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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전통의례

1. 평생의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풍속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

나기 전부터 시작하여 죽은 뒤에까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의례가 있다. 이와 같은 의례를 평생의례(平生儀禮) 또는 통과의례(通過儀

禮)라 부른다. 예컨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가 태

어나기를 어떤 자연적인 사물이나 신령 부처님께 간절히 빌기도 하고, 때로

는 마음 속으로 아기 낳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아이 낳는 일은

아이가 잉태되면 무사히 태어나기를 자나깨나 기원하게 된다. 이처럼 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특히 어머니는 잉태된 태아를 위해 늘 몸을 조심하게 된

다. 태어나서 부터는‘일곱이레’삼칠일을 무사히 지나 백일(석달 열흘)이

되면 백일 잔치를 하게 된다. 백일 잔치가 지나 태어난 지 만 일년이 되면

‘돌’이라 하여 돌잔치를 하게 된다. 이 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두 살을

먹게 되며, 이 돌을 지나 태어난 그 날이 돌아올 때마다‘생일’이라 하여 잔

치를 또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부모의 품안을 벗어나 성년(成年)

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우리의 부모들은 남자에게는‘관례(冠禮)’를, 여자

에게는‘계례( 禮)’를 치르게 한다. 이 관례나 계례를 치르게 되면 그때부

터는 하나의 성인(成人)으로서 모든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

뒤 우리는 혼인(婚姻)을 하게 된다 혼인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가 되고

자녀들에 한 우리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 듯이 우리도 부모 노릇을 하

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다보면 우리들의 부모들은 나이가 많아져

이 세상을 마치게 된다. 우리는 그 때‘상례(喪禮)’를 치러야 한다. 이 상례

를 마치게 되면 부모님에 한‘제례(祭禮)’를 행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례적 절차를 흔히‘사례(四禮 : 관∙혼∙상∙제)’라

부른다. 물론 제례까지 거쳐오는 가운데에는‘환갑(還甲)’등 큰 의례가 있

기도 하다. 여기서는 출산의례와 혼례∙상례∙제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출산의례

출산의례(出山儀禮)는 출생(出生)∙기자(祈子)∙생육(生育)∙육아(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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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의례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자녀의 출산, 특

히 아들을 낳는 것이 혼인의 목적 중 하나 으므로 혼인한 여

자는 남자 집안의 를 이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며, 이

를 불문율로 하 다. 아들 낳는 것을 종족∙혈통 보존, 풍요의

상징으로 인식한 듯하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험이 많은 어떤 존재에게 기원해서 아이를 갖고자하는 행위를

하 다.

치성행위∙음식행위∙주술행위∙공덕행위 등이 그것이다.

불공을 드리거나 삼신할미∙산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애 잘 낳

는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는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아들 잘 낳는 사람의 수저를 훔쳐 베개 밑에 감춘 다든지, 수탉의

알을 구워 먹기도 하며 자물쇠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행위도 한다.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종족∙혈통보존의 본능적인 면도 있지만 유

교적 가부장 제도의 향 때문이라 하겠다.

기원행위를 해서 임신을 하든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든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출산 때까지 음식이나 일, 행동에 있어서 임산

부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 금기를 지켜 왔다.

임산부나 그 가족의 금기사항은 허무맹랑한 것도 있지만 태아에 한 불

길함을 예방하는 경험적인 내용들도 있다. 올바른 몸가짐, 음식이나 행동의

삼감을 통해서 태아의 건강을 위하는 태아 보호의식, 훌륭하게 자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가족들까지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신경을 썼다.

산모의 출산예정일이 가까워 오면 출산에 따른 준비를 한다. 흔히 첫 아

이는 친정에서 해산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산모가 약 1개월 전쯤에 친정으

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 에서 낳기도 한다. 지금은 부분 산부인과에서

출산한다. 해산일이 되어 산기(産氣)가 보이면 산모는 출산준비를 한다. 산

기가 있는 것을‘아기가 든다’, ‘아기가 튼다’라고 한다.

진통이 시작되면 산모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아이를 받아 본 경험이

많은 부인, 조산원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받는다. 산실(산방)의

경우 옛날에는 깨끗이 추린 볏짚을 깔아 놓고 산모가 그 위에서 출산을 하

게 했다. 이는 볏짚이 깨끗하고 양수를 잘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기능적 의

미와 함께 곡령의 힘을 빌어 순산키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집에서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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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195 : 삼시랑상

기원행위를 해서 임신을 하든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든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와 태
아를 위해 출산 때까지 음식이
나 일, 행동에 있어서 임산부
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
금기를 지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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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 때 금기를 지켜왔다.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부정방지, 질병예방 차원에

서 행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난산인 경우 여러 가지

행위를 하 다. 가령, 남편의 옷가지를 산모에게 덮

어 주거나, 때로는 아기를 많이 낳은 부녀자로 하여

금 산모의 배를 쓰다듬게 한다거나 문지르게 하기

도 한다. 메 나 수수를 삶아 그 물을 마시게 하

거나, 계란에 참기름을 섞어 산모에게 먹이기도 한

다. 또 감나무 잎을 삶아 그 물을 먹이거나 호박꼭지를 삶아 그 물을 먹이는

등이 표적인 사례다.

해산을 하면 곧 바로 삼신할머니에게 태어난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

기 위해 산실 윗목에 삼신상(三神床)을 차려 놓는다. 삼신상은 흔히 삼시랑

상∙지앙상∙지양판∙삼신지양 등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깨끗한 짚을 깔

고 그 위에 삼신 상을 올려놓고 상위에 다 쌀 정화수(淨華水 : 井華水) 미역

을 올려놓는다. 삼신은 단군신화에서 말하는 환인(桓因)∙환웅(桓雄)∙환

검(桓檢)의 삼신을 말하며 이는 일종의 생산신(生産神)이라 믿었던 것이

다. 금줄은 인줄∙임줄∙삼줄∙검(금)구줄 이라고도 하는데 지역마다 이

름이 다르다. 금줄은 매우 과학적인 풍속으로 질병 예방과 산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아기의 출생을 알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식으로,

왼새끼(악귀퇴치, 액맥이 기능, 거룩함과 신성함의 의미내포)로 꼬아 문

에 걸어 둔다. 아들은 빨간 고추(남자 상징과 악귀퇴치의 의미), 숯(붓을 상

징, 공부 잘하라는 의미와 객귀를 물리치는 기능)을 달고 딸은 솔가지(여자

상징, 걸개, 바느질 잘하라는 의미)∙숯, 종이 등을 달아 놓기도 한다.

요즘에는 집에서 해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 준비물은

부분 유아용품 전문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므로 산실 준비나 금줄 치는

일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무병장수를 비는데 낳

은 지 3∙7일째 되는 날 삼신할머니에게 밥과 미역국으로 삼신상을 차려놓

고 다복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옛날에는 출산한 집 근처에서 개나 닭을

잡지도 않았으며, 가족 역시 상가에도 가지 않았고, 개고기 같은 부정한 음

식을 먹거나 부정한 짓을 하지도 않았다.

아기가 태어난 지 7일째가 되는 날을‘첫 이레’, 또는‘한 이레’라 한다.

이 날 아침에는 미역국밥과 밥을 새로 짓고 떡을 하여 삼시랑 상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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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196 : 금줄

금줄은 인줄∙임줄∙삼줄∙검
(금)구줄 이라고도 하는데 지
역마다 이름이 다르다. 금줄은
매우 과학적인 풍속으로 질병
예방과 산모의 안정을 위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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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기가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를 그동안 매어 놓았던 한쪽 소매 끝

을 풀어놓는다. 한편 산모는 이 날부터 쉽고 힘이 들지 않는 가벼운 일을 시

작한다. 첫 이레가 지나 7일이 되는 날을‘두 이레’라 한다. 두 이레가 되면

그동안 매어 놓았던 한쪽 소매 끝마저 풀어 준다. 그리고 이 날 아침도 첫

이레 아침과 같이 미역국과 밥을 지어 삼시랑 상에 올려놓았다가 산모가

먹는다.

세 이레가 지나면 산실을 완전 개방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마음 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쳐 놓았던 금줄도 걷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일곱 이레(49

일)가 다 지날 때까지 산실을 개방하지 않으며, 금줄도 이때까지 계속 쳐놓

고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세 이레가 지나 산실을 개방하게 되면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산모를 위로하고 축

하를 하며 아기를 구경하기도 한다.

