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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자연적·인공적 유형(有形)과 무형(無形)

의 대상물들과 함께 공존(共存)하게 된다. 인간

들은 이들 대상물들을 언제부터인가 단순한 공

존체로만 보지 않았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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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자신들의 삶 자

체에 가치를 높여 왔다. 언어(言語)와 함께 

의·식·주(衣食住)를 중심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각 문화에는 인간이 부여한 의미들로 가득 

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

화는 의미부여의 연속[1]이라 할 수 있으며, 역

사의 흐름과 함께 ‘의미부여’는 우리 민족의 

사상·철학·정서가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상

징(象徵)’이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상징은 인류학적 입장에서 볼 때 문화의 모든 

현상의 표현이며[2], 문화는 인간의 집단적인 

모든 일상적 행동 내지 생활방식을 말한다. 생

활방식에는 그 사회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등을 반영하며, 세대 간에 공유되고 학습되어진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인류

학자인 코탁(Kottak 1994)은 문화란 사회성원

들에 의해 학습되고(learned), 공유되고

(shared), 양식화되면서(patterned), 다음 세대

로 이어지는 것(transmitted)이라고 보다 구체

적으로 문화의 속성(屬性)에 대해 정의하고 있

다.[3] 또한 문화를 통해 유형화되고 양식화된 

행동은 미래에 어떤 다른 유형화된 행동을 하도

록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사람

들의 기대와 신념으로 귀결된다(Haviland 

1996)[4]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의 속성은 의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의례는 그 사회의 

사상·정서·제도 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거행하

는 정형화된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의례는 기본

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식을 통해 표

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수

행에는 일상적 의사소통방법이 아닌 비일상적 방

법들이 동원된다. 일상적인 것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의례를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마

련함으로써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비일상화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규범화됨으로써 의례화 되어 전승[5]되어 

진다. 

  의례상황에서 상징체계는 사건, 물건, 활동, 관

계, 몸짓, 공간적 단위 등으로 표현되어지며[6], 

사람들은 의례에 나타나는 상징체계를 통해 의례

적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관계를 창조·유지해나

간다. 현재 우리나라 의례의 기본 바탕에는『朱子

家禮』에 의한 의례화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

다.『朱子家禮』는 생활의례로 제시되어, 일상적 

패러다임을 유교화[7]하였고, 행동 기준의 차원

에서 주로 강조되었다. 또한 사회적 질서의 규범

으로 행동의 표준적 절차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

교적 제의의 구성과 절차를 확립하게 된다. 이후 

각 시기의 시대정신과 결합하면서 도입 · 확대 

· 정착의 과정을 거쳐 조선의 의례 전범으로 안

착하여[8] 21C인 오늘날에도 그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유교적인 도덕, 규

범, 사상, 제도의 종합적인 산물로서 제례는 핵심

을 이루는 중요 의례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근대화 · 산업화 · 도시화에 따

른 사회변동과 종교적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 사

회에 비해 제사의 빈도가 낮고, 절차의 생략이나 

상징적인 의미 또한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과 추석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많은 귀성인파

들이 고향에 내려가 조상을 찾아뵙고 있다. 또한, 

설과 추석이 되면 언론을 장식하는 제사에 소요

되는 비용, 명절차례와 관련된 차례 지내는 법, 예

절법, 한복 입는 법 등 명절 관련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9]. 비록 제례를 주관하는 집단 성

원들의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제의에 관한 성원

들의 의식도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는 의식은 곧 

제례의 관행에도 변화를 야기했지만[10], 제사라

는 형태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제사는 아직도 사라져 가

는 전통이 아니라 현재에도 한국인의 생활 문화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화 요소임

을 알 수 있다[11]. 그러나 학습되어진 문화는 이

전 세대의 인식을 똑같이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

나 외형적 양상은 같아도 내재된 의의는 재해석 

되어서 반영되고 표현되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문

화 속의 제례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적절히 변

형되면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12]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문화의 변화는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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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변화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제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

하고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朱子家禮』를 기준으로 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제례진설에 나타난 상징체계를 통해 진설이 가지

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

례의 기준과 상징적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례 문화의 생명력

이 유지되어 전승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검토 

  조상제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

보면 제례의 절차와 제물의 진설 등 의례의 외형

적 형식과 변화양상, 또는 제례의 기원에 관한 역

사적·철학적 이해를 통해 동시대의 조상제례에 

내재된 의식세계의 이해를 주된 논점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 성과를 분석하

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제례의 

본질적 속성을 다루거나, 역사적·철학적 연구의 

경우 예학이라는 학문적 성과에 치우쳐 제례의 

변화양상과 변화요인을 간과함으로써 제례의 현

대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현장성에 접근하지 못하

는 제한점을 가진다. 반면,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연구동향에서는 의식세계의 이해와 조상

제례의 기본구조와 속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연구진행과정에서 본래의 의

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 예학적 

연구와의 교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통의례의 형식 

구조를 제례진설의 상징성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제례의 본질적 의미와 현대인의 제례의 이해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제례의 상징체계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변화요인과 변천과

정을 통해 제례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주기 전승되며, 사회의 가치 규범이 

표현되면서, 전통사회의 생사관과 우주관, 음양오

행론 등 세상 질서에 대한 상징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의례로서 제례를 대상으로 제의례 상징체계

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제례진설의 내적 문화요

소를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진 의례적 질서

와 시공간의 상징체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고대 천문관의 이해

 1. 상징체계 이해의 필요성

 전통의례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

로 제례진설의 상징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례에 대한 이

해가 전통의 관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시각을 살펴보면 “과일

에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추는 씨가 

하나이므로 임금, 밤은 한 송이에 세 톨이 들어있

으니 삼정승, 배는 씨가 6개니까 육판서, 감은 씨

가 8개이므로 팔도를 뜻한다는 속설은 제사상의 

과일을 나라의 통치구조와 그대로 연결 짓고 있

음을 뜻한다. 과일에 국가의 통치구조를 적용함으

로써, 제사상의 과일은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잡히

고 가치의 경중이 고려된 모든 과일로서 상징적 

비약을 하고 있는 셈이다.”[13] 라고 하여 제례

진설에서 과일의 선정과 배치에 국가 통치구조의 

논리를 반영하여 진설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

나 제례진설의 이론적 근거는 송대(宋代) 주자에 

의해 저술된『朱子家禮』에 의한 것임은 물론 조

선의 예학 역시『朱子家禮』의 실천논리로서 발

전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황제국

의 지위에 있던 송(宋)나라에 왕과 삼정승 육판

서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버린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문화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상징체계

