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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공동체신앙은조선시대각관서에속한신당의제사에서비롯되었다. 조선시대각관서(官署)의부속공간

으로존재하던신당의제사주체는하급관리들이었다. 이러한신당은대개부군당(府君堂)으로불리웠다.

기록에등장하는부군당은대개 1~3칸정도의규모이며, 내부에는신앙의대상인부군을그림으로그려봉안하

다. 역사기록에는부군당의제사대상이최 장군이나송씨부인으로등장하는데,  실제부군당의제사대상은각각

달랐다. 부군당의 제사대상가운데는왕건, 단군, 남이장군, 제갈공명, 김유신, 임경업, 공민왕, 태조 이성계, 조선

의개국공신인조반, 남한산성일대의지역에전승되는설화의주인공인홍씨대감과처첩, 임진왜란이후신으로모

셔지기시작했던관우와제갈공명등다양한역사적인물들이있다. 

조선시대 각관서신당의 의례를 오늘날 서울지역 마을굿의 양상과 정확하게 비교해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

록을통해볼때굿과고사의형태가공존하 음을알수있다.

관서 신당 의례는 점차 민(民)의 공동체신앙으로 자리잡아, 서울의 문화적 변동 맥락 속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

다. 본고는 조선시대 관서에 속한 신당의 존재양상을 살펴 보고, 관서 신당의 의례가 민간화되는 전승의 맥락을 장

충동관성묘, 방산동성제묘, 서빙고부군당의사례를통해살펴보았다.

방산동성제묘가민간화되어가는과정은, 군인들의신으로인식되던신령관우가역사적변화과정속에놓이게

되면서군인들의신에서상인들의신이되었고, 이후특정지역상인들의공동체적신앙대상이된과정을잘보여주

고있다.

장충동관성묘는남 군인들의부군당으로서, 관성묘주변지역에거주하는이들을중심으로조직된 신사(永

信社)라 불리는제사집단에의해제사가전승되었기때문에, 이들이구성원이된이일대마을의공동체신앙으로의

전승이자연스럽게계승되었다.

서빙고 부군당의 민간화 과정은 조선 후기 장빙역(藏氷役)의 변화와 맞물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있었다.

주제어 : 각사 신당(各司 神堂), 부군당(府君堂), 부군당제(府君堂祭), 민간화, 서빙고 부군당(西氷庫 府君堂),

성제묘(聖帝廟), 관성묘(關聖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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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의 공동체 신앙2)은 서울이 조선의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활발한 전승력을 가지며 서울민속을 구성

하는한요소로존재해오고있다. 이는 서울의공동체

신앙이 민속의 지속과 전승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연

구대상으로 존재하며, 서울지역 공동체신앙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속과 전승이 규명되어야 함을 의미

하기도한다. 

조선시대각사(各司)3) 신당은각관서(官署)의부속

공간으로, 하급관리들의치제(致祭) 대상이었다. 이러한

신당은 부군당(府君堂)으로 불렸다. 관서 신당 의례는

점차민(民)의공동체신앙으로자리잡아, 서울의문화적

변동 맥락 속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조선시대 각 관

서(官署)에 속했던 치제공간으로서의 신당 모습을 살피

고 이러한 의례가 마을단위의 공동체신앙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 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다. 이러한논의는서울지역공동체신앙의 지속과전승

을 규명하는하나의과정으로, 서울지역공동체 신앙의

특성을밝히는작업으로서의미를가질수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서울의 각사(各司)

