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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근대의 계몽적 담론을 경험한 한국 사회 내에서 이

루어지는 점복 행위들의 양면적 현상에 주목하여, 여전히 근대의 

합리성이 공적 체계 세계의 영역에서 주요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한국 사회에서 경험적인 인과관계의 너머의 비가시적 인과를 인식

하는 주술적 사고체계에 기반하는 선관계적(先關係的) 점복 행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밝히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점복 행위의 양면적 현상은 근대의 계몽적 가치인 

자연과학에 기반한 경험적 사고관, 인간 자력(自力)에 대한 믿음을 

내면화한 이들에 의하여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과학과는 

양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배타적 태도와, 조(兆) 단위로 점

점 커지는 점복 시장(市場)이 방증하는 점복에 대한 수요의 공존을 

의미한다. 

 아울러, 점복과 미신 개념의 관계 및 미신 개념의 연원과 변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점복이 곧 미신이라고 여기는 관념은 한국의 

근대 계몽기에 발생한바, 근대 계몽기를 지난 어쩌면 포스트 모던 

사회일 수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미신 개념이 잔존하고 있

는 것에 주목하여 미신 개념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하는 

동시에 현재 사람들이 인식하는 미신 개념과 그들이 점복에 부여

하는 의미들과의 관계 또한 분석하였다. 사회적으로 생성된 문

화·정치적 이미지의 영향을 받는 개념은 그 의미론적 불완전함에

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이해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약 5-6개월 간의 심층 인터

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사고체계에 따라 점복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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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달라진다고 가정하여 레비 브륄의 선관계적 사고, 베버와 이

창익의 재주술화, 그리고 강정원의 생활세계, 현대화, 민속과 체계

의 공존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한반도에서 점복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행위로서, 

그 구체적 기록은 삼국 시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삼국 시대

에서 근대 계몽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

지, 체계 세계와 민속 세계에서는 대체로 점복 행위가 진지한 행

위로서 받아들여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체계 세계 내에서는 점복

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곧 선관계적 

사고에 대한 배척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후

로 계몽적 담롬에 의한 미신 개념이 발생하면서, 체계 세계로부터 

점복이 박탈되기 시작하면서 점복은 극심한 정치적 배척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담론은 민속 세계로도 하강했으나, 여전히 점복은 지

속된다. 미신 개념은 탄생 이후로 매우 상습적으로 언론에서 선전

되었고 점차 하나의 상징어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일반화와 매너리

즘을 겪는다. 그러다 70년대 근대화 운동이 재점화되면서 계몽적 

의미의 미신 개념이 부활하고, 90년대 말에 이르러 점차 체계의 

담론 상에서 사라진다. 이는 근대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에 강력한 계몽적 담론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에서 일부 기인한다

고 본다.

 현재에 이르러 미신 개념은 민속 세계에서 잔존(殘存)하는데, 담

론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서 인식되는 

형해화 과정에 있는 듯하다. 즉, 본래의 계몽적 의미뿐 아니라 믿

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중립적 의미, 징크스를 가리키는 말, 어린 

시절 보았던 풍경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형해화는 

점복이 허무맹랑한 것, 곧 미신이라는 인식을 상당 부분 무너뜨린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점복 의미의 다양한 모습을 낳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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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점복은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오로지 맹목적 선관계적 믿

음으로서만 지탱되지 않는다. 주지주의적 과학적 사고와 선관계적 

믿음, 그리고 일부 종교적 믿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합, 교차하면

서 점복에 대한 믿음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는 민속의 현대화와 

현대성의 민속화, 그리고 체계와 민속의 공존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사고방식의 교차는 결국 근대기에 배타적 관계에 몰아넣어

진 과학-미신-종교의 삼자 분리를 극복하고, 세 영역이 각각의 역

할을 인정받는 화해의 장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신 개념

에 대한 인식에 따른 점복 의미에는 큰 경향성은 있었지만, 비슷

한 점복 의미 사례에서도 상이한 미신 개념 인식이 나타나는 등 

미신 개념과 점복 의미 사이의 관계는 복잡한 것이었다. 이는 개

념의 불안정성과 미신 개념의 모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근대화, 미신, 민속, 사고체계, 점복, 재주술화

학  번 : 2018-2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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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점복 행위는 그 기원과 역사가 매우 오래된, 문화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해온 인류의 문화적 산물임은 의심할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공간을 한국에 국한해 보았을 때, 고대의 갑골문자와 말굽은 국가 중대사

의 길흉을 점치는데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김태곤 외 1995; 

최길성 1989) 점복의 오랜 역사를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점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자들 간 이견이 조금씩 있지만, 일반

적인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것-미래, 운, 숨겨진 성격 등-에 대

해서 신의(神意)나 어떤 초자연적 체계에 기대어 읽어내는 행위라는 점에

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점복’은 사람의 오감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흐름이나 사람의 성격 등을 읽어낼 수 있

는 하나의 체계나 수단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점의 초(超) 역사성을 방증하듯,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점복 행위가 전 

지역에 걸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다. 실제로, 점복 서비스 

소비의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점복 ‘산업’은 종사자수 45만 명, 추정

매출액 6~9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황금옥 2017)1) 이러한 한국

에서의 점복은 개인의 경험,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과 정면으로 대치

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특히, 개항 전후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체계 세계에 의해 ‘국가의 근대적 

발전’의 선(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점의 ‘미신화’가 이루어

져왔다.2)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계몽적 인식’이 생활세계에서 완전히 

1) 한국통계청(kosis.kr)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점복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김동규, 2012, 「한국의 미신담론 이해  :  타자(alterity)로서 무속의 창조과정」, 『한국문
화연구』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83-322. ; 이방원, 2006, 「일제하 미신에 
대한 통제와 일상생활의 변화」,『동양고전연구』 24, 동양고전학회: 281-314.; 정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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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근대 이후의 ‘포스트모던’에 대

해서 논의해왔지만3), 베버가 지적했던, 어찌보면 진부할 수도 있는 개념

인, 주지주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관료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

의 공적 영역의 주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현재 인

간 이성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反省)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이

성에 따른 프로테스탄티즘적 ‘노력’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점복은 사실 모든 이에게 받아들여

지는 대상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 합리성에 합치하지 않는 구습

(舊習)이나 소위 ‘비이성(非理性)’의 잔존(殘存)으로 여긴다. 

 언뜻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현상은, 사실 주지주의와 과학지상주의로만

은 잡아낼 수 없는 미묘한 것이다. 점복 행위가 소위 ‘비이성’에 의해

서만 발생하지도, ‘이성적’ 사고를 하는 이들이 점복 행위와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점복은 선(先)관계적 사고에 기반하는 의례 체계이

다.4) 동시에 점을 치는 행위는 현대의 이성-과학적 사고를 하는 경제인

(Homo Economicus)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민속인(Homo Folkloricus)’5)으로서의 행위이다. 즉, 점복은 체계 

세계의 맹목성(강정원 2020)과 접촉해온 한국의 민속 세계에 선관계적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강정원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 세계와 

감정, 가치, 정서 등이 매개되는 민속 세계가 체계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생활세계의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본다.(ibid.)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점복이 사람들에게 다면

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점복을 칭했던, 과거 체계 세

계에서 생성된 미신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이 함의한 과학, 경험, 자력(自
力)6)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점복이 차지하고 있는 미

2003, 「새마을 운동이 민간신앙에 미친 영향」,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참고.
3) 물론 ‘근대’ ‘근대성’ ‘근대화’는 그 자체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탈근대나 

포스트모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는 것도 동시에 어려워진다.
4) 선관계적 사고는 레비 브륄이 제시한 개념으로, 감각적 경험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인 관

계에 기반한 사고체계를 가리킨다.
5) 강정원, 「민속인(民俗人; Homo Folkloricus)과 탈식민주의」, 『한국민속학』제 57권, 한국

민속학회, 141-176쪽, 2013. 참고.
6) 본 논문에서 자력은 ‘외부의 힘, 특히 보이지 않는 힘, 신이나 점복에 의존하지 않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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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 사회문화적 위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민속 세계가 체

계 세계와 역동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고 있음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민속 세계에 미신 개념과 점복 행위가 어떻게 존재하고 계승되어 현

재의 다양한 양상에 이르는지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단일하고 굳건

하며 균일하게 존재하는 ‘개념’의 이데아는 이데아로 존재할 뿐이며(베

버 2002[]) 부분화되고 복합적인 개념은 현상에 대한 파편화된 인식을 동

반하며7), 때로는 그 개념과 인식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사주명리학에 기반한 미래예측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점성술(학), 기문정명학, 신점은 비교, 대조군으로 삼았다.

 우선, 한국 점복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역사적으로 개괄하고, 미신 개념

의 연원과 한국에서의 발생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다음 현재 한국 사

회에서 미신 개념의 근대적 계몽적 의미와 함께, 단순한 징크스나 어떤 

것에 대한 믿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다면화 되었음을 보여줄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다면화가 종교나 학력, 직업, 나이를 초월하여 

점복 의미의 다면화와 연결됨을 구체적인 면담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즉, 점복이 근대의 경험론적,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

해 경험적으로 믿어지며, 자력(自力)의 무한함과 무패(無敗)의 환상을 깨지

고 점복이 그 빈 자리를 채우 동시에 여전히 개인의 노력과 경험을 결코 

무시되지 않으면서 두 영역 간의 균형이 유지되는 사례들, 과학적 이성과 

점복에 대한 믿음이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며 경합(競合)-즉, 민속의 현대

화와 현대성의 민속화가(강정원 2020) 반복되는, 점복을 손쉽게 마음 편하

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으로 보는 사례들, 미신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멀

어졌던 과학과 종교와 점복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례들을 분석했다.

 한국에서의 기존 점복에 대한 연구들이 그 양상을 기술하거나 동기(動
機) 서술, 점복자와 내담자와의 대화 채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

은 부정할 수 없으며8) 이는 민속지적 기록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

스로의 힘이나 스스로 축적한 경험, 지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본 논문 선행연구장 
참고)으로 정의한다.

7) 이정덕은 2017년 공저서 16쪽에서 “개념 없이 실재를 표현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개
념이 실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8) 물론 김만태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점복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수행했지만, 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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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점복 주체인 내담자의 관점과 내면을 누락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인류학적으로 연구되어온 점술들은 주로 무(無) 문자 사회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근대화된 혹은 더 나아가 근대화가 무르익은 사회, 특히 한

국 사회에서의 점복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점복 주체의 연구는 

그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컸던 영역이기도 하다.9) 또한, 많은 

연구들이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에 쓰인 미신이라는 표현들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되었으나, 미신 개념의 변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점복 문화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 작업과 함께 그 연구 결과는 

현대인의 심성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이기태 2006)로 기능

하는 바, 본 연구는 점복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점복의 의미라는, 인간의 정신문화의 단편과 여전히 존재하는 

민속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신 개념이 현재 민

속세계에서 변화하여 쓰이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신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면담

참여자를 표집했으나 대부분 20-30대인 점, 수많은 점복 중 사주명리학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 점복에 대해 어느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수많은 귀중

한 문헌과 자료들을 모두 검토할 수 없었고,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조사

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한국 점복(占卜)의 연구

 점은 지극히 인간적인, 앞날을 예지하고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속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점치는 행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점을 치

기 이전에 점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업을 통시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

언급하겠지만, 실재적인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면모가 있다.
9) 글쓴이가 질적 연구를 수행하던 시점에 코로나 19 상황이 겹쳐 더욱 어려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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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점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절은 점복에 대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

될 것이다.

 우선 점복(占卜), 점(占)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김태

곤은 “인간의 생활에 따르는 모든 조짐, 개인 가족 집단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길흉화복”을 포괄한다고 했다.(김태곤 외 1995) 박계홍은 점복의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신의를 탐구하기 위한 것과 미래를 예측하

기 위한 것이다.(최길성 1989) 한편 김만태는 점복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의 요소를 포함해야 그 의미가 정확해진다고 보았는데, ‘목적’

과 ‘수단, 방법’, 그리고 ‘해석과 이해’가 그것이며 목적을 豫에, 수

단과 방법을 兆․卜에, 해석과 이해를 占에 대응시켰다.(김만태 2008) 그리

고 많은 연구가 兆․卜과 占의 측면에서 점복을 정의하는데 비해, 김태곤의 

정의(“인간 생활에 따르는 모든 조짐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미리 알아내

어 인간의 생활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것”)만이(김태곤 외 1989) 

목적성까지 포함시켜 점복을 정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김만태는 점

복을 ‘단순히 조짐을 통해 신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낸 신의의 

길흉에 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심신이 넉넉해지며 즐겁게 되는 

것’(ibid.: 209-210)으로 정의한다. 용어(用語)상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점복의 정의 내지 본질적 특성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알 수 없는 과거 혹은 현재, 미래나 어떤 현상의 

원인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을 때 그것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

소’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점(占) 연구는 그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선 말기에서부터 7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다

만, 조선 전기까지의 점에 대한 기록은, ‘낯설게 보기’ 기법을 통한 체

계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리-이를테면 점의 정의나 종류, 각각의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항목별로 나뉜 설명으로 구성된, 즉 근대적인 연구10)-보다는, 

일기(미암일기), 설화(삼국유사), 역사적 사건의 작은 부분(삼국사기, 고려

사), 민속기록(동국세시기, 경도잡지)같이 그야말로 비교적 단편적인 ‘기

10) 근대 학문의 특성에 대해서는 막스 베버의 ‘주지주의적 분해’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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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 당시의 점복자와 문복자가 나

눈 대화록은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질적인 점사 사례가 불충

분하여 점복의 인문학적 특성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손진태, 이능화, 김효경,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등에 의해서 무속이나 점(占)이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

다. 특히,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卜と豫言)에

서 당시 조선에서 존재하고 행해지던 점들을 그 양상에 따라 나누어 서

술·정리하고 있다.(村山智順 2005[1933]) 이는 한국의 점복에 대해 거의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라는 평가를 받지만,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들을 과장해서 정리하고, 이러한 점이 조선인들의 나약한 마음에

서 행해지는 것으로 서술하여 점의 실상을 왜곡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로, 다양한 점들이 행해지는 방법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이를 입체

적으로 조망하지는 않는다.

 점(占)은 조선 후기에 미신(迷信)으로 여겨져 해방 이후에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6.25를 거치고 전통문화에 대한 

민속학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어느 정도 미신의 오명을 벗어나 1970-80년, 

90년대 초에 김종대, 김태곤, 최길성, 서영대, 상기숙, 임돈희, 장주근, 조

흥윤 등에 의해 다시 연구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연구는 주로 한국 점복

의 역사와 종류 및 양상, 토속 신앙적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거

나(서영대 1994; 최길성 외 1989; 김태곤 외 1995), 실태(實態) 조사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장주근 1977; 조흥윤 1981; 상기숙 1983; 임돈희 1986) 

이후에도 김만태, 김태우, 이기태, 장장식, 정승안, 최진경, 표인주, 황금옥 

등에 의하여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점복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함께(김만태 2010; 이기태 2006) 조선기의 사주명리학의 사

회적 지위(조용헌 2001)를 밝히고 사주명리학이 시행된 실재적 상황(김만

태 2019; 김태우 2017, 2019)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표인주, 김만태

는 특정 지역에 대한 역사와 함께 점사(占辭) 시의 점복자와 문복자 간의 

구체적인 대화 혹은 점복자의 화법을 반영한 어록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

교적 입체적이다.(표인주 2011; 최진경 1998; 김만태 2008b) 장장식은 점에 

통과의례적 성격이 있으며, 점사 과정에서의 매개자의 영향력에 대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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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다의 이론에 의거하여 기술하여 점의 의미를 점사 과정 속에서 조망하

고 있다.(장장식 1995) 최진경은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점

사를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 동기, 점사 과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최진경 1998) 한편 이기태는 점복촌 연구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서울 지역의 점복촌 형성의 역사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시도한

다.(이기태 2006) 김태우는 조선기 천문현상에 기반한 여러 점복 행위를 

근세 이전의 백과사전, 기록물 등 다양한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 제시했으

며(김태우 2019), 조선기 역서(曆書)의 상징적 의미와 점복에의 실재적 활

용과 수요(需要)에 대해 설명하고, 당대 농업이나 여타 생활과 관련된 점

복 행위들이 국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힌다.(김태우 2017) 

그 밖에도 기자나 르포 작가들도 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점집 방문기

에 대한 기록을 출판하고 있다.(이정은 2010; 한동원 2014) 또한, 이용범은 

한국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점복의 위상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드러내는 

작업을 하였고, 하나의 일상문화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이

용범 2019) 주로 문헌 중심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지가 전개된다는 한계가 

있다.

 추상적인 토속 신앙적 세계관에 기반한 서술에서, 사주명리학과 점복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과 ‘운명론’ 내지는 ‘학문’이

라는 분석적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를 전개하거나 과학 이상의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 연구 경향도 새로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김만태 2008c, 

2013; 경기학연구센터 2016; 김학목 2015) 또한, 명리학을 근대 자연과학

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그 ‘과학성’을 증명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명리

학을 철학적 영역으로 승화시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도 이루어졌

다.(김성덕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사주명리학이나 점복의 인문학적 의미

를, 점복을 미신으로 치부하던 프레임을 역으로 이용해 선명하게 드러냈

으며, 이를 통해 점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냈다는 점

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같은 질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실재적이기보다 추상적인 면이 두드러지는 한계가 있다.

2) 사고(思考) 체계와 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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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사고 체계에 따라 점복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가정하여 선

관계적 사고, 재주술화, 그리고 생활세계, 현대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

석한다. 즉, 눈에 보이며 감각되는 경험 너머의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

는 선관계적 사고 혹은 주술적 사고는 보이지 않는 것에 기반하는 점복을 

진지하고 신뢰할만한 미래예측 행위로 만든다. 그러나 서구의 주지주의적 

과학지상주의에 따라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선관계적 사고가 밀려나면서 

탈주술화가 이루어지며 근대성의 계몽적 기획하에 ‘자력(自力)’에 거스

르는“헛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계몽적 기획이 

놓치게 되는 감정의 영역들이 근대의 부조리에 의해 분출하면서 그 자리

에 재주술화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미신이라는 개념도 본래 의미는 탈색

되고 점복 또한 선관계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과학의 폭력적 계몽에 의해 민속문화가 급격히 단절되고 

이에 따라 생활세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대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

고 민속세계는 다른 양상, 즉 현대의 민속화와 민속의 현대화를 통해 존

재한다는 강정원의 논의(강정원 2020)처럼, 근대화의 흔적으로 자력으로 

표상되는 주지주의와 주술적 사고가 동시에 존재하고, 이 두 이질적 사고

는 한 개인 내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며 경합한다고 본다. 따라서 미신에 

대한 관념도, 점복의 의미도 이 두 사고체계의 영향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근대화 혹은 현대화(강정원 2020)와 주

술적 사고(思考) 등 사고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근대화 내지 근대성은 학문적으로 그 정의가 뚜렷하게 합의되지 않은 개

념으로, 이들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역사문제연구소 2005; 이정덕 외 2017; 장경섭 1998, 2001, 2010; 

천화숙 1997) 여전히 모호함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및 

근대성은 한 국가와 문화권의 역사성,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고, 이것이 

근현대의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근대

화 과정에서 근대 자연과학에 의해 쉬이 타자화되었던 민간신앙의 역사적 

변이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본 개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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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야 할 의의가 있다. 특히, 근대화는 그 자체로는 모호한 개념이지만 

한국의 근대화(혹은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국한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근대화' 및 그 근대화의 결과물인 '근대성'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속성은, 막스 베버의 이론에 잘 드러나는데, 막스 베버는 신비하고 초자

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주술적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세계와 사물을 계산

을 통해 지배하는 합리성이 증가하면서 근대성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합리성은 과학과 과학기술에 의한 주지주의적 합리화에 기반한 

것이다.(베버 2002[]: 46; 최종렬 2006) 따라서 계산 불가능한 신비한 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탈주술화가 근대적 세속사회의 특징이라고 주장했

다. 또한, 천화숙에 따르면 자본주의, 산업화, 도시화, 합리화, 프로테스탄

트 윤리, 개인주의, 인권, 시민사회,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며 이는 서

구 근대화 담론을 구성한다.(천화숙 1997)

 한국의 근대화 과정 역시 이미 서구식 근대화 과정을 거친 열강들에 의

해 필연적으로 서구식 근대화를 거치게 되면서 서구식 생활양식이나 사고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발현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신-구 패러

다임의 갈등은 ‘전통’의 계승을 중심에 두고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

다.11) 그 근대화 과정은 기존 민간신앙(전통신앙)에 대한 개화파 지식인들 

및 일제기 총독부의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이방원과 김동규는 점을 포함

한 민간신앙이 근대기 서양 과학 및 기독교 신앙의 유입으로 미신으로 치

부된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있다.(이방원 2006, 김동규 2012) 이방원은 

특히 일제강점기를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의 세 통치(統治)기로 유

형화하여 각 시기의 총독부의 정책에 따라서 민간신앙이 어떻게 미신으로

서 탄압되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그 와중의 국내의 지식인들과 학

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계몽 운동들의 특성이 이 정책과 어느 정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전개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이방원, 2006) 일제

의 미신 탄압 정책과 학생들의 계몽운동 간의 시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비록 두 움직임 간 유사한 점은 있지만, 그 동기와 맥락의 

질적 차이점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평면적으로 기술한 

한계가 있다.

11) 이에 대해서는 뒷 문단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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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근대 자연과학의 독립적 입지를 조성한 것

에서 더 나아가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검열로 나아가게 된다. 

이창익에 따르면 이는 소위 근대기라고 불리는 시기의 속성 중 하나로, 

과학은 그간 자신과 분리되지 않았던 종교에게 독립할 것을 요구하고 이

를 위해 과학적 법칙이 다스려야 마땅한 것에 비과학적 논리가 개입된 영

역을 미신으로 치부하게 된 것이다.(이창익 2020) 그와 맞물리는‘과학적 

태도’의 장려는 ‘자력(自力)’과 연결된다. 자력이라는 개념은 조선 말

기에서 근대화 시기에 이르는 기간의 담론에서 사용되었던 미신-과학의 

대립 구도12), 근대적 사회 운동을 장려하는 계몽적 잡지에서 쓰였다.(이순

욱 2016) 이 계몽적 담론에서 ‘자력’은 ‘자기 생활’에서 전적으로 중

요한 것으로, ‘자기의 운명을 자기 의식으로 지배하는 능력’으로 나타

난다.13) 즉, 자력은 외부의 힘, 특히 보이지 않는 힘, 신이나 점복에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 축적한 경험, 지식으로 생활을 영위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개념을 통해 타력 신앙으로 여겨져 왔던 

점복의 속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자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강인한 국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문승숙 2007), 

그 강인한 국가를 이룩한 힘의 원천은 기독교와 근대 과학이라는 인식이 

있었다.(장석만 2016) 즉, 당시 근대화 이데올로기에서 탈(脫) 전통 내지는 

탈 관습이 핵심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정덕에 따르면 동아시아에 스펜

서의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미쳐 중국, 일본, 조선에서도 ‘스스로 부국강

병의 길로 국가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14)

12)동아일보 1924.05.23. 기사(사설): 迷信(미신)의害毒(해독); 조선일보 1925.06.23. 기사(칼
럼/논단): 迷信(미신)과運命(운명) (一(일)); 조선일보 1934.01.10. 기사(사설): 鄭道令(정도
령)과南朝鮮(남조선) 등

13) 위의 기사. 조선일보 1925년; 계몽적 담론에서 뿐 아니라 불교 수행의 한 가지 방법을 
이르는 명칭으로 사용되며, 1920-50년대 기사들에서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라는 단순
한 의미에서의 ‘자력’이 쓰인다. 곧, 자력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 사용맥락을 떠나
서 서술한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자력’이라는 표현을 사
용한 논문들(2012년 “자력학습 인터넷 논객들의 학습생활 연구”, 2018년 “근로빈곤층의 
자력적 빈곤 탈출 요인 분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맥락에 따라서 ‘외
부’의 기준이 달라진다.

14) 이정덕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개화파들은 대부분 사회진화론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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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덕 2017: 37) 그런데, 강인한 국가, 즉, ’한 단계 더 나아간‘ 국가

에 대한 열망과 그를 향한 노력은, 근대기에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김

동규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도 드러나는데, 근대기에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무속(巫俗)이 당시 유교적 맥락에서 음사(淫祀)로 규정된 바 있음을 지적

한다.(김동규 2012: 20) 김동규는 두 담론 모두 ‘문명화’ 즉 사회 발전

에 대한 열망이면서, 특정한 대상을 설정해 그 기준에 어긋나는 대상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배제하는 ‘타자(他者)화’를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loc. cit.) 안승택, 이시준은 일제강점기에 다양

한 맥락에서 나타났던 미신 개념을 검토하는데, 여러 맥락의 미신 개념 

중 과학과 합리라는 근대성의 기준에서 분류되는 미신 또한 다루고 있

다.(안승택·이시준 2014) 이러한 타자화가 조선 말엽의 이른바 근대개화

기에는 기독교, 근대 서양 과학 대 기존의 민간신앙으로 발현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 후 본격적인 근대화를 이룩한 시기였던 1960~70년대

에도 이어진다.(정구영 2003) 전통문화의 보존 및 문화유산 계승 차원으로

서의 민간신앙에 대한 인식이 이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무

속 등의 민간신앙을 신앙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ibid.) 

그런데 허은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이데올로기는 근대화에 대

한 단일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 ‘근

대 주체’를 놓고 대립한 두 지식인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것이

라고 지적한다.(허은 2007) 즉, 이때는 과학적이지 않은 대상들을 전통으

로서 계승할 것인지, 근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버려야 할 것인지

에 대한 근대성의 엄밀한 규정에 대한 근본적 결함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화에 따른 과학주의, 주지주의의 패러다임은 20세기 말 

비판적 성찰에 마주하게 된다. 1990-2000년대에 들어서 민간신앙의 신앙

으로서의 재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 연구들

은 근대 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유주경 2000)하는 

동시에 과학적 패러다임에 의해 타자화된 민간신앙의 속성과 의의를 재조

명하였다.(이용범 2005; 김만태 2013) 

 강정원은 현대화를 경제 현대화, 정치 현대화, 문화 현대화, 사회 현대

화, 기술 현대화로 구분하여 보며(강정원 2020: 9), 이들이 각각 자본주의



- 12 -

화, 민주주의화, 조직의 분화·다양화·개인화, 가치의 다양화 및 보편화, 

주지주의적 합리화를 가지고 오며 체계 세계의 분명한 확립과 확대를 가

져왔다고 주장한다.(ibid.: 21) 그리고 이 현대화에서는 생활세계의 통합과 

분열,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된다.(ibid.: 21) 강정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살

아가는 생활세계는 체계세계와 민속세계로 이원화된다. 민속세계는 ‘기

능영역이 상호중첩되면서 개별 주체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세계’이며, 체

계세계는 ‘기능영역이 내외준거를 기반으로 자동 재생산되는 세

계’(ibid.: 11)이다. 그리고 민속세계와 체계세계에 동시에 속해있는 주체

로서의 민속인은 어느 세계에서든 가치, 의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ibid.: 11, 16) 한국에서 체계 중심의 현대화는 민속세계의 일시적 붕괴

를 가져왔으나, 현대의 민속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민속세계와는 다른 

민속세계가 나타났을 뿐 소멸하지는 않았다.

 한편, 주술적 사고는 어떤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믿음’은 종교, 주

술, 점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

적 정의상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삶,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 심리 상

태’15) 혹은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16)으로 기술되어 있

다. 비록 믿음이 철학이나 종교학 등에서 세부적인 면들을 파고들어 조금

씩 다르게 통용되어 다루어지는 중요 개념이지만17), 결국 ‘진리’와 연

관된 ‘심리’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인류학에서도 ‘믿음’은 특히 무(無) 문자 집단(흔히 원시사회라고 

불렸던)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났다고 여겨지던 정신세계 내지는 ‘신앙’ 

체계에 대해 기술한 고전적 연구들에서 두드러지는데, 타일러, 프레이저, 

레비 브륄의 연구와 말리노프스키, 에반스 프리차드의 연구, 그리고 추상

적·부분적으로는 레비 스트로스의 연구,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베버(Max 

15) 위키백과, ‘믿음’
https://ko.wikipedia.org/wiki/%EB%AF%BF%EC%9D%8C(2019.06.21. 13:46 검
색)
16) 표준국어대사전, ‘믿음’
17) 단적으로, 예컨대, 철학에서 믿음이 지각(知覺)에 선행하느냐 뒤따라오느냐에 대한 논쟁

(이병덕 2002, 최신한 2010)이나 종교학에서 각각 다른 세계종교 내에서 나타나는 믿음
의 질적 특징을 구분하는 것(안점식 2017))을 들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F%EC%9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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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1864-1920)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타일러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문명’ 민족과 문

명 민족을 명확한 대립(對立)쌍으로 구분하며, ‘애니미즘’, 즉 ‘영적 

존재에 대한 신앙’은 인류의 진화도식상 저급한 단계에 있는 사고 방식

이며, 그것이 발전되면서 원형은 존속된 채(잔존) 다른 양상으로 진화하게 

된다.(Tylor 1958[1871]) 그의 논의는 애니미즘의 잔존에 대한 고찰을 준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애니미즘적 사고의 잔존이 ‘문명화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다. 타일러에게 큰 영향을 받은 프레이저도 유사한 

한계를 보인다. 그는 ‘주술’로 표상되는 선관계적 믿음이 종교를 통해

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과학을 통해서(Frazer 2018[1890]) 그 오류를 느

끼고 마침내 거의 소멸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18) 그럼에

도, 그가 수집하여 정리한 자료들이 소위 ‘미개사회’에서 구해진 것임

에도 불구하고, 타일러의 저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음을 역으로 보여준다.

 무문자 집단 혹은 사회에 대한 진화론적 시각을 비판한 레비 브륄19)이나 

말리노프스키, 에반스 프리차드는 타일러, 프레이저가 기존에 다루었던 

무문자 집단의 사고체계를 다루면서, 이것이 그 집단들의 고유하고 독자

적인 사고 체계임을 새로이 인정한다. 레비 브륄에 따르면 서양인들의 기

저 사고체계와 무문자 집단의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 무문자 집단은 경험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어떤 관계로 구성된 체계가 숨 쉬

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선(先)관계’라고 지칭한다.(레비 브

륄 2011[1910]) 이들 무문자 집단이 서양인들의 기본 사고체계로 탑재하고 

있는 경험적 논리와 인과관계에 대해 무지(無知)하지 않다는 것이다.20)  

18) 주술이나 종교, 과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며 마침내 과학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여
겼는데, 이는 과학지상주의에 대한 회의적 움직임, 종교가 인간의 전 영역-심지어 정치에 
까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그다지 타당한 도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 초기 저술에서는 그 또한 진화론적 도식에 입각한 개념인 ‘원시’라는 표현을 썼었다고 
하지만 중간에 돌아서게 되었다.

20) 이들은 특정 현상, 예컨대, 어떤 이가 던진 창이 실수로 어떤 이를 다치게 했을 때, 그 
사건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현상적 
관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주술이 그 창을 던진 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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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노프스키와 에반스 프리차드 또한 서로 다른 민족지를 기술했지만, 

본질적으로 레비 브륄과 유사한 분석을 해냈다. 말리노프스키의 경우 산

호섬의 경작과 주술에서 작물의 성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주술적 

행위’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독립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발견했다.(말리

노프스키 2012[1939]) 트로브리안드에서 불행, 역경의 원인과 해결은 주술

적 사고에 의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자연력이 ‘지성과 경험’에 근

거한 작업을 통해 극복된다고 여겨진다.(ibid.: 399) 즉, 그에 따르면 “주

술은 경험적 지식과 정신적 성취의 영역을 침해하는 기술이 전혀 아니며, 

유능한 실제적 작업은 지식에 토대를 둔 고유한 영역”인 것이다.(ibid.: 

399-400) 에반스 프리차드는(1976[1937]) 아잔데 부족의 주술적 체계가 현

상의 사후적 설명 기제로서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정한 사건은 우연

한 ‘사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그’ 

사람이 희생양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것이다. 한편, 레비 

스트로스는 역사와 문화를 가진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체계를 비

롯한 사고체계들이 진화론적 도식처럼 단일하거나 몇 가지 유형으로 정해

져 나타난다는 해이(解弛)함을 지적하고, 그 안에서 현상을 구성하는 매커

니즘-그의 표현에 따르면 논리, 고유의 습성, 수용성 등(레비 스트로스 

1966[1962]: 244)-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관념이나 믿음체계

가 내면적 본질적으로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21) 

 베버는 위에서 언급한 인류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정령 숭배, 

신비한 힘, 죽음 등의 관념이나 주술적 행위, 다신교적 신앙을 모두 통칭

해 주술화된 상태로 표현한다.22) 주술화라는 개념은 그가 근대적 사회 체

계 내에서의 종교와 학문, 정치 등을 논의하면서 사용되었는데, ‘주지주

의적 과학 지상주의’가 당시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궁극적 가치와 근원

걸렸다고 생각하고, 누가 그 주술을 걸었는지에 대해 즉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일 뿐
인 것이다.(ibid.) 

21) 베버 244쪽. “이른바 토템분류법에 관련된 신앙이나 관습은 이 총체계 활동의 일면 내
지 하나의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22) 다만 최종렬(2006: 331-332)의 논의에 따르면, “주술과 세계종교는 진선미가 궁극적 신
념체계 안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주술의 경우에는 그 신념체계가 국지적
으로만 힘을 발휘하고 세계종교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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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던 관념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서 탈주술화

가 이루어졌다. 이는 타일러나 프레이저가 이야기한 ‘잔존’과 매우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이라는 개념이 본래 담고 있는 진화론

적 이데올로기에서는 벗어나 있다. 

 최종렬은 베버의 논의를 확장한다.(최종렬 2006) 그는 ‘밋밋한 공리주의

적 일상’을 비틀면 억눌려온 감정, 흥분, 상상의 광기가 터져나오게 된

다고 주장한다.(ibid.: 350-351) 탈주술화가 일어나도 제거된 본질적 의미에 

대한 추구는 인간으로부터 제거되지 않으며(ibid. :354) 이것은 과학이 가

진 한계에서 기인하는데 과학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키지만 삶을 

인도하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탈주술화는 필연적으로 

상습화, 무미건조함을 부르고 그 반대급부로 형이상학적 욕구는 커지게 

된다.(ibid.: 356) 본 연구는 레비 브륄과 베버, 강정원, 최종렬의 논의를 중

심으로 뒷받침되는데, 논의의 중심이 되는 개념인 ‘선관계’, ‘주술

화’, ‘탈주술화’, ‘재주술화’ 개념이 다소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역

으로 그러한 점이 인간의 본질적 사고방식의 한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정원의 현대화와 생활세계와의 역

동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생활세계라는 분석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체계 세계 중심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민속세계와 체계세

계가 상호 간 영향을 주며 변모하는, 단순 대립이 아닌 역동적 공존 관계

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역사에 기반한 통시적 연구와 면담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따라서 연구대상 또한 질적으로 나뉘게 된다. 

