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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시기 연구의 연원 

이 창 익* 

흔히 우리는 종교를 크고 중대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종교 

는 난해하고 복잡하며 현세 너머의 것을 다루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 

나 종교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처럼，l) 종교가 반드시 크고 중대한 것만을 

다루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일상의 작은 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그 본래적인 힘을 발휘한다. 종교는 장엄하고 극적인 의례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평범하고 하찮은 일상행위를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둘이 분리되어 있 

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우주론적 관심은 민속학적인 차원으로 파고들어 작은 일 

상행위를 큰 우주론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형이상학의 우주론’이 ‘일상 

의 우주론’ 혹은 ‘실용적 우주론’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우주론이라 

는 거시적인 차원이 민속학적인 미시적인 차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전개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우주론의 일상화 내지 실용화라는 현상을 조명하그l자 한다. 

이러한 현상을 생생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세시기(歲함記) 자료를 겸 

* 한신대 강사 
1)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l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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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그l자 한다. 세시기 자료는 보통 한 해 동안 민가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일 

상의례의 총체가 기록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세시기 자료는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의 연중행사가 차례대로 정리된 민속학 연구보고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민속학 

적인 정신은 평균적인 백성， 즉 ‘상민(常民)의 발견’에서 싹튼 것이다)) 물론 이때 

의 상민은 국행國王)의 통치대상으로서 유교적인 민이 아니라， 한 국가의 평균적 

인 구성원으로서의 민이다. 다시 말해 민속학적인 민은 평균인(平均人)이라는 다소 

상상적인 관념을 근거로 삼는다. 비로소 “평범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기"3)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는 세시기에서 그러한 평균인으 

로서의 민에 대한 감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시기는 그러한 평균인으로서 

의 민이 평균적으로 행하는 평균적인 시간의례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문헌학적 기록물로서 세시기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은 한일합방 무 

렵인 1910년 직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9년 3월에 민족계몽운동 단체였던 서북 

학회의 《서북학회월보).JJ와 친일학술단체였던 대동학회의 《대동학회월보)4)는 나란 

히 『열양세시기』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차이가 있다면 《서북학회월보》는 국한문 

혼용체로 기술하였던 데 비해， (대동학회월보》는 순한문체로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대동학회월보》에 실린 『열양세시기』는 ‘세시기(蘭콸記)’라는 제목으로 《대동학회 

월보》 제14호(1 909.3.25)에 정월 상편을， 제15 호(1 909 .4 .25)에 정윌 하펀에서 4월 

까지를， 제16호(1909.5.25)에 5월부터 12월까지를 게재하고 있다)) 다른 판본과는 

다르게 여기에 실린 열양세시기에는 몇 가지 항목들이 더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비교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서북학회월보》는 「아국세시풍속기(해행蘭持風洛記)J라는 제목을 붙여 제10호 

2) 가라타니 고진(炳감行Á.)， r일본근대문학의 기원，g， 박유하 옮김(민음샤 1997), 46-47 
즈ε ,. 

3) 같은 책， 46쪽.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나기다 구니와柳 
田國男， 1875-1962)의 민속학을 언급하고 있다. 

4) 1908년 민력양성을 목적으로 서북지방에서 설립된 민족계몽운동 단체였던 서북학회 
(西北學會)의 기관지인 《西北學會月報》는 1908년 6월 l 일부터 1910년까지 매달 발행 
되었으며 제23호까지 발간되었다. 현재는 1910년 l 월에 발간된 제19호까지만 남아 
있다. 주필은 박은식(朴股뼈， 편집 및 발행인은 김달해金達폐였다. 반면에， 대동학 
회(大東學會)는 1907년 10월 20일에 이완용{李完用)과 조중윌趙重應)이 유림계를 친 
일화시키려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토오 히로부미(伊顧博찌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신기선(申箕훤 등을 내세워 조직하였다. 대동학회의 기관지인 《大東學會月報》는 
1908년 2월 25 일에 발간되어 1909년 8월에 총20호를 끝으로 종간했다. (국사편찬위 
원회의 「대한제국기 잡지 해제」를 참조하였다. ) 

5) (};.東學會月輸 제14호F제16호， 「鍵꿇êJ (呂圭亨 編J ， (大東學會， 1909 .3 .25-19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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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9 .3 .1 )에는 『열양세시기』의 l 월부터 3월까지의 내용을， 제13회 1909.6.1)에는 4 

월부터 6월까지를， 제 14회1909.7 .1 )에는 7월부터 9월까지를， 저1115회1909.8.1)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차례로 게재하였다 r아국세시풍속기」의 서문은 「열 

양세시기』를 게재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世界 各郭에 各其 風洛의 慣例가 有창니 雖其 不經τ雅흔 者가 有흥지라도 

成倚이 己久者는 聖人도 從之한는 바오 入境向洛은 禮經所在니 他國의 風洛도 

不可不知커든 況 本國乎아 臺山先生 金遇淳民가 해행諸倚에 -年 十二月 佳時

令節의 八十餘事를 記述향야 日 例陽歲時記라. 可히 本國 風倚의 史料 되긋는 

故로 혈에 體載한노라，.6) 

이 서문을 통해 우리는 근대화와 식민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시기에 생겨난 자 

국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세계 각국마다 저마다의 풍속이 

있고， 그 풍속이 비록 도덕에 어긋나고 바르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풍속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 그러므로 타국 풍속은 물론이고 자국 풍속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열양세시기』가 본국 

풍속의 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 바로 게재의 동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세시기 자료의 집성여 이루어지게 된 시점은 한일합방 이후 

인 1911 년이었다. 1910년 10월에 최남선(崔南훤은 고서간행과 사전편찬을 위해 

조선광문회(朝蘇光文會)를 설립했다. 조선광문회는 “조선 구래의 문헌 도서 가운데 

중대하고 긴요한 것을 수집 · 편찬 · 개샌開刊)하여 귀중한 문서를 보존 · 전포함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07) 조선광문회는 주로 역사서와 지리서를 간행했으며， 특히 

역사와 전통과 애국심을 강조한 실학자들의 책이 일차적인 간행 대상이었다. 1911 

년 7월 20일에 조선 광문회는 「동국세시기(東國購협è)JJ 리는 제목으로1 홍석모(洪 

錫調의 『동국세시기』와 검매순(金遇|圓의 F열양세시기(列陽蘭휩리J와 유득공t柳得 

悲)의 『경도잡지(京都雜짧』의 세시기삼종歲時記三種)을 합본으로 발간했다.8) 이 

6) <西北學會月報》 제 10후 「해행世時風倚記J(西北學會， 1909년 3월 l 일). 

7) 팩購光文會告白LF ， 「朝蘇光文會規則J; 오영섭， 「朝蘇光文會 鼎究」， 『韓國史學史學報』
3(200 1. 3), 83 쪽. 조선광문회의 주요 인물들이 당시에 대종피大琮敎)와 관계되어 있 
었다는 점은 조선광문회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8) 柳得옆 擺， 『京都雜誌~j， 金遇淳 擺，列陽蘭환記)[; 洪錫護 擺， 『東國歲함記，U ， 歲광記三 
種， (朝蘇光文會 刊行本， 明治 44年[191 1. 7.20]). 홍석모의 증손인 홍승경(洪承敬)이 기 
증한 원사본{原寫本)과 대조할 때， 조선광문회에서 간행된 11'동국세시기』 판본에 오자 
와 탈자가 있다는 점이 다음 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디: 정승모 「蘭함關聯 記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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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기삼종은 『동국병검t東國兵鍵)JJ과 더불어 조선광문회가 발간한 최초의 고서였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민속학에서 세시의례를 연구하는 기본 자료로 삼은 판본이 바로 

조선광문회 판본임을 감안할 때 세시기삼종의 간행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전기를 

구획한 사건이었다. 나아가 최남선은 1920년대에 《동아일보j東亞日輸).(매일신 

봐每日 申報:)) 같은 신문과 《동괜東光;))과 같은 잡지에 세시기의 명일(名日)에 대 

한 논설 형식의 글을 연달아 발표했다.9) 또한 최남선은 f조선상식문답J을 통해 

세시기를 민속학적 일반 상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다 rr조선상식문답」의 「명 

일」편은 설， 대보름， 제용， 부름， 답교 2월 초하루， 한식， 삼질， 파일， 단요 유두， 

백중， 가위， 9 일， 10월 상달， 개천절， 동지， 납향10)의 19가지의 문답 형식을 통해 

명일과 관련한 용어들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1 조선총독부에 의해 행해진 작업으로는 1924년의 조선총독부 중 

추원의 풍속관계자료에 세시와 관련한 자료가 보인다 11) 그리고 1931 년에는 조선 

총독부 촉탬購託)이었던 오청(짧좁)의 T조선의 연중행새朝蘇η年中行事』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 발간되었다， 12) 일본의 풍속 조사는 식민지 지배를 영구화하고 내선 

일체(內蘇一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시기와 세시의 

례에 대한 관심이 자국에 대한 조선의 민속학적 관심과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민 

족학적 관심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와 식민지주의의 

해 본 조선시기 頻함風倚의 變化」， 『역사민속학3 제 13 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54쪽. 

