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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 대하여 제례를 올리는 단이다. 禮記 에 따르면,

1)

천자뿐만 아니라 지방 제후들, 또 그 아래 대부들도 사직단을 설치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이른 시기부터 중앙부터 지방까지 설치되어 왔다.
2)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신라에서 설치한 바 있었고 2)고려에서도 10세기 성종대
3)

종묘 제도와 함께 사직단 제도를 도입하여 설치하였다. 3)조선에서는 건국과 함께
수도에 사직단을 세워야 함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수도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직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A00002).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1) 禮記 祭法 “王爲 姓立社 曰大社 王自爲立社 曰王社 諸侯爲百姓立社 曰國社 諸侯自爲立社 曰侯社
大夫以下 成 立社 曰置社”
2) 신라시기 사직단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최광식, 1995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 한길사 ;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 지식산업사 ; 채미
하, 2003 新羅 宣德王代 社稷壇 設置와 祀典의 整備 한국고대사연구 30
3) 高麗史 권59, 志13 禮1 吉禮大祀 社稷
“成宗十年閏二月 敎曰 予聞社土地之主也 地廣不可盡敬 故封土爲社 以報功也 稷五穀之長也 穀多不可 祭
故立稷神以祭之 禮曰 王爲群姓立社曰大社 自爲立社曰王社 諸侯爲百姓立社曰國社 自爲立社曰侯社 大夫以
下成群立社曰置社 故有國有家者 不可不立社稷 上自天子下至大夫 示本報功不可不備 爰自聖祖至于累朝 未
置夏松之祀 尙虧周栗之 朕纘承以來 凡所施爲必依禮典 子穆父昭之室
經營 春祈秋報之壇 方將創立
其令群公擇地置壇 於是始立社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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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고려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중앙의 사직단 제도에 대한 것이었다면, 조선의 사직단
제도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는 점은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사직단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례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시기 邑治의 기본
구성 요소로 꼽히는 3단1묘 체제의 하나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방의 사직단은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볼 때 국왕이 거주하는 도성을 모범으로 읍
치가 구성되는 주요 요소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짓는 중요한 공간·문화 장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 사직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각 지
방 읍치의 경관에 대한 연구들에서 읍치의 원형으로 사직단을 언급하거나, 발굴
조사 및 복원·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 사직단에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 읍치의 구성을 복원해보는 연구들에서는 그 주요 요소로서 단묘 체제인 3단1
4)

묘 체제를 언급하며 그 속에서 사직단을 다루고 있다.

4)

그런데 3단1묘 체제라는

용어부터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하 승람)의 祠廟
조항에서 사직단, 여단, 성황사(단)이라는 3단과 문묘를 기술한 것을 이렇게 지칭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승람의 祠廟 항목에 따른 3단 1묘 체제는 사실 태조
대 초기 계획과 다르고, 세종대 오례의, 國朝五禮儀序例 의 州縣 제사 항목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사액서원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된 이후부터는 이들도 지역의 공
식 사묘로 인정되는 등 3단 1묘체제는 고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지방의 단묘 체
제 역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황사의
경우는 壇이 아니라 祠의 형태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할 때 ‘3단’ 1묘라고 지칭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관아를 중심으로한 사묘를 지방 읍치 구
성의 핵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상황은 지방별로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조선 시기 지방 읍치의 형태적 특징을 일률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들어
가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본격적인 발굴조사 보고서도 많지 않다. 삼척과 대구의 경우는 발굴조사
5)
보고서가 나온 바 있으며, 5)이러한 발굴조사나 시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북 지역
4) 지방 읍치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건축학, 地理學이나 조경학 등의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장명수, 1994
城廓發達과 都市計劃 硏究 : 全州府城을 中心으로 학연문화사 ; 이준선, 2010 영동지역 읍치의 입지
와 경관-강릉과 문화역사지리 22권 3호 ; 양보경·민경이, 2004 경상북도 영천읍성의 공간구조와
그 변화 문화역사지리 16권 3호 ; 김기덕·이재헌, 2003 조선후기 충청도 지방 읍치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2권 1호 ; 권순강·이호열, 2009 남해읍성의 공간구성과 축조기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8권 5호
5) 관동대학교 박물관 편, 1997 三陟 元堂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古墳·社稷壇址 ; 영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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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일부 지방 사직단 자료들을 종합하여 발표한 김미영의 논문이 있다. 6)이외에
이들 지방 사직단 유적의 경우 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하였는데, 대구 노변동 사직
7)
단과 광주 사직단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7)그런데 이들 보고서 등에서는 사
직단의 기본 형태를 서술하며 서울 사직단 사례를 대표로 언급하고 이것에서 유추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사직단이 기본적으로 같지 않았으며 지방
별로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그만큼
지방에 설치된 사직단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런
데 본문에서 살피겠지만 지방별로 사직단의 존재 양태는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발굴이나 복원, 활용시에 여러 가
지 오류를 빚어낼 수 있다.
또한 지방 사직단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조선은
왜 지방까지 사직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설치된 과정과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띠고 지방에서 기능하였는가? 등의 질문들이 던져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다.8)8)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 사직단의 설치 과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중앙이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문화적 방법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
지방 사직단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어 지방 사직단의 입지와 형태 및 구성
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지방마다 자리잡고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전국의 사례를 모두 망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京畿 지역 읍지류를
분석하여 입지와 형태의 변동 등을 고찰하고, 기타 지역 중에서도 실제 현재 유구
가 남아 있는 지역과 관련 문화유적 조사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방 사
직단의 실제 존재 양태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2005 大邱 蘆邊洞 社稷檀遺蹟 . 대구 노변동은 조선시기 慶山縣에 해당하는데, 경산현의 구성원리와 관
련하여 고찰한 연구로는 이재환·예명해·신상화, 2001 朝鮮時代慶山縣の都市空間構成原理に關する硏
究 : 慶山縣の社稷壇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槪集(關東) 이 있다.
6) 김미영, 2008 지방 사직단에 대한 연구 :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20
7) 장희천, 1999 공간구조 개선을 통한 광주 사직공원 기능활성화 방안 산업기술연구 13 ; 안계복,
2008 경산 사직단 유적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권 3호 ; 임만택·김현태·김
인호·박용신, 2007 근린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시의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9권 2호
8) 조선 초의 사직단과 사직제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형주, 2002 朝鮮初期
國家祭禮 硏究 , 일조각 ; 김해영, 2003 朝鮮初期 祭祀典禮 硏究 , 집문당 ; 장지연, 2011 조선 초 중
앙 社稷壇 壇制의 형성과 그 성격 서울학연구 43. 조선 후기에 사직 제례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왕의
친제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영춘, 2002 朝鮮後期의 祀典의 再編과 國家祭祀 한국사연구 118 ;
사직서의궤 해제(강문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욱, 2009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 창비 등이
참조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한성에 설치된 중앙 사직단과 거기에서 이루어진 제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 사직단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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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종대 州縣 壇廟 설치 과정과 그 의미
조선 건국 후 반포한 즉위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국가 의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첫번째로 꼽히고 있다.
천자는 七廟를 세우고 諸侯는 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昭穆의 순서와 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禮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
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9)9)

위 교서에서는 종묘의 경우는 수도에서의 위치, 廟制, 건물의 제도 등이 古制에
맞지 않으며, 사직의 경우 위치는 맞추었지만 壇制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종묘와 사
직을 수도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도성 안에서 이념적 방위를 가지는 장소로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계룡산 천도 논의 때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가) 임금이 신하들을 이끌고 新都의 山水 形勢를 보았다. 三司右僕射 成石璘, 商議
門下府事 金湊, 政堂文學 李恬에게 명하여 漕運의 편리 여부와 노정의 험하고 쉬움을
살펴보게 하였고, 또한 義安伯 李和 및 南誾에게 명하여 城郭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
10)
였다. 10)
(나) 三司左僕射領書雲觀事 權仲和가 新都의 宗廟·社稷·宮殿·朝市의 형세 그림
을 바치니, 書雲觀과 風水學人 李陽達·裵尙忠 등에게 명하여 地面의 형세를 살펴보
11)
게 하고, 判內侍府事 金師幸에게 명하여 먹줄로 땅을 측량하게 하였다. 11)

9) 太祖實錄 권1, 太祖 1년 7월 28日(丁未)
“一 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 堂寢之制 不合於經 又在城外 社稷雖在於
右 其制有戾於古 仰禮曹詳究擬議 以爲定制”
10) 太祖實錄 권3, 太祖 2년 2월 9일(甲申)
“上率群臣 相新都山水形勢 命三司右僕射成石璘 商議門下府事金湊 政堂文學李恬 審漕運便否程途險易 又
命義安伯和及南誾 審城郭形勢”
11) 太祖實錄 권3, 太祖 2년 2월 10일(乙酉)
“三司左僕射領書雲觀事權仲和進新都宗廟社稷宮殿朝市形勢之圖 命書雲觀及風水學人李陽達裵尙忠等 審視
面勢 判內侍府事金師幸以繩量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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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을 보면, 도읍을 결정할 때 지세를 살펴보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우선 (가)
에서처럼 전체 도읍지의 지세를 살펴보는데, 조운이나 도로망 등이 편리하게 형성
될 수 있는지를 통해 국토 속에서 수도의 관계망이 편리한지 불편한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성곽이 축조될 형세를 살펴보았다. 이는 수도의 외연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어 (나)를 보면, 수도의 내부를 계획하는데, 기본 기준 요소로 종묘, 사직, 궁궐,
관아, 시장을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周禮 考工記 匠人營國조에서
기준으로 삼는 주요 요소들이다.
주례 의 이러한 요소들은 동아시아 도성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
지만, 사실 중국에서만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이러한 요소들이 적용되어 왔을 뿐 주
변국에서는 상당히 후대에 와서야 수도에 건설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경
우는 끝끝내 宗廟나 社稷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 단묘들이 주변국
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질적인 신앙체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 초 수도 건설에 있어 종묘와 사직이 수도 계획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종묘와 사직제도가 도입된 역사
는 매우 길지만, 수도의 공간 계획과 연동되어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의 새 수도 한성은 공간 계획 당시, 주례 에 언급된 기본 제사체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으로 “ 주례 적 도성”을 추구한 데서 비롯했다기 보다
는 유교-성리학적 국가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에 적합한 제례 체계로서 종묘와
12)
사직을 중시함으로써 주례 의 요소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한편 조선에서는 지방의 공간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조선 건국 당시부터 이미
음사를 금지시키고 국가적 유교 제례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에 종묘와 사직으로 대표되는 단묘들이 건설된 것처럼
지방 역시 종류와 형태는 다르지만 단묘들이 설치되었고, 이는 조선 건국 당시부
터 고려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래 태조대 기사를 보면, 초기에는 중앙과 지방 모두
행해져야할 通祀의 범주에 社稷이나 壇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2) 고대 이래 도성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례 가 도성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주례 적 도성이라고 하는 형식과 전체적인 모양, 즉 정연한 격자형 도로망, 궁궐의 중
심 입지, 종묘/사직/관아/시장 등의 방향 등만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례 적 도성은 원형 그대로 구현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구현된 적도 없다. 그렇
다고 한다면 주례 적 도성이라는 형식이나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을 지향하여 건설
된 도성과 그 도성계획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또한
주례 적 도성이 바로 유교 혹은 성리학적 도성인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목적으로 주례 의
일부 요소들을 도성계획에 반영하거나 자신들의 도성을 주례 에 기반했다고 수식하여 자신의 국가가
이상국가라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주례 는 도성제도 연구에서 그 위상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당대의 사상적 맥락에서 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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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評議使司의 裵克廉ㆍ趙浚 등이 22조목을 上言하였다.……
(1) 1. 학교는 風化의 근원이고, 農桑은 衣食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人才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
(2) 1. 守令은 田野가 황폐되고 개간되는 것과, 戶口가 증가되고 감손되는 것 등의
일로써 黜陟할 것 ……
(3) 1. 文宣王의 釋奠祭와 여러 州의 城백의 제사는 관찰사와 수령이 제물을 풍성
히 하고 깨끗하게 하여 때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이며, 公卿으로부터 下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家廟를 세워서 先代를 제사하게 하고, 庶人은 그 正寢에서 제
13)
사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 淫祀는 일체 모두 禁斷할 것 13)