우선, 통시적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고대에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는 점

복 양상의 흐름으로, 이때 점복은 자연관상점, 복점, 사주명리학, 자미두

수 등 보이지 않는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미래 예측 행위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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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한다. 이때 점복에 대한 인문학적 측면에 방점을 둔다. 또한, 현재의 

미신 개념의 양상은 일상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바, 이 무의식

적 표출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인터넷의 웹사이트라고 판단하여 웹

사이트상의 점복에 대한 관념 또한 연구하였다.

 두 번째는 심층면담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박숙희에 따르면, 

각종 사회 지표에 따른 점복 빈도 지식 등에 대한 빈도 언급. 연령, 학력, 

소득, 지역과는 별개로 점복 행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르면 점복 행위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상적 임상과 결합했을 때 이는 사회 지표에 따른 표본

이나 집단을 상정하여 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대상자는 20-30대를 중심으로 하여 40-60

대의 한국인을 포괄하는데, 20-30대를 중점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사주 명

리학을 비롯한 점복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하나의 여가 행위

로도 여겨지며, 때로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40-60대의 점복 사례는 

이러한 20-30대의 점복 양상과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일종

의 대조군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들 연령대에서도 일괄적이지 만은 다양한 

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서울시 내의 

철학원, 역학원, 신당, 사주카페, 명리원를 포함하는 점집에서 대중을 상

대로 점업(본 연구에서는 점 중에서도 생년월일시를 기반으로 한 사주명

리학, 사주점, 기문정명학, 자미두수를 가리킨다)을 수행하는 점복자와 서

울시 내의 점집에 방문하는 문복자(내담자)들과 한 번 이상 점을 본 경험

이 있거나 점을 본 경험은 없지만, 점에 관심이 있는 대학가, 번화가의 행

인들, 마을의 미용실, 슈퍼마켓 등의 영업자이다. 최종적으로 면담을 수행

한 이들의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60대에 이르며, 직업군은 학생, 휴직

자에서 예능계·금융계 프리랜서, 변호사, 강사, 래퍼, 공무원, 임상병리

사, 점복자, 승려, 무(巫)녀에 이르며, 출생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

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 이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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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천주교, 불교, 부분적으로 무교 등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

독교 신자는 없었으나, 기독교 신자에 대한 사례는 다른 이들의 증언에서 

보충하였다.

 출생 지역의 다양성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들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합리성의 정점인 관료제적 질서가 공적 영역에서 양

(陽)의 영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기현상적으로 

속출하고 다른 양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가는 것에 주목하여, 서울에서

의 점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에 대한 점복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비교군으

로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사례도 수집하였다. 그러나 

그 양상에서 지역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음은 연구대상자

를 정리한 표이다.

순번 가명
출생
년도

고향(도/시) 문복 경험 성별

1 고수경 1996 경기도
사주풀이 1회
신점 1회

여자

2 A군 1983
사주풀이 약 2-3회, 스스로 본 사주
풀이는 다수

남자

3 해바라기 1992 대전광역시 사주풀이 약 10회 내외. 남자
4 이수인 1959 경기도 - 남자
5 한수연 1994 대전광역시 어머니에 의해 사주풀이 한두 번. 여자

6 하효정 1995 대전광역시
신점 1번, 
사주풀이 1번

여자

7 癸亥 1993 경기도 없음. 스스로 점을 침. 남자
8 오00 1959 전라남도 사주풀이 5-6회 여자
9 도영연 1995 경기도 사주풀이 3회, 여자

10 성다빈 - 경상북도
타로카드, 사주풀이, 신점 약 3회 전
후.

여자

11 오우수 1995
광주광역
시

신점 수차례, 사주 3번 남자

12 강은영 1990 경기도 사주점 2번 여자
13 김희수 1980 부산광역시 사주점 1번 여자
14 한미주 1980 대구광역시 사주 여러 차례 여자
15 장시환 30대 경상북도 사주 1번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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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면담참여자 목록

 2) 연구방법

 우선, 통시적 역사 연구를 위해 앞선 선행연구들의 한국의 점의 역사를 

다룬 논문과 단행본들의 내용을 참조하고 정리하되, 점복의 인문학적 측

면에 접근하여 점복 행위에 내재된 인식 체계를 추론·분석하려고 시도했

다. 또한, 1900년대 초~1990년대 후반에 이르는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사

설·기사들과 경무휘보 등의 잡지 또한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의 경우, 

2020년 6월 말에서 2020년 9월 초까지 진행되었는데, 면담대상자는 지인

의 소개를 받거나, 미용실과 같은 마을의 점포, 신당(神堂)과 번화가의 사

주카페, 점집 그리고 마을의 철학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에 대해 설

명하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연구 기간에 걸쳐 서서히 구하였다. 

면담에 동의한 면담대상자를 대상으로, 대면 면담 혹은 전화 면담을 통해 

약 20여 개의 대(大) 항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에 이르는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

때 녹음은 동의를 한 경우에만 행해졌다. 또한, 부족한 내용의 보충을 위

해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면담 참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점사(占辭) 과정을 관찰하

여 비언어적인 요소를 참조하였다. 이때 관찰이라 함은, 연구자가 1달 이

상 연구참여자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마치 참

여자의 생활반경의 일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동시에 연구자로서 연구참

16 윤하 - - 기문정명학(00년) 여자
17 송 애 30대 - 신점, 영점(애동) 여자
18 하정운 40대 사주명리학, 타로카드 남자

19 윤가은
50대 
중반

- 사주명리학, 타로카드(5년) 여자

20 여윤수 1953 기도술(23년) 여자
21 주00 1956 - 사주명리학, 기도술(20년) 남자
22 김00 30대 - 신점(애동) 여자
23 민진우 40대 - 타로카드, 명리학, 점성술(10년) 여자
24 배윤재 1958 - 사주명리학, 자미두수 등(35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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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행동과 생활을 관찰하는 '참여관찰'과는 다른, 일회성의 점사 현상 

관찰을 의미한다. 이 관찰의 대상은 점사 과정 중 나타나는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정 화법, 표정이 되며, 점사 현장 이외의 참여관찰자

의 일상 생활이나 동선은 그 대상이 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관찰에서

는 연구참여자의 점사를 제외한 사생활, 일상에 연구자가 개입하거나 관

찰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연구참여자의 일상의 일원이 된 것처

럼 행동하지도 않았다. 인류학적 관찰과 면담은, 『질적연구방법입문』(강

정원 2011) 및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이용숙 외 2012)

를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면담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 및 과정은 주제의 특성상,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동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에 응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 있어서 순탄치만은 않았다. 최초 구상에 따르면 직접 철학관이나 점집

이 있는 동네를 물색하고 그 동네에서 직접 점집에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

대의 사람들이나 미용실과 같은 가게의 사람들을 통해 면담참여자를 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가 겹쳐서 구상한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

었다. 우선, 경계심으로 인해 우선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 대상자를 구하

기는 더욱 어려웠으며, 인터뷰 승낙을 받아서 수행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상호전달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구상에 의한 방법은 연구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

까운 동네에 있는 미용실, 점집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어 나누면서 신뢰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졌다.23) 예컨대, 봉천역 인근의 점집들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점

복자들에게 점을 먼저 보고, 그에 대해 관심을 충분히 표한 다음 인터뷰

를 부탁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동반하되, 세부적인 질문들은 면

담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보조적 모집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사

주명리학에 대한 익명의 이용자들 간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모 웹

사이트24)의 한 이용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면담 참여자는 

23)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화나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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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상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려하였으므로, 인터뷰도 직접 만나서 

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 수행하였다. 다만, 인터뷰와 일련의 sns 메시지 연

락을 통해 해당 면담 참여자와 일정 정도 간의 신뢰를 형성하였고, 작성

된 원고에 대한 확인은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24) 연구참여자가 웹사이트의 이름은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그 명칭은 익명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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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대-근세 한국의 점복과 미신 담론의 대두

1. 생활세계의 점복

1) 체계 세계의 점복과 선관계적 사고(思考)

 점복(占卜) 자체는 한반도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그 형태와 

내용, 체계를 달리하여 발달해왔다.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록

은 현재로서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나, 일부 기록들에서 체계에 따

른 점복들이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점복의 역사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국가의 대소사를 위한 점복이나 왕실 차원에서 내밀하

게 이루어졌던 점복들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25) 그리고 이때의 점복은 

전쟁이나 중대한 일을 행하는 날짜의 택일 등 국가의 존립과 연결된 일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근대화를 거친 사회에서 공식적·대외적

으로 채택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당시의 선관계적 체계에 대한 믿음

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무(無) 문자 집단이 가졌던 선관계적 사고(레

비 브륄 2011[1910])처럼 일정 정도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미래를 예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고대의 전쟁이라는 집단 대 집단의 물리적 싸

움에서 그 결과를 알고자 선관계적 체험과 힘에 상당히 의지하는 것은 레

비 브륄의 인디언들에 대한 기록과도 닮아있다.(ibid.) 그러나 선관계적 사

고가 무의식의 차원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면, ‘고대 한국’에서는 중앙집

권체제를 갖춘 국가를 이룩하고 난 뒤에는 나름대로 체계화된 기록과 정

리, 나아가 당시로서는 학문의 형태-예컨대, 역서(易書, 曆書), 사주명리학 

이론서 등-로도 나타났다는 점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의 

원리나 자연의 이치와 같은 선관계적 관념에 따른 사고체계가 나타나면

서, 이러한 사고체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록은 조선 

중말기 이전까지는 민간차원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집단 

25) 민간의 점복에 대한 기록은 국가, 왕실 차원의 점복에 비해서 그 기록이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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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서 공유되는 선관계적 사고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기록에서 전해지는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복의 '초기' 형태

들은 청동기, 철기 시대의 것으로 주로 자연물을 이용한 점, 거북이의 등

딱지나 말발굽 등을 불에 구워서 그 갈라진 모양이나 글자 형상을 보고 

전쟁의 결과나 국가의 길흉을 판단하는 형식이었다.(이형구 1991: 112) 예

컨대, 부여에서는 군사를 일으키기 전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소

를 잡아서 그 굽을 보아 길흉을 점쳤다고 하거나(김태곤 외 1995: 8) 백제 

의자왕 때는 거북이 등껍질로 국가의 길흉을 점친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러한 사례들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중대사에 대한 길흉을 판단하

기 위해 점복을 시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뼈를 이용한 점

복 외에도 고대 국가에서는 무(巫)가 존재했고, 그에 의한 불가사의한 일

의 전모를 밝히는 일종의 점술이 행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고구려에서는 유리왕, 차대왕, 보장왕 등이 무자(巫者)를 불러 저주를 밝

히거나, 길흉을 묻는 등의 점복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태

어난 때의 별26)의 위치를 기반으로 운명의 길흉을 점치는 점성술도 당시

에 존재했다.(김만태 2010: 205)27) 예컨대, 삼국사기의 열전 편에서 궁예의 

출생과 관련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5월 5일은 출생일로서 흉하게 여겨 곧 

사람의 운명과 직결시키는 관념이 드러난다.

궁예는 신라 사람으로 (…)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는 重午日에 출생하였고 (…)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이를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왕이 궁중의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서 죽이게 했다.(김만태 2010: 169; 三國史記 
列傳)28) 

 위 기록에서 '일관(日官)'이 등장하는데 일관은 관(官)에 속하여 국가를 

26) 천문학에 의한 실제 별과 허구의 별.
27) 김만태에 따르면, “점성술이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술법으로 운용되려면 直星·本命星 

관념의 성립이 중요하다. 직성 관념은 매해 또는 매달·매일을 담당하는 별자리가 각각 다
르게 설정된다는 믿음이며, 본 명성 관념은 직성에 기초하여 사람마다 그가 태어난 해 
또는 날에 따라 그 자신의 운명을 담당하는 별이 있다는 믿음이다.”

28) 三國史記 권50, 列傳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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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길흉 판단을 맡아보는 일종의 점복가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

다.29) 일관의 존재는 당시 국가에서 특정 상황을 위한 점복과 그에 쓰이

는 점복 체계를 공인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피흉추길과 택일

이 국가 차원에서 공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 점복'은 고려, 조선기까지 이어졌다. 고

려 때부터 과거제가 도입되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의 선발이 이루

어지고, 이들이 독자적 국가기관에 소속되었다. 고려 태조 13년(930년)경

에는 서경에 학교를 지어 의업과 복업 과목이 개설되었고, 광종 9년(958

년)에 과거제가 도입되어 잡업(雜業)으로서의 의업, 복업이 실시되었다. 그

러나 잡업의 각과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과목이나 시험 방식에 대한 자

료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김만태 2010: 170)30) 고려사(高麗史)에 복업의 

급제자들의 소속기관인  監·少監·四官正·丞·卜博士·卜 正이 있는 태

복감(太卜監), 태사국(太史局), 사천대(司天臺), 사천감(司天監), 사천감과 

태사국이 합쳐진, 天文·曆數·測候·刻漏에 관한 일을 보는 서운관(書雲
觀)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다. 김만태에 의하면 이러한 서운관까지의 흐름

에서 하늘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피는 일을 하거나 역법을 계

산하고 일식 월식을 예보하기 위한 계산이 주를 이루었다.(ibid.: 172) 그러

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서운관의 업무였던 天文·

曆數·測候·刻漏와 더불어 풍수지리를 업무인 地理와 사주 명리나 택일

과 관련된 일인 占算도 관장하기 시작한다.(ibid. loc cit.) 

 사주명리와 직접 연관된 업무가 조선의 관상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관상감에 속하는 관리들은 잡과 중 하나인 음양과(陰陽科) 중 명과학을 

통해 등용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왕실의 궁합, 택일 업무를 보았다. 새로 

태어난 왕자의 사주를 보거나 공주의 혼인 시 혼인상대자와의 궁합을 보

기도 했다.(조용헌 2001: 68) 명과학 과거(科擧) 과목들인 '주역점', '육임점

', '자미수', '원천강', '오행정기', '서자평' 등 가운데서 원천강은 특히 

29) 김만태는 2010 논문에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된 일관, 일자(日者)는 길흉(吉凶)일
을 가리는 역할도 수행했을 것이라고 한다.

30) 高麗史ꠗ권74, 志28 選擧2 學校 “太祖十三年, 幸西京創置學校, (…) 兼置醫卜二業.” 53) 
ꠓ高麗史ꠗ권73, 志27 選擧1 “其科擧有製述明經二業, 而醫卜地理律書筭三禮三傳何論等雜
業, 各以其業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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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년(세종 12)때부터 존재하여 1791(정조 15) 때에도 그 시험 기록이 남

아있어, 조선말까지 약 480년 동안 시험과목으로서 존재해왔다.(김만태 

2019) 이는 관상감의 역할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고 할 수 있다.(ibid.) 특히, 정조 떄는 '명과학의 소임은 국가의 길일을 가

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김만태 2019: 269; 正祖實錄31)), 이러

한 사례를 통해서 여전히 왕실 차원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판단하기 위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선관계적 체계를 참고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동국

세시기에 관상감에서, “천중절의 붉은 부적을 박아 대궐 안으로 올리면 

대궐 안에서 그것을 문설주에 붙여 불길한 재액을 막게 한다.”(홍석모 

1974[1849?])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관상감에서는 역서(曆書)와 관련된 업무가 행해졌는데, 일월성신(日
月星辰)의 운행의 순환에 따른 우주의 질서를 담아 ‘때’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역서의 간행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행위면서 백성의 농업

과 관련된 수요-예컨대 농시(農時)의 선택과 같은-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도 했다.(김태우 2017) 당시의 체계 세계 내에서 이러한 역서의 상징적 권

위는 주술적·선관계적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왕실에

서 택일을 비롯한 공사(公事)를 행할 때 역주 상의 길일을 참고하였다고 

한다.(ibid.: 172) 이렇게 역서 상의 역주를 참고하는 행위는 태양력이 도입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ibid.)

2) 민속 세계의 점복

 국가 차원, 즉 체계 세계에서의 점복이 기관에 소속된 관리들에 의해서 

공인되었다면, 민간 차원, 즉 민속 세계에서의 점복이 행해진 현존하는 

기록은 고려기의 지식인들 위주의 것 일부도 있지만, 주로 조선 시기의 

것들이다. 고려 때까지는 민중들 사이에서 몽점(夢占)이 유행했다는 기록 

정도의 서술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민간의 기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다만 李齊賢(1287-1367)이 그의 장인 權溥(1262-1346)를 위해 지은 묘

비문(김만태 2010: 175)에서 고인의 사주팔자를 해석하고 그의 실제 삶의 

31) 33권 정조 15년 10월 戊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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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과 비교하여 '천지조화의 기밀이 이토록 오묘하다'라고 쓰고 있다는 

기록이 그의 문집 『益齋亂藁』에 있다.(김만태 2010b)32) 또한, 앞서 살펴

본 국가 차원에서의 점복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선관계적’ 사고에 가

까운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에게 ‘점’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행

해지며, 특히 해나 달무리 등 자연물을 기반으로 한 점들이나 무당에 의

한 신점(神占)이 많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후에 서술하겠지만, 당시 무

당과 마을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무당의 신적 능력과 그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나 달무리 같은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받는 것은 오늘

날에는 약한 징크스 정도로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빈번하게 세시절기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연현상에 대한 인과관계 이상의 

어떤 힘을 부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혹은 필연적으

로 서구의 근대와는 다른 아시아적 세계관-프랑수아 줄리앙에 따르면 자

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는(장석만 2016; 김호덕 외 2020: 40; 

Jullien 2014)-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그리고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서 민간의 점복 행위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있다. 동국세시기의 상원 편에는 안택

을 통한 점이 등장하고, 경도잡지의 상원 편에서는 액막이 방식 종이에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 속에 던져 재액을 막는다는 내용이 있다. 『산림

경제』에는 상서와 요물, 맥점, 작점, 묘점 등의 점들이 나타난다. 또한, 

점복 행위의 체계적 기록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준의 1931년 저서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서 또한 자연현상을 비롯한 선관계적 믿음을 바

탕으로 행해지는 점복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노량진, 신당동, 노들 등에 해당하는 지역33)에서 맹인과 무

32)“中統(元 세조의 연호) 3년(1262, 壬戌) 11월(壬子) 11일 申時 무렵에 공을 낳았는데, 壬
子, 己未가 壬의 祿(亥), 己의 祿(午)을 (亥, 午가) 없는 가운데서 갖고 있다(亥子, 午未순
이므로 亥, 午가 없어도 子, 未 바로 옆에 亥, 午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壬의 祿인 亥
와 巳, 己의 祿인 午와 子가) 서로 충돌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발복하였으니 천지조화의 
기밀이 이처럼 오묘하다.”

33) 이기태의 2006년 논문에 따르면 “지금의 한강대교 용산 쪽 부근의 노들과 강 건너지금
의 동작구 본동의 산기슭 및 서울 남대문 밖 소머리고개[牛首峴] 등, 巫系 전승과 관련해
서 홍제동 고개 너머인 구파발과 신당5동의 神堂인 왕십리수풀당과 남대문 밖 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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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점성촌들이 조선 시대에 존재했었는데

(이기태 2006) 이 점성촌들은 맹인들의 '집단적 행동'이나 상호협동을 위

해 가까운 지역에 다수가 모인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점성촌이 단순히 

맹인이나 무당의 상호협동만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

다. 예컨대, 이기태는 “무당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무격들끼리의 원

활한 생활과 학습활동뿐 아니라 민중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증대하기 위한 

효과도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한다.(ibid.: 250) 이는 민중

들과 무속이 더욱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도 되면서 실제

로 민중들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에 어느 정도 의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기 널리 행해진 점복 행위 중 농업(農業)과 관련된 것도 많았

는데, 김태우에 르면 박세당의 『색경』(1676), 필자 미상의 『농정서』

와 같은 농서(農書)와 박홍생의 『촬요신서』(1446), 이익의 『성호사설』

(1760), 유증림의 『증보산림경제』(1766) 등과 같은 유서류, 김매순의 

『열양세시기』(1819),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와 같은 세시기나 개인 문

집에 해, 달, 구름 등과 관련된 천문현상의 관측을 기반으로 하여 한 해의 

풍흉을 예측하거나 날씨를 예측하는 관습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김태우 2019) 예컨대, 은하수를 보고 추위의 시기와 풍흉을 예측하거나

(『촬요신서』), 정월 보름에 바람이 불 때 한식에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

이 기록되어 있다.(『증보산림경제』) 혹은 달 그림자의 모양을 보고 풍흉

과 가뭄, 홍수를 예측하기도 했다.(ibid.: 230-232) 이러한 점복 행위는 농

업이 주 생업이었던 당시의 민속 세계의 관심사가 예측 욕구와 불안감 해

소 심리와 맞물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역서(曆書)에 기반한 점복 행위도 나타났는데, 본디 역서는 왕의 

권위에 의해서만 발행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민간에서는 함부로 

발행될 수 없었음에도, 농사를 위한 길일의 택일, 풍흉의 예측 등을 위해 

巫籍 작성과 巫稅 납부를 통한 무격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실시한 계획적 집단거주지
로써는 동활인원이 있던 성북구 동소문동 4가와 서활인원이 있던 마포구 아현동(중구 신
당동으로 이전) 일대, 巫團으로써 師巫廳이 있던 함경북도 경성과 神房廳이 있던 제주도 
및 神廳이있던 전라도의 나주․장흥․우수영․진도․완도 등지가 있으며, 세습무가 재인촌이나 
광대촌에서 집단으로 이루고 함께 거주했던 곳은 경기도 수원과 노량진을 비롯해서 동해
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이들지역은 현재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 27 -

절기와 입기 일지가 포함된 월력장(月曆張)34)만을 역서에서 분리해 달력 

대신 사용할 정도로 역서에 기반한 점복 행위는 일상과 매우 밀접히 연결

되어 행해졌다. 역서의 민간 발행이 엄격히 금지되었음에도 그 발행이 시

도되기도 할 정도로 역서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또한, 역주를 통해 풍흉

뿐 아니라 강아지 들이는 날, 장 담그는 날, 혼삿날 등 일상생활의 사항들

에 대한 점복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고 한다.(김태우 2017) 이상을 통해, 

다양한 점복의 유형이 민중들 사이에서 퍼져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정 

절기와 특정 사건(일생의례나 절기 맞이, 사람의 실종 같은)에 대응하기 

위한 점복이 매우 일상적으로 행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생년월일시를 기반으로 인간의 운명을 파악하는 사주

명리학에 기반한 사주풀이는 비교적 후기인 18세기 전후로 민중들에게 보

급되었다는 것이다.(조용헌 2001: 69) 토정비결이나 그림으로 점괘를 푸는 

당사주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한문에 익숙하지 않고 명리학을 배우기에

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35) 위한 사주풀이의 여러 갈래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경종 2년에 역모자로 고발당해 취조를 받은 이천기라는 인물에 

대한 취조에서 사주풀이를 통해 사람의 성정을 파악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진술이다.(ibid.: 70)

목호룡이 말하기를 이천기의 무리는 내가 고변할까 의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네가 고변할까 의심하며 말끝마다 반드시 그대의 팔자를 

일컬었다. 국상 뒤 내가 고변할까 의심하였으나, 나를 둘 만한 곳이 없자 

나를 전라병영에 보내면서 너의 종으로 데리고 가게 한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니냐?36)

 또한, 명나라의 나홍선이 1550년경에 중국 고대 점성술과 서양의 점성술

34) 월력장의 구체적 구성에 대한 내용은 김태우 2017년 논문의 166-167쪽 참고.
35) 조용헌은 2001년 논문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사주명리학은 제한된 소수의 사람이 알고 

있는, 어지간한 학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기 어려운, 난해한 지식이었기
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널리 퍼져있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김만태도 2010b 논문에서 "유
입된 사주 명리는 지식인과 지배층에서 먼저 활용되다가 점차 민간에까지 유포되어 활용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쓴다.

36) 경종 2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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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oscope)을 접목하여 집대성한 자미두수 전집이 17세기 초엽에 조선에 

전래 되었으며, 당시 문과를 급제했으나 여러 차례 벼슬 지내기를 거부했

던 심곡 김치(1577~1625)가 은거하면서 자미두수를 연구하여 심곡비결이

라는 저술을 펴낸다.(오정우 2018) 심곡비결은 민중들 사이에서 보다는 개

인적인 이유, 즉 오정우의 표현에 따르면 '광해군의 폭정과 살육에 염증

을 느꼈던 김치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거하면서 닥쳐올 미래를 연

구'하기 위한 혼란한 정치적 싸움에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일차적 

목적에서 저술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심곡 김치는 정적들로부터, 김치

를 역모의 기반이 되는 명리서(命理書), 즉 심곡비결을 불온서적을 저술했

다고 하여 경계하였다고 한다.(ibid.: 477) 

 이는 심곡의 정치적 포지션으로 인한 숙청의 위협뿐 아니라, 당대 사람

들이 자미두수라는, 실제의 별과 허구의 별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지는 운

명을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즉, 사주풀이를 

비롯한 점복은 민중들 사이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사이클

의 일부였고, 따라서 점복에 대해서 대체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서술했듯이, 세계 안에 있는 현상들을 하

나로 보고 분리하거나 거리 두지 않는 아시아적 사고와 연결되는 것일 수

도 있다.37)

3) 점복에 대한 부정적 담론

  왕실이나 국가 차원, 즉 체계 세계에서의 복술, 특히 조선대에 들어서서

는 체계적인 과거제도를 통해 사주명리학과 관련된 택일 등을 관장하는 

공식적 기관이 등장하고, 세조는 명리학의 여러 복잡한 학술들을 정리하

는 편찬사업도 펼칠만큼 공적 영역에서 사주명리학에 기반한 '사주팔자 

풀이'가 유용한 것으로서 인정되었으며, 이 기저에는 어느 정도 명리학 

체계에 대한 믿음 내지는 신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

다. 민중들 사이에서도 사주풀이를 비롯한 점복이 꽤 광범위하게 퍼져있

37) 다만 점복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헌이 잘 존재하지 않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짚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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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비교적 선관계에 가까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선관계적 

믿음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내용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선관계

적 믿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선관계적 힘과 그를 매개

하는 이들은 아이러니하게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점복이나 사주명리학에 대한 위화감이나 거부감, 비판지점도 동시에 존

재, 특히 공적 영역에서 존재했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모든 사회 구성원

을 맹목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주목할 만하다. 즉, 사

회 곳곳으로 완벽한 ‘주술화(呪術化)’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점은 선관계와의 결정적 차이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비판들은 고려 중·말엽에 시작해서 조선대까지 이어지고, 또 고려 중·

말엽의 비판과 조선대의 비판은 그 맥락과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는데, 이

는 주술화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고려기의 무(巫)나 술사(術士)들의 예언, 점(占)에 대한 비판은, 당시 

사회-궁궐이라는 공적 영역, 특히 임금 그리고 민간이라는 사적 영역에 

미쳤던 거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유학자들이 음사(淫祀)로 비판한 것이 그 

출발이다. 고려기에는 무당에 의한 기우제가 1021년(현종 12)에 최초로 시

행되어 공민왕대까지 시행되었고, 조선기 세종대까지 계승되었다.38)(김인

호 2014: 43-45) 특히 인종대에는 특별히 가뭄이 심하지 않았음에도 기우

제를 7회나 지내는 등 무당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었고(ibid.: 46)39) 

국가와 무당과의 유착관계가 심해지기 시작했으며 무당의 견해가 국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예컨대 무당들은 자신의 업(業)이 음사(淫祀)로 몰려 궁

궐에서 ‘먼 곳으로 축출될 위기에 처하자 권력가에게 뇌물을 바쳐 이를 

면했다.’(ibid.: 48, 65) 또한 국가 일의 자문을 맡고 점을 쳐서 임금의 결

정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국왕의 병세가 위독할 때 점을 

쳐서, ‘사망한 이자겸의 추숭’을 해야한다는 등의 다소 정치적인 오해

를 받을 수 있는 점사를 내놓기도 했는데 왕실은 이러한 점사를 기반으로 

38) 김인호(2014)에 따르면 이는 용왕이 비구름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
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39) 김인호(2014)는 이를 인종이 이자겸의 반란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불안을 겪어
왔기 때문인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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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겸과 그의 정치세력들의 복권을 돕는 선택을 했다.(ibid.: 48)40) 무신정

권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무와 술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기 시작했

는데, 이때는 점사(占辭) 이상의 간접적 영향력을 넘어서서, ‘저주’의 

방식을 동원한 주술로서 권력자들의 정치적 다툼에 동원되어41) 더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ibid.: 54-57)

 무와 술사의 정치적 영역에의 개입과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유학자들은 

그와 비례하여 무와 술사를 음사(淫祀)로서 배척하였다. 고려중기 이규보

(李奎報)는 「노무편(老巫篇)」에서 무당을 ‘음란하고 요괴한 것들’로 

표현하며 이들이 ‘질박한 세상과 순진한 백성’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

다고 인식하고 있다.(ibid.: 60)42) 또한, 이규보는 무당과 술사가 백성을 미

혹시킬 뿐 아니라 ‘사방 남녀의 식량 거리 몽땅 거둬들이고/온 천하 부

부의 옷 모조리 탈취’43)한다고, 즉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갈취해간다는 

점에서 매우 비판했다.(ibid.: 61) 무당에 의한 경제적 수탈은 유학자들에 

의해 기근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인한 생활고를 부추길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인식은 고려 말엽에 무당들을 개경에서 축출하는 정책으로 이어졌

다. 이규보뿐 아니라 고려 말기 유학자 권근(權近)은 무당에 의한 점복과 

치병이 허무한 것으로 비판했으며44) 술사가 자신에게 ‘을유년(1405년), 

정해년(1407년), 무자년(1408년)에 모두 액운이 있어 넘기기 어렵다는 

말’45)을 했지만,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ibid.: 61)

 이규보를 비롯하여 권근 등 고려 말기의 유학자들의 무와 술사에 대한 

비판은, 역으로 당시 민간차원에서 무와 술사가 굿이나 점복, 예언, 주술

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인

40) 『고려사』 권17 『세가』 17, 인종 24년 1월 신묘.
41) 김인호(2014) 57쪽, ‘정화궁주가 (국왕의) 총애를 잃게 되자 무당을 시켜 (제국대장) 공

주를 저주하였다.’ ‘정화궁주와 같은 잠재적 경쟁세력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들은 이를 
위한 명분으로 저주 사건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저주‘는 상대방을 무고하는 수단으로 이
용되었다. 저주는 감정적 갈등을 극화시켜 보여주는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42) 『東國李相國全集』 권2, 老巫篇幷序.
43)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권2.
44) 김인호 2014, 50: 이웃 고을인 고성(固城) 땅에 아들 일곱을 둔 어떤 노인 하나가 있었

는데, 병이 들었다. 무당이 말하기를, “사귀(邪鬼)가 붙었으니, 자리를 피해야 한다.” 하
였다. 일곱 아들은 그대로 믿고 들것에 메다 집 뒤에 내놓고 노숙을 자면서 일곱 아들이 
둘러 모시고 잤다. 밤중에 범이 와서 그의 아버지를 물어 갔다.

45) 권근, 『陽村集』 권26, 請辭免本職終考禮經節次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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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르면 ‘고려 시대 개인운명에 대한 예언을 술사에게 크게 의존했

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김인호 2014: 52) 특히, 기우제 등이 빈번하

게 시행되었던 것으로 미루어보면 당시는 농업 기술이나 산업 기술이 발

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뭄이나 해충과 같은 자연재해에 쉽게 피해를 

입었고 이는 곧 기근(飢饉)으로 이어지기 쉬웠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힘-농업 기술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인 자연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무당의 점과 굿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

던 것이다.46) 즉, 당시는 현재와 달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

로 여겨졌던 영역들이 많았고, 그 영역들에 쉬이 주술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말리노프스키가 지적했듯이, 주술 등이 ‘인간이 대

처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힘, 우연, 사고, 마름병과 해충으로 인한 손

해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경험적 지식’이나 ‘실제적 작업’

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말리노프

스키 2012[1939])47) 또한, 공적 영역에서의 정책적 결정이나 정쟁(廷爭)에 

무와 술사의 점복이 이용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계층과 관련 없이 주술화

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지점인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 중·말엽 유학

자들에 의해서 ‘유학’의 패러다임으로 비판받기 시작한 것이다.48)

 고려 중엽·말기에 시작된 무당과 술사에 대한 비판은 조선기에 들어서

면서 음사(淫祀) 담론으로 계승·강화된다. 김동규에 의하면 음사(淫祀)는 

‘유교 이외의 종교적 실천을 지칭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이

며 ‘의례를 행하는 데 그 주체, 대상, 형식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경계’49)

를 규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김동규 2012: 287) 무속을 음사(淫祀)로 규

정해 배척하는 움직임은 조선의 사대부 집단이 ‘자신들의 역성혁명을 정

46) 김인호는 50쪽에서 당시에는 사회적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했다고 쓰고 있다.

47) 다음 절에서 후술하겠지만, 개항기~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주술의 작업 영역에의 개입
에 대한 말리노프스키의 조심스러운 해석은, 무당의 기존 기능 중 일부가 ‘위생’이나 ‘치
병(治病)’ 영역에서 서구 근대의 기술을 기준으로 미신으로 낙인찍히게 되면서 무색해지
는 것처럼 보인다. 

48) 김인호는 이러한 유학의 패러다임을 ‘합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합리성이라는 표
현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차용하지 않았다.

