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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직제(社稷祭)의 개요 

고대 중국에서 토지신과 농업신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제사였다. 그것은 원시공동체의 제

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에 유교와 결합하여 국가에

서 가장 중요한 제사의례가 되었다.

1. 사직(社稷)의 의미

2. 사직제(社稷祭)의 연혁

3.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 연혁

4. 수성사직단(壽城社稷壇)

5. 신주(神主)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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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직제의 개요

1. 사직제의 의미와 기원

사직제는 고대 중국에서 토지신과 농업신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

을 기원하던 제사였다. 그것은 원시공동체의 제사에서 비롯된 것으

로 후에 유교와 결합하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의례가 되었다.

왕조국가에서 사직은 종묘와 함께 왕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 제사는 백성들에게 왕권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사직제는 역대왕조의 국가제사에서 종묘향사와 함께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었다. 사직제는 그 기능이 백성의 재앙을 막고 풍작을 기원하

는데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조국가의 운명과 평안을 기원하

는 제사로서 왕실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조선시대에서 행해졌던 종묘제향과 

함께 국가에서 행해지던 사직제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제사로서 

이 또한 중국의 제사습속이 유교와 결합하여 의례화된 제사라고 볼 

수 있다.

‘사(社)’는 제자형태(制字形態)로 보아 ‘귀신〔示〕’과 ‘토지〔土〕’의 합성

자이므로 토지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說文解字』, “ 社, 地主也 從示土.” 

‘직(稷)’은 곡식의 신으로서 오곡의 일종인 기장〔稷〕그 자체가 곡신으

로 간주되어 오곡을 대표하여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周禮』, 地官大司徙疏, “稷者五穀之長立稷而表神名故號稷”

그리고 『예기(禮記)』예운(禮運)편에는,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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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는 사직에 제사한다.” (故天子祭天地, 諸侯祭社稷) 했으며, 사

직을 나라에서 제사하는 것은 하늘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고, 사직을 

나라에서 제사하는 것은 땅의 은혜에 감사를 베푸는 것이다. “(故祭

帝於郊, 所以定天位也, 祀社於國, 所以列地利也)라 하였다.

또한 『예기(禮記)』 곡례하(曲禮下)에서는, “천자는 천지를 제사하

고 사방을 제사하며 산천을 제사하고, 오사(五祀)를 제사하되 해마

다 고르게 한다. 제후는 사방을 제사하고 산천을 제사하며 오사를 

지내되 해마다 고르게 한다. 대부는 오사를 지내되 해마다 고르게 

하며, 사(士)는 자신의 조상을 제사한다. ” (天子祭天地 祭四方 祭山

川 祭五祀歲徧. 諸侯 方祀 祭山川 祭五祀歲徧. 大夫祭五祀 歲徧. 士

祭基先)라 하여 천자로부터 사(士)에 이르기까지 제사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역대 제왕(帝王)들이 ‘사’와 ‘직’을 함께 제사하는 까닭을 

『고경위(考經緯)』에서는, “사(社)는 토지의 주인이다. 토지가 광할해 

두루 경배할 수 없으므로, 땅을 사(社)에 봉해 공덕에 보답한다. 직

(稷)은 오곡의 우두머리이다. 곡물의 수가 많아 두루 제사지낼 수 없

으므로 직신(稷神)을 세워 이에 제사드린다.” (社土地之主也, 土地闊

不可盡敬, 故封土爲社, 以報功也. 稷五穀之長也, 穀中不可遍祭, 故

立稷神以祭之)고 하였다. 

『통전(通典)』 길례(吉禮)편에서는, “왕이나 세후가 사직을 세우는 

것은 만인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그 공에 보답하고자 함이다. 사람

은 토지가 없으면 설 수 없고,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므로 어느 

한 쪽만 공경할 수 없는 까닭에 사직을 세워 제사하는 것이다.” (王

者諸候所以立社稷者爲萬人求福報功也. 人非土不立, 非穀不生不可

偏敬, 故立社稷而祭焉)라 하였다.

그리고 『백호통의(白虎通義)』 사직조에서는, “사람은 땅이 없으면 

설 수 없고 곡식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 토지는 광대하여 골고루 다

스릴 수 없으며 오곡의 종류도 너무 많아 일일이 제사지낼 수 없다. 

그러므로 땅을 봉하고 토신(土神)을 세움으로써 토지가 있음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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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기장〔稷〕은 오곡의 으뜸이므로 그것을 내세워 제사를 지낸다.”

(人非土不立 非穀不食 土地廣博不可偏敬... 故封土立社示有上尊)라

고 하여 토지와 곡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자 국가성립의 기본

이기도 하였다고 보았다.

즉 ‘사(社)’는 고대 중국의 일정한 혈연이나 지역단위로 제사를 지

내던 공동체 혹은 그 제사의 대상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되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토지신·농업신으로 형상화되었다. ‘직(稷)’은 순임금 때 

농사를 담당한 대신이었고 주(周)왕실의 먼 조상으로 간주된 전설적 

인물이었던 후직(后稷)이 곡물의 신으로 신격화된 것으로, 사에 덧

붙여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사’와 ‘직’은 각기 그 기원이 토지와 곡식에서 비롯된 별개의 신이

라고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사직은 함께 칭하고 있으며, 항

상 함께 제사하고 있다. 토지의 신도 결국 농사를 위한 것이며, 농사

의 신도 토지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사직은 결국 같은 성격의 것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제사지내

던 토지의 신 혹은 그에 대한 제사였다고 볼 수 있다.

사직의 제사는 서주(西周)때 이미 국가와 지방의 공적인 제례로 발

전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이후 ‘천·지·인’의 삼재

관념이 생기면서 사직은 토지와 곡물을 관장하는 지지(地祗)로 간주

되어 천신을 제사하는 원구(圓丘) 및 왕실의 제상을 제사하는 종묘

와 함께 천자가 주재하는 3대 국가적 제사가 되었고, 국가의 운명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기도 하였다. 원구의 제사는 천자만이 할 수 있

었지만 사직과 종묘 및 관할지역 내의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는 여러 

제후와 대부들까지도 할 수 있었다. 하늘은 오직 하나이지만 조상은 

가문마다 있고 토지와 곡식의 신도 지역별로 산재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제법(祭法)에 의하면, “천자가 백성을 위하여 제사의 

대상으로 세운 것을 대사(大社)라 하고,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을 왕

사(王社)라고 하며, 제후가 백성을 위하여 세운 것을 국사(國社)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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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후가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을 후사(侯社)라고 하며, 대부 

이하가 집단적으로 세운 것을 치사(置社)라고 한다” 고 하였다. 이 

밖에도 마을의 신을 제사하는 이사(里社)나 민사(民社)도 있었다.

제사의 목적은 천재지변·전쟁·질병으로부터의 안녕을 비는 기

복과 풍작의 기원이었다. 이는 고대 농업사회의 보편적 공동체 제사

의 형태로서 우리 민족이 세운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과 비슷

한 것이며,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동제(洞祭)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교와 결합되어 의례문화로 정비되고 

국가의 중심제사로 된 것이 사직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직제의 

의례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착된 것은 유교적 예법과 예제가 정

리되었던 중국 최초의 진정한 유교국가라 할 수 있는 한(漢)나라 때

부터였다.

2. 사직제의 연혁

⑴ 삼국시대

중국에서 국가의례화된 사직제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

대로 그 연원이 오래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고국양왕 9년(391)에 처음 국사(國社)가 설치되었는

데, 이 해에는 종묘(宗廟)도 중수된 것으로 보아 국가제사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삼국사기』권18, 고구려본기 제6, 권32, 

제사 )

이때는 고구려가 고대국가로 급격히 발전하기 위한 때로서 372년

에 전래된 불교와 함께 보다 선진적이었던 중국문화가 도입되던 시

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때 설치된 사직은 종래 동맹(同盟)과 같

은 토속적인 제사가 아니라 보다 의례화되었던 유교식 제사로 추정

된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사직의 제사도 종래의 귀신·영성(零

星:중국식 제사대상인 靈星과 같음)과 함께 제사드리기를 좋아하였

다 하므로 토속화되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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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한서(後漢書)』와 『양서(梁書)』에도 “영성과 함께 사직에 제사한

다.” ( 『삼국사기』권32, 잡지 1, 제사 ) 고 하고 있다.

 

백제는 온조왕 20년 봄 2월에, 큰 제단을 설치하고 천지신명에게 

직접 제사를 지냈으며, 그 후 다루왕, 고이왕, 근초고왕, 아신왕, 전

지왕, 모대왕 등 여러 왕대에 걸쳐 제사를 지냈다. ( 『삼국사기』권32, 잡

지 1, 제사 )고 하고 있다.

신라에서는 중국식 의례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삼국

통일 후 100여년이 지난 선덕왕 4년(783)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

웠다는 ( 『삼국사기』권32, 제사 ) 기록이 나온다. 그 제사의 자세한 내용

은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의 사전(祀典)에는 종묘(宗廟:五廟制)·삼

산(三山)·오악(五嶽)·선농(先農)·풍운뢰우(風雲雷雨)·영성(靈

星) 등의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중국식 국가제사가 보편화되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국가제사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것은 『삼국사기』권32 

잡지 제1의 제사조이다.

신라의 제사는 백제나 고구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를 전하고 

있으며, 한국 고대 종교분야에 접근하는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삼국사기』제사의 신라조는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갖추고 신라에서 행

해졌던 국가제사의 여러 모습을 전하고 있다.

신라의 국가 제사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조묘제사, 신

궁제사, 오묘제사는 설행시기에서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보이고 있

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라 국가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국가제사상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고 여겨진다.

제사지 신라조의 서문은 예와 제사의 등급성을 강조한 엄격한 제

후례(諸侯禮)의 기준을 가지고 신라사전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차

등적 예의 준행을 지극히 강조하던 『고려사』예지 서문에서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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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바이다.

신라의 제사는 그 명칭이나 명기된 제일 등으로 볼 때 대부분이 중

국 국가제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풍백제, 우사

제, 영성제는 그 명칭의 기원이 중국에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제일 규

정도 모두 당례(唐禮)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물론 신라에도 중국의 

오묘제, 팔자제, 선농제, 풍백제, 우사제, 영성제에 해당하는 전통

적인 조상제사와 농경의례, 그리고 바람신, 비신, 별신 등 농경을 관

장하는 자연신에 대한 신앙의 제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례를 

수용하면서 규정화되고 복잡하게 의미가 붙은 중국의 제사들을 알

게 되었고, 이를 전통적 제사에 적용하여 국가제사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상제사나 농경제사에 당례의 규정을 적용시켰던 이유는, 

농업국가에서 농사의 흉풍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고, 왕실의 조상

제사는 국가존립의 중심인 왕자의 권위창출과 유지에 깊이 관련된

다는 면에서 이들 제사가 왕실과 국가차원의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

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조상제사와 농경의례가 국가 사

회적으로 중시되던 터에 황제를 정점으로 일원화되고 복잡하게 의

미가 부여된 중국의 제사체계가 알려지고, 이에 그러한 전통적 규정

을 전통적 제사에 적용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왕실이나 국가의 입장

을 더욱 세련되게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사직단의 경우는 제사지 신라조 외에 다른 기록이 없어서 확

인할 수 없지만 종묘와 사직은 유교문화권에서 국가의 상징이기 때

문에 중국 예제를 수용하면서 종묘제와 함께 갖추어졌으리라고 본

다. 

그러나 종묘제는 문무왕대에 그 내용이 보이는 반면에 사직단의 

경우는 그 보다 훨씬 뒤인 선덕왕대에 와서야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종묘와 사직이 한 묶음으로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같다.

사직제가 신라에서 실제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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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국가제사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사직제는 토지신(나아가 지역

수호신)과 곡물신을 제사하는 것으로 농경의례적 성격을 넘어 집단

의 안녕과 수호의 상징에 제사하는 것이기도 하여 종묘제와 함께 국

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사직제가 종묘제나 농경제

와 같은 다른 부류의 제사들과 동등하게 국가 제사체계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점이 많다. ( 신라

에서 사직이란 용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여러곳에서 쓰였지만 그 때 사직은 

모두 국가를 대신하는 용어로 쓰였을 뿐, 제사 대상의 의미로 쓰인 것은 찾아볼 수 

없다. )

제사지 신라조에서 체계화한 국가제사는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국가와 왕실의 권위형성과 유지에 중

요한 역할을 했던 조상제사와, 둘째로 국가의 안녕에 중요한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제사, 셋째로 왕경과 전국을 차등있게 편제한 산천신

제사, 넷째로 왕경에서 거행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목적을 위한 기

본적이며 민속적인 제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제사들은 통일 이후에 당례(唐禮)를 근간으로 한 신라사전이 

김춘추가 중국의 문물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작하여 문무

왕과 신문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고 본다. 이들 가운데 왕실을 중

심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데 상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 조상제사와 농경제사, 그리고 지역신제사였을 

것인데, 여기에는 최고 권력자를 정점으로 일원화되어 제사주관자

의 권위를 세련되게 과시할 수 있었던 유교적 의례규정을 일부 적용

하였고, 왕경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가져오게 하는 제사는 직접 신과 소통을 시도하는 전통적이며 민속

적인 종교전통에 기반한 규정에 의해 거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⑵ 고려시대

유교적 제사의례의 한 형태로서 사직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제사의식을 시행하는 고려조의 경우 개국한지 80여년이 지난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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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991) 개성의 불은사(佛恩寺)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제사하기 

시작하였다. ( 『고려사』권 3 세가 성종 신묘10년 윤2월조. )

고려초기의 왕들은 태조 왕건을 비롯하여 모두 불교에 심취하여 

사직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6대 성종은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통치의 원리를 유교에 두고 유교적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직제도를 시작하였다.

사직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풍작을 비는 정규제사 외에도 한발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전쟁 때 승리를 기원하기도 하였

다. 고려에서는 사직 외에도 천신에게 제사하는 원구단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황제(黃帝), 청제(靑帝), 적제(赤帝), 백제(白帝), 흑제(黑

帝)의 5제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

고려조에는 사직에 대한 제사의례가 실제로는 정비된 모습을 갖추

지 못하였고, 또 사직제 행사 자체가 별반 중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예지(禮志)를 통하여 볼 때 국왕 친행의 사직제사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사직대제에 관한 기사 자체도 다음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성종조의 사직제 시행기사를 제외하면 『고려

사』예지의 사직제에 관한 기사는 다음의 내용이 그 전부이다.

①  현종(顯宗) 5년 중추사(中樞使) 강감찬이 아뢰기를, “사직단을 수

축하고 예사(禮司)로하여금 의주(儀註)를 찬정토록 하소서.” 하

니 이를 청종하였다. 그러나 의문(儀文)이사서(史書)에 전하지 않

는다.

②  문종(文宗) 6년 2월에 황성(皇城)안 서쪽에 사직단을 신축하고 

무자(戊子)에 친히 제사를 행하였다.

③  문종(文宗) 6년 8월 을유(乙酉)에 제하기를, “사직에 후토(后土) 

구룡씨(句龍氏)를 배(配)하고 있으나 제주(題主)와 축문(祝文)에

는 마땅히 창명할 수 없으니 구룡(句龍)을 고쳐 후토씨(后土氏)로 

하라”고 하였다.

④  선종(宣宗) 4년 정월(正月) 기사(己巳)에 사직에 제사하여 신병조

전(神兵助戰)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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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종(仁宗) 8년 4월 무자(戊子)에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지금 

한재(旱災)가 심하니 마땅히 악진해독(嶽鎭海瀆)과 여러 산천(山

川) 및 종묘·사직에 기원하되 매(每) 7일에 한 번씩 빌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처음과 같이 악독(嶽瀆)에만 빌고 한재(旱災)가 

심하면 우제(雩祭)를 지내소서.” 하니 이를 청종하였다. 9년 11월 

계유(癸酉)에 눈이 오기를 빌고, 12월 갑자(甲子)에 눈이 오기를 

빌었다.

⑥  충혜왕 후2년(後二年) 12월 을사(乙巳)에 사직에 제사하는데 제

수(祭需)가 모두 궐하였다.

사직단의 위치는 『여지도서(輿地圖書)』송도편에 나타난 송도성내

도(松都城內圖)를 보면 외성과 내성이 있고, 4대문과 그 외의 문들

이 자리하고, 성안 북쪽, 송악 남서쪽 기슭에 궁터가 있는 만월대가 

놓여 있고 내성 남쪽에 수창궁 터가 있으며, 내성 밖 남쪽에 경덕궁

이 있고, 내성 밖 동·서쪽에 성균관과 사직단이 위치하고 있다. ( 장

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1992. pp. 204~205. )

고려의 사직단은 사단이 동편에 있었고, 직단은 서편에 있었다. 

예의(禮義)는 예종(睿宗)이 처음으로 국을 두어 정하였으며, ( 『고려

사』권59 지 13, 예 1, 길례대사, 사직 ) 의종(毅宗)때 사직의 제사의례를 자

세히 정비하였는데, 그것은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에 수록되

어 있고,『고려사』에 그 내용이 잘 전해지고 있다. ( 『고려사』권59 지 13, 

예 1, 길례대사, 사직. )

우선 사직단령제(社稷團領制)에 관련된 『고려사』예지의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사(社)가 동쪽에 있고 직(稷)이 서쪽에 있으며, 각각 넓이는 5장(五

丈)이고, 높이는 3척 6촌(三尺六寸)으로 사방으로 계단이 나 있으

며, 다섯 색깔의 흙으로써 만들었다. 예감(瘞坎)은 둘인데 각각 두 

단의 북쪽 층계의 북쪽 방향에 있으며 남쪽으로 계단이 나와있다. 

사방의 깊이는 물품을 족히 간수할 수 있을 정도이다.” ( 『고려사』권

59 지 13, 예 1, 길례대사, 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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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예지 길례의 사직단은 사단과 직단이 따로 있어 각기 넓

이 5장, 높이 3척 6촌이며, 이러한 제단의 사방으로 층계가 나와 있

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유(壇壝) 체제는 기본적으로 송나라

의 제도와 같은 것이나 다만 제단의 높이가 송나라의 제도와는 차이

가 있다. 또 『고려사』예지 길례의 경우 제단의 주위에 두른 ‘유(壝)’

의 제도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으나, ( 『세종실록』권57, 14년 9월 “고려의 

사직단에는 유가 없었다”고 한다. )  송나라의 제도에 의하면 각 단으로 되

어 있는 사단과 직단이 하나의 유(壝) 안에 들어 있고 네 문이 달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고려사』예지 길례의 사직예감(社稷瘞坎)의 제도도 송나라 제

도와 같다. 당나라 제도의 경우 태사(太社)·태직(太稷)에 제사하기 

2일전에 예감 둘은 남문으 앞쪽 직단의 서남에 만들되 사방깊이는 

물건을 족히 용납할 만큼 만들고 북쪽으로 계단을 내며, 송나라 제

도의 경우 예감 둘을 사직단 자계(子階)의 임지(壬地)에 만들되 남쪽

으로 계단을 낸다고 하였으니, 고려의 사직단은 송나라 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직의 제식(祭式)과 관련된 『고려사』예지 길례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각종 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제일(祭日)은 중춘·중추의 상무일(上戊日) 및 납일(臘日)로 한다. 

신위(神位)는 태사(太社)를 제(祭)함에는 후토씨(后土氏)를 배위로 

하고, 태직(太稷)을 제(祭)함에는 후직씨(后稷氏)를 배위로 한다. 태

사와 태직은 신위를 단상의 북방의 남향으로 하고 자리를 모두 짚

으로 하며, 후토와 후직은 신위를 단상의 서방에 동향으로 하고 자

리는 모두 왕골로 한다. 옥폐(玉幣)에 있어서 옥은 양규(兩圭)에 저

(邸)가 있고 폐는 검은 비단으로 길이가 1장 8척(一丈八尺)이다. 생

뢰(牲牢)는 사와 직에 각각 돼지 1마리씩으로한다. 헌관은 태위(太

尉)가 초헌관, 태상경(太常卿)이 아헌관, 광록경(光祿卿)이 종헌관

이 되었다.” 『고려사』권59, 예지, 길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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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예지의 위 사직제에 관한 제도적 내용은 대략 송나라 제도

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고려에서

는 대사의 서열이 환구 → 방택 → 사직 → 종묘의 순으로 규정되어 

사직이 상위에 있었다. 하지만 헌관이 규정에 보듯이 사직제가 국왕

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의식이 없었고 신하들이 대신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섭행의 원칙으로 했다는 점이다.