9)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 論說·論文 1) 9, (玄岩社 1974)에 정리된 최남선의 세시 
관련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남선은 역사학적 민속학적 입장에서 세시의 연 
원과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추석(秋강)J ， (동아일보) 1925년 10월 2일-11 월 l 일; 「
중앤重陽')J ， (동아일보) 1925년 10월 27 일; 「상달J ， {동아일보_} 1925년 11 월 24 일; 
「상달과 開天節의 宗觀성 意、味J ， (동광) 1926년 11 월호 「좁풋館 挑酒의 三月 名日 J ，
《매일신보) 1934년 4월 16 일; 「朝蘇에 있는 上E의 倚尙J ， (매일신보) 1934년 4월 

16 일-17 일; 「士狂이란 무슨 節인가J ， (매일신보) 1934년 4월 18 일; 「공치의 살 오르 
는 줬雨節J ， (매일신보) 1934년 4월 20 일; 「개구리의 입을 트는 立夏節J ， (매일신 
보) 1934년 5월 9 일; 「改火의 倚: 寒食의 由來J (매일신보) 1934년 5월 17 일; r觀
燈J ， {매일신보_} 1934년 5월 20 일; 「五月五日 天中節J ， (매일신보) 1934년 6월 16 일. 

10) 崔南善， 「名日」， 『朝蘇常識펌答，D， (三星美術文化財團 1981), 96-114쪽. 그러나 최남선 
은 1928년에 일제 식민사관의 소굴인 조선사편수회 위원이 되면서부터 친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디{오영섭， 위의 글， 80-81 쪽). 

11 ) 朝解總督府 中樞院 編 「雜記 및 雜資料 (2) 출생에서 노년까지，D，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風倚關係짧파" 1924). 

12) 吳購，朝蘇σ)年中行事낭， (휠購總督府， 昭和 6年， 1931); Ii'四季η朝蘇 · 횡購σ)年中行事 
,,:;, (景仁文{bfd: 影印， 2000년 재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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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속에서 자연히 양측은 조선의 풍속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시 

기가 문헌학적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세시기 자료는 역사적 사료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보다 

는， 또 다른 민속학적 조사의 모델이 되는 경향이 농후했다. 조선총독부의 촉틱들 

의 경우처럼， 조사자 자신이 조선의 연중행사를 차례로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세시 

기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시대적 적합성을 지닌 근대적인 세시기 작성 

작업이 민속학의 중요한 연구 분과가 되었다. 해방 이후에 간행된 방종현(方鍾錫 

의 『세시풍속집』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3) 그러나 이런 방식의 작업은 

세시기 연구사에 속한다기보다는 세시기 작성의 역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민속학적 연구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지역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 방향이 점차 

지역별 세시기 작성 작업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하지 

만 그에 앞서 엄연한 사뢰史料)로서 세시기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탐구 

하고 나아가 정연한 의례력(蘭뽑替)으로서 세시기가 드러내는 우주론적 구조를 밝 

혀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가 보여주겠지만 세시 

기는 단순한 연중행사의 나열 이상의 것이다. 

ll. 세시기의 자료 서술 방식 

세시기는 각종 행위의 의미론적 모호성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여타의 세시기가 지난 설명상의 가장 큰 특정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같은 우주론적 설명 방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시기에서는 음양오행 

설 대신에 문헌학과 역사학과 구비전승 등의 설명 방식이 전면에 부각된다IT'예기 

(禮記)dl의 「월령(月令)J 같은 경우 철저히 음양오행설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는 반 

면에， 세시기는 음양오행설이 다른 문화적 · 역사적 설명 방식에 의해 대체되고 있 

다. 이러한 설명 방식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세시기 자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술적 특정을 보여준다. 각각을 열거하여 설 

명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세시기는 관성적으로 행해지는 실천 형태(의례， 놀이， 음식 등)의 기원과 

의미를 확정하려 한다. 보통의 세시의례는 그 유래와 의미가 모호하다. 일 년의 

13) 方鍾鉉 「頻폼風倚集OD ， (짧學社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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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이 되면 그 날에 맞는 일정한 의례와 놀이를 행하고 적절한 음식을 준 

비한다. 그러나 시간과 의례가 타당한 설명에 의해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은 

드물다. 시간과 의례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보통은 전통의 힘만 

이 시간과 의례의 연결이 갖는 모호성을 해명한다. 즉 의례적 실천의 의미는 없고 

그 형식만 남은 것이다. 세시기는 이러한 빈 형식에 그 기원과 의미를 복원시키는 

역할을하고 있다. 

둘째， 세시기는 의례적 실천의 연원을 추적함으로써 의례를 역사적이고 문화적 

인 것으로 상대화시키고 있다. 모호한 의례들을 그 역사적 · 문화적 맥락 안에 위 

치시킴으로써， 세시의례의 의미를 상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네뛰기 

가 원래는 한식날 행해졌지만 이제는 단오날 행해진다는 예에서처럼， 세시의례의 

시간적인 위치 또한 역사적 · 문화적인 변화를 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례와 

시간의 관계는 고정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이다. 

셋째， 세시기는 그네뛰기， 고고매(貼始妹:)14) 같은 시의적(時햄인)인 소소한 놀이 

의 연원을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세시기의 기록 정신은 시의적인 작은 놀이까지 

놓치지 않고 기원을 추적하는 데 있다. 세시기의 자료적 독특성은 바로 이러한 사 

소한 습속에까지 시선을 주목하는 기록 방식에 있다. ‘세부를 향한 무한한 주목’ 

은 세시기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넷째， 세시기는 달력， 즉 역서(層홈에 근거하여 다OJ한 민속적인 실천들을 시간 

적으로 배치하여 고정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시의례는 평균인이 행하 

는 공통의 의례적 실천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날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서의 전반적인 보급이 필수적이다. 판상감에서 배포하는 달력에는 중월中庸)에 

서 따온 “동문지봐同文之寶)"라는 말이 새겨진 임금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한 

다. 동문지보는 “이제 천하의 수레가 동일한 궤도를 가며 글이 같은 문장을 쓰며 

행동에 윤리가 같대今天下車同動 書同文 行同倫i)"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5) 그러 

므로 달력의 보급은 같은 날짜에 같은 행동을 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행동의 통 

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것이다. 

14) f東國歲뀔記』， 「正月 J ， 上元 고고매는 “한 가닥으로 된 생명주실로 거위의 솜럴을 
붙들어매어 아이들이 바람을 따라 날린다. 이것을 고고매라 한다. 이 말은 몽고어로 
봉황이란 뜻이다{用獨蘭絲 緊購뚫 小兒順風而願之 號日始始妹 쫓古語鳳凰也r라고 설 
명되어 있다. 이하 『동국세시기』의 기본 번역은 다음 책을 따른다 李輝쁨 譯註， 『朝
蘇蘭광記，ij， (東文選 1991). 

15) f東國蘭콸記』， 「十-月 J. 장至. 같은 책，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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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세시기d]，열양세시기되， 『경도잡지』 같은 세시기 자료를 보면 해마다 동짓 

날(쪽쥔에 관상감에서 달력을 관청이나 관원에게 배포하고 아전이 관원에게 달력 

을 바쳤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관원들은 자기 고향의 친지， 묘지기， 

소작인， 이웃사람에게 달력을 나눠 주었다.16) 시기상으로 보아 이 달력은 조선 중 

후기의 역서인 시헌력(時憲層)을 가리킨다. 또한 『서운관지』에는 “매년 진헌 · 반사 

하는 일과{日課) 17)와 각 관서에 분아하는 역서， 본감 사건(私件)의 인출량은 

15 ，300획輔1) 18)을 한도로 한다f정조 신해년(1791 )에 식으로 정했다]"1이라는 내용 

이 나온다. 1 축은 역서 20건을 의미하므로 15 ，300축은 306 ，000건의 역서 제작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죄私造)된 역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 

다면， 책력의 배포 부수와 보급율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공급이 수요 

16) IT'東國蘭함記」는 1849년경에 홍석밀洪￡處劃가 썼고， 『例陽購함記J는 1819년경에 김 
매순(金遇평이 썼고 r京홉F雜志』는 18세기 후반 무렵에 유득공t柳得悲)이 썼다. 