의 논의에 앞서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배경과 정신적인 배경으로 구분하

여 보았으며, 둘 중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보

지 않았다. 이는 인류생활의 모든 현상을 물질적

인 면, 즉 경제적 요소만으로 해명할려는 것은 도

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써 그 반대인 정신적인 면, 

즉 인간의 사상과 신앙이 그 사회에 끼치는 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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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에 근거한

다. 더욱이 고대에 올라 갈수록 인간의 지식은 몽

매하고 이성은 발달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 시

대인의 사상과 신앙은 그 사회의 풍속, 습관, 의

식, 제도 등의 형성에 기본적 요소가 되었던 것이

니 여기에 우리는 한국 고대의 여러 풍습과 제도

를 그 시대의 사상과 신앙을 통하여 연구 할 필요

를 느끼게 된다[14]는 문화해석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뿐만 아니라 일

반적인 풍습과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준이 동시대의 사상과 신앙에 대한 연구임

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진행의 연구시

각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제례문화에도 각 시대별 사상과 

신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상과 신앙적 

요소에 포함된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

례의 의미적 해석이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례의 대상으로 조상신을 상징하는 것으

로 이해되는 신주의 제작과 의미에 대해『朱子家

禮』에는 “정자는 時日月辰을 본떠서 신주를 만

들었으며, 그 신주의 받침대는 4방으로 하고, 머

리는 둥글게 하고자 하였으며 그 두께와 너비, 높

이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여 만들었다”고 신주

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례진설

에서 과일의 선정과 배치의 논리가 국가 통치구

조의 논리를 반영하여 진설한 것으로 이해한 현

재 우리의 인식을 볼 때 본래 제례의 상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인식보다 당대의 

사상과 논리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본래적 의미와 

상징의 해석이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朱子家禮』에서 설명한 신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신주의 머리 부분은 하늘의 모양을 형

상화하여 둥글게 하였고, 신주 받침의 사각형 형

태는 땅의 모양을 형상화 하고 각 면의 4부분은 

사계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주의 높이는 1년 

12개월을 너비는 1달의 일수인 30일을 마지막으

로 두께는 하루의 시간을 십이지지로 계산하였던 

당시 상황에 맞추어 12시간으로 인식하고 상징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신주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반

영되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제례의 진설에도 천문과 우주질서에 대한 

상징체계가 반영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제사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

째는 자연신앙적 측면으로 제례의 일차적인 근원

은 하늘의 뜻을 살피는 것에 있었으며, 그것은 자

연의 질서에 대한 인간의 존중과 순응을 표현하

는 합리적 행태를 의미[15]하며, 지상지고(至上

至高)의 신에서부터 산천에 널리 있다고 믿는 여

러 신들을 받들어 신의 가호로 재앙이 없고 보다 

좋은 삶을 이룩하도록 기원하는 의식[16]이라는 

견해로, 고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이후 이 자

연신앙적인 요소는 무속신앙으로 발전되어 진 것

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는 조상신앙적인 측면이

다. 자연신앙적 측면에서 나아가 인간이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18]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에게 제의례를 통해 

보은하고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자연신앙적 측

면에서 제의례의 대상이 되었던 자연의 논리를 

통해 조상신앙적 측면의 상징적의미로 이해되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신앙적 측면

의 제사는 ‘죽은 자와 산자’의 관계 속에서 이

루어지는 의식절차[18]로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

들과 죽은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당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거주하게 될 세계인 

사후세계를 상정하였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인식

하였고, 현세와는 어떤 관계로 인식하였는지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후세계관과 우주관의 이해

 고대 사람들이 인식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상

호 소통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례에서 전혀 다

른 두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다. 이를 통해 제례에서의 의례적 상징

체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성과에 의해 고

대인들이 인식한 삶의 공간과 사후세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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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계세사상(繼世思想)으로 정립되었다. 계

세사상은「死」가「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사후에도 생을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고대인의 

가장 단순한 죽음에 대한 신앙이다. 계세사상에 

있어서는 사후에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매장된 

지하에서 현세에서의 공죄여하에 관계없이 현세

와 동양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계속한다. 따라

서 사후의 세계(冥界)도 여기에 있어서는 현세와 

본질적으로 차이(差)가 없으며 사(死)는 다만 현

세에서 명계(冥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데 불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대 한인(韓人)들이 장의

(장례)에 고무작요(鼓舞作樂)하는 풍속을 가지

고 있었음은 사실상 이와 같은 사(死)에 대한 신

앙에 기인된 것[19]이다. 이처럼 고대인들의 사

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계세사상으로 인식하였다

는 것은 삶이 영위되는 공간인 이승과 사후세계

인 저승을 같은 모양으로 인식한 것이 된다. 결론

적으로 계세사상에 근거하여 저승의 형태와 상징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한 

삶의 공간인 이승에 대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

징체계를 살펴보면 이승과 저승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인들이 인식한 세상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

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법인 주비법

(周髀法)과 결부되어 발전한 개천설(蓋天說)은 

전한(前漢)초기까지 유일한 과학적인 우주구조

론 이었다. 왕충(王充)의 개천설(蓋天說)은 “하

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위아래에 위치하여 

북극에 그 중심을 둔다.”[20]고 하였다. 개천설

의 개(蓋)는 ‘덮다’의 뜻을 지니고 있어 하늘

이 땅을 덮고 있다는 논리의 우주구조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덮고 있는 하늘아래의 