신당의 존재양상과 그 의례가 민간화되는 과정을 논의

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현재확인할수있는기록자

료를 통해 각사 신당의 존재양상, 치제의 대상 및 치제

양상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조선시대서울지역각

사신당은비록단편적이긴하나여러문헌기록과풍속

시(風俗詩), 궁궐도(宮闕圖), 감 도(監營圖), 고지도(古

地圖), 관아도(官衙圖) 등을통해그존재양상, 치제대상

및치제양상등을살필수있다. 서울의각사(各司) 신당

의례가민간화되어가는과정혹은그연결점은조선시

대각관서마다대개신당이있었다는사실과몇몇기록

자료들을바탕으로, 현재 서울지역에전승되고 있는몇

몇부군당을조선시대각사신당으로비정하고해당관

서의 의례가 민간화되는 역사적 배경과 전승의 맥락을

찾아보았다. 이러한몇몇사례들이관서신당의민간화

를 밝히는 일괄적인 틀이 될 수는 없으나, 몇몇의 관서

신당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

를 살펴봄으로써 서울지역 공동체 신앙의 전승과정에

대한부분적인단면(斷面)을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와 인접학

문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본고의 논의를 위해

직접 참고가 된 분야와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경강변

부군당제에관한선행연구4)를비롯해조선시대서울의

여러 관아 모습이 구체적으로 담긴 숙천제아도(宿踐諸

衙圖), 조선 후기 서울의 생업 및 상업발달과 도시문화

로의변화, 조운(漕運), 조선후기서울주민의신분구조

와지역분화, 한성부행정구역의편제및조선후기서

울 주민의 역제(役制), 조선 후기 서리의 생활상 등 역

사학과지리학 등에관한분야이다5). 이러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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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서울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적 틀로서, 이것은 민속지적 현재의 관점에서 비롯한다. 연구대상의 지역적 틀을 현재
서울의 행정구역으로 삼음으로써 조선시대 수도로부터 경기도 일대를 포괄하는 대도시로의 변화과정 속에서 마을제사 전승양상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2 마을이나 지역을 단위로 하는 민속신앙은 동제(洞祭), 마을신앙, 마을제사, 공동체신앙 등 다양한 이름이나 개념으로 지칭되거나 규정되어 왔다. 이 가운데 마을신앙이나
동제(洞祭) 등의 개념이 촌락과 같은 소규모 생활공동체의 수준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시의 축제로 재창조되는 사례 등을 포괄하기는 어렵
다. 서울의 경우 부군당제(府君堂祭)나 도당제(都堂祭), 산신제(山神祭), 성황제(城隍祭), 이사당제(里社堂祭) 등 다양한 종류의 신앙양상이 전승되고 있다. 서로 다른 유래
의 신앙양상들이 서울의 도시화 이전 대개 마을을 근거로 전승되어 왔다는 점을 기준삼는다면, 이들을 마을신앙 혹은 동제 등의 용어로 그 범주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용산구 용문동의 부군당제(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0호, 공식 명칭:남이장군사당제)나 중랑구 봉화산 도당제와 같이 도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존재하거
나, 도시축제화 과정에서 마을신앙이 재창조되는 양상 등을 감안한다면 마을신앙이나 동제와 같은 용어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는 공동체신앙이라는 개념을 수용하고자 한다. 현재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통일되지 못한 편이나 지역성·사회적 상호
작용·문화적 공유 등을 공동체의 의미에 포함시키기도 한다(최협, 1986, 「한국사회 공동체, 공동체 이념」, 『한국사회학』제20집, 한국사회학회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가넷). 서울과 같이 다양하게 분화된 도시에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동체를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현재
전승되는 부군당제나 도당제와 같은 신앙민속이 지향하는 인식과 방향을 기준삼아 공동체 신앙으로 포괄하여 개념규정 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각사(各司)란 관청(官廳)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東國輿誌備考』·『漢京識略』등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성 내외의 각사들은 대개 府, 曹, 暑, 部, 院, 監,
寺, 營, 學, 鎭, 廳, 倉 등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일반적 의미에서의 관청 외에도 국가적 목적에서 지은 창고나 군대의 주둔 시설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한
다. 『五洲衍文長箋散稿』나『燕巖集』등은 각 관서에 속하는 신당이 부군당으로 불렸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용례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당 관서의 신당을
각사(各司) 신당으로 표기하고, 문맥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각 관서(官署)’라는 표현을 병기한다. 

4 유승훈, 2003, 「경강변 부군당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양상」, 『서울학연구』20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5 허경진, 2003,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의 한국고서들』웅진북스, pp.189~245 ; 최완기, 1989, 『朝鮮後期漕運業史硏究』, 일조각 ;조성윤, 1992, 「조선 후기

서울주민의 신분구조와 그 변화 - 근대시민형성의 역사적 기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 준, 1998, 「18·19세기 서울의 지역분화」, 『민족문화연구』
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동환, 1998, 「조선 후기 漢城府 행정 편제의 변화-坊 里 洞 契 의 변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11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김갑주, 1984, 「18세기 서울의 都市生活의 一樣相-陸契를 중심으로」, 『東國大學校論文集』23집 ; 고동환, 1994, 「조선후기 藏氷役의 변화와
藏氷業의 발달」, 『역사와 현실』14호 ; 유봉학, 1990, 「日錄「公私記攷」에 나타난 19세기 서리의 생활」, 『奎章閣』13,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을 들 수 있다.

I. 머리말



들은 조선 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와

민(民)의 생활상 등을 다방면으로 조망한 것으로서, 조

선시대 각사 신당의 의례가 민(民)의 의례로 되어가는

과정을살필수있는중요한배경적지식이되었다. 1. 각사(各司) 신당의 존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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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朝鮮王朝實錄』中宗 六年 辛未 三月. 
7 國俗 各司內 皆設神以祀 名曰付根 行之皆久 莫有能革者 至是 憲府先焚紙錢 傳關文各司 皆焚之 禁基祀 人多稱快(『朝鮮王朝實錄』中宗 十二年 丁丑 八月 丙辰).
8 今京師各司有神祠各曰付根堂 訛呼府君堂 一祀所費 至於累百金 或曰付根 乃宋氏姐所接 四壁多作木莖物以掛之 甚淫褻不經 或曰付根者 皆爲官司之根 其懸木

莖者 以萬人之根爲賢莖 故作莖物以像之也(『五洲衍文長箋散稿』卷四十三 華東淫祀辨證說).
9 曾聞 京各司 皆有府君堂設幀像 吏隷輩祀之 今驗本庫亦然 堂在庫後 圍以小墻 有中門 吏輩言 此乃宋氏處女像 像有二幀憲府雖禁神祠 而此一事 未之禁也(『 齋

亂稿』券十一, 15일 경자, 유승훈, 2003, 「京江邊 府君堂의 性格과 歷史的 展開 樣相」, 『서울학연구』제20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p.109에서
재인용).

10 在各司吏廳側 每歲十月上朔祀之 或言高麗侍中催塋 居官 廉於財 關節不行 有戚名 故吏民懷之 迎其神尊之云 外列邑 亦皆有之(『東國與地備考』권 2, 祠廟). 
11 庚戌冬 余以殿試對讀官 而姪子中第 兩司以爲私 交章請鞫 上是其議 下于禁府 初入之夕 見同監諸邊將 各以木削成男子勢 問之則曰 巡軍府君 乃女人也 深喜此

故 囚者以是禱福也(惺所覆 藁卷之六 文部三 記 巡軍府君廳記).

II. 조선시대각사(各司) 신당과의례

<표 1> 부군당 관련 문헌 기록과 내용

『朝鮮王朝實錄』

대간이 한형윤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지난 11일 친히 문묘(文廟)에 제사드릴 때에, 누가 내수사(內需司)를 빙자

하고‘고사(告祀)한다’고 하며, 양현고(養賢庫) 안 동산에서 제사드렸다 합니다. 선성선사(先聖先師) 묘정(廟庭) 근처에서 음

사(淫祀)를 배설하여 설만(褻慢)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신 등은 경악하여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하니, 전

교하기를, “고사에 대한 일은 내가 아는 바 아니다. 대비전에 물으니, 양현 고안에 부군당이 있어, 전례에 반드시 제사를

베풀므로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다른 일들은 윤허하지 않는다.”하 다6).

국속에 각사 안에서 모두 신을 베풀어 빌었는데, 이를 부근(付根)이라 하 으며, 행해온 지 오래되어 혁파 할 수 없었으며

오늘에 와서 헌부(憲府)에서 먼저 지전(紙錢)을 태워버리고 그 신사(神祀)들을 금지해 버려서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

았다7).

『五洲衍文長箋散稿』

지금 경사(京師) 각사(各司)에 신사가 있는데 부근당(付根堂)이라 했고, 이것이 와전되어 부군당(府君堂)이 되었다. 한번 비

는 비용이 수백금이 되었다 한다. 혹은 부근(付根)은 송각시(宋氏姐)가 실렸다고 하는데 사방 벽에 목경물(木莖物)을 많이

만들어 달고 지나치게 음숙하 다. 외읍에서도 이를 숭사하다가 중종 기묘년(1519)에 각사의 부근 신사를 혁파하 다. 각

사마다 부근을 숭사하는 풍속이 오래 되었는데, 지금 지전을 각사에서 모조리 태우고 그 신사를 금절하므로 통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8).