17) [["世宗實錄」 卷31 ， 世宗 8年 2 月 4 日 여辰. “서운관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역서(層 
書)에 ‘역(層)’자를 쓰지 말고 ‘일과{日課)’로 쓰며， 또한 한식에도 일과를 기록하게 
하여， 이것으로 일정한 규례를 삼게 하라」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t書雲觀自今層書 
母用層字， 以日課書之。 且寒食井錄日課 以馬桓式;). ‘역(層)’자를 쓰지 않은 내력은 황 
현(黃뚫)의 『매천야록J에 잘 나와 있다. “을미년(1895) 개국 504년(淸國 光績 21 년. 
日本 明治 28년)에 淸國의 紀元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層書의 첫머리에 ‘大朝蘇開國
五百四年歲次ζ未’라고 한 밑에 ‘時憲書’란 3자를 써넣었다. 그것은 紀年은 고쳤지만 
層은 아직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헌서라는 것을 준행한 것이다. 그리고 ‘層’이라 
하지 않고 ‘書’라고 한 것도 역시 옛날의 예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청나라 高宗의 
譯가 弘層이기 때문에 淸國人은 역 대신 서를 사용한 것이다. 홍력이라는 두 자는 갑 
오년(1 894 ) 이전에는 공문에서는 모두 사용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김홍집도 ‘宏集’
이라고 고쳐 사용하였고 또 譯官들도 玄民 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북경을 갈 때마 
다 元民로 행세하다가 이때 비로소 그 본성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청나라 聖祖의 휘 
가 ‘玄魔’이기 때문이대廣玄， {梅果野錄}， 金灌 譯， ((樣)敎회位 1994), 333-334 쪽)." 

18) 허윤섭， 「조선후기 觀象藍 天文學 부분와 조직과 업무: 18세기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30쪽: “輔과 件은 모두 역서의 수량을 나 
타낼 때 쓰는 단위로 l 건은 역서 한 개를 가리키고 l 축은 20건을 가리킨다." 

19) 成周惠 編著，書雲觀志~ , 卷之二， 「式(7IL; 이면우 · 허윤섭 · 박권수 역주(소명출판， 
2003), 152쪽(每年進敵展陽日 課及.各司分兒本藍私件 限一萬五千三百輔印出[正祖辛갖定 
式r]) 관상감에서 발간하는 역서는 공건(公件)과 사건(私件)으로 나쉰다. 공건은 대궐， 
종친， 고위 문무관， 여러 관서에 분아하는 것이고 사건은 민간에 판매되는 역서로 조 
선 후기의 일과력 가운데 85% 이상이 사건이었다. (같은 책， 152쪽， 각주 338번 참 
조.). 조선왕조실록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매년 책력을 인쇄하는 수량은 위에 올리 
는 것과 각 관청에 나누어 주는 것과 본 관상감에서 사적으로 갖는 것을 합쳐 l 만 4 
천 6백 70획輔)이다… 그리고 6백 30축을 더 인쇄하게 해서 명과학의 실직 관원에 
게 니누어 주되 세 역관의 예에 의해 각기 90축씩 나누어 주며， 차후로는 l 만 5천 3 
백 축을 인쇄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는대每年印層之數， 進敵及各司分兒、 本藍私件， 馬
一萬四千六百七十輔… 更令加印六百三十輔， 劃給命課學實官， 依三層官例， 各分九十輔
此後以一萬五千三百輔定式，)."(IT'正祖實錄」 卷33 ， 正祖 15年 10 月 27 日 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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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상용 달력인 시헌일 

과력(時憲日課層)의 한 해 인출량은 “ 1791 년 직전 무렵에 14 ，670축， 즉 293 ，400건 

이었고 그 직후 무렵에 15 ，300축， 1790년 무렵에는 16 ，000축이었으며， 1867년 무 

렵에는 17 ，694축 1 건， 즉 353 ， 881 건이었다"20)고 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조선 

인구가 약 660만;.760만 명 정도였으므로「 평균 22-25명마다 역서 한 건을 소유한 

셈이었다. 

매년 일력(日層)[層日] 을 나누어 준다. 관상감t觀象藍)에서 4 ，000건을 인쇄하 

여 여러 관사 · 여러 고을 및 종친(宗觸 · 문무당상괜文武뿔t官) 이상에게 나누 

어 준다. 제주 삼곱濟州三뭄)을 제외하고 모든 고을은 다 용지(用紙)를 바치고 

받아 간다. 남은 것은 용지(用紙)로 바꾸어 명년(明年)의 수용{需用)에 대비한다. 

교서관(校書館)에서는 1 ，000건을 인쇄하여 여러 책을 인출(印出)할 때의 자료로 

삼는다)1) 

음양학 제죄陰陽學提調가 아뢰기를， “역일법(層日法)은 중국 조정에서도 이 

를 비밀로 하여 동지(장힘 전에는 그 반핍領布)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 교서괜f交書簡으로 하여금 감인(藍印)하게 하니， 다만 비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서원(書員)이나 장인(!lC印)들이 임의로 사인(私印)함은 심히 불개不可) 

합니다. 청컨대 구례(舊例에 의하여 서운관(書雲觀)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도 

록 하소서，"22) 

대궐에 바칠 것 이외에는 단지 5.000건만을 인출했던 조선 전기에 비해 역서 

보급율이 77배 가량 증가했던 셈이다23) 그러므로 역서 보급의 팽창 현상이 세시 

기의 작성뿐만 아니라: 세시의례의 고정화와 일반화에 크나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 

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시간의 통일성이 확보됐을 때 평균적인 의례의 통일 

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섯째， 세시기는 시간에 합당한 의례적 실천을 기록함으로써， 의례적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우주론적 시간의 양태를 보여준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나오는 

다음 내용이 이를 잘 보여준다. 

20) 허윤섭， 위의 글， 30쪽. 
21) I經國大典』， r禮典J ， 藏文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1985), 
22) u世祖實錄시 世祖 7年 3 月 6 日 T未

23) rF大典會通픽， 「禮典J ， 藏文書; 허윤섭， 위의 글， 46쪽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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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博物志」에 말하기를， 「木日에 누룩을 만들면 술이 시어지고， 水日에 장을 

담그면 벌레가 생기며， 九魚日 에 곡식을 播種하면 싹이 나지 않고 六合日 에 귀 

신을 쫓으면 귀신이 가지 않으며， 火日에 꿀벌을 안치시키면 꿀이 쓰고 士日에 

삼f麻을 심으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실로 그러하구나， 이 말이여. 옛사람 

들이 모든 동작에 반드시 날을 가린 것은 대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4) 

인용문에는 부적합한 날에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를 우리는 ‘부정적 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택일에는 이런 금기 이외에도 적 

합한 날짜에 어떤 일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는 ‘긍정적인 금기’가 있다. 세시기 

에는 ‘ ~날에는 ~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금기와 ‘ ~날에 ~을 해야 한 

다’라는 긍정적인 금기가 서로 얽혀 있다. 세시기에서는 이처럼 행위의 의(회와 

볼의(不회에 대한 내용이 반복된다. 

예컨대， 「동국세시기」의 정월 월내(月內) 항목에는 “설날부터 문을 닫고 있던 

시전(市團들이 날찌를 잡아 시전을 여는데 반드시 모충일(毛蟲日 )25)에 연다. 이는 

그 모충들의 번성하는 솜털의 뜻을 취하여 상업의 번창을 바리는 것으로 인일(寅 

日)에 문을 여는 경우가 가장 많다7'26)리는 구절이 있다. 털과 번성함을 연결한 공 

감주술적 믿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주술적 금기는 긍정적인 시간 금 

기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 「동국세시기』의 같은 정월 월내 항목에는 “ 16일은 시골 풍속에 대 

체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니무로 만든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일(문、日)로 여긴 

다7'27)리눈 기일 규정이 있다" 1 월 16일과 1 월 8일과 삼패일 같은 정월의 특정한 

날짜에는 강한 부정적인 금기가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세시기를 통해 부정적 금 

기와 긍정적 금기가 어떻게 뒤얽히면서 일 년의 금기와 의례를 형성하는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24) 轉추光 G 헐l逢類說」， 「時令部J ， 南曉星 譯 (ζ西文1b位 1994); “.，.古人凡有動作 必擇
日者 蓋有意품"이라는 마지막 구절은 옛 사람들이 동작을 할 때 반드시 택일을 했 
다는 점에서 시간의 점복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 

25) 모충일은 털이 있는 짐승의 날로 쥐날I子日) . 소날I표日) . 호랑이날t寅日) . 토끼날(911 
日) . 말날(午日) . 양날(未日) . 원숭이날(辛日) . 닭날(西日) . 개날(成日) . 돼지날(갖日) 
을 가리킨다. 

26) L"東國歲함記d]， r正月 月內J: “市塵擇日開市 必用毛蟲日 取其購f 而寅日馬最’， 월내 
항목은 그 달의 어느 날의 행사인지 모르거나 여러 날에 걸쳐 있는 행사를 기록하는 
항목이다. 