제사의 순서는 『고려사』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재계(齋戒:5일

간의 散齋와 2일간의 致齋), 진설(陳設), 성생기(省牲器)),전옥백(奠

玉帛),진숙(進熟),독축(讀祝), 초헌·아헌·종헌, 음복의 차례로 진

행되는데, 조선시대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사직제사가 갖는 성격도 의례상 서열이 높은 것은 국가운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제사였다고 볼 수 있

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외침과 내란을 겪었지만 사직의 제사

는 종묘의 제향과 더불어 꾸준히 행하여졌다. 고려시대의 사직제는 

유교의례를 가지고 있는 당·송의 것을 도입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보여진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매우 왕성하

였던 시대였으나 사직제와 같은 유교적 의례가 그대로 행해졌던 것

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 기능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⑶ 조선시대

조선왕조는 건국한 후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신왕조를 이룩하기 

위해 곧 도성(都城)을 옮길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조선왕조

는 한양 천도의 뜻을 세워 새 도읍을 건설하면서, 『주례(周禮)』고공

기(考工記)의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종묘는 도성 동쪽 

연화방(蓮花坊)에, 사직은 도성 서쪽의 인달방(仁達坊)”에 조영하였

는데, 지금의 종로구 사직동이다. 또한 『예기(禮記)』제의(祭儀)에는, 

“나라의 신위(神位)를 세우되 우측에는 사직을, 좌측에는 종묘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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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하였고, 『주례(周禮)』춘관종백(春官宗伯)에는, “임금이 궁궐

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하였을 때, 우측에는 사직을, 좌측에는 종묘

를 둔다.”하였다.

조선왕조는 개국직후에 우선 사직단의 제도적 규식을 중국의 제도

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가 당면과제였던 것같다. 태조의 즉위교서

에 의하면, 궁성을 중심으로하여 좌우에 종묘·사직을 세우되, 사직

의 경우‘고제(古制)’에 부합되게 고쳐 정한다는 원칙 정도가 나타나

고 있다. ( 『태조실록』권1, 1년7월 정미 )

그러나 태조 즉위 직후의 사전개편안에는 사직제사에 대해서는 고

려조의 제도를 따른다고 하였다. ( 『태조실록』권1, 1년8월 경신 )

종묘와 사직은 한양천도 후 가장 먼저 세운 도성의 시설물이었다.

태조 4년(1395) 정월에는 사직단의 영건공사(營建工事)를 시작하

였고, 2월에는 왕이 직접 사직단의 공사현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태조 3년(1394) 9월 9일에는 한양에 종묘·사직·궁궐·시장 등

의 터를 결정하고 ( 『태조실록』권6, 3년9월 무술 )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

宮闕造成都監)을 임시로 조직해 12월 3일 개기제(開基祭)를 지낸후 

조선후기 사직단(『社稷署儀軌』社稷署全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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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보게 되었다. ( 『태조실록』권6, 3년9월 무술, 12월 무진 )

『태조실록』에는 사직단이 완성된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종

묘와 궁궐이 준공된 9월 이전에 공사를 마쳤을 것으로 본다.

사직단에는 예제건축(禮制建築)의 하나로, 중국문화권 내에서의 

조선후기 사직단(『社稷署儀軌』社稷署全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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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건축에는 천지산천과 제왕의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단묘(壇

廟), 역사상 공헌을 한 유명한 신하와 장수, 문인, 무사를 기념하는 

사묘(祠廟), 일반 민중들이 자신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祠堂)

과 가묘(家廟)가 있었다. ( 田中 淡, 『中國建築の歷史』(平凡社), p.17, 1981)

단의 설치가 완성된 후 이어 곧 담장을 둘렀으며, 담장 안에는 신

실(神室)과 신문(神門)을 세웠다. 사직단의 설치와 동시에 사직서(社

稷署) ( 『태조실록』권7, 4년2월 신묘 )가 임무를 시작하였는데, 제사의 수

발을 담당하였다.

사직단의 조영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자 태조 4년(1395) 12월에

는 고려 때의 악장으로서 사직에 제의하던 것을 고쳐서 새로 지어 

사용하였다. 태종 6년(1406) 6월에는 주변의 지형에 맞게 고치고 수

리하고 이를 관리하여 지키는 수호인(守護人)을 두었으며, 나라 안

의 각 고을에도 사직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태종 14년(1414) 4월

에는 예조에서 건의한 대로 사직단 둘레담장〔周墻〕의 제도를 정하였

다.

세종 12년 (1430) 12월 각도의 단유(壇壝) 체제의 내용은 『세

종실록』오례(五禮)에는,

“사직단은 남쪽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니 사방이 2장 5척이고 높

이가 3척이며, 사방으로 섬돌이 나오게 하여 각각 세 층계이다. 방

색(方色)의 흙으로 꾸미고 황토로서 덮는다. 석주(石主)의 길이는 2

척 5촌이고, 사방이 1장인데, 그 위쪽을 뾰족하게 하고 그 아래쪽은 

반을 흙으로 북돋우며 단 위의 섬돌 위에 당하게 한다. 양유(兩壝)

는 매 유마다 25보(步)인데 이것을 장(丈)으로써 계산해 6척(尺)으

로써 1보로 삼는다면 15장(丈)이 된다.” ( 『세종실록』권128, 오례, 길례서

례, 단유 )

고 한 내용에 의하여 조선초기의 사직단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런

데 세종조의 사직제 정비와 관련된 논의에서 ‘건국 초기에는 사직의 

석주(石主)와 신위패(神位牌)를 『홍무예제』와 전조의 제도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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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들었다’ ( 『세종실록』권54, 13년 11월 병진 )고 한데서 보아 사직단의 

제도적 규식은 고려의 제도와 『홍무예제』를 참고하여 만든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오례를 통하여 조선 건국 초기의 사직제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직단에서 태사(太社)를 제사하는 데는 후토씨로써 배제(配祭)하고, 

태직 (太稷)을 제사하는데는 후직씨로써 배제한다. 제단 위 남방의 동

쪽 가까이에서 북향하며, 후토씨는 태사 신위의 왼쪽에서 북쪽으로 가

까이 하여 동향한다. 태직은 위 남방의 동쪽 가까이에서 북향하며, 후

직씨는 태직 신위의 왼쪽에서 북쪽으로 가까이 하여 동향한다. 자리는 

모두 왕골로 한다.” ( 『세종실록』권128, 오례, 길례서례, 단유. )

건국 초기에 건립된 사직단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종초에도 

한때 논의되었으나 세종 12년 2월에 당시 봉상판관(奉常判官) 박연

(朴堧)이 제례시 음악사용과 관련해 단유제도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가운데 사직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신이 사직단의 제도를 보건대 옛날 제도에는 사방이 2장 5척이

며, 높이가 3척이고 제단 아래에는 두 개의 유(壝)를 설치하여 모두 

25보로 한계를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직단은 제단 아래에 유 

하나만을 만들어 위 아래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제사지낼 때 등가

(登歌)의 금슬(琴瑟)을 탈 처소와 단 위에서 집례할 자리를 베풀 곳

이 참으로 없어서 집례(執禮)와 공인(工人)이 모두 제단 신위의 앞으

로 오르고 준소(樽所)도 또한 제단 위에 설치하게 되어 예를 행할 즈

음에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이 예절다운 행동을 잃게 되고, 터가 너

무 가까워서 공인이 다 오르지 못하게 되어 반은 단 위에 앉고 반은 

단 아래에 일어서서 앉은 사람은 음악을 연주하는데도 선 사람은 하

는 일이 없게 되니 옛날 제도와 매우 어긋나서 예와 악이 모두 정도

(正道)를 잃게 되었습니다.” ( 『세종실록』권37, 9년 9월 기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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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4년(1432) 9월에는 예조에서 단유제도와 관련하여 사직의 

제도와 규식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직

단유의 신축에 있어서는 주자의 주현사직단설을 준용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무렵 정비된 조선왕조의 단유체제는 다음과 

같다.

“사직단은 도성안 서부에 있다. 사가 동쪽에 직이 서쪽에 있으며, 

두 제단은 각기 2장 5척이며 높이가 3척이다. 사방으로 계단이 있는

데 각기 셋이다. 제단은 방색(方色)에따라 꾸미고 황토를 깐다. 사

(社)에는 석주(石主)를 두는데 길이는 2척 5촌이고 사방이 1척이다. 

그 위는 깎고 그 아래는 묻는데, 반은 제단의 남쪽 섬돌 위에 당하게 

한다. 네 문은 하나의 유(壝)를 같이 하며 사방 25보이다.” ( 『국조오

례의』권1, 길례, 단묘도설 )

이는 종전의 사직제가 사·직을 하나의 제단에서 제사하는 것과는 

달리 사단과 직단을 별도로 만들되 이를 하나의 유 위에 세우고 있

는 구조이다. 사·직이 각기 별도의 제단을 갖게 됨에 따라 석주는 

사단에만 두어지게 되었으니 이는 주자의 주현사직단설을 충분히 

따른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조 초기에는 사직단의 제도와 구조도 고려조의 제

도를 답습해오다가 태종조 후반부터 정비하게 된다. 사직의 경우 그 

동안 대사지신(大社之神)·대직지신(大稷之神)으로 사용하던 위판

(位版)을 제후국의 제도에 맞게 국사지신(國社之神)·국직지신(國稷

之神)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각종 의례가 조선왕조의 실정에 

맞게 정비되니 이는 성종조에 간행된 『국조오례의』에 잘 나타나 있

다. 

그 후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종묘와 사직단은 

물론 궁궐까지 방화로 소실되었다. 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는 종묘

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개성의 목청전(牧淸殿)에 봉안하고 평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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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移御)하였다. 그러나 전세(戰勢)가 불리해지자 다시 해주의 

행재소(行在所)에 봉안하였다가 그 이듬해 환도하여 월산대군 사저

(지금의 덕수궁)을 행궁(行宮)으로 삼고 명종조에 영의정을 지낸 심

연원(沈連源)의 집을 임시로 종묘 신주와 함께 봉안하였다. 그 후 병

자호란 때에도 사직신주를 강화도로 잠시 보관하였던 것을 인조 15

년(1637)에 옮겨왔다.

이 뒤로 사직단이 완전히 중건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선조 36년 

(1603) 사직단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선조 41년 (1608) 

종묘가 중건되기 전에 복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조선은 태종 6년(1406) 6월 주현단위에서도 사직을 건립 제

사하였으며 주현사직제의 시행은 『홍무예제』의 규정 『문헌비고』권82, 교

사고15.을 따른 것이다. 한때는 군현 아래 향리(鄕里) 단위까지도 이

를 확대 실시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제(里社制)는 말할 것도 

없고 주현단위에서의 사직단의 건립은 일찍이 조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에서 주현단위까지 제사의 시행을 규정하

였던 것은 문묘석전(文廟釋奠), 포제(酺祭), 여제(厲祭), 영제(禜祭)

에 이르기까지 경중(京中)에서 뿐만 아니라 주현 단위에서도 행하도

록 하였고, 또 이는 일정한 격식에 따라 전국이 통일적으로 행하도

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주현행제(州縣行祭)의 제사의식까지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선왕조에 이르러 나타난 새로운 군현정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주현사직제는 경중(京中)의 국가사직 및 『홍무예제』의 

주현사직제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즉 주현사직의 경우 연중 2회의 제사가 있을 뿐 납일의 제사가 없

는 점이 국가사직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주현사직에는 배위(配位) 

없이 사·직신만을 제사하며, 사·직의 신호(神號)는 ‘주사지신(州

社之神)’, ‘주직지신(州稷之神)’이라 하였으며, 주현사직의 경우 각읍

수령 1인이 삼헌례(三獻禮)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현사직

은 하나의 제단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사직은 사단과 직단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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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져 있다. 또한 주현사직에 쓰는 제물(祭物)은 대개 『국제오례의』

상 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물의 내용은 『홍무예제』와 같

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의 사직제는 국가사직에서 보다 주현사직에서 

『홍무예제』의 준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왕조의 사직제도는, 경중(京中)의 국가사직은 송제(宋

制)의 주현사직제를, 지방 주현의 사직은 『홍무예제』의 주현사직제

를 그 제도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건국 초기에는 국가사직뿐만 아

니라 주현 단위의 사직이 『홍무예제』를 준용하다가 세종대에 주자의 

주현사직단설에 의거 재정비되었음에 반하여 주현의 경우는 『홍무

예제』의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사

제(里社制)에 대해서도 향촌(鄕村) 매리(每里) 100호 단위로 이사(里

社)를 세울 것과 그에 따른 제사 의식도 규정하고 있다. ( 『홍무예제』제

사예의, 이사11 )

이사제(里社制)는 원래 주제(周制)에 기원하는 것으로 한·당·

송·원·명에 이르기까지 두루 시행되었다. ( 『홍무예제』권10, 길례, 이사 )

조선왕조에 있어서 이사제의 시행에 관한 논의는 태종 즉위년 12

월에 경연(經筵) 석상에서 음사(淫祀) 근절의 수단으로 이사제의 시

행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때 이에 대한 건의는 『홍무예제』와 관계없

이 고제(古制)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 『정종실록』권6, 2년 12월 무신 )

그 후 태종 14년 1월에 충청도 도관제사(都觀祭使) 허조가 『홍무

예제』에 따른 이사제의 시행을 계정하였는데, 이에는 “향촌에서 민

호(民戶)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지경(地境)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

려서 혹은 40호 혹은 50호에서 일사(一社)를 세운다.” ( 『태종실록』권

27, 14년 1월 계사 )는 것을 시행상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사제의 시행

은 사서인(士庶人)의 산천신에 대한 음사(淫祀)를 근절 대체하기 위

한 것으로 주목된 것이었지만 군현사직제가 수령 중심의 지방통치

에 가탁하여 쉽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한갓 논의에 그치

고 구체적으로 시행의 경험을 갖지 못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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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제사의례에 관한 행정적 규제 단위가 주현까지를 하한으로 하

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 사직제는 각 고을의 토지신을 제사하는 것으로 종

래의 잡다한 음사들을 조선 초기에 정비하여 유교적으로 의례화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고려 때와 같이 원구단의 제사가 성종 때 폐

지되자 원구단에서 행하던 기곡제(祈穀祭)라고 부르던 풍년제를 선

농단에서 가끔 행해졌을 뿐 국가의 정식의례가 되지 못하다가 숙종 

9년(1683) 1월에 사직의 국사단에 대신을 보내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 후 숙종 21년(1695) 11월 당시의 극심한 흉작과 민생의 

도탄을 위무하고자 사직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정기적으로 시

행하면서 기곡제가 정식으로 사직의 대사로 추가되었다. 기곡제가 

사직에서 시행된 후 사직단은 원구단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 사직제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으로서 중국의 고례(古

禮)나 명·청대의 제도와도 다른 조선만의 특수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직제사의 음악은 고려 예종 11년(1116) 송나라에서 대성아악이 

수립된 이후 아헌·종헌·송신 절차에서는 향악이, 그 나머지 절차

에서는 아악이 사용되었다. 그 후 세종대에 박연에 의해 아악이 정

비되면서 사직제사의 모든 절차에서는 아악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서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직제사에는 음악이 연주될 때 일무(佾舞)가 함께 시행되었는데, 

일무는 사람들이 열을 맞추어 추는 춤으로 등가와 헌가의 중간 위치

에서 이루어졌다. 일무에는 문무와 무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육일

무(六佾舞) 36명으로서 인원이 구성되어 행하였는데 『사직서의궤』와 

『춘관통고』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후 고종 31년(1894) 10월 12일 조선왕조는 국호를 대한제국으

로 고치고 고종은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신위를 태사(太社)·태

직(太稷)으로 높여 신주를 개제(改制)하여 봉안하였다.

순종 2년(1908)에 칙령 제 50호에 의해 제사횟수를 원구단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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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번, 사직단은 1년에 두 번, 종묘는 1년에 네 번, 문묘는 1년에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농단과 선잠단의 신위도 사직단

으로 옮겨 배향하게 되었다.

종묘·문묘에 비해 사직은 신하들간의 전례논쟁을 일으키는 대상

은 아니었다. 다만 사직의 신이 농경·민생과 직결되었고, 사직 자

체가 강력한 왕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사직제의 위상과 역할이 조

선시대 내내 가볍지 않았다.

토지와 곡식의 신을 의미하는 사직은 조선시대 국가사전에서 대사

를 차지하는 중요한 신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직단은 종묘와 더

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지위를 누려 제천의례가 폐지된 이후 

의례서 상에는 최고의 위상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909년 일제는 전통문화의 말살정책으로 사직단을 사직공

원으로 만들고 사직제도를 철폐하였다. 현재 사직단 주변에는 단군

신전과 국궁전수관,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신사임당과 이이의 

사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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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문학비 등 수없이 많은 시설물들이 포진되어 있고, 서쪽으로

는 옛 경희궁이 있던 황학정이 이전되어 활터로 이용되고 있어서 사

직단 본래의 신성함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1988년 9월 21일 서울시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고증과 

발굴조사를 거쳐 사직단을 다시 원형으로 복원하고 그 해 10월부터 

종로구청 주최로 사직대제를 다시 봉행하였다. 1998년부터는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이 맡아서 봉행하고 있으며, 사직대제는 2000년 10

월 19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111호로 지정되어 보유자로 이건웅, 

보유단체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인정되었다.

3. 수성사직제의 연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은 1999년 노변동 사직단을 발굴한 이후 

2008년 11월 복원 및 정비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 1월에 준공하였

다.

노변동 407번지 일원의 5330㎡가 문화재의 지정구역으로서 대구

광역시 기념물 제16호로 2006년 4월 20일 지정되었다. 그 후 수성

문화원에서는 수성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구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고 노변동 사직단이 고증을 거쳐 복원되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2010년 3월 31일 처음으로 사직제를 개최하였다.

수성구에서 주최하고 수성문화원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제례집행

을 예문관에서 하였으며, 대구향교, 경산향교, 성균관 유도회 등 지

역유림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이 행사

는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오례의』등의 주현사직제의 자료를 바탕으

로 고증을 거쳐 진행되었다. 해설집례에는 중요무형문화재 85호 석

전대제 이수자인 김수완 예문관 본부장이 맡았으며, 집례자에는 최

성종이 하였다. 그리고 이 행사의 알자에는 중요무형문화재 85호 석

전대제 이수자이며 현재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인 윤여빈이 하였

다. 또한 식전 행사 및 식후 공연에는 대북공연이 있었으며, 시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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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문화재 1호이며 대구광역시 전승민속음악인 고산농악과 풍물놀이

가 펼쳐져 사직제의 엄숙함과 축제 분위기가 고양되었다.

2011년 3월 31일에는 수성문화원 주관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

권대회 성공기원 사직제의 개최를 기원하고 수성구 개청 31주년을 

기념하며 발전을 기원하는 두 번째의 사직제를 봉행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사직제를 통하여 지구촌이 함께 하는 열정의 선수

권대회의 성공과 함께 국격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

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와 접목함으로

써 문화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데 있었다.

이 행사에는 대구향교와 경산향교,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경

산유림연합회, 관계기관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의 알자, 집례자, 해설집례에는 대구향교에서 맡아서 진행

하였다. 행사장소에는 참여자 모두가 사직제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

도록 LCD스크린(가로 3m, 세로 2m)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사직제 

봉행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지

켜보도록 하였다. 또한 이 행사의 식전 공연에는 산이국악합주단(금

재현)과 협연으로 이은자 전통민요연구원의 경기민요와 무용의 공

연이 있었다.

2012년 4월 18일에는 수성문화원 주관으로 2012 대구수성구민 평

안기원 사직제를 세 번째로 봉행하였다.

이는 사직제를 통하여 수성구민의 평안을 기원하며 전통적 사직제

를 재현하여 민족문화의 전통성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고, 현대문화

와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

해서였다. 또한 지방의 주현사직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필요

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시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직제에 인

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 및 평화의 꿈을 기원하고자 함이며, 또한 

가장 한국적인 문화유산을 일류명품도시인 Colorful Daegu로 발전

시키고자 함이었다.

이에는 대구향교와 경산향교, 그리고 유림 200여명, 대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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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의 알자, 집례자, 해설집례에는 대구

향교에서 맡아서 진행하였다. 행사장소에는 LCD스크린이 설치되어 

외부에서 사직제의 봉행 모습이 잘 보이도록 하였으며, 식전공연에

는 산이국악합주단(금재현)이 펼친 궁중무용(검무)과 제례음악의 공

연이 있었다.

2013년 4월 3일에는 수성문화원 주관으로 2013수성구민 평안기

원과 3대 전국체전(장애학생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성공기원 

수성사직제를 네 번째로 봉행하였다.

이는 지방 주현의 사직제 규모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시키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체전 성공을 기원하여 교육과 문화의 명품인 수성구를 

건설함에 있으며, 또한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데 있었다. 

이에는 전국 유림 200여명과 대구시민 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

을 이루었다.

이 행사의 알자, 집례자, 해설집례는 대구향교에서 맡아서 진행하

였다. 행사장에는 사직제의 가로 3m, 세로 2m인 LCD스크린을 설

치하여 사직제 봉행 모습이 잘 보이도록 주위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식전공연에는 산이국악합주단(금재현)의 제례악과 대구궁중전통무

용보존회의 손예림·정예슬·예지은 등의 태평무가 선을 보였다.

이 사직제는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오례의』등의 주현사직제 자료

를 바탕으로 고증에 의해 복원하며, 대구향교 및 전통행사 고증 전

문기관, 지역 사학자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지역을 대표

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에서 지방의 사직제의를 볼 때 그 의례 자체는 본질

적으로 축제 그 자체였고 민중적 전통과 공동체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의는 민중과 함께 맥을 같이 

한 전승주체로서의 한 전통이며 민속문화인 것이다.