땅은 그 형태가 방형(方形)으로 네모지다고 하였

는데, 고대 중국의 신화집이자 지리서인『산해경

(山海經)』에서 세상의 구성에 대해, “땅은 육합

(六合)의 사이에 놓여있고, 사해(四海)에 둘러싸

여있다. 일월(日月)이 땅을 비추고, 별들이 경영

을 하며, 사시(四時)를 다스리며, 태세(太歲)로 

감겨있다.”라고 하였다. 『산해경(山海經)』에

서는 육합(六合)의 방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공간의 구성이 전·후·좌·우(前後左

右)의 사방과 위(上), 아래(下)의 여섯가지 방향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대

지는 사방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하늘의 해

와 달, 별로 인해 계절이 변화되면서 만물이 변화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육합의 방위개념도

Figure 1. Concept Map of the Bearing of the Six Sums

이를 앞서 논의한 개천설과 관련하여 육합의 개

념을 확장하여 보면, 세상은 하늘이 덮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위, 아래, 전후좌우의 여

섯 가지 방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땅의 끝은 하늘

과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의 천체를 관측한 기구인 ‘혼천의’

의 모양에서도 알 수 있는데, 혼천의는 역대 중국

에서의 제작한 혼천의의 제작과 관련하여 변천과

정이 서술[21]된『혼천의설』이란 책에서 하늘

이 땅을 덮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혼천의설』에서 혼천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강희(康熙) 년간에는 천

체의(天體儀)를 만들었는데 역시 고대의 혼상과 

같았다. 이는 동으로 구형(球形)을 만들어 천체의 

형상을 나타내었다”고 하여 천체의 모양을 고대

의 혼상과 같이 구형으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

다. 이는 고대인들이 하늘과 땅의 모양을 형상화

할 때 하늘은 땅을 덮고 있는 구형(球形)의 형태

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한 하늘

의 모양에 수많은 별자리를 그려 함께 표현한 천

문도의 형태가 원형의 원도(圓圖)인 것은 하늘의 

모양이 구형(球形)으로 원형(圓形)이었기 때문

에 하늘을 둥근 모양으로 표현하고 그 속에 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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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배치한 것이다. 다음은 혼천의와 동양천문도

의 대표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천상열차분야

지도」 그리고 중국의 「순우천문도」이다.

그림 2. 혼천의

Figure 2 Celestial globe

그림 3. 천상열차분야지도 [22]

Figure 3 Chunsang Yulcha Bunya Jido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대인들이 인식한 하늘

과 땅의 형태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형

태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서두에서 논의하였

던 바와 같이 계세사상의 논리로 인해 삶을 영

위하는 이승의 형태가 천원지방의 형태였다면, 

사후세계인 저승의 형태 역시 같은 모양을 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형태가 같고 그 세계가 연결되어있다면, 제례

를 통한 상호소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3. 천문관에 나타난 상징성의 이해

 고대 동양의 천문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논

점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앞서 『산해경

(山海經)』에서 논의한 “일월(日月)이 땅을 

비추고, 별들이 경영을 하며, 사시(四時)를 다

스리며”의 부분이다. 천문의 관측을 통해 천

원지방의 형태를 가진 세상이 일월의 변화를 

통해 하루가 이루어지고, 별들의 운행 변화를 

통해 사계절의 변화가 생겨났다는 의미가 된

다. 이는 별자리의 변화를 사계절의 변화와 연

동하여 인식함으로써 계절의 변화에 따른 별자

리의 이동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시

간변화의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농경을 중요시하던 동양의 사회구조에

서 하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관

측하고 일상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하늘

의 변화를 사계절로 인식하였고, 별자리를 통

해 계절의 구분과 연결시킴으로써 사신(四神)

의 개념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양의 

별자리는 서양과는 달리 각 계절마다 7개의 별

자리로 구성하여 총 28수로 정의하였고, 청용, 

주작, 백호, 현무의 사신을 각 계절별로 배치시

킴으로써 사신도의 개념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

다. 다음은 계절적 구분에 따른 사신도와 천문

의 배치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 4. 28宿와 四神圖[23]

Figure 4, Twenty-Eight Mansions and Four Symbols[23]

東洋에서 인식한 하늘 즉, 天文은 하늘이 곧 

다른 人間世上이라는 사상에서 출발하여 밤하

늘의 모든 별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인화시켰

으며 인간세계의 거울로서 地上의 모든 것의 

根本으로 삼고자 하였다. 上·下와 東·西·

南·北 사방(四方)의 육합(六合)개념 및 四時

四屮의 季節과 24節氣·時間과 曆法 등 인간이 

지상에 살기위한 모든 根據와 哲學을 하늘에서 

찾았다. 즉, 仰觀하여 北極星과 七星으로 方向

과 節氣를 定하고, 北斗七星의 斗柄과 北極星

을 ㊀直線으로 東方 28宿를 시작하였으며, 二

分二至를 기준으로 하늘의 軸을 잡아 12支를 

돌려 星次의 12구역을 나누어 절대방향과 俯察

地理의 기준을 삼아 하늘의 별들을 보다 쉽게 

살펴서 地上의 方位와 季節 · 時間을 알아내

었다. 

이와 관련하여『周易』「繫辭傳 上」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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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 상을 드리워 길흉을 나타내자 성인은 이

것을 본받고, 河圖가 나오고 洛書가 나오자 성

인은 이것을 본받는다고 하여 하늘의 상인 천

문에서 하도와 낙서가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5. 河圖[24]

Figure 5, The Ho Tu [24]

그림 6. 天文的 觀點에서의 河圖 [25]

Figure 6. Figure 6, The astronomical standpoint of The

Ho Tu>[25]

그림 7. 洛書 [26

Figure 7, The luòshū>[26]

 현재까지 河圖와 洛書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河圖와 洛書의 숫

자와 분류에 의해 陰陽五行論의 근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한 天文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

으며, 다른 견해는 고대 신화에 근거한 맹목적

으로 수용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앞서 논의한 사신의 개념과 같이 천문의 결

과로 해석하는 견해[27]를 따라 해석하고자 하

였다. 河圖와 洛書는 모두 白圈과 黑圈의 수로 

표현되어 있으며, 白圈은 陽數를 黑圈은 陰數

를 나타내고 있다.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수열에 있어서 1에서 5까지를 生數라고 하고, 

6에서 10까지를 成數라고 한다. 生數란 창조의 

근원수로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

며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다른 말로는 命

數라고도 한다. 成數란 사물을 완성하는 數로

써 사물은 형체를 이루므로 成數는 形數 또는 

物數라고도 호칭한다. 