27) [i'東國歲폼記J ， 「正月 月內J: “十六日 微倚 多不動作 不納木物 寫릎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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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시기의 서술방식과 서술구조가 지닌 이런 특정들을 토대로 하여， 조선 

후기 세시기 저술에 나타난 우주론적 시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시기의 다Od=한 판본들을 확인하여 연구 대상으로 취할 

만한 판본들과 그 작성 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ill. 연구 대상이 되는 세시기의 종류와 연구 방법 

이 글에서 연구의 저본으로 삼고자 하는 기본 세시기 자료는 조선광문회에서 나 

온 세시기삼종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자료를 참조하여 세시기 문헌 기록 

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세시기에 나타난 의례적 시간구조가 보밖는 우주론적 형 

태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단 세시기삼종의 연대를 따지자면， 『경도잡지J는 18세 

기말 정조 때의 것이고1 「열양세시기」는 1819년 순조 때의 것이며， 『동국세시기』 

는 1849년 헌종 때의 것이다. 물론 이밖에 참조할 만한 자료로는 철종 때 정약용 

의 둘째 아들인 정학웨T學週가 지은 것으로 보이는 r농가월령개農家月令歌:)J와 

1843 년에 유만굉柳晧悲)이 7언시 200수를 엮어 지은 『세시풍외鍵흉風諸)J28)가 

있다농가월령가」와 『세시풍요』는 모두 율문{律文)이라는 점에서 다른 세시기 자 

료와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19세기 중엽의 것으로 보이는 『한양세시기J는 간략하 

기는 하지만 다른 세시기와 비교할 만한 자료이다，29) 그리고 본격적인 세시기 자 

료는 아니지만， 이수광의 r지봉유설』의 「시령뷔時令部」에 보이는 세시(歲時)와 절 

서(節南 항목 또한 유용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0) 이를 간단히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1 ) 

28) 顧田亮策 『朝蘇學論考J ， 519-525쪽과 柳曉悲，蘭함風諸』를 제목을 바꿔 번역한 임 
기중 역주 · 해설，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JJ(집문당; 1993)를 참조하라. 

29) 권용정의 『한양세시기J 원문은 박순후 「한양세시기J(1ï'한국민속학JJ 제22 집)에 실려 있 
다. 그리고 한양세시기에 대한 소개와 번역은 박순호 「漢陽頻함記」， f엠3士文化冊究 n 
제2 호， (圓光大學校 영B士文化짧究所， 1979)에 실려 있다. 

30) 뽑후光， 『헝l逢類說j 上 「時令部J.
31) 2003 년 12월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행된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 · 고려시대 

편』과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 · 잡지편( 1876-1945LJ은 산재한 세시 관련 자료를 
윌별로 모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간행된 『조선대세시기 I ι는 조수삼 
(趙秀三)의 U 關뭘記~]， 조운종(趙雲從)의 「頻환記倚ι， 권용정(權用正)의 l 漢陽鍵폼등[.， J와 
U 蘭함雜해\Jj， 김형수(金펴洙)의 U 農家十二月倚詩2]， 최영년(崔永年)의 「名節風洛"1을 번 
역하여 섣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논문이 씌어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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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세시기 자료 

셰시껴 자료 저짜 혐해 l 

『행l逢類說」 輔후1fj 1563 -1629) I 1614년 광해군 
『京都雜誌잉 柳得청1748-1807) I 18세기말 정죄연대 미상) 

「핏”陽蘭합記」 金遇!l휩(1776-1840) I 1819년 순조 

「蘭함風諸」 柳晧졌 1793-1869) 1 1843 년 헌종 

「東國購륭듭다 洪錫讀1781-1857) I 1849년 헌종 
『農家月令歌 IT學週1786-1855) 철종(연대 미상) 

「漢陽歲時記」 權用正(l 801- 7) 119세기 중엽 무렵(연대 미상) 

위의 표에서 열 수 있듯이， 세시기 체계를 갖추지 못한 『지봉유설」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세시기 자료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쳐 작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민속학자들은 보통 세시기 저술의 연원을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에서 찾곤 한 

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민속학이 이미 실학파의 저술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자 

생적 민속학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곤 한다)2)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세시기 저 

술의 정신이 실학의 기본 정신과 일치하는개 

조선 후기의 학계 내지 사상계 안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새로운 경향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실학t實學)이리는 말로 개념화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원래 실학은 유개庸쩌 자신이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이었으며 수 

기치인(修E治人)을 목표로 하는 유학을 실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도 실학이리는 말은 여전히 허학t虛學)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나 특히 1934-35년 즈음에 최남선， 정인봐鄭寅普)， 문일평(文一平) 등의 학 

자들에 의해 “실학=실사구시략’이라는 의미가 일반화되면서 실학이리는 말은 조 

선 후기의 특정한 학문적 기풍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3) 

짜가 위의 서적들이 출간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32) 장장식， r <東國歲時記》의 기술 태도와 특정: <京都雜志~ . (例陽蘭콸記》와의 비교를 
통하여」， [P한국문화연구』 제2집(경희대민속학연구소 1999), 191-202쪽 참￡ 이 논문 
은 세시기의 저작 동기를 민족문화에 대해 주체적 관심을 지녔던 실학파와 연관지어 
찾고있다. 

33) 실학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千寬宇， 「「實學」 搬念
成立에 관한 史學史的 考察」， 『李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護dJ(新1Í文化社， 1969), 
361-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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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시기를 실사구시의 실학 정신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 

인가? 먼저 세시기는 조선 시대 성리학의 분위기 속에서는 역사의 배경으로만 존 

재하던 민(民)의 생활을 서술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민이 역사와 문 

화의 배경에서 전면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분명히 민 

의 생활에 내재한 ‘의미’를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던 

민의 생활이 이제 의미 있는 대상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시 

기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시기 안에 담긴 이러한 의미의 층위들을 

병렬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세시기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정한 의례 

적 실천 형태들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이다. 특히 이러한 실천 형태들은 보통 역사 

속에 그 원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원형의 힘에 의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역사적인 원형이 이러한 의례적 실천을 형성했을 수도 있 

고 의례적 실천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설명이 재구성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여하튼 세시기는 원형과 반복의 이러한 설명 구조를 통해 일견 무의미해 보이 

는 의례적 실천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세시의례는 일반의례와 마찬가지 

로 전통성， 반복성， 유효성， 전수가능성， 사회성을 특정으로 한다，34) 

다음으로 세시기는 일 년이라는 시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의 생태학 

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역서(層홈가 시간을 숫자와 주기에 의해 분할하는 데 

반해， 세시의례는 역서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제시한다. 세시 

기에 나타난 세시의례는 구비전승을 특정으로 한다. 그러므로 구비전승에 특정적 

인 역사적 · 문화적 변형의 가능성이 풍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의 생태학과 관련된 생활이다. 세시기는 계절에 적합하게 다양 

한 의례적 실천을 배치함으로써， 시간을 매개로 하여 펼쳐지는 인간과 자연의 통 

합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시기는 일종의 분류학적 시공조띨 그려낸다. 세시기에서 사불과 사건을 

분류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시간이다. 그러나 사물이 정위되고 행위가 연행되는 것 

은 항상 공간 안에서이다. 각종 행위와 사물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시간 안에 

정위(定位)되어 시간적인 사건이자 시간적인 사물이 된다. 나아가 시간적인 사물과 

행위는 항상 마을의 공간， 집의 공간， 쟁王)의 공간， 자연의 공간， 신체의 공간 

34) Henri Hubert and Marcel Maussl , A General Theory 01 Magic, trans. by Robert 
Brain (London &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2 orig. 1904),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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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정한 공간 안에 배치됨으로써 공간적인 사물과 행위가 된다. 예컨대 시절 

음식이라 불리는 시식(時食)을 먹을 때 인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나라 

시간까지 더불어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먹어진 ‘시간-음식’에 의해 인간의 

신체리는 특정 공간이 우주론적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다. 음식 먹기라는 행위에서 

음식은 인간의 붐이 우주론적 시간과 접촉하는 매개물이 된다. 그러므로 세시기에 

서 시간적인 시물과 행위는 시간에 내재한 우주론적 힘을 그에 상응하는 공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세시기에 나타난 시공간， 즉 각무늑투표(chronotope )35)는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세시기에 나타난 일 년의 시간구조는 기본적으로 역법(層法)과 음양오행설에 근 

거한 우주론적 시간을 전제하고 있다. 세시기가 이러한 우주론적 시간을 직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시기는 선택된 시불과 선별된 행위를 특정한 

시간에 배치함으로써 그러한 사물과 행위를 의례화한다. 우주론이란 가장 포괄적 

인 분류법이며， 우주를 질서정연한 체계로 파악하기 위해 현상을 개념화하고 현상 

들의 관계를 구조화한다. 그리고 공간 시간 물질， 운동의 관점에서 우주를 묘사 

하고 시간과 공간의 외연 안에 신 · 인간 · 동물 · 식물 · 정령 · 악마 등을 배치하며， 

그것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적인 관계를 서술한다)6) 그러므로 우리는 세시기 