『增補文獻備考』

본조의 국속으로는 도하관부에 으례히 소우총사를 두어 지전을 걸어 놓고 부군 호칭하면서 서로 모여 속사하 다. 새로 부

임한 관원도 반드시 삼가 제사하 고, 법사에서도 마찬가지 는데, 어효첨이 집의가 되었을 때 하인들과 여기에 제사할 것

을 고알하 다. 어효첨은 부군이란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하면서 지전을 불태워버리고 관부의 부군을 모두 없애 버렸다.

기록의 소재 부군당 관련 내용

일찍이 듣건대, 서울에 있는 각 아문에는 모두 부군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 정을 모셔놓고 아전이나 노비들이 제

사지낸다(중략). 당은 창고의 뒤에 위치해 있다. 작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문이 있다. 이속들은 이것이 곧 송씨처녀

의 초상이라고 한다. 초상은 2개의 정이다. 사헌부에서 비록 신사를 금한다고 하 지만 이 일만은 아직껏 금할 수 없었

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관청 이하 모두가 동쪽과 남쪽의 관왕묘처럼 하나의 음사를 이루고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

어찌 해괴하다 하겠는가. 또한 듣건대, 성균관의 노비들이 벽송정 동쪽 가장자리 골짜기의 가운데 또한 부군당을 설치하

는데 그 정 하나는 최 장군의 상이고 또 하나는 우왕의 왕비 다9). 

『 齋亂稿』

부군사는 각사 아전의 청방 곁에 있으며, 해마다 10월 1일에 제사 지낸다. 세상에서 혹 말하기를, 고려의 시중 최 이 관

직에 있을 때 재물에 깨끗하고 징수를 하지 않아서, 이름이 떨쳐 있으므로 아전과 백성들이 사모하여 그 신을 모셔 존승

한다고 한다. 각 고을에도 모두 있다10). 

『東國與地備考』

『惺所覆 藁』

경술년(광해군 2, 1610) 겨울에 나는 전시(殿試) 대독관이 되었었는데 조카가 급제를 했으므로, 양사(兩司)에서는 사정이 개

입되었다는 혐의를 두어 번갈아 을 올려 국문(鞫問)을 요청했다. 임금께서는 이 의논을 옳다고 여겨, 나를 의금부에 하옥

시켰다. 처음 들어가던 날 저녁에 여러 변장들이 같이 수감되었는데, 그들은 나무를 깎아서 남자의 성기를 만들기에 물어

보았더니, “순군부군(巡軍府君)은 여자라서 이것을 매우 좋아하므로, 죄수들은 이것으로 복을 비는 거지요.”하 다. (중략)

저는 여량(礪良)의 대성(大姓) 출신입니다(중략). 이로써 저의 원수도 갚았고 서생의 억울함도 풀어졌으므로 순군부의 사람

들이 신령스럽게 여기고, 인하여 제사를 차리며 향불을 올린 지가 지금까지 2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사는 끊어지지

않았으나, 음란의 욕은 날로 계속 이르오니 저는 이를 깊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중략)11).



단편적이기 하나 조선시대 각 관아에 부속공간인

신당(神堂)이 존재했으며, 이 신당이 부군을 모신 부군

당(府君堂)임은 아래의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있다. 기록시점의순서에의거해문헌기록의내용을

<표 1>에서보기로한다.

그러나이런기록들은지극히단편적이어서신당을

중심으로 한 의례의 양상이나 의례공간으로서의 신당

모습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전하지않고있다.

조선시대 각사 신당의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것은 한필교(韓弼敎, 1807~1878)라는 인물이 남

긴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이다. 한필교는 1838년 제

용감(濟用監)의 부봉사(副奉事)로 재임한 이래 호조(戶

曹, 1839년 佐郞, 1876년 參議로 재임), 종묘서(宗廟

署, 1839년 令으로 재임), 사복시(司僕寺, 1843년 判

官, 1855년 僉正으로 재임), 선혜청(宣惠廳, 1861년 郞

廳으로재임), 종친부(宗親府, 1865년 典簿, 1866년 典

籤으로 재임),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1878년 副摠管

재임), 공조(工曹, 1878년 參判으로 재임) 등을 거치며

관직생활을 하 다.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에는 사복

시(司僕寺)15), 종친부(宗親府)16), 공조(工曹)17), 제용감

(濟用監)18), 선혜청(宣惠廳)19) 등의신당이세 하게묘

사되어있다.   

Mun Hwa Jae O, Mun Seon  9

12 今之百司 外而州縣 其吏廳之側 莫不有賽神之祠 皆號府君堂 每歲十月 府史胥徒醵財賄 醉飽祠下 巫祝歌舞 樂以娛神 然世亦不識所謂府君何神 而所 神像 朱
笠貝纓揷虎鬚 威猛如將帥或言高麗侍中崔瑩之神 其居官廉於財 關節不行 有威名於當世 吏民懷之 迎其神.

13 1880년 작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화주당 현판『廣州府彦周面楮子島忠烈化主堂重建記』부분.
14 百司爭 祭神羞 靈福知應各有求 最是號食刑獄吏 暗祈常滿富人囚(이 시는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 등장하는 것으로, 세시풍요는 서울을 중심

으로 일년 동안 벌어지는 세시풍속과 시정세태를 칠언절구 200수로 집대성한 것이다. 이 작품에는 장지완(張之琬)이 쓴 1855년 서문이 있으며 그 자신의
서문에 의하면 1843년 설날과 정월 보름에 세시풍속시를 지어 세시풍요라 이름하 다가 그 후 어느해 정월에 다시 일년의 명절을 모두 다룬 작품을 추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세시풍요는 1843년 처음 일부 작품을 지었다가 1855년 무렵 지금의 체제로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에 윤달선(尹
達善)의 광한루악부(廣寒樓樂府)와 합본되어 전한다.(金明淳, 1994, 「朝鮮 後期 서울의 風俗 世態를 다룬 紀俗詩 硏究」, 『동방한문학』제10집, 동방한문학회,
p.153 참조).

