교문화의 

전승 양상에서 경건주의와 감성주의의 이분 구도와 유사한 이중 구조가 나

타나는 경우를 반복적으로 보고해왔다. 하비 화이트하우스가 언급한 예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례화된 종교형식’

과 ‘카리스마적 종교형식’,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아폴로적 실

천’과 ‘디오니소스적 실천’, 에른스트 겔너(Ernest Gellner)의 ‘도시중심지 

이슬람교의 문자적 형태’와 ‘시골부족민의 이미지에 근거한 응집적인 실천’,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구조’와 ‘꼬뮤니타스’, 요안 루이스(Ioan M. 

Lewis)의 ‘중심적 컬트’와 ‘주변적 컬트’ 등이 있다.392) 이에 덧붙여 아키바 

391) 같은 책, 276쪽.

392)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Walnut Creek: Altamira Press, 2004, p.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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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시(秋葉 隆)의 ‘남성중심의 유교식 제사’와 ‘여성중심의 무속 의례’ 등에 

관한 논의도 동일한 맥락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종교문화의 전승 양상에서 나타나는 이중 구조의 패턴

이 조선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도 매우 일반적으

로 보고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예증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종

교문화에 공존하는 유교의 이념적 지향과 무속의 감성적 지향은 강우의례에

서 나타나는 이중 구조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이중 구조를 가능

하게 한 실질적인 원인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

히 이러한 문화 전승의 이중 구조가 초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의 생태학적 요인을 넘어서는 원인에 대해 묻게 

한다. 종교문화의 전승에서 두 개의 끌개 위치를 형성하는 유사성은 과연 무

엇으로부터 비롯한 것일까? 다양한 원인들이 탐색될 수 있겠지만 본고는 두 

끌개 위치가 나타나는데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해명함으로

써 이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3. 민속신앙 전승 양상의 인지적 기반

(1) 문화 전승과 장기기억의 관계

인지종교학자 하비 화이트하우스는 �종교성의 양태들(Modes of 

Religiosity�(2004)에서 종교의 문화적 전승을 설명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

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393) 첫

째, 종교의 전승은 무한히 유동적인 개념들과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그것들은 물질적인 제약, 특히 심리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제한 속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종교적 현상은 선택된다. 즉, 종교는 단지 특정 종교인들

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심적 사건들, 행위들, 인공물들의 총합이 아니며, 전

수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널리 퍼지고 오래 존속되는 제한된 수

의 선택된 표상들로 구성된다. 셋째, 종교적 현상의 선택은 맥락에 의존한

다. 즉, 인간의 마음을 종교 현상이 될 수 있는 표상들을 가려내는 필터라고 

393)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pp. 1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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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면 그러한 필터는 고정된 인공물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맥락에 따

라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인지적 구조는 

여전히 해명해야할 과제이다. 넷째, 명시적인 종교적 관념들도 의례적 행동

과 민속신앙 형성에 동기를 부여한다. 학습하고 전승하는 데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종교적 믿음과 실천이 문화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흔하다. 이

처럼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요소들의 문화적 성공까지 포괄적

으로 다룰 수 있는 설명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여 화이트하우스는 장기기억의 메커니즘이 

종교의 문화적 전승 양상 즉 종교성의 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의 주장처럼 종교의 문화적 전승 양상이 

인간의 기억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면 문화 전승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전

시키기 위해 기억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컴퓨터의 유비

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신경생물학의 발견

들에 의해 기존의 유비가 모든 인지작용에 잘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기존의 것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적 가설들이 요청되고 있다. 기억 이론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널

리 사용되는 대부분의 퍼스널컴퓨터의 저장장치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의 

기억은 단지 입력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저장했다가 그대로 다시 출력하

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억이 취급하는 정보는 대상적인 사물들 자체

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라. 물론 

컴퓨터에 기억되는 정보도 일종의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

찬가지이지만, 그것은 동일한 형태로 복제되거나 출력되도록 부호화되고 처

리되는 표상이라는 점에서 인간 기억 체계의 심적 표상과는 다르다. 인간의 

기억은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표상과 유사한 표상을 또 다른 때와 

장소에서 재구성하여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394) 만약 처음의 표

394) Gerald M. Edelman, Bright, Air, Briliant Fire: On the Matter of the Mind, New 

York: Basic Books, 1992, pp. 101-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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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재생된 표상이 완전히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매

우 예외적인 사건이다. 기억을 컴퓨터에서처럼 동일한 정보의 복제적인 입

출력 작용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변형되거나 희미해져가는 기억 

또는 약간의 망각은 결국 시스템 오류의 징후나 프로그램 오작동의 결과로 

취급되기가 쉽다. 그러나 기억작용을 표상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

우에, 특정한 패턴으로 내용이 변형되거나 약화되는 기억들은 정상적 인지

작용에 수반하는 효과의 범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기억 내용의 왜곡

이나 결손은 반드시 기억 시스템의 돌발적인 치명적 오류에 의한 것만은 아

니며, 오히려 법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억의 체계적 특성의 일부라는 것

이다.

