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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Korea's traditional ritual food culture, and to compare two types of 
ancestral rites the Hyang-Sa and Bool-cheon-wi rites which were held in the Daegu and Andong regions of Korea. In 
this study, we describe the performance of the Bool-cheon-wi rites held by two head families located near the Andong 
area namely, the head family of Seoae Ryu Seong-Ryong(1542-1607)(Seoae) who was well-respected for his writings 
and personality, and the head family of Dangye Ha Wee-Ji(1412-1456)(Dangye) who was well-known and famous as 
one of the members of the Sa-ryuk-si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via diredt engagement in these memorial services 
and several interviews with the familie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oods used in the Hyang-sa rites 
including Mae(bap), Kook, Jaban(Jogee), Po(dried fish), Juck, boiled and seasoned vegetables, fruits, confections, and 
liquor. Jobap and Ssalbap were used as Mae at SD(Seo Dalsung), and PMPH(Pahoi Myogul Habin Park) used Jo, 
Hyunmy, Pi and Susu in the raw. The dishes on the table were arranged as follows. A wine cup was placed in the first 
row, Po(a dried pollack), and jujube and nuts in the second row, Ryukpo(slices of dried beef), Sangeogogi were set at the 
third row, and Soegogi, pork, Mu, and Minary were placed in the fourth row, and the head of the pig was placed in the 
center of the table at SD. A wine cup, Soegogi, and pork were positioned in the first row, Mu, Minary, Pi and Susu were 
placed in the second row, and Jogee, Jo, and Hyunmy were placed in the third row at PMPH. The sacrificial foods 
offered for Bool-cheon-wi rites were as follows; Mae(bap)․Kook․noodle․Jogee․Tang(stew)․Po․Juck․Tucks․boiled, seasoned 
and salted vegetables․ Jeon ․fruit․confectioneries․liquor(chungju). The head family of Seoae Yu Seong-Ryong utilized 5 
types of Tang(meat stew, fish stew, chicken stew, vegetable stew, seafood stew), whereas the head family of Dangye Ha 
Wee-Ji utilized 3 kinds of Tang(meat stew, fish stew, vegetable stew). As a basic Tuck, Shi-roo-tuck(a steamed rice cake), 
piled up to 25 layers, was primarily utilized. In particular, Jung-Gae(Seoae's favorite food) was placed on the table. For 
grilled-meat food(Juck), Yu's family used raw meat and Ha's family the half-cooked meat. The main types of Jucks used 
were meat-Juck, fish-Juck, chicken-Juck, and these were not served one by one. Hyang-sa and Bool-cheon-wi rites have 
an the educational function, in that they allow for the carrying out of filial duties by a heartfelt performance of perform-
ing the ceremony, by taking great care from the pre-rite preparations to the post-rite period. In addition, these rites have 
various meanings, as events that strengthen the ties of blood relations of ancestors and themselves, and to promote and 
harmonize family friendships, they may also have religious meaning in the culture, as prayers are offered that all the 
family's descendants may be blessed, live long and enjoy abundance whlie respecting their ancestors. As for the role of 
Hyang-sa and Bool-cheon-wi rites in today's nuclear family society, it can be said that these rites remain especially 
important as a method to strengthen community consciousness by fostering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existence 
itself, and thus inspiring the roots of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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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禮義之國), 백
의민족(白衣民族)으로 禮를 숭상해 왔으며 예를 지키기 

위한 의식이 엄격하였고 의례 음식에 대한 풍습이 매우 

특이하여 의례 시에는 특별한 음식을 차리는 것이 우리 

식생활의 특징이다(Chun HJ 등 1999, Im YS 1984, Yoon 
SK와 Park MN 1999) 그러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

족 제도가 핵가족화로 바뀌면서 농업사회에서 수행해 왔

던 대부분의 기능은 사회의 전문적 기관이 대행하게 되

었다(안해벽 2000). 향사는 문묘의 석전을 그 모델로 하였

는데「예기」「문왕세자(文王世子)」편에서 “학교를 세울 

때 반드시 선성(先聖)․선사(先師)에게 석전을 드린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공자숭배는 수세기 도안 전국으로 
확대되어 특히 산동(山東)의 공자의 사당에서 특별한 제

례를 올리는 일종의 영웅숭배가 되고 또 사회체제내의 

비세습적 사회집단 곧 문인학자의 힘과 위신의 상징이 되

었다. 이는 자연신의 숭배를 본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상숭배를 모방한 것이다. 즉, 백성에게 공이 있는 사

람은 신으로서 제사를 받으며 쉽게 볼 수 있는 충렬사

를 비롯한 사당들이 이러한 계열이다(권삼문 2002). 이 

공덕의 범위를 좁혀 유학에 공이 있는 사람, 어느 지역에 
이름 높은 학자를 서원에 모시기도 하는데 공덕과 영험

성이 그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제사의 기능만은 그

대로 존속되어 우리 민족의 대다수는 조상의 제사를 모

시기 위해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민족 대이동을 통해 고

향을 찾는다. 추사 김정희는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유배되

어 있으면서도 아내에게 한글 편지를 보내어 집안 제사

일을 걱정하고 있다(백두현 2000, 김일근 1986, 김영순 

1999, 강희정 1999). 한 세대 전 만해도 제사가 우리 가

정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으며 같은 계절에 수확한 

곡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계절 따라 미리미리 구입해두는 
일은 제사를 맡아 관리하던 종가의 주부로서 갖추어야 