이는 태조 즉위 후 몇 달 안 된 9월에 올라온 22조목의 상언으로서, 전반적으로
지방의 통제와 舊弊를 혁파하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둔 것이었다. 특히 (2)에서 수령
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1)에서 지방마다 학교를 흥성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
을 들고 있는데 특히 이 두 조항은 22조목 중에서도 제일 첫 머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유교적 교화와 지방 통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잘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지방에서 행해져야할 제례를 거론하고 있는데(3),
수령이 중심이 되어 행해야 하는 제례로 문묘 석전제와 성황 제례를, 개인의 제례
로는 가묘를 들고 있다.
이중에서도 (3)에서 수령 중심 제례로 문묘와 성황만을 들고 있다는 점이 특기
할 만한데, 태조대에 지방에서도 유교적인 의례를 활용하고 그 주체가 관찰사와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있었지만, 그 방법으로 지방 사직단이 고려되
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392년(태조 1) 8월 趙璞 등의 상서에서 언급
한 지방 주군의 제례에서도 여러 신묘와 여러 주군의 성황만을 거론되었다.14)14)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대체로 태조대에는 지방 사직단 제도에 대하여 아직 주목되
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지방에 새로운 단묘 제도를 창설하는 것에 대해
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은 대신, 기존의 제례 체계를 정비하고 제례의 주관자가 관
찰사나 수령이어야 한다는 정도였던 것이다.
지방 사직단 제도가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태종 즉위 연간부터였다. 1400년, 태
종은 경연에서 天變을 당했을 때 기양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때 祈禳 그
13) 太祖實錄 권2, 太祖 1년 9월 24일(壬寅)
“都評議使司裵克廉趙浚等上言二十二條 …… 一 學校 風化之源 農桑 衣食之本 興學校以養人才 課農
桑以厚民生 一 守令 以田野荒墾戶口增減等事黜陟 …… 一 文宣王釋奠祭及諸州城백之祀 觀察使與守
令 潔奠物 以時擧行 自公卿至于下士 皆立家廟 以祭先代 庶人祭於其寢 其餘淫祀 一皆禁斷……”
14) 太祖實錄 권1, 太祖 1년 8월 11일(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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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폐할 수 없으나 아무나 산천에 가서 기원하는 음사를 제거해야 한다는 신
료들의 주장에 대해, 태종은 백성들이 모두 神을 숭상하는데 禁令을 내리면 백성
들이 원망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였다. 이에 대해 應敎 金瞻이
古制에 따라 里社의 법을 세우면, 백성들이 모두 거기에 제사지낼 수 있으니, 그렇
게 하면 백성들이 모두 기쁘게 따를 것이며, 淫祀 역시 장차 근절될 것입니다.
15)

라고 답하였다.

15)

그의 답변을 통해, 태종대에 지방의 사직단제가 산천에 대한 음

사, 특히 ‘神’에 대한 음사 제례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려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음사, 즉 민간신앙적 제례 행위는 개인의 기원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회
적으로 볼 때 이는 지역 집단 단위의 제례로서 해당 지역을 결속시키고 지역의 토
착세력의 권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단과 같은 중앙부터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설치된 제단은 이러한 토착세력의 권위 형성에 이바지하던
제례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음사 금지는 국가의 지방 통
제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태종 즉위 무렵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지방 사직단제가 실제로 실시된 것은 1406
16)

년(태종 6) 6월로서, 한성 재천도가 단행된 직후였다.

16)

이때 한성의 단묘들이 일

차적으로 정비되는 동시에 전국 향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등 중앙과 지방에서
17)17)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무렵 예조에서는 新都 城백神을 예전 터에 옮겨 堂을 세우고서 제사하기를
청하면서, 이어
15) 定宗實錄 권6, 太宗 즉위년 12월 18일(戊申)
“御經筵 左散騎李復始入侍 知經筵事成石璘 進講大學衍義 上曰 人君致天災地怪 便設祈禳 於義如何 經筵
官皆曰 祈禳不可廢也 上曰 予聞人事正於下 則天氣順於上 人事有不順 則天氣亦從而有不順者矣 上又問曰
昭格殿醮星之事 靈異屢著 不可忽也 其餘淫祀 去之如何 經筵官等對曰 天子諸侯士庶人 各有所祭之神 天
子然後祭天地 諸侯然後祭山川 今我國俗 雖庶人亦皆祭山川 禮當禁之 上曰 今俗尙神 而皆以爲非神之바助
無以安其生也 若下禁令 民不悅服 反有怨咨 應敎金瞻對曰 因古制立里社之法 使民皆得祀焉 則民皆悅從
而淫祀亦將絶矣”
16) 1395년(태조 3) 최초로 한성 천도가 단행되었지만 정종이 즉위하며 개경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이후 태
종이 즉위하면서 여러 차례 한성으로 재천도하는 것이 시도되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405년
(태종 5) 겨울에서야 재천도할 수 있었다.(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10월 11일(癸酉))
17) 중앙에서는 우선 천도 직후 송악의 성황신이 받던 녹을 백악의 성황신에게 옮겼으며 산천단이 마을 가
운데에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위치를 옮겼다. 또한 태조대 이미 만들어졌던 원단, 적전, 사직
과 태종대 한성으로 재천도하면서 재건립된 산천단, 성황당을 수리하고 수호하는 人丁을 두었다( 太宗
實錄 권11, 太宗 6년 1월 7일(戊寅); 윤7월 21일(戊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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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武禮制 를 상고하건대, ‘府州郡縣에 모두 社稷壇을 세워서 봄·가을에 제사를 행
하고, 庶民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里社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開城留後司 이하 각도 각 고을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행하게
하소서

라고 하며 지방 사직단을 세울 것을 청하였고, 태종이 이를 윤허하였다.18)18)
그런데 이 무렵의 이런 조처들은 불사와 신사의 혁폐 및 정비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 말해서 지방에 향교(그 안에 설치되는 문묘)나 사직단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사나 신사에 있었던 경제적 기반을 이동시키
고 이념적 지향을 전환시키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직단을 설립하던 이 무렵에는 다음과 같이 향교의 생도수와 祭田,

田 등도

정해졌다.
의정부에서 啓達하여, 각 고을의 鄕校 生徒의 액수와 田地를 차등 있게 정하였다.
留守官에는 생도가 50명이고, 大都護府와 牧官에는 40명인데, 祭田이 모두 6結이었다.
都護府에는 생도가 40명이고, 知官에는 30명인데, 祭田이 모두 4결씩이었다. 縣令과
監務에는 생도가 15명이고, 제전이 모두 2결씩이었다. 그 가운데 敎授官을 差遣하는
留守官에는 田이 50결이고, 대도호부·목관에는 40결이고, 府官과 지관에는 15결씩
19)
이며, 교수관이 없는 府官이하의 각 관에도 10결을 주었다. 19)

위 기사는 지방 군현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생도를 배정하고 이에 따라 문
묘의 제전을 지정하였으며, 군현 등급과 교수관 차정 여부에 따라 늠전을 지급하
도록 한 조처이다. 이 조처가 나오고 2달 후인 윤7월에는 위에서 정한 액수가 적
다고 하여 軍資屬田에서 덜어서 부관의 늠전 15결에 15결을 더하여 30결을 지급하
도록 하는 등, 이 무렵 향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처가 취해졌다.20)20)
그런데 이와 같은 향교의 토지 기반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을까? 이는 태종
즉위 이래 전국의 量田이 추진되어온 데다 태종 6년을 전후하여 佛寺와 神社, 특
18) 太宗實錄 권11, 太宗 6년 6월 5일(癸亥)
“禮曹啓 新都城백之神 乞就舊基立堂以祭 從之 漢陽府城백堂舊基也 又啓 按洪武禮制 府州郡縣 皆立社稷
壇 以春秋行祭 至于庶民 亦祭社 乞依此制 令開城留後司以下各道各官 皆立社稷壇行祭 允之
19) 太宗實錄 권11, 太宗 6년 6월 27일(乙酉)”
“議政府啓定各官鄕校生徒額數田地有差 留守官生徒五十 大都護府牧官四十 祭田皆六結 都護府生徒四
十 知官三十 祭田皆四結 縣令監務生徒十五 祭田皆二結 其中敎授官差遣留守官 田五十結 大都護府
牧官四十結 府官知官十五結 無敎授官府官以下各官 亦給十結”
20) 太宗實錄 권12, 太宗 6년 윤7월 20일(丁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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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불사를 재편하면서 노비와 전지를 속공하면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당시 존치된
사사 이외의 불사와 신사에 소속되었던 노비와 전지는 속공되었는데, 전지는 軍資
寺에, 노비는 典農寺에 소속시키되 원래의 거주지에 머물도록 하고 관리는 관찰사
21)

와 수령관이 맡도록 하였다.