기억 작용의 이러한 성질은 기억이 집단 내 개인들에서 발견되는 개체군

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더욱 특징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엄밀한 의미

에서 사회나 집단은 기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집단 내의 개인들만이 무

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다. 또, 한 개인이 자신의 기억 자체를 또 다른 개인

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완벽하게 똑같이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적 표

상으로서의 개인의 기억은 공적 표상을 매개로 하여 다른 개인에게 또 하나

의 유사한 심적 표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기억이 전달

되거나 공유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억의 전달과 공유는 기억의 집단적인 증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

한 증식은 디지털 정보의 복제나 유전자의 복제와는 다르다. 복제의 체계에

서는 기억의 변형과 결손을 오류나 돌연변이적 현상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던 표상을 다른 환경 속에서 재

구성하는 체계로서 변형과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오히려 완

전한 복제를 예외적인 경우로 포함한다. 따라서 기억의 소통 역시 환경적 맥

락에 따라 기억의 변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이 꽤 안정적으로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인가? 그것은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다

수가 어느 정도 유사한 기억의 변형들을 빈번하게 표상하고 그 변형들의 분

포가 비교적 안정되게 재현되는 경우일 것이다. 집단 내의 모든 사람들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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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억을 갖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집단 내에 유사한 기억을 

갖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것을 비슷하게 회상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기억의 통계적 양상’이라는 의미에서 집단적 기억 혹

은 문화적 기억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전승되는 기억이

란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기억들의 개체군적 분포와 회상의 빈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4장에서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를 구성하는 진화된 마음의 

체계에 대한 논의에 장기기억의 메커니즘을 포함시킨 바 있다. 거기서 우리

는 기억작용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억의 다

양한 유형에 대한 논의는 기억작용이 정보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그리고 사

용되는 인지적 자원에 따라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기억 이론이 이러한 기억의 유형론과 함께 고려된다

면, 의례 전승의 형성과 변형, 그리고 종교전통의 형성과 변형에 대해 보다 

진전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기억들의 서로 다른 특징들은 

의례적 전승과 종교전통이 형성, 존속, 변형되는 서로 다른 방식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법칙화하

고 이론화할 수 있을까? 인지종교학자 하비 화이트하우스는 이러한 질문에 

유의미한 답변을 마련해왔다.

화이트하우스는 기억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들로부터 설명의 근거를 끌

어내면서 상이한 양상의 종교 전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며 변형되

는지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컬트의 내막�(Inside the Cult, 

1995)에서 화이트하우스는 1987-88년에 이루어진 파푸아뉴기니의 동부뉴

브리튼 지역 현지조사를 통해 두 종류의 정치-종교적 체제들의 차이를 고찰

한다.395) 하나는 위계적 조직, 잦은 회합, 긴 일련의 의식, 관례화되고 일관

적이고 체계화된 신념들을 가지며, 뉴기니 토착 종교들의 비의나 신비 등은 

배제하고 교리의 일탈이 시도되지 않도록 전체 공동체를 관리하는 전체적이

고 규범적인 컬트다. 다른 하나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예언적 이상

395) Harvey Whitehouse, Inside the Cult: Religious Innovation and Transmission in Papua 
New Guin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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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tic visions)에 의해 이끌려지는 분파적 집단의 체제로서, 오래된 의

례들을 재도입하고, 화려한 볼거리, 감각적 자극, 감정적 흥분을 강조하는 

전혀 다른 의례적 체제이며, 거기에는 비언어적인 전달과 유추적인 의사소

통을 향한 경향성 또한 존재한다. 화이트하우스는 이러한 상이한 체제의 차

이가 의례들이 따르는 기억의 상이한 유형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주류 의례들은 각본처럼 의미기억(semantic 

memory) 속에 자리 잡는 반면, 비정기적인 의례들은 일화기억(episodic 

memory) 속에 특수한 사건들로서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의례들이 전수되고 변형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의례 유형들은 종교성의 특수한 양식들을 반영하게 되어 공동체의 특질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을 보다 더 광범위한 사례들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려

는 시도라 할 수 있는 �論과 像�(Arguments and Icons, 2000)에서, 화이

트하우스는 ‘종교성의 양태들’을 “체계화, 전달, 인지적 처리, 정치적 연합의 

특정한 패턴들에의 경향성들”이라고 정의한다.396) 그는 종교성의 양태들을 

두 가지로 논의하는데 그 두 양태들은 장기기억의 두 유형들을 반영한다. 일

화적 기억을 반영하는 종교성의 양식은 “이미지적 양태(imagistic mode)”

이다. 그것은 “작은 스케일이거나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특정 의례 전통들과 

컬트들 속에서, 돌발적인 집단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성상에 대한 다의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구별되는 일화들로 기억 속에 부호화되며, 고도로 응

집적이고 배타적인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내는 경향성”이다. 그것의 반대 항

은 의미론적 기억을 반영하는 “교리적 양태(doctrinal mode)”이다. 그것은 

“많은 지역 종교들과 세계 종교들 속에서 교리 형태로서 집대성되고, 관례

화된 예배 형식들을 통해 전달되며, 개인의 ‘일반적 지식’의 일부로 저장되

며, 거대하고 익명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경향성”을 가리킨다. 