고대사회의 의례가 대부분 10월 상달에 거행된 것으로 보아 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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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의 성격뿐만 아니라 조상으로서의 천신에 대한 감사의 축제 

겸 의례였던 것이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내면에 간직해온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원초적인 힘, 그리고 문화 또는 문명과 갈등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역사적으로 강요당한 것이 제의를 통해 밖

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엄숙하게 진행되면 그것은 

주술적 제의가 되며, 엄격함이 풀어지면 이 제의는 자연과 일치되는 

신명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제의는 근원적으로 민중적 전통이 

담긴 종교 주술적 의례로서 또 한 면은 합자연하는 내면을 들어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랫동안 전승 유지되어온 전통제의의 대부분

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의례적이고 

신성한 의미는 부분적으로 변용되거나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결과 제의는 일반적인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 그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형성된 전통이 현대의 도시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역사적 지속성이라는 

전승력과 함께 생성·발전·변화하는 유기적 생명체로서 과거의 문

화를 이어받되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가변적으

로 수용되어 발전시켜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제의는 문화의 자주적 독자성을 확립시켜줌과 함

께 민족 문화의 주체적 발전의 원동력 구실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지역의 고유문화를 정례적으로 표출하는 제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

이 우리 노변동 사직단에서 행하는 제의인 것이다.

전통적 제의의 변용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단순한 복원이나 수용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수용하고 변용하여 재창조하는 계승을 뜻함으

로 사회문화적 변화라는 시대상황에 따라 그 내용에서 충실을 기해

야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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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동 사직단의 제의는 전승주체자들에 의한 전승이라기 보다는 

단절된 문화 발굴과 보존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정주도형의 제의에 

가까운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의미와 구성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제의문화가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해 

상당부분 물질적이고 과시적이며 표피적인 형식으로 변해버렸지만 

지역공동체 단위의 제의적 전통성과 제의의 지역특성, 제의내용의 

민중적 성격, 제의기능의 생산성, 제의지식의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변용 실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문화란 전통이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전망을 새롭게 가져야할 것

의 하나이며, 문화의 영역, 즉 전통적인 것은 실로 삶의 영역만큼 폭

넓은 것이어서 농업에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기능에서 사회적 책임

에 이르기까지, 낡은 전통에서 창조적으로 새로 나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걸쳐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런 제의는 명사나 어떤 사물이 

아니라 일종의 동사로서 활동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활동은 인간의 책임이며, 또한 인간의 방책이며 사회의 전략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직단의 제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즐기

는 제의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4. 수성 노변동 사직단

대구 수성의 노변동 사직단은 행정구역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과 노변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101.3m 정도의 북쪽

으로 길게 뻗어가는 나지막한 구릉일대에 입지한다. 구릉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편은 욱수동, 서편은 노변동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

변동 40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사직단은 2006년 4월 20일 대

구광역시 기념물 제 1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토지를 주관하는 신

(神)인 ‘사(社)’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인 ‘직(稷)’에게 제사지내는 제

단이다.

노변동 사직단 주변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이 일대는 남쪽으로



36    



수성사직제 의례                                   37

는 성암산, 안산, 대덕산과 같은 다소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부산지의 북록에는 여러 갈래의 능선과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이

들 계곡에서 흘러내린 유수에 의해 계곡의 아래쪽과 평지가 만나는 

부분에는 비교적 넓은 선상지가 형성되어 있다.

대덕산 줄기이자 욱수동 산성이 있는 안산(정상 해발 470.9m)에

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여러 구릉 중 북쪽으로 가장 길게 뻗어내린 

능선의 말단부에서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다시 기복(起伏)하여 

설상대(舌狀帶)처럼 솟아있는 일대로 사직단지는 이 능성 정상부에 

위치하는데 비교적 넓고 편평한 대지 위에 입지하고 있다.

사직단지의 동쪽으로는 성암산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말단

부 능선과 서쪽으로 접해 욱수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는 금호

강의 지류인 남천과 합류하여 금호강과 만나며, 서쪽으로는 대덕산, 

병풍산에서 뻗어내린 두리봉, 모봉, 형제봉 등의 낮은 봉우리와 능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골이 형성되어 있다.

이 노변동 사직단 유적은 문헌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 경

산현(慶山縣)의 사직단이었다.

경산현의 사직단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경상도 

경산현 사묘조에 “사직단재현서(社稷壇在縣西)”, 『영남지도(嶺南地

圖)』(1745~1760), 『해동지도(海東地圖)』(1750~1751), 『여지도서(輿

地圖書)』경상도 경산현 단묘조(壇廟條)에 “사직단재현서칠리(社稷壇

在縣西七里)”, 『경산읍지』(1871)에 “재현서칠리(在縣西七里)”,『1872

년 지방지도』에 “사직단목관문십리(社稷壇目官門十里)”등의 기록과 

지도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경산의 현청이 있던 곳에서 본 사지가 

위치한 곳까지 방향과 거리가 서쪽으로 직선거리 4㎞정도 되는 것

으로 보아 이곳이 경산현의 사직단으로 보여지며, 그러나 읍지에서

의 방향과 거리만 있을 뿐 규모나 구조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

다.

1999년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진 노변동 사직단의 구조는 사직신

을 모시는 제단시설, 제단을 보호하는 담장〔壝〕등이 확인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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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의 아랫부문 규모는 장축이 24m, 단축이 16m 정도이며, 높

이는 130~180㎝정도이다. 기초단 위에 유(壝)라 불리는 담장을 쌓

았으며, 그 내부에 하나의 제단을 설치하였다. 본래 단을 세우는 것

은 일상적인 것과 높이는 달리함으로써 구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져 있다. 바닥을 높임으로써 평범한 것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

며, 나아가서 세속으로부터 신성(神聖)을 구분짓고자 하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시설이 단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신성을 추구

하기 때문이다.

유(壝)는 낮은 담장으로 기와를 얹은 맞담으로 구릉의 정상부에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만든 장방형의 기초단의 상면에 장방형으로 

돌아가면서 20~70㎝정도의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유 시설 안쪽에서의 높이는 약 20㎝ 내외이며, 유시설은 남북길이 

1880㎝, 동서길이 1080㎝, 폭 100㎝정도이다.

도성의 사직단과 달리 지방의 사직단은 

성의 서쪽에 있었는데, 사단(社壇)과 직단

(稷檀)을 각각 따로 두지 않고 두 단을 합

쳐서 하나의 단을 두었기 때문에 제단은 

하나이다. ( 『세종실록』 권47, 12년 2월 경인. )

출입문지는 유 시설의 북·동·서쪽 중

앙에서 모두 3개가 확인되었고, 남쪽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문지의 유 시

설의 안쪽에는 당시 홍살문을 세웠던 지

름 약 50~70㎝ 규모의 원형적심석이 좌

우에 각각 남아있었으며, 각 출입문지

의 넓이는 북쪽 103㎝, 동쪽 160㎝, 서쪽 

155㎝정도로 서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

다. 문의 형식은 전부 한 칸이고 유 시설 

내 출입문지의 안쪽에 기둥을 세웠다. 또

한 홍살문과 같이 하여 유 시설의 외부 하노변동 사직단 1, 12차 노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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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로 연결되는 계단시설이 있었으며, 동쪽에는 담장 아래쪽으로 

3단의 계단 형태의 섬돌이 있고, 서쪽에는 섬돌의 양쪽 옆에 막았던 

돌섬돌이 있었다.

 출입문 중 북쪽의 문이 폭 103㎝정도로 좁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

는데, 이는 북쪽의 문이 북신문(北神門)이라 불리는 문헌기록과 같

이 신을 위한 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 사직단은 성의 서쪽에 있었는데 지방의 단(壇)은 마땅

히 도성보다 등급을 낮추어야 될 것이므로 사와 직을 한 단으로 같

이 하였으며, 사는 단 위의 동쪽 가까이에 있고 직은 단 위의 서쪽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단에 모시는 신위는 某社(州에는 州社라 

하고 府·郡·縣에서도 이에 준한다)의 신위는 단 위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북향으로 하고 某稷(州에서는 州稷이라 하고 府·郡·縣에

서도 이에 준한다)의 신좌는 단 위의 남쪽에 서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며, 자리는 모두 관초석(莞草席)으로 하며, 배위(配位)는 없고 

신주도 위패였고 돌신주는 없었으며, 제례는 납일에 지내지 않고 중

춘(仲春)과 중추(仲秋)에만 거행하였다.

사직단은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한 후 한 차례의 보수와 개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

원·정비된 사직단은 2차 조성분 원형대로 하부구조를 보존하였으

며, 상부구조물은 과거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사직단 형태

로 복원한 것이다.

사직단은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남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

변동 사직단 및 고분군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0년 1월 13일

부터 주민에게 개방하였다. 사직단 개방은 1999년 발굴 이후 원상

태로 보존되어 있다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아 빠른 시일내에 복

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2006년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 16호

로 지정된 이후 복원·정비하여 2008년 공사를 시작한 후 도심속의 

유적공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사직단과 사직제는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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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문화유산이다. 대상이 과거의 것이라고 하여 그 자체의 규명

만이 목적이 아니라 형태론적 연구, 시대적 고증, 그리고 복원 및 정

신세계에 대한 것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과거의 일부분이고 이는 단절된 세계가 아니고 연결되어 

흐르는 것이며, 동시에 미래와 연속된 흐름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

족정기를 굳건히 지켜온 정신적 주체이며, 이 땅을 가지런히 지켜온 

역사적 산물이 사직제와 사직단인 것이다.

자기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자기 민족을 사랑할 

마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세계적인 민족대열에 나서기

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고 가치를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노변동 사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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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성 노변동 사직단 신주(神主)의 의미

신주(神主)는 돌아가신 신의 모습을 상징해서 혼백이 의지할 수 있

도록 형상화 한 것이다.

신주라 함은 종묘(宗廟), 사직(社稷), 가묘(家廟) 또는 불천위(不遷

位) 사당에 봉안되어 있는 오직 하나 뿐인 신위(神位)를 신주라 하

고, 문묘(文廟), 공신당(功臣堂), 향교, 서원 등 여러곳에 봉안되어 

있는 신위를 위판(位版), 사판(祠版), 위패(位牌)라고 부르며, 불가

(佛家)에서도 이를 위패(位牌)라 한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는 신주와 위판, 그리고 대부

(大夫), 사서인(士庶人)의 신주에 대한 제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

다.

『오경이의(五經異義)』에서는, “신주(神主)는 신의 형상이다(主者神

象也)라 하고, 신주를 만드는 것은 신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효자는 어버이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를 모시고 나면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우제(虞祭)때 신

주를 세워서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중(重)은 신주(神主)의 

도(道)이다. 은(殷)나라는 신주를 만들면 중(重)을 달아주고, 주(周)

나라에서는 신주를 만들면 중을 없앴다(重主道也 殷主綴重焉 周主

重徹焉)”고 하였다.

“중(重)은 나무로 깎아 만드는데 길이가 3척이다. 사람이 죽으면 

맨 먼저 중을 만들어 신을 의지하게 하니, 비록 중은 신주는 아니나 

신주의 도(道)가 있으므로 신주의 도라고 한 것이다. 은나라의 예는 

처음 빈소를 설치한 때에는 중을 빈소의 사당뜰에 두었다가 우주(虞

主)를 만들면 이 중을 묶어서 사자(死者)의 빈소가 있는 사당에 매

달아둔다. 그러나 주나라 사람은 우제를 지내고 신주를 만들면 중을 

철거하여 사당문 밖의 동쪽에 묻었다.” 또 이르기를, “처음 죽어 아

직 장사지내지 않았으면 이미 구(柩)가 있는데 또다시 중을 설치하

므로 중이라 한다. (始死未葬則旣有柩而又說重故曰重也)”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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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곽자종(郭子從)이 중에 대해 묻자 주자가 답하기를, 『삼례도(三

禮圖)』에 그림이 있어 참고할 수 있는데, 사마광의 말처럼 당시의 마

땅함에 맞지 않으면 옛것에 지나치게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

다.

그러나 고대에는 천자와 제후만이 신주를 모시고 경대부(2품관 이

상)는 모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禮)에 대부로서 신주가 없는 자는 

비단을 묶어 신을 의탁한다고 하였는데, 사마공은 “혼백을 사용한 

것은 대개 비단을 묶어 신을 의탁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라고 설

명하고 있다.

아마도 속백(束帛)은 지금의 혼백으로 되고 총(䕺)은 모사(茅沙)의 

띠풀묶음으로 일반화된 것 같다.

그러므로 신주는 중국에서 왕권이 확립된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후대에 내려오면서 일반에 널리 보편화된 것으로 보

인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조 초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웬만한 

집이 아니면 신주를 모시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신주 대

신 하나의 편법으로 지방(紙榜)으로 쓰고 있다.

또한 유가(儒家)에서는 신주의 어원을 한의학의 인체구조도에서 

찾고 있는데, 인간이 우주와 구조상으로 볼 때 서로 비슷하여 소우

주라 했던 것이다.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은 원신지부(元神之府)라 하여 원(元)은 머

리를 뜻하며 원신(元神)이란 사유활동을 주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의 영란비전론(靈蘭秘典論)에

서 “심(心)은 군주(君主)의 기관으로 신명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였

고, 『동의보감』에서는 “마음〔心〕은 신명의 집이다.(心者神明之舍)”라 

하였다. 또한 신명은 구체적인 형상은 없지만 빼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실재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오경이의(五經異義)』에서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설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신주(神主)를 두는 것은 효자가 신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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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시켜두면 그 신주가 마음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하후씨(夏后氏)

는 소나무로 만들었고, 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옛날 『주례(周禮)』의 설

에, 우주(虞主)는 뽕나무를 사용하고 연주(練主)는 밤나무를 사용하

여 만든다.” (異義, 今春秋公羊傳說, 祭有主者, 孝子之主擊心 夏后

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古周禮說, 虞主用桑縺主以栗’)”고 하였

다.

조선왕조는 주나라 예에 따라 우주(虞主)는 뽕나무를 사용하여 만

들었고 연주(練主)는 밤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우주(虞主)의 개념을 『한수재집』 수의편(收議編)에서 설명하기를, 

“우(虞)라는 것은 대체로 신이 이리저리 떠돌아 의지할 데가 없기 때

문에 신주(神主)에다 편히 모셔두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

다.

또한 신주를 밤나무로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나온 근본을 잊지 않

는, 즉 선조를 나무로 여겨왔기 때문이고 밤은 자손과 부귀를 상징

하는 나무로도 여겨왔기 때문이다. 

사직위판(社稷位版)은 밤나무로 만드는데 몸체의 높이는 2자 2치

이고, 넓이가 4치 5푼이며, 두께가 9푼이다. 좌판(坐版)의 높이가 4

치 5푼이고 넓이가 8치 5푼이며, 두께가 4치 5푼이다. 바탕은 희게 

하고 검은 글씨를 쓰고 나서 칠(光漆)로 여러번 칠한다.

그리고 대부(大夫)·사서인(士庶人)의 신주는 위를 둥근 직육면체

로 다듬어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족관계, 관작(官爵)과 봉사자(奉祀

者)의 이름 등을 쓴 것으로 중국 고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위이다.

이와 같이 신주뿐만 아니라 사직대제의 친제의(親祭儀)에 관한 기

록은 『세종오례의』,『국조오례의』,『춘관통고(春官通考)』,『대한예전(大

韓禮典)』에 모두 실려 있는데,『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의 친제의

(親祭儀)는 정조 7년(1783) 편찬 당시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에서 종

묘·사직에 친행할 때 당시의 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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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今儀)’, ‘오례의참금의(五禮儀參今儀)’, ‘속오례의참금의(續五禮

儀參今儀)’란 주석과 해설을 달면서 별도의 친제사직의(親祭社稷儀)

를 만들기도 하였다. 

수성 노변동 사직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의례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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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직제(社稷祭)의 
여러 도설(圖說)

사직서의궤는 조선시대 사직단(社稷壇)의 시설 상황, 

각종 의식의 식례(式例)·의절(儀節) 및 사실(史實) 등

을 기록한 책이다. 전 5권.으로 권수(卷首)를 합해 3

책. 도(圖)가 들어 있는 필사본으로 1783년(정조7)에 

왕명으로 작성되었다.

1.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2. 주현사직단도(州縣社稷壇圖)

3. 수성사직단도(壽城社稷壇圖)

4. 제기도설(祭器圖說)

5. 제복도설(祭服圖說)

6. 주현사직 찬실준뢰도설(州縣社稷饌實尊罍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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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직제(社稷祭)의 여러 도설(圖說)

1.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사직서의궤는 조선시대 사

직단(社稷壇)의 시설 상황, 

각종 의식의 식례(式例)·의

절(儀節) 및 사실(史實) 등을 

기록한 책이다. 전 5권.으로 

권수(卷首)를 합해 3책. 도

(圖)가 들어 있는 필사본으

로 1783년(정조7)에 왕명으

로 작성되었다.

권수의 ‘도설(圖說)’에는 사

직서전도(社稷署全圖)와 단

유(壇壝)·찬실(饌實)·준

뢰(尊罍)·제기(祭器)·악

(樂)·무(舞)·악기(樂器)·

무기(舞器)·제복(祭服)·척도(尺度)의 도설 등이 그려져 있다.

권1의 ＜식례＞는 사단위판제식(社壇位版題式)·직단위판제식(稷

壇位版題式)·변사(辨祀)·시일(時日)·축판(祝版)·아악(雅樂)·

악장(樂章)·생뢰(牲牢)·폐백(幣帛)·제물(祭物)·제기·재관(齋

官)·직관(職官)의 순으로 되어 있다.

권2의 ＜의절＞은 친제의(親祭儀)·섭사의(攝事儀)·기고의(祈告

儀)·홀기(笏記)의 순으로 되어 있다. 

권3의 ＜고사 상(故事上)＞은 단(壇)·유(壝)·관사(館舍)·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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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禮)·유례(類例) ·본서잡물(本署雜物)·경란사실(經亂事實)의 

순으로 되어 있다.

권4의 ＜고사 중＞은 친림향사(親臨享祀)·섭행기고(攝行祈告)의 

순으로, 권5의 ＜고사 하＞는 전교(傳敎)·어제(御製) 등의 순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권수의 찬실도설과 준뢰도설은 문향정배위(文享正配位)

와 기고별제정배위(祈告別祭正配位)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악도설은 헌가(軒架)·등가(登歌)·시용헌가(時用軒架)·시

용등가, 무도설은 문무(文舞)·무무(武舞)·시용문무·시용무무, 제

복도설에는 전하면복(殿下冕服)·왕세자면복·재관관복(齋官冠服), 

척도도설은 포백척반(布帛尺半)·주척전(周尺全)·영조척반(營造尺

半)·조례기척반(造禮器尺半) 등이 그려져 있으며, 아울러 『오례의 

(五禮儀)』·『악학궤범』등을 인용해 각 도(圖)를 설명하고 있다.

권1 ＜식례＞의 사단위판제식에 의하면, 정위(正位)에는 국사지위

(國社之位)를 모시며, 사단(社壇)의 배위(配位)에는 후토씨(后土氏)

의 신을 모시게 되어 있다. 직단위제판식에 의하면, 정위(正位)에는 

국직지위(國稷之位)를, 배위에는 후직씨(后稷氏)의 신을 모시게 되

어 있다. 여기에서 사(社)는 토지신, 직(稷)은 곡신(穀神)을 뜻한다.

재관은 친제(親祭) 때는 아헌관·종헌관·진헌관, 섭사(攝事) 때는 

초헌관·아헌관·종헌관으로 되어 있으며, 직관에는 도제조(都提

調) 1인, 제조(提調) 1인, 영(令) 1인, 참사(參事) 2인 등이 있다.

권2 ＜의절＞의 친제의(親祭儀)는 시일(時日)·재계(齋戒)·친림

서계(親臨誓戒)·친전향축(親傳香祝)·거가출궁(車駕出宮)·친성생

기(親省牲器)·성생기(省牲器)·전폐(奠幣)·진숙(進熟)·거가환궁

(車駕還宮)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섭사의(攝事儀)는 시일·재계·진설·전향축·성생기·전폐·진

숙의 순으로, 기고의(祈告儀)는 재계·진설·행례(行禮)의 순으로 

되어 있다. 홀기(笏記)는 친제와 섭사 때의 단상(壇上)과 단하로 나

누어 기록되어 있다.



48    

권4 ＜고사 중＞의 친림향사는 1405년(태종 5)에서 1780년까지 

주로 기곡(祈穀)과 기우(祈雨)에 한해서 행하여졌다. 섭행기고(攝行

祈告)는 1659년(효종 4)에서 1780년까지 주로 존호(尊號)를 바칠 때

나 신실을 개수할 때 행해졌다.

권5 ＜고사 하＞의 전교(傳敎)에는 1687년(숙종 13) 이후 사직에 

관한 전교가 모아져 있다. 어제(御製)에는 숙종과 영조의 글이 있는

데, 주로 친제 때 사직제에 왔다가 지은 것으로 규장각도서에 있다.