그런데 앞서 향교의 늠전이 나온 곳이 군자 속전이

21)

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寺社로부터 속공된 전지 中 일부가 군자속전으로 편재되
었다가 향교의 늠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비의 경우에도 혁파된 불
사의 노비들은 일단 전농시에 소속되었지만 그 신공은 소재지의 재정에 사용되거
22)

23)

나 각 지방 관아의 부족한 노비수를 채우고
22)

23)

또 일부는 향교의 노비로 전환된

24)24)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사와 신사가 정비되면서 이들 소속의 전국적인 규모의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고, 향교를 설치하고 지방 관아
를 확충하는 등 국가가 지방을 지배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지방의 비보사사들을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 기반을 해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고려의 중앙과 지방이 맺고 있었던 불교-풍수적 관념의 연계고리를 해
21) 太宗實錄 권11, 太宗 6년 4월 1일(辛酉)
“分屬定額外寺社田口于各司 議政府啓 定數外寺社田地 悉屬軍資 以補船軍糧餉 奴婢悉屬典農寺 因其舊居
使之屯田 軍器監屬四千口 每一番四百口 輪次立役 內資內瞻各屬二千口 禮賓寺福興庫各屬三百口 竝因舊
居 綏撫役使 各道觀察使首領官 每當巡行 循問勞苦 安生業 如有守令鄕吏不肯盡心完恤者 痛行糾理 幷
坐首領官不能覺擧之罪”
22) 太宗實錄 권13, 太宗 7년 1월 12일(丁卯)
“司憲府啓寺社奴婢役使之宜 從之 疏曰 竊見定數外寺社奴婢 悉令分屬京外各官 然僧徒本無紀綱 其役使奴
婢 類多輕歇 今若遽將上項奴婢 違離父母妻子 於各官分散立役 則將慮流亡 人戶日減 其於國家 反無利益
除軍器監定屬四千口不動外 其餘不許於各官分屬 竝於所居 依舊完聚 男女老少 分揀屯田 身貢量宜定體 所
在州郡 逐年收貯 別置文簿 以備不虞之需凶荒之災 又外方各官奴婢 多者或千餘口 少者至一二口 實爲不均
其五六口以下各官 乞將附近數多各官奴婢 酌量除出量給 下議政府擬議 政府啓 宜如憲府所申 將外方奴婢
悉屬典農寺 唯新舊兩都城內恒居者 分給京中各司之事務煩劇而奴婢少者 政府又詳定革去寺社奴婢身貢式例
以啓 壯奴米平三石 無妻者二石 壯婢二石 無夫者一石 奴婢相婚者 正五升布各一匹 十五歲以下六十歲以上
免徵 從之”
23) 太宗實錄 권25, 太宗 13년 4월 14일(壬戌)
“定外方各官奴婢之數 政府啓 留守官奴婢二百戶內 公衙丘從三十戶 大都護府牧官一百五十戶內 丘從二十
五戶 單府官一百戶內 丘從二十戶 知官五十戶內 丘從十五戶 縣令監務三十戶內 丘從十戶 無官各縣十戶
其定數外奴婢 各以所居 仍屬典農寺 奴婢數少 定數不足各官 以其官接居典農寺屬寺社奴婢 回換充定 男女
年六十六歲以上十五歲以下 勿令竝計 從之”
24) 太宗實錄 권33, 太宗 17년 5월 3일(戊子)
“定各官鄕校奴婢之數 刑曹啓 鄕校奴婢無定數 未便 留守官三十口 大都護牧官二十五口 單府官二十口 知官
十五口 縣令縣監十口定屬 其餘皆屬典農寺 從之.” 향교 노비의 경우 혁거된 사사노비에서 전환되었다는
뚜렷한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남는 노비의 경우 전농시에서 관리되었다는 점에서 상호 관련이 있을 가능
성이 충분하다. 한편 중앙의 西籍田의 사례기는 하지만 이곳 경작을 위해 인근 지역에 흩어져사는 혁거
한 사사노비들을 활용한 경우도 찾을 수 있다( 太宗實錄 권28, 太宗 14년 12월 9일(戊寅)). 이런 점에서
지방 관아나 향교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의 혁거한 사사노비들이 활용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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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는 것이었다. 1406년(태종 6) 의정부에서 전국 각 처의 비보사사를 혁파하자고
주장하며
前朝의 密記(필자 주: 道詵密記)에 붙은 各寺라면 그 명목이 舊都[개성]의 명당을
裨補하는 것이니, 新都[한양]의 명당에는 실로 損益이 없습니다.25)25)

라고 하였다. 이는 비보사사가 개경을 풍수적으로 비보한다는 관념을 통해 지방에
설치되고 유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비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풍수
적이면서도, 사사라는 점에서 불교적인, 복합적인 신앙체계 속에서 수도 개경에 정
점의 위상을 부여하고 지방이 하위로서 이에 조응하는 구조였다.
고려 시기 비보사사의 설치는 실제 지방 통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전
국의 비보사찰들을 수록한 문서에는 사원의 소속종파와 변경사항은 물론이고, 산천
의 형세와 각 戶長層의 인적사항까지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사원의 관리에
26)

는 지방관들이 깊숙이 관여하여 있었으며, 각 행정조직은 불교계와 밀접하였다.

26)

이러한 불교교단은 1405년 한성 천도 직후 본격적으로 재편되었다. 고려 말 이
래 사원을 정리하는 기준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으나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는
대체로 道詵密記와 외방 踏山記에 등록된 비보사사를 기준으로 교단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 말 잔폐한 비보사사를 복구하도록 한 조처나, 조선 초 서운관과
의정부의 초기 건의 등에서 잔폐한 비보사사의 경우에는 전지와 노비를 붙여서 복
구시키도록 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는 태종대의 원안, 제1차 수정안까지도 관
통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방안에서 아예 새롭게 그 기준이 변화하여 산
수가 수려한 곳의 대가람을 선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1407년(태종 7) 최종
27)27)

적으로 諸州 資福寺들은 각처의 名刹로 대체되었다.

25) 太宗實錄 권11, 太宗 6년 3월 27일(丁巳)
“議政府請定禪敎各宗 合留寺社 啓曰…… 若前朝密記付各寺 則名爲舊都名堂裨補 其於新都明堂 實無損益”
26) 고려 말 조선 초 사원의 종파 문제나 분쟁에 비보 문적이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一然이 인용한 청도
郡中古籍裨補記 ( 三國遺事 권4, 義解5 寶壤梨木)에는 전현직 호장층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세종대에는 충주사고로부터 가져오게 한 州府郡縣裨補寺社創立文籍에는 산천의 형세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 것( 世宗實錄 권28, 世宗 7년 6월 庚子) 등에서 비보 문적에 사원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지방의 형세와 호장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한기문, 1998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
능 , 민족사, 110~117면). 또한 한기문은 비보지적의 문서에 산천의 형세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사원이 산천숭배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파악되었을 것이라 보았다.
27) 太宗實錄 권14, 太宗 7년 12월 2일(辛巳). 이때 자복사들은 모두 명찰로 대체되었는데, 조계종 24개사,
천태종 17개사, 화엄종 11개사, 자은종 17개사, 중신종 8개사, 총남종 8개사, 시흥종 3개사 등 총 88개사
였다. 관련 내용은 장지연, 2010 고려, 조선 초 국도풍수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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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에 존치시킨 사사들이 비보의 개념과 무관해짐에 따라
수도-지방의 행정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유지되어온 비보사사의 체계가 깨지
고, 국가의 통치구조로부터 분리되었다. 또한 조선 정부가 새로이 마련한 국가의례
체계를 지탱하는 토지와 노비들은, 설사 왕실에서 인정하여 치루는 불교적인 의례
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그 명목이 변경될 수 없었다.28) 이처럼 1406년 무렵 전국에
28)

퍼져있던 불사와 신사를 혁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념 체계를 실천할 수 있는
향교와 사직단 등의 제례의 장소를 만드는 것은 전국적 규모로 이념의 전환을 시
도한 조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神을 위한 음사를 대체하여 사직단이 건설되고, 지방 교화를 펼치는 장소로 鄕
校가 설립되고 강화되면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州縣社稷
壇의 제례의주를 보면, 제례를 집행할 齋官들이 필요한데 獻官은 소재 수령이 담
당하고 祝·掌饌者·執事者·贊者·謁者 등은 본읍의 학생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29)

있다.

이는 곧 지방 사회의 향교에서 신유학을 교육받은 학생층을 안정적으로 재

29)

생산하고, 이들이 수령과 함께 국가 주도의 ‘正祀’를 치루도록 규정한 것이다.30) 이
30)

는 음사를 금지시키고 국가가 정한 정사만을 행하도록 하고 그 정사에 권위를 부
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례의 전환으로 지방 세력이 바로 규제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중앙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방의 인적 구성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이 성황사나 영험한 산천에서 무당을 불러 굿
을 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실제로는 중단되지도 않았으며 유교 제례를 하게 한다
고 해서 그들의 세력이 바로 꺾이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지방 세력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제어한다는 의미보다, 이러한 문화적 규제가 갖
는 의의는 그들의 행동 양태를 한계지음으로써 이제 중앙에서 규정한 유교적인 그
무엇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 있다. 즉 이제 지방의 유력자들은 성리학적 이념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표상을 하지 않으면 지방의 주요 제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28) 1447년(世宗 29) 개성 관음굴의 수륙재를 위해 가까운 지역인 서적전의 소출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었
으나 “서적전은 본래 祭享을 위해 설치된 것이니 佛寺를 위해 쓸 수 없습니다” 라는 반대에 부딛혀 무
산되었다( 世宗實錄 권115, 世宗 29년 2월 13일(乙巳)). 이는 현실적인 이유가 나름 합리적이라 할지
라도 불교를 위해 국가적 의례 자원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9) 國朝五禮儀序例 권1, 吉禮 齋官 州縣社稷
世宗實錄 오례의에서는 재관의 명칭만 나열되어 있고 헌관만이 수령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祝 이하
의 헌관 인원에 대해서는 ‘祝 掌饌者 司尊者 贊唱者 贊禮者’ 라고만 나온다( 世宗實錄 권128, 五禮儀
名山大川行事執事官; 州縣社稷行事執事官).
30) 사직제 외에도 지방에 설치된 각종 제례는 수령과 학생층이 주로 재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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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변화를 추동했으
며, 지방의 이념적 전환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지방의 공식 의례로 자리잡은 문묘와 사직제는 중앙과 같은 날 동시에 거
행되었다. 世宗實錄 오례의에서 주현의 제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州縣祭社稷’
과 ‘州縣釋奠文宣王’이다.31) 이들 제례는 중앙과 동일한 시일에 함께 거행되었으며
31)

32)

그 축판에는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관의 성명이 기록되었다.