15 사복시(司僕寺)는 병조(兵曹) 소속으로 본래 태복시(太僕寺)로 불렸으나, 1308년 그 명칭이 사복시(司僕寺)로 바뀌었다. 사복시는 조선시대 왕이 타는 말과
수레 및 마구, 목축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고, 매로 짐승을 잡는 응사(鷹師)를 소속시켜 궁에서 쓰는 짐승을 조달했던 관청이기도 하 다. 『經濟續六典』에
의하면 사복시에서 기르고 관리하던 말의 수는 겨울에 270필, 여름에 100필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사복시의 위치는 현재 종로구 수송동 146번지에 해
당한다.

16 종친부는 조선왕조 역대 종실제군(宗室諸君)의 봉작승습·관혼상제 등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곳이다.
17 공조(工曹)는 육조(六曹)의 하나로 오늘날의 국토해양부에 비견될 수 있다. 조사(營造司)ㆍ공치사(功治司)ㆍ산택사(山澤司)의 삼사(三司)를 두고 업무를 집

행하 다. 공조의 위치는 현재 종로구 세종로 81-3번지에 해당한다. 
18 제용감(濟用監)은 호조(戶曹) 소속으로, 위치는 종로구 수송동 108-4번지로 현재 국세청 빌딩 후문 근처에 있었다. 제용감은 진헌하는 포물(布物)·인삼·하

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채색입염(綵色入染)·직조(織造)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이었다.
19 선혜청은 조선 개국년인 1392년 창설한 상서사(尙瑞司)를 1466년(세조 12)에 개칭한 것으로, 대동법의 실시 이후 대동미(大同米)와 대동전(大同錢), 대동포

(大同布) 등의 수납을 담당했다. 선혜청의 위치는 현재 중구 남창동 284번지이다.

『燕巖集』

지금 중앙의 모든 관청과 지방의 주현(州縣)에는 이청(吏廳)의 옆에 귀신에게 푸닥거리하는 사당이 없는 곳이 없으니, 이를

모두 부군당(府君堂)이라 부른다. 매년 10월에 서리와 아전들이 재물을 거두어 사당 아래에서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무당

들이 가무와 풍악으로 귀신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또한 이른바 부군(府君)이라는 것이 무슨 귀신인지 알지 못

한다. 그려 놓은 신상(神像)을 보면 주립에 구슬 갓끈을 달고 호수를 꽂아 위엄과 사나움이 마치 장수와 같은데, 혹 고려

시중(侍中) 최 (崔瑩)의 귀신이라고도 말한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재물에 청렴하여 뇌물과 청탁이 행해지질 못하 고,

당세에 위엄과 명망이 드날렸으므로 서리와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그 신을 맞아 부군으로 받들었다고 한다12).

강남구 삼성동 화주당 各廳各各等保 生前安過太平之願13).

『歲時雜詠』
백사에서 신당 제사의 제수를 다투어 풍성하게 하니 험한 복록은 각기 구하는 일에 응함을 알리로다. 가장 탐욕스런 자

들은 바로 형옥 아전들이라 감옥에 돈 많은 죄수 가득하게 해 달라고 빈다네14).

『신증동국여지승람』

교서관동(校書館洞)에 임경업(林慶業)과 채호주(蔡湖洲 유후(裕後))의 옛집이 있고, 예관 부군당에 임 장군의 화상을 그려놓

고 제사지낸다(중략). 부군사(符君祠)는 각사 아전의 청방 곁에 있으며, 해마다 10월 1일에 제사지낸다. 세상에서 혹 말하

기를, 고려의 시중(侍中) 최 (崔瑩)이 관직에 있을 때 재물에 깨끗하고 징수를 하지 않아서, 이름이 떨쳤으므로 아전과 백

성들이 사모하여 그 신을 모셔 존숭한다고 한다. 각 고을에도 모두 있다. 

기록의 소재 부군당 관련 내용



조선시대각사신당의모습을담고있는또다른것

으로는동궐도(東闕圖)20)와경기감 도(京畿監營圖) 등

의회화자료를주목할수있다. 동궐도를통해보면, 창

덕궁내의부군당은능허정의뒷담을따라산을내려오

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동궐도의 신당을 왕실의 토

속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보기도 하나21), 대개 각사 신

당의 의례가 하급관리를 중심으로 치제되었다는 점과

궁궐 내에 왕실과 국가를 위한 의례공간이 공식적으로

별도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동궐도의 신당

은 왕실의 직접적 치제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궐내(闕

內) 여러 관서의 여러 하급관리가 중심이 된 제사공간

이었을가능성이더높다.

신당의 모습이 담긴 또 하나의 회화자료인 경기감

도(京畿監營圖)는 북악산, 인왕산, 안산 아래 펼쳐진

돈의문 밖을 중심으로 경기도 관찰사가 집무하는 경기

감 일대성시를총 12폭의대형병풍에그린성시풍속

도이다22). 경기감 도의신당은경기감 내아(內衙)의

서쪽에 위치한다. 신당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신

당 정면에 달린 현판의 기록을 통해서이다. 신당의 좌

우에는 부속건물이 좌우에 들어서 있고 뒤편으로는 숲

이조성되어있다. 한편경기감 도에는신당과별도로

사우(祠宇)가 존재한다. 경기감 도의 사우는 경기 감

의 주건물이라 할 수 있는 선화당의 뒤쪽에 자리하

며, 정면 3칸 규모이다. 경기감 에서 신당과 별도로

사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급관리 위주의

부군당제와 구별되는 관아의 공식적 의례공간이 있었

음을보여준다.

숙천제아도나동궐도, 경기감 도에소개된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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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기감 도의 신당과 부속건물
(삼성리움박물관 소장 경기감 도 부분)

<그림 1> 사복시(司僕寺)와 신당 <그림 2> 공조(工曹)와 신당

<그림 3> 제용감(濟用監)과 신당 <그림 4> 선혜청(宣惠廳)과 신당

<그림 5> 종친부(宗親府)와 신당 <그림 6> 도총부(都摠府)와 신당

<그림 7> 동궐도의 신당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궐도 부분)

20 동궐도는 순조 30년(1830년)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궁궐그림이다. 서울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궐(東闕)로 불린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상세
하게 보여준다. 창덕궁에 보관되었다가 한국 전쟁 중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동아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본래 천, 지, 인 세 부
가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국보 249호인‘인’본이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소장품은 병풍으로 변형되어 어떤 본
인지 확인할 수 없다(최종덕, 2006, 『조선의 참 궁궐 창덕궁』눌와, p.12). 