  특히 그림 7과 같이 天文的 觀點에서의 河圖

는 각각의 방위에 28수를 배치함으로써 계절과 

하도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하도가 천문과

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대인들이 

인식한 하늘과 땅의 구조, 그리고 하늘의 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천문

도와 이를 상징한 것으로 보이는 하도를 통해 

이해하였음을 살펴보았다.

Ⅲ. 음양오행론의 이해와 그 상징성

 1. 음양론과 오행론의 이해

 앞선 논의를 통해 고대인들이 인식한 하늘과 

땅의 구조와 시간 및 계절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시간과 계절의 측정과 일상에서의 활

용은 농경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

였기 때문에 시간과 계절을 구분하는 것은 통

치자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을 것이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구조적으로 완성된 세

계에서의 운행과정과 질서를 살펴보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먼저 태양의 향배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하고 있는 ‘음양론(陰陽論)’에 대

한 논의이다. 음양이라는 문자는 자의로 볼 때 

산의 북쪽인 응달과 산의 남쪽인 양달을 가리

키는 것이었다.『설문해자』에서 ‘음’에 해

당하는 문자는 구름에 가려 해를 볼 수 없는 것

을 뜻하고, ‘양’에 해당하는 문자는 구름이 

걷혀 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28]. 또한 『시경』에서는 ‘음’은 ‘어둡

다’, 혹은 ‘덮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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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방위, 햇빛, 따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음양’에 대한 최초의 의미는 태양

의 향배나 방위를 지칭하는 뜻[29]으로 사용되

었다.

후대에 이르러 ‘음양’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을 ‘음 ⇛ 양’으로 ‘양 ⇛ 음’으로 변화되

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현상이라 이해하면서 

‘음양’을 고정된 관념이 아닌 변화하는 현상으

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미도 ‘밝고, 어

둡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낮과 밤의 변화, 계

절의 주기, 나아가 시간의 변화과정’을 의미하게 

되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30]

  전국시대의 음양은 기후와 기상의 의미를 넘어

서서‘계절 변화의 요인, 사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평의 원리, 사시의 변화작용, 자연적 변화’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31]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음양은 ‘따뜻하다, 어둡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는 햇빛 즉 태양과 관계된 뜻으로 사용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 ⇛ 양, 양 ⇛ 음’

으로 되는 과정을 통해 음과 양이 고정된 것이 아

니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

고 전국시대에 음양은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설

명하는 개념으로서 ‘계절의 변화, 사시의 변화작

용, 자연적 변화’ 등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오행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사물을 이루는 다

섯 가지 기본요소’의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그

러나 ‘오행론’ 성립초기의 ‘오행’은 광범위

하게 응용되는 다섯 가지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 

자료를 가리키며,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자료와는 

구별되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32]. 

금·목·수·화·토는 오재(五材)라는 명칭으

로 기존의 다섯 가지 재료의 의미만을 나타냈었

다.「홍범」에 나타난 오행은 처음으로 오행의 성

질과 쓰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水는 물건을 

적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졌으며, 

火는 물건을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졌

으며, 木은 굽기도 하고 곧기고 하는 성질을 가졌

으며, 金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졌으며, 土는 식물

을 심으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성질을 

가졌다.’라고 하였다.「홍범」에는 오행의 성질

과 특성만 나타나 있어 오재의 의미가 강하고 순

서나 과정의 의미는 나타나 있지 않다. 

금·목·수·화·토라는 기본물질의 의미나 성

질이 아닌 ‘순서’와 ‘차례’의 의미가 중시되

면서 戰國時代 末期와 漢代에 오행은 ‘영원히 

순환운동을 하는 5개의 기본적인 힘’으로 파악

되기 시작하였다. 오재라는 명칭으로 ‘순서’와 

‘차례’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행’[33]의 의미를 포함한 ‘오행’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오행에 순서와 

차례를 부여하고 순환운동을 하는 5개의 기본적

인 힘으로 파악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

던 세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음양오행론과 상징체계

 앞에서 보았듯이 음양과 오행은 각기 특징이 있

지만 음양과 오행은 동일한 존재원리에서 출발한 

다른 표상체계이므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음양

을 논할 때 오행을 이해해야 하며, 오행을 논할 

때는 음양과의 관계를 이해[34]해야 한다. 이러

한 음양오행의 이해와 관련하여 한대(漢代)의 동

중서는 ‘천지의 기는 합해져서 하나가 되고, 나

뉘어서 음양이 되고, 쪼개져서 사시로 되고, 나열

되어 오행이 된다.’고 하여 음양과 오행이 변화

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수는 겨

울이 되고, 금은 가을이 되고, 토는 늦여름이 되

고, 화는 여름이 되고, 목은 봄이 된다.’고 하였

다. 음양의 변화가 사시로 나타나고 오행으로 표

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행의 각 요소마다 

계절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자』에서는 ‘봄에는 양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므로 만물이 태어난다. 여름에는 양기가 끝

까지 올라갔으므로 만물이 자라난다. 가을에는 음

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므로 만물을 거두어

들인다. 겨울에는 음기가 끝까지 내려왔으므로 만

물을 저장한다. 그러므로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나며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이 사시의 절도이다’라고 하였다. 조금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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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양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 만물이 태

어나면 봄이 온 것이고 양기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는 만물이 자라났기 때문에 여름이 온 것이다. 