할 살림 솜씨 중 첫 번째로 꼽혔다(안해벽 2000, Doo KJ 
2000, 이정우와 김연화 1999). 제사 중 국가와 사회를 위

하여 큰 공적을 쌓은 분에 한해서만 불천위로 인정하여 

봉사하는 불천위 제사는 일반 제사에 비하여 많은 자손

들이 모인 가운데 훨씬 성대하게 대규모로 치러줬다. 흔
히 후손들이 말하는 ‘큰제사’ 또는 ‘불천위 대제’라고 말

하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불천위제사도 불천위 조

상의 기일에 지낸다는 점에서 역시 기일제에 해당하지만 
일반 기제사와는 유를 달리하였다. 안동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불천위로 인정된 분이 많고 현재도 성대하게 
올려지고 있다(Yoon SK 1996, 윤숙경 1996). 대구시역은 
팔공산과 대덕산 자락에 위치하여 낙동강이나 금호강 또

는 신천을 앞으로 하는 배산임수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

고 있으며 이러한 곳은 동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1930년
대 존재하던 동성촌락 60여개 가운데 100가구 이상의 마

을은 11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대구시역에 산재

한 50호 이상의 동성촌을 이루고 있던 씨족을 보면 입향

시기가 300여 년전으로 여겨지는 산격동의 달성 서씨, 서
변동의 인천 채씨, 동변동의 능선 구씨, 미대동의 인천 

장씨, 지산동의 중화 양씨 등 17개 마을이라 한다(이기태 
1999, 대구광역시 1996). 이들의 위세 상징물이었던 재실, 
서원, 정자, 종택 등은 각 문중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와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경제적 

기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친종서원의 보종에 대한 상

징적 구심체로서 종택을 중시하고 보존하고자 하였던 씨

족(둔산동 경주 최씨, 도동 달성 서씨, 검단동 순홍안씨 

등), 종택에서 선조의 불천위 제사를 종손이 여전히 봉행

하고 있는 씨족(달성 서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택은 

현대식 건물로 바꾸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시간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종가는 전통적 생활양식을 고수하는 것

으로써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대구와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종가를 대상

으로 우리 전통 문화의 본질이자 계승해나가야 할 소중

한 문화유산인 제례의 조사를 통해 제수와 의례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yang-Sa case
구분 달성 서씨 묘골 파회 하빈 박씨

향사
대상

성명 서거정 박팽년

제례일 9월 1일 9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제례시간 오전 11시 오전 11시

조사
대상

성명 서병력 박도덕

연령 69 57
성별 남 남

형제순위 24세손 19대손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Bool-cheon-wi ritual of the case
구분 서애 류씨 단계 하씨

불천위
대상

성명 류성룡 하위지

당색 남인 -
제례일 5월 6일 6월 8일
제례시간 자정이후 자정이후

제례장소 정침 정침

제례대수 6대 4대

조사
대상

성명 류영하 하용락

연령 80 57
성별 남 남

형제 순위 14대손 18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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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의 산격동에 위치한 달

성 서씨와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묘골 파회 하빈 박씨

의 향사와 안동지역의 서애 류성룡 종가와 단계 하위지 

종가의 불천위제례를 모시는 가정을 선정하였으며 한 가

문내 여러 어른들을 대상으로 구술 응답 조사로 행하였

다. 조사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4家를 조

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 2와 같다.

III. 연구결과

1. 달성 서씨 향사

1) 달성 서씨 향사

구암서원 숭현사(龜巖書院 崇賢祠, 대구 문화재 자료 

제2호)는 현재 대구시 북구 산격1동 산79-1에 소재되어있

으며 달성서씨 대종회가 관리하는 서원이다. 기일은 10월 
3일(음력 9월 1일)이며 건물의 문은 솟을 대문으로 동입

서출(東入西出)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간의 계단이

나 문은 神길이라 하여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금했다. 
서재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기는 불천위제 전용의 
놋그릇(유기)을 사용하며 제사 시작되기 전에 강당에 회

장하여 순서나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정하고 회의한 뒤 

제를 시작한다. 종묘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는 실생활에도 

적절한 것이나 일상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증

보사례편람」구제기(具祭器)에 “젯상이나 교의(交椅) 및 

제물을 담는 제기(사진 1참고)는 창고(倉庫)에 보관하고 

창고가 없을 때는 궤짝에 보관하여야 하며 절대로 집밖으

로 내보내지 말라”고 한다(Yoon SK 1996, Kim YI 1989). 
제를 지내기 위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

딛고, 내려갈 때는 왼발을 먼저 내딛으며 올라가기 전에

는 반드시 관세하고 제사상위에 올려져 있는 축판으로 인

해 제사의 시작을 알렸다. 달성 서씨 불천위는 4대손을 

모시며 祭는 왼쪽부터 지냈다.