아기의 이름은 갓 태어나면 곧 지어 부르게 되지만 세 이레가 지나거나

100일이 지나서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한다. 각 집안에 따라 항렬(�列)이

있어 이 항렬에 맞추어 이름을 짓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집안에 딸이 많

고 아들이 적다던가 아기가 태어나 곧 죽는 경우가 많다면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이름이나 흔하고 천한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한다. 예컨 ‘쇠

똥이’, ‘개똥이’, ‘바우’, ‘동네개’, ‘만복이’등의 이름이 그와 같은 이유에

서 부르던 것들이라 하겠다. 즉 이름이 너무나 천하거나 흔하여 염라 왕

(閻羅大王)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병치레도 않고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갓난아기를 다른 사람이나 자연물에 팔면 액을 면할 수 있다

고 하여 덕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무당(巫堂)에게 팔기도 하고 고목나무

바위 등에 아기를 팔기도 한다. 팔린 아기의 이름도 상물에 따라 지어지

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여‘판옥이’, ‘판쇠’, ‘판돌이’, ‘판남

이’등으로 부르며 장독 에 팔면‘장쇠’시 에다 팔면‘실겅쇠’‘시 쇠’,

바위에다 팔았다고 하여‘바우’등의 이름이 지어진다, 윤달에 태어났으면

‘공열이’, ‘공술이’, ‘공순이’라 지어진다. 이처럼 자연물에 아기를 팔고,

또 이름을 그것과 관계지어 짓게 되는 것은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위력이

갓난아기에게 전하여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백일에는 흰 무리떡(백설기)을 해서 백개의 가정에 나누어주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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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레가 지나면 산실을 완전
개방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마
음 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동
안 쳐 놓았던 금줄도 걷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일곱 이레
(49일)가 다 지날 때까지 산실
을 개방하지 않으며, 금줄도
이때까지 계속 쳐놓고 외부 사
람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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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떡을‘백일떡’이라고 한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1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 하는데 백설기나 수수팥떡을 하여 잔치를 한다. 돌상 위에 떡 실

돈과 공책 연필을 늘어놓고 아기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게 하는데 이

를‘돌잡이’라 한다. 돈을 고르면 재복이 있고, 실을 고르면 오래 살 것이며

공책이나 연필을 잡으면 문필가나 문장가가 될 것이라 한다.

2) 혼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미

고, 두 사람의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혼

례이다. 그래서 혼례는 인륜지 사(人倫之大事)로

예로부터 엄숙히 실행해 온 것이다. 혼인은 양가의

결합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양가 주인들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이다.

관례(冠禮)나 계레( 禮)를 치른 뒤 혼인 할 나이

가 된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들은 혼인할 상 자를

찾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쓰게 된다. 중매자(仲媒子)를 통해 중매가 들어오

면 서로 상 방의 가정이며 가문이며, 상 자의 인품 등 집안 사정에 관하

여 비 리에 탐문하기 시작한다. 만일 만족한 상 라고 판단되면 궁합을 본

다던가 사주(四柱)를 뽑아 본다던가 혼인하여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렇게 하여 일단 두 집안에서 혼인할 의사가 있게 되면 중매자

를 앞세워 혼인에 관하여 의논하게 된다.

중매자를 통하여 양 집안의 어른들 곧 부모들이 만나 혼인할 것을 일단

정하게 되므로 신랑 또는 신부 얼굴 한 번 못보고 결혼했다는 노인들의 이

야기다.

혼례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거행됐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의혼

(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 (親迎)이라는 4개의 복잡한 의식순서

가 정해져 있다. 혼인 의사가 합의 된 후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에‘사주 보

따리’를 보낸다. 사주는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종이에 쓴 사주단자(四柱單

子)를 신부집에 보내는 것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식이다. 사주를 보낼 때 신

랑집에서 생각하는 혼례날을 잡아서 보낸다. 그리고 사주단자를 싸리나무

가지나 수수 에 끼워 청색실과 홍색실로 감아 매 사주 보에 보낸다. 사주

와 함께 보내는 저고리 1벌은 신부가 결혼하기 전까지 입으라는 의미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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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이다. 사주보따리는 보통 친척의 어른이 들고 가거

나 중매인이 들고 가기도 한다. 사주 보따리를 받은 신부

집 부모님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받은 사주 보따리를 상에

올려놓고 보따리를 풀어헤친다. 상에는 정화수를 담은 주

발을 올려놓는다.

함은 신랑의 초행길에 친구들이 메고 간다. 함 안에는

혼인계약서,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등을 넣는다. 1930년

경에는 신부에게 주는 옷은 1�2벌이 고작이었으나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몇 벌을 더 넣기도 한다. 함을 진‘함진아

비’는 첫 아들을 낳고 복이 있는 신랑 친구가 메었는데 그

를‘담폐자(擔斃者)’, ‘중방’또는‘복수’라고도 부르고,

얼굴에는 숱 검정을 묻혔다. 신랑은 말 또는 가마를 타거

나 걸어서 신부집으로 간다.

혼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신랑은 신부의 친척집

이나 가까운 이웃집에 잠시 머무르고, 함은 신부집으로 먼저 들어갔다. 함

을 받은 신부 어머니는 상에 함을 올려놓고, 함 안에 손을 넣어 빨간 치마를

꺼낸다. 빨간 치마는 밝음을 상징하여 좋다고 한다.

혼례시간인 정오가 다가와서 신랑은 신부 마을에서 준비한 혼례복을 입

는다. 당시에 혼례복은‘사모관 (紗帽冠帶)’라고 부르며, 마을 공동 소유

다. 초례청에 도착한 신랑은 신부와 백년해로를 하겠다는 의미로 나무 기

러기(木雁)를 몸 아래위로 세 번 옮긴 후, 전안상(奠雁床)에 올려놓고 절을

한다. 절이 끝나고 나서 혼례를 옆에서 돕는 진행자가“기러기 받아 가시

오”라고 하면 장모는 치마 안으로 기러기를 숨기고서 신부가 앉을 방에 놓

고 떡시루로 덮는다. 떡시루로 덮은 것은 기러기가 날아 가지 말라는 의미

이다. 이 기러기는 신랑집에 갈 때 가져간다. 신혼부부가 기러기처럼 한평

생 금실 좋게 살라는 의미이다.

전안례(奠雁禮)를 마치고 례청에서 신랑과 신부는 혼례식을 한다. 

례상(大禮床)을 사이에 두고 신랑은 좌측에, 신부는 우측에 선다. 이것은

남좌여우(男左�右)라는 사상 때문으로 보통 신랑이 문 쪽에 서게 된다.

례상에는 촛 한 쌍, 솔가지와 나무 가지, 꽃병 한 쌍, 쌀 두 그릇, 밤,

추, 은행, 닭(암컷과 수컷)을 올려놓는다.

신랑과 신부가 제 자리에 서고 신랑과 신부가 절을 한다. 이것을 교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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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拜禮)라고 하는데, 신부는 재배(再拜), 신랑은 일배

(一杯)를 한다. 이때 신부들은 신랑 얼굴을 한번도 못 본

처지라 신랑 몸은 정상적인지 살짝 살펴보았고, 신랑도

절을 할 때 신부의 얼굴을 훔쳐보기도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합근례를 올린다. 주위에서 시중을

드는 수모(手母)와 반(對盤)이 신랑에게 먼저 술을 따

라주고, 신랑이 술을 다 마시면 그 다음 신부에게 따라 준

다. 술잔(표주박)을 세 번 교환하는 것으로 합근례를 마치면, 닭을 날려보

내 신랑신부의 앞날을 축원한다. 이로써 혼례가 끝나고

신부와 신랑은 안방으로 들어간다. 혼례가 끝나면 신랑

은 겉에 걸친 사모관 를 벗고 두루마기 차림으로 있으

나, 신부는 초야를 치를 때까지 족두리와 예복(원삼)을

벗을 수 없다. 신부의 이러한 고통을‘색시 놀음’이라고

부른다. 잠시 후 음식이 들어오고 신랑∙신부는 식사를

한다. 그러나 신부는 뒷간에 갈 것이 걱정되어 거의 먹지

않는다. 또한 신부는 뜨거워진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얌전히 앉

아 있어야 한다.

저녁이 되면 신랑과 신부는 겸상을 하고 초야를 치른다. 첫날밤에 사람들

은 방문 바깥에서‘신방을 지킨다’하여 문에 구멍을 내곤 한다. 신방에 촛

불이 꺼지면 모두 다 물러난다고 한다.

초야를 신부집에서 치른 후 신랑집으로 신행을 간다. 신부는 족두리와 예

복을 다시 입고 신랑이 타고 온 가마나 마을 공동 소유의 가마를 타고 간다.