49) 김동규 291쪽 “천자는 천지에 제사내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지내고, 대부는 오사(五祀)
에 제사내고, 사서인(士庶人)은 조고(祖考)에게 제사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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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시키는 작업과 과거의 악습에 대한 철폐’를 외치면서 더욱 강해졌

다.50)(ibid.: 288, 289-291) 즉, 음사 담론은 체계 세계 내에서 발생하여 음

사-정도(正道)를 분리하였으며 무(巫)의 행위는 정도가 아닌 음사로 인식

되었다. 즉, 음사 담론은 체계 세계 내에서 점복을 서서히 분리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서의 활용이 체계 세계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치고 있었음에도, 일부 유학자들은 역주의 주술적인 속성이 믿을 만

한 것이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역주의 활용은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김태우 2017)

 고려 말엽에 사주명리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용되어 조선 초까지는 지

식인들 사이에서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는 일이 보편화 된 것과는 별개로

(김만태 2010: 179, 182) 사주 명리로 운명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회의도 

존재했다. 예컨대,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徐居正)은 인간의 타고난 운

명에 대한 세조(世祖)의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ibid.: 177)

“甲년과 己년의 정월은 丙寅월이고 甲일과 己 일의 生時는 甲子부터이

니, 육십갑자를 가지고 유추해보면 그 수가 7백 2십에 이르러 끝납니다. 

7백 2십년을 가지고 7백 2십의 일과 시에 곱하면 사람의 사주는 51만 8천 

4백 명에 이르러 그치고 다시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가 태평할 때는 

인구가 1천 5백-6백만에 이르렀으니, 억조의 수많은 백성이 어찌 51만 8

천 4백 명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지금 항간의 백성들 중에는 진실로 사주

는 모두 똑같으나 화복은 전혀 다른 자가 있습니다.”(徐居正, 『筆苑雜
記』 권1)

또한, 서거정은 다음과 같이 쓴다.

내 일찍이 정 문성의 비문을 지었는데 “운수와 사주가 소동파와 서로 같

다”는 말을, 혹 비웃는 사람이 말하기를 “비문을 짓는 데는 마땅히 도

50) 김동규에 따르면 이는 유학자들의 ‘문명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문명화’는 유교 경전과 원리에 따라 그 체계가 구성,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에 기준에 따른 타자화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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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기술할 것이지 사주 운명을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한

다.(徐居正, 『筆苑雜記』 권2)

 조선 중·말엽에 가면서 사주명리학 및 사주팔자 풀이가 백성들에게도 

퍼지면서 사주 명리학은 종종 역모와 반란과 연결되어 나타났는데51), 이

러한 영향으로 유학을 신봉하는 계층에서는 사주명리를 역모, 혹세무민에 

결부시켜서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했다.(조용헌 2001) 사주명리학은 조선

대의 다른 잡학과는 달리 체제 비판성을 내포하면서, 혹세무민을 위한 사

술(邪術)로도 이용될 여지가 있었기에 명과학에 대한 통제는 다른 잡학에 

비해 매우 심했다고 한다.(김만태 2010: 182)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지식

인들 사이에서는 꽤 보편적으로 운명을 감정하는데 활용되었던 사주명리

학이, 후기에 가면서 ‘혹세무민을 위한 사술’로 바뀌었다는 점이 흥미

롭다.

 조선 초기 이후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유학(儒學)이 국가의 공식적 패

러다임이자 위로부터 아래로의 패러다임의 보급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어

떤 이유에서인지 민간 영역에서 유교적 관례가 기존의 토착 신앙이나 관

습에 근거한 일련의 ‘민속적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지 못했다.(최길

성 1994) 즉, 민간 영역에서는 결국 공적 지침인 유교적 관례와 기존의 

토착 신앙인 무속, 불교 등과의 습합이 이루어진것이다.(ibid.) 이는 사실 

왕실이라는 공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예컨대, 맹인에 의한 점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서, 세종이 점복자를 불러서 집을 하사하기도 하고(이기태 2006)52) 국가에

서 맹인들에게 점복자로서의 직업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ibid.: 257-258) 

또한 “조선 말기 까지 맹인의 지위는 높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

고 살았다.”(ibid: 262)고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맹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킬 때는 맹인을 ‘성 밖으로 내치는’ ‘유연함’을 보여준다. 이는 맹

인의 점복이 국가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술화’되어 있지

만, 맹인의 모든 행위가 절대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것이다. 즉, 점복을 

51) 전 절 참고.
52) 세종실록 세종 24년 11월 3일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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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합리성’ 내지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선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무당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데, 조정은 무당을 성안에서 축출하는 한편, 이들이 성 밖의 민가에 모여 

사는 것은 허용했다. 그리고 이들을 동서활인원에 소속시켜 엄격하게 관

리하면서 역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을 감면시켜 주거나 부역을 

덜어주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였다.(ibid.: 249) 이때에도 ‘경계

선’이 존재했는데, 역병이나 열병을 치유하지 않으면(혹은 못 하면) 죄를 

논했다.(ibid.) 

 비록, 고려 시기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 무(巫)의 점복에 강하게 의존하고 

정치적 다툼과 음모에 개입하는 모습은 약하고 경계 및 통제하려는 모습

이 강해졌지만, 여전히 무당 및 맹인들을 ‘영적 힘’을 가진 존재로 인

정하고, 나아가 그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당의 ‘치병(治病)’ 행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단적으

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개항기~일제강점기 때는 그러한 ‘치병(治
病)’ 행위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비판

하며 그 근본을 부정하는 담론이 등장하기 때문이다.53) 즉, 선관계적인 힘

이나 존재, 그리고 이를 통한 치병, 예언,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존재의 

일부가 보이는 부정적이고 암적인 면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근본

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다.

2. 근대화와 미신 담론의 흐름

 조선대의 전반적인 점복의 현상들과 그 배경에 깔린 당시 사람들의 관념

-선관계적인 존재와 원리에 대한 받아들임-에 대해서 기술하고 추론해보

았는데, 무당이나 술사를 포함한 점복자와 맺는 관계의 양상은 다르지만, 

몇몇 유학자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정책을 집행하는 왕실이라는 공적 영

역 혹은 체계 세계에서나 민간 영역에서나 모두 점복에 대한 일종의 믿음

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무(無) 문자 

53) 후술하겠지만, 이는 현실 혹은 과학의 영역에 종교의 영역이 개입되어 섞이는 것을 ‘참
지 못하고’(이창익 2020) 분리하기를 원하는 (서구)근대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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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선관계적 사고방식처럼 모든 체계를 아울러 균일하게 나타났던 것

은 아니다. 고려기 때부터 공적 영역, 즉 체계 세계로부터 무(巫)나 그들

의 점복을 배척하는 담론이 생성되기 시작하고54) 조선 중기를 넘어서서 

구한말로 갈수록 개항기와 기독교 교리(처음에는 학문으로서 받아들여진)

의 유입과 천도교 같은 신종교의 발생,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갑오개

혁 등의 근대적 사회변혁55) 그리고 외세의 직접적 개입 및 제 3자적 개입 

등으로 인해서 체계 세계에서는 일부 지식인들은 기존의 토착·민간신앙

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명화’를 방해하는 계몽의 대상, 혹은 

미신으로 여기는 계몽적 담론을 생성하기 시작한다. 점복 행위도 이 계몽

의 대상에 포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체계 세계의 일부인 언론에 

의해서 선전되고 미신이라는 개념은 민속 세계로 하강할 것처럼 보였다.

 구한말 당시 무속 일반이나 점복이 미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하는 상

황과 이렇게 미신으로 여겨지는 무속이나 점복에 대한 담론은, 매우 여러 

층위에서 존재했다. 우선, 국내 지식인들과 청년들, 혹은 언론에 의한 계

몽적 움직임에서 체계 세계가 주도한 본래 의미의 미신 개념이 나타나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배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과 그 일환의 일본

인 학자들에 의한 연구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민속 세계 일각에서는 

안승택, 이시준, 이창익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 두 움직임 외에 미신이라

는 근대적 낙인(烙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거나 미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중립적 내지는 긍정적으로 승화한 언설 또한 존재했다는 것

이다.(안승택·이시준 2012; 이창익 2020) 즉, 이 시기는 점복에 대한 미신 

담론이 생성·두드러지게 발전된 시기이지만, 한편에서는 점복 등의 가치

54) 그 이전 시기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55)  이때 ‘근대적’이라 함은 ‘반봉건’을 의미한다. 특히, 갑오개혁의 경우 신분제 폐지와 그

로 인한 공·사노비 제도의 폐지나 관료제 도입, 외국어 학교·사범 학교를 설치하는 신교
육의 실시, 종두법 등의 근대적 의료 시행 등과 같은, 평등이나 교육, 과학적 의료와 관
련된 개혁안을 냈는데, 이는 많은 부분 소위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의 전형적인 
변화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갑오개혁은 서양 및 일본을 모델로 하는 친일·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계획·실행되
었고 조선에 있었던 일본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했고 따라서 개혁 내용 일부에 일본
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갑오개혁에서의 반봉건적 성격은 곧 서구 및 
일본에서의 ‘반봉건’의 내용과 유사했을 것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즉, 조선의 엘리트들
은 서구적 개념의 근대화의 이미지를 근대화의 ‘모범’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는 후술할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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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롭게 조명하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전통적 

사고관의 구습화, 그로 인한 일종의 탈주술화와 전통적 사고관의 본질적 

재인식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언론과 계몽적 개화파 지식인들에 의한 

여러 활동은 그들의 저술과 농촌 계몽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 미신 개념의 연원

 미신이라는 개념은 그 뜻도 명확히 정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을 뿐더러, 

개념의 함의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한, 다소 자의적인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중요하게 보는데, 미신

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쓰인 배경에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있기 때문

이다.56) 또한, 미신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차 변화되었다고 

보는데, 이때 미신 개념의 인지적 스펙트럼을 통해서 변화한 사회적 맥락

을 볼 수 있는데, 그 변화한 맥락이란 잠정적으로 ‘재주술화’라고 주장

한다.

 한국 사회에서 쓰이는 단어로서의 미신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어로서 수입된 개념으로서의 미신과, 번역되기 이전의 서구적 맥락의 

'superstition'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신이라는 개념은 한

국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57) 수입 및 번역이 된 단어이기 때문이며, 그 

개념이 쓰인 특정한 역사적 맥락58)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재탄

생'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선, 번역되기 이전의 superstition이라는 서구의 개념은 그 어원이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갈만큼 오래되었으나, 근대의 서구가 쓰는 

'superstition' 개념은 그와는 또 다르게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56) 미신 개념은 정치적 범주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Do-Hyun Han 2000; Jason 
Ānanda Josephson 2012; 안승택·이시준 2012: 296-297.; 이창익 2020: 273)

57) 미신으로 불리는 맥락-타자화 주; 김동규 공유하는 개념은 조선조에 자생하기도 했으나 
타자화의 맥락이나 상호작용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미
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자생한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58) 후술하겠지만 개항기 전후~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기에서 해방 후 1970년대 근대화 운
동으로까지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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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ition의 어원은 고대 로마의 superstitio 라는 단어에 두고 있다. 로

마의 종교는 최화선에 따르면 신들에 대한 의례와 더불어, 점술이 핵심적 

부분을 구성했다.(최화선 2001: 142)59) 또한, 당대에는 religio와 superstitio

가 각각 근대적 의미의 religion과 superstition과 맞대응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ibid.: 135) 예컨대 벤베니스트는 로마의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religio' 개념에 대해, 대체로 religio에 대해서는 '거리낌, 가책' '다시 검토

하고 훑어보는' '마음의 내적 상태'(ibid.: 137-138)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쉴링은 다른 로마의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 '지나침'을 의미하는 부정적

인 단어로 인식하고, 그 안에 '결합' '결속'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다.(ibid.: 139) 또한, 로마 당대를 살았던 키케로는 religio가 신들에 대한 

경건한 의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ibid.: 138) 이에 따르면, 

당시 로마의 ‘religo’는 전조나 조짐의 의미를 강하게 갖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ibid.: 139) 전조나 조짐은 일반적으로 점복과 함께 엮이는 개념

들이다.(김태곤 외 1998) 즉, 로마의 religio는 점복과 연관된 개념인 것이

다.60)

 한편 'superstitio'는 벤베니스트에 의하면 진실을 예언하는 것 등의 예언 

행위와 연관된 단어로(최화선 2001: 141) religio와 대립하는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키케로는 두 개념을 명확히 대립시키며 superstitiosus

는 '자식의 장수를 기원하며 기도와 제사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정상적

이지 않은 과장된 형식으로 신을 섬기는 자들'로 규정하며 superstitiosus

는 '악덕(악습)'의 이름이 되었고 religiosus는 '칭찬받을 만한 이름'이 되었

다고 한다.(ibid.: 142)  

 이러한 '정상적인 형식'과 '비정상적인 형식'이라는 양극단의 구별은

(ibid.: 142) 당시 superstitio라는 개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을 것이

59)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종교안에서의 '점술'이 존재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신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 신의 및 전조를 파악하기 위해 점술이 필요하다는 로마인들
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키케로의 저술에서는 당대 로마 종교의례에 포함된 점
술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 각각 시기를 달리해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 종교인 religio 안의 
superstitio가 민중들 사이에서 오용되는 것을 보고 비판의 논조로 바뀐 것이라고 해석
하기도 한다.(최화선 2001: 132-134) 

60) 최화선 또한 superstitio와 religio가 반드시 대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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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superstitio와 연관되는 또 다른 개념은 divinatio인데, 당시 로

마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었던 점술인 조점술61)만이 의례에서 사용되고 

인정되었고, 신적인 존재를 받은 상태에서 행하는 점술, 즉 신탁이나 예

언은 이방의 점술로 여겨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ibid.: 

143-146) 키케로 또한 superstitio를 비판할 때 이러한 이방의 점술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통적 점술인 조점술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기준에

서 보았을 때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에도 눈에 보이지 않

는 것을 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이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존재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정리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종류의 모든 점술(divinatio)은 이방의 것으

로서 superstitio로 불리며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는 벤베니스트

에 의하면, 예언 행위에 대한 로마인들의 기본적인 거부감과 이러한 예언

을 행하는 자들이 주로 이방에서 온 점쟁이였고,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

견과 경멸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우리의 것' '남의 것'을 매우 

강하게 구분하고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것에 가깝다.62) 이러한 맥락에서 

쓰인 superstitio는 타 종교에 대한 멸칭으로 쓰였다.(ibid.: 150) 즉, 기원전

의 로마에서도 superstitio는 현재의 미신이나 superstitio가 그러하듯이, 피

아식별과 피아(彼我)간의 위계 설정, 그리고 그 위계에 따른 타자화가 함

축된 개념이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예컨대, 미국의 민속학자 앨런 던데스(A. Dundes)는 미신의 구조("The 

Structure of Superstition")라는 논문의 서두에서 기존 민속학계의 미신 개

념의 자의적 활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학자들이 미신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정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

다고 지적한다.(Dundes 2000[1961]) 그에 따르면, 새뮤얼 애덤스 드레이크

(Samuel Adams Drake 1900.)나 로우즈(H.J.Rose63)) 같은 저술가들도 미신

61) 새의 움직임을 보고 치는 점.
62) 그런데, 이러한 이방의 것에 대한 경멸과 경계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급격한 사회문화

적 변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최화선에 따르면 로마는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중해 헬
레니즘 문화, 특히 종교 영역에서 이집트, 바빌로니아 신들과 제의, 점술 등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최화선 2001: 149)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틀을 유지하려는 키케로는 
전통적 종교와 이방의 종교를 엄격히 구분했던 것이다. 

63) 1959년판 브리태니카사전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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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했다. 앨런 던데스의 해당 논

문에서 알 수 있는 서양에서의 미신 개념 사용 양상은 어떤 현상이 미신

이 되는 '의심할 나위 없을 정도로 확실한'(ibid.: 214) 기준 내지는 정의가 

없었으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이들은 각자 임의대로 미신에 대해 정

의하고 그 개념을 사용해왔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미신에 대해 어떻게 정

의할 것인가에 대해 그다지 애쓰지 않았다고 한다.(ibid.)

 이는 Superstition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사용되

었음을 보여준다.64) 예컨대 크라페는 "미신은 우리(현대인들)와는 다른 사

람들에 의해 공유된 신앙과 의식의 총합을 말한다. 우리가 믿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종교이다."(ibid.: 214, Krappe, 1930: 230)라고 하였으며, 

비니(Bidney)는 "비합리적이거나 신화적인 믿음에 기초한 두려움의 한 형

태이며, 일반적으로 금기를 포함하는 것"(dundes: 215-216; Bidney 1953: 

254), 푸켓은 "미신은 어떤 세대의 좀더 개명(開明)한 대다수 사람들이 승

인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정의내린다.(dundes : 

216) 각각의 정의들은 모두 1930년대 전후에서 1950년대에 쓰인 것들이며 

그 표현이 각각 다르지만, '근대적 계몽주의'의 사고틀에 기반하여 즉, 근

대적 계몽주의가 위시하는 이른바 이성 내지는 합리성(rationality), 근대적 

과학성, 기술 발달에 기반한 탈주술의 패러다임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무

의식적으로 타자화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서구에서도 계몽주의적 패러다임에서 타자화된, 과학적 인과관계

에서 벗어난 현상에서 대한 믿음이나 유일신교에 대한 신앙이 아닌 신앙 

등을 포괄하여 지칭65)하는 'superstition'이라는 개념은 근대의 산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유일신교에 대한 신앙'은 '합리적인 신

앙'이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는 프레이저(Frazer 

1972.), 타일러(Tylor 1871[1958].)와 같은 인류학자들은 미신을 진화론적인 

64) 손호은 2009: 1에서도 독일인의 일상생활에 내포된 미신을 설명하기 위해 미신은 "개념
은 아주 광범위하며 사람마다 다르게 들린다." "유령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지하는 유
사종교 행위에서부터 행운의 숫자나 부적을 중시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미신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미신 개념 자체의 모호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65) 던즈는 논문에서 믿음과 신앙의 상대성은 물론, 기독교 신앙이나 과학적 사실의 상대성
을 지적하면서 해당 정의를 비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 장에서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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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문명화된 사회에 잔존하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신앙이나 의식'

으로 간주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Dundes 1961; Frazer 1972; Tylor 

1958) 이는 근대화가 종교에게 과학의 영역과 겹치는 것은 미신적이므로 

그러한 영역을 없애라는 요구에 종교가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미

신-즉 종교적 영역과 과학적 영역이 혼재되는 영역-을 이용했다는 이창익

의 논의(이창익 2020)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얻을 수 있

는 함의는, 서구적 맥락에서도 20세기 전후의 'superstition'이라는 개념은 

'근대의 합리성'의 산물로 재맥락화 내지는 재탄생했다는 것이다. 물론 던

데스는 이러한 프레이저나 타일러의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미신 개념은 새

롭게 발생하는 미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다.

 영미권에서만 이러한 미신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알프레드 레만

(Alfred Lehmann)의 미신의 대한 견해에서도 특정 종교와 당대의 패러다

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배치되는 것'(손호은 2009: 420)을 타자화하는 어조

를 읽어낼 수 있다. 그는 "미신은 특정한 종교 안에서 타당성을 얻지 못

하고 특정한 시대의 자연에 대한 학문적 견해와 배치되는 모든 생각들"이

라고 정의했다.(ibid: 419) 아울러, 독일어권에서는 Aberglaube라는 접두사 

aber(잘못된, 거짓의)를 사용하여 '잘못된 믿음'을 뜻하는 멸칭(蔑稱)에 가

까운 미신과 Volksglaube라는 독일 민속학계에서 쓰인 '민간신앙'으로 번

역되는 단어가 있다.(ibid.: 418) 전자의 멸칭은 15세기부터 존재하기 시작

했으며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초자연적인 힘의 위력을 믿는 잘못

된 신앙'으로 정의된다. 이에 비해 후자는 18세기 말에 종종 나타나기 시

작했으며 '민중들이 자연 외적인 세계나 초자연적인 세계와 관련하여 진

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 두 가지의 정의는 '잘못된'

이라는 표현의 사용 여부만 다를 뿐,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개인의 신념

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전상의 정의가 지시하는 바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패러다임일 수도 

있고 개인의 편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신앙으로 분류되는 

어떤 것들이 미신으로 분류되는 어떤 것들과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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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높아지고, 그 역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의 미신 개념의 속성-절대자는 기독교의 신 하나이며 그를 알

지 못하면 선에 다다를 수 없다는 일종의 선민의식과 그러한 사고를 기초

로 한 한국 토착 종교 전반에 대한 '동정심'-에 대한 무의식을 조선 말기 

조선에 파견된 독일 베네딕트 선교회의 기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보영 2014) 기독교의 신에 의해서만 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무의식은 

당대 조선의 토착 종교의례 및 관습에 대해 조망하고 그 모습에 감탄하기

도 하는데, 이러한 시선에서는 새롭고 이질적인 현상에 부딪히고, 그 현

상에서 자신들의 교리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과 호기심에 

가깝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호기심 어린 시선은, 교조적 강제성을 띠고 

공격적 선교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일제기의 배타적 타자화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자신

의 교리를 기반으로 특정한 의례를 대중영합적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믿음, 즉 Aberglaube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베네

딕트회 선교사들의 기록 중 일부이다.

"진정 선으로 나아가려 노력하지만 그것은 부처의 상과 인간의 손으로 그

린 그림들에 대한 숭배와 헌신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그 가난한 승려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나를 사로잡았다"(ibid.: 127)

"이 스님들과 비구스님들은 다만 하느님과 인간존재에 대한 무지, 특히 

구원에 대한 무지 탓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뿐 오늘날까지도 정화와 

내적 해탈을 위한 많은 열정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인상을 받았다."(ibid.: 

127)

"이미 4세기 때부터 중국 문헌은 악천후를 불러일으켜 땅을 홍수로 뒤덮

게 하는 용을 다스린 제사 나부랭이라든가 (...) 오늘날까지 곳곳의 주민들

은 이런 크고 오래된 조직에 그들의 돈과 물질을 바치고 있으며 이런 것

에 풍수가, 즉 행운과 주위의 열매가 바로 좌우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 동아시아의 승려계는 미신을 숭상하며 풍수를 믿는 이교도적인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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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고 말할 이유가 충분하다."(ibid.: 131-132) 

"성경에서 예외 없이 용을 인류의 적이요 사탄으로 규정 (...) 죽을병이 걸

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도 인간은 하날님에게 맨 먼저 가는 것이 아

니고 자신을 도와줄 여러 신들에게 호소하면서 방황한다. 먼저 집안의 수

호신에게 음식을 바친다.... 그리고는 아무 소용도 없는 무당을 부른다. 

(...) 무당은 그 일로 좋은 보수를 받는다.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고 죽음에 

이른다."(ibid.: 137) 

위 4개의 서술 중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은 독일인들이 '선'에 다다르고자 

하는 한국 승려들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불상 및 탱화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 동정심을 느낀다는 것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신앙 없이는 선에 다다를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선민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진술에서는 용 신(神)에 대한 믿음과 집안

의 수호신에 대한 믿음, 그 중재자로서의 무당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상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아무 소용도 없'거나 '제사 

나부랭이'를 하는 단순한 현상 인식을 하고 그 이상의 문화 상징적 의미 

파악으로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과 근

대 과학에서 벗어난 것들을 타자화시켜 미신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서양에서 타자화된 대상으로서의 미신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중세부터라고 본다.(손호은 2009: 421) 그 이전

의 '이교도들'의 사고는 미신적인 것으로 낙인찍혔다. 즉 중세 말경에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잡은 종교에서 이탈한 신앙이 미신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들이 미신으

로 간주되기 시작했다.(ibid.: 421) 

2) 체계 세계의 근대적 낙인(烙印)으로서의 미신(迷信) 개념

 19세기 말의 이러한 혼란한 경험들은 지식인들에게 ‘강력한 민족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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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라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다.(김동규 2012: 302-303) 이 열망은 구

체적으로, ‘과학’ ‘그리스도교’ 등으로 표상되는 근대 서구 문명을 

일종의 롤 모델로써 설정한 것과 그에 따라 기존 중국과의 ‘종속적 관

계’, 유교적 사회윤리, 민속 문화 전반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무속은 

이때 대표적인 미신으로 규정되었다.(ibid.; Michael E. Ronbinson 1988) 

 이때, 현재 민간·민속 신앙 혹은 토착 종교로도 불리는 무속(巫俗)이 어

떤 이유로 그 당시에는 미신의 대명사가 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창익에 의하면 (서구적) 근대성은 근대적 의미의 종교와 과학 그리고 

종교와 과학이 혼재되어 있는 미신이라는 세 영역의 역동으로 기존의 

‘종교적 영역’과 ‘과학적 영역’이 철저히 분리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분리를 공고히 하여 현재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전형적인 종교와 과학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미신이라는, 근대에 탄

생한 개념이라는 것이다.(이창익 2020: 218-220) 구체적으로, 종교는 스스

로 ‘비과학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근대적 자정작용’을 거쳐(ibid.; 장

석만 2016: 219-220) 미신이라는 ‘누명’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누명

을 벗은 근대적 종교의 모범 표본은 바로 기독교였다고 할 수 있다.(ibid.: 

219-220) 즉, 근대적 종교는 ‘주지주의적이고 진화론적으로 이해되는 사

적(私的) 영역에만 머무르게 된’(김동규 2012: 307)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의 종교의 모범과 유사하며, 그 모범은 ‘인간 정신이 지닌 열망을 가장 

정교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Ibid.; Capps 1995) 기독교

인 것이다. 이 때 종교는 ‘물리적 세계 밖으로 위치지어지며, 초자연적 

존재와 자연세계 간의 직접적 인과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김동규 

2012: 307) 

 또한, 당시 종교라는 개념 자체는 religion의 번역어로서,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종교라는 개념이 선교사 언더우드가 저술한 영한(英
韓)사전에 현재의 의미로 번역된 시기는 대략 1883년 정도이다.(장석만 

2016) 즉, 그 이전까지는 religion은 ‘도’‘교’ 등으로 번역되어서 종교

가 ‘관념과 믿음, 교의의 체계’라는 계몽주의적 종교와 동치(同値) 되지 

않았던 것이다.(ibid.)

 개인적 차원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의 근대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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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종교와는 달리, 당시의 무속은 과학의 영역으로 규정된 물리적 세계

에 개입하여, 매개자인 인간이 신과 직접 소통하고, 그를 통해 병을 고치

고, 현실적인 복록을 빌어주며, 신의 영역인 무병장수를 기원해주는 것이

다. 따라서 정확히 앞서 나열한 지점들에서 무속은 종교가 아닌 미신이라

고 비판받았다. 즉, 당시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은 기독교는 

근대화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던 

반면, 무속은 비과학적이면서 동시에 비종교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ibid.: 

308-309) 근대의 눈으로는 종교와 과학이 서로 지배하는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인 것이

다.(ibid.: 309; 이창익 2020: 219)

 이러한 무속의 기존의 여러 기능, 예컨대 치병, 점복 등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20-30년대, 그리고 해방 이후인 40년대의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와 글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제목이나 글의 중심 내용, 글의 전개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다음은 ‘미

신(迷信)’을 주제로 한 1924년 동아일보에 실린 한 사설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66)

인사를 닥지안코 천명을 망론하며 자력(自力)을 밋지안코 신우(神佑)를 

원도하는 일종변태적심리, 즉 미신이란 것이 인류사회에 대하야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것은 말할것도업는 사실이다. 근래 우리 사회에 명칭부터 

기괴한 소위 숭신인조합이라는 것이 경향도처에 이러나서 (...) 약간 

상식도 있고 다소지반도 있는 말하자면 지식계급에 속한 자라고 할말한 

무리들 중에 (...) 자탁하야 적으면 수십백인 만흐면 기천기만의 도당을 

결합하고 공연히 종교를 표방하야 국인(國人)을 무혹하는 자가 해마다 

늘어감은 참으로 개탄하고 우려할바이다. (...) 인류사회가 벌서 

몽매(夢寐)시대를 지나서 과학이 창명하엿다고 할만한 금일에 이러한 

미신이 잇는 것은 대개 겁나적 심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잇고 (...)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과학지식의 보급이 구인에 불급하는 것도 

66) 편의상 원문의 내용을 옮겨쓰되, 한문은 모두 음독하여 쓰고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를 
달아 병기하였다.



- 45 -

사실이오.67)

 위 1924년 5월의 사설은 당시 언론에 나타난 미신 비판의 전형적인 구조

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우

선 ‘자력(自力)’, ‘과학’을 인간의 삶에 중심이자 절대적 기준으로 설

정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서구 계몽주의의 영향이다. 과학지식이 보급

되거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암시한다. 또한 

‘몽매적 시대’를 지나 ‘과학의 시대’가 왔다는 표현도, 진화론적인 

인식틀을 보여주는데, ‘몽매(夢寐)’라는 표현 자체가 ‘꿈에서 깨지 못

한’ 덜 ‘개명(開明)’한, 뒤쳐진 상태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시대가 왔음에도, ‘우리 민족에 과학지식의 보급이 

모든 사람에게 불급’했다는 표현도에서도 아직 과학의 시대에 조선이 따

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과 과학지식이 널리 퍼지지 못했기 때문에 따

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과학문명

의 시대가 왔으나 아직 과학지식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미신을 믿고 있

으니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화’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조급함,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해당 언설들의 특징이다. 이는 이정덕, 김동규가 논의한 것과 연

결된다.(이정덕 외 2017; 김동규 2012) 조국의 약소함에 대한 열등감은 과

학을 키워드로 한 다른 사설에서도 나타난다. 

눈으로 보고 귀로듯는 우리의 과학적 방면을 돌이켜본다면 한심하기 

짝이업슬뿐아니라 무관심한 태도로써 임하는것가트며 현대에 살면서도 

현대인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 소위발명이 잇다면 극히 

저급품으로 그나마 대부분은 모방성을 가진것이며 설사월등한 

자가잇다하드라도 외국인의 그것에 비하야 시야가 몹시 

좁은터이오.(동아일보 1928.12.11.)68)

67) 동아일보 | 1924.05.23. 기사(사설): 迷信(미신)의害毒(해독)
68) 동아일보 | 1928.12.11. 기사(사설): 科學知識普及(과학지식보급)의必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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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른 20년대 사설들의 일부이다.

근대의 과학문명은 과학적으로 미신의 미신된 소이와 타파에 대한 

판단까지 우리에게 설파하고 암시하야 왕진(往晋). 인지(人智)의 

몽매(夢寐)하든 시대와 가튼 그러한 일절의 미신이 인류의 생활을 

지배치못하게 된 것은 실리적으로 보아 큰 행복을 우리의 생활에 가져온 

것이 의심업는일이다. 그러나 어찌한 까닭인지 조선의 현실은 

그러치못하야 (...) 미신의 관념이 다시 대두하야 기산도수를 일삼고 무당, 

판수, 태주, 사주(四柱)쟁이 등 문복(問卜)으로 한 위안을 삼는 경향이 

향간에 성행하는 모양이다. 

(...) 이러한 폐단이 우리 생활의 일면에서 천식을 아즉도 끈치 못하는 

원인은 (...) 첫재는 과학사상이 결여한 까닭이며 (...) 그리하야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하자.69) (동아일보 1929.06.07.)

미신과 종교가 호상혼동하기 쉬웁고 우민을 번롱하야 사회를 해독하고 

민족을 멸망하는 예는 그 수가 심히 적지 안타. (...) 아즉 미개, 무지의 

민족급사회에는 이러한 미신적종교가 그대로힘잇게 지배하고잇다.

(...) 이것이 조선에서 논의되리만큼 대문제(大問題)가 되어잇슴은 조선의 

현실을 위하야 통탄에 불감한다. 왈청림교 왈백백교 무슨 교 등등 (...) 

과학교육의 철저, 사회교양기관에 잇서서의 과학교육의 보급을 기하면 이 

미신은 머지안흔 장래에 타파하게되리라 한다.70) (동아일보 1929.07.25.)

 1924년 사설과 마찬가지로 미신 비판의 전형적인 구조와 요소들을 갖추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사설마다 구체적으로 미신으로 지

칭하는 대상들이 달라지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6월의 사설에서는 

‘무당, 판수, 태주, 사주쟁이’ 등의 문복과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미신

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7월의 사설에서는 ‘청림교, 백백교’ 같은 사회적

69) 동아일보 | 1929.06.07. 기사(사설): 不運(불운)에서도迷信(미신)을버리자
70) 동아일보 | 1929.07.25. 기사(사설): 迷信(미신)의弊害(폐해) 科學的敎育普及(과학적교육

보급)의必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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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물의를 일으킨71) 신종교를 지칭하고 있다. 비록, 구체적 대상은 다르

지만 양자 모두 이창익의 논의처럼, 종교가 현실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근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언술이라는 점에서 결국 같

은 비판의 도마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지식인

들에게는 미신이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과학적이지 

않은데 현실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는가’하는 타자화가 더 중요한 문제였

다고 할 수 있다. 24년대의 기사의 일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리 사회가 파멸의 위기에 빠지게된 큰원인이 자연과학지식이 부족하고 

(...) 대개 인간생활의 근본조건이 경제에 잇고 경제의 내용은 농상공업에 

잇스며 농상공업의 향상여부는 자연과학의 발달뎡도로 결뎡되는 것이다. 

(...) 그러나 농작하는 방법과 설비가 유치한 녯상태를 벗지못하야 

수한재의 위협과 손해를 얼마나 입으며 (...) 자연과학의 일대사명은 

미신을 타파하는데 잇나니 우리 사회가 아즉도 원시뎍으로 미신을 

신봉하는 풍습과 희미한 형이상뎍 관념에 빠져잇스며 (...) 인심을 

다독하는 미신을 쳐부수기위하야 자연과학연구에 맹진하라72)(동아일보 

1924.08.11.)

 

 위의 기사 또한 앞서 살펴본 사설들과 공통적으로 절대 진리로서의 근대

자연과학 인식, 종교와 과학에 대한 진화론적 인식,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조국에 대한 한탄(‘유치한 녯상태’), 풍속 개량으로서 자연과학연

구 촉구가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미신과 자연과학을 보다 

대립쌍으로 묘사함으로써, 미신의 지위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명확

하게 보여준다. 30년대의 기사들도 20년대의 사설이나 기사와 비슷한 논

71) 백백교 사건은 “1928년부터 1937년까지 백백교 교주 전용해와 그의 제자 문봉조 등이 
10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80여회에 걸쳐 3백여명의 남녀노소 신도들을 살육”한 사건으
로, 종교가 직접적으로 현실의 영역에 개입했을뿐더러, ‘살인’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켰으므로 더욱 미신으로 취급되었다.(원불교대사전,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
불교 100년기념성업회) 

72) 동아일보 | 1924.08.11. 기사: 迷信(미신)과 貧困(빈곤) 자연과학으로 맹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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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내용을 보여준다. 다음은 30년대의 기사 중 일부이다. 