아래의 주현사직단도는 국조오례의에 의거한 것이며 수성사직단

도는 주현사직단도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이다.

4. 제기도설(祭器圖說)

2. 주현사직단도(州縣社稷壇圖)

3. 수성사직단도(壽城社稷壇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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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에 기록된 제기는 다음과 같다.

1) 변(籩)

대오리를 걸어서 만든, 과실을 담아 놓는 데 쓰이는 제기(祭器)이

다. [굽이 높고 뚜껑이 있음.]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변(籩)은 대나무

로 만드는데, 구경(口徑)은 4촌 9푼이고, 발의 높

이는 5촌 9푼이며, 깊이는 1촌 4푼이요, 발의 직

경은 5촌 1푼으로 한다.건(巾)은 갈포로 만드는

데, 겉은 검고 안쪽은 분홍빛으로 하며, 둥글게 

한 폭으로 만든다. 

2) 두(豆)

제사를 지낼 때에 쓰는 나무 그릇의 한 가지. 굽이 

높고 뚜껑이 있으며 고기붙이를 담는 데 씀. 석전의

(釋奠儀)에 말하기를, “두(豆)는 나무로 만드는데, 높

고 낮은 것과 깊고 얕은 것, 구경(口徑)과 발의 직경

은 모두 변(籩)의 제도에 의한다.” 했다.

3) 형(鉶)

짧은 발 세 개가 밑 부분을 바치고 술병모양의 제

기로 갱(羹)을 담는데, 등(登瓦)과는 달리 양념을 한 

국을 담는다.

『예서(禮書)』에 말하기를 , “형정(鉶鼎)은 국을 담

는 것이요 형갱(鉶羹)은 오미(五味)를 갖추어 끓인 

국이다. 국으로 말하면 형갱(鉶羹)이요, 그릇으로 

말하면 형정(鉶鼎)이다.”했다. 

 

4) 보(簠) 

보는 밥(稻와 梁)을 담는 사각형의 제기로 뚜껑을 가진 청동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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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뚜껑위엔 장식을 달고 몸통에도 짐승의 머

리를 장식하며 바닥엔 받침을 단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보(簠)는 동(銅)을 

써서 주조(鑄造)하는데, 뚜껑을 합친 무게가 13

근(斤) 2량(兩)이고, 뚜껑까지의 높이는 7촌이다. 

깊이는 2촌이고, 너비는 8촌 1푼이며, 복판의 직

경(直徑)은 1척 1푼이다. 무게를 말한 것은 모두 동(銅)을 사용한 것

이다.

5) 궤(簋)

종묘(宗廟)와 문묘(文廟) 등의 제사 때, 기장쌀

이나 핍쌀을 담는 데 쓰이는 구리로 만든 제기(祭

器).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궤(簋)는 뚜껑을 

합친 무게가 9근이고, 뚜껑까지의 높이는 6촌 7

푼, 깊이는 2촌 8푼, 속의 너비는 5촌이며, 복판

의 직경(直徑)은 7촌 9푼이고, 넓이는 5촌 6푼이다.

주례(周禮)의 주(注)에, 보(簠)는 모지고, 궤(簋)는 둥글다고 한다.”했다.

6) 작(爵)

술잔으로 세 개의 다리를 달고 위쪽에 두 개의 

기둥을 달아 잔에 담긴 술을 끝까지 마시지 못하

게 되어있다. 청동으로 만들며 아가리의 한쪽이 

치켜 올라가 있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작(爵)의 무게는 1

근 8량(兩)이고, 기둥을 합한 높이는 8촌 2푼이

며, 깊이는 3촌 3푼이다. 아가리의 직경(直徑)은 

6촌 2푼이고, 너비는 2촌 9푼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있고, 유(流)

와 반금(扳金)이 있다.『시례기도설(詩禮器圖設)』에 말하기를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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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으로서 한 되를 담을 만하고, 위의 두 기둥은 마셔도 다하지 않

는다는 뜻을 취한 것으로,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고 했다.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하며 술을 올릴 때 쓴다. 작의 무게는 1근 8량이다. 

의궤에는 21량으로 나와있다. 구장(口長)은 6촌 2분이다. 너비(濶)는 2촌 9분, 깊

이는 3촌 3분이다. 내부의 원경은 2촌 4분이며 깊이는 1촌 1푼이다. 두 기둥의 

높이는 2촌 1푼이다. 세 다리의 높이는 3촌 1푼이다. 오른쪽 기둥 아래에는 금으

로 된 반(扳: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 반은 용의 머리와 반달 모양으로 되어있다.                                               

-국조상례보편 

      

7) 점(坫)

술잔을 놓거나 축판을 놓을때 쓰는 사각형의 

평평한 제기로 청동으로 만든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축판점(祝板坫)

은 무게가 2근 9냥(兩)이요, 세로와 가로가 9촌 

2푼이다.『삼례도(三禮圖)』에 이르기를, 점(坫)은 

작(爵)을 놓는 데 Tm고, 또 준(尊)을 받들기도 한다. 지금은 판점(版

坫)에는 축사(祝詞)를 기재하고, 작점(爵坫)은 작헌(酌獻)을 위해 반

드시 살펴야 할 곳에 갖추어 두고 제사에 삼가는 뜻으로 점치는 의

미가 있기 때문에 점(坫)이라 한다.”고했다. 지금은 틀을 금으로 만

들고 그 몸체는 네모난 땅에 비유해서 바르고 평평하게 한 것이다. 

작점도 이와 같다.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작(爵)을 놓는 것이다. 무게는 2근 9량이다. 

의궤에는 5근으로 나와있다. 사방 9촌 2푼이다. 원훈경(圓暈徑)은 3촌 8분이다.                                                                 

- 국조상례보편

8) 우정(牛鼎)

 솥 모양의 제기로 원통형의 그릇을 소머리 장식에 연결된 소다리 

모양의 3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으며 청동으로 만든다.

성송반악도(聖宋頒樂圖)에 말하기를, “우정(牛鼎) 아기리의 직경

(直徑)과 밑바닥의 직경(直徑)은 1척3촌이고, 깊이는 1척 2촌 2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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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용량(容量)은 1곡(斛)이다.  

[주(註) 3두를 대두(大斗) 1두(斗)로 한다.] 했

다. 『삼례도(三禮圖)』에 말하기를, “우정(牛鼎)은 

1곡을 담을 수 있는데, 天子(천자)는 이것을 황금

(黃金)으로 장식하고 제후(諸侯)는 백금(白金)으

로 장식한다.양정(羊鼎)은 5두(斗)를 담는데 동(銅)으로 장식하며, 

시정(豕鼎)은 3두를 담는다. 우정(牛鼎)은 세 발이 소와 같고, 발마

다 그 위에 소의 머리를 장식한다. 양정(羊鼎)과 시정(豕鼎)도 이와 

같다. 이른바 주례(周禮)에 ”그릇을 장식하는데 각각 그 짐승과 비슷

하게 따른다는 뜻이다.” 고했다.

9) 양정(羊鼎)

솥 모양의 제기로 원통형의 그릇을 양머리 장

식에 연결된 양다리 모양의 3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으며 청동으로 만든다.

『성송반악도(聖宋頒樂圖)』에 말하기를 “양정(羊

鼎)은 아가리의 직경(直徑)과 바닥의 직경(直徑)

이 각각 1척이고, 깊이는 1척 3푼이다. 이는 5두

(斗)들이다.” 고했다.

 

10) 시정(豕鼎) 

솥 모양의 제기로 원통형의 그릇을 돼지머리 장

식에 연결된 돼지다리 모양의 3개의 다리가 받치

고 있으며 청동으로 만든다.

『성송반악도(聖宋頒樂圖)』에 말하기를 “시정(豕

鼎)은 아가리의 직경(直徑)과 밑바닥의 직경이 각

각 9촌이고, 깊이는 7촌 6푼이며, 그 용량(容量)은 3두(斗)이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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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멱(鼎羃)

『의례(儀禮)』에 이르기를, “멱(羃)이란 것은묶

은 것 같기도 하고 엮은 것 같기도 하다”고 하

였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무릇 정멱(鼎羃)은 

띠풀(茅)로 만들었는데, 긴 것은 몸체를 묶고, 짧은 것은 그 중간을 

묶었으니, 대개 올을 촘촘히 해서 기운이 새지 않게 함이다.”고 했

다.

12) 정경(鼎扃)

정경(鼎扃)은 우정(牛鼎)의 경우 경(扃)의 길

이가 3척이고, 양정(羊鼎)의 경우 경(扃)의 길

이가 2척 5촌이며, 시정(豕鼎)의 경우 경(扃)의 길이가 2척 인데 양

쪽 끝을 각3촌의 옥(玉)으로 장식했다.

13) 정비(鼎匕)

『예서(禮書)』에 “비(匕)는 길이가 3척, 혹은 5척이다. 서직

(黍稷)의 비(匕)가 있고, 생체(生體)의 비(匕)가 있고, 소비(疏

匕)가 있으니 세가지 비(匕)로써 찍어 다진다.”고 했다. 서직

(黍稷)의 비(匕)는 곡식을 뜨는데 사용하고, 도비(挑匕)는 희

생(犧牲)으로 만든 국을 뜨는데 사용하며 나머지는 소비(䟽

匕)를 쓴다.

14) 정필(鼎畢)

『삼례도(三禮圖)』에 말하기를, “앞의 넓이는 3촌인데 그 가

운데 1촌을 깍아버리고 자루의 길이는 2척 4촌이다. 그 자루

의 끝과 미늘에은 모두 붉은 색으로 칠하며, 가시나무로 만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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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난도(鑾刀)  

5개의 방울이 달린 칼로 희생을 자르거나 벨 때에 사용

한다.『성송반악도(聖宋頒樂圖)』에 말하기를, “예기(禮記)

에 난도(鑾刀)는 옛날 칼이며, 종묘(宗廟)에 쓰는 것이다. 

종묘에 지금의 칼을 쓰지 않고 옛칼을 씀은 옛것을 닦기 

게승하기 위한 까닭이다.”고했다.시경(詩經) 신남산편(信

南山篇)에 말하기를, “그 난도(鑾刀)를 잡고 순색(純色)의 

희생을 고한다.”고 했고, 예기(禮記)의 절해장(節解章)에 말하기를, 

“반드시 난도(鑾刀)를 씀은 난령(鑾鈴)의 소리가 궁성(宮聲)과 상성

(商聲)이 조화된 뒤에 희생을 베게됨을 취한 것이다”고 했다. 춘추공

양전(春秋公羊傳)에는 선공(宣公) 12년 정백(鄭伯)이 오른손으로 난

도(鑾刀)를 잡았다고 했는데주(注)에 말하기를, “난도(鑾刀)는 종묘

(宗廟)에서 희생을 베고 끊는 칼인데 고리(鐶)에 방울(和)이 있고, 칼

끝(鋒)에 방울(鑾)이 있다. 난이 칼 끝에 있는 것은 소리가 궁성과 상

성에 맞고 세 방울(三和)이 고리에 있는 것은 소리가 각성(角聲),치

성(緻聲),우성(羽聲)에 맞는다 ”고했다.

16) 조(俎)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조(俎)의 길이

는 1척 8촌이고, 너비는 8촌이며, 높이는 8촌 

5푼이다. 양쪽 끝은 붉은 색으로 칠하고 가운

데는 검은 색으로 칠한다.”했다.

17) 착준(著尊)  

술병 모양의 제기로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불

룩하며 가운데 부분에 장식을 했다. 청동으로 만든

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착준(著尊)의 무

게는 4근 7량(兩)이며, 높이는 8촌 4푼 5리다, 아

가리의 직경(直徑)은 4촌 3푼이며. 복판의 직경(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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徑)은 6촌 2푼이고, 깊이는 8촌 3푼이다.”했다.『예서(禮書)』에 말

하기를 , “착준(著尊)은 양(陽)이 내려와서 땅에 닿은 것을 형상화

한 것이고, 호준(壺尊)은 음(陰)이 둘러쳐 만물을 감싼 것을 형상화

한 것이므로 선왕(先王)께서 상준(象尊)과 호준(壺尊)을 가을제사(嘗

祭)와 겨울제사(烝祭) ( 상제(嘗祭)와 증제(烝祭) : 천자 ·제후의 종묘에 대한 

각 계절별 제사는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 약제(礿祭)·체제(禘祭)·상제(嘗

祭)·증제(烝祭)라고 하였음. 이는 본래 하·은(夏殷)의 제도였고 주나라에서는 봄 

제사를 사(祠), 여름 제사를 약(礿)이라고 했으며, 상제를 협제(祫祭)로 거행하였음. 

)에 쓰는 까닭이다.”고했다.

18) 산뢰(山罍)

술병 모양의 제기로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

가 불룩하며 가운데 부분에 산과 구름의 장식

을 했다. 청동으로 만든다. 예서(禮書)』에 말하

기를, “산뢰(山罍)는 산준(山尊)이다. 준에 산과 

구름 모양을 그린 것이다.뇌(罍)라고 한 것은 

구름과 우뢰가 만물에 널리 혜택을 베풀 듯이, 

임금의 은혜가 아래로 여러 신하들에게 미치는 것과 같음을 형상화

한 것이다. 산뢰는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준(尊)이다.”고했다. 『주

례도(周禮圖)』에 말하기를, “산과 구름의 모양을 그려서 하나는 현주

(玄酒)를 채우고 하나는 앙제(盎祭)를 채운다.”고했다.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현주(玄酒)와 청주(淸酒)를 담는 것이다. 네 

계절과 같다. 지금은 농주(醲酒)를 사용해서 청주를 대신하고 있다. 의궤에는 무

게가 10근으로 나와 있다. 구원경(口圓徑)은 5촌, 복원경(腹圓徑)은 7촌 4푼이다. 

깊이는 8촌 3푼이며 족경(足徑)은 5촌 4푼이다. 다리를 포함한 높이는 9촌 6푼

이다. 산과 구름의 모양을 새겼다. 쇠줄로 좌우에 귀를 반달 모양처럼 만들었다.                                                  

- 국조상례보편

19) 상준(象尊)

술통의 하나로서 코끼리의 형상으로 안을 비워 술을 담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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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등에 뚜껑을 단 것이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상준(象尊)의 

무게는 10근이고, 발까지 합한 높이는 6촌 8

푼이며, 아가리의 직경(直徑)은 1촌 8푼이다. 

귀의 너비는 1촌 2푼이고, 귀의 길이는 1촌 9

푼이며, 깊이는 4촌 9푼이다.”고했다. 나머

지는 희준(犠尊)의 설명에 나와 있다.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명수와 앙제(盎齊)를 담는 것이다. 봄과 여

름 모두 상준을 사용한다. 무게는 10근이다. 의궤에는 19근으로 나와있다. 몸

의 길이는 1척 5푼이다. 구경의 길이는 4촌 8푼이며, 너비(濶)는 3촌, 깊이는 4

촌 9푼이다. 다리의 높이는 2촌 1푼이다. 다리 포함 전체 높이는 6촌 5푼이다. 코

의 길이는 2촌 1푼이며 어금니의 길이는 2촌이다. 덮개의 높이는 1촌 7푼이다.                                                                 

-국조상례보편 

20) 대준(大尊)

석전의(釋尊儀)에 의하면 유제(鍮製)로 만들며 

술을 담는 술통으로 발까지의 높이가 8촌 1푼이

고 아가리의 직경이 5촌 7푼이며 중복(中服)의 

직경이 6촌 1푼이고 발의 직경은 3촌 8푼이며 깊

이가 6촌 5푼으로 아무런 문양도 없으며 고준(古

罇)으로 조선중기(朝鮮中期) 이후는 사용하지 않

았으며, 조향(朝享)과 조천(朝踐)에 한쌍으로 현

주(玄酒)와 예제(醴齊)를 담아 썼던 술통이다.

『주례도(周禮圖)』에 이르기를 “추향(追享).조향(朝享).조천(朝踐)에 

두 개의 대준(大尊)을 사용하니, 큰 아가리의 준(尊)인 것이다. 한 개

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고 했다. 『예

기(禮記)』에 이르기를 “태준(泰尊)은 우(虞)나라 순제(舜帝)의 준(尊)

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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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멱(羃)  

베나 갈포(葛布)로 만든 덮개로 제상의 준, 

이, 희생을 덮는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

기를 “삼례도(三禮圖)에 보면 베의 폭은 2

척 2촌으로 하고 둥글게 했는데, 지금은 베 

한 폭으로써 모나게 해서 이를 만든다.”고했

다.『주례도(周禮圖)』에 말하기를, “팔준(八

尊)은 천지(天地)에 헌작하는 까닭에 굵은 포건(布巾)을 사용하고, 

육이(六彝)는 종묘(宗廟)에 관향하는 까닭에 포건(布巾)은 고운 것을 

쓴다. 

구름을 그려 문채를 놓는 것과 특생(特牲)의 보는 모두 굵은 갈포

(葛布)를 쓴다.”고 했다.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준(尊)과 뢰(罍)를 덮는 것이다. 대나무를 사

용해서 틀을 만든다. 겉과 안은 베로 싼다. 사방 7촌 7푼이다. 겉은 검정색(玄)이

며 안은 분홍색(纁)이다. 붉은색(朱)으로 구름을 그린다.           -국조상례보편 

22) 비(篚)

대오리를 엮어 만든 광주리로 뚜껑과 네 

개의 짧은 다리가 달려있으며 폐백을 담는

데 쓴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비(篚)는 대

나무로 만드는데, 발까지 합하여 높이가 5

촌이고, 길이는 2척 8푼이며, 속의 너비는 5촌 2푼이다. 깊이는 4

촌이고, 뚜껑의 깊이는 2촌 8푼이다. 물건을 받치는데 쓰며, 마디가 

있는 것이다.”고 했다.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작(爵)과 폐(幣)를 담는 것이다. 대나무를 엮

어서 만든다. 길이는 2척 8푼, 너비(濶)는 5촌 2푼, 깊이는 4촌이다. 다리를 포함

한 전체 높이는 5촌이다. 뚜껑의 깊이는 2촌 8푼이다.             - 국조상례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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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작(龍勺)

술을 뜨는 제기로 손잡이에 용두 장식이 있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용작(龍勺)은 무게

가 1근이고, 작구(勺口)의 직경(直徑)은 2촌 1푼

이고, 길이는 2촌 8푼이다. 깊이는 1촌 1푼이고,  

자루의 길이는 1척 2촌 9푼이다. 작헌(勺獻)과 관

세(盥洗)에 모두 작(勺)으로 떠서 쓴다.” 고 했다. 

24) 부(釜)·기(錡)  

 『사림광기(事林廣記)』에 말하기를, “발이 없는 

가마솥을 부(釜)라 하고, 발이 있는 것을 기(錡)

라고 한다. 빈조(蘋藻)등의 수초를 삶아서 제사에 

지네는데 쓴다.”고 했다.

25) 탁(卓)

 준소(尊所)의 탁자는 붉은 칠(朱漆)을 한다.

26) 대생갑(大牲匣)·소생갑(小牲匣)

대생갑(大牲匣), 소생갑(小牲匣)은 나무로 만든

다. 대생갑(大牲匣)은 길이가 2척 6촌이고 너비

가 1척 4촌이며, 소생갑(小牲匣)은 길이가 1척 4

촌이고, 너비가 1척 5푼이며 뚜껑이 있다. 

27) 향합(香盒)

 『대명집례』의 향합도설에 이르기를 “운회(韻會)에서 

왈 합자는 물건을 담는 그릇”이름이라 했다. 향을 담는 

제기로 원의 지름이 4촌, 높이가 2촌이며 놋쇠로 만든

다.

향나무의 심재(心材)를 잘게 자른 향을 집어넣는 소형의 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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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청동 및 청자로 만들어진 예가 많으며, 특히 순청자(純

靑磁)·상감청자(象嵌靑磁)로 납작한 몸체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시대에는 제사의식에 따라 제상 앞에 향로와 

함께 놓여 사용되었고, 18·19세기 백자에 소형 향합의 예가 많다.

28) 향로(香爐)

유제(鍮製) 즉 놋쇠로 만들며 몸통에 천·지·인

(天地人)의 원리에 따라 발이 셋으로 만들어졌고, 

뚜껑은 용(龍)의 머리가 우뚝 솟아올라 위엄을 나타

내며, 뚜껑에 뚤려 있는 구멍은 마치 구름 형태로 

조형이 되어 향(香)을 피우면 연기가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는 형상(形象)과 같으며, 몸통 양쪽에 당간

(幢竿)과 같은 기둥이 우뚝 솟아 있어 위엄을 더하

며, 이를 잡고 올리고 내리기 편리하게 된 제기이다. 

강신례(降神禮) 때 초헌관(初獻官)이 향을 세 번 집어넣으면 향내

음이 그윽히 풍기는 연기를 타고 천상(天上)의 혼(魂) 또는 귀(鬼)를 

내려 모시는 의식에 사용하는 숯불을 담는 제기(祭器)이다.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이르기를 향로(香爐)의 아가리는 크고 목

은 가늘며 배는 큰데 발이 3개라 하였다.