신행을 갈 때는‘열두 하인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랑집에서 가져온

함, 기러기와 장롱, 이불, 이바지 등등 신부의 살림 도구를 열두 사람이 지

고 갔다. 함을 들은 사람을‘함진아비’라고 부르듯 모든 사람들 뒤에는‘아

비’라는 이름이 붙는다. 신랑은 주막거리마다 교군들에게 술 접을 하

다. 가마가 신랑집에 도착하면 짚불을 피워 넘어가게 하 다. 가마가 오는

도중 부러지면 재수가 없고, 신부가 단명한다고 한다. 신랑과 신부는 먼저

조상의 위패 앞에 제사를 지내고, 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는다. 신부집에

서 따라온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신랑집에서 준 음식을 가지고 돌아간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신부는, 신랑측 어른들에게 폐백을 드린다. 폐백을 받

은 친척들은 신부에게 추와 밤을 던지면서‘아들 딸 많이 나라’며 축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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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는 아들, 밤은 딸을 상징한다고 하나 추와 밤은 애가 빨리 들어서

라는 의미이다. 이것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랑과 신부가 먹는다. 신부

는 이틀 동안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삼일 째 되는 날부터 밥을 짓는다.

신랑이 처음 처가에 가는 것을 재행(再行)이라고 하는데, 신부집의 문안

인사드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신부를 집에 두고 신랑 혼자 갔

으나 시 의 변화에 따라 신랑∙신부가 함께 간다. 이 때 마을 청년들로부

터‘신랑 달아매기’를 받았다. 동네 청년들은“남의 마을 색시 훔쳐갔으니

한잔 사야한다”, “술 몇 말, 고기 얼마”라고 질문을 했고 신랑들은 요구를

들어주면 아무 탈없이 마칠 수 있다. 그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다.

3) 상례

상례(喪禮)란 사람의 죽음을 맞고, 주검을 갈무리해 땅에 묻고 근친들이

근신하는 기간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다. 상례는 사례 중 가장 까다롭고

예론(�論)도 많은 의례이다.

예서(�書)에 보면 소인의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死)라

하고 군자의 죽음은 도를 행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종(終)이라 하는데,

사와 종의 중간을 택해 없어진다는 뜻인 상(喪)을 써서 상례라 했다. 옛날

의 상례는 략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로 나눌 수 있다.

① 초종(初終) ② 습(襲) ③ 소렴(小斂) ④ 렴(大斂) ⑤ 성복(成服) ⑥

치장(治葬) ⑦ 우제(虞祭) ⑧ 졸곡(卒哭) ⑨ 부제( 祭) ⑩ 소상(小祥) ⑪

상(大祥) ⑫ 담제( 祭) ⑬ 길제(吉祭)

근래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절차가 거의 생략 또는 간소화되

고있는추세이다. 여기서는상례절차가운데주요사항만간단히언급하겠다.

(1) 초종의

초종은 사람의 죽음을 맞는 데서부터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보내는 데까

지의 절차이다. 환자의 병세가 위독하여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

까운 친족에게 알리고 조용히 근신하는 한편 남자는 정침(正寢 : 안채의 큰

방), 여자는 내침(內寢 : 그 집안 여자 어른이 쓰던 방)으로 옮긴다. 실제로

는 남녀 불문하고 방( 개 본인이 사용하던 방)으로 모시는 것이 관행이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다. 객사한 경우 시신을 방안으로 모

시지 못한다. 임종이 임박하면 동쪽에 머리를 두게 하고 헌옷을 벗기고 평

상복 중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힌다. 임종하기 전에 저승길 노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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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 넣거나, 옷 속(배쪽)에 넣거나 머리맡에 놓기도 한다.

숨을 거둘 때가 되면 깨끗한 솜을 입과 코위에 놓고 숨을 거두는 것을 가

족들은 지켜본다. 이것을 속광(屬 ) 또는 임종(臨終) 또는 운명(殞命)이

라 한다. 그런데 남자는 부인이 지키고 있는데서,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서

숨을 거두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옛날부터 남자는 여자의 손

에서 죽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고 한 말이 있는데 여기

서 유래된 듯 하다. 그러나 아들과 딸에게는 관계없다. 만일 숨을 거두게 되

면 자손들은 발을 구르며 땅을 치고 큰 소리를 내어 곡(哭)을 한다.

수시(收屍)가 끝나면 죽은 사람이 평상시에 입던 홑두루마기나 적삼을

큰아들이 왼손에 들고 허리에 손을 얹고 마당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흔들

면서 남자는 관직명이나 이름 또는 자(字)를, 여자는 이름이나 본관, 택호

(�號)를 외치고‘복복복(復)’이라 외친다. 그렇게 외친 뒤 지붕 위에 옷가

지를 던져 올려놓기도 하며, 그냥 방으로 들어가 죽은 사람의 가슴에 덮어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복(復) 또는 고복( 復) 또는 초혼(招魂)이

라 한다. 이처럼 고복을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신이 체백(體魄)을 떠나

려고 할 때 평소에 그가 입었던 옷을 보면 다시(復) 체백으로 돌아와 살아

날 수 있다는 기 에서이다. 고복을 한 뒤 밥 세 그릇, 술 석 잔, 밤, 추, 곶

감, 그리고 짚신 세 켤레와 돈을 문 앞에 놓고 짚과 함께 태워 연기를 나

게 한다. 이 때의 밥을‘사자밥’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혼신을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에게 혼신을 편하게 모시고 가라는 의미에서 밥을 접하고

여비로 쓰라고 돈을 놓는다고 한다.

복고가 끝나면 상례를 도와줄 집사를 선정한다. 집사(執事)로 선정된 사

람은 곧 시상(屍床 : 시체를 받쳐 놓을 상, 칠성 판이라고도 한다)을 준비하

고, 죽은 사람이 있는 방을 휘장으로 가리며, 방안에 들어가 병풍으로 가린

다. 그리고 운명 때 동쪽으로 향하게 했던 죽은 사람의 머리를 남쪽으로 향

하게 해서 죽은 사람의 시상 위로 옮긴다. 시신의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북

향하는 것은 수명을 다하고 수명의 신을 관장하는 칠성님께 돌아간다는 의

미이다. 철성판은 북두가 죽음을 사(司)한다거나 요흉(妖兇)을 물리친다는

북두신앙에서 연유된 것이며, 재생을 비는 상징적인 널조각이다.

발상(發喪)이란 초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죽은 이의 자

식들은 통틀어 상주(喪主)라 하며 그 중에서 맏아들이 주상(主喪)이 되고

맏아들이 없으면 맏손자가 된다. 아내 상에는 남편이 된다. 8촌 이내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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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다. 한편 며느리들을 통솔하여 상사를 치르는 여인을 주부(主婦)라 하

는데, 주부는 망인의 아내가 되거나 아내가 없으면 주상의 아내가 된다. 성

복 전까지는 남자들은 흰옷과 흰색 두루마기를 입되 외상(外喪 : 할아버지,

할머니)인 경우에는 왼쪽 소매를 꿰지 않고 (좌단 : 左袒) 내상(內喪 : 할머

니∙어머니∙아내)인 경우에는 오른쪽 소매를 꿰지 않는다.(우단 : 右袒)

현 식으로 할 때는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매고 염(�)을 한 경우에만

외상인 경우에는 왼팔, 내상인 경우에는 오른팔에 완장을 두른다. 그리고

상주는 렴 때까지 밤낮으로 곡을 하며 그쳐서는 안 된다.

호상(護喪)은 장례위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상주를 도와 상가의 일을

집행 처리한다. 호상은 개 친족 가운데서 예법을 잘 알고 상주를 신하

여 모든 일을 처리할 만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호상을 도와 기록할 일을

맡을 사서(司書)와 돈과 물품을 도맡아 관장할 사화(司貨)를 결정한다. 한

편 조문객의 이름을 기록할 것을 준비하여, 죽은 사람이 남자이면 조객록

(弔客錄)이라 쓰고 죽은 사람이 여자이면 조위록(弔慰錄)이라 쓴다. 그리

고 부수(賻省 : 조문객이 내는 돈이나 물건)를 기록할 책에는 부의록(賻儀

錄)이라 쓴다.

부고(訃告)란 호상의 이름으로 상주의 친지나 원거리에 있는 친척들에게

상을 당하 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을 부음(訃音)이라고도 한다. 부고의

첫머리에는 상주의 성(性)은 쓰지 않고 이름만을 쓴다. 호상이 상주와의 8

촌 이내이면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위에 쓴다.