그리고 음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만물을 

거두어들일 시기인 가을이 온 것이고 음기가 절

정을 이루면 만물을 저장하는 시기인 겨울이 온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관자에서는 음양의 변

화로 인해 계절이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월령」에서는 사시와 방위를 봄 ⇒ 동, 여름 

⇒ 남, 가을 ⇒ 서, 겨울 ⇒ 북으로 배합하고, 그 

사시의 변화를 오행의 성쇠로 설명한다. 즉, 다섯 

가지 물질의 속성과 그 상호작용에 따라 사계절

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35]으로 각 계절마다 방

위가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관자』에서 음양의 변화에 따른 계절의 등장,

「월령」의 계절에 따른 방위의 설정, 동중서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계절은 음양의 변

화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각 계절은 오행으로 

나타나고 방위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을 다음의 그림 8.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季節과 

方位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季節과 方位

Figure 8, Seasonal and defense in term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앞서서 음양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에 따라 계

절이 변한다고 논했다. 즉 음에 해당하는 결실, 추

위 등의 성질에 의해 가을과 겨울이 등장하고 양

에 해당하는 생명의 시작, 더위 등의 성질에 의해 

봄과 여름이 나타나게 된다. 만물의 성질과 상태

를 나누는 두 범주의 개념으로써의 음양 관념이

『역전』에서 사용 되어 지는데, ‘음’은 여성적

인 것, 수동성, 추위, 어둠, 습기, 부드러움을 뜻하

고, ‘양’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 더위, 밝음, 건

조, 굳음을 뜻하게 된다[36]. 이외에 다른 성질들

을 더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표 1. 陰陽 比較表[37]

Table 1. Comparison of Yin-Yang [37]

 음양의 성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오행 또한 

목·화·토·금·수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오행에만 있는 성질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五行 比較表[38]

Table 2. Comparison of Five Elements [38]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하늘을 상징하는 천간은 

목에 갑·을, 화에 병·정, 토에 무·기, 금에 

경·신, 수에 임·계가 나타난다. 땅을 상징하는 

지지에서는 목에 인·묘, 화에 사·오, 토에 진·

술·축·미, 금에 신·유, 수에 해·자가 나타난

다.  

 방위와 계절은 동쪽은 목이고 계절은 봄이며, 남

쪽은 화이고 계절은 여름이다. 중앙은 토로 사계

의 몸 역할을 담당한다. 서쪽은 금이고 계절은 가

을이며, 북쪽은 수이고 계절은 겨울이다. 

 방위와 계절의 상징적 개념인 육신에서 목은 청

룡, 화는 주작, 토는 구진·등사, 금은 백호, 수는 

현무를 상징한다. 색소는 색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목의 청벽은 청색을 상징하고 화의 적자는 적색

을 상징한다. 토의 황강은 황색, 금의 백율은 흰

색, 수의 흑록은 흑색을 상징한다. 오물의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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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봤을 때 목에는 풀과 나물, 화에는 빛과 열, 토

에는 산과 밭, 금에는 쇠와 돌, 수에는 강과 바다

를 상징한다.

 이처럼 음양오행사상이 자연물과 자연현상, 계

절, 방위 등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 장에서는 

제례진설의 상징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Ⅳ. 제례진설과 상징체계의 이해

 1. 진설과 상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 상차림에 대

한 재미난 기사를 발견했다. 제사 상차림에 ‘치

서피동(서쪽에 치킨, 동쪽에 피자)’을 기사였다. 

사람들은 이 기사에 대해 ‘어차피 나중에 우리

가 먹을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로 올리는 게 어떻겠냐.’, 혹은 ‘어차피 차례상

과 제사상의 기준은 옛날에 그 시절 음식을 위주

로 한 것 아니냐’며 ‘그것을 고집할 것 없이 지

금 기준으로 소고기 산적 대신 프라이드치킨을 

올려도 되고 굴비 대신 광어회를 올려도 좋다’

는 반응을 보였다[39].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상에 대한 생각이 변화함에 따라 진설되는 

음식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 대한 변화의 원인을 사회변동으로 

보고 올바른 제례 진설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제사

상을 마련하고 있다.

 앞선 논의를 통해 고대인이 인식한 천문관과 세

계관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우주관의 음양오행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질서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세상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

모난 천원지방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계절의 변

화에 대한 질서는 음양오행을 통해 그 논리를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의례화 속성의 관점에서 제례진설에 나

타난 상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현대에 행해지고 

있는 진설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표 

3〕現代 祭禮의 陳設 例는 현재 각 가정에서 활

용되는 진설의 대표적인 예를 종합한 것이다[40]

표 3. 現代 祭禮의 陳設 例 [41]

Table 3. Table arrangement example of modern rituals [41]

 

 이러한 제례진설의 예는 과일을 제외하고는 대

비되는 개념으로 되어있으며 그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방위 또는 좌·우와 연결되어 진설의 위

치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2].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 역시 지속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해야 문화가 유지되면

서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진설방법들이 어떠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표 3〕現代 祭禮의 陳設 例에 나타난 진

설방법이 禮書 내에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조선시대의 예학의 기준을 제공하였던『朱子

家禮』의 제례진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

일 6品, 소채·포·해 각각 3品, 어·육·면식·

떡 각각 1盤, 갱·반 각각 1椀, 간(肝) 각 1串, 육 

각 2串하여 진설한다.”“진설방법은 과일은 남

쪽 끝에 진설하고, 소채·포·해는 그 다음 줄에 

서로 사이를 두고 진설하고, 잔과 초접은 북쪽 끝

에 진설하는데, 잔은 서쪽에 접은 동쪽에 시저는 

중간에 진설한다.”“고기는 잔반의 남쪽, 면은 

고기의 서쪽, 물고기는 초접의 남쪽, 떡은 물고기

의 동쪽, 국은 초접의 동쪽, 밥은 잔반의 서쪽에 

진설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서라고 할 수 있

는『四禮便覽』의 제례진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진설방법은 과일은 남쪽 끝에 진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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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채·포·해는 그 다음 줄에 서로 사이를 두고 

