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7편 전통문화

(祭禮)

제례란 신의 뜻을 받아 복을 비는 의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례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조상신에 대한 의례를 뜻한다. 왕가의 조상을 위한 궁중 제례나
서원에서 유명한 유학자를 위해 지내는 제례도 있으나, 주로 혈연으로 이어진 조
상에 대한 의례가 제례의 중심을 이룬다.(임돈희)
이런 제례의 종류는 다양하다. 사당제를 비롯하여 청명·한식·중추절·중양
절과 같은 명절 때 지내는 천신례(薦新禮)가 있다. 또 계절마다 중월인 2월·5
월·8월·11월에 지내는 사시제(四時祭), 9월에 올리는 이제( 祭) 등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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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례로는 우선 집안 종손의 4대조 이내 조
상을 위한 기제사(忌祭祀)가 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 禮)와 기

제4절 제례(祭禮)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손의 5대 이상의 조상을 위한 묘제(墓祭) 또는 시제(時祭)
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제사이다. 이 밖에 명문대가에서 지내는 불천위(不遷位)
제사와 성씨 시조를 위한 제례가 있다.@@
서천지역의 제례 역시 보편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기제사, 차례, 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차례( 禮)
차례는 간소한 약식 제사이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차례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민속 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한다. 또 우리의 차례 절차에는 술은 올리지만 차는 쓰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차례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차례는 사당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례(家

禮)에 의하면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는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하는 제사가 있다. 이들 중에서 매월 보름에는 술잔을 올리지 않고
찻잔만을 올리게 되어 있다. 제사 중에서 가장 간략한 이 보름의 사당 참배에서
차(茶)를 올리는 예( )라하여 차례( 禮)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 사당의 제사
가운데서 민속 명절에 올리는 제사에는 그 명절에 먹는 특별한 계절식을 올리는
것이 관례(慣例)였다.
결국 사당에 올리던 차례는 설,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각종 명절에
지내던 것을 합하면 1년에 무려 30여 회에 이른다. 근래에는 사당이 사라지게 되
어 이 차례가 바로 명절의 제사로 남게 된 것이다. 명절의 차례도 옛날과는 달리
설과 추석 두 번만 남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차례는 사당 예법의
유습이 정착된 것이라고 하겠다.
차례는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고조부모까지 4대를 봉사하
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등 여덟 분의 조
상이 대상이 된다. 또 2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조부모, 부모 네 분만 제사한다.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紙榜) 또는 사진을 모시
고 지낸다. 차례도 물론 기제사를 지내는 장자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차례는 명절날 낮에 지내든지 산소에 가서 지낸다. 화양·문산 지
때와 사신할 때 4배한다. 또 주부는 제수를 올릴 때 협조하고, 젓가락을 정저(整
箸)하기도 한다.『예서』
에는 명절에는 계절 음식을 조상께 받들어 올린다고 했고
명절을 맞아 특별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조상께 먼저 올리는 일은 자기 근본에 보
답하는 효의 실천이라 하였다.@@
서천 지역에서의 차례는 정초·정월 보름·추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초의 차례는 밤 열두시 경에 주부가 떡국을 끓여 올린 다음 분향 모사 없이 술
한 잔을 상에 올리고 재배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 제사는 남자는 참여하지 않는
제사로서 밤중 제사라고도 한다. 제사를 다 지냈다고 해서 철상하지 않고, 새벽
에 지내는 제사 때까지 그냥 차려 둔다. 밤중 제사가 끝난 다음에 첫닭이 울기 전
에 메를 지어서 떡과 떡국을 내리고 메를 올린다. 이때는 남자 주인과 주부, 아들
들이 모두 참석하여 헌작한 다음 재배하는데, 이 제사를 새벽제사라고 한다. 새
벽제사가 끝난 후 제물을 조금씩 떼어 모아서 퇴식이라고 하여 사립문 밖에 버린
다. 이후 날이 새면 친척집으로 세배를 다닌다.
정월 보름에 지낼 때는 새벽 제사만 지낸다. 정초와 마찬가지로 성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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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차례 관습은 새벽 또는 식전이며, 제주는 장손이고 주부는 참사자로 참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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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다 정초와 같은 제물을 조상 4대에 걸쳐 네 개의 상에 각기 차리는데, 이는
조상이 모든 후손들 집에 다 찾아온다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는 적
이 없고 메는 오곡으로 만든 잡곡밥을 올린다. 또한 장자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차남이하도 집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지낸다. 제주는 가장과 주부가 함께 되는데
제사 지내기 전에 목욕재계하고 재배, 헌작, 재배로 끝낸 후 철상한다.
추석에 지내는 차례를 보면 제주는 장손이 된다. 제물은 마찬가지로 성주가 없
는 방에, 정초나 정월 보름 때와 같은 것으로 네 상을 차리며 메는 햅쌀로 지어
올리고 시루떡 위에 송편을 만들어 놓는다. 역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목욕재계하
며 장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자식들도 각자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2. 기제사(忌祭祀)
기제사란 기일의 제사를 뜻이고, 기일이란 사람이 죽은 날이 다시 돌아옴을 뜻
한다. 제사는 졸곡(卒哭, 100일)때까지 흉사(凶事)이고 졸곡이후에 지내는 소상,
대상, 기제사는 길사(吉事)이다. 그 까닭은 자손이 있어 조상을 받드는 일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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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다행스럽고 아름다운 효의 극치로 보기 때문이다. 자기가 존재함은 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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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기 때문인데 그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어찌 모르는 체 하겠는가? 제사란 자
기의 근본에 대한 극진한 효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기제사는 한 조상에 대해 일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낸다. 기제사는 제
사의 대명사와 같아서 오늘날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고 있다.
제사는 본래 길례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귀신에게 음식과 제물과 같은 희생물
을 바치고 춤과 음악으로 그를 기쁘게 함으로써 인간이 복을 받고자 했던 일종의
축제 같은 것이었다. 동서고금에 걸쳐 제사는 떠들썩한 잔치와 같은 것이었으며
또한 이웃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는 하나의 연회이기도 했다.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은 조선 전기까지는 신분에 따라 달랐지만 가례가 널리
생활화된 조선 후기에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그리고 부모에 이르기까지 4대 봉
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는 물론 적장자, 적장손
으로 이어지는 맏이이다. 이는 제사가 직계 계승의 원리에 의해 행해지는 의례이
기 때문이다.
제사는 가례 등에 제시된 제사 집전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 내리기(降
神), 합동참배, 음식 올리기(進饌), 첫잔 드리기(初獻)와 축문 읽기, 버금 잔 드리