어느나라 어느때를 물론하고 미신이 도모지 없는데야 어디 잇스리까 마는 

부끄러운 일로 우리조선사람에게 남보다 미신이 좀더 심하고 그중에도 

특히 조선부인들에게 미신이 더욱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신으로 사는 

것이 옛날 어둡고 어리석든 시절에는 혹 용서가 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밝은 세상에서는 미신생활은 부끄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한 개의 죄악이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잇는 것입니다. (...) 남들이 발명해 

놓은 과학의 기구를 사다가 쓰거나 하는 것으로써 인제는 우리도 

과학생활을 하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착각입니다. 

전등불 밑에서는 도까비가 없어지는 것처럼 과학의 빛 아래서는 왼갖 

미신이 슬어져 없어지어야 거기에 비로소 참된 과학적생활이 지여질수 

잇는것입니다.73)(동아일보 1934.04.20.)

 윗글은 ‘迷信(미신)을 打破(타파)하자’라는 제목의 사설로, 제목 자체도 

20년대의 기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과학적 사고’가 기존의 사

고방식을 완전히 대체해 세계관이나 가치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야 한다는 생각이나, ‘굿이나 푸닥거리, 관상 등’을 미신으로 보고 이

들이 성행하는 것을 과학과 공존할 수 없는 것,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이에 대해 한탄하는 것도 거의 차이가 없다. 다른 기사들도 이들과 유사

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74)

 윗글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부분은, ‘과학의 기구’를 가져다 쓴다는 

부분이다. 앞서 20년대 기사에서 ‘과학지식’의 보급=미신의 타파로 놓

고 과학지식의 보급을 설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윗 기사에서는 

73) 동아일보 | 1934.04.20. 기사(사설): 迷信(미신)을打破(타파)하자
74) 동아일보 | 1934.07.20.: 무당이야기 (一(일)) 迷信(미신)을팔아 사는무리들; 동아일보 | 

1936.06.17.: 迷信(미신)의 撲滅(박멸) ‘巫瞽를 불러 제물을 차리고 정을 두다려 주문을 
암송하야 악귀를 퇴치하고 그들의 죄과에 백배사례한다든지 점복자를 청코 운명의 판단
을 시하야 대담히도 이들의 운명을 좌우하여 장래사를 예언케한다든지’; 동아일보 | 
1937.06.14. 기사(칼럼/논단): 迷信(미신)을 絕滅(절멸)하라; 동아일보 | 1939.05.18.: 迷
信(미신)믿고結婚五次(결혼오차) 핑계삼아모조리逐出(축출) 등 매우 많은 관련 기사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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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데이 운동’이라는, 과학지식이 보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묘사도 

나타난다. 

 

 어제부터 사흘동안 조선민중에게 과학적 사상을 보급시키기위하여 

민간측 유지들의 발기로 “과학데이”라는 운동을 일으키엿습니다. 

강연회 구경이나 가고, 행렬에 참가나 하고, 과학 기구의 신기로움에 

놀라기나 하고하는것으로써 과학데이의 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잘못입니다.(동아일보 1934.04.20.)75)

 실제로, 당시 과학 지식의 보급을 위한 여러 운동이 지식인들과 학생들

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 이때 이러한 운동들은, 천도교나 천주

교, 개신교 같은 근대 종교 조직 차원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농촌 곳곳에

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천주교나 개신교는 선교사들의 영향력도 있

었다. 성주현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의 종교운동은 ‘신앙적인 차원을 넘

어 민족적 과제를 안고 민족운동, 사회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

다. (성주현 2008) 이 계몽주의적 운동은 주로 근대 교육의 보급, 근대 과

학 기술의 보급, 풍속 개량, 농촌 개량76)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예

컨대, 1860년대 창도 이래 적서타파, 반상철폐 등의 사회운동을 전개해왔

던 천도교는 1920년대 이후 천도교 청년당을 중심으로 사회 개혁 운동인 

통속운동을 추진했는데 한글 보급, 조혼폐지와 더불어 굿이나 신수점 등

의 미신타파운동을 전개했다.(성주현 2008) 또한, 1928년 조선물산장려회

가 주도하여 설립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한 고려발명협회에서는 민족 

기술의 진흥을 꾀하는 한편, 발명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강연회를 개최하

고 발명가들의 특허 수속 원조 등을 지원하는 등 근대적 기술을 통한 사

업을 육성코자 하였다.(방기중 1996)77) 

75) 동아일보 | 1934.04.20. 기사(사설): 迷信(미신)을打破(타파)하자
76) 농촌개량은 교육, 산업, 도덕, 관습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미신이나 악

습의 개량은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고 한다.(박찬승, ｢일제하 ‘실력양성운동론’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pp. 154-162.)

77) 앞의 기사: 동아일보 | 192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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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제의 미신탄압 정책

 한편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는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조선의 전통적 

풍습과 관습을, 특히 무속을 비롯한 민간신앙을 탄압 혹은 조정·관리하

는 정책들을 시기마다 그 내용과 양상을 달리하여 펼쳐왔다.78) 이방원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한국의 ‘정신적 유산’을 미신으로 

치부해 타파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미신타파를 근대화의 척도로 인지시

켜 한국을 미개한 것으로 부각시켰다.(이방원 2005: 283)79)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 경찰의 기관지인 1920-1903년대의 『경무휘보(警務彙報)』에 실린 

미신과 관련된 20여개의 기사들과(이충호 2007: 308) 조선총독부의 촉탁이

었던 민속학자 무라야마 지준의 여러 저서들의 서문에서 잘 드러난다. 예

컨대, 경무휘보 1925년의 「미신타파와 경찰관(迷信打破と警察官)」라는 

기사에서는 “특히 우리 조선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미신의 나라이고, 유

언비어의 향토로 알려져 있다.”(ibid.; 池内生 1925)고 쓰고 있다.

 1912년에는 헌병경찰제도를 통하여 ‘경찰범처벌규칙’을 제정하였고 총 

85개의 항목 중에서 10항목 전후가 무녀, 맹인 등의 점복자의 행위들과 

동제를 비롯한 각종 굿 등이 금지되었다. 예컨대, 22항에서 ‘길흉기도를 

하거나 부적 등을 주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금지했고, 23항에서 

‘병자에게 금압·기도 등을 하거나 신수 등을 주어 의료 행위를 방

해’80)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이 조항들을 어길 때는 법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방원 2005: 285-286)81) 1915년에는 포교규칙을 반포

하여 신도·불교·기독교만이 종교로 인정되었고, 자연스럽게 무속 등의 

민간신앙은 미신으로 분류되어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ibid.: 287)82) 1920년

78) 이방원(2005)에 의하면 이러한 미신타파 정책 이면에는 ‘문화주의를 표방한 일제의 지배 
논리가 숨어’있고 ‘결국 일관되게 한국인을 일제에 순종하는 바람직한 식민지민’으로 개
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다.

79) 이방원의 논문에 따르면, 무라야마 지준에 의해 쓰이고 초선총독부에서 펴낸 『조선의 
무격』 이나 김태곤

80) 의료 행위에 무당, 무녀가 주체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와 조선 지식인들이 모두 
비판하고, 구습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실·과학의 영역
에 종교가 개입하여 섞이는 것을 금기시하는 (서구 발)근대성과 다시 연결 된다.

81) 총독부관보, 1912년 3월 25일, 총독부령 제40호.
82) 총독부관보, 1915년 8월 16일, 총독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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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데, 숭신인조합(崇 神人組合)과 같은 무녀들

의 조합을 묵인하고, 경성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지회를 설치하게 하

였다. 이는 1910년의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당시 정책에 따른 고통

과 불만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풍속을 교란하고 비위생적인’ 굿의 폐

해를 막고 일정한 장소에서만 굿을 하도록 통제하였다.(이방원 2005: 

287-288) 또한, 지방 경찰서에서는 재량으로 공안과 풍속을 해치는 무녀

와 점쟁이를 처벌하기도 했다.(ibid.: 289) 다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평양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부녀자와 병자들에게 굿이나 기도를 권하여 

이익을 얻는 정도가 심해져, 경찰서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철저히 단속하

고 엄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무녀에 의한 의료행위가 민간 보

건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아 철저히 금지하였다. 또한. 1933년 경무국 차

원에서 무당들의 수효와 관련사항이 보고되었고, ‘무녀취체법규’를 

1934년부터 시행하여 그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일반 민중을 계몽하

고자 하였다.(ibid,: 294-296)83)

 정리하면, 일제는 조선의 기존 민간신앙이나 무속적 관습들을 미신으로 

여기고, 이들에 대해서 관리와 통제를 하기도 했으나, 무속인들의 생활고

나 기존 관습들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런 허용적인 태도는 기존 조선의 민간신앙의 종교적 가치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안정을 통한 통치 및 지배의 용이성을 염두

에 둔 것으로 보인다.

4) 지속되는 민속 세계의 점복

 미신을 규정하고 규탄하는 지식인들과 언론의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계

몽적 사설이나 수차례의 사회·농촌 개량 운동들, 그리고 일제의 밀고 당

기는 미신 규제 정책들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조선 사회에 미신으로 여겨

지는 풍속과 관습들이 광범위하게, 계층을 가리지 않고 행해졌음을 반증

83) 그러나 그 규제는 13000명의 무녀들이 생활고를 겪게 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
므로 ‘탄압주의’를 취하지 않고 ‘절감주의’를 택하여 그 강도가 높지는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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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졌

고, 미신 행위를 규탄하는 언술들이 언론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 

행위는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즉, 체계 세계에서 생성된 

계몽적 담론은 민속 세계에서는 그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

이다. 이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계몽적 담론에 따라 

생성된 이성의 영역에 개입하여 나타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84) 다음은 

당시 미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계층이나 교육의 정도를 막론하고 행해지

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을 당시의 일부 기사들에서 발췌한 것이다.

약간 상식도 있고 다소지반도 있는 말하자면 지식계급에 속한 자라고 

할말한 무리들 중에 모신모불 상제옥황을 자탁하야 (...) 생존의 불안이 

어라한지라 엇지 겁나심이 발동치아니하며 겁나심이 발동하는지라 엇지 

귀신에 의지하야 운명을미드랴는 미혹이이러나지아니라햐 이것을 밀우어 

생각할때에는 실로 혈루(血淚)를 금치못할 것이다.(동아일보 1924.05.23.)85)

최근에는 중등정도이상의 교육을 받엇다는 소위 인텔리 여성까지도 

미신(迷信)에 풍미되는 경향이 적지안흔 모양이다. 일례를 들자면 

방금부내모서에서 체포취조중인 사기관상자 이모(李某)에게 걸리어 

피해된 인텔리 여성이 이미 판명된것만하여도 그 수가 삼백을 

넘게된다고한다. 그러고 그 피해액도 만여원을 넘게된다고 한다. 상당한 

교양이잇는 여성으로서 이 얼마나 무지몰각한 행위인가?(동아일보 

1938.07.14)86)

 ‘상식과 지반이 있는 지식계급’이나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텔

리’ 사이에서도 미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행해지고 있음은, 단순히 상

식이나 지식의 문제로 치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그 이상의, ‘주술

적 세계관’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이나 상식을 기

84) 이러한 부분에서도 점의 초(超) 역사성을 엿볼 수 있다.
85) 위의 기사, 동아일보 | 1924.05.23. 기사: 迷信(미신)의害毒(해독)
86) 동아일보 | 1938.07.14. 기사(사설): 迷信(미신)과女性(여성)



- 53 -

반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뉘어있고, 후자의 

상황에서 점복이나 관상, 굿 등으로 대처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위 기사의 표현처럼, ‘생존의 불안에 의한 겁나심(두려움)’이 특정 상황

에서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과학적 지식’이 보

급되면87) 그러한 상황에서 새 지식으로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

한 것이다.88)

 한편으로는, 미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미신으로 여겨지는 것들

의 ‘과학성’이 아닌 다른 가치에 대해서 역설한 이도 있었으며, 이때 

미신은 한 현상을 가리키는 중립적 단어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

한 현상들은 시기상으로는 근대에 도래하고, 근대를 추구해 가지만 베버

가 이야기한 것처럼 완벽히 ‘탈주술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탈주술화를 추구하는 언설과 움직임과 동시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탈

주술화의 언설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89), 과학성과 근대의 합리성으로 인

한 탈주술화의 언설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존재했던 것이다. 

 한편, 당시 지식인 중에서도 미신을 ‘과학 너머의 과학’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재조명한 이도 존재했다. 손묵언은 1937년 

『사해공론』90)에 ‘미신학의 연구: 1. 정명사상’이라는 글을 실으면서 

사주(四柱), 점술(占術), 관상(觀相), 심령(心靈)을 ‘인과 관계에 대한 탐

색’을 하는 학문 즉 ‘우여의 지속적인 제거와 필연의 확대’를 한다는 

점에서 근대 과학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시도했다.(이창익 2020: 221-224; 

四海公論 193791)) 또한, 손묵언은 이 ‘미신학’들의 원리 ‘인간 행위의 

원리를 탐구하는 윤리학이며 사회생활의 질서적 원만을 희구하는 원칙을 

87) 같은 절의 전 페이지들에 인용된 기사들 내용 참고.
88) 그러나 이러한 ‘설명체계로서 과학의 절대성’에 대한 신념 내지 신화는 19세기 말 무렵

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과학 지식과 점복 등의 대립쌍 낙인 또한 무너지는 모습
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서는 3-4장에 거쳐 4장에서 중점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89) 영향을 받았지만, 과학적 사고와 ‘미신적’ 사고가 따로 작동하는 경우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4장에서 현장조사 실례(實例)를 들어 후술할 예정이다.

90) 1935년에 김해진을 발행인으로 하여 창간되어 1939년까지 발간된 월간지로 이광수, 이
태준, 박종화 등이 필진으로 있었다.(표준국어대사전) “우리는 가장 긴장한 분위기 속에
서 창조적인 공헌을 하고자 건실한 진보 발달을 기하고자 《사해공론》을 발간한다.”(최덕
교, 2004,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91) 〈迷信學의 硏究: 其一, 定命思想〉, 《四海公論》 제3권 제8호, 四海公論社, 1937년 8월,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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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할 수 있다는 기대(ibid.)를 하면서 그들의 원리를 알리는 것이 

‘선인에 대한 반역이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기에 주저된다고 하면

서 ‘진리는 진리’라고 했다.(ibid.) 1937년 손묵언은 근대 과학은 일반적

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생명의 생멸적 방면’이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이창익 2020: 223; 四海公論 193792)) 
 손묵언의 글은 근대 자연과학에 따른 인과적·경험적 지식이 지식의 패

러다임으로 여겨졌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매우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혹세무민의 도구로서의 미신이나 불안한 상황에서의 주술적 의지

처 두 대립쌍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주, 점, 관상 등의 의미에 대해 

의식했다는 점은 당시의 미신에 대한 의미 및 관념의 넓은 스펙트럼을 암

시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상황과 인식틀 안에서, 언론의 노력과 30년대 청년운동과 농촌

운동·농촌개량에도 불구하고 미신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공존해온 듯하

다. 이는 해방 이후 40-50-60년대의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들

의 제목은 ‘무당,占(점)쟁이激增(격증) 맹랑한豫言(예언)뿌리며橫行(횡

행)’ ‘科學(과학)이냐!迷信(미신)이냐!’ ‘探照燈(탐조등)’ (8) 二十世紀
文明(이십세기문명)의 異端者(이단자)’93) 등으로 20-30년대의 기사들과 

유사하며, 내용이나 논조 또한 그러하다.

무당 소경 점쟁이 관상쟁이 손금쟁이들이 인간사회의 길흉화복을 

판단하고 또 이를 예방시정한다하고 심지어 질병을 치료한다고하여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널리 국민대중사이에 보편화되어가고있어 

일대사회문제화하고 있다. 불안정한 세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귀취를 

잡지못한 민심의 약점을 포촉한 이 미신행위는 이십세기의 과학을 

역행하며 (...) 집집문전을 찾아다니며 사주팔자 일년신수점을 친다는 

무리들이 가진 요언을 마음대로하는가하면 서울도 한복판 

남산공원으로가는 넓은 길양쪽에 저 “그로테스크”한 인물그림을 

92) 〈迷信學의 硏究: 觀相學이란 엇 것인가!〉, 《四海公論》 제3권 제9호, 四海公論社, 
1937년 9월, 62쪽.

93) 경향신문 | 1947.04.13 기사(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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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놓고 오고가는 사람을 꾀여가지고 횡설수설 터무니없는 운명론을 

역거놓는 것이다. (...) 늙은점쟁이들이 명동일대찻집 다방에 

나타나기도하고 관공서를 비롯한 직장에까지 

어슬렁어슬렁찾아들어와가지고 한편생의 운명과 일년신수점을 보라고 

큰소리로 웨치고다니고 있다.(동아일보 1949.08.30.)94)

 위 기사는 ‘빈부귀천’과 ‘지역’에 관계없이 여전히 20-30년대에 미

신으로 여겨졌던 신수점, 사주풀이 등이 여전히 20-30년대의 사회문화적 

지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95) 즉, 언론에 의해서는 미신으

로 불리며 타파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녹아

들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기사들을 발췌한 

것이다.

   과학이냐 미신이냐 보라! 한심한 굿과 점의 난무 (...) 이전의 

미개(未開)때에 횡행하던 미신이 압도적으로 수많은 겨레들을 지배하고 

있다. 점 복술 굿 등등 (...) 인테리 부녀자들 더욱이 그중에는 중학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까지도 이것을 굳게 믿고있으며 일부 남성들도 

점과 굿의 효과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시내만해도 남대문통 동대문 

종로 청계천변 등 번화한 장소를 비롯하여 마포 영등포 돈암동 등지에 

점쟁이 굿쟁이들은 집거하고 있으며 그수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수에 달하고 있다.(경향신문 1949.03.12)96)

이십세기의 문화와 역행하고 있는 무당관수복술등 실로 문화민족으로서의 

수치스런 미신을 타파하여 신생국가의 새로운 생활부면을 개척하고자 

문교부에서 오는 십월 십일부터 십육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신타파주간을 

94) 동아일보 | 1949.08.30. 2면 기사(뉴스): 무당,占(점)쟁이激增(격증) 맹랑한豫言(예언)뿌
리며橫行(횡행)

95) 다만 기사에 점복자들의 서울에서의 ‘영업’ 양상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점복자들을 상대하는 대중들에 대한 묘사가 없어 대중들의 점복자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96) 경향신문 | 1949.03.12. 4면 기사(뉴스): 科學(과학)이냐!迷信(미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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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미신타파에 대한 일반계몽선전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행하게 

되었다함은 (...)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무당 판수 점쟁이 등의 기본조사와 

실태조사를 경찰에 위촉하는 한편 이들의 조합등도 해산을 명령하기로 

되었다.(동아일보 1949.09.30)97)

 마찬가지로 미신이라는 표현이 20-30년대의 미신과 동일한 맥락으로 쓰

이고 있다. 다만 광복 이후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신생국가의 새로

운 생활부면’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를 통

한 강한 국가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미

신은 이러한 목표의 방해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무당, 판수, 점쟁이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계몽선전을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것은 근대화를 

지향하는 면모를 잘 보여준다.98) 이러한 미신타파를 위한 ‘미신타파주

간’의 국가적 시행은 50년대에도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99) , 여전히 동아

일보나 경향신문에서 유사한 논조의 기사들을 내었는데100), 이는 여전히 

점복을 비롯한 수많은 미신들이 숱하게 행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

신으로 지칭되는 대상 또한, 치병 행위를 무당의 처방에 따랐다가 사망하

는 것, 재산을 탕진하는 것, 사교(邪敎), 복술가, 토정비결 등 거의 동일하

다. 다음은 50년대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해주고 당시 정

부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의 일부이다.

97) 동아일보 | 1949.09.30. 2면 기사(뉴스): 迷信打破(미신타파)에 實態(실태)를調查(조사)
98) 실제로, 1949년도에 점복자나 무당들의 ‘실태’나 ‘관리’를 알리거나 공고하는 기사들이 

다른 년도에 비해 유난히 많다. 동아일보 | 1949.10.15. 기사(텍스트): 卜術(복술)이란 무
엇 盲人(맹인)들이 말하는正體(정체); 경향신문 | 1949.10.17. 기사(뉴스): 所期(소기)의成
果(성과)는어디로? 反省(반성)있어야할迷信打破運動(미신타파운동); 동아일보 | 
1949.08.30. 기사(뉴스): 露天占(노천점)쟁이一掃(일소) 觀相(관상)쟁이는登錄實施(등록실
시); 동아일보 | 1949.09.30. 기사(뉴스): 迷信打破(미신타파)에 實態(실태)를調查(조사) 
등.

99) 迷信打破(미신타파)에 實態(실태)를調查(조사): 迷信(미신) 打破强調週間(타파강조주간) 
三日(삼일)부터 全國(전국)으로

100) 경향신문 | 1955.06.30. 기사(텍스트): 四柱(사주)는믿을것?; 동아일보 | 1957.12.26. 
기사(칼럼/논단): 1957年(연)의 反省(반성) 科學界(과학계) 大衆(대중)과는 먼 距離(거리)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과학의 개념적 난해함이 대중들에게 과학 지식을 전파하는 것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경향신문 | 1957.09.25. 기사(사설): 迷信(미신)을退治(퇴
치)하라; 경향신문 | 1957.07.24.: 迷信(미신)이빚어낸殺人(살인); 경향신문 | 1958.07.22. 
기사(사설): 邪敎(사교)와 迷信(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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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당국은 기회있을때마다 사교(邪敎)와 미신의 타파를 

부르짖고있으나 현실은 그와 반대로 도처에 새로운 사교(邪敎)가 생기고 

있으며 길거리에는 복술가를 비롯하여 관상·수상·성명철학이니 

심지어는 토정비결과 미신이 공공연하게 행세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결코 민주한국의 자랑이 되지못할 것이다.(경향신문 

1958.07.22.)101)

5) 미신 개념의 일상화·보편화·매너리즘과 체계 담론에서의 재점

화(再點火)

 50년대까지의 논조로 미신이라는 표현이 쓰인 신문 기사들은 70년대까지 

꾸준히 등장한다. 과학을 절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미신을 

대비하고, 과학 지식 보급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여러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102) 이는 점복 등의 풍습이 여전

히 성행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점장이’의 점사를 듣고 자살한 여인

의 이야기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리기도 했고103), 1960년 말 기준으로 전

국에는 약 21932명의 점복자와 무당들이 있었다고 한다.104)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에 명색이 과학관이라는 것이 그 지경이고 

보니 우리 국민들은 미신이나 믿고 살란 말인지 도주미 갈피를 잡을수가 

없다. (...) 핵무기 따위의 모형이라도 진열해두면 국민들의 과학적수절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과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101) 경향신문 | 1958.07.22. 기사(사설): 邪敎(사교)와 迷信(미신)
102) 동아일보 | 1962.10.09. 기사(가십): 무당이 들끓다니; 경향신문 | 1967.03.22. 기사(텍

스트): 하루바삐 迷信(미신)을 타파하자
103) 경향신문 | 1962.02.19.: 占(점)장이말듣고自殺(자살) ‘이리하여 기다림에 지친 그는 남

편에게 의심이 가기 시작하여 점을 쳐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10여일전 점장이를 찾아간 
그는 점장이로부터 “당신의 남편은 세 번 결혼할 것”이란 말과 함께 “딴살림을 차리고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 맺지도 못한 짧은 유서를 남겨두고 연탄가스로 자살한 것이
다‘

104) 경향신문 | 1961.09.24.: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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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이 시급하다.(경향신문 1961.11.05.)105)

 그러나 과학 지식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미신을 비판하지 않고, 육하원칙

에 의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으

로 나타나기도 했다.106) 그러나 여전히 무당에 의한 행위를 미신으로 칭

하는 것에서 20-30년대의 미신 개념은 계승되고 있었다.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 동아일보 1959년 11월 14일 기사에서 발견되는데, 

미신(迷信)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다. 해당 기사

의 제목은 ‘『二五(이오)%線(선)』의 迷信(미신)을부수자’이며, 기사는 

국민경제의 안정화 지표(‘바로메터’)로서 물가와 환율의 적정수치를 

‘二五%선(25%)’, ‘五百對一’로 강박적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 국제수지개선을 고려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국제수지가 어찌되건, 물가만 오르지말고 ‘二五%선(25%)’만 지탱되어서 

비현실적이고도 비합리적인 ‘五百對一’의 환율만 유지한다는데 초점을 

맞추던 그릇된 타성을 깨끗이 씻어버려야할 것이다. (...) 어떤 

나라에서던지 그 나라의 국제수지상태여하가 각기 국민경제의 건강을 

헤아리는 「바로메터」로 되어있는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아니거니와, 

우리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건강의 「바로메터」는 국제수지상태여하에 

두지않아서는 안될터인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강을 반영시킬 수 

없는 그 二五%선 만을 「바로메터」로 착각해온 결과는 국제수지향상에 

아무런 노력도 못하게 된 것이 되고말았다.(동아일보 1959.11.14.)107)

 즉, 위 기사에서는 미신이 직접 점복이나 굿, 부적 따위를 지칭하지 않

고, 그들의 속성이라고 여겨졌던 ‘비합리성’108)의 상징으로서 미신이라

105) 경향신문 | 1961.11.05. 1면 기사(가십): 餘滴(여적)
106) 동아일보 | 1964.10.14.: 殺人(살인)한迷信(미신); 동아일보 | 1965.02.03. 기사(뉴스): 

迷信(미신)이殺人(살인)
107) 동아일보 | 1959.11.14. 기사(사설): 『二五(이오)%線(선)』의 迷信(미신)을부수자
108) 여기서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대 언론의 인식과 그들의 표현을 직접 빌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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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를 쓴 것이다. 여태까지 많은 기사들이 대부분 미신이 대상을 직

접 지칭하는 일차적 의미로 쓰였다면, 이 기사에서는 2차적 의미로 쓰였

다. 이는 그만큼 미신이라는 표현이 다른 상황에 비유적 의미로 쓰일 정

도로 일반화되었다는 것(혹은 그 직전이거나)을 암시하는 듯하다. 미신 개

념의 일반화, 일상화는 60년대 다른 기사들에서도 확인된다. 꿈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대한 서론에 주의를 환기하는 장치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돋보기’나 ‘횡설수설’ 같은 짤막한 토막글이나 가십들에 가볍게 실

리기도 한다. 이때 미신에 대한 비판적 논조는 유지되지만, 50년대까지는 

1, 2면에 실리면서 사설이나 공식 기사란에 실려 매우 방대한 분량으로 

미신 타파에 대해 설파하는데 비해, 그 이후의 글들은 마치 못마땅한 이

웃의 일상적 행위를 보고 혀를 차는 느낌이 더 강하다. 예컨대, 동아일보 

1962년 10월 9일 가십 기사109)에서는 ‘관할파출소에서도 (무당의 행위를)

모를리 없겠지만, 묵인하여두니 한심하다. 하루속히 이런 무당을 없애줬

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 기사는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매우 짤막한 글이다. ‘미신을 섬기는 무리가 아직도 많은 것은 수치스러

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미신의 존재 자체와 이를 ‘타파’하

려는 움직임에 조차 일종의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이러한 미신 타파에 대한 매너리즘은 박정희가 집권한 1963년부터 ‘재

점화’되어 본격적인 근대화110)와 함께 엮이게 된다. 1963년 1월 21일 동

아일보 기사에서는 혁명정부의 농촌 개량 노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농촌경제의 정상화111)를 위한 여러 노력들과 당시 농촌 개

것이다.
109) 각주 36 참고.
110) 한국 최초의 근대화 시점은 명확히 합의하지 못하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

당 문장에서 근대화라고 함은, 박정희 집권 이후의 농촌개량과 농업기술의 혁신, 사회간
접자본의 건설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절(節)에서 근대화는 모두 위의 의미로 쓰였다.

111) 기사에 따르면 당시 농촌의 농업 기술(비료, 농수 공급 등)은 그리 발달 된 상태는 아
니었는데, 조선 시대에 자연재해에 의한 농경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왕실, 민간 차원을 
막론하고 느꼈고, 이 두려움을 왕실에서는 기우제 등으로 해소하려 했다는 기록으로 미
루어보면, 60년대까지 농촌의 여러 관습들 역시 이러한 두려움에서 기인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이는 시대마다 ‘두려움’의 양상이 달랐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것이든 인간사에서 ‘점복’은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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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대학생들의 계몽 활동’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미신을 포

함한 조혼, 중매결혼 등의 ‘봉건적 구습’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계몽 활

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제는 이러한 계몽운동의 ‘필요

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다고 한다.

당초에는 무감각하던 이들도 이젠 이러한 계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계몽을 통해 대대로 물려오던 

미신에 대한 집착, 봉건적인 갖가지 구습, 조혼, 중매 결혼이 점차 

사라져가며 관혼상제의 간소화, 가족계획 등에 대한 인식이 변모되어 

가고 있음은 기꺼운일이나...(동아일보 1963.01.21.)112)

 또한, 당시의 다른 기사에서도 이대 교수 김헌규의 농촌 운동에 대한 생

각을 엿볼 수가 있다. 당시의 농촌 계몽 활동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재건

국민운동본부에서 농촌청년훈련과 계몽에 많은 국가 예산을 활용했다는 

점, ‘생활의 과학화’와 ‘의식주 개량’ ‘근로정신 함량’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은113), 당시 정부(국가)가 전반적 영역에서의 근대화를 꾀하려 

했음을 암시한다. 즉, 미신의 타파가 미신타파 그 자체 혹은 과학적 지식

의 보급이라는 비교적 이론적 설파로 머물다가, 근대화의 실제적 한 부분

으로서 편입된 것이다. 

 19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114)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 근대화가 이루

어진 시기에 ‘생활의 과학화’와 ‘의식주 개량’ ‘근로정신 함량’ 같

은 가치는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이어져,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작

용했다.(정구영 2003: 2, 4)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서 시작되어 점차 도시, 

공장, 학교로 번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차원의 운동으로 번지게 된다. 또

한, 이 운동에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ibid.) 새마

을 운동에서 강조된 것은 정치, 사회, 문화의 개발 뿐은 아니었는데, ‘진

112) 동아일보 | 1963.01.21. 기사(통계): 農村(농촌)살림얼마나나아졌나
113) 경향신문 | 1963.05.08. 기사(칼럼/논단): 學生(학생)과社會奉仕(사회봉사)
114) 1970년에 시작된 한국의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바탕

으로 생활환경의 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한 민족증흥과 조국근대화를 목적으로 전개된 
민족의 대약진운동(정구영 2003: 4; 문화공보부 197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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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와 자립의 정신개발’이 ‘전근대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 중 핵

심에 있었다.(정구영 2003: 7; 내무부 1972: 22115)) 즉, 당시 한국은 ‘자립 

의지’ ‘자조하는 정신’이 결여된 ‘전근대적’인 상태로 여겨졌다.(정

구영 2003: 8) 따라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한 진취와 자립이라

는 ‘근대적 정신’을 기를 것을 선전하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한 정신개발 프로그램도 이루어졌다.(ibid.; 문화공보부 1972) 또한, 

‘생활의 과학화’를 꾀했는데, 그 일환으로 미신타파 운동이 이루어졌

고, 마을의 성황당을 없애고 굿을 비난하였다. 당시 공식 보고서, 학교 훈

화, 군청과 도청에서 작성된 종교 통계 등에서 사용된 ‘미신 없는 마

을’ ‘굿하지 않는 마을’ ‘미신타파 계몽’ ‘미신업자’라는 표현은 

당시 민간신앙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보여준다.(ibid: 22-23) 즉, 이 시기에

도 미신이라는 개념은 주로 무속(巫俗)적 관습을 가리키는, 개화기 이후의 

조선의 개화파 지식인들의 관념을 계승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나 농촌 개량에도, 여전히 미신은 사람들의 곁에 

살아 숨 쉬었다. 농촌 계몽 운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여전히 ‘미신 판

친다.’라는 기록116), 구정 전후로 한 해 신수와 결혼할 때를 점치기 위해 

토정비결을 보고 자식들에게 전해준 사례117), 당시 여대생들이 토정비결, 

점, 관상, 굿 등을 했다는 통계 기사118), 서울 시내에서 입학 시즌, 정초, 

결혼 시즌, 선거철에 복술가촌이 붐비는 이야기, 부유층 권력층, 불운한 

사람들, 고시생들이 복술가를 찾아가는 이야기119) 등. 그러나 흥미로운 점

은 이 기사에서는 점괘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으면서도 점괘가 좋으면 

어쩐지 좋아서 찾아간다’120)라는 부분인데, 이는 당시 일부 사람들이 점

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재주술화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토정비결 점괘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본인의 의지를 더

115) 내무부, 1972, 「새마을 총람」, 내무부.
116) 동아일보 | 1970.05.15. 기사(통계): 近代化(근대화)표방…얼마나달라졌나
117) 경향신문 | 1968.03.11. 기사(텍스트): 토정 비결과 迷信(미신)
118) 경향신문 | 1968.04.01. 기사(통계): 女大生(여대생)과 迷信(미신)
119) 매일경제 | 1967.05.30. 기사(기획/연재): 異状企業(이상기업) (15) 복술가
120)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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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사 속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시

기 기사에서는 당대 사람들의 점복, 굿 등에 대한 인식의 다면적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970년 중반 이후 미신타파 계몽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사라

지기 시작했고, 미신으로 규정되었던 것들이 ‘전통문화’로서 여겨지기 

시작했다. 즉, ‘훼손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했기 때문이다.(ibid. 31-32) 실제로, 1979년 11월 19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는 무속과 굿을 ‘미신 이상의 것’인 ‘전통’, ‘종합예술’로 표현하

였다.121)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전통으로서의 무속이 “서구문물의 도입

과 함께 미신으로 천대받아 점차 그 보존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식인들에 의해 미신이라는 표현의 서구문물의 기준에서 나온 

것임을 자각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럼에도, 정구영의 논의에 따르면, ‘전

통문화의 문화가치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에 여전히 근대적 미신 관념은 남아있었으며 계승되었다.(ibid. 33) 당시 

사람들이 미신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는 잘 찾아볼 수 없지

만, 미신 개념 자체와 그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느낌 혹은 이미지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존재했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 

121) 경향신문 | 1979.11.19. 기사(뉴스): 전통巫俗(무속) 「굿」은 綜合藝術(종합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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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주술화와 미신 개념의 변화

1. 재주술화와 민속 세계 속의 미신

 타자화된 선관계적 행위나 믿음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미신 개념이 서구

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미신이 지칭하는 대상의 불특

정성과 모호함 또한 그대로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계몽적’ 의미의 미신 개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언론에서는 

90년대 말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미신이라는 표현이 쓰일 때도 그 개념

이 지칭했던 막연한 대상-주로 무속-을 환유하는데 쓰였을 뿐, 계몽적인 

메시지를 직접 담지는 않는 등, 공적 영역인 체계 세계에서는 거의 사라

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에도 체계 세계에서 강력한 배제의 대상

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체계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개별 (민속) 

주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민속 세계에서 또한 기존의 계몽적 의미의 미신 

개념은 결코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무의식의 차원에서, 혹은 

잔존의 차원에서 미신이라는 표현은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

였다. 과거 체계 세계의 공식적 담론에서 계몽적, 정책적 차원으로 등장

했던 미신은, 현재 민속 세계에서 개별 주체의 무의식에 가까운 차원에 

가라앉아있다가 특정 자극에 의해 의식의 차원으로 떠오르지만 저마다 다

른 것을 바라보는 형해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는 개념이 일상적 경험

을 통해 만들어지고 발달하며 개별 주체의 경험이나 기억, 세계관에 영향

을 받아 표현되며, 그 과정에서 개념의 의미와 내용이 변화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이정덕의 논의와도 연결된다.(이정덕 

2017) 

 연구자는 이러한 미신 개념의 형해화 내지 다양화는, 앞서 살펴본 것처

럼 미신 개념이 체계 세계의 담론에서 일상적으로 언급되고 이러한 일상

적 언급이 민속 세계로 하강하여 소위 ‘남발’되는 상황 속에서 미신 개

념이 보편화, 상징화되는 동시에 일종의 매너리즘이 온 것에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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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즉, 계몽적 담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민속 세계에서는 여전히 

미신이 된 점복이 행해지고 있었고, 이들이 점복 행위를 할 때 선전된 미

신 담론을 아예 떠올리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나, 담론 자체가 점복 행

위를 막을 만큼 강력히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담론과 실재적 

민속 행위 간의 괴리는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

해서는 해당 절 2번째 목에서 다시 서술할 것이다.