예컨데 상주가 호상의 종제이면‘종제○○ 인(從弟○○大人)’, 상주가 호

상의 당질이면‘당질○○ 인(堂姪○○大人)’이라 쓰고, 8촌이 넘으면 상

주와의 관계를 생략하고 상주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머니이면‘ 부

인(大夫人)’, 할아버지면‘왕 인(王大人)’, 할머니는‘왕 부인(王大夫

人)’이라 쓴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벼슬을 하 으면 본관(本貫)위에 벼슬

명칭을 쓰고 널리 알려진 호(號)가 있으면 본관 앞에 호를 쓰기도 한다. 그

리고 늙어서 돌아가셨을 때에는‘이노환(以�患)’, 병으로 돌아 가셨을 때

에는‘이숙환(以宿患)’이라 쓴다.

설전(說奠)은 망자가 밥 먹을 때 그 로 지나기가 너무 슬픈 일이라 하여

아침, 저녁 시신의 오른쪽 어깨 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말한다. 밥∙

국∙반찬 등은 상하기 쉬우므로 차리고 잠시 후 치우지만, 과일∙포∙술은

다음 설전까지 두었다가 새로 전을 올릴 때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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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습

습이란 향나무나 약쑥(지금은 알코올) 삶은 물로 시신을 씻기는 일을 말

하는데, 목욕시킨다 라고도 한다. 남자의 습은 남자가, 여자의 습은 여자가

한다. 목욕 후 손톱과 발톱을 깎고 빗질하여 나온 머리카락을 조발낭에 담

아 둔다. 여자인 경우 화장을 시키는 곳도 있다. 이렇게 염습하는 것을‘염

한다’고 한다.

반함(飯含)은 쌀을 물에 불여서 사발에 담아 버드나무 수저로 시신의 입

을 벌리고 떠 넣는 것이다. 이것은 양식이라 하여 죽은 자가 저승까지 갈 때

먹을 식량을 의미한다. 쌀을 입에 넣을 때 오른쪽∙왼쪽∙가운데 순으로 세

곳에 넣는다. 그리고 나서 구슬을 입에 넣는다. 이처럼 반함을 하는 것은 죽

은 사람이 저승으로 갈려면 그 동안 먹을 식량과 노자(路資)가 필요하기 때

문이라 한다.

염(�)에는 소렴(小�)과 렴(大�)이 있다. 소렴은 시신에 수의를 입

히고 묶는 절차이며, 렴은 시신을 모셔 입관하는 절차이다. 염이 끝나면

상주도 망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소렴은 사망 후 2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것이 예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신을 면해야 할 복인들이 모두 당도하

면 언제든지 소렴에 들어간다.

수의는 사자(死者)가 입는 옷을 말한다. 수의의 재질은 비단이나 명주,

삼베를 쓰지만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수의는 저승에서

생토록 입을 옷이라 하여 최상의 것을 장만한다. 저승에서는 만인이 평등하

며 관복이 필요 없으므로 이승에서 가장 예복인 도포를 입는다. 그리고 수

의는 주로 윤달에 마련하는데 윤달은‘남의 달’, ‘공달’이라 하여 재액이

없는 달로 여겼다. 윤달은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꺼리던 일을 한다. 그래서 윤달에 미리 수의를 만든다. 수의를 입힐

때에는 아래옷은 아래옷끼리 웃옷은 웃옷끼리 포개어서 아래로부터 위로

입힌다. 이는 시신이 굳어 있기 때문에 입히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신

을 긴 베로 발에서 머리까지 일곱 가닥을 묶게되는데, 위아래 같은 힘으로

묶어야 시체가 비틀어지지 않는다. 매듭은 한 가닥에 3개이므로 모두 21개

가 생기게 된다. 매듭을 짓지 않은 채로 묶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시신이

살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 한다.

렴은 시신을 관에 모시는 절차로 입관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사망한 다

음날 습을 하고 그 다음날 소렴을 하며, 또 그 다음날 렴을 하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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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었으나, 지금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고 있다.

입관은 상주와 복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슬픔을 금치 못하는 것으로 생자

와 사자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복인들은 성통곡을 하

며 슬퍼하는 것이다. 고례(古禮)에는 입관시 아들과 딸은 망인의 몸 위에

엎드려 시신을 잡고 울고, 며느리는 시신 밑에 손바닥을 넣고 받들어 들 듯

이 하면서 울고, 근친은 수의를 잡고 운다고 했다. 시신의 머리가 북쪽을 향

하도록 관을 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래에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 좌향을

무시하고 시신을 놓는 경우도 있다. 입관이 끝남과 동시에 사자와 생자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입관 후 비로소 혼백을 모시고 성복제(成服祭)를

지내며, 곡은 무시곡(無時哭)에서 조석곡(朝夕哭)으로 바뀐다. 렴이 끝

나면 관을 정침에 모시고 휘장이나 병풍을 쳐 관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이

어 교의(交椅 : 신위를 모시는 의자)에 혼백이나 사진을 모시고 교의 앞의

제상(祭床)에 좌를 배설한다. 즉 교의를 차려놓고 거기에 백지로 싼 복의

(초혼 때 사용한 망인의 웃옷)를 놓은 다음, 그 위에 혼백상자를 놓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진만 세워놓기도 한다. 좌란 교의 앞에 차려놓는 제사

상이다. 제상 양쪽에는 각각 촛 를 하나씩 세우고 서쪽에는 향로, 동쪽에

는 향합을 놓는다. 거기에는 망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을 놓아두기도 한

다. 좌의 오른편에는 명정(銘旌)을 세운다.

명정이란 5자 정도 길이의 붉은 공단이나 명주에 망인의 관직과 성명을

쓴다. 씨는 흰색으로 쓰는데, 백분에 아교나 막걸리를 섞어 쓴다. 명정은

개 시신을 안치한 방의 병풍에 걸어 둔다.

좌(�座)는 조문객이 망인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상차(喪次)

는 주상이하 상제들이 있는 장소이다. 개 좌의 상차를 붙여서 같은 장

소에 설치한다. 고례에는 염습 후에 설치하 으나, 지금은 염습 전에도 조

문을 받아야 하므로 일찍 배설한다. 좌와 상좌의 설치 장소는 집이 좁으

면 사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의 방 가까운 곳에 차린다.

상제들이 상복을 입는 성복을 하기 전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설치하지

않는다.

한편 명정을 쓴 다음 공포(公布)를 준비하고 만사(輓詞)가 들어오면 만

장(輓章)을 준비한다. 또한 앞으로 사용할 축문 등을 준비하는데, 요즈음에

는 관이나 수의, 상복 등을 장의사에서 구입할 때 함께 주는 축문을 사용한

다. 공포란 상여의 바로 앞에 서서 길의 높낮음과 좌우의 구부러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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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기 위한 것이다. 뒤에 이 공포는 하관(下棺)할 때 관위에 묻은 흙을 닦

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명정은 하관 할 때 관위에 깔고, 공포는 들고 온 사

람이 집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3) 성복(成服)

성복(成服)은 렴을 한 다음날 날이 밝으면 모든 복인들이 각자에 해당

하는 복을 입고 조곡(朝哭)을 한 다음 의식에 따라 조상(弔喪)하는 것이 예

라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부분 염을 마치면 곧 성복하고 성복제를 지낸

다. 상복은 개 8촌까지 입는다. 8촌 이내 근친은 죽음을 슬퍼하고 근신하

는 뜻으로 험한 상복을 지어 입고 각기 정해진 기간동안 복색을 한다. 상주

들은 렴이 끝나면 염을 하기 전까지 입었던 옷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

는다. 상복을 갖추는 일은 예와 효의 근본이며 격식의 첫 관문이므로 없으

면 빌려서라도 입는다. 상복은 남자가 머리에 효건(孝巾 : 두건)과 상관(喪

冠 : 굴건)을 쓰고, 그 위에 수질을 매고, 깃겹바지∙저고리에 깃두루마기를

입고 중단과 제복을 입은 위에 요질을 띠고 짚신을 신고, 행전을 치고 장기

(杖朞 : 1년복) 이상의 복인은 지팡이를 짚는다. 여자도 깃치마∙깃저고리

에 중단을 입고 제복을 입은 이에 수질과 요질을 매고 짚신을 신고 상장(喪

杖)을 짚는다. 상복은 삼베로 만드는데 참최(斬衰 : 父喪)는 애통해서 입는

복으로 옷가지를 꿰매지 않고 제체(齊衰 : 母喪)는 옷가지를 꿰맨다. 그리

고 여자 상제들은 부친상(참최)일 때는 나무 비녀를, 모친상(제최)일 때

는 오동나무 비녀를 꽂는다.