2) 달성서씨 향사 제사 음식

달성서씨의 향사 제사 음식은 모두 날것으로 준비하며 
고기는 원래 녹포를 사용하였으나 현재 육포를 사용하고 
있다. 날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혈식군자(血食君子)라 하

여 사용하고 제사밥은 진밥, 찰밥 반반으로 담는다. 포는 
좌포이며 진설도는 4열로 차렸으며 Fig. 1과 같다.

3) 제수의 진설

제1열에는 서쪽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통째로 사용하

였으며 그 옆에 무와 미나리를 흰색 한지로 중앙에 싸

서 놓았다.
제2열의 서쪽에는 육포(예전에는 녹포), 상어고기를 생

Fig. 1. Hyang-sa ritual food table setting(the front).

Fig. 2. Seo Dalsang's Hyang-sa ritual table setting map.

것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중앙에는 돼지머리를 통째로 올

려놓았다. 제3열에 서쪽에는 북어를 동쪽에는 대추, 밤, 은
행 순으로 제기에 수북이 놓았다.

제4열 에는 술잔(3접)을 놓으며 동쪽 가장자리에 축판을 
올려놓고 아래로 내려놓으면 제의 시작을 알렸다(Fig. 2 참조).

2. 묘골 파회 하빈 박씨 향사

1) 묘골 파회 하빈 박씨 향사 제사 음식 및 진설

달성군 하빈면 묘골(묘리)에 위치한 육신사(六臣祠)는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 세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육

신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李塏), 유성원(柳
誠源), 유응부(兪應浮) 등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으로 처

음에는 忠正公인 박팽년만이 후손에 의해서 향사되어 오

다가 현손(玄孫)인 계창공(繼昌公)이 선생의 기일(忌日)
에 여섯 어른이 사당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꿈을 꾼 후 

나머지 5인의 향사도 함께 지내게 되었다.



804 최정희⋅ 박금순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4권 제 6호 (2008)

Fig. 3. Pahoi Myogul Habin Park's Hyang-sa ritual table setting 
map.

Table 3. The case of Hyang-sa ritual food of the head family
향사 달성 서씨 하빈 박씨

祭 日(음력) 9월 1일 9월 2일
飯(메) 조밥, 쌀밥 반반 조, 피, 현미, 수수

멧좌반 - 조기

포 북어포, 육포(예전에는 녹포) 대구포

炙(적) 돼지고기, 쇠고기, 상어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채소 및 숙채 무, 미나리(생것) 무, 미나리(생것)
果(과일 및 조과) 대추, 밤, 은행 대추, 밤

祭酒 청주 청주

하빈 박씨 향사 제사 음식은 달성 서씨와 같이 전부 

날 것을 진열(사진 2, 3참조)하며 제1열에 서쪽에는 생조

기를 사각 제기에 담아놓았으며 동쪽으로 조와 현미를 날

곡식으로 올렸다.
제2열에는 깨끗하게 정돈한 동일한 크기의 미나리를 

제기 그릇에 맞추어 알맞게 놓았으며 무도 그릇에 놓을 

정도의 크기로 알맞게 놓았다. 중앙으로부터 동쪽으로는 

피와 수수, 대추, 밤 순으로 놓았다. 이 때 대추와 밤은 

제기에 수북이 산같이 담았다.
제3열에는 서쪽 맨 끝에 돼지고기와 동쪽 맨 끝에 쇠

고기를 날 것으로 올렸으며 가운데 작(술잔)을 3벌 놓았

다(Fig. 3 참조).
이상의 달성서씨, 묘골 파회 하빈 박씨 향사의 진설되

는 제수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구분 비교할 수 있다.
대구 지역의 달성 서씨와 묘골 파회 하빈 박씨의 향사

의 제수 비교를 살펴보면 향사의 제일은 음력으로 9월 

1일, 9월 2일로 거의 같았으며 양 쪽 모두 ‘혈식군자’라 

하여 날 음식을 사용하였으며(권삼문 1999) 달성 서씨에

서 메는 진밥으로 조밥과 쌀밥을 반반씩 섞어 묘골 파회 
하빈 박씨는 조, 피, 현미 수수를 날곡식으로 사용하였

다. 묘골 파회 하빈 박씨 댁만이 멧좌반으로 조기를 사용

한 특징이 있으며 달성서씨는 적으로 상어고기를 더 추

Table 4. The case of Hyang-sa ritual table setting the head family
향 사 달성 서씨 하빈 박씨

신 위 신주 신주

촛대 위치 북쪽 양쪽 북쪽 양쪽

제1열 술잔 돼지고기, 술잔, 쇠고기

제2열 북어포, 대추, 밤, 은행
미나리, 무, 피,
수수, 대추, 밤

제3열 육포, 상어고기
(중앙: 돼지머리) 생조기, 조, 현미

제4열 쇠고기, 돼지고기,
무, 미나리 

-

가하였다. 포는 달성서씨는 예전에는 녹포이나 현재에는 

북어포와 육포를 사용하고 묘골 파회 하빈 박씨는 대구

포를 사용하였다. 채소에는 모두 생것인 미나리와 무를 

사용하였으며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진설도의 비교도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사례 종가의 진설의 차이를 살펴보면 달성 서씨와 묘