진설하고, 잔과 초접은 북쪽 끝에 진설하는데, 잔

은 서쪽에 접은 동쪽에 시저는 중간에 진설한

다.”“고기는 잔반의 남쪽, 면은 고기의 서쪽, 물

고기는 초접의 남쪽, 떡은 물고기의 동쪽, 국은 초

접의 동쪽, 밥은 잔반의 서쪽에 진설한다.[54]”

이를 바탕으로『朱子家禮』와『四禮便覽』의 陳設

圖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9. 『朱子家禮』 陳設圖

Figure 9. 『Confucian Ritualism』 Table arrangement

그림 10. 『四禮便覽』 陳設圖 [43]

Figure 10. The 『Sarye Pyeollam』 Table arrangement [43]

『朱子家禮』와『四禮便覽』의 陳設圖를 비교해 

보면 과일(果)과 소채(蔬菜) · 포(脯) · 해

(醢)의 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수의 종

류와 진설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禮書인『朱子家禮』와『四禮便覽』과〔표 3〕

現代 祭禮의 陳設 例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4〕『朱子家禮』와 『四禮便覽』과 現代 祭

禮陳設 比較表처럼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표 4. 『朱子家禮』와 『四禮便覽』과 現代 祭禮陳設 比較表

Table 4. Comparison of 『Confucian Ritualism』, 『Sarye

Pyeollam』 and modern rituals table arrangement

example

 대표적인 현대 제례진설 방법 중에『朱子家禮』

와『四禮便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匙楪
居中’과 ‘盞西醋東’으로 ‘수저는 중앙에 놓

고, 잔은 서쪽에 초접은 동쪽에 진설한다.’고 두 

예서에 나타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진설방법은

『朱子家禮』와『四禮便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제수를 진설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좌·우의 위치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에는 아무런 근거와 기준이 존재

하지 않아 우리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불확실한 

지식만을 가지고 제사 상차림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의례로써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제례진설의 논리

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던 당

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 제례진설에도 

담겨 있지 않을까.  

 제사의례에서 기준이 되는 신주는 1년 365일을 

표현하고 있으며, 형태는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

모난 천원지방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나타내고 있

다.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는 신주가 천원지방의 

형태를 갖추고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다면, 조상

과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제사 상차림 역시 이와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주관과 음양오행의 논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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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진설에 표현된 상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진

설방법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5.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祭需 分析表

Table 5. Food offerings profiles in term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제사 상차림은 方의 형태로 땅의 모습과 같은 형

상을 하고 있으며, 땅의 계절적 변화를 진설을 통

하여 표현하였다.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세상의 

질서는 음양오행의 관점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朱子家禮』의 陳設圖에 나타난 제수들을 각 

열을 기준으로 음양오행 관점에서 분석하여 도식

화한 것이 위의〔표 5〕陰陽五行 觀點에서의 祭

需 分析表이다. 

 『朱子家禮』陳設圖에서 1열에 진설된 제수는 

반(飯)과 갱(羹)이다. 반(飯)과 갱(羹)은 음양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반(飯)은 양의 기운을, 갱

(羹)은 음의 기운을 가진다. 오행의 관점에서는 

반(飯)과 갱(羹)은 불을 이용하여 만드는 火食이

므로 두 가지 모두 火의 기운을 가진다. 그러므로 

양의 기운을 가진 반(飯)은 양의 방향인 동쪽에 

음의 기운을 가진 갱(羹)은 양의 방향인 서쪽에 

위치한다.

그림 11. 곡식의 변화체계

Figure 11 Grain system of change

그림 12. 식물의 변화체계

Figure 12 Plant system of change

그림 13. 동물의 변화체계

Figure 13 Animal system of change

2열에 진설된 제수는 면(麵), 육(肉), 적(炙), 어

(魚), 병(餠)이다. 면(麵)과 병(餠)은 곡식의 변화

체계를 통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씨앗이었던 

곡식을 삶으면 면(麵)이 되고, 곡식을 불에 익히면 

반(飯)이 되고, 곡식을 찌어서 2차 가공하면 병

(餠)이 된다. 즉, 곡식의 변화체계는〔그림 11〕곡

식의 변화체계에서 보듯이 씨앗 → 면(麵) → 반

(飯) → 병(餠)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변화관

계 속에서 면(麵)은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상징하

는 木의 기운을 가지며, 병(餠)은 성숙하여 완성의 

의미를 상징하는 金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이에 

면(麵)과 병(餠)의 관계는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면(麵)은 양의 기운을, 병(餠)은 음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육(肉), 적(炙), 어(魚)의 경우에는 우주 만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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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이 되는 土의 기운을 가지며, 우주의 질서와 

그 원리에 의해 세상을 하늘 · 땅 · 바다로 공간

적으로 구분하여 하늘에서 생활하는 날짐승, 땅에

서 생활하는 들짐승, 바다에서 생활하는 물고기를 

각각 진설하였다. 육(肉)과 어(魚)는 음양의 관점

에서 상대적으로 육(肉)은 양의 기운을 어(魚)는 

음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3열에 진설된 제수들은 포(脯), 숙채(熟菜), 청장

(淸醬), 해(醢), 침채(沈菜)이다. 청장(淸醬)은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므로 土氣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

다[44]. 먼저 포(脯)와 숙채(熟菜)의 관계를 보면, 

포(脯)와 숙채(熟菜)는 음양의 관점에서 상대적으

로 포(脯)는 양의 기운을 숙채(熟菜)는 음의 기운

을 가진다. 오행의 관점에서는 포(脯)는 동물의 성

장을 상징하고, 숙채(熟菜)는 식물의 성장을 상징

하여 두 가지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미를 지

닌 木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식물인 숙채(熟菜)와 침채(沈菜)의 관

계를 보면, 식물의 변화체계는 씨앗에서 성장하여 

숙채(熟菜)가 되고, 불을 이용하여 익혀서 반(飯)

이 되고, 저장하고 발효의 과정을 거쳐 침채(沈菜)

가 된다. 즉, 식물의 변화체계는〔그림 12〕식물

의 변화체계에서 보듯이 씨앗 → 숙채(熟菜) → 반

(飯) → 침채(沈菜)의 관계가 형성된다. 식물의 변

화체계 속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木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숙채(熟菜)가 양의 기운

을 가지며, 식물이 성장을 완료하여 저장 및 발효

의 과정을 거친 성숙한 상태를 상징하는 金의 기

운을 가지고 있는 침채(沈菜)가 음의 기운을 가지

게 된다.