참최의 상은 상장을 나무로, 제최의 상은 오동나무로 한다. 그리고 상

장은 아버지의 경우 밑이 둥근 것을, 어머니는 네모나게 깎아 사용한다. 이

는 천원지방(天圓地方)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늘은 둥 며 아버지는 하

늘을 상징하므로 밑이 둥근 것을 사용하며, 땅은 네모지며 어머니를 상징하

므로 밑이 네모난 것을 사용한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불효 죄

인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4) 조문(弔問)

조문이란 조상과 문상을 합해서 슬픔도 나타내고 위문도 한다는 뜻인데,

조문한다는 것은 남의 슬픔을 조상 위문한다는 것이다. 조상은 죽음을 슬퍼

한다는 뜻이다. 망인이 남자이면 조문객이 좌 앞에서 망인에게 슬픔을 나

타내기 때문에 남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을 조상이라 한다. 문상은 근

친의 죽음에 한 슬픔을 묻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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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成服)은 렴을 한 다음
날 날이 밝으면 모든 복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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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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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 전 조문은 렴이 끝나기 전에 조상 받은 것을 말한다. 남자 상주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 상주들은 흰 치마저고리를 입은 상태를 말한다.

조문객이 상가에 도착했을 때 성복 하지 않았으면 망인에게 절을 하지 않

는다. 다만 상주에게 인사하고 위로한다. 성복을 하면 상가에 가서 정식으

로 조문한다.

성복 후 조문은 성복이 끝난 후 비로소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아 조상을

받는다. 조문객은 망인의 궤연(또는 혼백)에 곡하고 재배한 후 상주와 서로

절하고 위로의 인사말을 한다. 부분 조문객이 상주에게 먼저 절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조문을 와 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상주가 먼저 절하는데

해 조문객은 답례로서 절을 하는 것이다.

친척간 조문에 있어서 일가간에는 내외 간 상에 구별 없이 항렬에 따라

호곡(呼哭) 재배하고 상주와 인사한다. 이때 곡하는 요령은 상주는‘아이

고 아이고 아이고(또는 애고 애고 애고, 哀告 : 슬프고 괴롭다는 뜻)’하면

서 슬프게 통곡하고 조문객은‘어이 어이 어이’하면 된다.

치장(治葬)은 부모가 연로하면 미리 생전에 잡아 놓거나 보통 상을 당한

후에 장지와 택일을 정하고, 장례일 당일 광중을 판다.

(5) 발인과 치장

발인(發靷)은 상여가 장지를 향하여 집을 떠

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죽으면 장지와 장사

지내는 날 그리고 발인 시간과 하관 시간을 정

하는데 개 지관이 한다. 발인 전날 흔히 상여

놀이(근래에는 전날 밤에 한다)를 하는데 상여

꾼들이 호흡과 발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예행연

습이다. 광양 지역은 마을마다 상여를 운반하는

채를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철제나 알

루미늄으로 만들어 마을 회관 한켠에 보관해 두

고 초상이 나면 이를 이용하게 된다. 또 큰 마을에는 선소리꾼과 각자의 역

할을 정해 놓고 제 몫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장례 때가 되면 이웃마을의

집례나 선소리꾼을 빌리지 않고 행할 정도이며 개 부락의 위친 계나 청

년회 회원들이 주도하 다. 그러나 시 의 변화와 이농현상으로 선소리꾼

도 를 잇지 못하고 채위에 앰프를 장치하고 선소리꾼의 녹음테이프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상여꾼도 위친 계원의 의무화로 겨우 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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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 후 조문은 성복이 끝난
후 비로소 정식으로 조문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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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궤연(또는 혼백)에 곡
하고 재배한 후 상주와 서로
절하고 위로의 인사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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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정도이며 화장하는 가정도 점차 확 되어 가고 있다. 꽃상여는 과

거에 부락민이 모여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문업자에 의해 2층∙3층으로 만

들며 사용 후에는 태워 버린다. 호상일 때에는 선소리꾼이 상여 위에 타기

도 하나 일반적으로 요령(종)을 잡고 앞에서 이끈다. 선 소리꾼이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선창을 하면 상여꾼들이 후창(후렴)을 한다. 옛날에는 신분

에 다라 설빈 기간∙장사기간이 달랐으나, 지금은 보통 3일장으로 치러진

다. 3년상을 지키는 일은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통용된다. 옛날

에는 보은의 뜻을 살리는 의미에서 3년상을 치루었다.

발인 시각이 임박하여 구(�柩)를 빈소에서 옮기는 것을 천구(遷柩)라

한다. 관을 마당으로 옮겨 미리 준비한 상여에 올려놓고, 그 앞에 병풍을 두

른 다음 집에서 마지막 제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원래는 견전(遣

奠)이라 불 다. 그리고 망인이 즐겨 찾던 것이나 잊지 못해 하던 곳, 친구

나 친척집 앞에 이르면 노제(�祭)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때 친구가 차려

주기도 하지만 부분 상가에서 차린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직 인사를 한다. 이

어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천천히 장지를 향

해 출발한다. 상여소리는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

들며 선창을 하면 이를 상여꾼들이 받아 후창

을 하며 발을 맞추어 나간다. 상여가 집을 나서

면 상주 이하 모든 복인 들은 통곡을 한다. 상여

가 마을 밖을 벗어나면 안 상주들은 집으로 되

돌아가고 남자 상주와 복인 들이 상여 뒤를 따

른다. 지금은 안 상주들도 상여 뒤를 따르고 장지까지 간다. 한편 옛날엔 부

인이 죽었을 경우 남편은 문 안에서 작별을 했다고 한다. 상여행렬은 지

역∙가문에 따라 순서가 조금씩 다르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하관을 할 수 있도록 산역을 한다. 요즘에는 포

크레인이 이 작업을 신한다. 하관할 시간이 되면 관을 옮겨 광중 앞에 모

신다. 하관시간은 망인의 사주를 감안하고 좌향과 일자를 바탕으로 정한다.

하관할 때 시신은 상(上 :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한다. 시신의 머리를 북

쪽으로 향하게 함은 그윽하고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뜻이며, 또 죽은 자는

명계(冥界 : 음, 북쪽)로 간다고 생각해 머리를 북쪽으로 두게 한 것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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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어서 땅에 돌아가는 것은 생명을 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관을 광

중에 내린 후 관 위에 명정을 덮는다. 이때 하관 곡을 한다.

폐백은 실토(實土) 전 맏 상주가 하는데 폐백은 현(玄 : 검은 비단)과 훈

(吾 : 붉은 비단)으로 한다. 현은 널의 동쪽에, 훈은 널의 서쪽에 각각 하나

씩 놓는다. 폐백을 드린 뒤 상주는 곡을 하고 절을 한다. 폐백은 상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다. 내광(內壙)안에 흙을 채우는 것을 실토라 하

는데, 주상(主喪)이 맨 먼저 흙을 덮는다. 주상은 상옷 자락에 고운 흙을 담

아 가지고 내려가‘취토 취토 취토’하고 세 번을 외치면서 관 위∙중간∙아

랫부분에 각기 흙을 조금씩 붓는다. 그 다음에 다른 상제들이 모두 취토하

면 흙을 채우기 시작한다. 내광이 흙으로 메워져 평지가 되면 평토제(平土

祭, 지역에 따라서는 봉분을 다 만들어 놓고 평토제를 지낸다)를 지낸다. 석

회∙물∙흙을 반죽한 것을 무덤에 넣으면서 달구질을 한다. 묘광에 회를 쓰

는 것은 짐승의 침범과 나무뿌리가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

서 봉분을 만든다. 고 에는 무덤(또는 고여)만 만들고 봉분을 안 만들었는

데, 공자가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묘를 잃어버릴까 해서 봉분

을 만들었다고 한다. 봉분과 나무를 심는 것은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덤 주위에 황제는 소나무, 제후는 잣나무, 선비는 과수나무, 서인

은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반혼(返魂)은 반곡(返哭) 또는 반우(返虞)라고도 하는데, 평토제가 끝나

면 성분이 안 되었더라도( 개는 봉분이 완성된 상태) 묘소를 한 바퀴 돈

뒤, 혼백상자와 신주를 모신 사람이 맨 앞에 서고 상주들이 뒤따르며 가던

길을 따라 곡하면서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혼이 집으

로 돌아오지 못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때 뒤돌아 보아서는 안된

다. 집에 도착하면 문을 향해 주부가 곡하다가 신주와 혼백을 좌에 봉

안한다. 주인 이하는 청에서 회곡(會哭)하고 다시 좌에 나아가 곡하며

집에 있던 사람들은 재배한다.