29) 모혈반(毛血盤)

유제(鍮製)로 만들며 둥근 접시 형태로 높

이가 3촌(三寸), 직경(直徑)이 8촌(八寸), 깊

이가 반촌(半寸)이고, 발의 직경이 6촌으

로 몸통을 받치고 있으며, 여기에 제사에 올리려고 짐승을 잡을 때 

소·양·돼지(牛羊豕)의 털(毛)과 피(血)를 조금씩 거두어 담아서 신

실(神室) 밖 준상(罇床) 위에 두었다가 천조례(薦俎禮) 때 제상(祭床)

위 신위전(神位前)에 올리고, 천조례가 끝나면 모혈반(毛血盤)을 물

려서 신실 밖에 두었다가 제례가 끝난후 분축(焚祝)을 할 때 땅에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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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러한 의식(儀式)은 몇가지 설(說)이 있으나 신(神)께 이러한 털

을 가진 짐승을 잡아서 올린다는 뜻, 즉 고(告)하는 의식이라는 설

(說)이 정설이다.

30) 세뢰(洗罍)

제사 때 그릇을 씻는 물을 담는 제기로 술병 

모양이며 청동으로 만들며 전체에 장식을 새긴

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세뢰(洗罍)의 

무게는 12근이요, 발까지 합하여 높이가 1척이

다. 

아가리의 직경(直徑)은 8촌 4푼이고, 길이

는 7촌 1푼이며 발의 아가리 직경은 7촌 9푼이

다.” 했다.

○운회(韻會)에 보면, 뇌(罍)는 세수하는 그릇인데, 구름과 우레의 

모양을 그린 것은 그 천둥의 위엄을 나타내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

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관수(盥水: 손을 씻을 물)를 담는 것이다. 무

게는 12근이다. 의궤에는 20근으로 나와있다. 구원경(口圓徑)은 8촌 4분, 요원경

(腰圓徑)은 1척 2분, 깊이는 7촌 1분이다. 족경(足徑)은 7촌 9분이다. 다리를 포함

한 전체 높이는 1척이다. 

 -국조상례보편

31) 세(洗)

제관들이 손을 씻는 물을 담는 그릇이다. 

아가리가 넓고 밑엔 발을 달았으며 내부에 

수초와 물고기 문양이 있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세(洗)는 무

게가 8근 8냥이고, 발까지 합하여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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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7푼이다. 아가리의 직경(直徑)은 1척 3촌 6푼이며, 깊이는 2촌 

9푼이며, 발의 아가리 직경(直徑)은 8촌 9푼이다.” 고 했다. 

5. 제복도설(祭服圖說)    

재관(齋官)의 제복(祭服)

문무관(文武官)의 제복(祭服)은 왕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제사(祭祀) 지낼 때인 배사시(陪祀時)에 착용하였다.

제복(祭服)에 대한 상정(詳定)은 태종(太宗) 16년 3월 관복색(冠服

色)에서 조복(朝服)과 함께 양관(梁冠)·의상(衣裳)·패수(佩綬)를 

만들게 한데서 비롯하였고, 그 해 11월 임자(壬子)에 태종이 백관(百

官)을 거느리고 명제(明帝)에 대한 망궐하례(望闕賀禮)를 거행할 때 

처음으로 착용한 바 있었다. 이보다 앞서 태조 4년에 중국 관등에 

비하여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 따라 제복을 제정했음을 「태

조실록(太祖實錄)」에서 볼 수 있다. 

그 후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에서 일차적으로 정비

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제복제도로 확정되었다. 조선시대 왕세자

가 8류면, 7장복의 제복을 착용하였지만 이는 문종 즉위년 이후의 

일이다. 세종대까지만 해도 세자는 신하들과 같은 양관의 제복을 착

용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권1 ‘길례(吉禮)’ 에 문무관 관

복으로 제시되어 있는 제복 제도는 홀(笏), 관(冠), 의(衣), 상(裳), 

대대(大帶), 중단(中單), 패(佩), 수(綬), 방심곡령(方心曲領), 폐슬

(蔽膝), 말(襪), 이(履), 혁대(革帶)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복 구

성은 대한제국 시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1) 홀(笏)

처음에는 왕의 교명(敎命)이나 자신의 계사(啓辭)를 그 위에 적어 

비망(備忘)으로 삼기 위해 쓰였으나 후세에는 다만 의례적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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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 왕은 옥으로 만든 홀, 즉 규(圭)를 잡고 대부(大

夫)나 사(士)는 홀을 들었다. 신라가 당제(唐制)의 관복을 

입은 뒤로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쓰였다. 길이 2척 6촌

이고, 너비 3촌의 장판(長板)이다. 조선시대에는 조복(朝

服)·제복(祭服). 공복(公服) 차림에 1∼4품관은 상아로 만

든 상아홀, 5∼9품관은 괴목(槐木)으로 만든 목홀, 향리는 공복에만 

목홀을 갖추었다.

2) 관(冠)

흔히 양관(梁冠)이라고 하는데 관의 덮개에 양

(梁)이 있기 때문이다. 양관(梁冠)은 앞부분과 뒷

부분, 덮개, 비녀, 묶는 끈으로 구성된다. 

황제국의 품계에 따른 양관(梁冠)은 1품관은 7

량, 2품관은 6량, 3품관은 5량, 4품관은 4량, 5

품관은 3량, 6·7품관은 2량, 8·9품관은 1량 이

다. 

『오례의(五禮儀)』에는 1품관은 5량, 2품관은 4

량, 3품관은 3량, 4∼6품관은 2량, 7품관 이하는 1량을 사용하였다. 

제복용은 흔히 제관(祭冠)이라 하고 조복용은 금관(金冠)이라고 하

는데, 원래는 동일한 양관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조복용 양관에 금

칠이 많아지면서 화려하게 변화하였다. 

18세기에는 옛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복귀되지 않은 듯하

다. 비녀는 각잠(角簪), 혹은 목잠(木簪)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대

체로 목잠에 자황(雌黃)으로 금칠을 하여 사용하였다.

3) 의(衣)

제복(祭服)과 조복(朝服)의 상의는 동일한 형태였지만 색상에서 차

이가 있었다. 제복(祭服)과 조복(朝服)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소가 

상의의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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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祭服)에는 청라의나 청초의 등을 사

용하고 조복(朝服)에는 적라의, 적초의 등

을 사용하였다. 

제복의 청색은 대체로 검은 색에 가까웠

다. 형태는 교임형 대수의(大袖衣)인데 양

옆이 트여 있으며 깃과 도련, 수구에는 흑색 선을 둘렀다. 17세기 전

기 이후의 유물이나 도상에서는 동정과 고름도 확인된다.

4) 중단(中單)

중단(中單)은 국왕 곤복(袞服)의 현의(玄

衣), 원유관 포의 강사포(絳紗袍), 문무관 

조복의 적초의(赤鐥衣), 제복의 청초의(靑

鐥衣) 등의 안에 입은 홑으로 된 중의(中衣)

를 말한다. 중단은 흰색의 사(紗)·나(羅)·

초(鐥) 등으로 지었다. 형태는 오늘날의 두루마기와 비슷하고 소매

가 넓었다.『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백색증(白色繒)으로 만들고, 청색 

선으로 깃·도련·수구를 둘렀으며, 깃에는 발문 11개를 그렸다. 대

한제국이 건립되자 고종황제 12장복 중단은 소사(素紗)로 만들었고, 

불문(黻紋) 12개를 수놓았다. 

5) 상(裳)

제복(祭服)이나 조복(朝服)을 입을 때 함

께 착용하던 붉은 색 치마 형태의 옷이다.

전삼폭(前三幅)과 후사폭(後四幅)을 주름

잡아 허리말기에 연결하고 양끝에 끈을 달

아 오른쪽으로 묶어 입었다. 두 자락의 치마 가장자리에는 검은 선

을 둘렀다. 18세기에는 치마폭 끝까지 주름이 잡힌 형태로 제작하였

지만 말기에는 끝까지 주름잡은 치마폭에 검은 선을 둘러 주름을 완

전히 고정시킨 형태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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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슬(蔽膝)

무릎을 가리기 위하여 허리 아래로 늘이는 장방형

의 천이다.

폐슬은 왕이 입는 면복(冕服)의 곤복(袞服), 원유관

포(遠遊冠袍)의 강사포(降紗袍), 벼슬아치의 조복(朝

服)·제복(祭服)과 왕비의 적의(翟衣)에 딸린 것이

다. 폐슬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복 위에는 이 폐슬을 착용하

였으며, 그 재료는 처음에는 가죽을 사용하였고, 그 뒤 포백(布帛)으

로 바뀌었다.

폐슬은 면복의 착용과 함께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왕

의 폐슬을 보면 훈색(纁色 : 분홍색)의 증(繒 : 비단)으로 만들었으

며 같은 색의 옷감으로 위·아래에 선을 둘렀는데 위는 비(紕), 아래

는 준(純)이라 한다. 준(純) 안쪽에 오색선조(五色線條)로 된 순(紃)

을 둘렀다.

7) 방심곡령(方心曲領)

방심곡령(方心曲領)은 국왕과 문무관의 제복(祭服)에 

흰색 비단으로 만든, 일종의 목걸이인데 제복에만 사용

하였다. 둥근 깃과 가슴 부분의 방형 장식을 가는 끈으

로 연결한 형태인데 깃의 우측에 암수 단추를 달아 여

닫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8) 대대(大帶)

왕이나 왕세자의 면복(冕服)이나 원유관포(遠遊冠袍), 

조신(朝臣)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등 관복, 왕비의 

예복에 띠던 큰 띠. 

대대는 적백라(赤白羅)를 합봉한다고 기록되어 있으

나 17세기 이후 확인되는 대대 유물은 요(腰)와 신(紳)

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자리에는 가는 선을 둘렀다. 대의 양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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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을 달아서 앞에서 묶었다. 조복본 초상화를 보면 흰색 대대에 녹

색 선이나 흑색 선을 둘렀다. 18세기 초상화에는 대대 위로 채조(彩

絛)가 보이기도 한다. 말기에는 대대 중앙에 후수를 달아 사용하였

다.

9) 혁대(革帶)

조복과 제복에는 단령에 사용하는 품대를 사용

하였다. 1품은 서대(犀帶), 정2품은 삽금대(鈒金

帶,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 정3품은 삽은대(鈒

銀帶), 종3품은 소은대(素銀帶), 4품은 소은대(素銀帶), 5품 이하는 

흑각대(黑角帶)를 사용하였다.

『오례의(五禮儀)』에 “혁대(革帶)는 2품 이상은 금(金), 3품에서 4품

까지는 은(銀), 5품 이하는 동(銅)으로 한다”고 하였다.

10) 수(綬)

관위(官位)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식 중의 하나

이며, 뒤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後綬)라고도 

한다.

초기에는 끈에 꿰어 허리에 둘렀으나 말기에는 

대대에 꿰매어 사용하였다. 

1·2품은 황·녹·자·적의 4색사를 사용한 운

학문(雲鶴紋)을 하였고 2개의 금환(金環)을 달았으며, 3품은 황·

녹·자·적 4색의 반조문(盤鵰紋)에다 2개의 은환(銀環)을 달았고, 

4품은 황·녹·적 3색의 연작문(練鵲紋)을 하였고, 4품은 은환(銀

環), 5·6품은 4품과 같은 3색의 연작문(練鵲紋)이면서 2개의 동환

(銅環)을 단다. 7∼9품은 황·녹의 2색을 사용한 계칙문(鸂鶒紋)을 

하였고 2개의 銅環을 달았다. 그리고 청사망(靑絲網)으로 밑을 맺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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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패옥(佩玉)

왕·왕비의 법복(法服)이나, 문무백관의 조복과 제

복의 좌우에 늘이어 차는 옥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문무백관의 조복에 

1∼3품은 번청옥(燔靑玉)을 차고, 4∼9품은 번백옥

(燔白玉)을 찼으며, 제복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 왕

의 면복에는 백옥으로 패옥을 하고 패대(佩帶)를 늘어뜨렸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종·세종을 비롯하여 명나라로부터 사

여받은 면복에는 ‘훈색장화패대(纁色粧花佩帶)’가 있었다. 이 면복은 

영락예제(永樂禮制)의 친왕례를 따른 것이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

禮儀)』에서 보면 왕의 패옥은 위에 형(珩, 衡)이 겹쳐 있고, 가운데에

는 거(琚)와 우(瑀)가 있으며, 밑에는 쌍황(雙璜)이 있다.

쌍황 사이에는 충아(衝牙)가 있으며, 또 충아와 쌍황 사이에 쌍적

(雙滴)이 있는데, 모두 민옥(珉玉)으로 되었으며, 형 위에는 금구(金

龜)가 달려 있다고 하였다. 한말 고종황제 12장복의 패옥은 옥패가 

좌우에 하나씩 있었는데 옥패 하나에 옥형이 1개, 우가 1개, 거가 2

개, 충아가 1개, 황이 2개 있었으며, 우 밑에는 옥화(玉花)가 있었

다.

또 옥화 밑에는 또 옥적이 2개 달려 있는데 모두 운룡문을 새겨 묘

금(描金)하였다. 그리고 옥형 밑에는 5줄의 조(組)를 늘여 옥주(玉

珠)를 꿰었다. 그리하여 걸으면 충아와 두 옥적은 황과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었다. 또한, 옥패 위에는 금구 2개가 있고 6채(采)의 소수

(小綬) 2줄이 달려 있었다.

소수는 훈색 바탕에 황(黃)·백(白)·현(玄)·표(縹)·녹(綠)의 5색

사로 짠 것이었다.

12) 말(襪)

말(襪. 버선)은 백숙초(白熟綃)를 써서 겉과 안이 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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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리(履)

초기에는 제복(祭服)과 조복(朝服) 모두 검정색의 신

발(履)을 신었는데 조복용 신발은 중종대 이후에 흑화

(黑靴)로 바뀌었다. 국말까지 흑리(黑履)와 흑화(黑靴) 제도가 각각 

유지되었다.

6. 주현사직 찬실준뢰도설(州縣社稷饌實尊罍圖說)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주현사직찬실준뢰도(州縣社稷饌實尊

罍圖)에서 이르기를, 매 위(位)마다 변(籩) 4개는 왼쪽에 두 줄로 진

설하되, 오른쪽을 상으로 한다. 첫째 줄에는 형염(形鹽)을 앞에 놓고 

건조(乾棗)를 그 다음에 놓는다. 두(豆) 4개는 오른쪽에 두 줄로 진

설하되, 왼쪽을 상으로 한다.

첫째 줄에는 청저(靑菹)를 앞에 놓고 녹해(鹿醢)를 그 다음에 놓는

다. 

둘째 줄에는 근저(芹菹)를 앞에 놓고 어해(魚醢)를 그 다음에 놓는

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籩)과 두(豆)사이에 놓되, 보

(簠)를 왼쪽에 놓고 궤(簋)를 오른쪽에 놓는다. 보(簠)에는 도(稻)

와 양(粱)을 담되, 양(粱)을 도(稻) 앞에 놓으며, 궤(簋)에는 서(黍)

와 직(稷)을 담되, 직(稷)을 서(黍) 앞에 놓는다. 조(俎)가 1개인데 보

(簠)·궤(簋) 앞에 놓고, 시성(豕腥)을 담는다. 작(爵)이 3개인데 조

(俎)앞에 놓는다. 점(坫)이 있다. 상준(象尊)이 2개인데 하나는 현주

(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모두 작(勺)과 멱(冪)을 

얹어 놓는다. 신위(神位) 왼쪽의 북쪽 가까이에 남향하게 하고 동쪽

을 상(上)으로 한다.

수성사직찬실준뢰(壽城社稷饌實尊罍)는 주현사직제찬실준뢰

에 의거하나 현주와 청주를 사용하지 않고 청주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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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사직찬실준뢰도(壽城社稷饌實尊罍圖)

癸巳年 壽城社稷祭의 陳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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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성사직제의 식례편(式例篇)

식례(式例)란 이전부터 있었던 일정한 전례(前例), 또

는 법식(法式)과 예규(例規)를 말한다.

사직(社稷)에서는 식례(式例)라 하고, 종묘(宗廟)에서

는 서례(序例)라 한다. 이에 따라 수성사직제도 그법

식을 식례란 표현을 썼다.

1. 위판 제식(位版題式)

2. 변사(辨祀)

3. 시일(時日)

4. 축판(祝板)

5. 생뢰(牲牢)

6. 폐백(幣帛)

7. 제물(祭物)

8. 제기(祭器)

9. 재관(齋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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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성사직제의 식례편(式例篇)

식례(式例)란 이전부터 있었던 일정한 전례(前例), 또는 법식(法

式)과 예규(例規)를 말한다.

사직(社稷)에서는 식례(式例)라 하고, 종묘(宗廟)에서는 서례(序

例)라 한다. 이에 따라 수성사직제도 그법식을 식례란 표현을 썼다.

1. 위판 제식(位版題式)

1) 사단 위판 (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 죽은 사람의 혼

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겼음. 중국 주(周) 나라 이래로 단단한 밤나무로 만들어 검

은 옻칠을 하고 감실(龕室)에 안치하였으며, 빈소나 사당에 모셨음. 또는 단(壇)·묘

(廟)·원(院)·절 등에도 모시었음. ) 제식(社壇位版題式)

사단(社壇)의 정위(正位)는 수성사지신(壽城社之神)이고, 신위(神

位)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게 한다. 여기서 사(社)는 토지신을 뜻한

다. 주현사직(州縣社稷)은 배위(配位)가 없기 때문에 수성사직제에

도 배위가 없다.

2) 직단 위판 제식(稷壇位版題式)

직단(稷壇)의 정위(正位)는 수성직지신(壽城稷之神)이고, 신위(神

位)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게 한다. 여기서 직(稷)은 곡신(穀神)을 

뜻한다. 주현사직(州縣社稷)은 배위(配位)가 없다.

2. 변사(辨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은 1999년 노변동 407번지 일원에서 ‘동국여

지승람(1590)’ “1872년지방도”에 “사직단목관문십리(社稷壇目官門

十里)”등의 기록물에 의해 조선시대의 노변동 사직단을 발굴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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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였다. 이에 2006년 대구광역시는 시지정 기념물 16호로 지정하

였다.

수성문화원에서는 수성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수성구민의 안

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수성사직제를 봉행하기로 결정한 후 첫 수성

사직제 자문회의를 거쳐 제사의 명칭을 「 수성사직제」로 하고 매년 

3월 31일을 제사일로 정하였다. 과거 조선조의 국가의례를 참고했

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대사(大祀)·소사(小祀)·기고

(祈告) 등으로 나뉜다.『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는 대사(大祀)

에 기곡제(祈穀祭)도 있다. 섭행(攝行)할 경우는 소사(小祀)가 된다.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大祀祈穀攝行則爲小祀 )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에는 나라에서 지내는 대사(大祀)를 

“사직(社稷)·종묘(宗廟)이다.[社稷宗廟]”라 하였고, 성종조에 간행

된『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는 “사직(社稷)·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이다”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社稷宗廟永寧殿” )

라 하였다. 또 제사(祭祀)의 용어에 있어서도 “천신(天神)에게는 사

(祀)라 하고, 지기(地祇:지신)에게는 제(祭)라 하고, 인귀(人鬼)에게

는 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석전(釋奠)이다.” ( 『국조오

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凡祭祀之禮,天神曰祀,地祇曰祭,人鬼曰享,文宣王曰釋

奠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조(高宗朝)에 간행된 『대한예전(大韓禮

典)』「서례(序例)」에는 “환구(圜丘)·종묘(宗廟)·사직(社稷)”의 순으

로 바뀌었다. 그것은 1897년 10월 12일(음력 9월 17일) 고종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위의(威儀)를 갖추어 새로 조성된 환구단(圜丘壇)

에 나아가 친히 천지에 고제(告祭)를 올린 후 황제에 즉위하였다. 환

구단 제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잘 말해준다.

『增補文獻備考』 권54, 「禮考」, 圜丘

“帝王之事 首天地 次以宗廟·社稷 此古今通義也. 而原考「祀典」首

社稷 次宗廟 而天地日月星辰 附於風雲雷雨之下 其意 盖以爲自羅·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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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及國初 雖嘗或祀 丘·方澤 而厥典實未定也 今我皇上陛下 合祀天地 

誕應大號 建檀箕以來所未有之大業 而成祖宗未卒之遺志 凡諸儀文 法

古帝王 而尤於祭祀 致其敬愼 煌煌定典 揭如日月 則是編之序次 豈應

因舊以己哉 故自圜丘以下今悉依定典 改錄如左”

“제왕(帝王)의 제사에 천지(天地)를 첫째로 하고, 다음에 종묘(宗

廟)·사직(社稷)의 순서로 하였는데, 이것은 고금의 공통된 의식(儀

式)이다. 그런데, 원고(原考:東國文獻備考)의 「사전(祀典)」에는 사직

을 첫째로 하고 종묘를 다음으로 하고 천지(天地)·일월(日月)·성

신(星辰)은 풍운(風雲)·뇌우(雷雨)의 아래에 붙였는데, 그것은 아마 

신라·고려부터 국초에 이르기까지 비록 환구(圜丘)나 방택(方澤)에 

제사를 지낸 적은 있으나 그 법전은 사실상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 여겨진다. 지금 우리 황상 폐하(皇上陛下)께서는 천지(天地)에 

다 같이 제사하고, 대호(大號)를 이어받으시어, 단군(檀君)·기자(箕

子) 이후로 일찌기 없었던 대업(大業)을 세우시고 조종(祖宗)께서 끝

내지 못한 유지(遺志)를 성취하셨다. 무릇 모든 의문(儀文)은 옛 제

왕을 본받아 더욱 제사에 공경과 정성을 다하여 일월같이 밝게 빛나

는 정전(定典)을 게시하였으니, 이 책의 차례를 어찌 옛 인습(因習)

에만 젖었다 하리오. 그래서 환구(圜丘) 이하는 지금 모두 정전(定

典)에 의하여 왼쪽과 같이 고쳐 기록한다.” 