가 펼쳐 보이는 우주론적 이야기를 적절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 

음에서는 『동국세시기』를 저본으로 하여 세시기에 나타난 우주론적 시공간의 양태 

와 그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동국세시기』가 세시기 자료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5) M. M.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p.84. 바흐젠은 특히 문학작품에서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시간적 관계와 공간 
적 관계의 본래적인 연관성을 극무"투쿄(chronotope)라고 명명한다. 피루"E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차용한 용어로서 문자 그대로 시공간(time space)을 
의미한다. 격루"투고란 시간을 공간의 네 번째 차원으로 간주함으로써 시공간의 불 
가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36) Stanley J. Tambiah, Culture, Thought, and Social Action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85), p.3; Denis Monnerie, “ On ‘Grandmothers ’, ‘Grandfathers ’ 
and Ancestors: Conceptualizing the Universe in Mono-Alu, Solomon Islands ," 
Cosmos and Society in Oceania, Daniel de Coppεt and André Iteanu( ed.), (Oxfor 
d . Washington , D. C., Berg Publishers. Limited, 1995), p.10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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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T'동국세시기』를 통해 본 우주론적 시공간의 형태론 

1. [?동국세시기』으| 절일과 의례항목 

『동국세시기』에는 서로 다른 기원을 지난 시간 주기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가장 단순한 주기로서 연과 월은 각각 태양과 달의 운행주기를 표상한다. 

태양은 항상 동일한 형태로 출몰하지만， 달은 생장소멸의 반복을 통해 출몰한다. 

태양은 동일성의 반복이지만 달은 차이의 반복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의 차이로 인해 태양과 달의 종교적 · 상징적 가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태양은 불변과 절대의 표상이지만 달은 변화와 숙명의 표상이다. 그러므 

로 태양 상징이 주로 제왕을 위한 정치-종교적 상징이었던 데 반해， 달 상징은 민 

간의 생활-종교적인 상징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달의 주기는 인간과 식물의 생리 

학적 주기와 형태론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경문화의 발달과 함께 달과 

식물의 시간주기가 태양 주기 안에서 결합하면서， 인간의 생활은 이 다층적인 시 

간주기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7) 그러나 세시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2>는 『동국세시기』의 절일(節日)과 그 날에 해당하는 의례적 내용을 도표 

로 재구성한 것이다._38) 일단은 이 표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세 

시기 서술 체계는 일 년-사계절-열두 달의 세 가지 주기만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 

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세시의례를 농경주기， 자연의 계절주기， 음양오행설 등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들은 대개 부자연스러운 것이어 

서 세시기의 의례항목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1. 첫째， 『동국세시기」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농경과 풍요를 언급하는 의례 항 

목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가령， 나무로 만든 소를 끌고 나와 풍년을 기원하 

는 함경도 풍속인 입춘의 목위木牛)나， 곡식의 씨를 태워 주머니에 넣어 나눠주 

고 풍년을 기복했다는 상해일과 상자일의 해낭과 자낭의 경우처럼， 농경과 관련한 

점복의 내용이 지배적이다. 채마전에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는 한식의 하종(下種)이 

37)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 trans , Rosemary Sheed ,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 pp.147-51 , 154-56. 

38) <표 2>는 洪錫護 擺， 『東國鍵협마， 歲時記三種(朝蘇光文會 新文館 刊行本， 191 1. 7. 
20)의 서술체계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광문회본은 절일의 해당 내용을 페이지 
상단에 표제로 처리해 놓고 있는데， 괄회 r J)로 묶인 항목은 광문회본에서 따로 상 
단 표제로 처리하지 않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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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명’의 춘경(春執) 정도가 구체적인 농사일에 관련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농경생활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농경력(農觀層)으로 간주하기에는 세시기 

의 농경 관련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세시기는 농시(農時)를 알려주는 농서(農書) 

가 아니다. 오히려 세시기는 농경점복의 요소를 다Ocr하게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 

로 세시기를 농서로 취급하는 설명 방식은 세시기의 일부분을 전체로 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표 2> If'동국세시기』의 절일과 의례 내용 

짧옷 
_. 

- “‘f ‘ ‘ F γ ’‘ "- ‘ ;J ’「‘‘ .• - ... ~ .. , ‘g ‘.,_“ ~ι=:‘r 
’., ‘. • 節日 “- ’‘」 嚴禮內容

新題펌安， 外方進훌 新歲茶禮， 歲維， 歲拜， 歲驗， 歲輯 問安轉， 歲

元日
衛， 白館， 嚴楊， 홉&館， 魔함講세벼 延群詩， (훌貼子)， 歲畵， 門排 尙屬
歲典， 鍵虎畵， =~法， 德談 廳議， 표行[틴， 元日燒髮 夜光， 法鼓

日月神， "{않훤離敵) 

立春 훌뼈子， 春祝， 「업細l文J ， 進山菜， r木牛」

A日 碩鋼A勝， A日製試
上갖·上子日 「玄훌 • 子훌J ， 煙鼠火

正月
때日 .E日 「鬼絲」 ， 「不納A口木物」， 「끼뽑髮」， r j룬뾰入흰」 

藥飯， 「未積J. 祚年 r未뿜J ， 處容 「짧靈打觀鐵J ， 木짧훌， 잊h豆鋼， 
三遊北門， 街士理家中， 蘭擺 r固廳之方J ， 盧較 R옳훌훌酒， 陣菜食， 福

上元
훌훌， 표觀雜飯， 賣暑， 兒構많除方， 不關大， 據樹， 放薦 回며兒， 貼始

妹， 交絲 鄭錢 迎月， 뼈夜禁， 路橋 邊戰 張油輝 安~， 木影러年， 
類嗚6年， 觸龍때 月滋 戶滋 ~딛戰， 累河敵 P昌씁쪼鳥， 車戰， 훌戰 
淸漢山鋼構 擊出日짧 

月內雜事
毛蟲日開市， 春到記科， 慣日， 十六日 l룬、日 ， 二十四日想日， 八日敗日，
上下試 三敗日

二月
湖日 中和￡ 松解:， t;;X~뽑日， 햄觸~， 靈衝빼， 「鍵馬敵J ， 然燈
月內雜事 參星r딘， 薦泳， 禁觀R
二日 삼職E쳐!l~ 花觀 水觀 率Æ析子
淸明 陽火，春執

=月
寒食 寒懶ñfa 下種

春節時食， 鏡平菜 水!Jß， H會材， 훌續薰食， 過夏酒， 燒酒， 購館， 環館， 1
月內雜事 홈E館， 南酒北館， 四馬酒， 始鍵， 좁根商， re柳， 射會， 關民， 柳筆， 좁 

春敬老會，四節遊촌，쨌歐射，週歸神，國師神聚 

)\日
)\日燈강， 「燈후」 ， 「日月團」， 「轉燈」， 「呼廳」， r影燈」， 「뼈夜禁」， r水

四月 옮戰」， r熹효」， 「太平鼓」
月內雜事 薰館， r魚菜」， r魚館頭J ， 團仙花혔릅 熊빠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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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R
J:~ '1 !(_;; ‘ L ι “ • - ’ 

節日 - . - “ >

i-l J‘’- 嚴禮內容 ; ‘. .. 、‘ ‘ .J} ~: _... .::-

효虎， 端午扁， 天中未符， 醒홉빼場， 玉樞뮤， 홉痛場， 홉浦醫端午뼈， 

五月
端jlf 훌함鍵 角力， 成衣日 , 採益母草， 據覆樹， 石戰， 三將軍聚， 烏金醫聚，

題亂빼察 

月內雜事 太宗雨(10 日) ， 薦大小奏鎭子， 沈훌훌 

流頭 流頭훌， 水團 乾團 「露花館」， r連觀J，流頭鍵
六月 三f* 觸，代網

月內雜事 薦뤘， 輝水， 夏月時食， 灌足， 階城擬~
七갖 購衣養

七月 中元 百種 亡塊日， 十五日

月內雜事 薦早積

J\月
秋것 嘉能 會蘇曲， 照理之敵 r緣聽」， r補類之敵」

月內雜事 角力， 懶縮食， r松館J ， 링|簡， 票團子， r土運團子」

九月 九日 췄花훨~" it뚫 登I읍 
午日 馬日

十月
造牛￥L簡， 上月， 成造神， 孫石風20 日)， 援盧會， 脫口3커神仙盧， 창節 

月內雜事 時食: 題頭 . r軟뻔場J • r효楊J • r효團子J • r寶團餘、J ， 乾슐T， 沈讀， 大

염在天王察 

쌍至 亞歲 장행흉食: ~한豆敵 碩歷， 헨漢 
十-月

月內雜事
薦좁魚 薦橋抽相子， 해製， 龍排， 종홉購食: 冷觀 . r骨童鍾J • 장沈 • 
水正果

8없 R훌享， 繼藥 8옳肉， ij훌훌훌水 

十二月 除!7
舊歲캡安， 拜醫歲， 年終聚， 뼈牛禁， 守歲 鄭뼈， 없願， 줌별.， ~水燈
r紙뼈」 

月內雜事 歲妙， 歲購 r歲體J ， 댁뺏엠紙'J ， 願購 高城郵후많$ 

聞月 - 「효緣聚」， r宜載賣衣」， r廣州奉恩、츄 置錢樓」

11. 둘째， 『동국세시기꾀는 음양오행설에 의해 의례적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회피한다. 의례를 설명하는 내용에 음{陰)과 앤陽)이라는 단어 자체를 등장시키지 