골 파회 하빈 박씨 모두 신주를 모셨으며 촛대 위치는 

신위가 있는 곳인 북쪽 양쪽으로 올려져 있었다. 달성 서

씨는 중앙에 돼지머리를 중심으로 총 4열로 진설되어 묘

골 파회 하빈 박씨의 진설과 차이를 둔다. 1열에 달성 서

씨는 술잔만 두는 반면에 묘골 파회 하빈 박씨는 적인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두어 총 3열로 진설되었다. 제
2열에는 달성 서씨의 경우 포와 과실류인 대추, 밤, 은
행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묘골 파회 하

빈 박씨네는 미나리, 무, 피, 수수, 대추, 밤 순으로 올려

져 있었다. 제3열에는 묘골 파회 하빈 박씨에만 동두서미

로 생조기가 올려져 있었으며 조, 현미 순으로 진열되어

졌다.

3. 서애 류성룡 불천위제례

1) 서애 류성룡 불천위제례

류성룡(1542～1607)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 학자로 자

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풍산 류씨는 고려 말 호장을 지낸 류절(柳節)을 시조로 

한다.
풍산 류씨 문중에는 Table 5와 같이 불천위가 여섯 위

나 모셔져 있다. 서애를 비롯하여 부친과 종숙 두 분, 형
님 그리고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여섯 분이나 

되니 가문의 품격과 위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애 류성룡의 불천위제사는 음력 5월 6일 안동 하회

마을 종가에서 거행된다. 2004년은 서애가 1607년(선조

40) 66세의 나이고 서거한 때로부터 397주년째이다. 제사 

전날 몸과 마을을 깨끗이 하여 재계하고 제사준비를 한

다. 의관을 정제하고 사당 앞에 나아가 기일을 맞아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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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ungsan Ryu's Bool-cheon-wi
입암공 류중영 관찰사 풍산류씨12세 서애의 부친 풍천면하회리

귀촌공 류경심 대사헌 풍산류씨12세 서애의 종숙 풍천면하회리

파산공 류중엄 풍산류씨12세 서애의 종숙 풍천면광덕리

문경공 류운룡 원주목사 풍산류씨13세 서애의 형님 풍천면하회리

문충공 류성룡 영의정 풍산류씨13세 풍천면하회리

수암공 류진 지평 풍산류씨14세 서애의 제3자 상주시중동명우물리

올리게 되었음을 미리 고하는 참례를 한다. 옛날에는 신

알례(아침에 일어나 사당에 인사드림), 설날과 동지, 매월 

초하루 보름에 참례하며 속절에 천신례를 올리며 바깥출

입을 할 때는 사당에 고하는 등 일상적인 의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당에 고하는 의례를 행했다.

2) 서애 류성룡 불천위 제사 음식 및 진설

제수는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진설한다. 1차로 과실과 소

채를 제상의 맨 앞쪽에 두 불로 차리며, 진찬(進饌)시 2차 
진설이 시작된다. 1차 진설인 ‘설소과(設蔬果)’에 더하여 

적(炙)과 편(떡), 그리고 메(밥), 갱(국) 등 더운 음식을 올

렸다. 1차 진설시 5행열에는 서쪽에서부터 사과, 앵두, 참
외, 중박계, 수박, 호두, 다식, 땅콩 순으로 놓으며 4행에

는 배, 대추, 귤, 청채, 백채, 간장 및 종지, 밤, 곶감, 은
행을 놓는다. 3행에는 자반과 쌈과 식혜를 올린다. 2차 

진설에는 3행에 도적과 2행에는 서쪽은 편육을 놓고 중

앙에는 탕을 놓으며 동쪽에는 편적과 편청, 대구포를 놓

는다. 1행에는 면과 반, 잔, 갱, 편을 놓았다(Fig. 4 참고).
흰밥, 갱(羹)은 3기 면(麵, 국수)은 1기를 준비하고 탕

(五湯)은 7기로 계탕(닭), 소탕(다시마), 어탕(명태), 육탕

(쇠고기), 해물탕(오징어)으로 5기는 불천위인 서애 선생

께, 할머니 두 분에게는 단탕인 육탕 각각 1탕씩 모두 7
탕이 놓였다. 숙채는 1기, 침채(장김치) 1기, 쌈은 커다란 
배추 잎을 깨끗이 씻어 소금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놓는다(1기). 편육은 돼지를 덩어리째 삶아 놓으며 자반

으로는 북어, 간고등어, 민어, 도미, 조기, 쇠고기를 저며

Fig. 4. Bool-cheon-wi ritual food table setting(the front).

Fig. 5. Seoae Ryu Seong-Ryong Bool-cheon-wi ritual table sett-
ing map(the first).

Fig. 6. Seoae Ryu Seong-Ryong Bool-cheon-wi ritual table sett-
ing map(the second).