사직제의 경우

32)

중앙 사직제는 臘日에 한번 더 거행된다는 차이는 있었으나 春秋 두 仲月의 上戊
日에는 중앙과 주현에서 함께 거행되었다. 문묘 석전도 春秋 두 仲月의 上丁日에
중앙과 지방에서 일제히 거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례의 등급도 아예
中祀로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였다.
예조에서 여러 제사의 제도를 올렸는데, “前朝의 詳定古今禮 를 보건대…… 文宣
王은 國學에 있는 것은 中祀인데 주현에 있는 것은 小祀가 되니 義에 미안합니다. 宋
制의 주현 석전에서는 마찬가지로 중사로 삼고 있으니, …… 주현의 석전도 중사로
올리고 그 나머지 제사의 등급은 한결같이 전조의 상정례 를 따라 하십시오.” 하니
이를 따랐다.33)33)

윗 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석전제가 제례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등급으로 거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4) 이처럼 주현의 제례는 중앙과 지방의
34)

차등적 질서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중앙부터 지방까지 공동의 이념에 따라 공동의
제의를 거행하고 있으며, 제례 대상이 동일하다면 같은 등급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고 본 것이다.
이처럼 한성이 새로운 수도로 정립되고 지방의 寺社들이 혁거되며 중앙과 지방
의 여러 체계가 공고화되던 시기인 1406년(태종 6)에, 국왕은 직접 한성의 文廟에
視學하고 謁聖하였다.35) 이는 조선에서 최초로 국왕이 문선왕에게 친히 문묘에 알
35)

31) 지방에 존재했던 악해독이나 명산대천은 별도로 변사 체계에서 중사와 소사로 편재되었고, 초기부터 거
론되었던 주현의 성황은 오히려 世宗實錄 五禮儀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더 언급하겠다.
32) 世宗實錄 권128, 五禮儀 吉禮 序例 祝板 “州縣釋奠及群祀 竝稱具官姓名敢昭告”
33) 太宗實錄 권25, 太宗 13年 4月 13日(辛酉)
“禮曹上諸祀之制 啓曰 謹按前朝詳定古今禮 …… 且文宣王 在國學爲中祀 在州縣爲小祀 於義未安 故宋制
州縣釋奠 亦爲中祀 …… 州縣釋奠 亦陞中祀 其餘諸祀等第 一依前朝詳定禮 從之”. 그러나 世宗實錄
五禮儀와 國朝五禮儀序例 에서 주현의 제례는 대중소사의 변사 등급에 속하지 않고 전자에서는 변사
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으며 후자에서는 ‘주현’으로 별도 항목을 설정하였다.
34) 등급이 같고 동일한 날짜에 거행되기는 하지만, 진설 제물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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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시학한 경우였으며 특별히 곤면 차림에 평천관을 하는 등 공자에 대한 파
격적인 예를 행한 것이었다.36) 이는 국가 이념체계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행
36)

위라 하겠다. 1406년(태종 6) 무렵부터 급속도로 실행된 위와 같은 조처들은 한성
으로 定都하면서 기존 이념체계를 혁파하고 寺社의 경제 기반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 등을 바탕으로 지방의 행정체계를 확충하고 문화적, 이념적으로 중앙과 지방을
전환하는 등의 일들이 유기적이면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3. 州縣 社稷壇의 입지와 형태

京畿 지역을 중심으로

1) 사직단의 입지
지방의 읍치를 구성하는 기본 사묘는 사직단, 여단, 성황사(성황단)의 3단과 문
묘(향교)의 1묘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 의 사묘조에서 수록하고
있는 기본 항목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승람이 큰 틀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단 승람에서는 한성에 설치된 풍운뇌우산천성황단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성황
‘단’이 설치된 사례가 없다.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성황사’로서 사와 단은 건
축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여단, 사직단과 함께 3단으로 포괄하여 지칭하는
37)37)

것은 힘들 듯하다.

또한 지역별로 수록 양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성황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명
칭을 가지고 있는 山祠나 神祠가 대신 기록된 경우도 있으며, 기본 사묘 외에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산천신사나 역대 시조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묘도 함
께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적성의 경우에는 성황사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대신
38)

紺岳祠가 수록되어 있고,

38)

개성의 경우엔 사묘 항목에 문묘, 사직단, 성황사 등이
39)

아예 없고 대신 松嶽神祠, 八仙宮, 龍首山祠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

39)

35) 太宗實錄 권12권, 太宗 6년 11월 13일(己巳)
36) 김해영, 앞의 책, 293면.
37) ‘성황당’이라는 명칭은 여러 지역에서 보이는데, 사묘의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된 경우는 청주목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5, 충청도 청주목) ‘성황당산’으로 산의 이름으로 사용되며 봉수
가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3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積城縣
3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 開城府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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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기존에 전래해온 성황사와 산천신사도 국가적으로 추인한 경우 지방의 공
식 사묘로 인정하였던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런데 승람을 보면 성황사나 향교는 구체적으로 방위와 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해 사직단과 여단은 매우 관념적으로 ‘서쪽’ / ‘북쪽’이라고 방위만이 지칭되
어 있다.
<표 1> 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 주현의 사묘 위치

권수

번호

주현

學校

社稷壇

城백祠

권6
권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광주목
여주목
이천도호부
양근군
지평현
음죽현
양지현
죽산현
과천현
수원도호부
부평도호부
남양도호부
인천도호부
안산군
안성군
진위현
양천현
용인현
김포현
금천현
양성현
통진현
양주목
파주목
고양군
영평현
포천현
적성현
교하현
가평현
장단도호부

州西2里
州東2里
州北1里
郡西3里
縣南1里
縣北2里
縣西1里
縣西3里
縣西2里
府西3里
府北2里
府東2里
府東1里
郡東1里
郡東2里
縣東1里
縣北
縣東2里
縣東1里
縣東1里
縣北2里
縣北1里
州東2里
州西1里
郡東1里
縣西3里
縣東1里
縣西
縣東2里
縣西1里
府北3里

州西
州西
州西
郡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府西
府西
府西
府西
郡西
郡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州西
州西
郡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府西

州南7里
州南5里
雪峯山
郡西10里
縣北
縣北
縣北3里
縣北3里
縣西3里
府東5里
府北2里
府西30里
府南1里
郡西21里/郡西32里
郡北3里
縣北1里
城山
縣東1里
縣北1里
縣東1里
縣北2里
縣北6里
州東10里
州西2里
郡西15里/幸州
縣東12里
城山
紺岳祠
烏島城
縣東3里/朝宗縣
府東2里

권8

권9

권10

권11

권12

壇
州北
州北
州北
郡北
縣北
縣北
縣北
縣北
縣北
府北
府北
府北
府北
郡北
郡北
縣北
縣北
縣北
縣北
縣北
縣北
縣北
州北
州北
郡北
縣北
縣北
縣北
縣北
縣北
府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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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3

32
33
34
35
36
37

강화도호부
풍덕군
삭녕군
마전군
연천현
교동현

府東1里
郡東1里
郡西1里
郡東1里
縣東1里
縣南4里

府西
郡西
郡西
郡西
縣西
縣西

甲串
昇天浦城
城山/僧嶺山
郡西3里
縣南2里
華蓋山

府北
郡北
郡北
郡北
縣北
縣北

* 번호는 승람에 나오는 순서대로 임의로 붙인 것이다.
** 개성부는 승람에서 경기로 편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표 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위 표를 보면 향교와 성황사의 경우는 읍치로부터 구체적인 거리를 표기하거나
고유지명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사묘가 승람 편찬 단계 이
전에 설립되었던 것을 확실히 증명해준다. 그러나 사직단과 여단은 막연한 방위만
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사직단은 읍치의 서쪽, 여단은 읍치의 북쪽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는 사직단과 여단이 실제 승람 편찬 당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매우 의문스럽게 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향교도 건립 시기가 제각각이며, 중앙의
여러 단묘들도 태종대부터 일찌감치 설립, 정비 조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는 후대까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
40)

방의 경우는 더욱 중앙의 명령이 지연되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0)

그러나 黃海道 鳳山郡의 사례를 보면, 늦게 잡아도 16세기 이전에는 대체로 지방
에도 단묘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봉산군은 1523년(중종 18)에 전염병으로 읍
치를 옮겼는데 사묘조를 보면 모두 ‘신증’을 달아서 신읍을 기준으로 해당 사묘들의
위치를 일일이 교정, 서술하였다. 이를 보면 지방 사직단과 여단 등이 아예 설치된
41)

바가 없다고 보는 것 역시 무리이다.

41)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1406년(태종

6) 사직단 설치 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역별로 실천되는 데에는 시차가 있었지만 늦
어도 성종대 이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사직단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후술
하겠지만 이것이 매우 정확하고 정연하게 건설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0) 예를 들어 雩祀壇의 경우 처음에 東郊에 설치되었다가 南郊로 옮기도록 조처하였으나 승람에는 여전히
東郊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온다. 후기 기록을 보면 우사단은 南郊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 이동된 것으
로 확인된다. 先蠶壇의 경우 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北郊에서 東郊 先農壇
부근으로 옮겨오기로 성종대 결정된 것으로 실록에 나오지만 끝까지 원래 위치인 北郊에 위치하였다.
이외에도 태종대 후반에 각 단묘에 神室과 주방 등을 건설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묘에 이
것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4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黃海道 鳳山郡
“[新增]今上十八年 以舊邑居多 疫 移于今治 南距舊郡十四里 …… [祠廟] 社稷壇 在郡西[新增]在郡南十三
里 文廟 在鄕校 城백祠 在郡北一里 [新增]在郡南十四里 壇 在郡北 [新增] 在郡南十三里 神龍潭祠 在郡
北五里 一名 岩淵 [新增] 在郡西南十四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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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승람에서 이렇게 방위상 일관되게 서쪽에 설치되었던 사직단은 후기로
가면서 위치가 변경된 경우가 많다. 아래 표는 승람의 위치와 輿地圖書 에 수록
된 사직단의 위치를 표기한 것이다. 여지도서 는 18세기 중반 영조 33년~41년
사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수록된 읍지들은 대부분 1760년(영조 36)
이후로 수집 편성되었다.42)42)
<표 2> 승람과 여지도서 의 사직단 위치 표기 비교

광주목

사직단
승람
州西

사직단
輿地圖書
俱在山城

2

여주목

州西

在州南2里

3

이천도호부

州西

4
5
6
7
8
9

양근군
지평현
음죽현
양지현
죽산현
과천현

郡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在府西4里
雪峰山東麓
在郡北13里
在縣西
在縣西
在縣西1里
俱在飛鳳山下
在縣西2里乾坐巽向

10

수원도호부

府西

府西5里

11
12
13
14
15
16
17
18
19

부평도호부
남양도호부
인천도호부
안산군
안성군
진위현
양천현
용인현
김포현

府西
府西
府西
郡西
郡西
縣西
縣西
縣西
縣西

在府西2里
在府西
在府西
在郡西3里
郡北2里
在縣東2里
鎭山 西2里
在縣西1里
郡南 1里

번호

구분

1

비고
읍치 이동: 남한산성으로
임진왜란 때 향교 소실되며 홍문
리에 중건(주남3리). 이후 현 위
치로 이전

읍치 이동

정조대 화성 건설 후 새로
43)
건설 43)

읍치 이동: 장릉 건설

42) 현재 영인된 여지도서 에는 경기 지역 읍지들 중 결질된 것이 꽤 있는데, 파주목, 고양군, 적성현, 수
원도호부, 안성도호부, 양천현, 김포군이 이에 해당한다. 영인본 해제에서는 비슷한 시기 읍지들로 보완
했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구체적인 판본을 밝히지 않았고 일부는 1871년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18세기 중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역별로 세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사료비판과 고증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대체적인 추이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였
다.( 여지도서 해제 참조)
43) 수원은 여지도서 시기에는 읍치가 이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단의 위치가 그대로지만 주지하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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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천현

縣西

在縣南1里午坐子向
一間蓋瓦

21

양성현

縣西

在縣西3里

22
23
24

통진현
양주목
파주목

縣西
州西
州西

在府北3里
在邑內西距1里
州西 2里

실제 위치는 서남쪽이어서 표현상
의 차이일 가능성(광여도)
1785년(정조 9) 사직단은 옛 터에
서 7보 정도 옮겨 새로이 건축함44)