않는다. 가령 삼복을 설명하는 다음 두 가지 설명 방식을 비교해 보자. 하나는 

『동국세시기』의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달력을 만드는 원리가 기록된 『증보작역식』 

의 설명이다. 

o If'동국세시기J::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징t狗醫)이라 한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 생각건대 「사기』에 진덕공 2년에 비로소 삼 

복 제사를 지내는데 성안 4대문에서 개를 잡아 충재를 막았다J고 했다. 그러므 

로 개 잡는 일이 곧 복날의 옛 행사요 지금 풍속에도 개장이 삼복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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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J증보작역식jj. 삼복{三代)-하지(夏휩 후 제3경일(康日)이 초받初f:k)이 되 

고 제4경일이 중복{中代)이 되고 입추(立秋) 후 제I 경일이 말받末f:k)이 된다. 

하지일이 경일이면 하지로부터 삼경(르蘭의 수를 세며， 입추일이 경일이 되면 

시(時)[입기시각]가 오전에 있으면 그 날이 말복이 되고 시(時)가 오후에 있으면 

다음 경일이 말복이 된다. 사시(四時)의 교대는 그 상생(相生)으로써 이루어지지 

만 여름과 가을에 이르러서는 그 %렉相힘에서 옮겨가니， 이 때문에 금t金)의 

날인 경일(康日)은 화{火)를 두려워함이 있다는 것이 잠받灌代)의 의미이다)9) 

삼복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을 비교할 때 우리는 세시기의 설명 방식 

이 음양오행설을 설명원리로 내세우고 있지 않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물론 그렇 

다고 해서 세시기의 구조가 음양오행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양오 

행설이 현상의 환원에 의해 세시기의 심층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표층적인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시기는 음양오행설 

을 위한 것만도 아니다. 

lll. 셋째， 세시의례를 자연주기 혹은 계절주기에 적합한 의례의 주기적 반복으 

로 해석하는 입장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표 2>에서처럼，동국세시기」는 의 

례들의 시간적 배당에서 다소간의 혼돈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팔죽은 상원의 적 

두죽(未豆網에도 보이고 삼복의 복죽(f:셨뼈에도 보이고 동지의 적두죽(未豆觸에 

도 보인다. 추천(輪觸은 단오에도 보이고 추석에도 보인다. 세찬(歲購은 원일에도 

십이월의 월내잡사에도 보인다. 각력(角力)은 단오와 팔월 월내잡사 모두에서 보인 

다. 야금해제(뼈夜뿜는 상원에도 사월 팔일에도 보인다. 시식(時食)인 증병(觀館) 

은 원일과 삼월 월내잡사 모두에 보인다. 석전은 상원의 변전(邊戰)과 단오의 석 

전(石戰)에 모두 보인다.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동국세시기』는 의례항목의 혼 

동 내지는 중첩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세시의례가 일 년을 시간단위 

로 하는 주기전승의 반복적 의례는 아닌 셈이다. 

오히려 우리는 세시의례의 반복 현상을 지나치게 엄밀한 주기적 반복으로만 한 

정해서는 안 된다. 세시기의 의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과 순환의 개념 

을 좀더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음식 금기와 성적 금기 같은 

금기는 지속적인 반뷔continuous repetition)을 요청하고 장례식， 결혼식， 출생， 입 

문식， 질병이나 재해에 따른 의례， 기념식 등은 시의적인 반복{ occasional 

repetition)의 양태를 띠며， 오히려 정확한 주기적인 반복{periodical repetition)은 

39) 增補作層式~， 編者 未詳， 刊年 未詳， 木版춰서울대학교 奎章聞 古-7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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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역법의 제정에 따른 다소 후대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0) 자연현상을 관측 

하여 얻어진 물휘빼候)의 시간은 역법의 시간과 차이가 난다. 역법의 발달로 인 

해 시기가 정확히 고정되는 절기(節氣)나 월령(月令) 또한 어느 정도 자연의 불후 

를 반영하고 있지만; 자연의 물후는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는 점에서 역법과는 다르다. 그리고 세시기의 내용에는 농경주기， 태양주기， 

달의 주기， 식물과 동물의 주기， 생활주기 등이 혼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성， 시대성， 문화적 환경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들어가 있다. 

ψ. 넷째， 세시기를 민족주체성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j"동국세시기』는 세시의례의 기원과 유래를 확정하려는 문헌학적이며 

고증학적 노력의 소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적 전거는 중국 문헌이다. 조선 

세시의례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며， 조선의 것과 중국의 것이 달 

라졌거나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에 차이가 생겼음을 주로 강조한다. 다시 말해 기 

원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변화 과정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따라서 

세시기가 민족주체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논거가 약한 주장이다. 오히려 fr동 

국세시기」는 일정한 지방을 단위로 한 세시기가 아니라 조선 전국을 아우르는 세 

시기라는 점에서， 『택리지』 같은 저술이 보여주는 조선 후기의 영토에 대한 지도 

학적， 지리학적인 관심과 어울리는 민족적인 시간의식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동국세시기꾀의 내용에서는 지도와 지리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시 

간에 대한 관심이 민속적이며 지역적인 시간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 

인다. 다시 말해 『동국세시기』는 시간의 차이보다는 시간의 일치에 더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이질적인 공죠F들이 균질화된 지도 위에 배치되는 것처럼， 세시 

절일들이 균질화된 역서 위에 분포된다. 

2. [j"동국세시기』에 나타난 절일의 분류 

1 . 월내잡사를 제외하면 동국세시기의 절일 항목은 총 22개이며， 월내잡시를 

더하면 총 331R의 절일 항목으로 의례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월내잡사 이외에 24 

기(氣)에 포함되는 절일 항목은 입춘， 청명， 동지로서 총 3개이며， 한식 또한 태양 

의 운행주기인 동지와 관련하여 정해지는 날짜로서 음력으로는 한 날짜에 고정되 

40) Paul Ricoeur, “ The History of Religions and the Phenomenology of Time 
Consciousness," The History 01 Religions, Joseph M. Kitagawa, ed. (New York: 
Macmiltan Publishìng Company, 1985),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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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날짜이다. 한식(寒食)은 “동지(장핍 후 105 일을 한식으로 하며， 동지일은 

계산하지 않는다，"41 ) 그러나 한식을 설명할 때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것 

을 기념한다는 역사적 전설이 한식의 기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1 한식은 24기 

(氣，)+역사적 전설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조합되어 형성된 절일임을 알 수 있다. 

한식은 태양주기(1 년)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술이 간여하는 복합적인 구성물 

이 된다. 그러므로 한식 또한 태OJ주기의 절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리하면 

입춘， 청명， 동지， 한식의 총 4개를 편의상 태양 주기의 절일이라 할 수 있다. 

11. 그리고 간지기일법(千支紀日法)이나 음양오행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복 

적인 절일 항목으로는 인일(人日)， 상해 · 상자일， 묘일 · 사일， 삼복， 오일(午日)， 납 

일(ß짧:)， 삼월 삼일(三日)， 단오， 칠석， 구월 구일(九日)의 총 10개가 있다. 인일은 1 

월 7일로서 보통 3월 3 일 7월 7일 9월 9일과 더불어 과거시험의 일종인 절일제 

(節日製)를 설행하던 날이다，42) 그러나 인일의 기원은 그리 간단히 설명되지 않는 

듯하다Ii형초세시기』의 ‘인일’에 붙은 주를 보면， “정윌 1 일은 닭날~ 2일은 개날， 

3 일은 양날~ 4일은 돼지날， 5일은 소날， 6일은 말날~ 7일은 사람날이라 하여 날씨 

의 흐리고 맑음에 따라 그 해의 풍작을 점친다’43) 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인일은 12생초(生웹)， 즉 12지수(支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간지일에 배당된 

12생초외는 독립적으로 일자에 배당된다. 