놓는다. 도적은 북어, 간고등어, 방어, 상어, 쇠고기, 닭을 
사용하며 자반과 도적은 사지1)를 만들어 놓는다. 포는 

건대구를 사용하여 1기를 놓으며 식혜 1기, 사과와 배는 

위․아래의 면을 잘라 내고, 참외는 껍질을 벗겨서 위․

아래의 면을 잘라내고 반으로 가르고 밤은 껍질을 벗겨 

모지게 쳐 놓는다. 대추와 앵두는 깨끗이 씻어 놓으며 수

박의 사면과 위․아래를 잘라내고 윗부분만은 잘라 낸 것

으로 뚜껑을 덮는다. 곶감도 손질해 놓고 은행은 기름을 

두르고 볶아 껍질을 벗겨 놓으며 땅콩의 속껍질을 벗겨 

놓는다. 귤은 윗부분의 껍질을 십자 형태로 잘라 껍질을 

밖으로 돌돌 말아 놓았다. 호두는 겉껍질을 벗긴 다음 속 
부분을 분리하여 절반으로 가른 후 속껍질은 벗기지 않

는다. 다식은 흑임자다식, 송화다식, 찹쌀 다식을 1기에 

담아내며 중개는 서애의 제사에만 올리고 다른 제사에

1) 한지를 가로 13 cm, 세로 19 cm되게 잘라서 15 cm길이(세로방

향으로)로 7가닥으로 균등하게 잘라 놓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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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올리지 않는다(서애 선생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

식). 편은 본편으로 대두콩고물편과 잔편으로 송편, 화전, 
조약을 만들어 놓았다. 도적을 괼 때는 적틀(목기) 가로 

39 cm, 세로 28 cm, 높이 15 cm의 제기를 사용하여 1단
과 2단에는 북어의 머리가 동서로 향하도록 엇갈리게 5
마리씩 놓으며 3단과 4단에는 간고등어의 머리가 동서로 
향하도록 엇갈리게 4마리씩 놓았다. 5단에는 방어, 6단
에는 상어, 7단 쇠고기 저민 것을 올려 마지막 8단에는 

생닭을 등이 밑으로 배가 위로 가도록 올려놓은 다음 대

꼬챙이를 꽂아 고정시킨다. 이 때 사지를 닭 머리 쪽에 

붙였다2). 자반기도 적틀을 사용하고 가로 24 cm, 세로 

34 cm, 높이 9.5 cm로 도적용보다 약간 작다. 1단에는 

북어의 머리가 동서로 향하도록 엇갈리게 4마리씩 놓고, 
2단에는 간고등어의 머리가 동서로 향하도록 엇갈리게 

2마리씩 놓으며 3단에는 민어, 4단에는 도미, 5단에는 염

조기, 6단에는 쇠고기 저민 것을 올려놓고 사지를 조기 

머리 쪽으로 붙였다. 총 고임 높이는 20cm 정도이다(Fig. 
7 참고). 편은 가로, 세로 29.8 cm, 높이 9.1 cm의 편틀 

목기를 사용하며 본편으로 사용할 떡을 미리 식혀두고 본

편부터 차곡차곡 괸다. 1단은 콩고물 본편 11켜, 2단은 

송편 1켜, 3단은 화전 1켜, 4단은 조약 1켜로 총 고임 높

이가 25 cm며 고임이 완성되면 한지로 봉하고 총 25켜인

Fig. 7. Jaban goegi.
1단 : 북어의 머리가 동서로 향하도록 엇갈리게 4마리씩 

(합 8마리)
2단 : 간고등어의 머리가 동서로 향하도록 엇갈리게 2마 

리 씩 (합 4마리)
3단 : 민어의 머리가 동서로 향하도록 엇갈리게 1마리씩
4단 : 도미의 머리가 동서로 향하도록 엇갈리게 1마리씩
5단 : 조기 한 마리를 놓는다.
6단 : 쇠고기 저민 것을 올려놓는다.

사지를 조기 머리 쪽으로 붙인다.

2) 7단까지 쌓은 후 끈으로 묶고 그 위에 생닭을 놀려 놓는다. 닭

을 엎어 놓지 않는 이유는 복을 안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사지를 올려놓는 것은 잡스러운 기운이 범접치 말라

는 뜻이다. 도적의 높이는 25 cm가 된다.

Fig. 8. Completed goim of the all kinds pyun.
1단 : 대두 콩고물 본편(7켜)
2단 : 팥고물 본편(4켜)
3단 : 진주고물 본편(2켜)
4단 : 백편(1켜)
5단 : 나물편(1켜)
6단 : 대두 콩고물과 거피 팥고물 경단(1켜)
7단 : 증편(1켜)
8단 : 송기송편(1켜)
9단 : 송편(1켜)
10단 : 모시잎 송편(1켜)
11단 : 잡과편(1켜)
12단 : 화전(1켜)
13단 : 조약(1켜)
14단 : 깨구리(2켜)

Fig 9. Watermelon and Jung-Gae.

홀수로 고이는 것은 홀수는 길한 숫자로 여겼기 때문이

다(Fig. 8 참고). 중개는 한단에 4개씩 20단을 고이며 총 

고임 높이는 40 cm, 중개의 개수는 80개이다(Fig. 9 참
고). 사과는 1단에 3개, 2단에 1개를 올려놓고 귤은 1단
에 4개, 2단에 4개를 올리고, 3단에 1개를 놓는다. 감은 

1단에 4개, 2단에 1개를 올려놓는다. 참외는 각단마다 2
쪽씩 4단까지 놓으며 수박은 1개만 올리고 대추, 앵두, 곶
감, 은행, 호두, 땅콩을 산같이 소복이 담아 올린다. 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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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송화다식, 쌀다식, 흑임자다식 순으로 줄 맞추어 한 접

시에 20 cm 높이로 고여 담았다.