또, 화이트하우스는 �종교성의 양태들(Modes of Religiosity)�에서 이러

한 종교성의 두 양태들이 종교적 공동체와 전승의 형성, 존속, 변형에서 보

396) Harvey Whitehouse, Arguments and Icons: Divergent Modes of Religio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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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원적인 인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397) 그에 따르면, 종

교성의 두 양태들을 지탱하는 인지적 자원은 문자의 발명이나 전문화된 사

제직보다도 우선한다. 그는 문자체계의 발명이 교리적 양태의 출현을 촉발

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 양태의 종교성에 의해 문자적 정경화가 가능해진다

고 본다. 화이트하우스는 이 점에서 자신이 파스칼 보이어와 입장을 달리한

다. 화이트하우스와는 달리, 보이어는 교리적 양태의 종교성이 작동하게 되

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과 다른 인지적 자원의 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

서 정교한 신학은 문자 집단이 형성되고서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전히 논

쟁적이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장기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종교문화의 전승 양상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미기억과 일화기억: 빈도와 화려함

앞에서 우리는 최종성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조선시대 강우의례의 전승 

양상이 ‘의례경건주의’와 ‘의례감성주의’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

다. 그러한 두 가지 양상은 유교와 무속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사회적 제도

나 역사적 정황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 조선시대 강우의례를 통해 나타나는 의례경건주의와 의례감성주의는 

각각 유교의 이념적 지향과 그에 상응하는 무속의 감성적 지향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사실 생태학적 요인만

이 아니라 감각적 자극과 관련한 인지적 요인에 대한 문제의식도 환기시킨

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감성적 지향이라는 요소가 지닌 함의를 인지적 요인

의 측면에서 해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속의 영향이라는 생태학적 요인으로 

환원시키고 말았다. 문화 전승 양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사회 제도나 역사

적 정황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직관·추론·기억 등과 관련된 인지

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 연구는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397)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op. ci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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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에서 살펴본 하비 화이트하우스의 종교성의 양태 이론은 문화 전

승에 대한 설명이 간과하기 쉬운 인지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의 논의는 특히 강우의례 전승 양상에서 흔히 나타나

는 이중적 패턴의 요인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한다. 그것은 장기 기억의 두 가지 유형인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이 각각 자

극의 빈도와 화려함이라는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사실

이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종교의 명시적인 교리나 실천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속신앙의 전승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제약을 해명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화이트하우스의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의지

하여,398)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이 일반적으로 의례 전승 양상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며 그것이 강우의례의 이중적인 전승 양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강우의례의 전승 양상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패턴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 모델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보고자 

한다.    

첫째, 의미기억은 자극의 빈도가 높을수록 잘 작동한다. 우리가 상식적으

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기억되기 쉽다. 이는 실험

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엔델 털빙(Endel Tulving)의 고전적인 연구는 

자극에 더 빈번하게 노출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정보도 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으며,399) 듀이 런더스(Dewey Rundus)는 리허설의 빈도가 성공적

인 기억의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400)

의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빈번하게 반복되는 절차로 이루어진 의례는 

기억되기 쉽다. 잦은 반복은 복잡한 의례의 지식구조가 ‘의미기억’에 충실하

게 기억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반복은 권태효과

(tedium effect)를 낳는 부작용이 있다.401) 따라서 의례가 하나의 지식체계

398) 특히,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주목할 것이다.

399) Endel Tulving, “Subjective Organization in Free Recall of ‘Unrelated’ Words,” 

Psychological Review 69, 1962, 344-354.

400) Dewey Rundus, “Analysis of Rehearsal Process in Free Recal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89, 1971, 63-77.



- 269 -

로서 안정적으로 기억될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할 수도 있다. 이때, 명시적인 의례 규범을 만드는 일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빈번한 수행을 통해 확보되는 기억의 상대적 안정성은 의례가 성

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또 이런 빈번한 수행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집단적이고 협업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변이가 억제됨

으로써 기억 가능성이 더욱 향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

들 사이에서 정서적 유대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앞에서 ‘의례경건주의’로 언급했던 의례 전승 양상은 절차의 빈번한 ‘반

복’에 의해 강화되는 의미기억의 특징에 잘 부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례들은 주로 자주 반복되는 절차들로 이루어지고, 명시적인 교리

와 의례적 규범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집단적이고 협업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유교적 제사 형식은 이러한 

예측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또 기고의례와 같이 유교적 제사 형식을 취하

는 강우의례의 변이들은 감각적 자극과 감정적 각성이 낮은 수준의 시행 양

상을 갖지만 반복을 통해 기억 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기억체계의 특성

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다른 변이들에 비해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강력한 정서적 자극이 동반되는 사건은 일화기억으로 저장된다.402)

이러한 기억은 사건의 세부사항보다 상황의 독특성, 감정, 그것이 미치게 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저장하여 일종의 ‘자전적 기억’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억의 기제는 잦은 반복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잦은 반복은 권태효과

를 낳기 때문에 정서적 자극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즉, 일화기억은 반복

의 빈도보다 정서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다. 

활성화된 일화기억은 기억되는 사건에 대한 즉흥적인 해석을 유발한

다.403) 극적인 의례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경험의 중요성과 의미를 

401)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p. 66.

402) Ibid., pp. 70-71.

403) Ibid.,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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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정서의 고양 상태는 흔히 시각, 청각, 후각, 체감

각 등의 감각 자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례 참여자들은 감각을 자극하

는 의례의 요소들을 영감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극적인 의례가 

유발하는 경험과 해석은 개인마다 독특할 수 있기 때문에 균일성을 특징으

로 하는 교리적 규범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가 기억되

는 것은 다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보다는 소수의 공동체인 경우가 많

다. 극적인 의례가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고양은 그것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

들 사이에 강한 결속을 낳는다. 

앞에서 ‘의례감성주의’로 묘사되었던 강우의례들은 이러한 일화기억의 

체계의 특징에 잘 부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억된다. 그러한 의례들은 정

서적 자극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수행되고, 명시

적인 의례적 규범을 가질 가능성이 적으며,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크다. 무당과 같은 의례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우의례들은 이러한 강

력한 정서적 자극을 원동력으로 하는 일화기억의 체계에 잘 부합하는 것으

로 보인다.  