(6) 흉제(兇祭)

장례 후 혼백을 궤연(机筵 : 실 이라고도 한다)에 모시고 우제(虞祭)로

부터 소상∙ 상∙길제(吉祭)가 끝날 때까지의 각종 제례를 흉제라고 한

다. 우제란『예기』에 보면 신을 안정시키는 제사로서 우제를 지내는 것은

단 하루도 어버이의 신령과 떨어질 수 없다는 간절함을 알려 신으로 하여

금 안정감을 갖게 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虞)’는 귀신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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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혼(返魂)은 반곡(返哭) 또는
반우(返虞)라고도 하는데, 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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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묘소를 한 바퀴 돈 뒤, 혼
백상자와 신주를 모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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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혼이 집으로 돌
아오지 못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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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는 뜻이다. 즉 시신을 지하에 묻었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염

려하여 우제를 지냄으로써 혼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혼백을 모시고

장례 날에 지내는 제사를 초우 또는 초우제(初虞祭)라 하는데 반혼 후 즉시

지낸다. 만약 당일 돌아올 수 없는 경우 도중의 숙소에서 지내야 한다. 초우

는 장례일 거행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늦어지면 저녁 상식에 겸하기도

하는 집안이 있다.

재우제(再虞祭)는 초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유일(柔日 : 乙∙丁∙巳∙癸

日)에 삼우제(三虞祭)는 재우제 후의 강일(剛日 : 甲∙丙∙戊∙庚∙壬 日)

에 지낸다. 그러나 지금은 재우제는 장례 다음날, 삼우제는 3일째에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삼우제는 반드시 집에서 올려야 하며, 재우제∙삼우제는 질

명(質明 : 날 밝은 무렵)에 지낸다. 삼우제를 지낸 후 성묘를 간다. 궤연에

혼백을 모시면 삼우제까지는 끼니때마다 상식(上食)을 올린다. 삼우제를

지낸 후에는 상식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만 올린다.

졸곡(卒哭)은 개 초상 후 석 달째 맞는 강일(보통 초상 후 100일 쯤 되

는 날)아침에 지낸다. 졸곡은 지금까지 수시로 하던 무시곡(無時哭)을 그

친다는 뜻이다.

소상은 연제(�祭)라고도 하는데『예서』에 보면 초상 후 13개월 되는 날,

날짜를 가려 지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초상 후 만 1년이 되는

첫 제삿날에 소상을 지낸다.

상은 초상으로 25개월 만인 두 번째 기일(忌日)에 지낸다. 상이 끝나

면 궤연을 철회하고 여막을 철거한다. 신주는 가묘 안의 동쪽에 서향하여

봉안하고 문을 닫는다. 상장∙수질∙요질∙방립 등은 불에 태우고, 상복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도 한다.

담제( 祭)는 복을 다 벗는 제사로서 담사( 祀)라고도 하는데 상을

지낸 두 번째 달에 거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개 정일(丁日)이내 해일(亥

日) 중에서 택일한다. 현재 탈상은 가정의례 준칙을 보면 100일 이다. 그러

나 탈상을 3일만에 하거나 49제로 하기도 하므로 실제로는 상례가 거의 생

략되는 형편이다.

4) 제례

제례(祭禮)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절차이다. 조상 숭배의 도덕적 실천

으로서 사례 중 으뜸이다. 제례는 산 사람의 신분에 따르며, 옛날에는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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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제(再虞祭)는 초우제를 지
낸 다음의 첫 유일(柔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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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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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사를 받들지 않았다. 그리고 제례에 쓸 물건

을 만들 때 조상을 존경하고 제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기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제사는 공경

의 지극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죽은 이를 마치 산

사람처럼 섬기는 것은 인애(仁愛)의 지극함을

뜻하는 것이다. 제기가 깨지면 땅에 묻는데 귀신

이 사용하던 것이라 묻음은 음의 의미이다. 제복

이 낡으면 사람이 쓰던 것이라 불태우는데 양의

의미이다. 제례는 그 의식 절차가 복잡하여 진실

한 공경 심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하여 허례허식의 폐단을 낳기도 하 다.

옛부터 제례는 상례와 더불어 말도 많고 형식적인 절차도 가지가지여서 많

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 다. 제례는 지역∙가문∙색목에 따라 차이가 있

는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여기서는 표적인 것만 간단히 언급하겠

다. 제례는 크게 기제(忌祭)∙차례(�禮)∙시제(時祭) 셋으로 나눌 수 있

다. 기제는 기일날 지내는 제사로 기제사(忌祭祀)∙기사(忌祀)∙기일제

(忌日祭)라고도 한다. 매년 사망한 날 닭이 울기 전, 즉 전날 밤 12시에서 1

시 사이에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요즈음은 당일 초저녁에 지내며 고조(高

祖)까지 기제사로 지낸다.

차례란 말은 고례에 없고‘속절즉헌이시식(俗節則獻而時食)’으로 민속

명절이면 명절음식을 차려서 올리는 제의를 말한다. 예전에는 1년에 4회

(설날, 한식, 추석, 동지 또는 단오)를 지냈다. 이때는 단잔(단헌)이며, 아침

에 차례를 지낸 후 성묘를 간다. 조상의 묘지를 살피는 일을 성묘라 하는데,

차례의 변형설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성묘는 보통 설날성묘, 추석성묘, 섣

달 그믐의 성묘가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설날성묘는 살아 계신 조상에게 세배를 올리므로 돌아가신 조상이 묻힌

묘지에 세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때 봉분 위에 쌓인 눈은‘천

강수’라 하며 치워서는 안된다. 한식성묘는 언 땅이 풀리고 초목이 생장하

는 때인 한식날, 그 동안 겨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으나 염려되어 반드시

성묘한다. 또 이날은 초목이 생장하는 때이므로 묘지수축, 입석, 나무나 떼

를 심거나 입히는데 최상의 시기이므로 묘지를 손보는 것을 사초(莎草)라

고 한다. 추석성묘는 장마철이 지나고 초목의 생장이 멈추는 계절이므로 묘

지에 아무 일이 없나 염려되어 성묘를 한다. 이때 웃자란 풀을 깎고 나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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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제례는 상례와 더불어
말도 많고 형식적인 절차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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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도 하 다. 제례는 지역∙
가문∙색목에 따라 차이가 있
는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이
다. 여기서는 표적인 것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제례는 크
게 기제(忌祭)∙차례(�禮)∙시
제(時祭) 셋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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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을 벌초(伐草)라고 한다. 섣달 그믐의

성묘는 묵은해를 보내면서 조상에게 한 해의

기호하심에 한 보은과 묵은세배를 드리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개 1년에 2회(설날∙

추석) 또는 3회(설날∙추석∙한식)만 지낸

다. 차례와 성묘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윗 조

상∙남자조상∙여자조상의 순이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의 거리와 교통형편 등을

고려해 편리한 로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

다.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명절날 가

까운 날에 지내거나 성묘를 해도 망발이 되지

는 않을 것이다.

시제는 시향(時享)∙묘제(墓祭)∙사시제(四時祭)라고도 하는데, 춘하추

동 매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모든 제의 절차

에 기준이 된다. 요즈음은 종중(또는 문중)에서 젊은 직장인들을 참여시키

기 위해 가능하면 일요일로 정해 놓고 지내는 경우가 꽤 많아가고 있다. 제

사를 지내는 절차와 방법은 동소이하며, 단지 지내는 시기만 다를 뿐이

다. 세일사(歲一祀)는 기제를 지내지 않는 5 조 이상의 직계 조상에 해

일년에 한번만 묘지에서 지내는 제의이다. 시사(時祀)라고도 하는데, 일년

에 한번만 지내는 제사란 뜻도 있다. 세일사를 지내는 장소는 그 조상의 묘

지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세일사는 개 10월중에 날을 골라 지내나

그러지 않은 계파도 있다.

시조제(始祖祭)는 자기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지내는 제의인데 매년

양(陽)이 일어나는 동지에 시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 선조제(先

祖祭)는 자기의 5 조 이상 시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산신제(山神祭)는 조상을 모신 산신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일년에 한번

조상의 묘지에서 제의를 지낼 때 지내며‘사토후’라고도 한다. 이때 호도∙

은행∙잣 등을 꼭 쓰는데, 잣은 마을의 번창과 자손의 부귀를 누린다 해서

쓴다. 현재 묘지의 문제가 심각하여 규제와 함께 납골당 제도가 문중마다,

가족마다 차츰 받아들여지고 있다.