21 최종덕, 2006, 앞의 책 p.211.
22 오른쪽에서부터 전개되는 이 그림은 첫 폭의 돈의문을 시작으로, 기 (圻營)과 경고교(京庫橋), 경기감 의 본관인 선화당(宣化堂), 고마청(雇馬廳), 은문(迎

恩門), 모화관(慕華館), 천연정(天然亭), 활터인 읍승정(揖升亭)과 같은 건물을 중심으로 반차도(班次圖) 형식의 관찰사 행렬 및 저자거리, 활쏘기 대회 등 다
채로운 풍속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희조, 2007, 「조선 후기 성시풍속도의 유형별 특징 연구」『온지논총』, 온지학회, p.311~320).



대각사신당은대개 1칸에서 3칸정도 다23). 또한황

윤석의『 齋亂藁』기록과 같이 신당의 내부에는 치제

대상을 그림으로 그려 봉안한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

로보인다24). 

이러한부군당내부의치제대상은‘그려놓은신상

(神像)을보면주립에구슬갓끈을달고호수를꽂아위

엄과 사나움이 마치 장수와 같은데 혹 고려 시중(侍中)

최 (崔瑩)의 귀신이라고’기록하고 있어, 현재 서울의

여러 부군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최 장군 무신도의

도상(圖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무신도가 봉안되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부군당의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오늘날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중적

으로남아있는부군당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 이

와관련해고남강김태곤교수가소장하고있다고언급

한 바 있는 전환국 부군당 무신도는 관서 신당의 존재

를 물질문화적 측면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

서가될수있다25). 김태곤은어떤이유에서인지『한국

무신도』에소개된무신도의소재지를밝히지않아어떤

것이 전환국의 무신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필자의조사결과이책에실린무신도는제주도

내왓당의 일부 무신도를 제외하고 현 성동구 신당 5동

수풀당, 강남구 삼성동 화주당, 마포구 도화동 서낭당

등서울지역의무신도들이주를이룬다. 전환국의무신

도를 사진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나, 언급된 단편적인

내용을 통해서 관서 신당에 무신도가 봉안되었음이 증

명된다26).

앞서도언급하 듯각관아에속해있던부군당은 1

칸에서 3칸정도의규모범위에속했으나, 규모나배치

에엄 한기준이있어일률적으로정해지지는않은것

으로 보인다. 대개 제사의 중심집단이었던 각사(各司)

아전들청방곁에위치하거나27) 각관아의형편에의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관직(京官職)에

속하는 정이품(正二品) 관서(官署)로서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수도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한

성부호방(戶房)은호적업무를담당했던관청이다. 경조

부지(京兆府誌) 공해조(公 條)에의하면한성부의관아

규모는 전체 172칸이며, 그 중에서 신당(神堂)은 4칸이

었다28). 이러한한성부호방의신당규모는숙천제아도

에소개된여러신당의규모보다큰편이라할수있다. 

이상과같이조선시대각관서의한공간에신당이

존재했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全) 시기를 포함해 모든 관서에 일률적으로 신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 초기 유학적 성향이 강

한어효첨이각관서의부군당을모두철폐하게하거나
29), 중종때각관서에관문(關文)을보내신당을철폐하

게한일30)과실제의 고에근무하던황윤석이의금부

에서부군당제사에관한일을금하고있으나그것의금

제가 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국가의

공적 기관으로서 각 관서내 종교공간으로서의 부군당

과 부군당 의례가 지배세력에 의해서는 부정적으로 인

식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또한 이러한상황에의해

각 관서내 신당의 존재유무에 차이가 생겨났을 가능성

도엿보인다. 즉 관서에따라서는신당이없는곳도있

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각 관서에 일률적으로 신당이

존재하지 않았음은 숙천제아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숙천제아도에 의하면 그가 근무했던 여러 관청 가운데

종묘서를 제외하고 모든 관청에 신당이 부속건물로 존

재했음을알수있다. 그런데한필교가전문화공(畵工)

을동원하여숙천제아도를그렸다는점을감안해볼때

그림으로 기록하는 과정에 종묘서의 신당이 누락되었

을 가능성보다는 당시 신당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

다. 또한 국가의 대사(大祀) 공간인 종묘의 숙위(宿衛)

Mun Hwa Jae O, Mun Seon  11

23 허경진, 2003,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의 한국 고서들』, 웅진북스, p.189~345.
24 曾聞 京各司 皆有府君堂設幀像 吏隷輩祀之 今驗本庫亦然 堂在庫後 圍以小墻 有中門 吏輩言 此乃宋氏處女像 像有二幀憲府雖禁神祠 而此一事 未之禁也. 『

齋亂稿』券十一.
25 김태곤 편, 1989, 『韓國武神圖』, 열화당. p.28.
26 김태곤 편의『韓國巫神圖』에서, 김태곤이 무신도의 제작시기를 1800년대로 추정한 내용과 다른 무신도들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전환국의 무신도로 추정되

는 것은 p.100의 사해용궁부인(四海龍宮夫人)과 p.114의 송씨부인(宋氏夫人)이다.
27 今之百司外而州縣其吏廳之側莫不有賽神之祠皆號府君堂(『燕巖集』).
28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992, 『국역 경조부지』, 서울사료총서 제4, p.12.
29『增補文獻備考』

본조의 국속으로는 도하관부에 으례히 소우총사를 두어 지전을 걸어 놓고 부군 호칭하면서 서로 모여 속사하 다. 새로 부임한 관원도 반드시 삼가 제사하
고, 법사에서도 마찬가지 는데, 어효첨이 집의가 되었을 때 하인들과 여기에 제사할 것을 고알하 다. 어효첨은 부군이란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하면서

지전을 불태워버리고 관부의 부군을 모두 없애 버렸다.
30 國俗 各司內 皆設神以祀 名曰付根 行之皆久 莫有能革者 至是 憲府先焚紙錢 傳關文各司 皆焚之 禁基祀 人多稱快(『朝鮮王朝實錄』中宗 十二年 丁丑 八月 丙辰).