44)

25

고양군

郡西

郡西

26

영평현

縣西

在縣東1里

27

포천현

縣西

在縣南1里

28
29
30
31
32
33
34
35
36

적성현
교하현
가평현
장단도호부
강화도호부
풍덕군
삭녕군
마전군
연천현

縣西
縣西
縣西
府西
府西
郡西
郡西
郡西
縣西

縣西 1里
在郡西1里
在郡西2里
在府西距官門3里
在府城小西門內
在府西距官門5里
在郡西距官門3里
自官門南距3里
在縣西邑內里

37

교동현

縣西

在府北10里

1625년(인조 3)에 碧蹄站으로 읍치
이동. 고양군지 (규12706, 1755년
편찬)에서는 군서5리에 입지하고
있다고 함.
광해군10년 포천과 합속했다가 인
조원년에 분리
광해군10년 영평과 합속했다가 인
조원년에 분리

45)

다른 읍지에서는 郡西1里로 표기

45)

읍치 이동: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
1852년(철종 2)에 郡南2리로
이동46)46)

위 표를 보면 우선 이전에 비해 여지도서 의 사직단 위치가 거리까지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유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이전과 위치가 달
정조대 화성을 건설하면서 팔달산 서록으로 이건되었다가 1795년(정조 19)에 부북2리 즈음의 광교산 아
래 서록으로 옮겼다. 水原郡邑誌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1, 331면.) “社稷壇 正宗己酉
移邑之初 設于八達山西麓 城役時 以近逼浮石 乙卯 留守趙心泰狀請 移設于府北二里許 光敎山下西麓”
44) 陽城邑誌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541면.) “社稷壇 在縣西二里 乾隆乙巳移古基 前
進七步 新建.” 이때 여단도 옛 터에 남향으로 새로 건설하였다.
45) 麻田郡邑誌 (古915.12-M289g본. 1899년본: 규장각자료총서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354면.) “社稷壇
在郡西一里”
46) 교동은 1852년(철종 2)에 龜山里에서 郡南2리 지점인 鎭望山 北麓으로 사직단을 옮겼는데 이때 壇도
옮겼다. 喬桐郡邑誌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246면.) “社壇 在郡南二里 鎭望山北麓
去壬子年 自龜山里移來 壇 在校宮東麓 去壬子年 自古邑里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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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체 37개 주현 중 11개 주현이 이에 해당하여 약
33% 정도 주현 사직단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치가 변경된 주현
중 광주, 양근, 김포, 교동은 읍치가 이동하여 사직단의 위치를 표기하는 기준점이
달라져 표기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고 영평과 포천은 두 현을 합속했다가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직단의 위치도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볼 때 11개 주현 중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6개 주현은 읍치의 이동이나 합속으로 사직단의 위치 표현
이 달라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금천군의 경우는 실제 위치상 현의 서남쪽에 해당되어 이를 승람에서
는 ‘현서’라 표기하고 여지도서 에서는 ‘현남’이라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
지도를 보면 사직단의 위치가 서남쪽인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시흥군 지도
지도의 상단이 동쪽이다. 각 단묘마다 내맥이 표현되어 있고 향교와 행궁
등에는 좌향도 표시되어 있다.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사직단.
* 京畿道始興郡邑誌地圖(규10711;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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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치 이동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6개 군현과 표기법의 차이로 추정되
는 금천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주현 - 여주, 안성, 진위, 통진은 사직단의 위치가
변경된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으며 특히 통진의 경우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
었다. 그런데 이중 여주, 안성, 진위 등 3개 주현은 향교 역시 위치가 변경되었거
나 사직단이 향교 근접한 위치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경기 지역 사직단과 향교가 근접한 군현 사례

구분
여주목
안성군
진위현

사직단
승람
州西
郡西
縣西

사직단
輿地圖書
在州南2里
郡北2里
在縣東2里

향교
승람
州東2里
郡東2里
縣東1里

향교
여지도서
州南3里
縣東2里

먼저 여주목의 경우는 사료에 따라 사직단의 입지에 대한 서술이 다르다. 여지
도서 에서는 주남 2리에 입지한다고 하였지만 여주목읍지 (규 17368)에서는 주동
3리에, 여주읍지 (1889년본, 규10710)에서는 주서2리에 위치한다고 하고 있다. 여
주읍지 에 수록된 고지도를 보면 사실 사직단 위치는 서쪽인지 남쪽인지 단정하여
서술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데, 근대 지도를 보면 ‘사직당’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이것이 여주읍의 서남쪽에 위치함을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여주목은 금천의 사
례처럼 사직단의 위치가 서쪽 혹은 남쪽으로 표기될 수 있는 애매한 위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향교와 멀지 않은 장소였다.
한편 안성군과 진위현은 사직단이 향교와 인접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鎭山 부근
에 입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성군의 진산은 郡北2里에 입지한 飛鳳山이었는
데, 향교 뿐만 아니라 사직단, 여단, 기우단 모두 郡北1리에 입지하며 城백廟는 군
북2리 비봉산 아래에 입지하였다.47) 진위현은 관련 읍지들에서 옛 사직단과 현 사
47)

직단을 구분하고 있어 중간에 이동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사직단이나 향교가 위치한 현동2리 지점은
鎭山인 란山이 위치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안성군과 진위현은
입지가 이동한 이유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향교 등 다른 단묘들과
함께 읍치의 진산 부근에 밀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묘 입지에도 진
47) 安城郡邑誌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496-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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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존재가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여하간 이들 지역의 사례는 진산이 단묘 입지에 있어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
48)48)

는 점과 향교 등 다른 사묘와 사직단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향교와 사직단이 인접한 이유는 아무래도 관리상의 문제였을 것이다. 선조대 강원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정선향교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때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旌善郡守 李汝機의 첩정에 ‘7월 20일에 뜻하지 않게 홍수가 나서 현재 본군 향교의
동재·서재와 명륜당이 전부 떠내려갔고 聖殿만 남아 있다. 성전도 내부의 사면 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位版은 모두 떠내려 갔으며 社稷位版 및 각종 祭 위판도 모두
떠내려가고 8월 5일의 釋奠祭와 6일의 社稷祭는 형세상 설행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49)49)

위 기록을 보면 정선향교가 피해를 입어 위판이 모두 떠내려갈 때 사직 위판과
여제 위판도 모두 수해로 떠내려갔다고 하고 있다. 향교 뿐만 아니라 사직과 여단
의 위판을 보관하던 신실도 함께 수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향교에 사직과
여단의 위판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시 후술
하겠지만 지방에 따라 사직단에 별도의 신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꼭 신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단의 관
리라는 측면에서 향교에 인접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았을 것이며, 제관의 차출,
제례일의 설정 등 기본적인 점들에서 향교와 사직단 등은 관련성이 깊었다. 이는
여단과 성황단의 입지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지방의 사묘들이 상호 의
존적인 관계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사직단은 고을에서 어떠한 장소에 입지하였을까?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읍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5리 이내, 특히 鎭山 부근에 입지한 경
우들이 많았다. 또 반드시 진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직단 입지에는 산을 중시하
였는데 이러한 사고는 고지도들에서 확인된다. 아래 지도들을 보면 산맥의 흐름을
48) 경기 지역의 사직단에서는 읍치 이동 외에 입지가 이동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경상도 함
안의 경우에는 士族들이 나서서 사직단을 옮긴 사례도 있다. 향교의 경우 전란 등 다양한 이유로 입지가
변경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되는데, 사직단과 같은 단의 경우에도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전란
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립되거나 사족들의 발의로 위치가 이동되는 사례들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49) 宣祖實錄 권190, 宣祖 38년 8월 8일(庚戌)
“旌善郡守李汝機牒呈內 今七月二十日 大水不意橫流時 本郡鄕校東西齋明倫堂 盡數漂失 聖殿遺存 殿內四壁
全數漂落 位版一時漂流 社稷位版及 祭各樣位版 盡數漂失 八月初五日釋奠祭及初六日社稷祭 勢難設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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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산을 기준으로 하는 풍수 관념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고양 지도
사직단, 성황단, 향교, 관사, 객사 등에 모두 ‘ㅅ’자 모양으로 내맥이 표현되어 있다. * 여지도서 중 고양

<그림 3> 양천 지도
읍치 주산 아래 사단, 향교, 여단이 밀집하여 입지하고 있다.
* 陽川郡邑誌 (古 915.12Y17c;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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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근 지도
읍치를 옮긴 양근의 경우 古邑面 서쪽에 향교와 사직이 위치하는데, 향교를 감싸도는 산맥을 표현하고
사직단까지 이어 내려오는 내맥을 표현하고 있다.
*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 (규 10728;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그림 5> 죽산부지도
주산인 비봉산으로부터 사단까지 내려오는 내맥이 표현되어 있다.*

조선시기 州縣 社稷壇 설치의 의미와 그 실제·25

경기 지역은 현재 유구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남한산성 안에
위치한 광주부, 부평도호부, 안산 등에서 사직단 위치가 확인된다. 일단 광주부 사
직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읍치 자체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도가 높
다. 사직단은 주변의 남단사, 한흥사 등과 거의 같은 높이에 조성되어 있었다. 해
발 기준으로는 406m로서 시계가 매우 좋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능선의 북사면이면
50)

서 비교적 넓은 평탄 지역이다.

부평의 사직단 역시 계양산 등산로 부근 구릉의

50)

사면에 위치하였으며, 안산의 사직단 역시 해박 170m의 산 정상부에 위치하며 경
사가 완만해서 정상에서 서쪽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지점이다.

<그림 6> 廣州 사직단(남한산성)
80. 숭렬전 / 82. 사직단지 / 83. 성황단, 여단지 / 84 기우제단
* 南漢山城 文化遺蹟 : 地表調査 報告書 , 200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5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南漢山城 文化遺蹟 : 地表調査 報告書 , 182-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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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평 사직단 지형도
*仁荷大學敎博物館,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 : 仁川廣域市 桂陽區․富平區․西區․甕津郡

<그림 8> 안산 사직단터
* 안산시가지 http://assigaji.com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사직단의 입지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높지 않은 산
의 중턱 혹은 정상부(100m 전후)에 입지한 것으로 보이며 전망이 좋은 경우들도
확인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사직단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구가 남아 있는 다른 지역 사례들을 살펴보면 50m~100m 내외 산지의
정상부 혹은 사면에 위치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창녕, 웅천, 진해, 단성, 경
산, 삼척 등지의 사직단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직단은 읍성을 기준으로 서
쪽이나 서북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형적으로 볼 때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1)51)

조선시기 州縣 社稷壇 설치의 의미와 그 실제·27

<그림 9> 남원 사직단 오르는 길(www.encyber.com)

<그림 10> 노변동사직단 전경(경산현 사직단) * 문화재청

위 <그림 9>는 남원 사직단에 오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원 사직단은 해
52)

발 104m에 입지하였고,

52)

<그림 10>의 대구 노변동 사직단 역시 구릉 101m 내외

51) 진해현처럼 구릉의 정상부가 아니라 사면에 조성된 경우도 있다. 창녕, 웅천 등지에 대한 분석은 김미
영, 앞의 논문 참조.
52) 南原文化遺蹟分布地圖 , 2004 전북대학교박물관,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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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의 완만한 산지에 입지한다.