즉,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은 각각 자극의 빈도와 감각적 화려함이 클수록 

강력하게 작동함으로써 특정한 부류의 의례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의 인지

적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의례경건주의’와 ‘의례감성주의’로 

구분했던 강우의례 전승의 이중적 패턴에 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첫째, 문화 

전승의 이중적 패턴은 사회 제도나 역사적 정황과 같은 생태학적 요인만이 

아니라 인지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시대 강우의례 전승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이 단지 유교적 요소와 무속적 요

소의 영향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고려해야 할 인지적 요인은 

단지 정서적 자극의 요소만이 아니라 반복의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강우의례의 이중적 패턴에 대한 인지적 설명은 자극의 빈도와 

화려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인지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앞에서 의례감성주의와 의례경건주의로 묘사

되었던 의례 전승 양상의 두 가지 패턴에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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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것을 요청한다. 

우선 두 전승 양상을 정의하는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의례감성주

의’로 묘사되었던 의례들이 성공적으로 전승되는 이유는 그 의례들이 감각

적으로 화려한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례경건주의’로 묘사되

었던 의례들이 잘 전승되는 것은 그 의례들이 경건성을 지향하기 때문이 아

니라 빈번하게 반복되는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두 부류의 전승 양상

이 무속의 감성적 지향과 유교의 경건성과 윤리성이라는 이념적 지향과 연

결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각

각의 전승 양상은 ‘화려함의 전승(pageantry-driven transmission)’과 ‘빈

도의 전승(frequency-driven transmission)’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명명

할 만하다. 

‘화려함의 전승’과 ‘빈도의 전승’은 단지 무속과 유교가 공존했던 조선시

대의 강우의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승 양상들이 

각각 대중 전승과 엘리트 전승으로 양분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의 엘리트 전승이라 할 수 있는 국행기우제에서도 이 두 가지 전승이 함께 

나타났으며, 근현대의 대중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민속의례에서도 두 가

지 전승이 여전히 공존한다. 그러한 사례들에서 무당의 의례적 전문성이나 

유교적 이념이 필연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앞

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그러한 전승의 양상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세계

적으로 보고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의례 전승의 

양상은 우리 마음속의 장기기억 메커니즘에 잘 부합하는 특징을 가진 절차

들의 상대적인 분포에 의해 실현된다.

‘빈도’와 ‘화려함’이라는 두 축은 잦은 반복에 수반되는 ‘권태효과’를 매

개로하여 서로 반비례의 관계로 엮인다. 즉, 자극의 빈도가 클수록 감각적 

화려함의 정도는 감소하며, 감각적 화려함이 클수록 자극 빈도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빈도와 화려함을 두 개의 벡터로 상정할 때 하나의 평면으

로 이루어진 가능성의 공간이 묘사될 수 있다.404) 한 집단의 개인들이 표상

404) 만약 빈도와 화려함 외에 제3의 벡터를 상정할 수 있다면 가능성의 공간은 세 개의 축을 지

닌 3차원의 육면체 도형 형태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맥컬리와 로슨은 ‘의례 형식(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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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재현하는 강우의례에 대한 기억의 변형들은 그 가능성의 공간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빈번하게 반복되는 절차를 포함한 의례들과 

감각적 화려함이 확보된 의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들에 의해 잘 기억

되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가 크지 않아 가능성 공간의 특정 위치에서 상대적

으로 큰 밀도를 보이며 밀집하게 된다. 그 의례의 변형들이 결과적으로 이루

게 되는 끌개들(attractors)은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빈도가 크고 화려함

이 적은 위치(A) 혹은 빈도가 적고 화려함이 큰 위치(B) 근처에서 형성된다. 

     

↑

화

려

함  

   

   

   

   

   

   

   

B

A

0 빈도 →

<그림 4> 강우의례 전승의 끌개 위치 

빈도와 화려함이 동시에 큰 의례들이 다음 세대에 생산하는 기억의 변형

form)’을 제3의 벡터로 취하여 이를 묘사한 바 있다. McCauley & Lawson, Bringing 
Ritual to Mind, pp. 154, 156, 165, 171, 186, 189, 191, 195, 197, 203, 207 참조. 

그러나 그들이 세 번째 축으로 제시하는 의례 형식은 ‘특별한 행위자 의례’와 ‘특별한 피행위자 

의례’·‘특별한 도구 의례’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서 연속적인 값이 상정될 수 있는 벡터라고 보

기 어렵다. 화이트하우스가 언급하는 동기부여의 요소로서 명시적 지식의 양을 제3의 벡터로 

상정해 가능성의 공간을 3차원적으로 구성해보는 것을 향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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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권태효과에 의해 화려함의 정도가 점점 감소하여 점차로 위치(A)에 근

접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빈도와 화려함이 동시에 적은 의례들은 잘 기억되

지 않으므로 다음 세대에 유사한 변형을 생산할 가능성이 적어 소멸되거나, 

생산된 변형이 빈도나 화려함 중에서 어느 쪽을 강화하는 쪽의 형태를 가질 

때에만 위치(A)나 위치(B)에 좀 더 가까운 상태로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형들의 분포 양상은 세대에 따라 변화하고 역사적 요인에도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빈도와 화려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기억체

계의 작동방식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의 대체적인 양상은 유

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특정 종교의 명시적인 교리나 의례적 규범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민속신앙의 전승 양상은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는 한 장기기억체계라는 인지적 제약에 의해 이와 같은 ‘빈도

의 전승’과 ‘화려함의 전승’으로 이루어진 끌개 위치를 중심으로 분포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문화 전승 과정의 일반적 메커니즘에 관한 다양한 

다윈주의적 설명 모델 중에서 극히 일부를 취하고 이를 장기기억 체계가 지

닌 특성에 비추어 강우의례 전승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에 대한 설명

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민속신앙 전승의 특정한 양상이 어떠한 인지적 제약

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게 되는가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현

재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문화 전승 과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증대

될수록 민속신앙 전승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 역시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

이다.  