를담당한종묘서에, 지배세력에의해음사로치부되는

의례가공존하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지배세력에의해음사의공간으로인식되었던것과

같이 조선시대 각 관서의 신당의 존재는 각 관서 전체

에서큰비중을차지하거나아주중요하게인식되는공

간은아니었다. 춘관지(春官志)나추관지(秋官志), 탁지

지(度支志)와 같은 국가의 공식기록에는 해당 관서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각 건물의 명칭과 그 규모가 소

상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관서의 여러 건축

물에 대한 내용에서‘신당’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관련해신증동국여지승람의기록에예관부

군당에서 임경업을 부군으로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은이러한사정을설명해줄하나의단서가될수있

다. 분명히 예관의 부군신(府君神)이 임경업이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31). 또한 전옥서(典獄署)의 부

군은 동명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32), 앞의‘세시잡

(歲時雜詠)’과 같은 기속시(紀俗詩)에 소개된 내용에

의거해서도신당과그의례의존재를확인할수있다. 

이러한 사정은 각 관서 신당들이 국가의 공식적 성

격이 부여된 공간이 아니었거나 상대적으로 공식성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다. 또

한 이와 관련해 이른바 가정신앙의‘건궁성주’와 같이

신앙의대상으로서형체와공간이확보되지않았더라도

신령의 존재를 인식하여 의례가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식적인 공간이 확

보되지않았어도의례가지속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특정한 공간없이 신앙적 관념만

있을 가능성보다는 신앙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을 가능

성이더높은편이다. 이와 관련된몇몇사례를들어보

자. 탁지부에서 내창(內倉), 신대청월랑(新大廳月廊),

운고(雲庫), 승고(勝庫), 각고(各庫) 등의 신축(新築)과

개건(改建), 수축(修築), 개축(改築)·수보(修補)시에들

어간각종비용을기록한바에의하면신당고사에대한

비용이기재되어있다33). 이는탁지부내신당이공식적

인 공간으로서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의례의 양상을

통해 볼 때 분명 신당 공간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

거이다.

각관서에속한일부신당은대한제국기각관서의철

폐시기까지그존재가남아있었다. 별 창34)은용산기슭

에있던훈련도감의부속기관이었다. 별 창일대는 1904

년 외세의 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겨진 기록을

통해 당시까지도 별 창에는 신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5). 내수사 또한 1900년대 초반까지 신당이 남아 있

었고, 신당의의례비용이지출되었음을알수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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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추관지(秋官志) 제1편 관사(官舍)에 의하면, 전옥서는 청사(廳舍) 3간, 방 1간, 서리의 장방 2간, 마루 1간, 사령의 마루 1간, 상직의 방 1간, 군사 수직의 방 1간, 남옥(男
獄)이 동·서·남·북 각각 3간, 여옥(女獄)이 남·서 각각 2간, 옥문 1간, 대문 2간, 협문 1간, 홍살문 1간으로 구성되어 있다(『秋官志』, 법제처 법제자료 제 75집).

32 이능화, 1927, 『朝鮮巫俗攷』계명구락부(이재곤 역, 1976, 『朝鮮巫俗攷』백록출판사, p.172).
33 (중략)神堂告祀債錢拾五兩 五月朔告祀債錢拾捌兩 閏五月朔告祀債錢拾捌兩(『內倉庫舍修補役用冊』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번호 :규 19387, 1책).
34 임진왜란 후 선조 29년(1956년)에는 새로 훈련도감(訓練都監)을 두면서, 군자감의 강감(江監) 외 별 창(別營倉)을 두고 훈련도감에 속한 군인들의 급료를

따로 주었다. 별 창은 현 청암동에 있었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志備考)에는 권1 무관공서조(武官公署條)에 별 창이 마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청암동 일대가 당시 마포의 범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 1985, 『한강사』, p.654). 

35 京畿道各郡訴狀(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소장번호:규19148, 13책)에 실린 한 문건에는 별 창 안에 해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양인(洋人) 백탁안에 대한 상
세한 조사를 요청하는 별 창 고직이의 청원이 실려 있다. 이 청원의 내용에 의해 당시 별 창의 신당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西署 龍山坊麻布居庫直
請願人任相玉年
請願人이本院에小管해온本里別營倉庫直으로恪動擧行이옵더니不意日昨에淸人五六名이來到別營倉內 와傳來 옵든該基에在 온岩石을以鐵釘으로破碎이고又
神堂後基址數十間可量을劃定基址이기로不勝訝惑 와問其委折 온즉該淸人言內에洋人栢卓安이가新建海關 올次로任於渠等雇傭 니該事由는問議於柏卓安
爲答이오나請願人이栢安之所任處도未詳 올 더러該地는卽本院小管이옵기로玆以仰告 오니洞燭 신後에右事由를自本院으로셔詳査質問于栢卓處 시와無
至侵責於請願人케 심을伏望 仍 야玆에請願함
光武八年五月 日
請願人任相玉
內臧院卿閣下
當探問海關以措處向事
五月十五日.

36 이 기록은 各府郡來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소장번호:규19146, 제13책)에 실린 내용으로, 각궁사무정리위원회 회계주임 김용제가 경리원 감독 유기혁에게 보낸 것
이다. 전 내수사 신당 치성비 200환을 춘추로 나누어 받아왔는데, 봄, 제사 비용은 이미 받았으니 가을의 치성비를 지불해 달라는 청구내용이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請求書
前內需司神堂致誠費貳百 을春秋兩等으로排分推來이온바春等則 □□支撥而秋等을 亦不容不□其推還이옵기玆에請求하오니照亮 신후秋等致誠費壹百 을
卽爲支撥 심을 爲要
隆熙元年十一月十一日
各宮事務整理委員會會計主任金鎔濟
經理員監督劉臣赫 閣下.



이상과같이조선시대각관서부군당의존재는유

교적 지배이데올로기를 가진 지배세력에 의해 음사로

분류되어 공인된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철폐를지향하는분위기와부분적인철폐속

에서도관서마다의례전통을이어갔음을알수있다.