 여기에서 숙채(熟菜)는 주로 3색 나물인 시금치 

· 고사리 · 도라지를 진설하는데, 각각 식물의 

뿌리 · 줄기 · 잎을 상징한다. 이는 뿌리를 상징

하는 도라지는 백색으로 金의 기운을 가지는 동시

에 음의 기운을 가진다. 잎을 상징하는 시금치는 

청색으로 木의 기운을 가지는 동시에 양의 기운을 

가지게 되므로 서로 상대적으로 대비된다. 줄기를 

상징하는 고사리는 황색으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土의 기운을 가지는 동시에 양의 기운을 가진다.

 해(醢)와 침채(沈菜)의 관계를 보면, 음양의 관점

에서 해(醢)는 양의 기운을 가지며, 침채(沈菜)는 

음의 기운을 가진다. 해(醢)와 침채(沈菜)는 각각 

동물과 식물로서 성장과 발전을 끝마치고 성숙한 

상태를 상징하는 金의 기운을 가진다.

 두 가지 모두 동물인 포(脯)와 해(醢)의 관계를 

보면, 음양의 관점에서 포(脯)는 양의 기운을 가지

며, 해(醢)는 음의 기운을 가진다. 동물의 변화체

계는 씨앗에서 성장하여 포(脯)가 되고, 불을 이용

하여 익혀서 갱(羹)이 되고, 저장과 발효의 과정을 

거쳐 해(醢)가 된다. 즉, 동물의 변화체계는〔그림 

13〕동물의 변화체계에서 보듯이 씨앗 → 포(脯) 

→ 갱(羹) → 해(醢)의 관계가 형성된다. 동물의 변

화 관계 속에서 포(脯)는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상징하는 木의 기운을 가지게 되며, 醢(해)는 완성

의 의미를 상징하는 金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4열에 진설된 제수들은 果이다.『朱子家禮』에서

는 6果를,『四禮便覽』에서는 4果를 진설한다고 했

으며, 구체적인 果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장성이 높은 대추, 밤, 감, 

배를 주로 진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추와 감

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火의 기운을 가지며, 밤과 

배는 백색으로 金의 기운을 가진다. 적색인 대추

와 감과 백색인 밤과 배 중 상대적으로 적색이 양

의 기운을 백색이 음의 기운을 가지므로, 대추와 

감이 양의 기운을 밤과 배가 음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 이에 4열에 진설되는 果는 음양오행의 관점

에 따라 양의 방향인 동쪽에서부터 양인 대추, 음

인 밤, 양인 감, 음인 배의 순으로 배치한다. 또한, 

목과(木果) 뿐만 아니라 조과(造菓)인 약과와 산자

도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적색으로 양의 기운을 가

진 약과와 백색으로 음의 기운을 가진 산자를 목

과(木果)에 이어서 진설한다.

 이상으로 위에서 논의한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朱子家禮』陳設圖에 표시하여 나

타내면 다음〔그림 14〕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

圖와 같고, 이를 음양오행으로 구분하면〔그림 1

5〕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 區分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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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

Figure 14.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n terms of

food festival map

그림 15. 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 區分

Figure 15. Food festival layout analysis in term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그림 14〕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에서 보

듯이, 동쪽에는 양의 기운을 가진 제수들이 서쪽

에는 음의 기운을 가진 제수들이 진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만물의 소생인 씨앗은 果의 형

상으로 계절은 새 생명을 준비하는 겨울을, 방위

는 북쪽을 상징하며 水의 기운을 가진다. 겨울을 

지나 생명의 발전을 주도하는 봄이 되면, 만물들

은 식물과 동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식물은 숙

채(熟菜)로 동물은 포(脯)로 형상화되며, 방위는 

동쪽을 상징하며 木의 기운을 가진다. 여름에 이

르러 만물들은 열매를 맺거나 성장을 완료한다. 

식물은 반(飯)으로, 동물은 갱(羹)으로 형상화되

며, 방위는 남쪽을 상징하며 火의 기운을 가진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면 만물들은 발전과 성장

이 완료되어 성숙해진다. 식물은 침채(沈菜)로, 

동물은 해(醢)로 형상화되며, 방위는 서쪽을 상징

하며 金의 기운을 가진다. 중앙에 배치된 육(肉), 

적(炙), 어(魚), 청장(淸醬)은 사계(四季)의 몸 

역할을 상징하는 土의 기운을 가지며, 만물의 근

원을 상징한다.

 이에〔그림 8〕陰陽五行 觀點에서의 季節과 方

位와〔그림 15〕陰陽五行 觀點에서의 陳設圖 區

分을 보면, 음양오행의 계절과 방위가 제사 상차

림과 일치하므로 제례진설이 음양오행의 논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그림 5〕河圖와도 

제사 상차림의 계절과 방위가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이로써, 제사 상차림은 계절적 논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한 변화의 질서를 표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설방법이 우주관과 세상에 대한 

질서인 음양오행의 논리가 적용되어 이를 통해 

제례진설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우주관과 음양

오행을 제사 상차림에 표현함으로써, 조상들에게

도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응감하기를 

기원하였을 것이다.