4. 소결

문화 전승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 모델들이 있으

며, 그 모델들의 적합성을 다투는 매우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고에

서는 댄 스퍼버가 개체군 사고를 기반으로 표상 역학과 함께 제안한 ‘유인 

모델(attraction model)’에 착안하고 하비 화이트하우스가 제안한 종교성의 

양태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문화 전승의 특징적인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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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강우의례 전승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중적 패턴은 빈도 혹은 화려함에 의해 활성화되는 장기기억체계의 두 양태

가 그 전승 양상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끌개의 인지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비록 더 진전된 연구와 증거들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

러한 논의는 문화 전승 과정에 작용하는 진화된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의 한 

편린을 일견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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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론

본고는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직관과 추론과 기억에 작용하는 인지적 

제약들이 민속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에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을 

한국의 강우의례들을 사례로 삼아 체계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민속신앙은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으면서 미시적으로는 지역 

및 집단의 고유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의 지표가 되고 거시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넘는 일반성을 보이는 종교적 믿음과 실천을 가리킨다. 민속신앙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견되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의 관념과 실

천 그리고 전승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 즉, 민속신앙에도 나름의 체계적인 

패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속신앙의 체계성은 명시적인 신학적 

교리나 의례적 규범 혹은 공고한 사회적 조직 등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민속신앙의 많은 측면들은 사람들의 직관, 추론, 기억 

능력에 의존한다. 명시적인 교리나 실천규범 없이 펼쳐지는 민속신앙의 현

장에서 사람들은 직관과 추론과 기억에 의거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직관, 추론, 기억의 능력은 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적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능력들은 

현생인류라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진화된 마음의 인지적 제약 하에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들에 작용하는 인지적 제약들은 사람들

이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민속신앙을 문화

적으로 현존하게 만든다. 따라서 민속신앙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관

과 추론과 기억을 제약하는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본고는 다양한 종교적 생각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자

연주의적 접근들, 특히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의 이론

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조선시대 및 그 이후 근현대 한국의 강

우의례들을 사례로 삼아 거기서 나타나는 민속신앙의 여러 양상에 대해 분

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강우의례와 근현대 강우의례의 몇 가지 형태들은 모두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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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정한 종교전통의 교리적 신념이나 의례적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뭄이라는 현실적 위기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자

연스러운 의례적 반응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류의 강우

의례들에서 어떠한 종교적 관념이나 의례적 규칙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도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관념이 환기되며,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력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우의

례가 독특한 전승양식을 획득하면서 문화적으로 오래 존속하고 분포하는 일

도 일어난다. 물론 모든 관념과 실천과 전승이 그러한 문화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명시적인 교리적 신념이나 의례적 규범을 전제

로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한 관념, 실천, 전승을 향유할 수 있

는지, 또 어떤 부류의 관념, 실천, 전승이 문화적 성공을 거두는지, 그 이유

는 무엇인지를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에 비추어 분석했다. 

첫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적 관념에 대한 것이다. 수많은 강우의례에서 반

복적으로 환기되는 특정한 관념들이 있다.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어지는 특

정한 인과체계에 대한 관념들, 혹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나 정령 혹

은 동물 등 특별한 강우 행위자에 대한 관념들이 그러한 예이다. 서로 다른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

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존재론적 영역의 범주에 대한 직관 및 추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인지과학의 다양한 증거들은 이러한 관념들이 독립

적으로 진화된 인지적 기능들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해 직관적으로 환기되고 

추론되며 쉽게 회상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의 실천적 차원에 관한 것이다. 의례는 매우 다

양한데 의례의 다양성만큼 의례의 형식이 다양하지는 않다. 또, 의례적 실천

에는 특정한 부류의 규칙들이 요구되지만 그 이유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사

람들은 그 실천들의 의미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여기며 심지어 매우 엄격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의례의 특수한 규칙성이 바로 인지적으로 제약된 직관과 추

론이 작용하는 민속신앙의 실천적 차원이 갖는 특징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

러한 특징이 특히 행위 표상 체계, 의례화된 행동과 결부된 마음의 작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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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위험 예방 체계, 의례적 선례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표상 체계 등

의 종합적인 작동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세 번째 분석은 민속신앙의 전승(傳承, transmission) 양상과 관련된 것

이다. 가뭄의 절박한 현실에서 행해지는 강우의례는 예견되는 불행의 긴박

함 속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의례적 방식이 문화적 성공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세부적인 형식

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행해지는 강우의례의 특성

은 비교적 소수의 패턴으로 수렴한다. 특히 강우의례들의 정서적 분위기나 

형식은 마치 어떤 ‘끌개 위치(attractor positions)’가 있는 것처럼 유사한 

패턴의 양상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강우의례들

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패턴은 무속과 유교의 의례적 지향이 제공하는 사

회·역사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패턴이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는 점에서 이 패턴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장기기억체계와 