기(亞獻), 끝잔 드리기(終獻), 식사 권유(侑食), 문 닫고 기다리기(閤門), 문 열고
차올리기(進 ), 복받기(飮福) 합동배례(辭神), 신주 들여 모시기(納主), 정리(徹)
순서로 제사가 진행된다.
서천에서의 제사 내용을 보면 지정된 장소에 지방을 써 붙인 다음부터 제사가 시
작된다. 편, 과, 포에 전 부침, 산적, 어적만을 먼저 차린 다음에 메 지을 쌀을 그릇에
담아 제상 밑에 깨끗한 종이로 덮어서 놓아 둔 다음 장손이 술을 올린 후 재배한다.
그 후 고인에 대한 담화를 하다가 열한시 경에 메 지을 쌀을 열어 보면 그 쌀에 남겨
진 동물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을 보고 고인이 돌아가 저승에 가서 무슨 동물
이 되었다고 점을 치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실행하는 가정은 드물다.
그 쌀을 가지고 메를 지은 다음 열두시 경에 편을 내리고 메를 올린다. 뚜껑을
열어 수저를 꽂고 방문을 열어 놓는다. 제사는 밤 11시부터 시작하여 새벽 1시에
철상한다. 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부모님께 제사를
받드는 일이므로 새벽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기제 행사( 祀)의 절차는 신위 봉안, 분향, 신 내리기(降神), 합동 참배( 神),
음식 올리기(進饌), 첫잔 드리기(初獻)와 축문 읽기(讀祝), 버금 잔 드리기(亞獻),
끝 잔 드리기(終獻), 식사 권유(侑食), 문 닫고 기다리기(閤門), 문 열고(開門) 차
올리기(進茶), 합동배례(辭神 신에 대한 작별 인사), 신주 들여 모시기(納主), 분축
장손이 분향 모사하고 초헌을 하고 독축하고 나면 일동이 재배한다. 다음에 종
부가 아헌한다. 그 후에 일동이 재배하고 차남이 삼헌한 후에 그 사람만 재배하
는 식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차례로 헌작과 재배를 드리며 이것이
끝나면 모두 엎드린다. 곡을 하고 모두 문밖으로 나간 다음 10분 정도 기다린다.
모두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차려 놓은 음식을 들라는 의미라고 한다. 10분 정
도가 지나면 기침을 하고 들어가서 국은 내리고 숭늉을 올린다. 숭늉에 밥을 세
숟가락 말고 조금 있다가 수저를 걷고 메에 뚜껑을 덮은 다음에 모두 재배하고
끝낸다. 지방과 축문은 불살라 버린다. 제사가 끝난 후에 음복을 하고 날이 새면
이웃을 청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3. 시제(時祭)
시제는 원래 사시제(四時祭)라고 부르던 것으로서 1년에 네 번 즉, 춘하추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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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焚祝), 철찬(撤饌), 음복(飮福)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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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마다 고조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 제서의 하나이다. 시제는 고전
예법에서 정제(正祭)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제사였다. 고대
중국에서 제사는 곧 시제를 말하는 것으로 마치 국가의 종묘에서 춘하추동 사계
절마다 대향을 올리는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시제는 제사의 으뜸이자 표상이었
으며 일종의 축제와도 같아 이날은 제사를 마친 후에 친지와 이웃을 초청하여 술
과 음식을 대접하는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다.
일년에 네 번씩 제사를 거행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실제로 그렇
게 할 수 있는 집이 흔하지 않았다. 보통 1년에 봄·가을 두 번만 시행하고 있으
나 실제로는 일년에 한번만 행하는 집이 대부분이다.
시제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당이 협소할 경우
정침의 대청에서 행해진다.
서천 지역에서는 10월에 묘지에서 행한 묘제를 시제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묘
제는 그 예법이 다른 것으로 사당에서 행하는 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묘제는 그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산소를 잃어버렸거나 갈 수 없을 때는 연
고지에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묘제는 그 제사 장소가 산소이므로
그 진행 차례도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와 다르며 또 산신에 대한 제사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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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가 끝난 다음에는 종친회를 연다. 금년 시제의 결산보고, 내년 시제의 규

제4절 제례(祭禮)

모에 대한 논의, 내년도 시제 답(畓)의 관리인을 결정하고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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