다시 말하자면 고종 황제의 환구단 제사는 고종께서 중국의 제후

국에 해당하는 조선의 국왕이 아닌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제천의례

(祭天儀禮)를 주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시일(時日)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觀象監前期三朔報禮曹啓聞散告中外攸

司隨職辨」 관상감에서 기일(期日)을 3개월 전에 예조(禮曹)에 알리

면 예조에서는 임금께 알리고 중앙과 지방에 일일이 알려, 제사 일

을 책임진 관청이 그 직책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祀有常日者仲春中秋上戊及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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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일정한 제사를 지내는데, 그 기일은 중춘(仲春:음력2월)·중

추(中秋:음력8월)의 첫 번째 무일(上戊日) 및 납일(臘日) ( 납일(臘日):

납(臘)은 접(接)과 같은 뜻으로 신·구년이 교접하는 즈음에 대제(大祭)를 올려 그 

공에 보답하는 것이다. )에 지낸다.

주현사직제(州縣社稷祭)는 납일(臘日)에는 지내지 않는다.

「祀無常日者祈告報祀」제사의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기고제(祈告祭)와 보사제(報祀祭)가 그러하다.

기고(祈告)는 국가에서 행하는 제사인 기도(祈禱)와 고유(告由)이

다. 기도는 수재(水災)·한재(旱災), 전쟁이나 여러 질역(疾疫)·충

황(虫蝗) 등의 재이(災異)가 나타나는 경우에 행하고, 고유는 봉책

(封冊)·관혼(冠婚) 등 나라의 큰일을 고하는 경우에 행하였는데, 사

직(社稷)과 종묘(宗廟)에서 행하였다. 이에 대한 의주(儀注)는 세종 

16년(1434) 7월에 최초로 정비되었다. 

㉠ 대체로 기고하고,<수한(水旱)·질역(疾疫)·충황(虫蝗)·전벌

(戰伐)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원이 절박하면 날을 점쳐서 가리지 않

는다. 봉책(封冊)·관혼(冠婚) 등 모든 국가의 큰 일에는 고유한다. 

대체로 묘를 보수할 때는 먼저 사유를 고하고 옮겨서 도로 모신다. 

산릉에 제사지내는 것도 이와 같다.>… ; 凡祈告<如水旱疾疫虫蝗

戰伐則祈 有祈進切不卜日 如封冊冠昏 凡國有大事則告 凡廟有

修補 則有先告事由 移返安 祭山陵同>… [국조오례의 서례 길례 

시일]

㉡ 영의정 김재로가 의견을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 재계조 

소사의 주(註)를 보건대, 모든 기고제(祈告祭)는 산재 2일에 치재 1

일로 해야 하며, 기고(祈告)할 시일이 급박할 경우에는 단지 하룻밤 

청재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급박하다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기고제를 말하는 것이요. 평상시 지내는 기고제의 상규는 

아닌 것입니다.…” 하였다. ; 領議政金在魯獻議曰…以五禮齋戒條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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祀註觀之 凡祈告祭 蓋散齋二日 致齋一日 而若祈告迫近 則只淸齋一

宿 此指迫近 不可少緩之祈告 非常時祈告祭之常規也… [영조실록 권

제67, 30장 앞쪽 ~ 뒤쪽, 영조 24년 5월 10일(계사)]

  이상의 전거를 참고로하여 수성사직제의 시일을 정했다.

2010년 3월 15일 수성사직제 봉행을 위한 첫 자문회의 (수성 문화

원장, 대구향교 전교, 경산향교 전교, 수성문화원 수성문화원향토문

화연구소장으로 구성)에서 제사일을 3월 31일에 수성사직제를 지내

기로 정하였다. 국가적 행사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월 31

일 후 적당한 날을 정하여 지내기로 정하였다. 다음의 과거기록을 

참고했다.

4. 축판(祝板)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祝板以松木爲之長一尺二寸廣八寸厚

六分用造禮器尺典校署預備 凡祈報報祀先告事由移還安祭祝詞則臨

時撰

축판(祝板)은 소나무로 만들되, 길이가 1척 2촌, 너비가 8촌, 두께

가 6푼으로 조례기척으로 그 규격에 따라 만든다. 전교서에서 미리 

준비한다.

기고제와 보사제 때에는 먼저 제사의 사유를 고하고 옮겨서 환안

(還安)하고 축사(祝詞)는 임시로 짓는다.

[참고] 축문식(祝文式)

제례나 상례 때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을 축문(祝文)이라 한다.

예서에 따르면, 의식에 쓰이는 글을 축문·축사(祝辭)·고사(告辭)

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축(祝)이라는 말로 

구별 없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축문만이 신에

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다. 축사는 신에게 드리는 글이 아니고 의식

을 행한 사람에게 드리는 글이며, 고사는 어떤 사실을 신에게 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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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이다. 축문은 신을 대상으로 행하는 의례 때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많은 의례 중에서도 상례와 제례에만 축문이 있다. 관례와 

혼례에는 고사와 축사만 있을 뿐이고, 축문은 없다. 축문의 일반적

인 서식을 소개하면, 먼저 축문을 올리게 되는 시간을 명시한다. 그 

형식은 왕조의 연호를 먼저 쓰고, 다음에 세차(歲次:간지)에 의하여 

정한 해의 차례를 쓰고, 다음에 월·일을 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왕조의 연호는 없기 때문에 세차부터 쓴다. 세

차와 월·일에는 모두 간지로 명시한다. 시간을 명시한 다음에는 축

문을 올리는 사람의 신분을 밝힌다. 벼슬이 있으면 먼저 관직을 쓰

고 이름을 쓴다. 

국사축(國社祝)에 이르기를, 

“덕(德)은 커서 만물을 싣고 있고, 공(功)은 높아 백성을 생존케 하

였습니다. 바라건대, 흠향하고 복록(福祿)으로 도와 주소서(德錐載

物功崇立民冀右享之茀綠來申)”라고 하였다.

후토축(后土祝)에 이르기를, 

“직책이 오로지 흙을 맡아 만물을 싣고 기릅니다. 정성껏 향사하

고 비오니 큰 복으로 도우소서(職專司土載育萬物是虔享祀介以景

福)” 라고 하였다.

국직축(國稷祝)에 이르기를,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하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백곡

(百穀)이 이루어졌습니다. 신(神)은 내려와 감림(監臨)하소서. 서직

(黍稷)이 향기롭습니다(食爲民天 百穀用成神基降監黍稷惟馨)”라고 

하였다.

후직축(后稷祝)에 이르기를,

“좋은 곡식 많이 파종하여 모든 백성을 고루 살게해 주시니,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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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향수(享需)를 돌아보시고 거듭 복된 곡식을 주소서(誕播嘉穀

群黎徧毓顧豫吉蠲申錫戩穀)”라고 하였다.

주현(州縣)사직축(社稷祝)에 이르기를,

“후한 덕으로 만물을 실어 우리 많은 백성에게 밥을 먹게 해줍니

다. 길이 도와주시고 정결한 제사에 흠향하소서(厚德載物立我蒸民

永言佑之庶歆精禋)” 라고 하였다.

이상의 주현사직축문 등을 참고해 수성사직제 축문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다.

壽城社稷祭 祝文

維檀君紀元四千三○○年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大邱廣域市壽城區廳長 ○○○ 

敢昭告于

大邱壽城社稷之神伏以厚德載物立我蒸民永言佑之

壽城區民平安祈願庶歆精禋謹以牲幣醴齊

粢盛庶品式陳明薦 尙

饗 

수성사직제축문

때는 

단군기원43○○년 간지○월○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은

대구수성사직신께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나니 두터운 덕성으로 만물을 키워주시어

우리가 이처럼 잘 살아가고 있사옵기에 길이길이 보전하여 갈 것을 다짐

하오며 수성구민의 평안을 기원드리오니

기쁨으로 제향을 받아주옵소서

수성사직제 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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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희생 폐백과 예제, 기장 피쌀과 여러가지

제수를 공경스럽게 차려놓고 밝게 올리오니 가상히 여기시고 

흠향하소서.

5. 생뢰(牲牢)

생뢰는 신명(神明)에게 제물(祭物)로 바치는 동물이다. 깨끗한 

소·양·돼지를 잡아 3개월 동안 우리에서 길러 제물로 바쳤는데, 

주(周)나라에서는 희생물의 생체를 섶더미 위에서 구워 그 연기를 

피워오르게 했다. 조선 초기에는 희생물을 가죽째 삶아 올렸는데, 

조선 시대 사직(社稷)에 친제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네 마리, 돼

지 네 마리를, 친제가 아닐 경우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네 마리, 기고(祈告)와 보사(報祀)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주현의 

사직(社稷)에는 돼지 한 마리를, 문선왕에게 왕세자가 석전할 때에

는 소·돼지 각각 한 마리를, 단군·기자·고려 시조에게는 각위에 

양·돼지 각각 한 마리를, 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

사(馬社)·마보(馬步)에게는 각각 돼지 한 마리를 희생(犧牲)으로 바

쳤다. 

㉠ 그러나 그 단당의 높고낮음과 유문의 안과 밖, 신주의 위차 존

비, 제물을 올리고 내리는 절차, 존작· 변두· 생뢰· 책축의 예식

등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고 추측할 뿐이이어서 다만 그 대략만을 

적은 것이다. ; 然其壇堂之高下 壝門之內外 次位之尊卑 陳設登

降之節 尊爵籩豆牲牢冊祝之禮 不可得而推也 但粗記其大略云

爾 [삼국사기 권제32, 1장 뒤쪽, 잡지 1 제사] 

㉡ 생뢰 상제와 배위에게는 푸른빛 송아지 각각 1두이고 5방신에게

는 각각 그 지역에 해당한 빛깔의 송아지를 쓴다. ; 牲牢 上帝及配

主用蒼犢各一 五方帝各用方色犢一 [고려사 권제59, 2장 앞쪽, 지예 

13] 

㉢ 예조에서 고전에 있는 행할 만한 기우의 사건을 올렸다. “1. 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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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평 원년에는 주군에 조칙을 내려 그 경내의 신에 대해서는…주

포로써 제사하고, 풍년이 든 뒤에는 각각 본질에 따라 생뢰로써 제

사하였습니다.” 하였다. ; 禮曹進古典祈雨可行事件 一後魏和平元年 

詔州郡於境內神…薦以酒脯 年登之後 各以本秩牲牢 [태종실록 권제

29, 43장 뒤쪽, 태종 15년 6월 16일(신사)]

그러나 수성사직제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뢰는 쓰지않았다.

6. 폐백(幣帛)

제사 때 희생(犧牲)과 공물(供物)과 폐백(幣帛)을 바치는 뜻은 신

명(神明)과 교감(交感)하여 하늘의 뜻에 어그러지지 않고 화기(和氣)

를 불러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데 있었다. 가뭄이나 흉년에 명산대천

에 지내는 제사나 혹은 종묘사직, 사당에 제사를 지낼 때 생폐의 예

를 극진히 했던 것은 이같은 데서 연유했으나 점차 형식에 흐르면서 

경계되기도 하였다. 신명에게 예를 올리는 폐백은 중국의 경우는 옥

(玉)과 비단으로 사용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포(苧布)를 사

용하였다.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의하면 폐백(幣帛)의 길이는 1장 

8척이며 자(尺)는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했다.

또 각 신명에 따라 빛깔을 달리하여 사직(社稷)은 흑색 저포(苧

布), 종묘(宗廟)는 백색 저포(苧布), 선농(先農)은 청색 저포(苧布), 

선잠(先蠶)은 흑색 저포(苧布)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전거에 따라 수성사직제에도 저포를 사용했다.

7. 제물(祭物)

국조오례의에는 주현사직제의 제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4변(籩)

율황(栗黃) : 광택 나는 생밤(1升5合)

건조(乾棗) : 마른 대추(1升5合)

녹포(鹿脯) : 사슴고기 포(1升5條)(쇠고기 육포로 대용)

형염(形鹽) : 소금(1升5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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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두(豆)

녹해(鹿醢) : 사슴고기(생 소고기로 대용:3Kg)절임

어해(魚醢) : 물고기(조기로 대용:2尾) 

청저(菁菹) ; 무절임(무를 잘라 진설)

근저(芹菹) : 미나리절임(미나리 줄기를 잘라 묶어서 진설)

3) 2보(簠)

도(稻) : 벼(1升5合)

양(粱) : 찹살(1升5合)

4) 2궤(簋)

서(黍) : 수수(1升5合)

직(稷) : 메수수(1升5合)

5) 1조(俎)

시성(豕腥) : 돼지날고기(1匣)

 예제(醴齊) : 초헌(初獻)의 예제(醴齊)는 예주(醴酒) 또는 갑주(甲

酒)라 하기도 한다. [成而滓什相將上下一體也 甘酒一宿熟]로 단술

이 하루밤 동안 지나서 잘 익으면 술찌기와 익은 쌀알이 잘 섞여서 

둥둥 뜨는 술로서 초헌관인 즉 제주(祭主)가 처음 잔을 드릴때 쓴다. 

 앙제(盎齊) : 아헌(亞獻)의 앙제(盎齊)는 일명 백차주(白醝酒)로 

[蒼竹葉淸宜城九 醞 成而翁然葱白色]라고 하여, 쌀을 쩌서 누룩과 

잘 버무려 밑술을 담가 잘익힌 다음 머귀 및 대나무잎을 넣어 찹

쌀을 쩌서 누룩과 버무려 덧술을 아홉 번을 반복하여 담가 익히면 

엷은 백색의 텁텁한 술이 된다. 이를아헌관, 즉 두 번째 잔을 드릴 

때 쓴다.

 청주(淸酒) : 종헌(終獻)의 청주(淸酒)는 [冬釀接夏而成過夏酒]로 

겨울에담근 술이 여름 하지(夏至)를 지나야 완전히 익는다 하여 과

하주라 한다. 이 맑은 술을 종헌관(終獻官) 즉 세 번째 잔을 드릴 

때 쓴다. 

이상의 전거를 참고하여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에는 각위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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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籩), 4두(豆), 2보(簠), 2궤(簋), 1조(俎) 등에 제물을 진설하고, 3

작(爵)을 헌작(獻爵)한다. 술은 청주만을 사용하였다.

8. 제기(祭器)

사직대제는 종묘제례와 더불어 국가제례 가운데 가장 격식이 높은 

대사(大祀)에 속하는 제사이므로 제례절차는 물론 제기(祭器)나 진

설되는 제수(祭需)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정성과 격식을 갖춘다. 『국

조오례의』「제기도설(祭器圖說」에 있는 제기(祭器)는 모두 39종으로 

그것은 변(籩)·두(豆)·보(簠)·궤(簋)·등(鐙)·형(鉶)·조(俎)·

비(篚)·찬(瓚)·찬반(瓚盤)·작(爵)·점(坫)·멱(冪)·계이(鷄彛)· 

조이(鳥彛)·가이(斝彛)·황이(黃彛)·희준(犧尊)·상준(象尊)·

착준(著尊)·호준(壺尊)·대준(大尊)·산뢰(山罍)·용작(龍勺)·세

뢰(洗罍)·세(洗)·우정(牛鼎)·양정(羊鼎)·시정(豕鼎)·부(釜)·

확(鑊)·비(匕)·난도(鸞刀)·궤(几)·의(扆) ·연(筵)·준(尊)·잔

(盞)·탁(卓)이다. 이 가운데는 종묘와 사직(社稷)에 별도로 쓰는 제

기(祭器)가 있고, 속제(俗祭)에 쓰는 제기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준(大尊)과 착준(著尊)은 사직대제에만 쓰는 제기(祭器)이고, 의

(扆)·연(筵)·준(尊)·잔(盞)·탁(卓)은 속제(俗祭)에만 쓰는 제기이

다.

사직대제 때 제물(祭物)을 담는 그릇으로 쓰이는 제기(祭器)는 매 

위(位)마다 35종이지만, 여기에 4위(位) 전체의 제기(祭器)의 형태도 

천·지·인 삼재(三才)로 분류하고, 궤(簋)와 같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였고, 보(簠)와 같이 네모진 것은 땅을 상징하였으며, 작(爵)

이나 향로같이 다리가 셋 달린 것은 사람을 상징한 것이다. 준(尊)

에 있어서도 대준(大尊)은 『주례도(周禮圖)』에 “추향(追享:大禘祭)·

조향(朝享:大祫祭)·조천(朝踐)에는 두 개의 대준(大尊)을 사용하는

데, 이는 태고(太古)의 준(尊)이다”라 하였고, 『예기(禮記)』에는 “태

준(泰尊)은 우(虞)나라 순임금의 준(尊)이다”고 하였다. 착준(著尊)

은 『예서(禮書)』에서 “양기(陽氣)가 내려와서 땅에 부착된 것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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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왕(先王)께서 착준과 호준을 가을 제

사와 겨울 제사에 사용했던 것이다”고 하였다. 산뢰(山罍)는 『예서

(禮書)』에서 “준(尊)에 산과 구름의 모양을 새겨 넣은 것인데, 뇌(罍)

라는 것은 구름과 우레의 넓은 혜택이 마치 임금의 덕이 모든 신하

에게 미치는 것과 같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산뢰는 하(夏)나라 우왕

(禹王)의 준(尊)이다”고 하였다. 상준(象尊)은 『예서(禮書)』에서 “주

(周)나라의 준(尊)이다. 코끼리는 큰 짐승으로 남월(南越)에서 생산

되니, 이러한 이유로 선왕(先王)께서 상준을 봄 제사와 여름 제사에 

사용 했던 것이다”고 하였다. 

대제(大祭)에는 각위(位)마다 제기(祭器)를 12변(籩), 12두(豆), 3형

(鉶),  2보(簠), 2궤(簋), 6조(俎), 3작(爵), 1비(篚)를 사용한다.

기고제(祈告祭)에는 각위(位)마다 제기(祭器)를 2변(籩), 2두(豆), 2

보(簠), 2궤(簋), 1조(俎), 1작(爵), 1비(篚)를 사용한다.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에는 이상의 전거를 참고하고 주현사직제

에 맞추어 각위마다 4변(籩), 4두(豆), 2보(簠), 2궤(簋), 1조(俎), 3

작(爵), 1비(篚)를 사용다.

9. 재관(齋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제사를 담당한 본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사자가 불참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관원

으로 보충한다.

헌관, 진폐작주관, 전폐작주관, 천조관, 예의사, 집례 등의 집사자

들을 모두 미리 정한다. 집례와 대축은 모두 문관으로 한다. (凡以本

官行事執事者有故則以他官充 獻官進幣爵酒官奠幣爵酒官薦俎禮儀

使執禮皆有預差 執禮大祝並文官)

초헌관(初獻官) : 사직제(社稷祭)에서 삼헌(三獻)을 할 때 처음으로 

폐백(幣帛)과 작(爵)을 신위에 올리는 제관을 말한다. 사직대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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稷大祭)시 친제(親祭)에는 국왕이 초헌관이 되고, 섭사(攝祀)에는 

정1품인 영의정이 초헌관이 된다. 주현사직제(州縣社稷祭)는 『국

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본읍수령(本邑守令)이 삼헌례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성사직제(壽城 社稷祭)에는 지방자치정신에 

따라 수성구청장을 초헌관으로 삼았다.

  

아헌관(亞獻官) : 신위에 두 번째 작(爵)을 올리는 제관을 말한다.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에는 지방자치정신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

장을 아헌관으로 삼았다. 

종헌관(終獻官) : 신위에 마지막 작(爵)을 올리는 제관을 말한다.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수성문화원장을 종

헌관으로 삼았다.

집례(執禮) : 제사(祭祀) 등의 의식에서 홀기(笏記)를 읽어 행례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사관(典祀官) : 제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덕

망(德望)있는 유림(儒林)에서 선정된다. 종묘(宗廟)·사직(社稷) 

등의 큰 제사가 있을 때에 각종 제기를 설치하고, 작세위 배치, 제

사 직전 단사(壇司)와 함께 찬구(饌具)를 담아 놓는다. 제사 후 예

찬(禮饌)을 거두는 일을 담당한다.