문화 전승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은 이러한 패턴이 자극의 ‘화려함’에 

의해 강화되는 일화기억과 자극의 ‘빈도’에 의해 강화되는 의미기억 등 장기

기억의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각의 

전승 양상은 ‘화려함의 전승’과 ‘빈도의 전승’이라는 용어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민속신앙은 인간 마음의 인지적 제약을 토대로 하여 발생하고 존

속하며 전파된다. 그렇게 발생하고 전파되는 수많은 민속신앙 중에서 고도

의 인지적 적합성을 지닌 소수의 것들이 효과적으로 문화적인 분포에 이르

게 된다. 이러한 민속신앙의 특성은 소위 민속종교전통뿐만 아니라 성립종

교전통이나 공공의례전통에서도 발견되는데, 한국의 강우의례는 그것을 확

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인간 마음의 인지적 제약들은 민속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의 특징적인 양상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자연적 토대이다.

초자연적 행위자나 행위력을 지닌 사물과 관련한 생각, 실질적인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절차를 완수하려는 행동,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둘러싸고 이

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전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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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등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하나의 통합된 실체를 형성하

지도 않는다. 이는 진화된 인간 마음에 갖추어진 다양한 독립적인 인지체계

들의 작동방식에 의존하는 인간 삶의 다채로운 양상들의 부분집합이다. 따

라서 본고가 ‘민속신앙’으로 범주화해 다루어 온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

고 그 전승양상은 하나의 통합된 실체가 아니다. 

민속신앙이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민속신앙을 

성립종교와 구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성립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전승양상도 결코 통합된 실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립종교들이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 내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행동, 전승 자체가 아니라 잘 다듬어진 교리적 개념과 

의례적 규범의 집합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과 규범의 집합이 신봉자들의 

종교적인 생각과 행동의 모든 양상을 결정짓는 원인적 역할을 하지는 못한

다. 오히려 그러한 개념과 규범의 집합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종교적인 생각

과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결과물이

기 때문이다. 

민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관념론적으로 대상화되는 

‘종교’나 통합된 실체로 주장되는 ‘종교들’보다는 사람들의 종교적 생각과 

행동을 대상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명시적인 교리와 규범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특수한 집단의 전통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민속적인 종

교문화뿐만 아니라, 신학적 교리와 의례적 규범 그리고 그것들을 전승하는 

조직을 갖춘 성립종교들과 관련해서도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인간의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화현상들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토대를 발견하고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몇 가지 명백한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분석 대상의 제한성이다. 민속신앙의 인지적 기반에 대한 본고

의 논의가 지닌 일반적인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대의 한국 강

우의례에 한정되었던 본고의 분석 대상의 범위를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세계 곳곳의 강우의례만이 아니라 점복과 주술과 

같이 초문화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다양한 인간 삶의 양상들을 그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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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이론과 방법을 수용하는 방식의 편향성

과 피상성이다. 본고는 다양한 자연주의적 접근들이 첨예한 논쟁의 지점들

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쟁점들을 충분

히 균형 있게 다루기보다는 인지종교학의 표준 모델이 흔히 수용하고 있는 

가설들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설

들을 제안한 학자들이 전개한 분석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비교적 논쟁

의 여지가 적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들만을 논지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수

용했다. 본고의 작업이 더 깊이 있는 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불가피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자연주의적 종교연구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비교적 

생소한 분야라는 점에서, 비교적 일관된 관점으로 주요 가설들의 기본 아이

디어들을 적절히 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다양

한 분야에서 축적되고 있는 연구 성과들과 최신의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향

후의 연구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셋째, 기존의 가설과 설명모델

에 대한 강한 의존성이다. 본고가 전개한 논의는 종교문화에 대한 자연주의

적 접근들이 최근 수십 년 간 제안해 온 주요 가설과 설명모델에 많은 부분

을 의존하고 있다. 더 진전된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새롭고 강력한 가설과 

설명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다양한 자료와 실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데

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종교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그 

중에서 주로 인지종교학의 주요 이론과 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비판적

으로 수용함으로써, 인간의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과 전승이 꽤 다양한 독립

적인 인지체계들의 작동방식에 의해 제약되고 있으며, 강우의례와 같은 종

교문화의 중요한 양상들이 여러 인지체계들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해 체계적

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인간이 향유하는 다양한 종교적 

생각과 행동이 성립종교들의 교리와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설

명 불가능한 신비적인 원인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 마

음의 일반적이면서도 이종혼성적인(heterogeneous) 작동방식들에 의해 민

속신앙의 관념, 실천, 전승을 설명하는 본고의 논리는 인간의 종교적 삶이 

지닌 역동적인 양상을 단일한 종교적 본성으로 환원시키는 선험적 관념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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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천적인 다양성과 차이만을 강조하는 상대주의에 함몰되는 것을 거부한

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적합한 증거들을 필요로 하며, 반증에 의해 언

제든지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접근들은 여전

히 많은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연구 역시 그러한 비판과 논

쟁에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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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gnitive Foundations of Folk Beliefs

: A Focus on Rituals for Rain

Koo, Hyung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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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ovide a systematic 

explanation of how various cognitive constraints, which affect the 

natural intuition, inference and memory of the human mind, 

provide natural foundations for the concepts, practices and 

transmissions of folk beliefs by using the example of rituals for 

rain in Korea. 

“Folk beliefs” consist of a conceptual category for discussing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and their cultural distribution 

patterns that are not exclusively affiliated to specific religions. Folk 

beliefs are microscopically considered as indicators for the 

uniqueness or peculiarities of the culture of a region or group but 

macroscopically show the characteristics of a general phenomenon 

that have recurrent patterns in various cultures worldwide.