4. 단계 하위지 불천위제례

1) 단계 하위지 불천위 제례 음식 및 진설

하위지는 1412년 태종 12년에서 1456년, 세조 2년까지

의 사람으로 조선전기의 문신학자이다. 본관은 진주이고 

자는 天章(천장), 仲章(중장), 호는 丹溪(단계)이며 사육

신의 한사람으로 집현전 학사, 사관으로 지냈다.
메밥은 흰쌀밥을 사용하였으며 메국수는 직접 만든 손

국수와 나물은 콩나물, 무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나

Fig 10. Goim of pyun.
1단 : 노란 콩 시루떡
2단 : 푸른 콩 인절미
3단 : 노란 콩 인절미
4단 : 검은 깨떡(경단)
5단 : 전(찹쌀)-대추모양 고명
6단 : 조약

Fig. 11. Jaban goegi
1단 : 포(대구포)
2단 : 고등어(2단)
3단 : 상어(2단)
4단 : 쇠고기(2단)
5단 : 조기

물이 진설되었으며 편(䭏)은 11단(홀수)으로 1단은 노란 

콩 시루떡 2켜, 2단은 푸른 콩 인절미 2켜, 노란 콩 인

절미 2켜, 검은깨 떡(경단) 2켜, 전(찹쌀)과 대추고명을 

올리고 제일 위에는 조약이 올려졌다(Fig. 10 참고). 도적

은 대구포를 제일 아래에 두고 고등어가 2층, 상어가 2
층, 쇠고기 2층, 제일 위에는 조기를 놓아 끈으로 묶어

서 진설하였다. 이 중 상어와 고등어는 채반에 놓고 반

쯤 익혀서 고임을 했으며(Fig. 11 참고) 탕은 3탕(육탕, 어
탕, 소탕)으로 진설하였다.

제1열에는 제일 서쪽에 잔반(盞盤) 1세트위에 시저(匙
箸)와 시접(匙楪)을 두고 메(食) 2기를 두며 제2열에는 

중간에 북어 1켜, 대구포 3켜, 쇠고기와 맨 위에 조기를 

둔 자반 1기를 놓고 동쪽에는 켜켜이 고인 편(䭏) 1기를 

둔다. 제3열에는 서쪽에는 대구포와 탕(육탕, 어탕), 나물

Fig. 12. Bool-cheon-wi ritual food table setting(the front).

Fig. 13. Bool-cheon-wi ritual food tabl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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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ase of Bool-cheon-wi ritual food the head family
불천위제 서애 류성룡 단계 하위지

祭日(음력) 5월 6일 6월 8일
飯(메) 흰쌀밥 흰쌀밥

羹(국) 소갱 소갱

麵(면) 메국수 메국수

멧좌반 북어, 간고등어, 민어, 도미, 조기, 쇠고기 -
湯(탕) 5탕(육탕, 어탕, 소탕, 계탕, 해물탕) 3탕(육탕, 어탕, 소탕)
포 대구포 대구포

炙(적) 북어, 간고등어, 방어, 상어, 쇠고기 고등어, 상어, 쇠고기

䭏(편) 떡(콩고물 팥고물 시루떡, 백편, 송편(청태콩), 상추시루떡,
모시송편, 조약, 낱증편, 송기송편, 화전, 경단, 대추꾸리, 깨꾸리)

떡(푸른콩․노란콩인절미, 시루떡, 
검은깨떡, 경단, 찹쌀전, 조약)

채소 및 숙채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沈菜(침채) 물김치 물김치

煎(전) 두부 -

果(과일 및 조과) 사과, 배, 대추, 귤, 앵두, 참외, 수박,
호두, 밤, 곶감, 은행, 땅콩, 다식, 중개

대추, 밤, 배, 곶감, 수박

祭酒 청주 청주

Fig. 14. Dangye Ha Wee-ji Bool-cheon-wi ritual table setting 
map.

류(고사리, 도라지, 시금치)를 올렸다. 마지막 제4열에는 

대추, 밤, 배, 감, 수박 순으로 과일을 올려놓는다. 밤을 

껍질을 벗기고 수북이 산같이 쌓으며 배는 1단에는 3개 

2단에는 1개를 올려놓는다. 수박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절단하여 제기에 올리고 감은 1단에 4개 2단에 1개를 

올렸다(Fig. 12, 13 참고).
Table 6은 불천위제계의 사례종가인 서애 류성룡 종가

와 단계 하위지 종가의 제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매년 
음력 5월 6일에 불천위제를 지내는 서애 류성룡 종가와 

음력 6월 8일에 지내는 단계 하위지 종가는 모두 메로서 
흰쌀밥을 사용하였으며 국은 채소로 지어진 소갱을 사용

하였다. 면은 서애 류성룡 종가에서 예전에는 직접 손으

로 밀어 국수를 제수로 사용하였지만 현재에는 일손의 부

족으로 소면을 구입하여 삷아 제기에 수북이 담았으며 

단계 하위지 종가는 여전히 메국수를 직접 말아 제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멧좌반은 서애 류성룡에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종류로는 북어, 간고등어, 민어, 도미, 조기, 
쇠고기를 사용하였다. 탕으로는 서애 류성룡 종가는 5탕
이 올려졌는데 육탕과 어탕, 소탕, 계탕, 해물탕이 제수였