 2장에서 전술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종교와 과학 패러다임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복잡한 미신의 범주를 만들어냈다. 이쯤에서 조선 말기에 미

신이라는 개념을 어떤 대상과 짝지어 내면화되었는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추론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교리 전파로 인해 기독교의 신이 아

닌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꺼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토착 종교를 

그릇된 믿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독일인 선교사들

의 인식에서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제에 의한 무속인의 탄압 정책

이며, 세 번째는 그와 맞물린 개화파 지식인들의 언론 기고, 학생들의 농

촌 계몽 운동으로 인한 것이다. 

 일제에 의해 쓰인 미신은 정책적으로는 주로 무속(巫俗)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범처벌규칙에서도 주로 굿을 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잡지 『경무휘보』에서 비판

되는 것도 무당들의 치병(治病)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촉탁이었던 무

라야마 지준의 저서인 『조선의 점복과 예언』을 보면 단순히 무당의 굿

이나 치병뿐 아니라, 민간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점들과 

사주팔자 풀이도 운명에 의지하려는 나약한, ‘전근대적’ 습속으로 치부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무라야마 지준 2005[1933]) 이때 무라야마는 사주

팔자를 풀이하는 것 또한 점복(占卜)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지식인들과 

학생들에 의한 계몽 운동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토착 종교로서의 무속

(巫俗)뿐 아니라 사주팔자 풀이, 토정비결 등 또한 미신의 범주로 넣는다. 

이들의 글에서는 미신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어있다. 미신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당시의 기사들은 

수없이 많지만, 무당 굿, 치병 행위, 부적 처방만을 다룬 기사들이 매우 

많고, 사주명리나 토정비결 등 생년월일시를 따지는 것들은 무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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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독립적으로 묘사되기보다는, 미신 현상에 대해 개탄할 때 포괄적으

로 나열된 예시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122) 무당의 굿이나 치병은 사주

명리나 토정비결과 ‘서양의 근대 자연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접

점이 존재할 뿐, 그것들이 행해지는 방식이나 기반한 ‘체계’는 동일하

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하나의 접점이 정치·문화적 이데올로기로

서 작용하여 하나의 뭉텅이로 엮이게 된 것이다.

 이는 미신이라는 개념이 단일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며, 대표성을 갖는 

대상(여기에서는 무당)을 임의로, 혹은 자의적으로 상정하며, 이와 친연성

을 갖는 점복과 같은 것들(김동규 2012: 285)도 역시 자의적인 기준에서 

부차적으로 포괄시킴을 의미한다고 본다.123) 즉, 미신이라는 개념이 한국

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도 엄밀하지 못할뿐더러, 유동적일 가능성

이 높다.

 현재에도, 그러한 '특정한 이미지'는 개인마다 다르게, 때로는 복합적·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즉, 본래의 계몽적 의미가 이견 없이, 균일하게 나

타나지 않고 파편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점’을 대신하는 말

로 쓰이기도 하고, 단순한 ‘징크스’를 떠올리는 이도 있었다. 이때 징

크스는 ‘금기(taboo)’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신의 본래 지칭 대상이었던 

선관계에 대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듣거나 보았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개인의 무의식 차원

에서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며, 애초에 미신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들어보았음에도, 미신의 정의나 그 개념의 연원

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미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일상적으로 녹아들어서 그 사용에 이질감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잔존(殘存)하는 미신 담론

122) 앞의 기사 동아일보 1949.08.30.; 경향신문 1958.07.22. 참고. 다만, 예외적으로 한 50
년대 후반 기사에서는 남편의 사주풀이를 보고 자살한 여인의 사건을 다루면서 사주풀이
를 미신으로 직접 지칭했다.

123) 이는 대상이 엄밀한 기준에 의해 분석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그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접근을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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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맥락에서 두드러진 미신이라는 표현이 암시적으로 지칭하는 대상

은 주로 무당의 행위들, 점쟁이, 사주, 토정비결 등이었다. 근대적 계몽의 

맥락에서의 미신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기사에서 단독 테마로서 등장했

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사에사도 미신으로 여겨진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역학 강좌 주부들에게 인기’

라는 1987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문화센터와 여성단체에서 설립한 역

학, 주역, 음양오행학 강좌에 주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쓰면서 이

들이 ‘정신수양’과 ‘고전이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124) 그러나 역학을 정신수양이 아닌 길흉화복만을 점 치는데 사용

한다면 ‘미신 속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 ‘역학을 

역술이니 점술이니 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 사상을 격하시킨 소산’이라고 

주장한 내용도 쓰여있다. 이는, 그간 미신으로 여겨졌던 대상인 역학에 

심취한 이들의 미신이라는 낙인에 대한 항변이자, 차별화인 것이다. 즉, 

동일한 역학에 접근하여도, 그 접근 방식과 믿음의 형태에 따라 미신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미신이라는 낙인이 일제에 의해서 

일방향적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사실도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125) 

또한, ‘우리의 기층문화인 무속문화를 미신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많

아 안타깝다’고 이야기한 황루시 교수의 이야기를 실은 기사가 1988년에 

실리기도 한다.(동아일보 1988.08.02.)126) 

 90년대에 들어서면 그간 계몽적 관점에서 미신이라는 표현을 썼던 동아

일보의 ‘횡설수설’ 코너가 수천 년 역사의 풍수 사상이 일제에 의해 미

신이라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하는 등, 미신의 지칭 대상에 대한 급격한 

전환을 보여준다.(동아일보 1994.07.15.)127) 심지어 근대 과학의 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서까지 미신이라는 표현을 쓴 기사도 

124) 동아일보 | 1987.01.08. 기사(뉴스): 易學(역학)강좌 주부들에 인기
125)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제의 정책과 지식인들의 계

몽 활동이 일제기에 상호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제기 이전에도 개
화파 지식인들에 의한 계몽 의식은 존재했기 때문이다.

126) 동아일보 | 1988.08.02. 기사(인터뷰): 「한국인의 굿과 무당」낸黃縷詩(황루시)씨"巫俗
(무속)문화 迷信(미신)으로 착각 안타까와"

127) 동아일보 | 1994.07.15. 기사(가십):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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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매일경제 1993.06.03.)128) 그러다가 9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동

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에서 미신이라는 표현을 헤드라인과 본문

에 사용한 기사가 거의 사라진다.

 80-90년대의 기사들에서 미신이라는 표현은 점차 줄어들고 사라지는 지

경에 이르렀지만, 이 시기에 사용된 미신이라는 개념도 여전히 ‘허황된, 

근거가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모호한 정의 하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지칭 대상이 변화-본디 지칭했던 점복, 굿 등을 수용 태도

에 따라 미신이 아닌 것으로 보거나 혹은 전통·기층 문화로서, 과학 그 

이상의 것으로 재조명하거나 첨단기술을 내건 허무한 공약에 대한 신뢰 

등을 미신으로 지칭하는 등-했는데, 이는 미신이라는 개념이 껍데기는 있

으나 알맹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하면서도 시대적 역동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언론에서 미신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신이라

는 표현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습득되어 사용되는 듯하

다. 또한, 굿이나 역학 등이 미신이 아니라는 주장도 수면 밖으로 드러났

지만, 여전히 굿이나 역학, 특히 사주팔자 풀이에 대한 계몽·근대기의 

전형적인 인식틀이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인식틀에서 사

주팔자를 폄훼하거나 회의적으로 평가할 때 미신이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러한 인식틀은 특히 인터넷 웹사이트상에서 잘 드러난다. 예

컨대, ‘한무당’129)이라는 단어는,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고 이를 계몽적 의미에서의 미신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무

당’을 한의사와 결합한, 인터넷상에서 쓰이기 시작한 멸칭(蔑稱)이다. 이

미 ‘무당’은 60-90년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기층문화로서의 의의가 

128) 매일경제 | 1993.06.03. 기사(칼럼/논단): 尖端(첨단)이라는 迷信(미신) “최근 우리는 
첨단기술이라는 용어에 너무 현혹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 이러한 이유로 선거때만 
되면 사방에 첨단 공업단지 조성의 공약이 난무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언제나처럼 기대
를 배반한다.”

129) 한무당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게시글들이 등장한다. 그 중 몇 개를 예시로 가져
온다. 2017.10.20. https://www.fmkorea.com/best/811311071(2020.09.11. 11:40 검
색): 한의사가 한무당 소리 듣고 사는 이유중 하나; 2019.12.19.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65028(2020.09.11. 11:41 
검색): 한무당...근황...jpg; https://www.youtube.com/watch?v=Cm8e-22EC08
(2020.09.11. 오후 12:29 검색)

https://www.fmkorea.com/best/81131107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65028
https://www.youtube.com/watch?v=Cm8e-22E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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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고 이것이 언론에도 선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들 사이

에서 ‘미신의 대명사’로서 잔존하는 것이다. 다른 예시로, 2013년도 한 

웹사이트에서 올라온 사주에 대한 글에는 무려 23개의 미신 키워드를 포

함한 댓글들이 달렸다. 23개 중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주를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댓글들이었다. 댓글 몇 개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

다.130)

‘서양의 점성술을 학문이라고 생각 하나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학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3.7.16 

5:39 PM (211.231.xxx.20)

‘아무렇게나 찍는것과 사주로 점친것과 차이가 있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

어요. 사주믿는 사람들은 사주가 미신이라고 하면 불쾌하겠지만 사주가 

미신이 아니라면 이세상에 미신은 없습니다’ '13.7.16 7:16 PM 

(39.7.xxx.251)

‘그리고 철학이라면 과거에는 몰랐다지만 지금은 모순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는걸 알았을때는 일부러 이상한 주장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철학

자들은 지성인들입니다. 사주와 인생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머리

카락갯수가 그 사람의 지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거와 비슷합니다. 

미신적인 믿음은 비과학적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요.’ '13.7.16 9:41 PM (218.54.xxx.25)

‘과학에서 뭐라하든, 그게 비합리적이든,, 누가 뭐래도 난 내가 믿고싶은

거 내 마음이 가는데로 믿을테야~ 이게 무슨 철학이고 학문인가요? 미신

이지. ㅋㅋ’ '13.7.16 9:55 PM (119.204.xxx.193)

 위의 댓글들을 보면 미신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학문’ ‘철학’ ‘과

130)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1608108(2020.09.11. 11:31 검색): 
‘사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점보지 마세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16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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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합리’이다. 그리고 이 네 개념을 모두 서구적 맥락에서 이해하

고,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적임’을 기준으로 미신과 

미신이 아님을 구분하는 것은 전형적인 근대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신이라는 개념과 ‘사주’라는 개념을 직결해 사고하는 방식도 전형적

인 한국의 역사적 맥락이 어느 정도 계승된 것을 보여준다.

2) 미신 개념의 다양화

 한편, 미신이라는 표현이 항상 위와 같은, 근대적 계몽의 산물로서만 남

아있는 것은 아니다. 즉,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미신 개념이 쓰이고 있었

다. 우선, 의외로 ‘사주’나 ‘무당’이 아닌, 구체적 금기(禁忌)나 징크

스(Jinx)를 떠올리기도 한다. 예컨대, 미신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빨간색 글씨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등의 관습적 금기를 떠올리는 이들이 있었

다. 도영연(26세, 여)은 미신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따르지 않을 시 불안함을 야기하는, 안 해서 나쁘지

는 않은 행위이며, 프랑스나 미국에도 있는, 어디에나 있는 존재라고 나

름의 정의를 내리는데, 테이블을 똑똑 두드리는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

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은 미신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강은영

(30세, 여, 천주교)은 “좀 부정적인 어감 아니냐?”면서 “일단 근거가 

없는데 괜히 유난스럽게 믿거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믿는 사람만 굳이 

신경 쓰는 어떤 것”이라며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기는 것을 예시

로 들었다. 이렇게 대답한 이들의 가장 큰 나이 차는 약 15-16세 정도로, 

세대와는 큰 관계없이 해당 관념이 퍼져있음을 암시한다. 이들 금기는 조

선 말기 언론에 기고되었던 미신이 지칭하는 전형적 대상과는 다르다. 이

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대기의 계몽적 미신 담론의 영향으로 미신이라

는 단어 자체는 널리 퍼지고 계승되었으나, 담론 자체가 점차 흐릿해지면

서 개념의 인지 또한 흐릿해지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자발적으로 사주를 미신과 연결해 서술하지 않다

가, 사주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주-미신 개념의 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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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31)을 전제하는 서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사주와 미신을 동시에 이야

기하면, 둘의 관계성을 곧바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미신 담론

과 본래의 미신 개념에 내포된 정치적 암시가 흐릿해졌음에도, 과거 담론 

하의 미신의 의미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잔존(殘存)’하는 미신 개념을 기계적으로 습득했거나 미신의 역사적 맥

락성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미신을 정의해달라는 요청에는 대부분이 난감함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

체로 연령대나 성별, 점을 본 횟수에 관계없이, 미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

기 이전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특징이 있었다.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이미지만 떠올리고 정의를 내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수연(27세, 여)는 ‘사주’나 ‘팔자’ 하면 떠오르

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런 전통적인 뭔가가 있잖아

요. 카드 같은 것도 보고 타로도 그렇고. 별자리도 사실 비슷한 거고. 사

주도 그렇고. 그냥 재밌는 거?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사주와 미신을 

연결했다. 이때, ‘재밌는 것’과 미신이라는 표현이 동일선상에서 나타

나는데, 적어도 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미신

에 대한 당시의 생각에 대해 물었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직접 자신

의 사주풀이를 여러 차례 받아주었던 경험이 있던 한수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Ⅲ-1-1]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어릴 때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

했으니까. 엄마가 어디서 보고 오셨다고 하면, 아 진짜? 뭐라 그랬어, 이

런 정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고 딱히 그렇다고 이걸 

엄청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있구나, 그냥 

전통의 일부.

 위의 인용에서 사주풀이는 어릴 적 어머니가 가끔씩 받아오셔서 뭐라고 

써있는지 확인하던, 과거의 일상적 풍경이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음을 

131)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친연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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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일상적 풍경은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객관적

인 현상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한수연의 “그냥 있구나, 그냥 전

통의 일부.”라는 서술에서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전통의 일부’라는 

표현에서는 60-90년 대의 학자들에 의한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로서의 

무속이나 점복이라는 관점의 영향을 엿보이는 듯도 하다. 

 한수연에게 있어서 특정 이미지로서의 미신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

다. 계몽적인 관점에서의 미신 관념도 부분적으로 존재했다. 이는 의식 

차원에 미신이라는 단어가 던져졌을 때 나오는 ‘의식적인’ 반응으로 보

였다. 풍경으로 묘사되는 미신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

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수연은 미신이라는 표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을 때, “사실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니잖아

요. 그니까 미신의 일종이라고 생각 했던거죠.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우

리나라에 뭐 점 보는 것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굿하는 것도 그렇고.”

라고 대답했다. 이 서술에서는 미신이 과학적이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

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고, 미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학적임’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근대기의 미신 관념의 현존하는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향력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하나

의 또 다른, 객관적 설명을 위한 개념으로 재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수연의 어머니를 포함한 집안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임에도 사주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2) 

 또한, 한수연이 어렸을 때는 사주를 막연히 미신의 한 종류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20세 전후에 6개월 동안 사주명리학을 배우면서 사주는 미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신이 아니라고 느낀 이유는 

본인이 직접 큰 테두리에서 운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에 대한 한수연의 진술이다.

[Ⅲ-1-2]

132) 참고로, 한수연의 어머니는 현재 50대이며, 40대부터 사주를 보러 다니신 것으로 기억
하고 있다. 또한, 주로 친구들이 보러 가자고 하여 보러 갔다. 이모와 함께 보러 가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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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주 공부를 해보니까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확실히 사주

팔자라는게 있고 어느 정도 정해진 큰 테두리에서 어떤 운명이라는 게 있

다고 전 생각해요. 예를 들어, 너 어제 뭐 했어? 물었을 때 맞출 수는 없

어요, 그건 너무 미시적이고 너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들, 그런 거 말

고 큰 틀에서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에

서 굉장히 중요한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 사주

에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 막 결혼이랄

지, 배우자랄지, 아니면 자식이랄지. 병이랄지, 이런 거. (...) 저를 예로 들

자면, 어쨌든 저는 제 사주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사주 처음 봤

을 때 00가 00하는 000할 자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000에 대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뭐 정말 00가 00하면 당연히 그러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보고 백

프로 000할거라는 거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절대 

000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때가 되니까 000하게 되는 경험

을 제가 했었죠. 그게 제 사주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그냥 그렇게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 같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133)

  한수연의 사례는 미신이 그 정의나 이데올로기적 속성이 시간이 가면서 

변천하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미신이 지칭하는 대상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이는 미신 담론의 복잡한 속성을 잘 보여

주는데, 이미 한 번 생산된 미신-점복-부정적 이미지의 연결고리는 약해

졌음에도 여전히 한 고리로서 남아있고, 보편화 된 하나의 상징으로서도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경험적으로 점복은 미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식

도 그 안에 공존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반될 수도 있는 미신에 대한 

인식이 한 사람 내에 공존한다는 것은, 미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일하고 

강력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과거 미신 개념 사용의 일상화로 인한 매너리즘이 계승된 것에서 비

133) 면담대상자의 요청으로 각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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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 계몽적 미신 개념 자체가 큰 관심사가 아

니었을 수도 있다. 즉, 개념 자체에 무감각 내지는 무관심해진 것이다. 이

미 점복이 과거 조선시대의 일상에서처럼 생활 밀착-장을 담그거나 강아

지를 들일 때도 역주로 점을 쳤던 것처럼-적이지 않게 된 근대화된 한국 

사회에서, 그의 세대에서 미신이라는 개념을 수시로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미신이라는 개념이 흐릿한 상태로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한수연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사례가 한미주(40세, 여자)에게서도 나타난

다. 흥미로운 점은 한수연과 한미주의 나이 차이는 대략 13세 정도로 나

서 어릴 적 미신과 관련되어 떠올리는 풍경 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미신 개념의 인식에서 있어서는 한수연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

컨대, 한미주는 미신을 하나의 풍경으로 기억하면서, 딱히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기다가, 그 

풍경이 어느 선을 넘으면서 거부감을 줄 때 부정적으로 여겨짐을 암시했

다. 이러한 경우는 평소에는 미신이라는 개념 자체에 부정적인 함의가 있

다는 인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맹신되

어 경험의 영역으로 나오는 순간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계몽적 의미의 

미신 개념의 잔존을 보여줌으로써, 미신 개념의 복합화를 보여주는 것이

다. 한미주는 미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Ⅲ-1-3]

미신? 아, 미신이라고 하면. 좀 토속적인거랑. 그런 느낌? 인제, 어른들이 

왜, 무슨 개업 하면 돼지머리 올리고 코너에 소금단지를 가져다 놓는다던

지, 다 이런. 느낌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찝찝하면 하는 거고. 적

정한 선에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처럼 온 생활 

속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귀신 본다고 얘기도 

하시고, 검은 고양이 싫어하고.

[Ⅲ-1-4]

맹신을 하면 모든 대화에 “내 사주에는 그런 게 없고..” 대화가 보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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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식으로 돼죠. 모든 걸 사주하고 점으로 기승전결이 그렇게 되더라고

요. 자기가 운이 안 좋아서 계단에서 굴렀던 건데 그게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자기랑 안 맞아서 다쳤다는 둥 이런 식으로 대화가 모든 게 연결

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팔자에 부자한테 시집을 간다는 그것만 믿고 50이 

넘도록 안 가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맹신하시는 분은 그렇

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분을 제가 안 만나고 있죠.(웃음) 그런 식으로 풀이

하면 자꾸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수연과 한미주의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미신의 사전적 정의나 역사적 

맥락에서 쓰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의를 내는 경우도 존재했다. 해바

라기군(29세, 남)은 미신을 정의하기 곤란해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믿음

을 갖는 것?” 정도로 서술했으며, 기독교 신앙도 미신이라고 볼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미신이 기독교 신앙에 정면 배치되었다

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미신 개념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일부 속성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역사적 미

신 개념의 변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바라기군이 29세이고 

한수연이 27세이며 두 사람 간의 나이 차이가 2세가량 남에도, 상이한 미

신 개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미신 담론의 매너리즘

으로 인한 형해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미신 담론이 본래 가지고 있

던 근대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해바라기군의 경우, 그의 가치관에 내면화

되어있었다. 즉, 미신 담론이나 미신 개념에 대한 인식은 불명확하고 흐

릿하지만, 미신 담론이 의도했던 근대적 가치의 함양은 내면화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도 후술하겠지만, 그는 평소 자기 자신의 의지가 중심에 있다

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신앙

에 무관심한 편이다. 문자 그대로 무관심하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 미

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도 않고, 그 나름의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

하였다. 다만, 본인은 그 기능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고, 정말 힘들 때 달

이나 다른 신들을 향해 잠깐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자주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해바라기군의 미신은 근대기 미신의 개념의 변종이면서, 동

시에 그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제거된, 중립적인 개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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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미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주로 하나의 

‘학문’이나 하나의 ‘설명체계’로서 사주명리학이나 자미두수, 기문정

명학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공부하고 있는 경우 주로 나타난다. 이런 경

우, 미신-점복-부정적 이미지의 연결고리는 경험에 의하여 부정된다. 즉, 

이들은 미신이라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특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한다. 이들에게는 미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식된다. 예컨대, 오우수(25, 남

자134))는 미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신앙’과 차

이가 없는 헤게모니를 잡지 못한 것과 잡은 것 차이라고 본다. 오우수는 

미신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Ⅲ-1-5]

미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미신과 신앙의 차

이가 뭔가,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은 없는 거 같아요. 경계

는 없는 거 같아요. 신앙이란 게 더 체계, 조직화 되었다, 안되었다? 그 

차이 같아요. 가치가 있냐, 없냐 그 차이는 아닌 거 같고. (...) 저는 종교 

헤게모니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한국 사회 종교 헤게모니를 잡은 종

교가 명쾌하게 개신교인거 같죠? 개신교이기 이전에는 이거를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135) 유교였고, 유교 이전에는 불교였고. 불교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니, 그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 전통신앙이었겠다, 무속신앙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게모

니가 자연스럽게 옮겨 다니는 거 같아요, 헤게모니를 못 잡은 종교는 미

신 취급 받는 거고.

 즉, 미신은 헤게모니를 잡지 못한 종교에 씌워진 누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미신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개념이라는 지적과 상통하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136) 또한, 과학성이 아닌, ‘기득권을 잡은’ 종교

134) 비록 교적(敎迹)을 천주교에 두고 있지만, 천주교의 수직적 의례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
고, 신앙심 또한 깊지 않다고 하는 무교에 가까운 신자이다.

135) 당시의 종교 개념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136) 다만, 그의 무속에 대한 관념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신에 대한 계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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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미신이라고 여겨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창익이 2020년 

논문에서 근대기에 과학-미신-종교의 관계를 정리했던 것에 의하면, 근대

기의 미신이라는 낙인이 씌워지는 과정의 일부-‘참된 종교’와 미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137) 오우수가 이러한 인식을 갖

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받아왔던 무당의 점사(占辭)에 심적 위안

과 용기를 받았던, ‘좋은 기억’의 영향력도 없지 않은 듯하다. 경제적

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자신도 그 점괘에 희망을 걸었다고 한

다. 또한, 인생이 암울할 때 그 점괘를 떠올리면서 기운을 북돋았다고 한

다. 또한, 무당들이 ‘그의 마음에 드는’ 일종의 카운슬러가 되어준 듯

한데, 자신은 무당들에게 데인, 나쁜 기억은 없고 좋은 기억만 남아있고, 

실제로 신당을 가거나 무당을 만날 때 매우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무속에 친화적이다. 

[Ⅲ-1-6]

신당에 들어가는 기분도 좋은 것 같고, 고유의 기분, 성소에 들어가는 기

분. 성소 중에서도 정겨운 성소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 천주교인데 천주

교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봤고 대형교회, 소형

교회 다 가봤고, 절도 가봤고 온갖 군데를 다 가봤는데, 신당 같은 심지어 

아파트 신당인데도, 들어가면 정겨운, 입체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 

신령님들의 외양이 다 동양인이고. 옛날부터 탱화를 좋아했어요. 실제로 

탱화 때문에 불교 예술도 좋아하는 편이고. 그냥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1:1로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는, 어차피 그분은 사제고 저는 일시적인 신

도잖아요, 아닌가? 1:1로 교류를 한다는 게 정감이 있는 거 같아요. 

시각과 맞닿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굿이나 치성으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다.”라고 진술하거나 자신은 그런 ‘사기’에 “호구 잡히지 않는다.”
는 진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시대적 분위기에 근거한 ‘합리적’ 면모라고 칭
해졌을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앙 혹은 믿음의 여부는 자유이지만, 신도나 고객에
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고려 때부터 지적
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계몽·근대화 시기의 시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137) 이렇게 미신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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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고등학생 때 여러모로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명리학

자에게 듣는 풀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주명리학을 공

부했던 것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듯하다.138) 

 한편, 어렸을 때부터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양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다가, 고등학교 때 과학의 방법론에 피로감139)

을 느끼고 새롭고 동양적인 것,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것을 찾아보고자 

하게 되면서 동양철학 등을 접하다가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현재까지 

사주명리학 공부를 하게 된 癸亥(28세, 남자140))는 사주를 비롯한 동양 학

문이 학문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Ⅲ-1-7]

음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거에요. 저도 깊이 찾아본 

건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문화를 억제하려는 운동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선입견이 우선 가장 크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알기론 북유

럽이나 집시에서 비롯된 점술들도 오랫동안 존재해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처럼 그렇게 핍박받진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 같아요.

 癸亥는 근대기에 사주 명리학이 미신으로 여겨진 큰 맥락에 대해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그에게 단순한 ‘과거에 일어났던 일’ 정

도인 듯하다. 또한, 癸亥는 기본적으로 사주 명리학을 동양 ‘학문’으로 

보며, 서양 자연 과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 관계로 여기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 과학을 접해오고 스스로 

공부해왔던, 나름대로 과학에 박학다식한 사람으로서 근대기에 과학성이 

138) 오우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7년 정도 사주명리학 공부를 이어오고 있다.
139) 그러나 다음 장에서도 후술하겠지만,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 곧 과학에 대해 등을 돌

렸다는 것은 아니었다. 과학 또한 세상을 읽어내는 다양한 시각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40) 어린시절 어머니를 따라 몇 번 절에 간적이 있지만, 불교에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불교라는게 어떤 믿음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믿는 존재는 아니잖아
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전해져오는 책들이 있고 그거를 공부하는 차원이라고 생
각하거든요. (...) 개인적으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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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되었다며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사주 명리학을 학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Ⅲ-1-8]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로 장난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결과가 

랜덤하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거든

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언젠가 죽는다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의 운

명인거죠. 예를 들어 중력이 있으면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사과의 

운명인거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고. 이런 물리학도 변하지 않는 원리나 

법칙을 찾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 쪽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니까

요, 그런 것들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 사주를 과학적이라 하기

에는 무리가 있지만, 서로 공통된 점이 있어요, 사주와 과학이. 어쨌든 인

과관계를 물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태어났으면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거다, 라는 것은 명리학과 

과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한편, 점복자들은 근대기의 계몽적 패러다임과 그 잔존(殘存)적 영향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業)이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하

는 이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미신으로 불리는는 것에 대한 반발(반

박)과 비판을 하는 동시에, 점복 행위를 미신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동종

업계의 특정 행위를 비판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 전략은 진정한 

미신은 따로 있다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인 것이다.141) 점복자 윤하의 사

례는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주명리학과 기문정명학을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있는 윤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클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신문화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홀대를 받고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서양의 외래 문물에 의한 

141) 김동규의 2012년 논문 286쪽에 의하면, 이러한 점복자들의 언술은 ‘타자화과정의 대상
이 된 행위자들의 반응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전술(tactics)’을 분석하여 ‘작용과정의 전
모’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 79 -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즉, 이러한 언술에서 사람들의 사고 안에 남아있

는 근대기의 계몽적 미신 개념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역으

로 점복자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윤하는 주변 사람들 중 천주교 신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업(業)과 공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음을 토로했다.

[Ⅲ-1-9]

“내가 지옥 갈 사람을 구제해 줘야 하는데”라고 해. 참 교만한 말이지. 

내 친구도 똑같아요, 하느님 타령하고. (...) 상대를 무시하는거야. 조상이 

뭔지 뿌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거야. (...) 이런 얘기 

하면 국수주의자라고 해.

 윤하는 서양 과학과 기문정명학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서양 과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외래 문물에 물든 시선 때

문에’ 기문정명학이 학문으로 취급되지 않고 ‘점쟁이’의 도구로 취급

되는 것에 한탄했다. 그는 기문정명학이 한반도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전해져 내려온 민족의 유산-인간 삶 전체와 연결된 수련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 매우 큰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다. 

[Ⅲ-1-10]

00 모임을 국회에서 해요. 00에서 왔다고 할아버지 같은 대접을 받는거

지. 그만큼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고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피폐해져 있는

거지. 우리 것은 못났다, 외국에서 온 것이 최고다. 우리 것이 최고인데. 

 ‘우리 것은 못났다.’라는 표현은 언뜻 앞서 살펴본 조선 말기~일제강

점기의 개화파 지식인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동시에, 피지배국의 근

대화와 강국(强國)에 대한 열망과 ‘전근대’에 대한 열등감도 떠올리게 

한다.

 윤하는 다른 점과 자신의 업과 학문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 명리학

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 점과 명리학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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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도 명리학에 의한 사주풀이 등을 ‘역리점’으로 구분(김태곤 외 

1998)하는 것에 반해, 윤하는 점과 명리학과 구별했다. 비록, ‘점’=미신

이라는 도식의 언술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학문’으로서의 그 

무엇과 학문이 아닌 것을 엄격히 차별화하고 있었다. 하정운(50대, 남자) 

또한 사주 명리학을 ‘학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주 명리학이 옛날 같

으면 정치적으로 미신적인 요소로 포장되어 이용되는 면이 있었다고 하

며, 사주 명리학이 그 풀이의 배경이 되는 원리가 잘 설명되지 않고 ‘신

비’로 포장되었을 때 미신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미신이라는 개념

이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자신의 업(業)이 과거에 미신으로 

불려왔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업이 미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다.

 민진우(40대, 여자) 또한, 윤하의 사례처럼, 점과 ‘학문’으로서의 점성

술, 사주명리학을 구분하며, 주변에서 자신의 업(業)인 타로, 점성술, 사주

명리학을 기반으로 한 상담에 대한 사람들의 ‘묘한 시선’을 느껴왔으

며, 자신을 ‘무당’과 동일시하는 일도 많이 겪어왔다. 또한, 이러한 

‘묘한 시선’은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다

고 했다. 자신이 직업에 대해 떳떳함을 느껴도, 자신의 직업을 밝혔을 때 

사람들의 묘한 반응-쉽게 표현하면 신기(神技)가 있는 예언자나 무당으로 

보고 궁금한 것을 물으면서도, 왠지 꺼리는 것 같은-에 이제는 굳이 직업

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비록 자신이 그 업을 택하였음에도, 타

로, 점성술, 사주명리학을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어떤 것’이라고 지칭

하기도 했다. 민진우의 주변 사람은 물론, 점복자인 민진우 본인에게도 

미신=‘금기시되는 어떤 것’이며 현실의 실재적·공적 영역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근대적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현실의 실재적·

공적 영역에서 공존 불가능성’은 아래의 진술 중 터부시되는 대상을 하

는 것에 대한 ‘집안의 반대, 주변의 눈’으로 표현된다. 다음은 민진우

의 관련 진술이다. 

[Ⅲ-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터부시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타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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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사주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배우기를) 고

민을 했는데,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학습을 권유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

었지.

[Ⅲ-1-12]

다 나가떨어졌어. 왜? 집안의 반대, 주변의 눈 그리고 나는 싱글이다 보니

까 이게 가능했던 거 같애. 가족이 있으면 남편, 자녀 눈 봐서 못해. 다들 

공부는 열심히 하셔서 자기 가족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다음

을 못 나가셔. 왜냐면 사회적으로 내 자녀한테 내 남편한테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 봐. (...) 그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 점 보러 왔다고 해요, 

나보고 보이고 들리냐고 물어봐요. 나 보이고 들리는 사람 아니라고 그렇

게 얘기를 하지. (...) 보통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신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우리는 이거를 학문

으로 배워서 풀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 나는 

내 직업이 부끄럽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서 말

을 하지 않지. 굳이 말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거든. 이거는 누구나 겪는 

경험인 거 같아. 그냥 말만 해도, 그래서 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알

아. 