상해 · 상자일， 묘일 · 사일， 오일의 3개는 간지기일법에 12생초를 배당하여 상해 

일(上종日)=돼지(家)， 상자일(上子日)=쥐(鼠，)， 묘일(째日)=토끼(명)， 사일(E日)=뱀 

(純)의 형식으로 하여 설정된 날이다. 그러므로 이 3개의 절일 항목은 간지기일법 

+12생초라는 두 가지 형식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금기(禁료)와 벽λ뼈웹ß)의 날이 

다. 삼윌 삼일， 단외오월 오일)， 칠석(칠월 칠일)， 구월 구일의 총 4가지는 중수절 

일(重數節日)로서 홀수숭배 사상의 흔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홀수는 잉약(陽 

數)이므로 OJ수가 거듭된 날은 양기가 강한 날로 인식되어 피흉구길(避~求吉)의 

날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44) 그러므로 중수절일은 음양설의 논리가 개입해 있는 날 

이다. 인일과 상해 · 상자일 묘일 · 사일， 오일 중수절일은 모두 음력일에 고정되 

41) If'增補作暫式 참조 

42) If'大典會通」， 「禮典J ， 諸科; “元月七日 맑人日 · 三月三日 · 七月t日 · 九月九日設行， 有
故則當月內無故日退行"

43) 宗↑떻， F혐楚購記2)， 상기숙 역(집문당.， 1996), 72쪽; “正月一日廳J뽕’ 二댐狗 三日
寫후 四日馬錯 五日馬牛 六日寫馬 七日寫人 以陰購古豊純

44) 崔振默， 「數字의 體系와 漢代人의 생활」， U’古代中國의 理解eJ 5,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과연구실 편(지식산업샤 2001), 255-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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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날이다. 

삼복과 납일은 좀더 복잡한 유래를 갖는 날이며 음력 날짜에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이 날이다. 먼저 삼복은 태OJ주기에 의해 정해지는 하지를 기점으로 하여 

계산되는 날이다. 그리고 삼복은 천간(天千)의 경일(康日)에 배당된다. 그리고 천간 

오행(天千五行)에 의하면 경일은 금t金)에 배당된다. 그런데 삼복이 있는 여름은 

화{火)의 계절이다. 따라서 오행상극t五行相힘에 의하면 ‘화극금t火克金)’이므로1 

여름의 회{火)가 경일의 금t金)을 극하는 날이 바로 삼복인 것이다. 따라서 이 날 

은 매사에 조심하며 잠뷔i暫↑’大)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삼복의 일자는 오행심L극에 

의해 계절에 압도당하는 날이므로 금기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복은 태OJ주 

기+간지기일법+음양오행설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개입하여 설정된 금기일이다. 

납일도 삼복과 비슷하다. 납일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납일-동지 후 제3 미일(未日)이 납일(觸日)이 되는데， 동지가 미일이면 동지 

로부터 삼미(프未)의 수가 납일이 된다. 혹은 제2 . 제4 미일이 납일이 되는 때 

가 있는데， 대개 동지가 이르고 늦음이 있어서 납일은 반드시 12월에 속해야 

하기 때문이대아콰행행은 동방에 있어 고로 납일을 둘 때 반드시 목돼木劃 

가 있는 미일(士)로써 한다'.] (동방은 목{木)인데， 목{木)은 해(켓에서 생(生)하 

여 돼gp에)서 앵1tE)하고 미(未)에서 쟁쫓힘한다)45) 

이처럼 납일은 태OJ주기에 의한 동지로부터 간지기일법에 의해 계산된다. 납일 

은 보통 동지 후 제3의 술일(成日)이지만， 조선에서는 태조 때부터 동지 후 제3의 

미일을 납일로 사용했다. 동방의 조선은 목의 나라이고 목의 기운은 해(켓에서 

생성하여 돼째에서 번성하고 미(未)에서 소멸하므로1 조선을 상징하는 목{木)이 

소멸하는 미일에 한 해의 끝을 표시하는 <납일>을 두었던 것이다. 납일 또한 삼 

복처럼 태OJ=주기 + 간지기일법 + 음양오행설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결합하여 만들 
어진 날이며 태OJ주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음력일에 고정되지 않는 날이다. 

111. 달의 주기와 관련된 절일은 원일(1월 l 일)， 상원(1월 15 일)， 이월 삭일(湖日)， 

유두{6월 15 일)， 중원(7월 15 일)， 추석(8월 15 일)， 제석(1 2월 29일)으로 총 7개이다. 

이 날짜들은 달의 주기에 따른 삭일(湖日)， 망일(望日)， 회일(臨日)이다. 그러므로 

음력일에 고정되는 날이다. 물론 원일과 제석은 달의 삭일과 회일이긴 하지만， 달 

45) [?'增補作層젊， 「求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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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기로 태양주기의 시작점과 끝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날이기도 하다. 

ψ.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절일은 사월 팔일(八日)로서 석가모니 탄생일이며 

연등행사와 관련한 날이기도 하다. 이 날 또한 음력일에 고정적인 날이다. 불교와 

관련한 절일로 『동국세시기』의 절일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절일은 아니지만 윤월(聞月)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윤월은 태양주기와 달의 

주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역법적 장치이다. 보통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 

정도의 윤월이 있으며， 시헌력의 경우는 19년 7윤법을 기반으로 한다~ 46) 특히 윤 

월은 결혼하기에 좋괴宜據뽑 수의 만들기(宜執壽衣)에 좋은 날이다. 

그러므로 절일의 설정에 개입하는 시간주기와 역일의 고정성/유동성에 따라 절 

일은 <표 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일단 『동국세시기』의 절일들은 각각 음력일 

의 고정성/유동성 여부에 따라 2가지 종류의 절일로 대별할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일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주기라고 할 수 있다. 동 

지에서 춘분을 경유하여 하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태양의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일조량도 많아진다. 그러나 하지에서 추분을 거쳐 동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태 

양의 고도는 점점 낮아지고 일조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태양의 생장과 소멸은 이 

분이지(二分二휩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22개의 절일 항목 가운데 유동적인 절 

일은 6개뿐이며， 나머지 16개의 절일은 음력일에 고정된 절일이다. 그러나 삼복과 

납일은 태OJ주기 이외에도 음양오행과 간지기일에 의해 결정되는 절일이므로1 실 

제로 순수한 태양주기는 입춘， 청명， 동지， 한식의 4가지뿐이다. 

<표 3> 절일의 다층적 시간주기와 역일의 고정성 

’ t • i ’ . ‘ 
陰고鷹정日성의 節日 시간주기 

입춘， 청명，동지， 한식 태OJ주기(24기) 유동적 

인일 12생획?) 고정적 

상해·상자일，묘일·사일，오일 간지기일법十12생초 고정적 

삼월삼일， 단요 칠석， 구월구일 음양주기(重數節日) 고정적 

삼복，납일 태양주기+간지기일법+음양오행주기 유동적 

원원，일 추，석 상，원 제，석 이월삭일， 유두， 중 달의 주기(삭일， 망일， 회일) 고정적 

사월팔일 석가모니 탄생일(기념일) 고정적 

46) 이은성， 『層法의 原理分析，n(정음사; 1985), 1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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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일의 고정성/유동성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우리는 흔히 세 

시풍속의 소멸을 음력과 양력의 경합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절일의 점차적인 

무의미화 현상을 단지 음력의 쇠퇴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표 3>에 

서 알 수 있듯이 절일에 개입하는 시간의 논리는 다층적이다. 태OJ주기， 12 생초， 

간지기일법， 음양오행， 달의 주기， 기념일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절일의 논리 

만 하더라도 여섯 가지이다. 나아가 각각의 절일에 배당된 의례 항목을 관찰하면 

바로 드러나겠지만 다층적인 시간주기는 각각에 관련되는 복잡한 의례항목을 달 

력의 역일에 할당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한 해의 수많은 역일 가운데 단지 227R 

의 기본 절일을 정하는 논리가 간단치 않은 것처럼， 절일에 의례항목을 할당하는 

논리 또한 그리 단순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세시풍속의 쇠퇴는 단순 

히 음력의 약화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절일을 통해 역일에 끌어들여진 다층적인 

시간주기와， 다시 이로부터 절일에 할당되는 다OJ=한 의례항목들의 총체성을 고찰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상이 갖는 복잡성을 간과하게 된다. 

『동국세시기』는 절일을 설명하면서도 절일의 형성을 우주론적으로 설명하지 않 

는다 11동국세시기』의 설명 방식은 주로 문헌학적， 역사학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 

리가 알게 된 것처럼 절일에는 태양 · 달 · 음양오행에 관련된 우주론적 시간이 개 

입해 있다. 또한 여기에는 12생초의 동물들， 석가모니 기념일 같은 동물학적， 역사 

학적 시간이 동시에 개입해 있다. 그러므로 태양 주기와 달의 주기 같은 구체적인 

우주론적 시간과 연결된 절일은 고작해야 137R 이다. 나머지 9개는 우주론보다는 

인간학에 기반한 피흉구복적 의미가 강하다. 