옛부터 제례법에 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포은 정몽주(鄭夢周)가 제정

한 제례 규정에 의하면 삼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 를, 육품관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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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는 시향(時享)∙묘제(墓
祭)∙사시제(四時祭)라고도 하
는데, 춘하추동 매계절의 가운
데 달에 날을 골라 모든 조상
에게 지낸다. 모든 제의 절차
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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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까지 2 를,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이러한 4 봉

사의 제례법은 계급차등 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조에 들어와 논쟁도 많

았다. 4 봉사를 고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상숭배사상과 신라의 오묘

(五廟)제도, 그리고 정자(程子)∙주자(朱子)의 향 때문인 듯하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는 일반 서민들도 이러한 신분차별의 법규를 무시하고 4

봉사를 지냈다. 4 봉사를 하게된 시기는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철폐

되면서 효도하는데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는 풍조, 그리고 사람의

수명으로 보아 고조부모의 생전에 사랑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제사를 안 지

낼 수 있겠는가라는 뜻 등에서 누구든지 고조까지 4 봉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본다. 1969년 정부에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고 1999년 개정하

면서 조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내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부분 4 봉사를

하고 있다.

제례의 진설법, 절차나 방법 등은 지역∙가문∙계파∙색목 등에 따라 다

르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 상징과 의미 등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

겠다.

진설은 제물을 차리는 것을 말하는데 오행(5줄 : 실과, 채소, 탕, 적 메

(밥) 갱(국)이다. 진설시 홍동백서( 紅東白西 : 붉은 색깔의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 색깔의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두동미서(頭東尾西 : 고기의 머리

부분은 동쪽으로 꼬리부분은 서쪽을 향하게 놓되 등부분은 남쪽으로 배부

분은 위(位)가 있는 곳을 향하게 놓는다)∙생동숙서(生東熟西 : 날것은 동

쪽에 놓고 익힌 것은 서쪽에 놓는다) 어동육서(魚東肉西 : 바다 고기는 동

쪽에 놓고 가축의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조율시이(棗�枾� 또는 �枾 :

과일은 추, 밤, 감(곶감), 배 순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놓는다.) 좌포우

혜(左脯右醯 : 포는 왼쪽에 놓고, 혜는 오른쪽에 놓는다.) 등이 있는데 지

역∙가문∙계파∙색목에 따라 진설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생략한다. 제

례음식을 한자로 쓸 때에는 제수(祭羞)라 한다. 제수의 종류에 따른 그릇

수는 음양 상징에 주 근거를 둔다. 제상(祭床)은 북쪽에 마련한다. 그리고

제사 지내기 전 문을 열어 놓는다. 그래야 조상신이 들어올 수 있다. 촛불

은 정화의 상징이며, 지상의 인간이 뜻을 하늘에게 전하는 매개체이기도 하

다. 분향은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신령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상징적인 행사이다. 그래서 향불을 피우는 것인데, 처음에 시초를, 후엔 향

나무를, 요즈음은 향을 쓰고 있다. 불가에서는 향이 냄새 제거와 심신을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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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음식을 한자로 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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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는다. 그래야 조상신이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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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므로 공양하는 물건으로 쓴다. 향나무(잘게 썰은것)를 집어 향로에

3번 넣어 태운다. 요새 사용하는 향은 3개를 꽂는다. 그런데 향을 피울 때

불꽃을 입으로 불어 끄면 예가 아니다. 흔들거나 손으로 끈다.

모사(茅沙)는 빈 그룻에 모래를 담고 띠풀 한 줌을 묶어 세워 두는데, 이

는 땅에 계신 조상의 혼백을 모신다는 상징성이 있으며, 산소∙땅을 상징하

기도 한다. 분향과 모사를 강신 분향∙강신호주라고 한다. 뇌주(특히 강신

뇌주)의 경우 모사서쪽에서 동쪽으로 세 번에 나누어 술을 비운다. 이는 향

기로운 술을 땅바닥에 부어 적셔서 지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혼백을

모시는 절차이다. 참신은 주인∙주부 이하 모든 참례자가 조상에게 뵙는 절

차이다. 남자는 재배, 여자는 사배를 한다. 공수할 때 남자는 왼손이 위, 여

자는 오른손이 위이다.(평상시 공수법과 같음) 합문은 조상이 마음놓고 잡

수시도록 자리를 비우는 절차이다. 음식을 9번 떠 잡수실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린다. 9는 장(長)이나 다(多)의 뜻으로 완전히 다 드셨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계문은 헌관(독축자)이 문 앞에서 기침소리나 인기척을 내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기침소리나 인기척을 내는 것은‘들어가도 되겠습니

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친숙수는 숭늉(숙수)을 올리는 절차이다. 숭늉을

올리는 것은 조상신이 음식을 다 드신 것을 상징한다.

진설시 추와 밤을 꼭 쓰는 이유는 자손번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는 씨가 하나로 과일 중 가장 존귀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복숭아는 귀

신을 쫓는다고 하여 쓰지 않으며, 수박과 참외는 기어다니는 것이라 하여

자손이 천하게 된다는 상징성으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쓰는 집도 있

음). 또‘치’자가 들어가는 생선도 쓰지 않는다.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꽁

치, 갈치 등)은 한자로 치(治)자가 조상신을 다스리는 뜻과 음이 같음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탕은 보통 3탕 또는 5탕을 쓴다. 기제사 3헌(초헌∙아

헌∙종헌)중 아헌을 주부가 올리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올리지 않는 집안

도 있다. 차례는 한꺼번에 올리는 단헌이다. 술은 청주로 쓰고 소주나 막걸

리는 쓰지 않는다. 술이 없을 때에는 맑은 물을 현주(玄酒)라 하여 쓰는데,

술이 생기기 전에는 정화수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지방과 축을 소지하는데 부정을 없애는 상징적인 의미로 종이를 태운다.

이승과 저승, 조상과 후손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철찬(撤饌)

할 때는 메, 갱, 적, 탕, 채소, 실과 순이다. 음복은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

상의 음덕을 기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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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례

1) 광양 향교

광양향교는 현재 성전에 성지성문선왕(大

成至聖文宣王) 공자(孔子)를 비롯한 27명의 선

성(先聖)과 선현(先賢)들의 위패(位牌)를 봉안

하여 모시고 있다. 세월이 흘러 서양문물이 전래

되어 유교사상이 쇠퇴하 지만, 현재 향교의 유

림들이 충효도의 선양교육을 통해 광양 시민의

도덕 교육과 예절교육에 진력하고 있다.

한편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그러면 석전제례(釋奠祭禮)에 해 알아보기로 하

자. 석전(釋奠)이란 말은 옛 경전(經典)에 보인다. 석전을 석채(釋菜) 또는

사채(舍菜)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엄격히 말하면 다른 것으로 석채가 석전

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석전과 석채를 정리한 최초의 문헌인 공 달

(孔潁達)의『예기정의(�記正義)』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학교와 관

계된 것만을 언급한 것이다.

석전에서 전(奠)은 정(停)의 뜻이다. 이는 제사에서 시동(尸童)을 세우

는 것과 같은 것, 즉 시(迎尸) 이하의 일이 없이 찬구(饌具)함에 그친다

는 것이다. 찬구란 구체적으로 술잔을 올리고 찬을 올리는 것인데, 그러나

이를 올릴 뿐 음식수작(飮食酬酌)함은 없는 것이다. 석전이 생뢰와 폐백이

있는데 반해 석채는 채를 갖출 뿐이다. 그러므로 석전을 석채전폐(釋菜奠

幣)의 줄임말로 해석하기도 한다. 아무튼 석전이 제사와 달리 시(尸)가 없

음은 그 주목적이 예를 행하는 자체에 있고 보공(報功)까지 미치지 않음을

뜻한다.

석전은 만세종사(萬世宗師)인 공부자(孔夫子)께서 남긴 인의도덕(仁義

道德)의 이상을 근본 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悌

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濟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배사모성(拜

師慕聖)의 예로써 춘추길일(春秋吉日)을 택하여 생폐예제(生幣�濟)를 헌

설(獻說)하여 공부자께서 재좌(在坐)하신 듯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

(奠禮)를 봉행하는 것이다. 오례(五禮)중 길례(吉禮)에 속한다.