집사자(執事者) : 제사 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제관(祭官)인 

대축(大祝)·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 등을 집사자(執

事者) 또는 제집사(諸執事)라고 한다.

대축(大祝) : 제사 때에 축문을 읽는 제관을 말한다. 덕망(德望)있

는 유림(儒林)에서 선정된다. 주현사직제(州縣社稷祭)는 본읍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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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邑學生)이 된다.

찬자(贊者) : 제사 때에 집례(執禮)가 읽는 홀기를 전창(傳唱)하는 

제관이다.

알자(謁者) :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에서는 초헌관(初獻官)을 인

도하는 제관이다. 대제(大祭) 때 종헌관(終獻官)·진폐작주관(進幣

爵酒官)·전폐작주관(奠幣爵酒官)·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는 제

관이다.

찬인(贊引) :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에서는 아헌관(亞獻官)·종헌

관(終獻官) 및 모든 집사자(執事者)를 인도하는 제관이다. 대제(大

祭) 때 감찰(監察) 및 모든 집사자(執事者)를 인도하는제관이다.

집준(執尊) : 집준자는 초헌관(初獻官)이 준소(尊所)에 이르면 진

폐작주관(進幣爵酒官)이 예제(醴齊)를 따를 때 멱(羃)을 들어주고, 

아헌관·종헌관이 술을 올릴때에는 직접 멱(羃)을 들고 술을 따르

는 역할을 담당한다. 

집뢰(執罍) : 집뢰자(執罍者)는 술을 담는 제기(祭器)인 산뢰(山罍)

를 담당하는 제관을 말하는데, 제사 때 술잔을 받들고 술을 받아 

헌관에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집비(執篚) : 폐백(幣帛) 광주리를 받드는 제관이다.

집멱자(執冪者) : 준(尊)을 덮는 덮개의 일종인 멱(羃)을 잡는 임무

를 담당한다.

진설(陳設) : 제사상에 제수(祭需)를 법식에 따라 차리는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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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이상의 집례로부터 진설에 이르는 제관은 모두 대구향교의 전례연

구원 구성원들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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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의 
실제절차(節次)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의 절차는 앞서의 각종 문헌

을 참조하고 당시와 달라진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절

차를 시행했다. 절차는 최대한 전통방식을 쫓았으나 

이 시대에 사직제가 축제문화적 요소를 중시하지않을 

수 없고 현실적 조건에 따르지않을 수 없는 상황에 

맞추어 시행했다. 

1. 제사의 절차

2. 제관(祭官)이 알아야 할 일

3. 재관(齋官)의 제복(祭服)

4. 제기(祭器)와 제수(祭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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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의 
실제절차(節次)

1. 제사(祭祀)의 절차

수성사직제(壽城社稷祭)의 절차는 앞서의 각종 문헌을 참조하고 

당시와 달라진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절차를 시행했다. 절차는 최대

한 전통방식을 쫓았으나 이 시대에 사직제가 축제문화적 요소를 중

시하지않을 수 없고 현실적 조건에 따르지않을 수 없는 상황에 맞추

어 시행했다. 제사의 전체 절차는 크게, 준비 과정·본 과정·마무

리 과정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준비 과정에는 시일(時

日)·재계(齋戒)·제물(祭物)의 진설, 제사에 쓸 희생(犧牲)과 찬구

(饌具) 점검 등의 절차가 있고, 본 과정은 신(神)을 맞이하는 의식인 

영신(迎神)으로부터 제사를 마치고 신(神)을 전송하는 의식인 송신

(送神)까지가 본 과정에 속하고, 마무리 과정으로는 신실(神室)에서 

받들어 모셔왔던 신위판(神位版)을 제자리에 모셔 놓는 납주(納主)

의 절차와 제기(祭器) 갈무리 등이 이에 속한다. 

1) 준비 과정

ㅇ시일(時日)

ㅇ재계(齋戒)

수성사직제에 참여하는 제관들은 산재(散齋)3일, 치재(致齋) 2일

로, 5일 동안 각 가정 또는 근무지에서 재계(齋戒)한다.

(1)  산재(散齋) : 신변의 외적인 것을 삼가는 일로, 목욕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 재계(齋戒)하는 처소(處所)에서 숙식(宿食)

하되, 술과 향신료를 먹지아니하며, 문병(問病)과 조문(弔問)을 

삼가며, 가무(歌舞)나 혐오(嫌惡)스러운 일들을 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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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재(致齋) : 내적인 일을 삼가는 일로, 마음을 오직 제례(祭

禮)에  전심(專心)하며, 근신(謹愼)한다.

제사 지내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음식과 행동을 삼가며 부정을 피

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에는 산재(散齋)와 치재(致齋)의 구분이 있

는데 산재(散齋)는 그 행동을 근신하는 것이고, 치재(致齋)는 그 마

음을 전일(專一)하는 것이다.『예기(禮記)』「제통(祭統)」에서는 재계하

는 의의를 정명(精明)한 덕을 이루어 신명(神明)과 접하는 데에 있다

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특정한 기간, 특정한 장소에서 행동을 삼가

는 일도 있다. 제사를 드릴 때 재계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신

(神)과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예기(禮記)』「교특

생(郊特牲)」에서는 제사 드리고자 하는 대상 신(神)을 보기 위하여 

재계(齋戒)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군자는 3일 동안 재

계를 하면 반드시 제사 드리고자 하는 대상 신(神)을 볼 수 있다(故

君子三日齋,必見其所祭者)”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재계(齋戒)에 앞서 제사 7일전에 행

사할 집사관(執事官) 및 배제(陪祭 : 제사를 모시는 제관)하는 종친

과 문무백 관들이 모두 공복(公服)을 입고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금지된 사항을 경계 받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서문(誓

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 상무일(上戊日)에 [납제(臘祭)이면, 

‘모월(某月)  모일(某日) 납(臘)이라’한다.] 전하께서 사직(社稷)에 제

사를 올리시니, 무릇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과 배제(陪祭)하

는 종친(宗親)이나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은 술을 함부로 먹지 말고 

[不縱酒 영조 병인년(丙寅年)에 종(縱) 자를 고쳐 음(飮)으로 하도록 

명하였다.] 훈채(葷菜 : 파·부추·마늘 등)를 먹지 말고 조상(弔喪)

과 문병(問病)을 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고, 형벌(刑罰)을 행하지 

말고, 형살(刑殺)의 문서에 판서(判署)하지 말고, 더러운 일에 참여

하지 말고, 각기 그 직무(職務)를 잘 보도록 하라. 혹시 위반하는 일

이 있으면 나라에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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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사할 집사관(執事官) 및 배제(陪祭)하는 종친과 문무백관

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재계(齋戒)를 하

는데, 산재(散齋)하기를 4일 동안 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

(致齋)하기를 3일 동안 하되 2일은 본사(本司)에서 하고, 1일은 제사

지내는 곳(祭所)에서 한다. 

◦진설(陳設)                          

제사 1일 전에 유사(有司:문화원 사무국장)는 사직단 안팎을 청소

하고, 모든 제관(祭官)의 위차(位次)를 수성사직단도(壽城社稷壇圖)

에 의거 설치한다. 찬만(饌幔)은 서문 밖 지형(地形)의 편의에 따라 

설치한다. 헌관(獻官) 및 제집사(諸執事)의 의관정제(衣冠整齊) 막차

(幕次:휘장을 두런 임시 막사)를 동문 밖 지형의 편의에 따라 설치한

다.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수성사

(壽城社)·수성직(壽城稷)의 신좌(神座)를 각각 단상(壇上)의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자리는 왕골자리[莞蓆]로 한다.

찬자(贊者)는 헌관위(獻官位)을 북문 안 길 서쪽에 남향으로 설치

하고, 음복위(飮福位)는 단상(壇上) 북쪽 계단의 동쪽에 남향으로 설

치한다. 제집사(諸執事)의 위치는 서문 안 길 북쪽에 동향으로 하고 

남쪽이 상위(上位)로 한다.

찬자(贊者)와 알자(謁者)의 자리는 제집사(諸執事)의 동북쪽에 설

치하되, 모두 동향으로 하고 남쪽을 상위로 한다. 헌관(獻官)이하 문

외위(門外位)는 서문 밖 길 북쪽에 설치하되,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행렬을 거듭하여 남향하고 동쪽을 상위로 한다.

망료예위(望燎瘞位)는 예감(瘞坎)의 남쪽에 설치하되 헌관(獻官)

은 남쪽에서 북향하게하고, 축(祝)과 찬자(贊者)는 서쪽에서 동향하

게 하고 북쪽을 상위로 한다.(수성사직단도에 표시)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장찬자(掌饌者)는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

가서 축판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 놓는다〔받임대가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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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幣篚)를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盒)과 촛

대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를 국조오례의서례 격식대로 진설한다. 복주작

(福酒爵 :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과 조육조(胙肉俎) 각 한 개씩을 준

소(尊所)에 설치한다.

세위(洗位)는 단하(壇下)의 서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관세위

(盥洗位)는 서쪽에 작세위(爵洗位)는 동쪽에 설치한다.〕

뇌(罍)는 작(勺)을 올려서 세위(洗位)의 서쪽에 놓고, 비(篚)는 세

위(洗位)의 동북쪽에 두되 수건과 작(爵)을 담는다.

집사자(執事者)의 관세위는 헌관 세위(洗位)의 서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해야 하나 제단하(祭壇下)가 협소(狹小)하여 집사자(執事者)의 

관세위는 헌관의 관세위를 사용토록 하였다. 집준자(執尊者)·집뢰

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멱자(執冪者)의 자리는 준(尊)·뇌

(罍)·비(篚)·멱(冪)의 뒤에 설치한다.

2) 행례 절차

제사의 본 행사는 영신(迎神)·전폐(奠幣)·작헌(酌獻)·음복(飮

福)·송신(送神)의 차례로 진행된다. 또 대개의 제사는 송신이 끝난

후 망료예(望燎瘞)를 행한다. 국조오례의의 주현사직제 의식절차에 

의거 다음 순서와 같이 행한다.

1.  영신례(迎神禮) : 신(神)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제관(祭官)이 제

단(祭壇)을 향해 국궁 사배한다.

2. 전폐례(奠幣禮) : 신(神)을 모시기 위해 세 번에 나누어 향(香)

을 피운다. 사직(社稷)은 종묘와 달리 자연신(自然神)이기 때

문에 신관(晨祼) 의식이 없다. 신을 맞이하고 예폐(禮幣)를                       

올린다.

3.  진찬례(進饌禮) : 각 위(位) 신위가 모셔진 제상에 익힌 제물을 

올 린다. [주현사직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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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헌례(初獻禮) : 신(神)에게 첫 번째로 작(爵)을 올리고 나면 축

관(祝官)이 제사의 연유를 고(告)하는 축문을 읽는다.

5,  아헌례(亞獻禮) : 신(神)에게 두 번째 작(爵)을 올리는 예로서 절

차는 초헌과 같으나 축문(祝文)을 읽는 절차만 없다.

6.  종헌례(終獻禮) : 신(神)에게 마지막 작(爵)을 올리는 예로서 절

차는 아헌과 같다.

7.  음복례(飮福禮) : 제사에 쓰인 술과 음식을 먹어 신(神)께서 주

는 복을 받는 예이다.

8.  철변두(撤籩豆) : 제사에 쓰인 제물(祭物)을 거두어 들이는 예이

지만 변두(籩豆)를 조금씩 옮겨 놓는다.

9.  송신례(送神禮) : 신(神)을 보내드리는 예로 영신(迎神)과 같이 

모든 제관(祭官)이 제단(祭壇)을 향해 국궁 사배한다.

10.  망료예(望燎瘞) :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서 제례에 쓰인 축문(祝

文)과 폐백(幣帛)을 불태우고 묻는 예이다.

  

2. 제관(祭官)이 알아야 할 일

집홀법(執笏法)

집홀법은 홀 잡는법을 말 하는 것으로, 제례복을 착용하게 되면 반

드시 홀(笏)을 잡아야 한다. 위치는 배꼽에서 45˚각도로 오른손으

로 잡고 왼손으로 감싼다.

진홀법(搢笏法

진홀법은 홀을 꽂는 법으로 오른손으로 잡은 홀을 왼쪽 가슴의 홀주

머니 넣는다. 헌관(獻官) 및 집사(執事)는 집례의 창홀(唱笏)에 따라 

홀(笏)을 꽂고 홀(笏)을 잡는다. 그러나 모든 집사(執事)는 각자 봉무

(奉務) 위치에 서면 의식(儀式)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홀(笏)

을 꽂는다. 다만 봉무를 마치고 구복배위(俱復拜位)할 때는 반드시 

홀(笏)을 잡는다.

국궁(鞠躬)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힘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의 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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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次)가 있을 때나 혹은 의례(儀禮)에서 사배례(四拜禮)의 예비 동

작으로 반드시 국궁(鞠躬)의 절차가 있었다.

[用例]

예조에서 상서하기를,…또 아뢰기를, “대조회에 전하께서 출입할 때 

통찬이 ‘국궁·평신하라.’고 창하는데, 지금 이후로는 매 아일과 모

든 조회에도 또한 이 예를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 禮曹上書…又啓 大朝會 殿下出入 通贊喝鞠躬平身 今

後每衙日及凡朝會 亦依此例 並從之 [태종실록 권제26, 36장 앞

쪽 ~ 뒤쪽, 태종 13년 11월 4일(경진)]

부복(俯伏)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양손은 어께 너비로 하여 여덥팔자로 땅을 집고 

팔을 쭉 편 자세로 머리는 다소곳이 숙인 자세.

사배법(四拜法)

국궁자세에서 창홀에 따라 배(拜)하면 팔을 굽히면서 머리와 상체를 

주먹하나 떨어질 정도까지 서서히 숙인다. 반대로 흥(興)하면 서서

히 두 팔을 펴 상체를 일으킨다.

보행법(步行法)

헌관(獻官) 및 집사(執事)는 홀(笏)을 잡고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 머

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보폭은 반보로 하며 앞사람과 거리는 1미터

를 기준하여 단정하게 보행한다.

관세법(盥洗法 : 손 씻는 법)

제향에 임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 손에 물을 조금 

적신 후 수건에 물기를 닦는다.

승강계법(升降階法)

계단(階段)을 올라갈 때는 오른발을 먼져 올려딛고 왼발을 합치고, 

내려올 때는 왼발을 내려 딛고 오른발을 합친다. 이를 반복하여 계

단을 오르 내리는 것을 연보합보(連步合步)라 한다.

궤법(跪法)

무릎을 꿇고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고개는 다소곳이 숙이고, 양손

을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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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헌관(獻官: 初獻官·亞獻官·終獻官)은 의식(儀式)시 반드시 북계

(北階)로 오르내리고, 감제관(監祭官)·대축관(大祝官)·우전관(右

奠官)·내봉관(內奉官)은 서계(西階)로 오르내린다. 다만 천조례(薦

俎禮)를 행할 때에는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천조관(薦俎官)과 봉

조관(捧俎官)은 북계(北階)로 올라가고, 후토(后土)·후직(后稷)의 

천조관(薦俎官)과 봉조관(捧俎官)은 서계(西階)로 올라간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반드시 서계(西階)로만 내려간다.

3. 재관(齋官)의 제복(祭服)

재관(齋官)의 제복(祭服)은 수성사직(壽城社稷)에 제사를 지낼 때 

헌관(獻官) 및 제집사(諸執事)가 착용하는 제복(祭服)을 말한다. 제

복은 조복(朝服)과 대략 같으나 품수(品數)에 따라 각각 다르며, 조

복에는 방심곡령(方心曲領)이 한 가지 더 추가되고 있다. 제복의 구

성은 양관(梁冠;초헌관 5량관,아헌관 4량관,종헌관 4량관,집사 3량

관,대축 3량관,제집사 2량관)·흑초의(黑綃衣)·적초상(赤綃裳)· 

백초중단(白綃中單)·폐슬(蔽膝)·혁대(革帶)·대대(大帶)·패옥(佩

玉)·수(綬)·말(襪)·혜(鞋)·홀(笏) 로 이루어진다.

4. 제기(祭器)와 제수(祭需)

1) 제기(祭器)

제기는 4변(籩), 4두(豆), 2보(簠), 2궤(簋), 1조(俎), 3작(爵), 1비

(篚)를 사용다.

2) 제수(祭需)

각위(位)마다 4변(籩), 4두(豆), 2보(簠), 2궤(簋), 1조(俎)에 제물

을 진설하고, 3작(爵)을 헌작(獻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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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삿날 9時 장찬자(掌饌者)는 들어가 찬구(饌具)를 차

린 뒤 물러나 막차(幕次)로 나아가 제복을 입고 올라

가서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신좌(神座에)에 

설치한다. 

제5장. 수성사직제(壽盛社稷祭) 봉행(奉行)

1. 시일(時日)

2. 재계(齋戒)

3. 진설(陳設)

4. 성생기(省牲器)

5. 행례(行禮)

6. 수성사직제 홀기(壽城社稷祭笏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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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성사직제(壽盛社稷祭) 봉행(奉行)

1. 시일(時日) 

수성사직제 봉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삿날을 정한다.

  

2. 재계(齋戒)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정해진 제관은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이를 

지킨다.

[재계서약(齋戒誓約)]

우리들은 癸巳年 壽城社稷祭에 祭官으로 臨함에 있어 齋戒에 飮酒

를 하지 아니하며, 問病이나 弔喪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

며, 行刑하거나 그 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며, 不淨한 일에 관여하

지 아니하며, 오직 맡은 所任에만 專心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기 2013년  월  일  

3. 진설(陳設)

4. 성생기(省牲器: 제사에 쓰는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일)

제사 1일 전 13時 유사(有司)는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제기제구의 세척상태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제사 1일 전에 장생령(掌牲令)이, 지방에는 

유사(有司)가 희생(犧牲)을 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 면 미시(未

時:13時~15時)후 3각(刻:오후 2시경)에 전사관(典祀官)이, 지방에

는 유사(有司)가 그 소속을 그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한다. 알

자(謁者)가 헌관을 인도하는데, 모두 상복(常服)차림으로 희생(犧牲)

이 충실한가를 살펴본 다음 주방(廚房)으로 나아가 찬구(饌具)의 세

척 상태를 살펴보고 나서 제소(祭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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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申時:15時∼17時) 후에 전사관이, 지방에서는 장찬자(掌饌者)

가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鑾刀)로 희생을 잡는다.〕 

※수성사직제에서는 성생기(省牲器)를 행하지 않는다. 희생을 허

가된 장소 외에서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으로 희생(犧

牲)을 대신하여 시장에서 구입하여 제사상에 바친다.

5. 행례(行禮)

제삿날 9時 장찬자(掌饌者)는 들어가 찬구(饌具)를 차린 뒤 물러나 

막차(幕次)로 나아가 제복을 입고 올라가서 사직(社稷)의 신위판(神

位版)을 신좌(神座에)에 설치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제삿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즉 

3경(更) 3점(點)이며 행사는 축시(丑時)1각(刻)에 한다.〕 

10時, 헌관(獻官)과 제집사(諸執事)는 각각 해당제복을 입는다. 

祭禮行事는 11時에 시작한다. 집례자(執禮者)가 집사분정판(執事

分定版)의 제집사(諸執事)의 이름을 창방(唱榜)한다.

알자(謁者)는 초헌관(初獻官)을 모시고 쪽계단으로 올라 진설한 것

을 점시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와 알자(謁者)는 먼저 단(壇)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 

남향으로 서되 동쪽을 상위로 한다. 4배(四拜)를 한 다음 각자의 자

리로 나간다. 

알자(謁者)는 헌관(獻官)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서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贊引)은 축(祝)과 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단(壇)북

쪽 배위(拜位)로 나아가 남향하고 동쪽을 상위로 하여 선다.

찬자(贊者)가 “4배(四拜)”라고 하면, 축(祝)이하 모두 “4배(四拜)를 한

다. 마치면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손을 씻고 닦은 다음 각자의 자리

로 나아간다. [제집사(諸執事)의 승강(昇降)은 서계(西階)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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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사(諸執事)는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작(爵)을 씻고, 닦은 

다음, 비(篚)에 담아 받들고 준소(尊所)로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

다.

알자(謁者)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謁

者)는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음’을 아뢰고 

행사(行事)하기를 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찬자(贊者)가 “모혈(毛血)을 묻으시

오”하면 축(祝)이 모혈을 예감(瘞坎)에 묻는다. 수성사직제(壽城社

稷祭)에서는 성생기(省牲器)를 행하지 않기에 이 부분도 행하지 않

는다〕

찬자(贊者)가 “4배(四拜)”라고 하면 헌관 이하 제위자 모두 4배

(四拜)를 한다. 찬자(贊者)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시오”라고 하

면, 알자(謁者)는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남향으

로 서서 홀(笏)을 제복 홀주머니에 꽂게 한다. 헌관이 손을 씻고 닦

고 나면 홀(笏)을 잡게 하고, 인도하여 단(壇)으로 나아가 북계로 올

라가서 수성사신(壽城社神)의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남향으로 

선 다음 꿇어 앉아 홀(笏)을 꽂게 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합(香盒)을 

받들고, 1인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알자(謁者)는 

세 번에 나누어 향(香)을 올리는 것을 돕는다. 집사자(諸執事)는 향

로(香爐)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백(幣帛)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폐백(幣帛)을 받들어 

헌폐(獻幣)하고,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린다. 