요약하면， 이러한 절일의 분류는 세시기의 절일이 단일한 시간 형태나 하나의 

우주론적 구조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충적인 시간주기는 

동일하게 디층적인 믿음과 실천을 야기한다. 역으로 다충적인 시간주기는 인간들 

이 주어진 시간에 저항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연적인 시간과 같은 주 

어진 시간은 그와는 다른 인위적인 시간주기에 의해 채색되고 변형되고 조절된다. 

나0까 다층적인 시간주기에 다OJ=한 기원을 지닌 절일들을 배치함으로써 일 년의 

시간은 인간의 의례적 실천에 의해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변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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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주론적 시공간의 형태론: 성스러움의 테크닌 

『동국세시기」의 절일들은 우주론적 시간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 

이처럼 ‘시간의 탈우주론화’는 절일에서 의례항목으로 분석의 시션을 이동할 때 

더욱 심화된다. 나례는 원래 제석에 할당된 의례이다. 그러나 『동국세시기」의 원 

일에는 원일에서 상원까지 행해진다는 제주도의 나희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나의 

의례가 원일， 상원， 제석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전(石戰:)， 이야뢰뼈夜劉， 각력(角力)， 추천(輪輔뿐만 아니라 세찬t歲購， 증 

병(觀館)， 적두죽(末豆觸 등의 항목도 하나의 절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중국의 계절 축제를 분석한 마르셀 그라네는 ‘의례의 테크닉(ritual technique) ’ 47)이 

라는 용어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추적한 바 있다. 고대 축제는 원래 고대의 생활 

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태학적이고 총체적인 축제였다. 고대 축제는 종교적， 유희 

적， 문학적，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적， 동식물학적인 사실들이 모두 한데 응축된 포 

괄적인 현상이었다. 축제는 인간과 자연이 직접 조우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의 수 

직적인 유대가 형성되고 동시에 인간 집단의 수평적인 유대가 강화되는 현장이었 

다. 한 마디로 말해 고대 축제는 의례복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 원리 또한 

원시적인 음양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례복합체에서는 의례시간이 길었고 

의례공간 또한 산천과 수목을 배경으로 한 넓은 영역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고대 

축제는 각각의 실천이 단일한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 실천의 총체 

가 연합하여 총체적인 효괴를 낳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므로 의례는 축제의 

시간과 성스러운 공간에 집중된 채 전개되었다，.48) 시간과 공간은 음양의 이분법에 

의해 단순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49)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응집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적인 관계와 일 

상적인 실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지나치게 의례공간이 넓고 의례시간이 

길었던 고대 축제는 더 이상 적합성을 갖지 못했다. “모든 순간에 대한 지배가 필 

요해진 것이다'."50) 이러한 과정 속에서 초기의 복합적인 의례는 본래의 시공간으 

47) Marcel Granet, Festivals and Songs 01 Ancient China , trans. E. D. Edwards, D. 
Litt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Ltd, 1932), pp.236-37. 

48) lbid. , pp.225-26. 
49) lbid. , p.229. 
50) lbid. ,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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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분리되어， 의례전문가에 의해 해체되고 단순화되었다. 천자가 인간과 하늘 

의 만남을 매개하는 국개중심적 제천의례의 확립이 그러한 예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례의 테크닉은 이렇게 자잘하게 부서지고 해체된 의례를 해체된 시공 

간에 분배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시공간의 분할과 의례의 전문회는 개별화된 종교 

적 힘의 개념을 출현시켰다. 그리고 다른 체계의 종교적 사유들이 달력의 여기저 

기에 의례들이 분산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의례의 분산은 전설적인 인 

물， 영웅， 개별화된 신을 요청했고， 의례가 할당된 시공간을 성화하기 위해 의례에 

대한 계보학적 상상력이 요청되었던 것이다.51 ) 계보학적 상상력이란 시공간에 흩 

어진 다OJ한 의례를 설명하는 신화적 기원을 가리킨다. 음양오행설， 수술학t數파 

學)， 기념일， 전설， 12 생초， 태양주기， 달의 주기 모두가 개별화된 의례를 시공간에 

분산 배치하기 위한 의례의 테크닉과 의례적 상상력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라네의 이러한 의례의 형태론이 『동국세시기』의 절일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 

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설명을 어느 정도 긍정할 때 세시의례와 세시절일의 

의미가 좀더 분명해질 수 있는 것 같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 년의 시간 주기 

안에 츰춤하게 배열된 절일은 다OJ한 시간주기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므로 완정한 

세시의례는 의례의 경제적인 분배가 가능할 정도로 정밀한 역법이 정립되고 그에 

상응하는 공간과 사물의 세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세시기 안에서 의례의 고대적 원형을 탐색하려는 작업은 민속학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세시기의 의례체계가 보여주는 시간 구조는 단순한 순 

환적인 시간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세시기의 시간은 철저하게 역사와 

문헌을 의식하는 순환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시의례는 시작과 끝이 같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엘리아데가 말한 바 있는 

것처럼， 의례의 원형은 “역사의 공포”를 덜기 위해 원형적 모델의 의례적인 반복 

을 통해 순환적인 시간을 구축하는 형태 띤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논리적으로 

가정된 의례의 원형일 뿐이다. 오히려 세시기의 의례는 “역사의 기억술”에 의해 

직조되는 순환적 시간의 형태를 보여준다. “시간의 폐지”를 통한 존재론적 시간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시의례는 절일을 통한 성스러움의 유입과 그로 인한 실용적인 

시간의 구축을 의도하는 것처럼 보인다._52) 

앙리 위베르는 종교를 “성스러움의 관리(administration of the sacred)"53)라고 

51) Ibid. , 237-38. 
52) Paul Ricoeur, op. cit.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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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종교에서 의례는 성스러움을 만들어내는 발전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하나의 의례만을 통해 성스러움을 관리하는 종교는 없다. 시공간이 분화되 

는 정도에 비례하여 의례 또한 분화된다. 특정 효과에 따라 분화된 다OJ=한 의례들 

을 관리하는 것은 성스러움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시간과 

공간은 의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역서(層書)의 발전을 주도했 

던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시간관념이었다.54) 공간도 방위가 설정되고 영역별 

로 분화됨으로써 그 안에서 성스러움을 조작한다. 이처럼 종교적인 시공간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5)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동국세시기』의 절일과 의례항목의 분석은 우주론적 

시공간의 변형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그러한 변형을 존재론적 우주론이 

실용적 우주론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라 설명했다. 다OJ=한 시간주기와 다OJ=한 절일에 

의해 일 년의 시간이 세분되면 될수록， 일 년의 시간은 최대한의 관습과 최대한의 

의례적 경험을 구성해 낸다. 시간의 세분화는 성스려움을 잘게 분할하여 일상적인 

행위와 소소한 시물에까지 성스러움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예컨대 세 

시기에는 시식(時食)에 관한 항목이 많다. 절일에 맞는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인 

체라는 최소단위의 공간에 우주론적 시간이 삼투된다. 건강학적， 한의학적 의미에서 

시식은 우주론적 시간과 인체 공간을 매개하고 이로써 붐을 성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서의 정교화와 대중 

적인 보급이 필수적이다 11동국세시기 l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국세시기J의 세시의례는 신화적 원형의 반복을 통한 주기적 시간의 형태를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세시의례는 작은 행위를 통해 작은 성스러움을 다루는 

의례의 테크닉을 보여준다. 작은 일상은 큰 성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 

로 작은 일상에 맞는 작은 성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의례의 모습이야말로 세시의례 

가 지향하는 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의례들과 작은 성스러움들이 

모여서 일 년이라는 시간 주기의 큰 성스러움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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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ique of the Sacred 
- Morphology of the Cosmological Time-Space Constructing Sesigi-

Lee, Chang-yick 

Sesigi refers to the writings which recorded the seasonal rites and customs 

according to almanac. In Sesigi, we find a variety of temporal rites fixed at 

specific dates without any obvious reasons. The reason why to do particular 

rites at particular dates is only explained by the power of tradition. 

Following Marcel Granet, 1 tried to show that the rites in Sesigi was the 

products of the diffusion of calender, the sophistication of calendrical system , 

and the gradual disintegration of ancient big ritua l. To do the same practices at 

the same dates, necessarily we must have the same calendar. Moreover, A year 

in which we live is constituted by multiple layers with other kinds of origins. 

Time is always the object of diverse temporal techniques, and such techniques 

infuse time with small sacralities which, in sum , will construct the big sacrality 

of one year. 

In this way, the extreme differentiation of time-space results in the extreme 

differentiation of the sacred rituals. Then, certain sacred rituals have become 

hardly distinguishable from the ordinary and pragmatic practices. In the same 

context, cosmological ontology has been transformed into pragmatic ontology. 

This morphological transformation of cosmology could make Sesigi and its 

rituals possible, with the help of calendrical system. 

Key words: sesigi, sacred, calendar, time, cosmology, ritual techn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