아래 <그림 11>의 전라남도 보성 사직단 역시 마을 뒤 상봉에 위치하고 있었고54)

54)

<그림 12>의 삼척 사직단지 역시 해발 50m 내외의 구릉지에 조성된 경우이다.

<그림 11> 보성군 벽교리 사직단
* 文化遺蹟分布地圖 : 全南 寶城郡

<그림 12> 삼척 사직단지 전경
* 삼척 원당동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_

이외에도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태안 사직단은 白華山 중턱에, 청양 사직단은
130m 남짓 야산의 정상부에 위치했고, 금산은 야산 능선에, 연기는 해발 150m 미
만의 당산의 서남향사면 중하단부에 위치하였다.

53)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大邱 蘆邊洞 社稷檀遺蹟
54) 南道文化財硏究院,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全南 寶城郡 ,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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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태안 사직단 위치도
2번 사직단 / 8번 태안향교 * 文化遺蹟分布地圖 : 泰安郡 , 2000 公州大學校博物館

<그림 14> 청양 사직단 위치지도
1번 사직단 * 文化遺蹟分布地圖 : 靑陽郡 , 2003 公州大學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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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금산 사직단 위치지도
14번 사직단 * 文化遺蹟分布地圖 : 錦山郡 , 2003 韓南大學校中央博物館

<그림 16> 연기 사직단 위치지도
6번 사직단 / 7번 향교 * 文化遺蹟分布地圖 : 燕岐郡 , 2004 公州大學校博物館

이상과 같이 경기 지역 사직단들의 입지의 특색과 그것이 변동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지방 사직단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물들이 어떻게 마련되
어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기 州縣 社稷壇 설치의 의미와 그 실제·31

2) 사직단의 형태와 구성
중앙의 단제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五禮儀와 國朝五禮儀 등에 그 기준이 마
련되어 있는데, 의외로 지방의 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국
사국직단은 태사태직단의 크기를 반감한다는 원칙이 唐代부터 이미 실시되어왔고
55)

조선의 중앙 사직단 역시 이를 엄수하려는 경향이 컸다.

55)

그런 점에서 지방 사직

단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짐작되지만
의외로 명확한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이다. 국조오례의 에는 지방 사직단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다음과 같이 사단과 직단을 同壇으로, 즉 하나의 단만 건설
한다고 되어 있다.
사직.【社는 土神이고 稷은 穀神이다】단은 도성 안의 서쪽에 있는데, 사가 동쪽에
있고 직은 서쪽에 있다. 양 단은 각각 사방 2장5척이고 높이는 3척, 사면으로 계단을
내는데 각각 3급이다. 단은 방위의 색을 따라 꾸미고 황토로 덮는다. 社에는 석주가
있는데 길이는 2척5촌, 사방 1척이며 위쪽을 뾰족하게 하며 아래 반은 2배로 하는데
단 남쪽 계단 위에 둔다. 34개의 문이 1개의 유에 함께 하는데 사방이 25보이다.【丈
으로 계산하면 6척이 1보니 곧 15장이다. [척은 영조척을 쓴다] ○주현은 성의 서쪽에
있는데 사와 직이 1단을 함께 쓰며 석주가 없다.】주원으로 두른다. 국사 국직의 신
좌는 모두 남쪽에 있으면서 북향을 하는데 후토씨로 국사를 배향하고 후직씨로 국직
을 배향하고, 각각은 정위의 왼쪽에 약간 북쪽에서 동향한다.【주현은 사는 단 위 약
56)
간 동쪽에, 직은 단 위 약간 서쪽에 두며 배위가 없다】 56)

위 기록만 볼 때 일단 중앙 사직단과는 달리 주현 사직단은 사와 직의 동단으로
구성되며 석주가 없고 제례 때 배위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크기는 중앙 사직단과 동일할까 아니면 그보다 작은 것일까? 국조오례의 등에는
그 원칙이 보이지 않지만 일단 아래 두 기록을 보면 주현 사직단은 중앙의 小祀壇
에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5) 조선 초 중앙 사직단의 크기 및 제도에 대해서는 장지연, 앞의 논문 참조.
56) 國朝五禮儀序例 권1, 吉禮 壇廟圖說 社稷壇
“社稷【社土神 稷穀神】壇在都城內西 社在東 稷在西 兩壇各方二丈五尺 高三尺 四出階 各三級 壇飾隨方
色 燾以黃土 社有石主 長二尺五寸 方一尺 剡其上 培其下 半當壇南階之上 四門同一 方二十五步【以丈
計之 六尺爲步 則十五丈也 [尺用營造尺] ○州縣則 在城西 社稷共一壇 無石主 以周垣 國社國稷神座 幷
在南北向 后土氏配國社 后稷氏配國稷 各在正位之左 近北東向【州縣則社在壇上近東 稷在壇上近西 無配
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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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조에서 계하기를, “各道 壇 의 체제는 길이와 너비 높낮이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장이 없어서 사람들과 가축이 밟고 다녀 훼손되고 더럽혀집니다. 삼가
本朝 諸祀儀式을 보건대 …… 小祀 名山大川壇 및 소재관이 제례를 행하는 壇은 靈星
壇 제도에 의거하여 사방 2장1척, 높이 2척5촌에 1 를 두게 하고 사방에 계단을 내
되 3급으로 만들어 쌓고 坎도 상항의 坎체제에 따라 만드십시오.” 라고 하니 이
57)
를 따랐다. 57)
(2) 禮曹에서 諸道巡審別監의 啓本에 의거하여 嶽海瀆, 山川壇廟 및 神牌制度 등을
상정하기를, “…… 1. 壇 의 제도는 宣德6年 本曹에서 상정한 …… 小祀인 名山大川
壇 및 所在官이 제례를 올리는 壇은 靈星壇 제도에 의거하여 사방 2장1척, 높이 2척5
촌에 1 를 두게 하고 사방에 계단을 내되 3급을 만들게 하십시오. 지금 각 관의 祭
壇은 높낮이와 너비가 일치하지 않으니 本曹의 受敎規式에 따라 改築하게 하십시
58)
오.” 58)

(1)은 1430년(세종 12) 논의된 것이며 (2)는 7년 후인 1437년(세종 19)에 이를
재확인한 내용인데, 위 사료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단 지방의 제
단들을 중앙 소사단의 크기에 맞추고 싶어했지만 실제 지방의 제단들은 크기가 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4> 중앙 사직단과 지방 사직단의 규모 비교

지방 사직단
(소사 영성단 제도에 준함)
영조척=30cm
척수
영조척=30cm 환산
척수
환산
2장5척
7.5m
2장1척
6.3m
3척
0.9m
2척5촌
0.75m
3급
3급
59)
一 (너비 25보 ), 別壇, 석주 있음 一 (너비 25보), 同壇, 석주 없음
중앙 사직단

너비
높이
계단 갯수
기타

59)

57) 世宗實錄 권50, 世宗12년 12월 8일(甲戌)
“禮曹啓 各道壇 體制 非唯長廣高低不一 或無垣墻 人畜頗踏毁汚穢 謹稽本朝諸祀儀式 …… 小祀 名山大
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一 四出陛各三級造築 而 坎亦依上項 坎體制
造作 從之”
58) 世宗實錄 권76, 世宗 19년 3월 13일(癸卯)
“禮曹據諸道巡審別監啓本 詳定嶽海瀆山川壇廟及神牌制度 …… 一 壇 之制 宣德六年 本曹詳定 …… 小
祀 名山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 一 四出階 各三級 今各官祭壇 高低
廣狹不一 依本曹受敎規式改築”
59) 전례서의 규정대로라면 유의 너비인 25보 역시 영조척을 기준으로 하여 약 45m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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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ㆍ壇廟圖說｣ 靈星壇

<그림 18> 삼척 사직단지 복원도 삼척 원당동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실제 서울 사직단의 유 너비는 31m 내외이다. 이는 태종대 유가 주척을 기준으로 건설된 데서 비롯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지연, 앞의 논문(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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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영조척이기는 하지만 중앙 사직단을 2장 5척의 제후국 체제에 맞추고
주현 사직단 규모는 이보다 줄여서 중앙의 소사단의 것에 맞추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이는 사실상 근거할 만한 古制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정한 것이
60)

다.

60)

그러나 지방 사직단의 실제 상황은 매우 제각각이었다. 원래 태종대 초창 당

시에 분명한 지침이 없이 지방의 사직단이 건설되었던지 아니면 지침이 있었다 하
더라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료 (1), (2)는 세종대에 여러
단묘들의 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각각 건설된 주현의 사직단도 중앙
의 소사단인 영성단 제도에 준하여 개축하려고 시도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후 世宗實錄 五禮儀와 국조오례의 에는 이 원칙이 명기되지 않았다. 世宗實錄
五禮儀는 원래 주현 단묘 항목이 별도로 작성되지 않아 그렇다 치더라도 국조오
례의 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약간 의문스럽다.61) 단순히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특
61)

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규정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결
과적으로 주현 사직단의 현실태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유구는 실제 그 크기나 형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여 일관된 기준을
찾기가 힘들다. 아래 그림은 단성사직단인데, 제단의 크기가 7.8m(가로), 7.6m(세
로)이며 제단 주위에 쌓은

는 사방 각각 15.9m와 15.0m 정도라고 한다. 일단

이 크기는 위 <표 4>에 비할 때 단 자체는 중앙 사직단보다도 큰 것이며 유는 25
보의 규격보다는 작은 것이다. 높이의 경우 한 눈에 보기에도 매우 낮다. 단성사
직단의 경우 특이한 점은 제단 안에 사방 3.8m 길이의 정방형 內壇 2개 조성되어
62)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현 사직을 동단으로 구성한다는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62)

60) 현종대에는 이를 다시 문제삼으며 제후의 국사국직단이 천자의 태사태직단의 절반이므로 조선의 주현
사직단은 한성 중앙 사직단의 절반 크기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권54, 禮考 1 社稷 朝鮮 “顯宗朝 …… 禮曹回牒云 …… 諸侯旣半於天子 則州縣自當減半於京社 本道[충
청도: 필자주]在於南方 當用赤土而冒以黃土”) 그러나 증보문헌비고 는 역대 연혁을 서술하는 데에 오
류가 많기 때문에 당대 사료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61) 본문의 사료(1)과 (2)에 나오는 제사의식 중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世宗實錄 五禮儀나 國朝五禮儀
에 반영되어 있다.
62) 이상 크기에 대한 자료는 慶尙大學校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 山淸郡 , 2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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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단성사직단 *문화재청