향합(香盒)과 폐백(幣帛)을 주는 자는 헌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

(香爐)와 폐백(幣帛)을 드리는 자는 헌관 왼쪽에 있다. 작(爵)을 주

고 드리는 자도 이와 같다.

알자(謁者)는 헌관이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남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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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바로하게 하고, 인도하여 수성직신(壽城稷神)의 신위(神位) 앞

으로 나아가 향(香)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는 절차는 모두 위에서 행한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시오”라고 하면, 알자(謁者)

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 올라가서 준소(尊所)로 나아가 동향으

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멱(冪)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執事

者) 2인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謁者)는 헌관을 인도하여 

수성사신(壽城社神)의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남향으로 선 다음 

꿇어 앉아 홀(笏)을 꽂게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꿇어 앉아 작(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爵)을 받들어 ‘헌작(獻爵)’을 하고, 작(爵)

을 집사자(執事者)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린다. 알자는 헌관이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수성직신(壽

城稷神)의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남향으로 선 다음 꿇어 앉아 홀

(笏)을 꽂게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꿇어 앉아 작(爵)을 헌관에게 주

면 헌관은 작(爵)을 받들어 ‘헌작(獻爵)’을 하는데, 작(爵)을 집사자

(執事者)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린다. 알자는 헌관을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독축위(讀祝位)로 나아

가 남향하여 꿇어 앉게 한다. 대축(大祝)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서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알자(謁

者)는 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남을 도와 몸을 바로 하게하고, 인

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시오”라고 하면, 찬인(贊引)

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모두 초헌례(初獻禮)의 의

식과 같이 한다. 다만 독축(讀祝)은 하지 아니 한다. 마치면, 인도하

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시오”라고 하면, 찬인(贊引)

은 종아헌관 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모두 아헌례(亞獻禮)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

자(贊者)가 “음복수조(飮福受胙)를 행하시오” 라고 하면, 집사자(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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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者)는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작(爵)에 복주(福酒)을 따르고, 다른 

집사자는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 사직(社稷) 신위 앞의 조육(胙肉)

을 덜어 온다. 알자(謁者)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 올라가서 음

복위(飮福位)로 나아가 남향으로 선 다음 꿇어 앉아 홀(笏)을 꽂게 

한다. 집사자(執事者)는 초헌관의 오른 쪽으로 나아가 동향으로 작

(爵)을 헌관에 주면 초헌관은 작(爵)을 받아 마신다. 집사자는 빈 작

(爵)을 받아서 점(坫)에 도로 놓는다. 집사자(執事者)가 동향으로 꿇

어앉아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조(俎)를 받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조(俎)을 받아 북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 간다. 

알자(謁者)는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게 하

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헌관(獻官)만 사배(四拜)를 

한다. 찬자(贊者)가 “변두(籩豆)를 거두라”라고 하면, 대축(大祝)이 

앞으로 나아가 변두를 거둔다,〔거둔다는 것은 변두를 각 1개씩 조금 

옮겨 놓는다〕 찬자(贊者)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참석한 사람 모

두 사배(四拜)를 한다. 찬자(贊者)가 “망료예(望燎瘞)”라고 하면, 알

자(謁者)는 헌관을 인도하여 망료 예위(望燎瘞位)로 나아가서 북향

으로 선다. 찬자(贊者)는 망료예위(望燎瘞位)로 나아 가 동향하여 선

다. 대축(大祝)은 광주리에 축문(祝文)과 폐(幣)를 받들고 서쪽 계단

으로 내려가 망료예위(望燎瘞位)에 동향으로 선다. 

찬자(贊者)가 “가료(可燎)”하면 대축(大祝)은 축문(祝文)과 폐(幣)

를 예감(瘞坎)에서 불태우고 반쯤 묻고, 헌관과 대축은 제자리로 돌

아간다. 알자(謁者)는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필(禮畢)”을 사뢰

고 헌관을 인 도하여 나간다. 찬자(贊者)는 원래자리로 돌아간다. 알

자(謁者)는 대축(大祝)과 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단(壇) 북쪽 배

위(拜位)로 돌아와 늘어선다. 찬자(贊者)가 “사배(四拜)”라고 하면 

대축(大祝) 이하 모두 사배(四拜)한 다음 알자(謁者)가 차례로 인도

하여 나간다.  

장찬자(掌饌者)는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위판(神位版)을 받들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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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물러난다. 

6. 수성사직제홀기(壽城社稷祭笏記)

執禮及謁者先就壇北拜位南向東上立定 四拜

집례와 알자는 단 북쪽의 배위에 나아가 동쪽을 상위로 남향하여 4

배하시오.

詣盥洗位盥手帨手 各就位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고 닦은 후, 각기 자리로 가시오.

執禮唱笏

집례는 홀을 읽으시오.

謁者引初獻官詣壇升自北階點視陳設 降復位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북쪽 계단으로 올라 진설한 것을 차례로 점

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謁者贊引各引獻官俱就西門外位 

알자와 찬인은 각기 헌관을 모시고 서문 밖의 자리로 나아가시오, 

贊引引大祝及諸執事入就壇北拜位南向東上立定

찬인은 대축과 제집사를 모시고 단 북쪽의 배위에 나아가 동쪽을 상

위로 남향해 서시오

大祝以下皆四拜

대축과 제집사는 모두 4배 하시오.

鞠躬 跪 拜, 興, 拜, 興, 拜, 興, 拜, 俯伏興 平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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詣盥洗位盥手帨手 各就位(諸執事升降自西階)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고 닦은 후, 각기 자리로 가시오. (제집사의 

승강은 서계로 한다.)

大祝詣壇升自西階各神位開櫝開蓋降復位

대축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각 신위를 개독하고 제수의 덮개를 연

후 자리에 돌아가시오.

※ 執事者詣爵洗位 洗爵拭爵 置於篚 捧詣尊所置於坫上 

집사자는 작세위로 나아가 작을 씻고 닦은 후, 광주리에 담아 받들

어 준소의 점위에 놓으시오.

謁者引獻官入就位

알자는 헌관을 모시고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시오.

謁者進初獻官之左白謹俱請行事 退復位

알자는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청행사”를 아뢰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獻官以下在位者皆四拜

헌관이하 재위자는 모두 4배하시오.

鞠躬 跪 拜, 興, 拜, 興, 拜, 興, 拜, 俯伏興 平身

行 奠幣禮

전폐례를 행하겠습니다.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南向立 搢笏 盥手帨手 執笏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관세위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시오. 홀을 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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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시오. 손을 씻고 닦은 후, 홀을 잡으시오.

引詣壇升自北階詣大邱壽城社神位前南向立 跪搢笏

단으로 인도하여 북쪽 계단으로 올라 토지의 신이신 대구수성사신

위전에 남향하여 서시오. 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執事者一人捧香盒一人捧香爐路 跪進

집사자 한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다른 한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시오.

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초헌관은 향을 세 번 피우시오. 집사자는 향로를 받들어 신위전에 

놓으시오.

 

大祝以幣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대축이 폐백을 초헌관에 드리시오.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 헌폐한 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

左,授爵奠爵准此)

대축은 신위전에 올려 놓으시오.(봉향과 수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

에, 전로와 전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 서고, 수작과 전작도 이를 준

하여 한다.)

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詣大邱壽城稷神位前南向立 跪搢笏

알자는 초헌관을 오곡의 신이신 대구수성직신위전으로 모시고 나아



102    

가 남향하여 서시오. 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執事者一人捧香盒一人捧香爐 跪進 

집사자 한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다른 한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올리시오.

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초헌관은 향을 세 번 피우시오. 집사자는 향로를 받들어 신위전에 

놓으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대축은 폐백을 초헌관에 드리시오.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 헌폐한 후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

대축은 신위전에 올려 놓으시오.

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謁者引初獻官及大祝 降復位

알자는 초헌관과 대축을 모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行 初獻禮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

謁者引初獻官升自北階詣尊所東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에 동향하여 서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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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尊者擧羃酌酒 執事者二人以爵受酒

집준자는 덮게를 들고 술을 따르시고,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술

을 받으시오. 

謁者引初獻官詣大邱壽城社神位前南向立 跪搢笏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대구수성사신위전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

시오.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執事者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집사자는 술잔을 초헌관에 드리시오.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

고 집사자에게 주시오. 

執事者奠于神位前

집사자는 술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려 놓으시오.

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詣大邱壽城稷神位前南向立 跪搢笏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대구수성직신위전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

시오.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執事者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집사자는 술잔을 초헌관에 드리시오.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

고 집사자에게 주시오.

執事者奠于神位前

집사자는 술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려 놓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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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謁者引初獻官詣讀祝位南向立 跪搢笏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독축위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시오. 꿇어 앉

아 홀을꽂으시오.

大祝進初獻官之左西向跪 讀祝文

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축문을 읽

으시오.

 

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謁者引初獻官及大祝降復位

알자는 초헌관과 대축을 모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방금 읽은 축문을 우리 말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行 亞獻禮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南向立 搢笏 盥手帨手 執笏

찬인은 아헌관을 모시고 관세위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시오. 홀을 꽂

어으시오.  손을 씻고 닦으신 후 홀을 잡으시오.

引詣升自北階詣尊所東向立

찬인은 아헌관을 모시고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에 동향하여 서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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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尊者擧羃酌酒  執事者二人以爵受酒

집준자는 덮게를 들고 술을 따르시고,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술

을 받으시오. 

贊引引亞獻官詣大邱壽城社神位前南向立 跪搢笏

찬인은 아헌관을 모시고 대구수성사신위전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

시오. 꿇어앉아 홀으 꽂으시오.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집사자는 술잔을 아헌관에 드리시오. 아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

고 집사자에게 주시오. 

執事者奠于神位前

집사자는 술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려 놓으시오.

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詣大邱壽城稷神位前南向立 跪搢笏

찬인은 아헌관을 모시고 대구수성직신위전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

시오. 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집사자는 술잔을 아헌관에 드리시오. 아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

고 집사자에게 주시오. 

執事者奠于神位前

집사자는 술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려 놓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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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笏俯伏興平身 引降復位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자리로 돌아가시오.

行 終獻禮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南向立 搢笏 盥手帨手 執笏

찬인은 종헌관을 모시고 관세위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시오. 홀을 꽂

으시오. 손을 씻고 닦은 후, 홀을 잡으시오.

引詣升自北階詣尊所東向立

찬인은 종헌관을 모시고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에 동향하여 서

시오.

執尊者擧羃酌酒 執事者二人以爵受酒

집준자는 덮게를 들고 술을 따르시고,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술

을 받으시오. 

  

贊引引終獻官詣大邱壽城社神位前南向立 跪搢笏

찬인은 종헌관을 모시고 대구수성사신위전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

시오. 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執事者以爵授終獻官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집사자는 술잔을 종헌관에 드리시오. 종헌관은 술잔을 받아 헌작하

고 집사자에게 주시오.

  

執事者奠于神位前

집사자는 술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려 놓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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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詣大邱壽城稷神位前南向立 跪搢笏

찬인은 종헌관을 모시고 대구수성직신위전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

시오. 꿇어 앉아 홀을 꽂으시오.

執事者以爵授終獻官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집사자는 술잔을 종헌관에 드리시오. 종헌관은 술잔을 잡아 헌작하

고 집사자에게 주시오.  

執事者奠于神位前

집사자는 술잔을 받아 신위전에 올려놓으시오.  

執笏俯伏興平身 引降復位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자리로 돌가오시오.

行 飮福受胙禮

음복수조례를 행하겠습니다.

執事者詣尊所以爵酌福酒 又執事者持俎進減社稷神位前 胙肉

집사자는 준소에 나아가 복주를 잔에 떠오시오. 다른 집사자는 도마

를 가지고 나아가 사직신위전의 도마고기를 일부 덜어오시오.

謁者引初獻官升自北階詣飮福位南向立 跪搢笏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 음복위에 남향하여 

서시오. 꿇어앉아 홀을 꽂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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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事者進初獻官之右東向跪

집사자는 나아가 초헌관 우측에 동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受爵飮卒爵

집사자가 복주잔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초헌관은 복주잔을 받아 

드시오.

執事者受虛爵復於坫

집사자는 빈 잔을 받아 점에 놓으시오.

執事者東向以俎授初獻官 初獻官受俎以授執事者 

집사자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초헌관에게 도마를 드리면 초헌관은 

이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시오.     

         

執事者受俎降自北階出門

잡사자는 도마를 받아 북쪽 계단을 통해 나가시오.

執笏俯伏興平身 初獻官及大祝 引降復位

홀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알자는 초헌관과 대축을 모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獻官四拜  

헌관 4배 하시오.   

鞠躬 跪 拜, 興, 拜, 興, 拜, 興, 拜, 俯伏興 平身

徹籩豆

변과 두를 거두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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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祝進徹籩豆徹者籩豆各一少移於故處

대축은 나아가 변과 두를 각각 조금씩 옮겨놓으시오.

在位者皆四拜

참례자는 모두 4배하시오.

鞠躬 跪 拜, 興, 拜, 興, 拜, 興, 拜, 俯伏興 平身

行 望燎瘞

망료예를 행하겠습니다.

謁者引初獻官詣望燎瘞位北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망료예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贊者詣望燎位東向立

찬자는 망료예위로 나아가 동향하여 서시오.

大祝以 篚取祝及幣降自西階置於坎

대축은 광주리에 축판 폐백을 담아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구덩이에 

놓으시오.

可瘞置土半坎

흙으로 반쯤 덮으시오.

謁者引初獻官及大祝還復位

알자는 초헌관과 대축을 모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

알자는 초헌관 좌측으로 나아가 예가 끝났음을 아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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謁者贊引引獻官以次出 

알자와 찬인은 헌관을 모시고 나가시오.

執禮及諸執事俱復壇北拜位 序立

집례와 제집사는 모두 단 북쪽 배위에 서시오.

大祝以下皆四拜

모두 4배하시오.

鞠躬 跪 拜, 興, 拜, 興, 拜, 興, 拜, 俯伏興 平身

諸執事以次出

집사자 모두 나가시오.

贊者謁者贊引壇北拜位四拜而出

찬자와 알자, 찬인은 단 북쪽 배위로 나가서 4배를 하고 나가시오.

掌饌者帥其屬藏神位板徹禮饌 以降乃退

장찬자는 신위판과 예찬을 모두 거두고 내려와 돌아가시오. 



수성사직제 의례                                   111

2013년 수성사직제 봉행 일지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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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성사직제 봉행 일지

1. 壽城社稷祭 奉行 準備 

•수성문화원의 수성사직제 봉행준비및 고지(2월 25일)

•수성사직제 봉행 위원회 소집(3월 15일)

장소 : 대구수성문화원

참석자 : 홍종흠(수성사직제봉행위원장·수성문화원향토문화

연구소장), 윤종현(수성문화원장), 구자영(대구향교 전교), 추

해철(대구향교), 박한규(대구향교), 김종규(대구향교), 박재건

(향토문화 연구위원), 이조균(대구향교).

•사회 : 강신욱 대구cj방송부장      

<협의내용>

•봉행일시 : 2013년 4월 3일

•장소 : 수성사직단

•주최주관 : 수성문화원

•제례주관 : 대구향교

•참석 예정인원 : 500명 예상

•헌관선정

初獻官 :  壽城區廳長 李晉勳

亞獻官 :  壽城區議會長 金範燮

終獻官 :  壽城文化院長 尹鍾賢

•행사명칭 변경 : 사직제에서 수성사직제로 변경

<당일 행사진행 순서 협의>

 9:30 ~ 11:10  전체리허설 후, 식전공연(태평무 : 영남대학교 무용학

과 학생), 봉행안내, 개회, 내빈소개, 수성문화원장 인사, 수성구청

장 축사. (이상 수성문화원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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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11:40  수성사직제 봉행(대구향교에서 집례)

11:50 ~  오찬(이동식 밥차 이용), 사직단 서쪽 잔디광장에서, 식사

인원 500명 예상 

12:00~14:00  제기, 제구확인, 수성사직단 현장답사

• 大邱鄕校는 25일 수성문화원 통지에 의거 예년의 절차에 따라              

수성사직제 제례주관을 위한 준비 協議(3月 7日)

참석자 : 전교, 김필규, 서병엽, 최상희이상 수석장의, 서석목 의전

국장, 전재운총무국장, 박한규, 김종규, 이조균 이상 .전례연구원

•회의내용

제례주관 위원회 구성 : 3월 7일   

사직제 집사 분정 - 수성문화원과의 합동회의 후

제집사 연수 및 습의 : 3월 18일, 3월 27일

제기, 제구확인 및 제수 구입 계획 : 3월 18일

수성사직단 현장답사 : 3월 18일(수성문화원 담당자 동행)   

<수성사직제 제례주관위원회 구성>

•委員長 : 金弼圭

•副委員長 : 徐錫睦,

•幹事 : 金鍾圭

•委員 :  都載文, 孔珍楹, 朴漢圭, 秋海哲, 金鍾慶,  全在運, 李琦熙, 柳

斗仁, 李圭玉,  李永夏, 李洮均, 李永國, 禹鎬明, 具滋慶, 裵周

泰, 徐聖泰, 都仁錫. 

•總務部 : 行事企劃 推進  金鍾圭, 都載文, 禹鎬明.

•儀典部 :  獻官服, 祭服, 祭羞, 祭具, 祭器 準備.  

孔珍楹, 秋海哲, 徐聖泰, 金炳國.

•敎化部 :  笏記, 祝文作成 硏修, 執禮,   

徐錫睦, 朴漢圭, 李圭玉, 柳斗仁,

•財務部 :  奉行費用 確保 及 儒林連絡輸送.  

金鍾慶, 李永國, 都仁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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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絡部 :  文化院과 行政事項 傳達, 車輛支援.   

全在運, 李琦熙, 具滋慶.  

•涉外部 :  執事者 交涉, 撮影, 有關機關 連絡  

李永夏, 李洮均, 裵周泰.

• 수성사직제 봉행을 위한 집사 분정(대구향교 동재)   

3월 18일 09:00~11:30 

<壽城社稷祭 執事 分定>
•初獻官 :  壽城區廳長 李晉勳

•亞獻官 :  壽城區議會長 金範燮

•終獻官 :  壽城文化院長 尹鍾賢

•執  禮 :  徐錫睦   

•解說執禮: 李圭玉 

•大  祝 :  朴漢圭

•謁  者 :  徐聖泰

•贊  引 :  都仁錫

•掌饌者 :  李永國, 裵周泰

•執尊者 :  秋海哲, 李永夏

•陳  設 :  金鍾圭, 李洮均

•집례(해설집례포함)및 대축, 집사자 연수 (3월25일)

한문홀기(서석목 예절국장), 해설집례(이규옥), 대축(박한규).                     

어조, 속도, 발음의 정확성 연수

집사자 전원 습의 및 재계(齋戒) 연수 (향교 동재)

제수구입계획협의(추해절, 이영하, 김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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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구입 계획>

제수 명 수량 제수 명 수량

도(稻) : 쌀 2L 서(黍) : 차조 2L

량(粱) : 메조 2L 직(稷) : 기장 2L

건조(乾棗) : 대추 한되 율황(栗黃) : 마른밤 한되

형염(形鹽) : 소금 2L 포(脯) : 육포 300g×2

어해(魚醢) : 생조기 大2尾 시성(豕腥)
돼지고기 3kg×2

녹해(鹿醢) : 쇠고기 3kg×2 근저(芹菹) : 미나리 大 1단

청저(靑菹) : 무 大 2개 양초 大 4개

나무향(香) 1봉 청주(淸酒) 大 1병

爵洗, 盥洗位用수건 5장 폐백(저포 : 苧布) 2m

• 집례, 해설집례, 대축, 집사자 2차연수(3월 27일)  10:00~12:00

•봉행 1일 전(4월 2일)

9:00~12:00  추해절, 김종규, 이영하 제수계획에 의거 제수 구입

(칠성시장)

10:00 향교에서 집사별 임무 확인           

14:00 문화원의 계획에 의거 전체리허설, 참석자 : 집사자 전원

 •수성사직제 당일(4월 3일)

8:30  제수, 제집사, 향교에서 승용차 4대에 편승하여 수성사직단

으로 출발

9:00  일반유림들은 구청에서 준비한 버스로 40명수송  

제집사 수성사직단에 도착.   

의관정제 : 한복착용 후 관복(향교 김병국)

9:30  전체리허설(문화원계획에 의거)  

일반유림들 행사장에 도착, 지정된 좌석에 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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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헌관 의관정제: 한복착용 후 관복

<식전행사>

10:20 ~10:45  식전공연  

영남대학 무용학과 20명 태평무(천신(天神),지신(地

神),인신(人神)의 제향에 연주하는 제례악)

10:45 개회선언, 내빈소개

10:50~11:00 문화원장 인사. 구청장 축사

2. 壽城社稷祭 奉行 (11:0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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