 배윤재(62세, 여자) 또한 이들과 유사한 미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서

예를 10년 이상하고 사자소학, 사서삼경, 주역 등을 공부해왔던 그는 

‘점’과, ‘학문’으로서의 자미두수·사주명리학을 명확히 구분하였으

며, 미신으로 불리는 것은 곧 타로, 매화역수, 육효 같은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고 이들이 미신으로 여겨지는 것은, 유일신의 영역인 미래를 

‘예언(豫言)’에 거부감을 느끼는 천주교, 기독교의 영향일 것이라고 이

야기했다.

[Ⅲ-1-13]

연구자: 이거를 미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배윤재: 아, 이거는 그거하곤 좀 달라요. 점을 치는 거는 외려 타로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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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일치, 순간의 선택으로서 이야기하는, 점사라고 하지. 점괘. 매화역

수, 육효 그게 점이야. 이거(자미두수)는 학문이야. 하나의 학문으로 들어

가. 주역처럼, 역학이 하나의 학문이에요. 아주 오래됐어요. 조선 시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2. 점복의 미신화 요소

 비록 미신 담론은 형해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점복-미신-부정적 

이미지의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것은 점복의 예언적 속성이 한 가지 이유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복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 중 하나는 ‘진실’이

다. 진실은 발화시에 진실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 발화의 성격

에 따라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다. 발화가 담은 내용이 현재 

상황에서 쉽게 예측되지 못하고 따라서 증명이 불가능하고, 때로는 그 진

실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러하다. 또한, 발화자의 화술이나 

발화시의 비언어적 요소 등에 의해서도 그러할 수도 있다. 또한, 진실과 

자주 연결되고, 진실이 중요 테마로 여겨지는 대표적 영역 중에 하나는 

예언, 예측이다.

 예언(豫言)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숱하게 등장하는 테마이다. 다양한 

신들에 의한 신탁(神託)은 신화의 주요 내용을 이끌어가는 장치이고, 이는 

그만큼 과거에 신의(神意)에 따르고 의지하며, 그와 밀접히 연관된 예언도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음을 암시한

다. 카산드라에 얽힌 신화142)는, 예언과 정치 그리고 광기(狂氣)와의 삼각

관계를 암시한다. 예언은 순수하게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 맥락에 

따라 광기의 발현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143) 또한, 예언자와 사람들 사이

142)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의 딸인 카산드라의 이야기이다. 카
산드라가 태양신 아폴론의 총애를 받아 예언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카산드라가 아폴론
의 총애를 의심하여 그를 거부하자 아폴론이 카산드라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
들어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마저 카산드라를 미치광이로 여겨 결국 트로이가 몰락하게 
된다.

143) 여기서 정치적이라 함은 직접적으로도, 은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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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 예언이 예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예언의 숙명적인 비극도 함께 보여준다. 

 위에서 서술한 점복자들의 언술에서도 이 두 가지 예언의 비극과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때 예언은 그리스 로마 신화적 맥락에서의 

예언 그대로라기보다는, 보이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은 대략적인 큰 틀을 

예상하고 읽어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144) 레비스트로스는 인

간사회의 다양성을 뛰어넘는 본질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구조로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레비스트로스 2005[1964-71]) 즉, 진실을 말하는 

예언에 얽힌 비극과 장애는 어쩌면 보편적인 일이며, 이것이 현재 한국의 

점복자들에게도 일련의 시련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적어도 점복자들 

스스로는 그들이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145) 점사(占
辭)나 사주풀이는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146) 때로는 거친 어조

와 화술이 사용되며, 그 점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도 빈번하기에, 많

은 경우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1)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역사’의 부재

 예언에 대한 믿음은 예언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달려있다. 즉, 눈에 보

이는, 소위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증거 없이, 예언자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따라 예언이 예언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베버의 표현처럼 주

술화된 사회였다면, 예언자의 선관계적 능력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획득하

기 비교적 용이했을 것이다.147) 그러나, 주술이나 종교가 현실의 영역에 

개입되는 것이 금기시되는 근대기 전후 그리고 현재에는 선관계적인 예언

144) 두 경우 모두 일반인의 눈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하겠
다. 또한, 여기에서 쟁점은 점복자들의 점사가 실제로 들어맞느냐가 아닌, 그들이 그들의 
학문 내지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145) 물론 점사의 참, 거짓 혹은 일치, 불일치 여부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중심 쟁점이 아니며, 따라서 이와 같이 가정한다. 

146) 사람에 따라서는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147) 물론 2장 3절의 로마 사례에서 본 것처럼, 모든 예언자가 모든 사회에서 항상 인정받

은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본 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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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경험적 증거가 요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사주명리학을 미

신이라고 여기는 언술에 대해 흔히 등장하는 클리셰는, 사주는 과학이거

나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2000년

대 초반 역학자들의 논문에서 드러나고, 현재 웹사이트 상에서도 드러난

다.148) 이들 주장의 문제점은,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엄밀하게 

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반사적으로 ‘과학적’이라는 표현

을 하는 것이다. 장석만에 의하면, 과학이라는 단어는 science의 번역어로

서, 현재와 같은 의미-즉, 서양의 자연과학-로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재되

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이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는 science의 풀이

는 ‘격물궁리(格物窮理)’ 즉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장석만 2016) 즉, 격물궁리로서의 학문은 서양의 자연과학이 수입되

기 전에도, 조선의 학자들로부터 발전된 유례가 있는바, science는 ‘조선

만의 격물궁리’를 지칭할 수도 있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학 

개념에 대한 고찰 없이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149)이라는 표

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점복자들의 인식과 경험에서도 여실 없이 드러나고 있었

다. 민진우는 점성술이 본래는 ‘점성학’이었으나, 그에 대한 실재적 자

료가 없어져서 점성술로 불리고 있다고 하였다. 윤하 또한 기문정명학이 

매우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 역사성을 밝힐 증거가 소멸해서 

신화로 취급되고 있다고 하며 일부는 “(기문정명학의 존재적, 이론적 신

뢰성을 담보할)증거부터 찾는다.”라고 했다. 다음은 민진우의 서술이다.

[Ⅲ-2-1]

타로, 점성이 먼저일거에요, 명리보다. 점성으로 다, 다 별자리 얘기야. 갈

릴레오 갈릴레이 거기에도 점성 나와요, 천문학. 거기는 점성학으로 있었

어. 지금 점성술로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가 없어져서, 그 자료를 

다시 찾고 있기는 하지 우리나라에서.

148) 네이버나 구글 등 여러 포털에서 ‘사주는 과학’이라는 문장이나 ‘사주, 과학’의 키워드
로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

149) 소위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자연과학이라는 ‘절대성’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
은 학자들에 의해 그 한계를 지적받은 바 있다.(이용범 2005; 유주경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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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언 그리고 반란/반모와 정치적 숙청

 그렇다면 점성술이나 자미두수, 기문정명학 등에 대한 자료들이 왜 많이 

남아있지 않고 소멸해서 증명할만한 자료들이 이토록 부족하다고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윤하와 배윤재의 언술

이다.

[Ⅲ-2-2]

 그게 왜 숨었냐면은, 고구려 말쯤에, 고구려 무너지니까 여기서 구궁(九
宮)이 나와요. 예전 왕조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요새는 그걸 선거로 대체

하니깐, 역모에 관한 건 선거로 대체하고. 예전엔 전쟁, 전쟁이 제일 무서

웠잖아. 그거를 보기 위해서 구궁을 봤는데, 구궁을 보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 보는 사람을 불러서, 예전에는 (그 사람을) 왕궁

에서 다스렸어요. 잘 본다고 하면 왕명으로 다스렸대요. 그랬는데, 불러갖

고는 구궁을 보게 한 다음에, 돈을 잔뜩 줘 놓고는 뒤에서 가서 자객을 

시켜서 죽이는거야. 왜냐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러다 보니까 자꾸 숨어들었어요, 비밀리에.

 윤하는 기문정명학이 사람의 명(命)뿐 아니라 역모(逆謀), 전쟁에서의 승

패와도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왕실에서 기문정명학의 구궁(九宮)

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듣고는 자객을 보내 죽였다

는 것이다. 이는 기문이 가진 일종의 예언 능력이 고대에 전쟁과 나라의 

명(命), 정치적 배신 등과 필연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따

라서, 예언을 하는 학문들은 비밀리에, 은둔하여 소수에게만 전수되어 대

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때로는 정치적 이유로 책들이 불태워지

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증거가 남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윤하의 주장과 유사한 논의는 조용헌, 오정우의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사주명리학도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여겨져, 역모와 반란 

사건에 연루되었고, 유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사주명리학을 꺼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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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썼다.(조용헌 2001) 오정우 또한 자미두수가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되

고, 그를 계기로 정적(政敵)의 경계와 탄압을 받았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정우 2018) 예컨대, 인조반정을 치르기 위해 심기원(沈器遠, 1587

년~1644년)이 심곡 김치를 찾아와 운명을 물었다는 야사도 전해져 내려온

다.(ibid: 472) 또한 반정 세력들이 심곡의 저서인 『심곡비결』을 역모의 

기반이 되는 불온서적으로 인식했고, 그를 귀양보내라고 인조에게 상소를 

올리는 등 심곡 김치는 정치적 견제를 받았다는 것은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ibid.: 477)

 

3) 예언의 장애물, 의사소통의 곤란

 예언은 눈앞에 일을 묘사하는 것처럼 생생할 수도 있으나, 조짐과 상징

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예언은 그 자체로도 모호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림 그리듯이 말해주는 것도 앞선 

일을 예견한다는 점에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대략적인 큰 흐름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쨌든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

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큰 흐름’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각을 달리하여 이야기하면, ‘모호한 말’이 된

다. 그리고 이 ‘모호한 말’은 해석의 차이를 낳게 된다. 말이란 것은 그 

자체로, 단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문화적 코드

나 스키마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체적

인 상황-예를 들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된 것 같은-을 결여한 말은, 그 

자체로도 모호한 말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개념이 단일한 

어떤 무언가를 설명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이정덕과 코젤렉의 

논의와도 통한다.(이정덕 2017; 코젤렉 1998) 그리고 이 모호한 말은 의사

소통의 문제를 낳는다. ‘예언’은 카리스마로 지탱되는 바, 의사소통의 

문제로 예언이 ‘거짓된 말’이나 ‘헛소리’로 들리는 순간 예언은 예언

이 아니라 사기로 바뀌게 된다. 유사하게, 점복에서의 ‘의미의 불일치’

로 인한 소통의 결렬은, 계몽적 맥락에서 미신으로 여겨지기에 최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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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복의 ‘숙명적’ 특성이다.

 오우수는 사주명리학을 약 5-7년 간 공부해왔는데, 그동안 여러 임상적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 무료로 사주풀이를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현

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주풀이를 해주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

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절망감’을 느꼈다고까지 표현한다. 상대

방이 사주명리학 내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자신이 그 용어들을 풀어서 설명하면 풀이의 ‘오류의 폭’이 너무 커졌

다고 한다. 그 둘을 절충하려 했지만, 절망감이 너무 심해서 포기했다고 

한다.

[Ⅲ-2-3]

제가 임상도 혼자 들여다보지 남한테 읊어주지 않거든요? 예전에 한때 남

한테 읊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뒤론 제가. 가장 근본적인 회의감은 뭐냐면, 회의감이라기보다는 의사

소통에 대한 절망감(‘FRUSTRATION’)이라고 해야 하나? 절망감 때문에 

그만둔 게 있는데 TECHNICAL하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먹어, 자세

하게 설명하면 오류의 폭이 너무 커지잖아요.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절충점을 찾고 말고 필요 없이 그냥 절망적이다. 그냥 나 혼

자 보고 나 혼자의 언어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 사주명리학 관련 용

어 사용하면 상대는 그게 뭐야? 대운 세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시작해야 하니까. 실제로 인터넷 점사를 보내드릴 때 먼저 읽으세요 하고 

개요 문서를 보내드린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 보는 사람도 아니

고, 당시 저는 공부를 위한 임상자료가 필요했으니까. 맞바꾼거죠, 니가 

임상자료를 주면 내가 무료로 봐 드린다.

 또한, 윤하는 기문의 풀이는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절대 ‘일 방향적’으로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하고 있

는 일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고 했다. 또한, 한 사람에게서도 그 해석이 때

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며 ‘산수처럼 1+1=2’가 아니라고 했다. 예컨

대, 같은 ‘살(殺)’이라도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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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Ⅲ-2-4]

우주가 돌아가면서 어떤 작용을 하잖아요, 작용에 대한 걸 언어로 문자로 

풀어놓은거죠, 하늘과 통하는 말. (...) 나타나는 방법은 그 사람의 활용도

에 따라 달라요. 삼형살은 일반인들에게 들면 다치지만, 한의사는 하루종

일 침만 놔요. 의사들은 하루종일 수술해요. 살을 쓰는 사람은 그쪽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돌을 깨거나 몸을 다치거나. 일방향

적이지 않아요. 산수처럼 1+1=2가 아니에요. 

 또한, 조금 다른 맥락에서 같은 풀이를 듣고 누군가는 수긍하고, 누군가

는 풀이가 잘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꽂

히는 데가 있어서 어디 뭔가 보인다 싶으면 한군데 확 몰빵한다.’라는 

점사가 나왔을 때, 누군가는 그에 동의하면서 당사자에게 “정말 (점사가) 

맞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당사자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150) 또한, 한수연은 ‘좋은 사주’라는 표현을 쓰기

도 했는데, ‘좋다’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

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은 나쁜 사주라 못 쓰겠다.’ 혹은 ‘안 좋

다.’라는 표현을 점복자가 했을 때, 어떤 점에서 나쁘고 좋지 않다는 것

인지 특정해주지 않으면 내담자들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151)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성다빈(33세, 여자)은 받아온 점사

에 대해서 친언니와 함께 그 점사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

분을 들 수 있다.

[Ⅲ-2-5]

언니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안 맞더라. 큰 문서 줄 일 

150) 참고로, 당사자는 자신의 성향을 감추거나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151) 2008년에 방영되었던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한 일화(에피소드 123화)에서 주인

공 이순재(이순재 분)가 관상가인 자신의 친구에게서 손자의 친구의 인상에서 ‘왠지 배신
할 것 같다.’라는 풀이를 듣고 그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몰수하는 정도의 
배신까지 상상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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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는 큰 수입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걸로 생각했

겠지, 000니까. 근데 아니었다고, 근데 나는 그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

지 않냐고. 우리 언니 이번에 또 대학원 가거든. (...) 그런 거 아닐까, 합

격증도 문서 아니냐, 이랬더니 우리 언니가 싫어하더라고. (...) 근데 기억

이 달라 웃긴게. 나는 이제 하나도 안 맞았다. 근데 난 위로를 받았다, 맞

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안 맞았으니까. 근데 언니가 거기 또 가보자

고, 너무 잘 맞지 않았냐고 그렇게 기억하는거야.

하효정의 사례 또한 점사에서 사용된 표현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하효정의 점사에 대한 판단은 때로는 

‘자의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이는 ‘경험적 판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험=하나의 단일한 실체를 가진 객관적인 것이라는 도

식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준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하효정의 언술이다.

[Ⅲ-2-6]

오늘 하루가 뭐 80프로가 기분 좋은 날이다, 이러면 진짜 맞고 이러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40프로 나오고 30프로 나오면 봐봐 오늘도 이렇게 30프

로여서 운이 안 좋았잖아, 이렇게. (...) 제가 약간 좀 운이 좋은 편이란 말

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에요, 운이 좋다고, 어 그것도 맞네. 

(...) 생각지도 못한데서 도와준다고 해야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

요. 시험 같은 거 봤을 때도 애들보다는 조금 더 덜 했는데 나올 거 같은 

것만 눈에 보여서 남들보다 점수가 많이 나온다던지, 취업이 빨리 된다던

지, 그런 거? 

우선, ‘운이 30프로’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바도 매우 모호하고, 따라서 

‘운이 30프로’인 날에 자신이 어떤 상태여야 그것이 입증되는지도 모호

해진다. ‘운이 좋다’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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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신 너머 점복의 의미와 해석들

 

 앞 장에서 현재 미신(迷信)이라는 개념이, 과학과 경험을 기준으로 한 계

몽적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고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로 나타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미신이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에 대

한 진술도 일치되지 않았음 또한 살펴보았다. 이는 미신이라는 개념이, 

특히 현재에는 모호한 단어로 존재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무감각하고 중

립적인, 탈(脫) 이데올로기적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미신 개념이 한국에서 ‘비과학적’인 것의 대명사로서 체계세계에서 계

몽적 담론으로 탄생해 민속세계로 하강(下降)했지만, 정작 민속세계에서는 

개념의 매너리즘 그리고 그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미신 개념 자체에 대

한 무감각, 무관심 등의 이유로 형해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개념

의 형해화는 사람들의 인식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152) 즉, 사

람들은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적 관점 이외의 

다양한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점복은 단순히 과학적이지 않은 것 이

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때로 점복을 미신이라 

부르면서도 점복 행위에 있어서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형해화된 개념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점

복을 향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즉, 눈에 보이고 인간의 힘

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굳건히 믿는, 베버의 본래적 의미에서의 ‘탈주술

적’ 태도와 재주술적 태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재

성·재주술적 태도라 함은, 전근대의 주술적 사고방식의 기계적 귀환, 그

리고 그것이 ‘근대적 사고’를 완전히 대체(代替)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구 근대적 사고를 상징하는 경험적 입증 및 그 경험 주체의 이성 강조

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경험이나 감각의 ‘논리’로는 입증되지 

않고, 레비 브륄(Lucien Levy Bruhl, 1857-1939)에 의하면, 때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입증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 일종의 절대적 ‘선관계(先關
係)’(레비 브륄 2011[])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에 가깝다. 때문에, 이러한 

152) 이정덕 2017 논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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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게 된다. 비집고 들어오는 선관계

적인 어떤 것을 접하게 되는 계기와 배경이 다르고, 그를 수용하는지 하

지 않는지도 다르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집고 들어오는 선관계적인 어떤 것은, 소위 전근대 혹은 무

(無) 문자 집단에서 나타났을 법한 사고방식-레비 브륄이 서술했던 것처

럼,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감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현

전과 활동을 즉자적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직관에 기반하고, 감각 세계

와 다른 세계를 동일시하여 함께 이해하며, 이러한 경향이 집단적 관념 

속에서 나타나는(ibid. 83-87)-의 일부는 귀환하되, 집단적 관념으로 나타

나지 않고 ‘모든 것이 매 순간 신비한 힘’(ibid. 87) 즉 모든 것을 선관

계적인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고만 하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개념과 실제 대상에 대한 이해는 상호작용, 특히 개념에 근거하여 

실제 대상에 대한 큰 이미지를 형성(이정덕 2017)하는데, 저마다 각기 파

편화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미신 개념은, 점복을 비롯한 선관계에 대

한 이해도 각기 다르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선관계적 대상과 원리

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문들이나 여러 점(占)들이 여전히 탈주술적 사고

체계에 근거한 근대의 계몽적 관점에서 미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이를 미신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점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주술적 사고체계의 양상은 단순히 믿음의 여부로

만은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선관계적 대상에 대한 믿음(belief)이 상황에 따라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

왔다가 특정 상황이 끝나면 다시 무의식의 차원으로 내려가거나, 유물론

자라고 본인을 설명하면서도 선관계적 체계에 대한 무언의 신뢰를 가진다

던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다양한 재주술적 태도들이 항상 개인의 전 영

역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도 특징적이며, 자연 과

학이나 여타 종교들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다.153) 

153) 물론 하나의 체계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도 서양의 과학이나 종교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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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력(自力) 신앙 속의 점복

 앞서 살펴보았듯이, 체계세계에서 탄생한 계몽적 미신 담론 하에서 과학

은 곧 진보와 발전의 동의어로 여겨졌고, 점복은 과학에 대한 무지와 나

약한 의지와 심성의 결합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었다. 즉, 점복은 ‘비

과학적임’과, 과학은 ‘인간 의지의 무한함으로 인한 진보’라는 자력

(自力)서사와 연결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몽적 담론은 민

속세계로 하강하여 잔존하면서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고 있다. 자력에 대

한 신뢰가 강한 이들 사이에서도 점복은 이루어졌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점복에 대한 의미가 생성되고 있었다. 이는 현대성의 민속화(강정원 2020: 

29), 즉, 자력 서사라는 근대의 계몽적 가치관에 가치와 감정, 전통이 매

개되는 양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자력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점복을 

자발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주풀이는, 보통 친구들이나 친지들, 지인의 요청으로 2인 이상 소집단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주풀이를 보는 행위에 있어

서 본인의 신념이나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지는 않으며, 친구가 보러 

가자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봐볼까?’라는 생각이 강하다.154) 좋은 점사

만 하나의 덕담으로서만 듣기도 했다. 때로는 사주풀이 혹은 점사(占辭)가 

부정적이어도, 하루 이틀이면 모두 잊어버리기도 한다. 즉, 이때의 사주풀

이는 외출 반경의 노선 중 하나이거나, 일시적인 호기심 충족 정도의 의

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관계’에 대한 믿음은 사주 풀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영역-예컨대 신적 존재나 귀신의 존재-에서는 나타

나기도 했다.

 예컨대, 해바라기군은 타로 카드 및 사주풀이를 본 경험이 몇 차례 있지

만 모두 지인의 권유에 응해서 함께 간 것이 전부이고, 특별히 타로나 사

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믿거나 흥

154) 물론, 사주 풀이를 미신으로 여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동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친구만 사주 풀이를 보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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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이왕 본 것이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한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자신이 평소 경

험해서 느껴왔던 것에 대해서만 공감하고, 자신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점괘를 보기 위하여 

사주나 타로를 볼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내가 항상 주체였기 때문

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Ⅳ-1-1]

이거는 죽어도 못 고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떡하나, 그냥 받아들

이고, 그냥 이 정도만 지키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받아들였단 말이

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 공감이 갔던거지. 맞다는 건. 이걸 봐

서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진 않아. 항상 내가 주체였기 때문에 어디 의지

하고 그러진 않아, 혼자서 산 기간도 길었고. 참고는 되겠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바

뀌어야 하는거거든. 누가 아무리 옆에서 기분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릴 

수도 있거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해야 어느 정도 기분이 좋은 

거 같아.

즉, 해바라기군은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중심에 두는 사고를 하고 있으

며, 따라서 사주풀이는 점괘에 상관없이,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사주풀이가 자신의 삶에 대해 정해진 해법을 주는 것

에 거부감을 느꼈다. “점은 타인이 나한테 풀이해서 주는 거잖아. 그건 

이제 결과를 결정해서 주잖아. 근데 나는 내가 결정한단 말이야. 나는 결

정해달라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며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은 없다고 믿

는다, 그리고 종교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바라기군은 점

복은 유사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기반하는 것이지만, 점복 또

한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다. 자신이 너무나 힘들 때는 초월적인 존재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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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러 신들, 하느님, 부처, 알라 등이나 달에게도 빈다고 하였다. 초월

적인 존재가 존재한다고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생각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그 믿음이 잠들어 있다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의식의 차원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때 기도의 내용이, 자신이 아프

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포함해 주로 자신이 목표하고 결정한 것을 결국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조차 

자신의 의지로 삶을 헤쳐나간다는 신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Ⅳ-1-2]

(종교는) 내가 의지하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 좀 도와주세요, 하

는 거지. 가끔 그래, 가끔, 아프고 그럴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느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신적인 존재를 믿으니까. 신은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 내가 믿는다는 것은 신 자체지, 하느님 이런 게 아니란 말

이지. 에너지 거대한 우주의 흐름이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안 좋은 그걸 좀 믿어. 주체가 계속 또 같은 걸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고 하잖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고. 맞다고 생

각하거든. (...) 나는 그걸 경험했거든.

해바라기군은 스스로는 점복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지만, 다른 사

람에게 있어서 점복의 존재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초월적

인 신의 존재를 믿고 때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점복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효정(25세, 여자)에게서는 해바라기군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이 나

타났다. 해바라기군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그에게 경험적으로 와닿지 않은 신적 존재들에 

대해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의지할 때가 있다면, 하효정의 사주풀이나 

귀신, 신내림에 기반한 신점(神占)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생생한 경험이나 

본인의 확인 등 경험적 근거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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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본래 무당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으나, 가까운 친구가 무당의 점사

가 잘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당의 영적 능력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

고, 그 이후로 진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반

대로, 비슷하게 선관계적인 대상을 다루고, 오히려 무당의 점사(占辭)와는 

달리 ‘학문’으로 그 기록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전해져오는 사주명리

학에 근거한 사주풀이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있는 건 (신빙성도 없는데) 

왜 봐?”라고 했다. 사주풀이에 대한 친구들의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

았기 때문이었다. 

[Ⅳ-1-3]

예전엔, 길거리에서 타로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제가 안 믿었

어요. 그냥 그런 거는 다 사람들이 눈으로 맞추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친

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는다고 하니까 솔직히 그

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대박 나고 그랬겠지, 그런 거 볼 바에야 무당집 

가서 돈 주고 보는 게 낫지. (무당은 신뢰하시는 건가요?) 원래 관심이 없

다가, 어떤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가던 무당집이 있었대요. (...) 가서 점 

봤는데 조상 중에서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다. 산소에 가봐라. 

(...) 산소를 가 가지고 잘 절 드리고 나서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에요. 그

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무당집 가볼까? 생각이 드는거에요. 그때부터 

호기심이 생겨서.

나아가, 호기심으로 찾아간 무당이었어도, 그의 점사가 자신의 실제 상황

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 무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다.155) 그러나 

여전히 ‘용한 무당’ 즉 신의 목소리로 점사를 주는 무당의 참 존재에 

대해 호기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55) 이는 해당 무당을 다시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언술에서 드러난다.
: “갔는데, 너무 안 맞는 거에요. 그때는 미래를 얘기하니까 어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

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12월에 교통사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년도 12월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사고도 없고. 그리고 8월 달에 돈이 들어온
다는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한 거 같아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 몇 가지 빼고는 다 맞지 않았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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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4]

지금은 (신점) 볼 의향 없는데, 아, 근데 또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저

는 무당집 갔는데 별로였잖아요, 다른 데는 또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드는거에요. (...)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지역

이 달라서 못 가고, 친구 소개받아서 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고 진

짜 유명한데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또한, 하효정은 “(점사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거지, 신을 믿

거나 그런 거는 부정적이지 않아요.”라고 하며, 신점이나 사주풀이에 대

해 부정적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믿음은 어디까지나 자신과 

자신 주변의 경험적 판단에서 옴을 암시했다. 실제로, 그는 길거리 사주

에 대해 친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맞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한 반면, 인터넷으로 본 사주풀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일치함에 강

한 호기심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의지’했었다고 했다.

[Ⅳ-1-5]

지나가다가 한 번은 (사주) 본 적 있었거든요, 길가에서. 남자친구랑 가서, 

(둘이) 잘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보러 간 거라서. 함 볼까? 해서 본 거고, 

무당집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봤던 거고. (...)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

서 무당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뭔가 진짜 귀신을 보거나 신내림 받은 

거는 뭔가 있을 거 같은데, 그 길거리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도 아니

고, 공부해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타로나 그런 것들은. 그게 맞을까? 이

런 생각이 들어서. 찍는 것도 있고. 얼굴이나 말하는 거 보면서 때려 맞추

는 것도 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거 좀 보면서, 진짜 신을 받은 느낌

이 아니니까. 그런 건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럴 바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

는걸 보는 게 나을 거 같은 거에요. (...) 오늘의 운세 그런 건 또 잘 맞더

라고요. 한 10중 8개는 맞는 거 같은 거에요. (...)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의

지하고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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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진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사주에 대해서 “함 볼까?

(한번 봐 볼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무당집은 

진지하게 생각해서 봤던 거고”라는 표현과 극명히 대비 된다.156) “함 

볼까?”라고 함은 그다지 큰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제 중인 이

성과 함께 외출을 나온 상태에서 하나의 재미로서 사주를 취급했음을 볼 

수 있다. 즉, 당시 면담 참여자는 길거리에서 하는 사주풀이에 대한 긍정

적인 경험을 듣거나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주풀이=호기심을 약간 자극

하는 여가의 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다. 

 한미주(40세, 여자, 무교)의 사례도 기본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경험함으로써 선관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하효정과 

비슷하지만, 신점 같은 것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보고 싶지 않

다고 하는 것과 사주명리학에 기반한 사주팔자가 역학 등의 이론에 기반

한 것이기 때문에 신점보다는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점, 그간의 

사주풀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긴가민가하게 여기면서도 고민이 있

을 때 찾아갔다는 점이 하효정과는 달랐다. 귀신이나 신병 등이 막연하게

는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그 존재들이 감각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는 믿지 않고 있었다. 즉, ‘귀신’의 존재는 상정하지만, 그 귀신이 무당

에게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157) 이는 점복에 대한 경험적 믿음

의 양상이 단일하지 않게 나타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미주의 경우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고 난 뒤, 선관계적 대상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그는 

가장 최근에 보았던 사주풀이가 자신의 상황에 잘 맞아떨어졌을 때 신기

함을 느꼈다고는 했지만, 어떤 선관계적인 체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심지어, 그간 보아왔던 사주풀이가 자신의 생

일을 잘못 대입하여 풀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매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156) 진술되는 경험은 면담참여자가 친구에게서 무당의 점사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이후이
다.

157) 여기서 무당이 모시는 신을 ‘귀신’이라고 칭한 것은 면담자의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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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6]

예술 쪽보다는 가르치는 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가르치는 게 맞는건

가, 가르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있고 정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 생일을 0월 00일로 하면 그

때는 뭐 제 맘대로 하고 살거다, 라는 등 풀이가 다들 비슷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제 맘대로 하고 산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봤던 분은 공부

를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인가. 날짜가 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대가. 

대구에서 태어나셨으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쭉 얘기

하시는데 제 기본성격이나 상황이 맞는 거에요. 이런 것도 되나, 좀 다르

구나 하니 좀 색달랐죠. 사주풀이가 많이 달랐어요. (...) 혼란스럽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지금 상황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2. 자력(自力)의 환상과 점복

 많은 인류학자들이 지적해왔듯이, 사람은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 

설명을 해내어 그에 대해 납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앞서 인류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종교, 주술, 애니미즘 등이 그 설명체계로 작동했던 것이

다. 이러한 설명체계들은 서구에서 자연 과학의 발달과 근대 계몽사상의 

발달, 그리고 근대화에 의해서 그 근본을 의심받고 현실의 영역에서 축출

되었으며, 자연 과학으로 대표되는 경험적 이성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앞날의 

일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불행한 죽음을 위로할 때 무속, 점복, 민간신앙

에 의해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납득하며, 나름의 처방을 실행하며 살아

왔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현상은 회귀하고 있다. 굳건한 의지를 

가진, 운명 개척자로서의 독립된 자아의 힘을 중심에 놓고 노력과 의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삶을 꾸려왔던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만은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삶의 풍파에 봉착하면서 ‘나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고민하며 그 고민의 해소 방

안을 찾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한때 미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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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다. 이때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근대 자연 과학이나 유물론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

고, 자력(自力)을 굳건히 믿어왔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점복에 

부여하는 의미는 현대화에 의한 체계의 맹목성의 환상을 부수는 민속화라

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자력에 대한 신뢰를 거의 상실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자력의 의의와 힘을 거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자가 완전히 ‘우연성’과 ‘충동성’이라는 주술적 특성을 

보인 것은 아니다.

1) 과학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점복

 근대의 개인의 이성과 자력(自力)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 사고’와 연

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선 한국의 역사에서 신문에 기고된 사설

과 기사들, 일본인 학자의 한국에 대한 당시 저술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계몽주의 근대 시기의 ‘과학적 사고’를 한다고 함은, 물질적 경

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상식으로서 여기고, 그것이 ‘올바른’ 사고방식

의 기준이 됨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나이, 성별을 막론

하고 나타났으나,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자력’에 대한 절대성에서 벗

어나 자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예를 들면 예정된 운명- 있다고 느

끼게 되는 양상 또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고민과 호기심은 사주명리학이나 점성술 등 선관계적 대상에 

대한 탐구로 귀결되었다. 이들은 사주풀이나 신점 등을, 이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기 전에는 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개중에는 자신의 의지만 있으

면 된다고 여기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에서 어떤 큰 변화를 겪으면서 ‘자력의 신화’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

다.

 癸亥(28세, 남자)는 7살 때 사주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고 부

모님이 그 이후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때는 일반적으

로 사주란 것이 있구나, 어떤 것이구나 정도로 인식했고, 어른들은 사주

를 ‘점을 보는 것’ 정도로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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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고, 태어난 생년월일로 점을 친다는 것이 신기하다

고 생각했다. 그 무렵,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생성

되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이 호기심은 과학자가 되겠다는 학창

시절의 결심으로 이어졌다. 그는 과학·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일반생물

학·일반물리학 저서들과 논문들을 스스로 읽어나갔는데, 막상 수업시간

에 들었던 과학 과목을 들으면서 서양 과학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했

다. 객관적인 학문으로 여겨지는 과학은 결국 실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입증을 중심에 놓게 되는데 그 실험 데이터조차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절대불변하는 어떤 진리나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객관성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서

양 자연 과학조차 절대불변하는 진리를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이용범과 유주경의 논의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Ⅳ-2-2]

실험을 위주로 하고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

도 하나의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실험과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해도 결국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구

나, 일반적인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2008년 즈음, 그는 서양의 학문의 카운터(counter)로서 동양 학문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서양 학문에서 오는 피로

감을 해소하기 위함 뿐만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이유도 있

었다. 그는 당시 음악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 자신의 이야

기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은 동양 사람인데, 서구의 과학(학문)을 배우고 있구나, 그럼 

동양철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다는 것이

다. 이때 사주명리학, 주역, 무속 등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158) 이때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서양 학문이 아닌 것에 대한 

158) “당시에는 나만의 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적인 분석들도 서양 이론
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동양철학이나 점, 굿, 샤머니즘에 있는 정신이 한국적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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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지적 호기심과 탐색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주

명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에게 사주 명리학은 시

간에 대한 실마리를 주는, 어떤 진리가 담겨있을 수도 있는 선관계적 체

계로 변모하였다. 사주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평소에 자신이 했던 

조각조각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묶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그에게 사주명리학은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거나 운명을 

알기 위한 점의 체계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는 한 방

법이 되었던 것이다.