Scientific approaches towards folk beliefs are pivotal in 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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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al understanding of the religious culture of humanity, 

which is significantly broader than the entire sum of the 

established religions. However, there have been a handful of 

studies that have presented systematic theories and methodologies 

along with analyses on cases from Korea. Therefore,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of folk beliefs with a focus on rituals for 

rain in Korea by critically accepting the main theories and 

discoveries made in recent naturalistic studies of religion, such as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among others, which have been 

conducted for the past decades thanks to the development in 

cognitive science and evolutionary psychology. 

Rituals for rain serve as an excellent historical example through 

which the cultural existence of folk beliefs can be confirmed. 

Rather than being entirely based on doctrinal principles or 

ritualistic norms of certain religious traditions, rituals for rain in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some forms of rituals for rain 

conducted in the modern era reflect ritualistic responses of people 

who faced an actual threat and potential danger of drought. Rituals 

for rain evoke the concepts of supernatural agents of rain and the 

strong sense that given procedures should be followed. In addition, 

such rituals for rain gain some distinctive patterns that are 

culturally transmitted. This study analyzes how people can be 

engaged in such rituals without having any explicit religious 

principles or ritualistic norms as their basis, and which forms of 

concepts, practices, and transmission led to cultural successes and 

the reason why, by reflecting on the mechanisms of the evolved 

human mind.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ual dimensions of folk 

beliefs. In numerous rituals for rain, there are specific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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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evoked repeatedly. Concepts on certain causality believed 

to bring about rain or concepts on certain agents such as gods, 

spirits or animals, which can make rainfall, are examples. Various 

concepts on the supernatural agent that recur in different rituals 

for rain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tuition and inference on 

ontological categories such as PERSON or ANIMAL. Various 

evidence from cognitive science show that such concepts are 

intuitively evoked and easily inferred by the aggregative operation 

of modularized cognitive functions.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the practices of folk beliefs. 

Specific types of rules exist when practicing rituals for rain. 

However, the actual reasons for such rules are often vague. In 

addition, people consider the rules meaningful and that they 

should be applied rigorously although the semantic evidence of 

such practices cannot be confirmed. Moreover, such practices are 

justified by referring to precedents. These specific regularities of 

rituals for rain display the characteristics of practices of folk 

beliefs, which are affected by cognitively constrained intuition and 

inference. Such characteristics are based on aggregative 

operations of the action representation system, hazard-precaution 

system, and meta-representation system in the evolved human 

mind.

Third,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mission patterns of folk 

beliefs. Rituals for rain, which are conducted under a desperate 

condition of drought, usually involved the mobilization of all 

available means in face of an imminent misfortune. However, not 

all ritualistic methods led to cultural success. Although the details 

could differ in any degre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tuals for 

rain, which were widely practiced, seem to converge into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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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The emotional atmosphere and the forms of the rituals 

for rain display similar patterns as if there are certain “attractor 

positions.” In the case of rituals for rain in the Joseon Dynasty, 

such patterns can partly be explained as social and historical 

products induced by the ritualistic aims of Shamanism and 

Confucianism. However, considering that similar patterns are part 

of a general phenomenon found in various cultures around the 

world, a more general explanation on this pattern is required. 

Looking deeper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ng-term 

memory system and cultural transmission, this study shows that 

such patterns are based on the two mechanisms of long-term 

memory: the episodic memory, which is reinforced by the 

pageantry of stimuli; and the semantic memory, which is 

reinforced by the frequency of stimuli.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s on folk beliefs point out that 

the religious culture of human beings are not wholly determined by 

the doctrinal principles and norms of established religions and that 

there are no inexplicable and mystical causes behind it. Certain 

aspects of the religious culture can be systematically explained by 

the aggregative operation of various human cognitive systems. The 

reasoning behind this dissertation, which explains the concepts, 

practices and transmissions of folk beliefs through the general and 

heterogeneous mechanisms of the human mind, strongly disagrees 

with transcendental idealism, which reduces the dynamic aspects 

of the religious lives of human beings into a universal religiosity of 

homo religiosus or relativism, which only emphasizes the acquired 

diversity and differences. In a strict sense, however, such 

discussions are yet to be sufficiently and scientifically proven and 

are based on controversial hypotheses that require mor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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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n be modified or discarded by counterevidence at any time. 

Naturalistic approaches towards religion remain to be the subject 

of criticism and discussion and this study is open to such criticism 

and discussion as well. 

Keywords: folk beliefs, rituals for rain, evolved human mind, 

cognitive constraints, naturalistic studies of religion,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Student Number: 2006-30038


	제1장  서론  
	1. 문제로서의 ‘민속신앙’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이론적 고찰
	(2) 강우의례와 관련한 종교사적 서술의 재고
	(3) 민속신앙의 분석적 이해
	(4) 자료의 범위

	4. 논문의 구성

	제2장  ‘민속신앙’의 범주론
	1. 종교와 민속 그리고 민속종교
	(1) ‘종교’와 ‘민속’
	(2) ‘민속종교’

	2. ‘민’과 ‘민속’의 개념적 전환
	3. ‘민속신앙’의 범주
	4. 소결

	제3장  종교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1. 자연주의와 (반)환원주의
	2. 자연주의적 종교담론들
	(1) 자연주의적 종교담론의 다양성
	(2) 데닛의 주문을 깨다
	(3) 보이어의 종교, 설명하기
	(4)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이론적 지향