석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석전이란 선성(先聖)∙선사(先師)에게 제사 지

제2장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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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의식으로 주초(周初)부터 있었다. 석전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공자

몰후(歿後) 이듬해 노(�), 애공(愛公) 17년(B.C 478) 공자 구택(舊�)에

묘를 세웠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국가가 공자묘를 세운 것의 시초

이다. 한(漢) 고조(高祖)가 12년(B.C 195) 곡부(曲阜)에서 공자를 제사하

는데, 제왕이 공자를 제사한것의 시초이며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59

년) 모든 학교에서 주공(周公)을 선성으로 공자를 선사로 석전하게 하 는

데(단 묘우(廟宇)는 따로 세우지 않았음)선성∙선사에게 제사한 석전의

시초이다. 공자를 선성으로 한 최초의 석전은 조위(曹魏) 소제(小帝)때

(246년)이며, 지방 관학에 공안묘(孔顔廟)를 세운 시초는 북제(北齊) 문

선제(文宣帝) 때(550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석전을 시행한 것으로 보

여지며, 지방에 학교를 세우고 석전을 행한 시초는 고려 인종(仁宗) 5년

(1127)이다. 그런데 석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은 몇 가지 차이점

이 있다. 학교와 문묘 배치의 차이로 중국은 전묘후학(前廟後學)∙좌묘우

학(左廟右學)∙우묘후학(右廟後學)의 세 가지 형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묘후학∙좌묘우학∙우묘좌학∙후묘전학 등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중국에 없는 후묘전학이 우리나라 부분의 향교에 있어 한국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개 명륜당과 성전이 마주보게 되어 있다. 둘째

송조 6현(�賢)을 우리나라가 매우 높이는 점이 중국과 다르다. 우리나라

는 숙종(肅宗) 40년(1714) 송시열(宋時�)의 청으로 송조 6현을 양무에

서 성전으로 올렸다. 셋째 중국은 배사(配祀) 인물이 중앙과 지방이 모두

같지만, 우리나라는 각기 달라 조선 ∙정조(英∙正祖) 연간의 경우 도계

수관(道界首官)은 서울과 같지만, 주(州)∙부(府)∙군(郡)은 성 전에는

10철(十哲)만, 양무에는 송사현(四賢)과 동국 15현(十五賢)을 배사하는

방식이었다. 오늘날도 중앙과 지방은 각기 다르다. 넷째 우리나라『석전의

주(釋奠儀注)』는 창홀(唱笏)∙행전폐례(行奠幣禮)∙행초헌례(行初獻

禮)∙행아헌례(行亞獻禮)∙행종헌례(行終獻禮)∙행분헌례(行分獻禮)∙

행망헌례(行望獻禮)인데 비해, 청 『곡부석전의주(曲阜釋奠儀注)』를 보

면 신(迎新)∙전백(奠帛)∙행초헌례(行初獻禮)∙행아헌례(行亞獻

禮)∙행종헌례(行終獻禮)∙철찬(徹饌)∙음복수조(飮福受 )∙송신(送

神)∙망요(望 )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간략화 한 것이다. 다섯째 우리

나라 석전에서는 공자 신위전에 삼태경(三太羹)∙삼화갱(三和羹)을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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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국은 일태경(一太羹)∙이화경(二和羹)을 쓴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문무무(文武舞)를 다 쓰지만, 중국은 당 에는 신에 무무(武舞)∙송신에

문무(文舞)를 썼고 명∙청 에는 문무(文舞)만 썼다.

우리나라의 석전 제에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남아 있지 않은 고 의 악

기와 제기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전 음악인 문묘제례악(文廟祭禮

樂)과 고무(古舞)인 팔일무(八佾舞), 제관(祭官)이 입는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의상과 고전적 의식절차 등이 화려하고 장중하여 예술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부분의 향교는 공자(孔子)∙4성(四聖)∙18현(十八

賢)을 모시는데, 어떤 곳은 10철(十哲), 송2현(二賢 : 程明道∙朱子), 송3

현(三賢 : 二程∙朱子), 송4현(四賢 : 周子∙二程∙朱子), 송6현(�賢)을

모시기도 한다. 광양 향교에서는 공자(孔子)∙4성(四聖)∙송4현(四賢)∙

한국18현(十八賢)을 모시고 있다. 광양향교의 성전정배종봉안위차도

(大成殿正配終奉安位次圖)는 다음과 같다.

석전제(釋奠祭)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

에 행하므로 정제(丁祭)라고도 한다. 성균관 석전이 중사

(中祀)라면 향교 석전은 소사(小祀)이다.

석전 준비는 사전에 치 한 계획을 세워 일정표를 작성하

고 그 일정표에 맞게 일을 추진한다. 개 성균관 석전 준비

일정을 기준으로 각 향교의 실정에 맞도록 일정표를 작성한

다. 석전의식의 진행절차는 홀기(笏記)를 제작하여 진행되

며‘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격을 그 원형으로 한다.

석전 전일(前日)에는 ① 재계의(齋戒儀 : 재계의는 석전

습의(習儀)전에 성전에 고유(告由)후 명륜당에서 행한

다.) ② 전향축의(傳香祝儀) ③ 습의(習儀)와 진설(陳設)을

한다.(여기서 석전 봉행의 예비 연습이라 할 수 있는 습의는

석전 하루전 오후 1시부터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동시에

행해지며, 제수의 습의를 마친 뒤 당일 오후 5시에 거행됨.

다음날 석전일 조조에 행해도 무방함)

석전 당일 봉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初獻官)이 신위 앞에 폐백(幣帛)을 올리는

의식

제2장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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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향교 성전신위봉안차도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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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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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⑪

⑬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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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⑫

⑩

⑧

⑥

⑥

① 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② 연국복성공안자( 國復聖公顔子)

③ 성국종성공증자( 國宗聖公曾子)

④ 기국술성공자사(沂國述聖公子思)

⑤ 추국아성공맹자(鄒國亞聖公孟子)

⑥도국공주돈-송조(道國公周惇-宋朝)

⑦예국공정호-송조(豫國公程顥-宋朝)

⑧락국공정이-송조(洛國公程 -宋朝)

⑨휘국공주희-송조(徽國公朱熹-宋朝)

⑩홍유후설총-신라(弘儒候薛聰-新羅)

⑪ 문창후최치원-신라(文昌候崔致

遠-新羅)

⑫문성공안유-고려(文成公安裕-高麗)

⑬ 문충공정몽주-고려(文忠公鄭夢

周-高麗)

⑭ 문경공김굉필-이조(文敬公金宏

弼-�朝)

⑮ 문헌공정여창-이조(文獻公鄭汝

昌-�朝)

� 문정공조광조-이조(文正公趙光

祖-�朝)

� 문원공이언적-이조(文元公�彦

迪-�朝)

�문순공이황-이조(文純公�滉-�朝)

� 문정공김인후-이조(文正公金�

厚-�朝)

�문성공이이-이조(文成公�珥-�朝)

�문간공성혼-이조(文簡公成渾-�朝)

� 문원공김장생-이조(文元公金長

生-�朝)               

�문열공조헌-이조(文�公趙憲-�朝)

�문경공김집-이조(文敬公金集-�朝)

� 문정공송시열-이조(文正公宋時

�-�朝)

� 문정공송준길-이조(文正公宋浚

吉-�朝)               

� 문순공박세채-이조(文純公朴世

采-�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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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 앞에 첫 술잔을 올리고 축(大祝)

이 축문을 읽는 의식

③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신위 앞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④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신위 앞에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

⑤ 음복수조례(飮福受 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서 음복잔을 마시고 수

조하는 의식

⑥ 철변두(徹 豆) - 축이 변( )과 두(豆)를 거두는 의식

⑦ 망요례(望 禮) - 초헌관이 망요위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의식

제4절세시풍속

세시풍속(歲時風俗)이란, 일상 생활에 있어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慣習

的)으로 되풀이되는 민속행위를 말한다. 즉 주기전승(週期傳承)의 의례적

인 행위를 말한다. 본 장에서는 이 같은 세시풍속의 일반적 의미에 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광양시에서 행해져온, 그리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세시

풍속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개의 세시풍속은 철과 절기에 따라 행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보

다는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역(�)은 생산의 계절을 미

리 알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에 맞게 되어 있고, 농경

생활을 하는 데에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달

은 불사(�死), 재생(再生), 부활(�活)의 능력과 힘이 있다고 관념되었으

며, 따라서 인간의 생명이나 행∙불행, 생산과 풍요도 모두 이 달의 향 때

문이라고 신앙되었다. 보름( 보름∙추석)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이 많은

것도 이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일상 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

나 이러한 세시풍속이 계절에 따라 되풀이되어 행해지기 때문에 그 때마다

우리는 세시풍속이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가 기 를 안겨주기를 원하기도

한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풍년과 흉년이란 사람들의 노력보다 신(神)의 의

사에 달려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길흉이나 재앙이나 화복이 신

의 뜻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 던 것이다. 이러한 기 와 생각에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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