으며 단계 하위지 종가는 3탕으로 육탕, 어탕, 소탕만이 

올려졌다. 포로써 두 종가 모두 대구포를 사용하였고, 적
으로는 서애 류성룡 종가가 가짓수가 많았는데 북어, 간
고등어, 방어, 상어, 쇠고기가 그 종류였고, 단계 하위지 

종가는 고등어, 상어, 쇠고기를 제수로 사용하였다. 편은 

다양한 종류로 지금까지 종가에서 직접 이를 빚어 제수

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애 류성룡 종가는 13가지의 편과 

단계 하위지 종가에서는 7가지 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
애 류성룡 종가는 25켜와 단계 하위지 종가는 11켜를 쌓

아 올려 진설하였는데 켜의 수는 모두 종가에서 길한 숫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편으로는 시루떡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서애 류성룡 종가에서만이 볼 

수 있었던 낱 증편으로 낱낱개의 증편이라 하여 감잎위

에 얹어 놓는 것이 특징이었다. 대추와 깨를 고명으로 만

든 편인 대추꾸리와 깨꾸리가 있었으며 화전은 진달래 

화전을 사용한 편이었다. 단계하위지 종가는 송편을 볼 

수 없었으며 대신 인절미를 제수 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었다. 조약은 조개를 닮은 편이라 하여 서애 류성

룡 종가와 단계 하위지 종가 모두 사용하였다. 서애 류성

룡 종가는 채소 및 숙채로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을 사

용한 것에 반해 단계 하위지 종가는 고사리, 도라지, 시
금치를 사용한 것에서 차이를 두었다. 서애 류성룡 종가

에서는 두부전을 사용하였으며 단계 하위지는 전을 사용

하지 않았다. 과일 및 조과의 경우에서 서애 류성룡 종가

는 그 가짓수가 많으며 특징적으로 살아생전에 서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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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case of Bool-cheon-wi ritual table setting the 
head family

불천위제 서애 류성룡 단계 하위지

설 위 단설 합설

신 위 신주 신주

촛대 위치 북쪽 양쪽 북쪽 양쪽

제1열 사과, 앵두, 참외, 중개, 
수박, 호두, 다식, 땅콩

대추, 밤, 배,
곶감, 수박

제2열 
배, 대추, 귤, 청채, 백채, 
백침채, 밤, 곶감, 은행

대구포,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나물

제3열 자반, 쌈, 간장, 
두부전, 도적

콩나물, 무나물, 3탕, 편

제4열 편육, 5탕, 편적, 평청,
식혜, 대구포

도적, 간장

성룡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중개를 제수 진설로 올려졌

다. 제주로는 서애 류성룡 종가와 단계 하위지 종가 모두 
청주를 사용하였다.

Table 7은 서애 류성룡 종가와 단계 하위지 종가의 불

천위 제례에 사용되어진 제수의 진설의 비교를 나타낸 

표이다. 서애 류성룡은 단설로써 서애 류성룡 선생님만 

불천위제를 지내며 단계 하위지는 합설로써 제를 지낸다. 
촛대의 위치는 향사와 마찬가지로 신주가 있는 곳으로 

북쪽 양쪽에 놓여졌으며 제1열에는 서애 류성룡 종가나 
단계 하위지 종가 모두 과일 및 조과가 올려져 있었다. 
제2열에는 서애 류성룡 종가는 과일 및 조과가 제1열에 

이어 계속 이어졌으며 단계 하위지 종가는 포와 나물류

가 진설되었다. 제3열에는 서애 류성룡 종가는 자반 및 

전 및 도적이 올려졌으며 단계 하위지 종가는 나물류와 

편이 진설되었다. 마지막 열에는 서애 류성룡 종가는 편

육, 5탕, 편적, 식혜, 대구포가 올려졌으며 단계 하위지 

종가는 도적과 간장이 진설되었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구와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종가를 사

례로 하여 향사와 불천위제례에 사용되어지는 음식의 종

류와 제수의 진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대구지역 사례종가인 달성 서씨와 하빈 박씨의 향사의 

제수는 메(飯), 갱(羹), 멧좌반, 포, 적, 채소 및 숙채, 과
일 및 조과, 제주이며 날 것을 사용하였다. 날것은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로 조상에게 가장 신선하고 깨끗

한 것을 바치려는 의미로 날 것을 사용하였다. 달성서씨

는 메를 조밥과 쌀밥을 반반 사용하였고 하빈 박씨는 날 
음식으로 조, 현미, 수수, 피를 사용하였다. 멧좌반은 하

빈 박씨만 조기를 사용하였고 포는 달성서씨는 예전에

는 녹포이나 현재에는 북어포와 육포를 사용하였고, 하

빈 박씨는 대구포를 사용하였다. 적은 달성서씨는 돼지

고기, 쇠고기, 상어고기이며 하빈 박씨는 돼지고기와 쇠

고기를 사용하였다. 채소에서 달성서씨와 하빈 박씨 모

두 생것인 미나리와 무를 사용하였고 과일은 달성서씨는 
대추, 밤, 은행을 사용하였으며 하빈 박씨는 대추와 밤

만 사용하였다. 미나리는 과거 미나리김치를 종묘제사상

에 올렸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먹거리이다.
안동지역 사례 종가인 서애 류성룡 종가와 단계 하위