2. 각사(各司) 신당의 치제 대상

여러관서에가장많이모셔진것으로알려진것은

최 장군과 같은 고려시대의 인물과 송씨부인이다.

『東國輿誌備考』와『燕岩集』등에는 부군당 치제대상을

최 으로밝히고있다. 재물에청렴하여뇌물과청탁이

행해지질 못하 고, 당세에 위엄을 드날렸으므로 서리

와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그 신을 맞아 부군으로 받

아들 다고그까닭을설명하고있다.

최 과같은고려시대인물이부군당의치제대상이

된것은고려시대남경의토착세력가운데조선시대사

족으로성장하지못한경아전(京衙前)들의신분적열등

감과 조선조 유교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되기도 한

다37). 이는 이능화가 언급한대로 고려 말의 유민들이

각사의이원이되어항상구국의왕을생각하여사당을

지어제사하 다고한것과동일한맥락이다.

그러나 실제 부군당의 치제대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인물이나 설화적 인물들이 관서내 신당에서 모

셔지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38). 또한 아전들을 중심

으로한제사전통이고려시대로부터이어져왔고, 조선

의 국가기관 상당수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설치된

점39)을감안한다면, 고려시대남경(南京) 토착세력으로

서경아전(京衙前)이신분적한계와조선조유교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고려시대의 인물을 제사대상으로 삼았

다는사실을일반화시키는데는한계가있다. 조선의개

국공신조반(趙 )40)을부군으로모시는전농동부군당

의경우를보자. 조반의행적을살펴보면어떤일을계

기로 조반이 전농동 부군당의 부군으로 섬겨지게 되었

는지불분명하나, 조선시대국 농장인동적전(東籍田)

이있었던전농동의역사적배경을바탕으로추정이가

능하다. 조선왕조의 적전은 두 곳에 있었다. 전농동의

적전은 동적전(東籍田)으로서, 국왕의 친경을 위해 조

선왕조에 들어와 처음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서적전

(西籍田)은고려적전의전통을계승하기위해, 권신임

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의 토지를 몰수하여 설

치한 것이다. 서적전의 기능은 조정의 여러 제향에 소

요되는 곡물을 생산하는 공급원으로서, 적전의 존재의

미인 친경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서

적전의설치와관련된역사적사실과관련된조반의활

약상이다. 조반이환국하여 직부사(密直副使)를제수

받았는데, 조반의 고향인 배천에서는 임견미와 염흥방

의수탈이심하게이루어졌다. 임견미와염흥방이배천

사람들의 밭 수백경을 빼앗았으며, 여러 사람의 밭을

빼앗아 1년에두세차례나세를거두었기때문에배천

사람들의괴로움이아주큰상태 다. 배천사람들이수

탈에시달리는것을본조반은최 에게편지를보내어

임견미와염흥방의무리를제거해줄것을임금에게고

할 것을 부탁하고, 이들 무리의 하수인격인 이광(李光)

을 제거하 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조선시대 각 관

서마다 신당(神堂)이 있어 부군을 모시는 양상이 일반

적이었음을 볼 때 조반이 죽은 후 서적전을 관리하는

전농시의 부군으로 제향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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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승훈, 2003, 앞의 , p.110. 
38 표 1의『燕巖集』기록 참조.
39 이와 관련해 이규보의 기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고려 신종 2년에 이규보가 전수목에 상서기(嘗書記) 겸 사록(史錄)으로 부임하여 그 곳 성황신에 제사지내

며 남긴 제문(祭文)에 의하면‘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나물 끼니도 계속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습 한 마리를 잡아와서 바치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이 고을에는 예부터 매년 초하루에 저희들로 하여금 사슴 한 마리와 꿩 또는 토끼를 바쳐 제육(祭肉)에 충당하게 하고 그런 뒤에 아리들이
공봉을 받아서 주찬을 갖춰 성황에 제사지내는 것이 곧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하기에(중략)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고을의 성황
신을 대상으로 한 제사에서 관아의 아리들이 제사의 주체로서, 관아의 하급관리들이 주축이 되는 제사의 전통이 이미 고려시대부터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
다(『東國李相國集』券第三十七 祭神文).

40 조반(1341∼1401)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황해도 배천이다. 12세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北京)에 가서 매부인 단평장(段平章)의 집에 있으면
서 한문과 몽고어를 배웠다. 이후 원나라 승상 탈탈(脫脫)의 인정을 받아 중서성역사(中書省譯史)가 되었다. 이후 1368년(공민왕 17년)에는 아버지가 늙어
환국하 다. 1382년(우왕 8년) 판도판서(版圖判書)로서 하정사 겸 주청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시호와 승습을 청했고, 돌아와 직부사가 되었다. 조반은
1385년에 다시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가서 시호와 승습을 청하고 돌아왔다. 이 때 조정에서 전횡을 일삼던 이광이란 인물이 자기 땅을 빼앗자 이광을
죽이고 투옥되었다가 최 과 협의로 석방되었다. 그 뒤 동지 직사사와 개성윤이 되었으며, 1389년(공양왕 1년) 순안군(順安君) 왕방과 함께 명나라로 가서
왕의 즉위를 알리는 등 주로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기록들이 주목된다.



한이러한역사적배경을연유로조반은동적전이있던

전농동 부군당의 부군으로도 모셔져 왔던 것으로 추정

해볼수있다. 

각사의 신당이 서울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인 양상

이란점을고려한다면각관서의례의대상을일반화시

켜 이해하기 보다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사례와 같이,

해당 관서의 성격이나 주재집단, 의례의 대상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조선시대 부군당

의특성을밝히는데도움이될것이다. 