 2. 진설에 나타난 공간구조의 이해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제사상의 방위의 배치가 

일반적인 방위의 개념과는 상반된 논리로 배치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로 상반된 공간배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사상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던 

삶과 죽음의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 16.. 전체방위

Figure 16 Combined

Bearing

그림 17. 일상의 방위

Figure 17. Normal

Bearings

그림18. 제사상의방위

Figure 18 Bearings

on the Ritual Table

  제례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소통하는 의례절차로

서 행해지는 것으로 두 공간이 형성되며 당대 사

람들의 방위기준이 성인남면(聖人南面)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방위가 존재하게 된다. 그 

공간은 [그림 16]과 같이 통합된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중 죽은 자의 공간을 살펴보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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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남향을 하는 기준에서 신주의 위치가 남향

을 하기 때문에 [그림 17]에 보여지는 동₁과 서

₁, 북₁과 남₁으로 배치된다. 이는 유교적 생사

관에 의해 죽음 이후에는 모두 기(氣)로 존재하게 

되면서 세상의 공간적 방위와 같이 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자의 공간은 집례자를 기준으로 남면(南面)하

는 방위개념인데, [그림 18]에 보여지는 바와 같

이 동₂와 서₂, 남₂와 북₂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집례자를 중심으로 한 방위의 개념

은 제 4장에서의 제물의 진설에 대한 논의에서 언

급된 방위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제례는 서로 다른 공간의 대상인 산 자와 죽은 

자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공간과 산 자의 공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일

방적 개념에서 죽은 자의 공간 개념과 일치하는 

일상적 방위만을 인정할 경우 산자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산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은 제한 받게 된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위해서 그림 1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사상이 배치됨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제사상은 서

로의 공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적극적 상징으로 

의례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례는 상징체계를 통해 산 자와 죽

은 자의 소통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그 수단으로 

모두에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제사상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시·공간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중요

한 의례적 도구로서 상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대 제례진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킨, 

피자, 바나나, 수박 등의 제물에 대한 진설에서 위

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상에 대한 시·공간적 분

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제물이 제물로서의 기능

적 역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 표현

하고자 하는 시·공간적 이해의 상징성으로 이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의 제물은 

시·공간적 변화의 과정에서 대상이 가지는 상징

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 위치가 결정되고 진설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문화는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를 기준으

로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정형화 시키고, 의례화 

하는 속성을 갖는다. 특히 제례는 그러한 속성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대표적 의례이다. 오늘날 

제례의 진설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홍동백서, 좌

포우혜 등의 방법으로 진설하면서 과일의 씨앗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제례 진설방법의 근거가 

되는『朱子家禮』와『四禮便覽』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설방법에 대한 논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문화의 의례화 속성의 관점에

서 제례의 진설을 분석한다는 것은 의례의 기준

이 되었던 당시의 철학과 사상, 상징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제례의 조상신앙적인 측

면에서 죽은 자들이 거주하게 될 세계인 사후세

계에 대한 인식과 현세와의 소통관계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당대 사람들은 현세와 사후

세계의 관계에 대해 계세사상으로, 현세의 우주구

조를 천원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

분하면서 별자리를 28수로 상징하고 계절의 변화

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토대로 고대 천문지식의 상징체계 속에 하

도·낙서가 등장하여 인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우주구조와 질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음양오행론의 이론적 배경과 

상징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음양오행론이 천문에 대한 우주질서의 연행논리

로서 해석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제례진설을 천문과 음양오행의 상징

체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4

열에 진설되는 과(果)는 씨앗을 상징하여 만물의 

시작을 암시하고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로 음(陰)

의 기운을, 방위의 관념으로는 북쪽을 상징한다. 

2열과 3열에 진설된 면(麵), 포(脯), 숙채(熟菜)

는 각각 곡물, 동물, 식물의 성장을 의미하며, 계

절적 배경은 봄으로 양(陽)의 기운을, 방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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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는 동쪽을 상징한다. 1열에 진설된 반(飯)

과 갱(羹)은 불에 익힌 음식으로 여름을 나타내

고 음양오행의 양(陽)의 기운과 방위개념으로는 

남쪽을 상징한다. 2열과 3열에 배치된 병(餠), 해

(醢)와 침채(沈菜)는 죽어서 썩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을을 나타내고, 음(陰)의 기운과 서쪽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2열과 3열 중앙에 배치된 

육(肉), 적(炙), 어(魚), 청장(淸醬)은 사계(四

季)의 몸 역할을 상징하여 만물의 근원을 의미하

는 것으로 계절적 배경은 늦여름을 나타내고, 양

(陽)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

한, 제사상의 방위의 배치가 일반적인 방위의 개

념과 상반된 논리로 배치되어 이러한 상반된 공

간배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사상에서 표현하고

자 하였던 삶과 죽음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례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소통하는 의식이기에 

죽은 자와 산 자의 공간이 각각 존재해야 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죽은 자의 공

간은 기(氣)가 되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

면(南面)하는 기준 방위를 가지게 되고, 산 자는 

죽은 자와 소통하고자 마주보는 위치에서 남면

(南面)하여 산 자의 공간이 존재한다. 죽은 자의 

공간 내에서 제사상을 통해 산 자의 공간을 나타

내어 두 공간이 서로 공존하게 된다. 제사상을 통

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함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어 산 자와 죽은 자가 소통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제물이 제물로

서의 기능적 역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시·공간적 이해의 상징성

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 제례진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물에 대한 진설에서 위치를 결

정하는 요인은 대상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이 

필요하다. 즉, 현대의 제물은 시·공간적 변화의 

과정에서 대상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

로써 그 위치를 결정하고 진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제례진설에서의 논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의 범위에서 

벗어나 서론에서 논의하였던 문화의 의례화 속성

의 논리에 따른  당대의 주요 철학적 사상적 배경

이 되었던 우주관과 음양오행론의 상징체계로 해

석한 결과 제례진설에는 시간적으로는 사계절의 

변화의 논리가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의 사방위

(四方位)에 대한 상징적 논리를 가짐으로써 제의

례의 반복주기와 관련하여 제례진설이 이루어지

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의

례대상이 조상이 인지하지 못한 세상의 변화를 

제물을 통해 시공간적 변화의 개념으로 나타내고

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례의 여러 

부분들 중 제례 진설에 한정하였고, 제례의 절차

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후 후학의 연

구를 바란다. 또한 『朱子家禮』에서는 앞선 진설

논리를 언급하지 않고, 신주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

을 감안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

으로 제례진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화

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올바른 의미를 갖고 발

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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