지 종가의 불천위제에서 사용되어진 음식제수는 메, 갱, 
면, 멧좌반, 탕, 포, 적, 편, 채소 및 숙채, 침채, 전, 과일 
및 조과, 청주를 사용하였다. 메와 갱은 두 종가 모두 흰

쌀밥을 사용하였고 소갱을 사용하였다. 면으로 서애 류성

룡은 메국수(소면), 단계 하위지는 메국수를 사용하였다. 
멧좌반은 서애 류성룡댁만 사용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북

어, 간고등어, 민어, 도미, 조기, 쇠고기였다. 탕은 서애 

류성룡 종가댁은 5탕(육탕, 어탕, 소탕, 계탕, 해물탕), 단
계 하위지 댁은 3탕(육탕, 어탕, 소탕) 사용하였다. 포는 

두 종가 모두 대구포를 사용하였다. 편으로 서애 류성룡

은 백편, 상추시루떡, 콩고물․팥고물 시루떡, 송편(청태

콩), 모시송편, 송기송편, 경단, 낱증편, 화전, 조약, 대추

꾸리, 깨꾸리를 고임하여 사용하였고 단계 하위지는 인

절미, 시루떡, 검은깨떡, 경단, 찹쌀전, 조약을 사용하였

다. 채소 및 숙채에서 서애 류성룡은 고사리, 도라지, 콩
나물을 사용하였고, 단계 하위지는 고사리, 도라지, 시금

치를 사용하였다. 침채에서 두 종가 모두 물김치 사용하

였고 전은 서애 류성룡 종가만 두부전을 사용하였다. 과
일 및 조과에서는 서애 류성룡은 사과, 대추, 배, 귤, 앵
두, 참외, 수박, 호두, 밤, 곶감, 은행, 땅콩, 다식, 중개로 
가짓수가 많았으며 단계 하위지 종가에서는 대추, 밤, 배, 
곶감, 수박을 사용하였다. 서애 류성룡 종가와 단계 하위

지 종가 모두 제주를 청주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현재 사회적, 시간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종가는 전통적 생활양식을 고수하여 다른 집단과 차별

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종가의 가풍과 특색에 따라 
제례의 형태나 제수의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사라져가

는 종가의 음식에 대해 다시금 재고찰하여 자신의 뿌리

를 돌아보고 조상의 축복을 기구하며 가문의 전통과 정

신을 배움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승

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정. 1999. 제사와 문화 : 불천위 제사집단의 인식변화와 제일

(祭日)의 양력화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의 사례

를 중심으로 -.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9집 pp 
299-327

권삼문. 1999. 향사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민속연



810 최정희⋅ 박금순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4권 제 6호 (2008)

구 9집 pp 169-196
권삼문. 2002.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 제12호 pp 42-60
김영순. 1999. 제사와 문화: 불천위제사의 집사분정에 나타나는 

종법체계와 연령의식.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9집 
pp 243-298

김일근. 1986.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p 291
대구광역시. 1996. 옻골. p 22
백두현. 2000.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제례와 상례. 인간을 

통해서 보는 선비문화. p 69
안해벽 2000. 전통제례의 이론적 의미고찰. 석사학위논문. 안동

대학교 교육대학원. pp 1-2
윤숙경. 1996. 종교와 식생활문화(2) : 안동지역의 불천위 제례와 

제수. 1996년도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춘계학술심포지움 11(2): 
279-298

이기태. 1999. 현대사회의 제례 -대구광역시 한 동성촌락의 사례

-. 안동대 민속학 연구소. 민속연구 제9집 pp 143-167
이정우, 김연화. 1999.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제례의식․제례수

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33-50

Chun HJ, Sim YJ, Kim JS. 1999. The Knowledge of Korean 
Ceremony Foods and Table Setting of Korean American 
Housewives in the New York / New Jersey area. Korea J 
Soc Food Sci 15(2):146-157

Im YS. 1984. A Study on the Thinking Pattern regarding Ritual 
Food of the Housewives in Kang Weon A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20(0): 
247-265

Kim YI. 1989. A Study on the Table Setting of Korean Cere-
monial Foods. Korea J Food Culture 4(3):213-219

Yoon SK. 1996. Dietary Culture for Sacrificial Rituals and Foods 
in Andong Area (1) - Bul-Chun-Wi Sacrificial Rituals and 
Foods -. Korea J Food Culture 11(4):439-454

Yoon SK, Park MN. 1999. The Study of Dietary Culture in East 
Cot Area in Kyungpook Province (2) - for Sacrificial Rites 
Foods -. Korea J Food Culture 14(2):83-102

2008년 8월 19일 접수; 2008년 11월 11일 심사(수정); 2008년 11월 11일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