	3. 인지종교학
	4. 소결

	제4장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 진화된 마음
	1. 직관과 추론
	2. 의사소통과 메타표상
	3. 인지처리의 이중과정
	4. 장기기억체계
	5. 소결

	제5장  강우의례와 민속신앙
	1.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와 민속신앙
	(1)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전개 양상
	(2) 국행기우제의 전개 양상은 유교화의 과정인가?
	(3) 국행기우제에서 작동하는 민속신앙

	2. 근현대의 강우의례와 민속신앙 
	(1) 유교적 제사 형식
	(2) 의례 전문가 동원 형식
	(3) 용 관련 의례
	(4) 암장묘굴

	3. 소결

	제6장  민속신앙 관념의 인지적 기반
	1.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관념들
	(1) 황금가지의 사례들
	(2)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경우
	(3) 사람 vs. 동물: 강우 행위자 관념의 유연성

	2.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의 인지적 기반
	(1) 행위자 기반의 인과 추론 체계
	(2)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 및 추론 체계
	(3)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직관 및 추론 체계

	3. 소결

	제7장  민속신앙 실천의 인지적 기반
	1. 행위 표상 체계
	(1) 행위 표상 체계와 의례 형식
	(2) 의례의 일차적 구조와 CPS-행위자

	2. 위험 예방 체계
	(1) 의례적 실천의 특징과 강우의례
	(2) ‘의례화된 행동’과 위험 예방 체계

	3. 메타표상 체계
	(1) 의례적 선례주의와 강우의례
	(2) 모방과 메타표상 체계

	4. 소결

	제8장  민속신앙 전승의 인지적 기반  
	1. 문화 전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문화 전승에 대한 과학적 설명 모델들 
	(2) 문화 전승의 유인 모델

	2. 강우의례 전승의 이중적 패턴
	3. 민속신앙 전승 양상의 인지적 기반
	(1) 문화 전승과 장기기억의 관계
	(2) 의미기억과 일화기억: 빈도와 화려함

	4. 소결

	제9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0
제1장  서론   1
 1. 문제로서의 ‘민속신앙’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5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8
  (1) 이론적 고찰 8
  (2) 강우의례와 관련한 종교사적 서술의 재고 14
  (3) 민속신앙의 분석적 이해 17
  (4) 자료의 범위 21
 4. 논문의 구성 23
제2장  ‘민속신앙’의 범주론 26
 1. 종교와 민속 그리고 민속종교 26
  (1) ‘종교’와 ‘민속’ 26
  (2) ‘민속종교’ 35
 2. ‘민’과 ‘민속’의 개념적 전환 41
 3. ‘민속신앙’의 범주 44
 4. 소결 48
제3장  종교문화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 49
 1. 자연주의와 (반)환원주의 49
 2. 자연주의적 종교담론들 64
  (1) 자연주의적 종교담론의 다양성 64
  (2) 데닛의 주문을 깨다 71
  (3) 보이어의 종교, 설명하기 73
  (4)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이론적 지향 76
 3. 인지종교학 84
 4. 소결 94
제4장  민속신앙의 자연적 토대: 진화된 마음 95
 1. 직관과 추론 98
 2. 의사소통과 메타표상 102
 3. 인지처리의 이중과정 106
 4. 장기기억체계 110
 5. 소결 112
제5장  강우의례와 민속신앙 114
 1.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와 민속신앙 114
  (1)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전개 양상 116
  (2) 국행기우제의 전개 양상은 유교화의 과정인가? 124
  (3) 국행기우제에서 작동하는 민속신앙 129
 2. 근현대의 강우의례와 민속신앙  148
  (1) 유교적 제사 형식 149
  (2) 의례 전문가 동원 형식 154
  (3) 용 관련 의례 155
  (4) 암장묘굴 158
 3. 소결 159
제6장  민속신앙 관념의 인지적 기반 161
 1. 강우의례에서 반복적으로 환기되는 관념들 161
  (1) 황금가지의 사례들 161
  (2)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경우 164
  (3) 사람 vs. 동물: 강우 행위자 관념의 유연성 173
 2. 초자연적 행위자 관념의 인지적 기반 181
  (1) 행위자 기반의 인과 추론 체계 182
  (2)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직관 및 추론 체계 189
  (3)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직관 및 추론 체계 195
 3. 소결 201
제7장  민속신앙 실천의 인지적 기반 204
 1. 행위 표상 체계 207
  (1) 행위 표상 체계와 의례 형식 208
  (2) 의례의 일차적 구조와 CPS-행위자 214
 2. 위험 예방 체계 217
  (1) 의례적 실천의 특징과 강우의례 218
  (2) ‘의례화된 행동’과 위험 예방 체계 227
 3. 메타표상 체계 233
  (1) 의례적 선례주의와 강우의례 233
  (2) 모방과 메타표상 체계 241
 4. 소결 243
제8장  민속신앙 전승의 인지적 기반   244
 1. 문화 전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44
  (1) 문화 전승에 대한 과학적 설명 모델들  244
  (2) 문화 전승의 유인 모델 253
 2. 강우의례 전승의 이중적 패턴 257
 3. 민속신앙 전승 양상의 인지적 기반 262
  (1) 문화 전승과 장기기억의 관계 262
  (2) 의미기억과 일화기억: 빈도와 화려함 267
 4. 소결 273
제9장  결론 275
참고문헌 281
ABSTRACT 296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