남원 사직단은 단의 크기나 유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는데 우선 아래 그림을
보면 한 면에 계단이 3개 있는데 그것이 바깥쪽으로 볼록 나온것이 아니라 안으로
파여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단의 상단에 잔디가 자란 채로 관리되고 있는데
흙을 노출시키는 사직단 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림 20> 남원 사직단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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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남원 사직단 (www.encyber.com)

부평 사직단의 경우 유구의 상태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데 1.5m 높이의 석축
63)63)

과 동서, 남북 각 9m 정도의 터 석축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림 22> 부평 사직단
* 文化遺蹟分布地圖 : 仁川廣域市 桂陽區․富平區․西區․甕津郡 , 2007 仁荷大學敎博物館,

안산 사직단의 경우는 정방형으로 한 면의 길이는 13.5m, 높이는 1.5m 정도로
서, 외형상 土築으로 보인다고 한다. 사직단의 내부가 외곽부보다 30~50cm 정도
함몰되어 있고 외곽부 안쪽에 부분적으로 정연하게 쌓은 석축이 노출되어 있는 점
으로 보아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폭 1m 정도의 石心을 쌓고 그 위에 흙을
63) 仁荷大學敎博物館,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 : 仁川廣域市 桂陽區·富平區·西區·甕津郡 ,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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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져 쌓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사직단 각면의 중간부에 2m 폭의 함몰부
가 있는 것으로 보아 네 방향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흙으로 된 계단이 있었을 것
64)64)

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한 변이 5m 정도에서 7~8m에 달하는 사례들도
있어서65) 지역별로 다양한 크기로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녕현이나 웅천
65)

현 사직단의 경우는 구릉 기저부부터 사면 전체에 걸쳐 인위적으로 단을 조성하는
경우도 발견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변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지방 사직단은 단유의 크기와 높이 등이 제각각이었으나 중앙 사직단처
럼 사단과 직단이 별단인 것이 아니라 동단이라는 점은 대체로 일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주부의 사직단은 이조차도 원칙과는 달리 별단으로 건설되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광주 사직단은 남한산성 안으로 읍치가 옮겨오면서 영조대 새로
66)

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중정남한지 에서는 그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

66)

하고 있다.
社壇은 南壇寺 오른편에 있다. 왼쪽에 社를 두고 오른쪽에 稷을 둔 兩壇이며 周垣
으로 둘렀다. 四門과 閣이 있다. 古邑의 社稷은 草德里에 있었는데 壇만 있고 집이
없었다. 영조 을묘년에 府尹 曺命敎가 이곳으로 옮겨 건설하였다.67)67)

주현 사직단이면서도 중앙 사직단처럼 별단을 조성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
하겠다.68)68)
위 사례들을 보면 석축으로 壇을 조성한 경우도 있지만 토축으로 만든 경우도 있
64) 안산시가지 (http://assigaji.com/comm/cultureTour_info.html?cidx=1&id=40)
65) 김미영, 앞의 논문, 32면.
66) 남한산성에는 광주부 사직단 외에도 병자호란 때 한성의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옮겨온 것을 기념한 左
殿右室이 별도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남한산성의 사례에 따라 강화에도 원래부터 있던 주현 사직단과는
별도로 ‘사직사’가 건설되었다. 이는 전란 중 국왕이 머무르며 사직의 신주를 모셨던 장소들에 별개로
중앙 사직단을 상징하는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전쟁을 기념하여 묘사주를 모시고 국왕이 머물렀던
장소가 잠시동안이나마 수도였다는 점을 상징하는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67) 重訂南漢誌 壇廟條(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9 京畿道9, 149-150면.)
“社壇 南在壇寺(오자: 在南壇寺로 고쳐야함)右 左社右稷 兩壇 以周垣 有四門及閣 古邑社稷在草德里
有壇無宇 英宗乙卯 府尹曺命敎 移建于此”
68) 현재 남한산성 안에는 방형의 단과 담장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지표조사 설명이 약간 의문스
럽다. 지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담장은 폭 2m, 높이 1m 정도이며, 담장을 쌓았던 돌들이 주변에 산재
되어 있다. 담장 내부의 단은 동서 방향으로 17m이고 남북방향도 17m 범위까지 담장의 흔적이 확인된
다.” 라고 하고 있다( 南漢山城 文化遺蹟 : 地表調査 報告書 , 183면). 담장의 폭이 2m라는 것도 상식
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 문장은 단이 17m란 것인지 담장이 17m란 것인지 잘 납득되지 않는
다. 좀더 정밀한 보고서가 나와야 확인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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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산 사직단은 유구 상태로 보아 토축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성에 설치된 中祀壇인 先農壇도 문종대에 와서야 토축에서 석축으로 개축
69)

된 것을 보면

69)

지방 사직단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조성을 했는지 조성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등을 분명히 알 수
없다. 적성 사직단의 경우에는 원래 토축이었다가 석축으로 바꾸고 기와를 고쳤다
70)

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유를 토축에서 석축으로 바꾼 것인지, 신실 담장을 바

70)

꾼 것인지 의미가 분명치 않다. 한성 사직단 유의 담장은 한식 담장에 기와가 얹
어진 방식으로 건설되었지만, 선농단이나 선잠단의 경우는 토담이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지방별로 존재 양태가 매우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서울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의 유 비교

서울 사직단 부분의 한식
담장 * 조선고적도보 , 권11

1925~1937년 사이 선농단 모습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리필름사진

훼손되기 이전 선잠단
* 京城府史 권1, 86면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방 사직단의 가장 완전한 구성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고
지도들과 읍지 기록 등을 볼 때 가장 완비된 형태는 “홍살문 + 신실 + 석축단”의
형태로 추정되는데, 홍살문도 사방에 다 있었는지 일부 방위에만 있었는지는 지역
별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례들을 보자.
가평: 社稷壇 神室一間 子坐午向71)71)
마전: 社稷壇 在郡西一里 神室一間 神位二位 紅箭門一間72)72)
시흥: 社稷壇 郡南一里一間 午坐子向 祭祀 郡北二里一間 壇 子坐午向 城백祀 郡
69) 文宗實錄 권4, 文宗 즉위년 11월 22일(壬戌)
70) 輿地圖書 경기도 적성(補遺) “社稷壇 在縣西一里 ○ 神室一間 丁未秋改建 四圍墻 舊土築 乙巳春 石築
改瓦”
71) 加平郡邑誌 (규 17373;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6면).
72) 麻田郡邑誌 (고915.12-N152b;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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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南一里 73)
74)
양지: 社稷壇 神室一間 紅門四方 壇四間 74)
75)
진위: 社稷壇 一間 紅門三方 年久虧□ 75)
76)
파주: 社稷 神室一間半 壇垣四間 四面紅箭門 壇直一名 壇 神室二間 壇直一名 76)

이를 보면 진위현 사직단은 1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신주를 모시는 신실
이 별도로 1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홍살문이 세 방향에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이에 비해 마전군은 신실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홍살문은 1칸
만이 존재해 한 쪽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전군의 경우 성황단이나
여단은 신실은 있어도 홍살문은 없었다.77) 이에 비해 장단의 경우에는 여단 등에는
홍살문이 2개였지만 사직단은 홍살문이 1개였다.(<그림 23> 참조)
파주군은 구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격식을 갖춘 편이었다. 사직단의 경우 4면에
홍살문이 있었고 신실도 다른 데와는 달리 1칸반으로 규모가 컸다. 여단도 신실이
1칸 있었고 또한 단지기도 별도로 1명씩을 두고 있었다.
77)

<그림 23> 장단 지도
여단 등에 홍살문이 2개 표현된 것에 비해 사직단에는
홍살문이 1개만 표현되어 있다. * 여지도서 중 장단

73) 京畿道始興郡邑誌 (rb 10711;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417면).
74) 陽智縣邑誌 (고915.12-Y17j;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624면).
75) 振威縣邑誌 (고915.12-J562e;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3, 533면). □ 부분은 영인본 도
장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76) 坡州郡邑誌 (규 10712;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3, 595면).
77) 麻田郡邑誌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354면). “城백壇 在郡西一里 神室一間 神位一
位, 壇 在郡北一里 神室一間 神位十三位 壇直幷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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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직단 부근에 신실이 조성이 된 경우도 있으나, 다른 장소에 위패를 봉안
을 하고 있거나 다른 단묘와 신실을 함께 공유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양 : 社稷壇 在郡西五里 位版奉安室 在衙後 ○ 城백壇 在郡西三里 位版奉安室 在
衙後78)78)
부평 : 鄕校 在郡西二里 …… 社稷壇 在郡西二里 城백壇 在郡南二里 神室在郡北三
79)79)

里

壇 在郡北三里

영평 : 社稷壇 在郡東一里 築墻垣 建紅門四面 神室在郡西一里 瓦家二間

祭神室

80)

幷

80)

장단 : 社稷壇 在縣西一里 再次祈雨祭所 城백祠 在縣北二里

壇 在縣北一里 德津

祠 在德津渡口 祀降香祝 中祀 三次祈雨祭所 神室 社壇 城백祠

壇 位牌奉

81)

安所

81)

적성 : 社稷壇 在郡西一里 神室一間

壇 在郡北二里 城백壇 在郡南二里 紺嶽神廟

在紺嶽山頂 ○一間 春秋降香祝致祭 城백神室 一間82)82)

고양군의 경우 사직단은 군 서쪽 5리에 있었으나 위판을 봉안하는 방은 관아 뒤
에 있었고, 군 서쪽 3리에 있었던 성황단의 위패도 관아 뒤에 함께 보관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부평군의 경우에는 성황단은 군 남쪽 2리에 그 신실은 군 북쪽 3리
에 있었다고 하고 있으나 사직단과 여단에는 신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
아서 별도로 신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사직단
과 향교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한편 성황단의 신실과 여단이 인접하고 있다는 점
으로서, 사직단의 위패가 향교에서 관리되고 여단의 위패가 성황단의 신실에서 함
께 관리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만하다.
영평군의 경우 사직단은 군 동쪽에, 여제단은 군 북쪽 3리 지점에 있었는데 양
단의 신위를 보관하는 신실은 군 서쪽에 기와집 2칸으로 만들어져 함께 관리되고
있었다. 적성현은 사직단과 성황단은 신실이 각각 1칸씩 존재하고 있지만 여단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아 여단은 별도 신실이 없이 다른 신실에서 관리되었던

78)
79)
80)
81)
82)

高陽郡誌 (규 12706;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78면).
富平郡邑誌 (규 10715;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2, 373면).
永平郡邑誌 (규 17360;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3, 132면).
長湍邑誌 (규 17367;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3, 376면).
積城郡邑誌 (규 10719;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3,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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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주현의 사직단은 지역별로 매우 다

83)