[Ⅳ-2-3]

시간이란 게 뭔지, 공간이란 게 뭔지. 시간에 대한 학문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이후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긴 했지만, 동시에 사주

라는 것도 어느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데 시간이라는 걸 기준으로 점을 치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라는 학문에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실마

리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모 웹사이트에서 사주명리학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임상을 보

기도 하면서 사주명리학의 이론을 독학해 나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론

에 익숙해지면서는, 그날그날의 가벼운 일과-아침에 일어나 무슨 옷을 입

어야 할지, 오늘 운세가 어떤지, 어떤 걸 어떻게 할지와 같은-와 관련된 

‘점’을 쳐보기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점은 장차 발생할 불행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 불행이 일어나

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사주풀이에서 나온 모든 이

야기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왔다, 그는 그 스스로 

칭한 것처럼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예측이 맞을 때마다, 사람이 정해진 틀 안에 있을 수밖

에 없으며, 따라서 모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고 했다.

세련되고 나만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들을 키워드로 
가져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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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4]

보기는 하지만 연연하지 않고, 나중에는 봤었던 것도 잊어버려요. 돌이켜

보면 해석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러면 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구나, 이

렇게. (...) 사주에서 봤던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특히 안 좋은 일이 그랬

을 때는 정해진 운명 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었을 때 사주풀이가 적중하면 성취감과 

기쁨도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이상 즐겁지 않고, 아무리 좋은 사건을 

맞춘다고 해도 ‘나는 정해진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사주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굉장히 절망

스러운,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미 정

해진 거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 운명론적 사고는 곧, 자신의 운의 흐름을 앎으로써 마음의 평

안을 얻을 수 있다는 수양적(修養的) 자세로 승화되었다. 자신의 상태와 

미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일이 일어날 것

으로 ‘예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언제

쯤부터 나아지는지 알게 되어 오히려 현재의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

게 된다고 했다.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

될지 모른다면 그 상태에 매몰될 것인데 비해 사주를 보면 그 기간을 알 

수 있어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주풀이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을 알아

주고 공감해줌으로써 위안을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Ⅳ-2-5]

(사주를 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운명론을 믿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주를 

보면 미리 본 것뿐이지, 봤다고 해서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많이 없어져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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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걱정할 일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본다고 해서 개운해지

거나 그렇지도 않고 더 답답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 반대로 불필요한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공포를 벗어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

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스스로가 엄청 힘든 시기

에 있다면은 그 힘든 시기에 있다면 그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스스로 많이 하

고. 거기에 매몰되기 쉽잖아요, 근데 좋은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쁜 

때는 어제부터 언제까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

히려 좀 힘든 시기를 조금 더 견뎌내기 조금 더 편한.

 오우수(25세, 남자)는 천주교에 교적을 두고 있지만 수직적인 위계에 거

부감을 느끼고 오히려 무속에 친근함을 느낀다. 그는 가끔 무당을 찾아가 

점사를 받아보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무속신

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무당의 점사가 일반

적으로 ‘신기’에 의해 매개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로 그 매개를 가능하게 하는 ‘신의 존재’나 ‘무당

의 신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스스

로가 ‘유물론자’라고 말하며, 물리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Ⅳ-2-6]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함부로 OX라고 대답을 안 하려고 하죠. 근거가 없

는데 거기다 대고 OX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모순이 되어버리잖아요. 명리

를 공부하는 사람치고 모순일 수도 있지만, 가치관이 최대한 유물론적인 

방향159)으로 끌고 가려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맞냐? 라고 하면 나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전생이 있냐? 내가 어떻게 아냐, 안 죽어봤는데 약간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159)“신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연결고리(논리의)가 어딘가 부족하잖아요, 그 연결고리
가 명쾌하지 않으면 이걸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제가 말한 유물론이거
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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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사주명리학을 약 7년간 공부해왔는데, 운의 특정

한 흐름과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인간이 있음을 상정하고 있었다. 인연이나 

운이라는 것이 실재(實在)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다고 함에도, 인

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만 극복되고 개선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있음을 전

제하는 발언을 했다. 사주풀이의 방식은 어느 정도의 개인차가 존재하고, 

특정한 갈래의 경향성-즉, 정명론(定命論)을 받아들일 것이냐, 운명에 개

입하는, 인간 의지의 힘을 높게 살 것이냐(김철민 2002)-이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개운(開運)’, 즉 운을 바꾸거나 나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소극적 개운’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생

각하지, 적극적으로 운명을 180도 바꾸는 개운은 없다고 하며, 자신은 인

간의 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비록 25세밖에 되

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고, 여의치 않은 상

황에서도 학업에 매우 열중하여 나름대로 학업의 결실을 얻는 등, 그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온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다.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유물론자이기에 신적 존재 등 선관계에 대

한 존재적 믿음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신의 내면 내지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믿음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2-7]

적극적인 개운은, 나쁜 운이지만 열심히 살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너

무 호들갑스러운 발상인 거 같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정말 안 좋은 

운을 안 거쳐 본거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소극적 개운은 물 들어올 때 

노 젓고, 궂은 날에는 집 밖에서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는 찌

그러져 있고, 약간 이런 거 같아요. (...) 그렇게 인간의 잔꾀에 인생이 쉽

게 굴복할까요? 저의 기저에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 같아요, 인간의 포텐

셜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평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은 뭐든 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야, 이렇게. (...)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한정적 

사고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20세기식 꿈나무 내러티브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막, 노력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좋은 교육과 노력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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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할 수 있어, 멍청한데 뭘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 머리가 멍청

하면 못 하는 거지, 노력을 해도. 재수가 없으면은 열심히 살아도 못 하는 

거고.

2) 자력(自力)과 점복의 균형

 癸亥 사례의 경우 비록 시간에 대한 학습을 서양 과학으로 출발했지만, 

어릴 적에도 사주 자체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

스로’ 동양 학문에 눈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민진우, 오00, 김희수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사주팔자와 개인의 노력을 

대비시키며, 자신의 의지를 가장 많이 믿었었으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자력(自力)에 대한 자신의 굳건한 믿음에 선관계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믿음이 더해지게 된다.

 민진우(48세, 여자)는 타로 카드, 서양 점성술, 사주명리학을 10년가량 학

습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다. 그

는 지금의 공부와 일을 하기 전에는 고민이 있거나 마음의 고통을 덜고 

싶을 때 사주풀이나 신점 등 선관계적 체계에 의지해본 적이 없었다. 그

가 타로 카드 공부를 하라고 권유받았을 때는 “타로의 ㅌ자도 모를 때”

라고 표현했다. 부산의 한 만신에게서 타로 카드 학습을 권유받은 후 타

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현재 자신을 지도하는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재미와 흥미를 느껴 공부를 해왔다고 했다. ‘타로의 ㅌ자도 

모르던’ 그가 부산의 만신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의 삶에서 그의 의

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

이었다.160) 모 대기업에서 10년가량 일했던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이 계

획한 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규

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대기업 입사 후의 커리어도 모두 그의 의지

와 노력이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예상

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자신이 계획하고 쌓아온 커리어가 무산되었다고 

했다. 민진우는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살면서 갖고 왔던 내 인

160) 자세한 사항은 면담참여자의 요청으로 충분히 각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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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그림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야.”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은 

상실감과 막막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그려왔던 삶

의 중심적 계획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지로 

표상되는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근대

적 의미의 ‘합리적’ 사고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는 그가 당시 만

신을 찾아가 점사를 듣고 만신을 찾아갔던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Ⅳ-2-8]

누가 나한테 타로를 권했냐면 부산의 용하다는 무당이 권했어. 나는 살면

서 점을 봐본다거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똑같이 내 소신껏 산 사람

이야. 그냥 아, 언제까지 내가 모 대기업에 들어가고, 모 대기업161)에서 

난 언제까지 있고, 이렇게 계획이 딱딱. (...)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무너졌

을 때, 나는 모 대기업을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만났던 만신이 계세요. 그 만신의 조언을 내가 처음으로 '길

라잡이'라고 했어. 아, 당신의 얘기를 내 인생의 길라잡이로 생각하겠다. 

왜? 단 한 번도 나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물어서 가본 적이 없다가, 모 

대기업에서 손들고 나왔을 때는 번 아웃이 왔거든. 그때 이분이 뭘 하라

고 해줬나면, 가끔은 누군가한테 내 미래를 물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나

쁘지 않구나, 그랬어.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요만큼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더 볼 수도 있잖아. 내가 뭘 더 잘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언을 들었지. 그렇게 해서 걸어온 걸음에 내 욕심에 내 화를 만든

거여서 내 모든 걸 다 잃은거였고, 그때 이분이 타로 한 번 해보실래요, 

그랬거든. 근데 그게 부대끼지 않더라고, 내가. 내 어느 안전에 그런 게 

있었었나봐, 이런 공부 같은 게. 과거를 들춰보면 있었지. 내 스무살에 내

가 만났던 비구니 스님이 나한테 가사장삼을 입어보지 않을래, 하셨었거

든. 그래서 내가 나는 속세를 너무 좋아한다고, 가사장삼이 왠 말이냐고. 

(...) 그래서 아마 타로가 부대끼지 않았나 봐.

161) 면담요청자의 요청으로 모 대기업의 이름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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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를 배우고 순차적으로 점성술,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점차 

사람의 노력으로는 바꾸기 힘든, 어떤 타고난 것이 있으며 그것을 점성술

이나 사주명리학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에게 이 선관계적 

체계들은 ‘자신의 타고난 그릇’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

해 ‘남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을 할 수 있게 하여 정신수양의 공

부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타고난 성정에 대한 ‘간장 종지와 국그릇’이

라는 표현을 통해 선관계적 체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선관계적 체계들이 비록 사람의 타고난 어떤 것을 알려주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져 있어 어떤 일에 대해 된다, 안 된다를 보는 것

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162) 또한, 일반적으로 점복 혹은 미

래예측을 위한 행위는 길흉화복 중 길(吉)과 복(福)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실전적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질문으로 나타나는데, 민진우

는 길과 복을 바라지 않고 ‘무탈(無頉)’을 기도하게 된다는 점도 흥미

로운 양상이다. 

[Ⅳ-2-9]

이 공부를 통해서 내 탓을 하게 되었지. 내 욕심이 과했다, 그러니까 나한

테 주어진 그릇은, 사주나 어디나 보면 주어진 그릇의 사이즈가 있어요, 

내 그릇의 사이즈는 내가 꽉 채워서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욕심내서 그 

그릇을 더 키우기를 바랬지. 왜, 내 그릇의 사이즈를 내가 몰라서. 그리고 

난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간장 종지도 국그릇으로 만들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 그릇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

던거야. 그걸 다 잃었을 때도 몰랐어, 근데 타로를 배우면서 내 그릇의 사

이즈를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새로 빚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 지금은 알

지. 지금은 알아서 더이상 욕심을 내지 않지. 타로, 사주, 점성 공부한 후 

더이상 기복이라는 걸로 하지 않게 되더라고. (...) 대신에 매일 무탈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바뀌더라고. 사주 명리 타로 점성 모두가 수양에 대한 

공부에요,

162) 이는 인간 의지에 대한 그의 신뢰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
음 절에서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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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비록 정해져 타고난 것이 있고 그것이 선관계적 체계에서 드러난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비록 자신의 의지에 대한 한계를 맛보았

지만, 이것이 곧 의지의 무력화를 의미하지 않았던 것이다.163) 민진우는 

상담의 마지막에서는 의지에 의한 ‘선택’의 중요성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다. 타고난 것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구체적 네비게이터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Ⅳ-2-10]

(사주 명리 점성으로)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구멍은 세세한 것까지는 열

어 볼 수가 없어. 자유의지라는 건, 과거는 이렇게 흘러왔겠다, 라고 얘기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미래는 너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그러나 큰 흐름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 말년은 

괜찮을거야. 그래서 늘 옳은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어도 옳은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더 탄탄해. 근데 사람들은 힘들 때 자꾸 허튼 

선택을 하거든. (...) 다만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어. 예측학문이라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 예측은 다르게 발현되기도 해요.

 오00(62세, 여자) 또한 민진우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노력

과 의지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 또한 유사했다. 그러나 사주 체계의 존재

는 인정하면서도, 실천적인 면에서 사주풀이보다는 종교적 믿음과 수행적 

자세에 방점을 두었다. 사주에서 타고난 성격이나 적성 등은 알 수 있고, 

‘막다른 상황’에 마주쳤을 때 사주풀이를 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인간의 노력과 선(善)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종교적 믿

음이 도울 수 있다고 여겼다. 10년 전 특정 난관을 계기로 독실한 불자

(佛子)가 된 오00는 1959년 전라북도에서 출생해 1980년대에 상경하여 종

로, 강남에 미용실을 개점하여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쳤던, 현재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이다. 강남에 미용실을 개점

163) 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움직임은 모 웹사이트에서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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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는, 그 당시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

의 힘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종교 등에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점복 등을)최고로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며 “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뭐든지 저기지, 그랬던 사람이었다

고.”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삶에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맘대로 안 살아진다.”라고 했다.

[Ⅳ-2-11]

80년대에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종로에 있다가 강남에 미용실 

빌딩 하나 오픈 해가지고 아가씨 때, 내가 하야트 호텔, 신라 호텔, 이태

원에 하이힐 신고, 생각해봐, 하야트 호텔, 신라 호텔에 세미나 다니고, 

지갑에다가 빵빵하게 돈 넣어갖고 다니면서, 아가씨니까, 돈 버니까. 강남

에다가 83년도에 내가 미용실 오픈한 사람이야. 종로에서 그때 막 국회의

원들 머리하고, 또 옛날에 00, 지금 00, 00 회장 사모님 머리하고. 그랬는

데, 인생이란 것이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는 2000년 전후로 계(契) 사기, 남편의 사업실패 등으로 연이은 경제적 

난관을 겪으면서 주변인의 권유를 받고 종암동으로 사주풀이를 보고, 사

주풀이가 자신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고 여기면서 사주 체계의 존재에 대

한 믿음을 생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성된 믿음은 계속 이어지는 자신

의 경험으로 인해 굳건해졌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사람의 실패

와 한계, 10년간에 거쳐 증명된 자신의 남편의 재복(財福)에 대한 풀이 등

이 바로 그 예인데, 그는 “사주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

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 항상 인간의 의지대로,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느꼈음을 강조했다. 미용실을 하면서 보

았던 주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단계까지는 마음먹은 대로까지 흘러

왔다가 그 단계 이상을 넘어서려고 할 때는 오랫동안 난관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때 사람마다 타고난,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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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12]

내가 여기서 몇십 년 사는데, 그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잖아. (...) 

00대를 나왔다 해서 그 사람 앞길이 창창창창 연결이 되지가 않아. 나 00

대 거지들 겁나게 많이 봤거든. 이거는 뭘까. 초년에는 이 사람이 공부운

이 있어서 이거를 차고 가는데 그다음 직장운이 없으면 직장에서 안 되는

거고 (...) 이런 거구나, 그럼 뭐야, 분명히 사주가 있겠구나 생각하는거지, 

쉽게. (...) 버거운거야. 지금 사주를 안 타고났는데 그 공부를 하면 너무 

버겁잖아. 처음엔 학교 공부를 잘했어, 승승장구하고 갈 줄 알았더니, 사

주가 안 되니까 거기서 딱 막히는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내 마음과 뜻대

로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주가 뒷받침이 되야가, 권력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을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사주였구나, 그런 생

각이 들었지.

[Ⅳ-2-13]

집을 남편이 사주에 복이 마누라보다 더 없어서 집을 남편 명의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말을 안 들었다고, (...) 근데, 정말, 집

이 소리 없이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

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갈 복이 안되니까, 날아가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우연찮게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날라가는거지. (...) 내가 이

미 돈을 많이 해먹어서(잃어버려서), 남편이 사업한다는데 말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 앞으로 되어있는 집 그냥 놔둬버렸지. 그렇게 해서 집

이 날아가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놀랬어. 새벽에 스님한테 올라가가

지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거야, 재판 진다는거야. 본인은 백 프로 이기

겠다고 내가 받을 돈이 2억 얼마가 있는데, 진다는 생각하겠어요? 근데 

재판을 지더라는거지, 항소까지 했는데, 집이 우리가, 세 개를 가지고 있

었어, 두 개는 신랑 앞으로 해 놓고 하나는 내 앞으로 쬐끄만 거를 했었

지. 근데 두 개가 날아가 버렸어. 하나 남은거야. 그래서 날 더러 신랑보

다 내가 더 복이 많다고 그러더니, 내 거는 붙들고 있고 신랑 꺼는 다 날

아가는구나. 다 맞아 떨어져버렸는데 안 맞는다고 어떻게 해. 그러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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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명히 있어요.

 생생한 그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도, 그는 중간중간 사주는 분명 존재

하지만 100퍼센트도 아니며, 100퍼센트 믿어서도 안 되고, 타고난 것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Ⅳ-2-14]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주를 너무 믿고 사주에 너무 저기를 하고 살아

서도 안 되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종교 생활도 할 수 

있으면 종교에 의지하고, 나쁜 짓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마

지막 결론이야. (...) 사주는 분명 있지. 근데 사주 있다고, 사주가 나 좋으

니까 감나무 앞에 입 벌리고 앉아 있으면 감이 주둥아리 탁 때리고 시궁

창으로 떨어진다니까.

 김희수(39세, 여자)의 경우, 민진우와 오00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

을 보였다. 김희수는 기독교 계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쳤고, 요

리 공부를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다녀온 뒤 현재 어린 두 딸을 가진 주

부이면서,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친척 중 무당이 있었기에 어렸

을 적부터 무속신앙에 익숙함을 가져왔으며, 그의 어머니께서 사주풀이를 

받아서 이야기해주셨을 때, 이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삶을 살

아왔기 때문에 굳이 신앙에 의존하거나 사주풀이를 보러 가거나 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그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Ⅳ-2-15]

내 친구들 보러 다니고 그러면은, 어 재미는 있겠는데 딱히 그렇게까지, 

나 솔직히 말하면 나 결혼하기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본 적이 

없어서 별로 갈 필요가 없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딱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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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혼을 하고 나서 과거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생각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음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최근에 와서 자신의 남

편 문제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겹치면서 철학관을 방문하게 되

었다고 한다.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점사를 받아온 적은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철학관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Ⅳ-2-16]

친정엄마가 그러기를, 난 일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하고자 하는 마

음도 강하고 능력치도 좋은데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싶

어서 한 번 가 본거야. (...) 특히나 나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살았기 때문

에 그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으로 되게 많이 흘러갔단 말이지, 상황이. 그러면

서 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맘대로 안 된다는 거를 나는 결혼하고서 

되게 많이 느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당장 

실행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애들 생각을 해야되니까, 

앞뒤를 생각을 하게 되는거지.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은 내가 원하는 양만

큼 일을 못 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 단련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 내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중?

 또한, 그는 사주명리학에 기반한 사주풀이가 60퍼센트 정도는 사람에 대

해서 읽어낼 수 있으며, 사람이 타고난 성정 중 변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이 철학관에서 사주풀이를 받은 내용도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과 일치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

이 괜찮았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위안을 받았다고 했다. 그

리고 그것이 사주풀이의 큰 의의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정신과 가기는 꺼

려하지만, 철학관은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며, 사주풀이가 일종의 

카운슬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Ⅳ-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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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던 게 딱히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를 그때 느

껴가지고, 약간 위안? (...) 왜냐면 카운슬링 하는 그런데 가자고 그러면, 

안 가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있잖아.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이 

가게 돼. (...) 카운슬링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위안을 얻는 방법이 되지 않

을까 싶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원하는대로 살 수가 없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나마 보완을 해주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비록 변하지 않는 어떤 기질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주풀이에

서도 나타난다고 했지만, 나머지 40퍼센트는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라고 

하며, 사주를 맹신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사주는 참고 사항 

정도가 될 뿐,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주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도 

않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각’ 즉 의지를 전부 무시하게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인지하고 관심

과 인간의 의지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Ⅳ-2-18]

물론 사람의 사주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어떤 식

으로 이해하고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 그거에 100프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야. 참고는 할 수 있지

만, 그거에 휩쓸려서 가게 되면은 결국 나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점은, 민진우와 오00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주명리라는 선관계적 체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경험적 믿음은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인간의 의지라는 변수도 결코 약하

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앞선 癸亥의 사례에서 동일하게 사주명리 

체계의 존재를 확신하면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절

망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약간은 다른 차원에서 자력(自力)이 개입되는 기문정명학의 사례

도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양의 사고체계는 인간-자연을 구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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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근대 학문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고정되고 굳

건하게 존재하는, 독립적인 ‘나’ ‘객체’이 출발점이 되어 ‘내가 아

닌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대상들과 접촉하는 것은 별도의 접근법이 필

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역시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석만(2016)과 프랑수

아 줄리앙(2014[2005])에 의하면 동양의 사고체계는 전 영역에서의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서로 간 매우 느슨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체계 하에서 발달한 ‘학문’164)은 ‘학

문’ 이상의 거대한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다. 

 시간을 대입하여 우주의 체(體)를 담은 제의문자가 담긴 구궁(九宮) 푸는 

기문정명학165)을 공부해온 윤하의 가치관은 정확히 이를 닮아 있었다. 그

는 기문과 사주명리학을 동일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가 기문정명학을 접하기 전 그의 삶에서의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주명리학을 먼저 접했는데, 사주명리학에서는 그가 가진 의문점들을 완

전하게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166)

 그에 따르면, 기문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위한 수련법과 그 일환으로

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연명술이다. 기문은 1년을 365일 5시간 

48분으로 보고, 절기와 지구가 돌아가면서 해와 만나는 작용을 풀어놓은 

책력이 있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들, 건강문제나 사고 같은 문제들을 

‘좌도’를 통해 읽어낼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은 ‘우도’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인간의 자력이 부분적으로 개입되는 부분이 ‘우도’

이다. 결국, 우도의 처방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병법술로서의 기문을 제외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코드인 ‘연월

일시’를 넣어 앞으로의 흐름 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에

164) 서구적 의미에서 학문으로 썼고, 이해의 편의상 사용했다.
165) 기문정명학은 흔히 ‘기문정명학(奇門遁甲)’이라는 명칭으로써 중국에서 발생한 일종의 

용병술(用兵術)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전쟁에 관한 기문은 중국 기문이며, 
고대 한국에서 발생해 내려온 기문의 체계는 병법(兵法) 그 이상을 담고 있어 ‘기문정명
학’으로 불러야 한다. 

166) 그는 사주명리로 푸는 팔자는 시간적인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서 마치 
집을 지을 때 외곽의 큰 기둥과 같아서 팔자로만 푸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기문정명학
은 여덟 글자를 계산해 다시 포국을 짜서 공간적인 상황도 파악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내부의 부엌, 거실, 액자의 위치 등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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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인들이 기문정명학을 ‘사주명리학’과 동일시하거나 ‘점’을 보

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윤하는 이 부분이 기문정명학에서 왜곡되

어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기문정명학은 단순히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체계를 담은 

학문이자 삶에 있어서 수련을 돕고,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는 인간의 삶과 항상 밀착되어 있는 세계관 내지 체계 그 자체이기 때

문이다. 그는 구궁의 글자를 봄으로써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한다고 한다. 

즉, 배우면서 내가 운이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게 만든다고 하였다. 공부를 하다 보니 상담을 하고, 경험을 할수록 기문 

체계의 정확성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제 3

자의 입장에서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이 공부를 1년이라도 한 사람들

은 마음가짐이 달라지며, 자신에게 상담을 온 사람들은 “짜여진 시나리

오대로 살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3. 상담으로서의 점복과 가변적 믿음

 한편, 점복을 향한 의미나 믿음은 일관되지만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동일한 점사 내에서 어떤 내용은 그다지 맞지 않는 것 같음에도 

다른 내용이 잘 맞는다고 느껴지면서, 그 내용이 내담자의 큰 관심사와 

관련된 것이면 그럭저럭 점복자의 점사에 대해 신뢰를 느끼기도 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을 떠올리며 그다지 잘 맞지 않았다고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다. 때로는 결국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에 점복을 

다시는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선

관계에 대한 일말의 신뢰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점복의 일

상에의 침투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다.167) 이는 체계에 의해 질서화된 민

속문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사례에서는 대부분 점

복은 상담으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담으로서의 점복은 점복

167)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사주풀이의 기반이 되는 사주명리학 자체에 호기심을 
느끼거나, 스스로 이를 학습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오우수(25세, 남자, 무
교)한 사람만이 스스로 명리학 공부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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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민속이 맹목적 믿음에서 벗어나 일종의 심리적 위안을 위한 수단

으로써 현대화된 모습이면서도, 역으로 체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민속으로 오게 되는 현대성의 민속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 현대성의 민속화와 민속의 현대화 과정은 어

느 한쪽으로 귀결되지 않고 양쪽을 끊임없이 왕복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 

절에서는 가변적 믿음이라고 칭한다.

 이들에게 사주풀이 및 점사는, 그들의 선관계적 대상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신적인 힘이 깃든 이에 의한 어떤 것이나 자신의 운명을 정확히 

알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힘겨운 시기에 용기와 위로를 주는 상담소라

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평소에 사주풀이나 점을 본 횟수가 총 5회-10회를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점사에 있어서 점복자의 ‘신통력’ 보

다는 자신의 말 못 할 이야기를 호소하고, 그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받거

나 때로는 처방이나 격려를 듣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예컨대, 

강은영(30세, 여자, 천주교) 또한 평소에 사주명리학이나 신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고, 사주풀이의 경우 오히려 점복자의 정제되지 않은 화

법을 경험한 뒤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에 의해 

최근 다시 점사를 받아보았는데, 신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만의 시

각으로, 즉 다른 이의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과 고민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였다. 자신의 고민을 듣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방법이 또한 좋았다고 했다. 

 또한, 민진우는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중년 여성들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할 민감한 이야기들을 상담받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잦다고 하

였다. 그들은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구하거나 앞으로 어떻

게 될 것인가에 대해 묻기 위해 점성술이나 사주풀이를 보러 찾아간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마음속의 말 못 한 사적인 이야기들을 정신과 상담

이나 심리상담소에서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

다를 통해 공감을 얻고 마음의 짐을 덜어놓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심리상담의 경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민진우의 점포는 ‘말이 새어나갈 일이 없는’ 비밀이 보

장되는 안전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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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1]

근데 우리는 보통 배웠을 때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상담을 해주라고 얘기

해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때 이 사람 아파서 왔잖아, 힘들어서 왔

는데 거기다 대고 너 힘들어,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냐는 거지. (...) 나랑 

상담하고 가면 많이 편안해져서 간다고 얘기해. 문제가 어떠하던간에 그

렇게 얘기하고 (...) 너의 성향 자체가 이러하니 이걸 이어가겠다고 하면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본인들이 정할 수 있지. 그

래서 달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오시

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되겠지. (...) 여기가 장소가 장소라서 그런지. 그리

고 이 장소 오면 말이 새어나갈 일이 없잖아. 친구한테 얘기못하는 걸 여

기 와서 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이라고 하면 쟤 또라이냐가 

먼저 나오죠.

 이러한 특성은,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나이나 성별, 종교와는 관

계 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오우수(25세, 남자, 무교)의 경우 교적

(敎迹)은 천주교에 두고 있지만, 무당에게서는 위로를 받은 경험이 많아서 

종종 찾아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당의 ‘긍정

적’으로 보이는 점사에 의해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아오게 되었으며, 근대 계몽기에 언론에서 선전되었던 것처럼 무당들이 

금전적 갈취를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의 점사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종교적인 신의 존재나 사주 명리학의 체계의 확률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무당에게 인간을 압도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기

대하면서 그 힘으로 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예언’이나 ‘운명’, 

‘굿’, ‘치성’은 전혀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예언에 대해서

는 대수롭지 않게 확인만 하고 넘겨버리거나 굿, 치성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초월적 존재의 초월적 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 행위에 관심

을 가지거나 기대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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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당에게 “나는 이렇게 생

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하는 마음가짐으로 찾아간다고 했다.

[Ⅳ-3-2]

확실히 그분들은 신령을 모신다는 자아 인식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분

들이 유도하지 않아도 고압적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꺼려지

지 않아요. 고압적으로 얘기하시면 아 뭐 나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인

데. (...) 저는 상대방이 미리 저를 판단해서 시작한다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서, 그래 네 판단도 있고 내 판단도 있는거지. 그러니까 약간 나에 대

한 또 다른 시각을 주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나아가, 굿, 치성 대신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조언 같은 일종의 ‘상

담적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한 근거는 진취적으로 

무언가에 도전하라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꾸짖으며 조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삶의 목적을 잃고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당시, 아

침에 일어나면 “왜 살지.”라고 했던 그가 무당의 꾸짖음을 듣고 그에서 

나름의 희망을 본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무당의 ‘상담’을 ‘긍정적인 경

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굿 치성 등을 요구받는 등의 행위는 ‘데였

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두 경험을 대조적으로 제시했다.

[Ⅳ-3-3]

무당한테 데인 분들이랑 비교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혼내고.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

다고. 너 지금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뭐라도 일어나서 공부하

라고. 제가 그때 0000하는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딱 그 왜 살지의 정

점이었거든요. 너는 교사(敎士) 해야 할 사람이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런 

조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미주(40세, 여자) 또한 점사의 정확도에 의한 신기함을 경험하는 것보

다, 타인에 의한 상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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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사주풀이가 명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느꼈

음에도 불구하고, 일 년에 한두 번 가량 고정적으로 철학관을 방문해왔

다. 철학관을 다녀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일 년에 그냥 

한 번 보는. 안 보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그는 방문

하기 편한 간이 상담소의 느낌으로 철학관을 들르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이 불안정하다고 자주 느껴서 주로 그와 관련

하여 철학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전문 심리상담을 받아서 그에 기반

하여 자신의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해보기도 했으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것만 같아서 그 거리감에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철학관을 선

택했다고 한다. 그는 철학관의 거리가 멀거나 접근성이 떨어졌다면, 굳이 

철학관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Ⅳ-3-4]

일이 많이 안 풀리고 이러니까 보러 간 건 있죠. 문제가 개운하게 해소됐

다기 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납득 할 수 있는 정도? 너무 답답할 

때는 친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죠, 답답하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죠. 저는 

뭐 선뜻 가기가 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을 위해) 병원에 가면 맘

에 있는 소리를 더 많이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얘기보다는 

직업운이나 결혼운이나 이런 걸 봤었던 거니까.

 또한, 한미주는 사주명리학은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신

빙성이 있다고 보며 타고난 기질 같은 것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며 사주

명리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아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법을 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

기도 가보는거죠. 어떻게든 해결방법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판단이 안 설 때 찾는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고민의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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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양상, 스스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사주풀이나 점사를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몇 번 본 경험이 있고 그에 대해서 위로의 기

능을 높이 산 이들의 사례도 존재한다. 성다빈(33세, 여자)은 그는 신이나 

기(氣)의 존재 등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 7-8년 전 직장 업무 때문에 반포

-서초 쪽 뒷골목의 점집에 들러서 0000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업이 끝나

고 난 뒤, 아무리 찾아도 자동차 열쇠를 찾을 수가 없어 그 점집에 들렀

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신령’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느낀 것 같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차 키가 주머니에 있더라고. 그때 뭔가 신령이라는 존재가 나의 힘듦을 

알고 굳이 그 말을 하려고 나를 다시 불렀나.”라고 서술했다. 다음은 선

관계적 대상의 존재에 대한 성다빈의 서술이다.

[Ⅳ-3-5]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던지, 기의 흐름이라던지 그런 

게 있다고는 생각해.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구는 신이라고 하고 종교에서의 

신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점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 같아. 그런 사람들의 

말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변한다해도 어쨌

든 결과적으로는 작용을 한거니까, 어느 정도는? (...) 만약 그게 영점이라

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변하는 내가 그런 신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의 서술과는 별개로, 성다빈은 실질적으로 점사를 받으러 갔을 

때,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점사에 대한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을 보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점복 자체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

지는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교 근처의 작은 

노점에서 사주 명리학, 타로카드, 손금을 각각 본 적이 있으며, 3년 전에

는 신점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궁금하니까 그런 신촌 이런 부스에 

들어가서 타로나 손금 이런거 본 적 있는데. 손금은 외운거 줄줄 읽는 느

낌.”이라고 하며,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봤던 점들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사주 명리학으로 추정되는 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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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임팩트가 없었다.”다며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표현했고, 

손금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학습한 것을 외워서 이야기해주는 수준 정도로 

느껴졌다고 했다. 그가 그 당시에 봤던 점은 어떤 절실한 고민 같은 특정

한 동기보다는 가벼운 흥미나 심심풀이 정도의 의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그는 점사가 ‘5만원 짜리 위

로’라고 말하며 동시에 병든 사회를 위한 상담소 역할을 한다고 여겨 점

복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Ⅳ-3-6]

믿지는 않지만, 믿기도 하지만, 옛날에 어디서 읽었는데 우리나라는 정신

과 가는 걸 금기시하고 쉬쉬해서 점이 발달했다, 거기서 정말 상담가 역

할도 하고 그렇게 했던거다, 그래서 오 그렇구나 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런지, 나도 그 점쟁이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상담가 역할?

그는 약 3년 전 그의 커리어와 관련한 큰 고민을 하던 중, 한 무당에게 

점사를 받으러 갔었을 때, 비록 점사에서 맞지 않는 내용도 많았다고 생

각했으나, 결정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맞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고, 

점복자가 건넨,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말이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준 

것으로 보인다. 

[Ⅳ-3-7]

최근에 다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생각된 거 있었는데 그게 엎어졌대, 너 

막 성질, 집에서 성질 부르고 난리 났네. 이러는데 원래 내가 잘 안 그러

는데 집에서 혼자 난리를 쳤었거든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딱 보이나 내가 

딱 뜨끔한 거야. (...)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갔고 거의 모든 게 

틀렸지만 마지막에 나한테 다 잘 될 거라고, 엄청 온갖 좋은 얘기, 잘 풀

릴 거라고 얘기하고. (...) 그 당시의 나는 점을 보는 거에 5만 원이나 쓴

다는 게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고 와서 진짜 5만 원 짜리 위

로네 딱 좋네, 사람들이 왜 점 보는지 알겠다. (...) 그때 어디 경력직으로 

시험을 쳤었어. 최종까지 갔다 떨어졌지. 빡쳐가지고, 답답해가지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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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이었는데. 