양한 형태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1장에서 태종대 지방에 단묘들을 설치한 과정 속에서 사직단을 건
립한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고, 2장에서 경기 지역 주현 사직단이 실제로 어떠한
곳에 입지하고 어떤 형태와 구성을 갖추었는지를 서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태종대에는 지방 각 주현에 사직단, 여단, 향교 등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들
단묘가 전부 태조대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태조대만 하더라도 문묘와 성황사
만이 언급되었을 뿐 새로운 단의 창설까지 염두에 두진 못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단의 설치를 비롯한 제반 조처가 나온 것은 1406년(태종 6) 한성 재천도가 확립된
직후였다. 특히 이는 전국의 불교사원과 신사들을 정리하고 이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들을 屬公하던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때 속공된 토지와 노비들은 전
농시와 군자시 등에 속하면서 국가의 재정 기반으로 활용되었는데 일부는 전국행
정기관의 기반을 확충하거나 향교의 자원 등으로 전환되었다.
불교사원과 신사의 정비는 재정 기반이 전이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고려 시기 전국적으로 인정된 裨補寺社는 수도
인 開京을 비보한다는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는 지방 행
정 기관의 역할도 하는 것이었다. 1406년 한성 재천도 이후, 전래의 비보사사는
한성을 비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존재 의미가 부정되었다. 그런 속에서 새로이
지방에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단과 묘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이
사직단과 향교였다.
사직단은 태종 즉위 무렵부터 전래의 神에 대한 제례, 특히 산천에 대한 淫事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406년 전국 주현에 사직단을 설립하게 하고 향교에
83) 적성의 여단 신위는 성황신실에서 함께 관리되었을 수 있다. 積城縣邑誌 (규 17356; 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3, 403면.)를 보면 성황신실이 객사 북변에 위치한다고 하고 있다. 적성의 여단
은 읍치의 북쪽에, 성황단은 읍치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성황신실이 중간 지점 즈음인 객사 북변에 위
치하고 여단과 성황단의 제례가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성황신실에서 여단의 신위도 함
께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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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직단과 향교의 제례는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제례의 주체는 지방 수령이지만 이를 보좌하는 헌관들은 향교 관계자로 구성되었
다. 향교를 통한 신유학 담지층의 확대, 이들과 수령이 함께 하는 지방 사직단 제
례는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신유학의 일원적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
었다. 또 지방의 문묘, 사직제 등은 중앙과 같은 날 동시에, 적어도 명목상 같은
등급으로 거행되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차등적 질서가 아니라 공동의 이념에
따라 공동의 제의를 거행하고 있다는 표현이었다.
이처럼 주현 마다 사직단이 설치되었고 그 위치는 읍치의 서쪽으로 규정되었지
만 실제 주현의 사직단의 입지는 다양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는 일괄적으
로 읍치의 서쪽으로 기입되었던 경기 지역 주현의 사직단들은, 여지도서 시기에
는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입
지가 변화한 대부분의 경우는 邑治가 이동하며 기준점이 변화하여 서술 내용이 변
경된 경우였다. 아니면 서남쪽처럼 애매한 방위가 한 쪽에서는 서쪽으로 다른 기
록에서는 남쪽으로 표기된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었던 몇
몇 주현은 진산 부근에 향교 등의 다른 단묘와 인접하여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현 제사처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장소가 이동되었거
나 혹은 士族들의 발의로 옮겨진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주현의 사직단은 읍치의 주산 부근에 입지한 경우가 많았고 100m 남
짓되는 산의 정상, 혹은 사면에 입지한 경우가 많았다. 주현 사직단의 단제에 대해
서는 의외로 전례서에 명확한 기준이 남아 있지 않았다. 세종대 논의를 보면 小祀
靈星壇의 제도에 따라 개축하려고 했던 것같으나 실제 지방 사직단의 존재 양태를
보면 크기나 구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가장 완비된 형태는 社壇과 稷檀을 同壇으
로, 즉 1개의 단에 1개의 유를 두고 홍살문과 신실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
나 남한산성에 위치했던 광주부 사직단은 중앙 사직단처럼 사단과 직단, 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일부 단은 석축이 아니라 토축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별로 신실이 별도로 없이 다른 단묘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홍살문도 사방에 있는가 하면 없거나 일부 방위에만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현 사직단이 다양한 형태와 구성, 입지를 가졌던 만큼 지방 사직단의 유
구를 조사할 때는 훨씬 면밀하고 다양한 상태를 상상하며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발굴보고서 등에서는 중앙 사직단제의 연혁과 사직단 제도를
서술하고, 그 대표적인 도면으로 전기는 국조오례의서례 의 단묘도설을, 후기는
사직서의궤 의 단묘도설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주현 사직단
의 기본 체제는 소사 영성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을 실어야 한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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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그림 17>의 영성단 도설을 실어야 한다. 또한 단유의 크기도 영성단의 규정
을 바탕으로 이를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사보고서들은 중앙 사
직단제의 2장 5척을 기준으로 현존 유구를 대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오류
는 발굴 과정에서 유구를 오인하게 할 수도 있고, 복원 때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
킬 수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조오례의 의 기록대로 주현 사직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건립된 사직단은 개축되지 못한 채
제각각의 크기와 형태,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구를 조
사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없이 복원되어 많은 오류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는 현풍 사직단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은 잘못 복원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
래의 위치에 충혼탑이 들어서있어 장소를 옮겨 현재 달성
문화원 뒤에 복원된 현풍 사직단은 가로 세로 각 5m, 높이
1m의 방형단이 5m의 거리를 두고 2개가 동서로 서로 마주
84)
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단과 직단이 동단으로 건
설되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크기 역시 전례
서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곳도 남원 사직단처럼 단 위에 잔디가 깔려 있다.
복원된 것도 맞지 않는 데다 현재 이를 체험하는 사람들
도 잘못 알고 접근하고 있다. 2004년의 대구 매일신문의
<그림 24> 현풍 사직단
기사에서는 현풍 사직단을 탐방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단의
대구 매일신문 2004.5.14
높이는 3척으로 한다’는 기준에 따라 줄자로 단의 높이를
재보는 등, 중앙 사직단 제도에 따라 이를 측정하고 있다.85) 이처럼 지방 사직단
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는 현 상태의 보수나 복원에 심각한 오류를 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84)

85)

주제어 : 주현 사직단, 향교, 읍치, 음사
투고일(2011. 10. 25), 심사시작일(2011. 10. 26), 심사완료일(2011. 11. 18)

84) 한국토지공사·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7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363면.
85)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554&yy=2004

44·한국문화 56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Local(州縣) Sajik-dan/社稷壇 Altars
in Joseon
Jang, Ji-yeon *
86)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local “Ju/Hyeon” Sajik-dan altars of Joseon.
Also examined are how such altars and shrines were established, and what
were the meaning of them. At the end of this article, local vestiges in the
Gyeong'gi-do province are examined as well, in order to determine the altars’
usual locations, features and designs.
In the early days of Joseon, ‘local services for unworthy gods’ were
forbidden, and the government intended a radical reform of the existing ritual
system. Yet during King Taejo’s reign, only the ideas of establishing a National
Literary Shrine and settling down a series of local Seong’hwang-sa shrines were
put on the table for consideration. The concept of creating a brand new Altar
system was never suggested or conceived. Only after it was decided to
retransfer the capital back to Hanseong in 1406(6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 a governmental initiative was announced for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national ritual system, which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new altars. At
the time, the Buddhist temples and other kinds of unofficial shrines throughout
the country were being scrapped, and the lands and Nobi servants under their
jurisdiction were commandeered by public offices. All those resources were
transferred to the Jeon’nong-shi and Gunja-shi offices, and served the
government as new revenue sources. Some of them were diverted to local
administrative centers, and even to local Hyang’gyo schools.
The abolishment of Buddhist temples and other shrines also indicated that
the Joseon society was going to witness a significant philosophical change
throughout the country. The government[Goryeo]-authorized “Buddhist Bi’bo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Seoul Studies,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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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or”) monasteries(裨補寺社),” which had been located throughout the
country, were originally established as holy places that would support and
protect the energy of the Gae’gyeong/開京 capital city, and also had the
capacity to serve as administrative centers in local regions. Yet after Hanseong
again became the Joseon capital, the Bi’bo monasteries that had been
‘guarding’ Gae’gyeong almost immediately lost its relevance. Then the Joseon
government began to establish new local places with specific functions, in the
forms of altars and shrines. The most noticeable entities were the Sajik-dan
altars and the Hyang’gyo schools.
After King Taejong ascended to the throne, the Sajik-dan altars started to be
constructed to replace the Goryeo-style services for the Gods(神) and also
unworthy local services for the mountains and rivers(“淫事”). In 1406,
regulations for Sajik-dan altars and Hyang’gyo schools were created everywhere
throughout the country. The formal conductor of the memorial services were
the local prefects, but the officials who co-performed the rituals were all from
Hyang’gyo schools. Local Hyang’gyo schools, expanding the society’s NeoConfucian understanding, were working together with the local authorities to
spread Neo-Confucian morality and values throughout the country by
establishing Sajik-dan service protocols in the local regions. Services at the
local literary shrines or at the Sajik-dan altars were performed on the same day
with the capital and in relatively same scales, in order to show the public that
the capital and local regions shared the same ideology and philosophy, the
same ritual and its spirits.
Sajik-dan altars were established in every Ju and Hyeon unit, and their
locations were generally dictated to be at the west of the local administrative
center, but they were located in other positions as well. In case of the
Gyeong’gi-do province, as indicated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
we can see most of them were located at the west side of the administrative
centers, but according to Yeoji Doseo , a geographic manual published later,
it seems their positions were changed to new and different locations.
Apparently in many of those cases the administrative centers were relocated so
the altars’ position and direction from the centers had to be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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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ly from before, and when the original position of the altar was
somewhere between the west and south sides of the center different texts
tended to record its position differently. In some cases the local altars were
placed near the other altars and shrines adjacent to the Main “Jinsan”
mountain, because it would have been convenient to have them all at a
relatively same location, or where some of the Sajok/士族 figures simply
wanted them to be. In general, the local Sajik-dan altars were located near the
Main mountains at the local administrative centers, stationed either upon the
top or slope of those less-than-100m mountains.
Unfortunately, the measurements of the local Sajik-dan altars remain
unknown, as they are not specified even inside the protocol manuals. During
King Sejong’s reign there seems to have been an attempt to modify the size
and format of the altars to those of the Yeongseong-dan/靈星壇 Altar(of the
Minor Services[小祀] category). Yet such effort seems to have failed, as local
altars feature various forms. The most complete form shows the Sa’dan/社壇
and the Jik’dan/稷檀 as ‘one figure(同壇)’ with one ‘Yu’ on one altar and
equipped with a Hongsal-mun gate and a Shinshil chamber. Yet the Gwangjubu unit’s Sajik-dan altar at the Nam'han Sanseong fortress has exactly the same
outlook as the Central Sajik-dan altar, showing both separated Sa’dan and
Jik'dan altars. Also, some of the local altars seem to have been made not with
stone but with soil, some of them even had no Shinshil chambers so they had
to share the chambers meant for other altars, and in various cases the
Hongsal-mun gates were either on every four side or on only some of them
or only stood in particular directions.
Because the local Ju/Hyeon Sajik-dan altars displayed a variety of forms,
configurations and locations, we should be careful not to jump to any
premature conclusions regarding their nature and outlook. We should be aware
that new forms of local altars could appear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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