 또한, 癸亥나 A군의 사례처럼, 일상생활이나 가치관, 인생관의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무의식 수준에 가깝게 은근한 수준

으로 점사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우 깊은 

수준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호흡 시의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

는 것처럼 여기는 듯했다. 점복은 그에게 인간사에 발생한 일에 대해 납

득을 하는 하나의 설명체계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다음 서술에서 점사에 대한 믿음-점사의 주관적 정확도를 중심으로 나타

나는-이 유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그런 거 없는 거 같

애’라고 서술한 부분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여기기에 여전히 힘

듦에도 불구하고 점복자가 잘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일종의 푸념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이는 점복자의 위로의 말이 주는 희망과 자신의 주관

적 인식이 경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3-8]

나한테 남자친구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랬는데 점보고 며칠 있다가 바로 

소개팅해서 남자친구가 생겼었어. 결국, 그 사람이랑 되게 안 좋았어. 나

도 이 점을 되게 신경 썼어, 어 인연이 없다고 했는데 이 남자를 만나게 

되네 했는데, 그 남자랑 뭔가 시종일관 좀 불편하고 안 좋고 그러더니 되

게 안 좋게, 진짜 인연이 아닌가 싶게 끝났어. (...) 아 점쟁이 하나도 안 

맞네, 이랬는데 진짜 그러네, 인연이 아니네. (...) 0보살이 뭐라 그랬냐면, 

너 앞으로 다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잘되고, 너 사람 보는 눈 정확하

다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믿는 대로 하면 된다고. (...) 그런 거 없는 거 

같애.

 한편, 점복자의 점사를 너무 믿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경우도 있

었다. 이것은 사주풀이를 몇 차례 받아본 사람에게서도 나타났고, 점사, 

사주풀이 모두 받아본 적이 없는 이에게서도 나타났다. 또한, 점사나 사

주풀이에 대한 신뢰는 스스로도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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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었다. 즉, 사주풀이나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표

현했다가 생각해보니 자신이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거나, 처음

엔 믿었다가 점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거두었다가, 다시 사

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하는 양상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단일하고 집단적인 선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두 ‘선관

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어떤 점에서는 점사보다 

자신의 의지를 우선시 될 것이라고 믿고, 이제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부

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관계적인 체계에 대한 

기대-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 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추론하며-를 하

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

할 것이다. 장시환(30대, 남자, 무교)는 스스로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한다

고 생각 해왔으며 사주풀이나 점사를 받으면 ‘과신’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전업 점복자를 찾아간 적이 없었으나, 지인이 간단하게 풀어준 사주

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고 있다. 또한, 그는 신점은 

‘진짜 맞을 것 같아서’ 보러 갈 자신이 없다고 했다.

[Ⅳ-3-9]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 잘 안 맞아. 왜냐면, 난 그걸 보면 그걸 과신할 

거 같아. 그런 걸 잘 안 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내 운명은 내가 개척

한다는 주의라서. 그런 거에 종속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나 00한테 풀이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어, 왜냐면 나 50대에 어떡하지? 이런 생

각이 들더라니까. 들어, 그렇더라고, 나도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 듣

고 보면 뭔가 신경 쓰게 되는, 조심하게 될 거 같애. (...) 사람 심리가 그

렇죠. 안 믿는데, 들으면 신경 쓰이는거야. 완전 맞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

는데 뭔가 이럴 수 있다는 기능은 있는 거 같아, 확실히. (...) 실제로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는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 신점

은 근데 자신 없어, 뭔가 진짜 맞을 거 같고 그대로 될 거 같애. (..,) 듣고 

보니까 난 믿는 사람이네. 믿을 거 같으니까 안 하려는 거 아냐, 정확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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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연(24세, 여자) 또한 선관계에 대한 역동적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 그는 중학교 이후로 입시와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본

인이 불안해하면 어머니나 이모가 사주를 보아서 자신에게 알려주곤 했다

고 했다. 그가 직접 철학관에 가서 본 것은 약 3회 정도이며, 고등학교 졸

업을 하고 대학을 가기 전의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궁

금하지 않니’라고 점을 보기를 권유한 어머니와 함께 인천에 있는 한 철

학관을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다. 어느 때까지는 매년 토정비결을 인터넷

으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타지 생활과 그 곳에서의 자리를 잡는 문제에 

대해서 사주풀이나 토정비결이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사주 

명리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현재는 사주를 보러 갈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돌이켜 보면 3번 전부 비슷한 풀이를 했고 성격 같

은 전체적인 사람의 성질 같은 것에서 특히 비슷하게 나왔지만, 특별한 

질문을 해도 일반적인, 뭉뚱그려진 대답을 해주었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예측(특정 달에 일이 잘될 것이라거나)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힘든 

시기에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무슨 소용

이 있겠냐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현재는 사주풀이는 매우 가벼운 수준의 

참고용, 즉 예측이 빗나가도 “사주가 뭐 그렇지.”라고 넘길 수 있는 정

도로 여기고 있다. 또한, 힘든 시기에서 잘 될 거라는 말에 일종의 ‘반항

심’도 생겨서 자신은 “최악을 상상”하고 “현재만 살아야지”라고 마

음먹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주는 알아서 좋을 것 없다.”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말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에 막연한 불안감-예컨대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찍 안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이 생겨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연히’ 일어난 결과에 

확증 편향적으로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갖기 싫고” “의식하면 오히려 괴로워진

다.”라고 하였다. 이는 도영연이 초반에는 나름대로 사주풀이에 대한 신

뢰를 가지고, 점사에 대해 기대를 했으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서의 역경과 점사와의 불일치에서 일종의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 

비례하여 점사에 대한 회의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는 종종 사

주를 참고용으로라도 여기고 있으며, 종종 인터넷을 통해 사주풀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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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본다는 점에서 비록 선관계적 가치관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

도의 호기심과 그에 비례하는 믿음은 한구석에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4. 과학·종교·점복의 공존

 다시 미신 개념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앞서 서술했듯이 근대적 맥락에서 

미신으로 치부되는 것들은 1차 적으로 과학과 대립하며 2차 적으로 근대 

자연 과학에게서 근대적 정화(淨化)를 요구받은 종교와 대립했었다. 또한, 

현재에도 그러한 대립 양상은 어느 정도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결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맥

락과 양상이 관찰되었던 것처럼, 종교-과학-미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

어지는 것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

다. 그것은 미신이 스스로 ‘과학적’임을 증명하여 미신으로부터 벗어나

고 있다거나,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 ‘참된 종교’와 미신은 공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아니라, 과학이든 종교든 소위 미신으로 일컬어지는 것들

이든 서로가 세계를 바라보는 한 시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어느 

영역 하나가 다른 영역에 대해 우등(優等)하거나 우세하지 않고, 어느 영

역이든 완벽하지 않으며 다만, 각 영역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

다. 그런데, 사실 과학-종교-미신의 구분은 대단히 근대적인 것이며, 이 

세 ‘영역’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눈다는 것 또한 근대적인 사고틀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 또한 앞서 분석한, 재주술화

와 근대적 패러다임의 변증법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산호섬의 경작에

서 나타나는 주술과 ‘과학적 인식’ 사이의 자연스러운 공존(말리노프스

키 2012[1939])과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 면담대상자 중 대부분이 이러한 

인식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수인(60세, 남자, 천주교)의 경우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매우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주명리학

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도 있었다. 그는 신앙생활의 일부를 매일 

일과로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항상 하

느님에게 의탁하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만큼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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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사주명리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특히 타고

난 성정 같은 부분은 사주명리학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며, 사주명리학과 신앙의 경계(境界)를 보였다. 또한, 사주명

리학의 선관계적 체계 또한 하느님이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어

느 정도 동의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자인 한수연은 남편이 사

주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며, 본인보다 독실한 편이라서 

본인에게 "천주교인이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거지, 하느님께서 다 우리한테 잘 이끌어주실

텐데 뭐하러 그런 걸 보냐, 볼 필요 없다.” 본인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주라는 것도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한 갈래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초기에 핍박받는 사이비종

교로 여겨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정식종교로 승인된 이후 유럽 문화의 뿌

리가 되면서 유일신이라는 관념이 생겨나고 절대적 종교로 인정받은 것이

라고 했다. 즉, 한수연에게는 유일신에 대한 신앙심이나 사주 체계에 대

한 신뢰나 모두 믿음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하지 않고 수용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수경(25세, 여자, 무교)은 과학의 무결(無缺)함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여기고 있고 신적 존재에 대해서 회

의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그에 의지하거나 의탁하고자 하는 생각은 거

의 없으며, 한 번 전화를 통해서 받은 사주풀이도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

에 대해서 정말 답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에서 한 것이다. 그러

나 마찬가지로 사주풀이의 기반이 되는 사주명리의 체계가 막연하게 존재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셋에 대해서 매우 무덤덤하게 

서술했다. 그는 그의 기독교 신자인 친구 이야기를 하며, 기독교 교리와

는 별개로 사주풀이와 타로점 등을 스스로 공부하여 자신에게도 점을 쳐

준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종교와 점은 각각 그 역할이 다르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종교는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인이 아닌 전제가 되어있

어야 하며, 그에 기반한 신앙적 규율에 따르는 (본래 의미의) 도그마168)를 

168) 두산백과, ‘도그마’: 본래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이르는 말. 독단(獨斷)이라고 번역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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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그러나 점은 궁금한 것의 확인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Ⅳ-4-1]

그런 걸 지키는 애들 딱히 없는 것 같고. 내가 말했던 독실한 애도 걔도 

타로점 보거든. 걔가 심지어 내 타로점을 봐줬어. 기독교 교리라는게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 이런 것도 다 옛날 말이고. 근데 삶의 목적성 이런 

거랑, 윤리적인거 자기 삶의 당위성은 확실히 자기 종교로 찾는 거 같더

라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기독교 모임에 참관을 갔었어, 놀다가 애들 모

여 있는거야, 너희 뭐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서 다 같이 오늘 하루를 돌

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 얘네들은 믿음 하나로 자기 삶의 행동 

지침, 목적?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점 보는 건 사실 

그렇진 않은 거 같아. 점 보는 건 확인하려고 가는 거 같아. 종교는 확인

할 필요가 없고, 내 생각엔. (...) 점이라는 건 사실, 사실 유무를 떠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근데 위로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게 다른 거 같아.

 한편, 과학과 점복 그리고 종교적 신앙은 공존할 수 있다는 뚜렷한 시각

도 존재했다. 오00는 독실한 불자이며, 사주명리학의 원리가 존재함을 느

끼고 있지만, 이것이 과학과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언술에서는 신앙, 점복, 과학은 서로 별개의 영역이었다. 그는 과학 기술

이 해낸 여러 결과물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지 감탄한다고 하며 과학의 기능에 대해 분명히 인정했다. 또

한, 절박한 마음으로 종암동의 점복자에게 찾아갔을 때, 그 점복자에게서 

다른 요구는 받지 않고, 새벽에 스님을 따라다니며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기도를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한

다. 당시의 그는 종교적 신앙을 쉬이 가지는 사람도 아니었고, 새벽에 산

을 다닌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에 그 조언에 매우 당황했었다고 한

도 한다. 인간의 구제를 위해서 신(神)이 계시한 진리를 말하며, 교회가 신적 권위를 부
여한 신앙신조(信仰信條)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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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결국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깨

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한다. 한편, 이는 종교와 사주의 관

계를 보여주는 단편이기도 하다. 즉, 종교와 점복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

라 또 다른 믿음 체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Ⅳ-4-2]

너무 힘들어서 거기(종암동)를 갔는데, 자기네 집에서 뭘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본인 기도를 본인이 하라고 하면서 새벽에 스님들 기도할 

때 같이 가서 기도를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 새벽에요? 동네 한가운데 있

는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반문을 한 거지. 

(...)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거야. 그러면서 그러다보면 마음이 좀 편

해질겁니다, 라는거야. 돈을 수억을 잃어가지고, 그거를 달달이, 내가 계

주였기 때문에 돈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었거든, 내가 잘못하면 교도소도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거야, 처음에는 살고 싶지 않았어, 자살하려고 했다

니까. (...) 새벽에 4시에 거기를 올라갔다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한 번에

도 못 올라가고, 한 서너 번 쉬어서 올라간거야. 천둥 번개가 쳐도 올라갔

고 눈이 이만큼 쌓였을 때도 올라갔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 왜, 죽을 

마음이었으니까 못 할 것이 없다, 한 번 해보자. 그럼 내가 절에 가서 뭘 

빌었겠어, 부처님 하늘에서 돈 좀 뚝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랬겠어. 안 

했지. 저 좀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

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사주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주가 말 

그대로 남편하고 일 년 고생해도 괜찮을 사주가 있어, 근데 그분이 61세

가 되야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얼마나 빠른 나이냐고, 그런데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거

야. 그럼 사주 그거 맞지. 내가 그 사람 말이 떨어지게 하려고 엉망으로 

산 것도 아니고. 61세가 되니까 밑바닥까지 갔다가 조금씩 조금씩 숨을 

쉬게 되더라는거지. 이제 빚도 갚고 정리도 어느 정도 하고.

 

 윤하는 이미 서양 근대 과학에서 다루어지는 것들 또한 기문정명학의 체

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것이 서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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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과학의 언어, 개념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같다는 의미이다. 즉, 같은 것을 다른 언어와 표현으로 나타내었을 뿐이

라는 것이다. ‘본질이 통한다’는 생각은 여러 사람에게서 나타났는데 

우선, 癸亥는 각각의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관점이 다양할수록 세상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과학이나 역학도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변하지 않는 법칙’을 향해 

역학, 과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사주도 과학

도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은 일반화하려는데 초

점을 맞춘 학문이기에 허점이 생길 수가 있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논리들

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논리보다 

순간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사주가 이러한 과학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Ⅳ-4-3]

사주라는 건 우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운에 

따라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운

에 따라서 감정적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거든요, 아무런 원인이 없다

고 하더라도요. 그런 운에 의해서 감정의 상태가 변화하고 결국 그런 감

정의 변화가 순간의 선택을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친다고 생각해요. (...) 그런 부분은 과학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 

같아서요.

 또한, 무속인들에게도 사주명리학은 분명히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보여

주는 허무맹랑하지 않은 것이자 무속과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명리학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짓기도 한다. 그러나 ‘본

질’이 통하기 때문에 신에 의한 점사나 명리학이 읽어내는 것이 비슷하

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169) 그러나 실질적인 해결은 기도나 

169) 인터뷰한 무속인들 중 절반꼴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있으
며 실제로 이들은 점사 시 사주풀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130 -

굿과 같은 의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명리학은 오로지 

읽어낼 수만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명리학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김00 애동제자(30대, 여자)는 학업도중 신을 받아야 한다는 느낌

을 계속 받았으며 처음에는 신령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피하고 싶어했으

나, 선몽170)을 받고, 결국 스스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2018년도에 

신내림을 받았다. 그는 신내림을 받기 이전부터 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

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워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점사는 신령

의 공수로 보는 것인데, 가끔 점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때 

어떤 만신은 명리로 풀어서 점사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71) 그런데 

명리로 점사를 하면 손님이 끊기고 어깨도 무거워져서 이상하게 여겨 명

리학 책을 태웠더니 다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한다. 김00는 이 사례를 신

령이 오로지 신령만을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추측한다. 또한, 그

는 사주명리학이 혈액형으로 성격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도, 결코 거스를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오래된 학문

이며, 허무맹랑하기만 했다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주명리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한 접근이

라고 본다. 신점과 명리를 놓고 보자면, 신점이 명리보다는 본질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든 그 학문에 통달하면 결국 ‘본질은 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나쁜 무당, 나쁜 스님, 나쁜 신부 목사 등이 존재하

는 것처럼, 사주명리학자도 나쁘게 학문을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 그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그는 명리

학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명리학 하나에 통달하기만 

하면, 결국 무속과도 본질이 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5. 미신 개념과 점복 의미의 관계

 

 앞서서 미신 개념의 변화가 나타난 상황에서의 다양한 점복 의미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동일한 미신 관념에 따라 동일한 

170) 김00에 따르면 선몽은 신령이 주시는 꿈이다.
171) ‘명리로 하면 할 말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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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점복 의미가 나타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각 유형에 따른 미신 

개념 인식의 경향성은 있었지만, 비슷한 점복 의미 사례에서도 상이한 미

신 개념 인식이 나타나는 등 미신 개념과 점복 의미 사이의 관계는 복잡

한 것이었다.

 대체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경험적 믿음이 점복에 부여되는 경우, 미신 

담론의 역사적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미신 개념을 막연하

게 믿음 그 자체와 연결하였다. 또한, 점복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가 부

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예컨대, 하효정의 경우 아직도 미신

이라는 개념은 모른다고 하며 사주명리학에 기반한 풀이는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무당의 점사(占辭)는 영험한 무당이라면 존재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즉, 미신 개념은 알지 못하지만, 미신 담론은 부분

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담론과 개념이 계승되어 내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본디 서양 자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

거나, 경험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진 癸亥나 오우수의 경우, 미신 담론 형성에 대한 역사적 지식

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근대 종교에 거부감을 가진 오우수는 특히 미신이라

는 개념 자체를 부적절한 것을 여겼는데, 점복은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아

야 할 신앙으로 봄으로써 점복을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

러나 점복이 실제로 믿을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대답

을 보류했다. 경험에 기반한 확신 외에는 말하지 않는 일종의 근대적 가

치관과 선관계적 점복에 대한 믿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癸亥의 경우

도 미신 담론 형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대 과학에 피로는 

느꼈지만, 이것이 곧 과학에 대한 거부감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는 점

복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시공간에 대한 실마리를 주는, 진

리를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일 뿐이라고 인식했다. 즉, 과학이나 점복은 

그에게 동등한 영역이었으며 미신이라는 개념은 그 둘 사이에 자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점복을 상담의 일종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미신 인

식이 나타났다. 성추주의 경우 점복에 대한 선관계적 믿음과 근대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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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사고가 교차하며 그 믿음의 양상에 균열이 있었는데, 그는 점복을 

완전히 무가치하며 허무맹랑한 행위로는 여기지 않았다. 그는 점복을 위

로와 공감을 받는 몇만 원짜리 상담이라고 여겼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이 점복자의 신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했다. 도영연의 경우도, 

점사(占辭)를 믿었다가 실망할까봐 더이상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시적

이나마 사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점사를 보기도 했다. 그는 미

신을 징크스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주명리학은 미신이 아닌 일종의 

학문이라고 보았다. 유사한 사례이지만 한미주의 경우는 미신 개념에 과

거 자신이 겪었던 장면이 투영된 하나의 이미지나 풍경(風景)를 중립적으

로 투영하는 한편 맹신(盲信)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

었는데, 그 스스로 점복을 정기적으로 보고 그의 친구들도 그에게 점을 

보러 갈 것을 권유하지만, 점복이 과하게 일상에 침투하여 ‘선을 넘으

면’ 그것이 미신이 아니냐며 부정적으로 여겼다. 이 ‘선을 넘는 것’은 

이창익(2020)이 지적한 근대의 종교-미신-과학의 상호 침투 불가성 및 분

리 논리와 연결된다고 본다. 즉, 근대적 사고나 가치가 일정 정도 내면화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험적으로 점복의 신뢰도를 획득한 경우 점복과 미신의 연

결고리가 남아있으면서도 점복은 미신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했다. 한수

연의 사례가 그러하다. 오00 또한 과거 점복 행위에 대해 신뢰를 갖지 않

았으나 삶의 난관-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을 겪고 점복 경험

을 하게 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점복이 미신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

다. 

 결론적으로 미신 개념 자체는 산업화 달성 이후 목적을 상실함에서 온 

담론 자체의 약화와 민속 세계 본래의 지속적 점복 수요와 맞물려서 ‘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계몽

적 의미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전히 점복-미신-

부정적 이미지의 개념 연쇄가 남아있으며 이는 점복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특정 가치를 점복에 부여하는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즉, 미신 개념은 형해화(形骸化)되고 동시에 다양화되고, 복합화되

어 떠돌아다닌다. 이 계몽적 이미지의 흔적은 미신이라는 정치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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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잔여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화는 점복의 인식에도 영향

을 준 것이다. 이는 미신 개념이 지녀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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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초 역사성을 지니고 선관계라는, 소위 ‘근대성’이나 첨단 과

학기술과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종종 인식되는 점복 행위가 현대 한국 사

회에서 어떤 믿음과 의미로 지탱되고 있는지를 점복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살펴본 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보았

다. 그러한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일환(一環)으로, 종종 근

대성이나 현대성과는 대치되는 의미, 점복이 즉 ‘합리적이지 못한’ 미

신으로 불리는 현상에도 주목하여, 때로는 점복 행위를 행하는 이들조차 

순간적이나마 점복을 미신 개념과 연결할 만큼 광범위하게 퍼진 미신 개

념이 현재 다원화되고 파편화된 모습으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를 ‘지칭하는 개념’에 의해 사회적으로 

생성된 문화·정치적 이미지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점복과 미신 개념은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사회문화

적 지위를 가지고 전해져오고 있었다. 점복은 본래 중립적인 개념이자 대

상으로서, 혹은 근대화 이전까지는 체계 세계 내에서도 진지하고 중요한 

행위로 받아들여져 행해질 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신이라는 음

사 개념보다도 더욱 강한 배타적 타자화의 의미를 지닌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화 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미신이라는 계몽적·배타

적 개념이 한국의 체계 세계에서 발생하여 민속 세계로 하강하였고, 체계 

세계에서 점복은 서서히 분리되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다. 즉, 

이 시기에 점복은 더이상 중립적인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신 개념의 보편화와 그에 따른 일종의 체계 세계 내에서의 매너리즘이 나

타나고(실질적으로 담론이 민속 세계의 점복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기 때문에), 이후 체계 담론에서 미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고, 점차 

미신 담론의 필요성이 희박해지면서-일정 정도의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이 

달성되고 관료제적 체계에 적응했기 때문에- 미신 개념의 경계가 흐릿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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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해당 개념이 형해화, 다양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레비 브륄이 제시한 ‘선관계’적 사고-즉, 경험적 인과관계 너

머에 있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고체계-가 억눌린 첨단 현대의 틈 사이로 

오랜 시간 동안 비집고 나와 존재했으며, 점복 행위에 대한 생각과 믿음

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함을 발견했다. 즉, 과학적 계몽적 담론에 

기반한 자력(自力)과 ‘이성적’ 사고는 전통적 민속 세계의 행위인 점복

이 상호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경합하기도 하며 공존히고 있었다. 

이는 체계 세계의 담론이나 민속 세계의 행위가 서로를 일방적으로 흡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스펙트럼은 각기 종교에 대한 

이해, 자연과학에 대한 인식, 개인의 경험에 따라 근대화나 현대화, 과학

지상주의, 탈주술화 혹은 ‘광신도(狂信徒)’ 등 어느 한 개념으로도 완벽

히 분석되지 않는 각기 다른 고유의 색(色)들의 집합이었다. 이러한 스펙

트럼은 ‘재주술화’, 현대성의 민속화, 민속의 현대화라는 개념을 현미

경으로 확대하여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또한, 이는 급진적

이고 강력한 근대화, 현대화를 겪으면서 기존의 민속 세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여전히 민속 세계는 체계 세계와 상호영향

을 주고받으면서 체계의 맹목성에 균형을 잡으며 굳건히 존재해오고 있음

을 밝혔다. 

 사람들이 근대기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점복에 부여할 수 있었던 것

은, 근대성의 영향을 받은 체계 세계 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무엇인가를 삶의 난관으로서 경험적으로 봉착했기 때문이다. 즉, 근

대 계몽적 담론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보이고 만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신의 삶까지도 완벽하게 자신의 힘

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는 근대적 담론은 비가시적인 원리에 기반했다는 

이유로 검증할 수 없는 헛된 믿음인 미신으로 낙인찍히고 배척된 것으로

서의 점복을 만들어냈지만, 다시금 그것만의 한계에 봉착한 것을 이 점복

에 부여된 의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미신이라는 개념의 경계가 무너져 다양한 의미로 분화된 것도, 

근대적 계몽 담론에 대한 피로나 무관심-담론이 일상적으로 된 것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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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혹은 미신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무감각, 무관심 그 자체에 의해서 

오는-에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점복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했기에 점복을 헛된 믿음 정도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 한 역할

을 했을 수도 있겠다.

 우선, 점복 행위는 한국에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존재해왔으며, 고

대에는 전쟁과 같은 국가의 대소사의 길흉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로 동물

의 발굽이나 거북이의 등딱지 같은 자연물을 통해 점을 쳤다. 구체적인 

기록이 남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맥락과 의미-미래를 알기 위한 진지한 

마음가짐인지 의례적 행위인지-로 점이 행해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가의 존립이라는 체계 세계의 중대사에 일종의 점복 행위가 개입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체계 세계 내의 점복의 존재는 삼국 시대와 

고려기를 거쳐 조선기 말까지 공식적으로 존재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출신이 귀한 자라도 태어난 일이 불길한 것이 문젯거리

가 되기도 하고, 공주의 혼인 날짜 택일을 위한 사주풀이가 행해지기도 

하며,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기우제와 같은 해결책에 의존하기도 하는 

등, 현실의 영역 나아가 체계 세계에 철저한 믿음-예컨대 자연재해는 신

이 노해서 발생했으며, 이 보이지 않는 신(神)을 달래면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고 믿는-이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종종 무당이나 그의 점사(占辭) 

혹은 어느 지식인의 운명 예측체계 자체가 정쟁(政爭)에 개입되는 경우도 

잦았다. 단적으로 심곡 김치가 자미두수를 집대성했을 때 그의 정적(政敵)

들이 보였던 태도와 그의 죽음에 얽힌 야사(野史)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체계 세계에 일관적으로 점복에 대한 믿음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

었는데, 특히 고려 중엽부터 무속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관습을 비판하고 

나아가 무당의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유학자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

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주풀이를 하거나 받으면서도 자신

은 이를 믿지 않는다는 이중적 혹은 다면적 언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러한 경향은 조선기로 들어가면서 점차 거세지기 시작하여, 유학(儒學)이 

아닌 다른 믿음을 지칭하는 음사(淫祀) 개념이 발생했으며, 여전히 점복에 

대한 믿음을 지닌 이들 또한 무당촌을 만들고 그 안에서 무당들을 관리하

고, 치병(治病) 등에 있어서는 적극 활용하는 등 결코 점복에 대한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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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힘을 가진 이들을 맹신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음사 

개념은 개항기 전후로 하여 서구 학문과 종교가 유입되고 내부적으로는 

신종교가 발생하면서 점차 계몽적 미신 개념으로 계승되는 모습을 보인

다. 이때 미신 개념은 서양 자연과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용납이 되지 

않는, 이창익(2020)의 표현에 따랐을 때 현실의 영역에 종교나 주술이 개

입하는 것을 지칭했다. 근대는 이를 있어서는 안 될 혼란으로서 받아들였

던 것이다. 미신이라는 개념이 전파된 정확한 사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

지 않은 듯하나, 어쨌든 미신이라는 표현 자체는 조선 말기에서 해방을 

거쳐 무려 1990년대까지 한국의 생활세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민속 세계에서 또한 선관계적 사고에 기반한 점복 행위들이 많이 나타났

던 것으로 보인다. 민속 세계의 주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점복 행위를 하였고, 특히 무당촌이 마을 근처에 형성되어있었으며, 

한 마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무당들이 존재했던 만큼 점복과 민속 세계

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

로는 당시 무당들의 상담사적 기능에서도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

가지로 당시 점복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자료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점복 행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얼마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체계 세계에서 계몽적 미신 담론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일제강점기 때는 정책으로서 미신이 억제했으며, 선교사들과 지식인들 그

리고 신종교 단체에 속한 청년들이 농촌 계몽 운동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다방면에서 진행하였음에 불구하고, 민속 세계에서 점복 행위는 그야말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계몽적 선전으로 일부는 점사(占辭)를 받아오는 것

이 허무맹랑하며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아주 

많은 이들이 암암리에 점복 행위를 행하고 이것이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설파한 기사들은 몇십 년에 걸쳐 20세기 말 가까

이에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점복이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통틀어 불리

면서 부정적인 함의를 정치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복은 민

속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또한, 체계 세계에서 발생한 미신이라는 개념은 민속 세계로 하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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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퍼졌지만, 정작 체계 세계에서 계획한 계몽적 의미의 미신 개념만이 

쓰인 것은 아니었다. 언론에서 계몽적 의미의 미신이라는 표현은 1990년

대 후반 즈음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현재 민속 세계의 주체들에게 미신

이라는 개념은 학습된 것이면서 동시에 정의하기에 애매한 것이었다. 나

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미신을 본래의 계몽적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이도 

있었고, 특히 웹사이트상에서 점복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근거로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시험 기간에 미역국

을 먹으면 떨어진다는 식의 징크스나, 어릴 적 어머니가 사주풀이를 받아

서 이야기해주는, 혹은 동네 어른들이 가게 개업 시 돼지머리에 지폐를 

물리는 과거 추억 속의 이미지나 종교적 신앙을 포괄하는 어떤 대상에 대

한 믿음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는 다면화 되고 복합화된 미신 개념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정덕의 논의에 따르면 개념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작용한다. 즉, 미신 개념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진 만큼 

믿음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근대에는 과학과 점복은 이성-비이성 혹은 합

리-비합리의 관계로 치부되어,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졌던 반

면, 현재에는 그들만의 영역, 즉 과학이나 점복이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영역이 인정되면서 과학이 메꾸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들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존’의 양상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근대의 경

험론적, 유물론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경험적으로 신뢰를 얻은 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점복을 신뢰하거나, 점을 보기는 하지만 가벼운 수준의 덕담

으로 여기고 지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점복에 진지한 의미를 부

여하는데, 본래는 점복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가, 자력(自力)의 무

한함과 무패(無敗)의 환상을 깨진 뒤 점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복자

가 되거나, 점복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들

은 여전히 개인의 노력과 경험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면서 두 영역 간의 

균형을 보였다. 또한, 과학적 이성과 점복에 대한 믿음이 끊임없이 갈등

을 빚으며 경합(競合)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유물론적 가

치관을 가지고, 신비한 어떤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점복을 손쉽게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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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점복이 단순

히 상담일 뿐이라고 여기는 마음과 정말 그 안에 신비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수시로 교차했다. 마지막으로, 미신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멀어졌던 과학과 종교와 점복이 결코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 무속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상의 

여러 유형은 결코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유형이 아니라,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로 자력의 무

패 신화가 완전하지 않음을 느낀 이들이 점복에 대해 강하고 일관된 믿음

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력에 대해 굳건한 신뢰를 부여하는 이들도 

부분적으로는 점복에 마음을 두고 있으며 다만 그 의미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날 뿐이었다. 개인적으로 본 연구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조금 더 치밀한 인터뷰가 행해지지 못하고, 이와 더불어 연구자가 질문의 

설계를 보다 정교하게 행하지 못하여 매우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연구자가 스스로 수행할 추후 과제로 남겨놓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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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of the concept, 

Superstition(Misin) and the 

pluralization of meanings given to 

divination

InKyoung Rhye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wo aspect of divination in current 

Korea, which has been through enlightening modernization, focusing the 

two-sided phenomenon of divination. First, the meaning of divination 

based on supernatural oriented pre-empirical mentality, which precedes 

over “natural” or western profound causal connection and considers 

them as secondary causes(Levi Bruhl), a sort of enchanted mentality, 

co-existing with the virtue of modern “rationality”(M. Weber) in 

Korean society. The expression above, “two-sided phenomenon” of 

divination means co-existence of cold attitude about it by someone who 

considers it irrational superstition(called in korea as “Mis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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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that cannot coexist with modern science and rationality and 

increasing demand of divination proved by a scale of its market. Second, 

I focus on the relations between divination, a concept “superstition”, 

the origin and changes of this concept.

 The stereotype in Korea that some people think divination is the same 

as superstition seems to be given birth in so called as modern 

enlightenment era, late Chosen dynasty. In current society, which maybe 

have passed the era and be going through the post-modern era, there 

still exists past concept superstition. I made a thesis that this 

phenomenon is notable thus researched historic change of the concept, 

analyzing cultural and microscopic meanings people give to divination 

because a concept affected by cultural and political images created 

socially helps understand certain phenomenon or object, despite its 

semantic imperfection.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for 5-6 month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document research, assuming each meaning of divination 

differs depending on one’s mental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following concepts: life-world, modernization, coexistence of 

folk-world and sytmem-world, re-enchantement and so on.

 As a result, divination have existed in Korean Peninsula for very long 

time, from ancient era to now today. But cultural meaning of divination 

has changing depending on a mentalty of the society, especially on that 

of system-world. From era of the Three States to late Chosen Dynasty 

era, in both system-world and folk-world, divination generally seemed to 

have been considered trustworthy. There were still negative discourse 

about divination in system-world at that time, but that didn't mean 

political rejection from the world. However, as national enlightening 

discourse and Japanese colonial era came at similar time, the concept 

“Misin”(superstition) show up and divination started to be rejected 

form system-world, given severe political exclusion. Thi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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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descended to folk-world but unlike in system-world, divination 

stll existed and interacted with people in folk-world. It implies that the 

independent domain folk-world rules exsists apart from power of 

system-world’s discourse, lasting today. Back to historic discussion, 

After its birth of the concept Misin(superstition) was habitualy 

propagandized through the press and media, and the concept gradually 

got to function as a sylbol of “irrationality”, which is also vague 

concept, going through its generalization and mannerism in use. Bu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oncept re-sparked in 1970’s government-led(or 

system-world-led) modernization and the concept disappear from 

system-world’s discourse. It seems that the disappearance resulted 

partially from acheving rough goal of national modernization, and no 

more necessity of strong enlightenment discourse. 

 Currently, the concept Misin(superstition) still remains in folk-world but 

it seems to be in process of going through semantic discordance or 

blurring because modern enlightenment discourse was dissolved. That is, 

in addition to its original meaning in context of enlightenment, the 

concept is “newly” regarded as a belief itself which has neutral 

nuance, Jinx or certain scenery or image of one’s childhood. This 

semantic discordance of the concept seems to have broken down the 

stigma that divination is “superstition” thus absurd, bringing diversity 

and complexity of meaning people give to divination.

 Interstingly, nowadays divination isn't sustained not only by 

pre-empirical, enchanted mentality but also by scientific thinking based 

on modern intellectualism(M. Weber) and some religious beliefs etc. 

These mentalities, which were separated in the name of the 

mordernization, compete and inter-cross each other, creating 

complicated, multiple meanings toward divination. The phenomenon shows 

modernization of folk, folk-lization of modernity, and co-exsistence of 

system-world and folk-world. This inter-cross among those d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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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and mentalities eventually overcome political seperation among 

science-superstition-religion in enlightenment era, giving them harmony 

and equilibrium back, appreciated their individual values. 

 Also, there was rough tendency in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concept Misin and meaning or belief toward divination, but the 

relationship implies something more complex than that tendency, for 

example there were different perception of Misin concept in similar 

cases. It possibly shows both instability of a concept itself and blurriness 

of the concept Misin at the same time.

keywords : divination, folk, mentality, modernization,  re-enchantement, 

superstition

Student Number : 2018-2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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