부군당의치제대상으로서송씨부인은그존재나성

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송씨부인의 존재는『五洲衍文長箋散

稿』를 통해서다. 한편 허균의『惺所覆 藁』의 기록을

통해 부군당 치제대상이 원한을 품고 죽은 여성신이었

음을 알 수 있으나41), 그 여성신을 송씨부인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능화는 송씨부인을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처녀인손각씨로보기도한다42).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지역의 부군당의 주신인 부

군이대개내외로등장하고있고, 내외인경우그부인

이 송씨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지역의 부군당의 주신인 부군이 대개

내외로 등장하고, 내외인 경우 그 부인은 대개 송씨부

인이다. 대표적인사례로조선시대화약을관리하던염

초청(焰硝廳)의 부군당이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성제묘(聖帝廟)의사례를볼수있다. 중구방산동성제

묘에서는 관우를 부군으로 여겨 제사지내고 있는 곳이

다. 중국의 관우묘(關羽廟)에서 관우가 부부로 등장하

는경우가거의없고, 관우의실제부인의성이팽씨로

구전(口傳)되는 것과 달리 방산동 성제묘에 봉안된 관

우의 부인은 송씨(宋氏)이다43). 강남구 삼성동의 화주

당(化主堂)44)은남한산성의축성과관련해억울하게죽

은 홍대감을 따라 죽은 부인이 송씨부인이다45). 이는

각 부군당의 여성신령 송씨부인의 존재가 치제대상으

로서거의일반명사화된수준이며, 이는부군당신령의

신격(神格)에 대한 민간화의 정도를 반 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역사기록에 부군당의 치제대상이 최 장군이나 송

씨부인으로 등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 부군당의 치제대

상은 각각 달랐다. 이능화가 본 부군당 가운데 형조(刑

曹)의 부군은 송씨부인이고, 전옥(典獄)의 부군은 동명

왕(東明王)이고, 그 밖에 제갈공명 등이 부군으로 모셔

졌다. 고려공민왕을신봉하는자도또한많았다46). 선

혜청의부군은강문도령47)으로널리알려져있으며, 예

관의부군은임경업이었다.  

각 관청마다 존재했던 부군당의 신이 각각 달랐던

것은현재부군당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현재확인

되는 부군당의 제사 대상 가운데는 관우와 제갈공명,

왕건, 단군, 남이장군, 제갈공명, 김유신, 임경업, 공민

왕, 태조이성계, 조선의개국공신인조반, 지역에전승

되는설화의주인공인홍씨대감과처첩등다양한역사

적인물들이부군으로모셔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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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庚戌冬 余以殿試對讀官 而姪子中第 兩司以爲私 交章請鞫 上是其議 下于禁府 初入之夕 見同監諸邊將 各以木削成男子勢 問之則曰 巡軍府君 乃女人也 深喜此
故 囚者以是禱福也(『惺所覆 藁』卷六 文部三 記巡軍府君廳記).

42 이능화, 앞의 , p.171.
43 매년 음력 10월 19일 치러지는 제사의 위패에 의하면‘顯漢壽亭候關羽府君’과‘顯惠淑婦人宋氏’로 표현되고 있다.
44 화주당을 조선시대 관서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은 1880년 작성된 중수기의 내용에 의한다. 이 중수기에는 중건에 필요한 비용을 낸 몇몇 개인들도 등

장하고 있지만, 집사청(執事廳), 작청(作廳), 별파진청(別破陣廳), 문순대방청(營門巡大房廳), 지각청(地殼廳), 포청(捕廳), 청직청(廳直廳), 본청(本廳), 이청
(二廳) 등과 초관(哨官), 오위장(五衛長) 등의 관리들이 등장한다. 또 중건기의 말미에는‘各廳各各等保 生前安過太平之願’이라는 귀가 있다, 이들 관청
들 가운데 별파진청, 문순대방청, 지각청, 본청 등은 조선 후기 군사조직 재편으로 등장한 오군 인 훈련도감(訓練都監), 어 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금위 (禁衛營), 수어청(守禦廳)의 하부기관이다. 화주당에 남한산성 축성 중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과 관련된 유래담이 전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1880년 작성된 중건기에 등장하는 여러 관청과 관원들은 남한산성과 경기도 광주일대의 방어를 담당하 던 수어청(守禦廳)과 수어청 소속의 실무군관이
었을 것이다. 이들이 화주당의 중건에 참여한 주요 인물이었다는 점은 현재 화주당이 단순히 무(巫)의 신당과 달리 군(軍)의 관서와 연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5 화주당의 설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설화의 전승지역과 수록된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한산성 축성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회와 이회
의 부인 송씨가 주로 등장한다. 설화의 주인공 이회는 또 다른 인물인 홍대감과 이인고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이회의 부인 송씨는 홍씨부인과 유씨부인
으로도 등장하기도 한다. 한편 나씨부인으로 등장하는 첩의 존재도 있다(오문선, 2005, 「서울 무가(巫歌)에 등장하는 당(堂)에 대한 연구」, 『忠北史學』제17
집, 忠北大學校史學會).

46 이능화, 1927, 앞의 책 p.172.
47 강문도령은 강림도령이라고도 한다. 무속에서는 인간의 복과 수명을 주관하는 신령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이능화는 불교에서의 강림도량(降臨道場)에서 도

량이 도령으로 와전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능화, 앞의 책 p.140~141).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동 부군당제 조반 내외

중구
중구 장충동 관성묘48) 관우 내외

중구 방산동 성제묘 관우 내외

강남구 강남구 삼성동 하주당 홍씨대감 내외와 첩

성동구 성동구 사근동 남이장군 부군당제 남이장군

용산구 한남동 큰한강 부군당제 부군 내외

용산구 한남동 작은한강 부군당제 부군 내외

용산구 보광동 둔지미 부군당제 제갈공명

용산구 보광동 부군당제 김유신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동 부군당제 왕건 내외

용산구 동빙고동 부군당제 단군 내외

용산구 서빙고동 부군당제 태조 이성계 내외

용산구 용문동 남이장군 부군당제 남이장군

용산구 청암동 부군당ㆍ이성계 당제 부군 내외

마포구 창전동 공민왕 부군당제 공민왕 내외

마포구 마포구 당인동 부군당제 부군 내외

마포구 신수동 부군당제(복개당) 공민왕

3. 각사(各司) 신당 의례의 치제 양상

각 관서 신당의 의례를 오늘날 서울지역 마을굿의

양상과정확하게비교해보기는어렵다. 그러나기록을

통해 볼 때 굿49)과 고사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조 서리 이윤찬의 일록인 공사기고(公事

記攷)에 의하면 이윤선이 거쳐 근무했던 각 관서 신당

의례는고사형태를띄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내수사

나탁지부신당의례는신당고사로표현되었다50). 

이 가운데 호조서리 이윤선이 남긴 공사기고에 그

가 개인적인 측면 및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비교적 소

상한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신당고사를 주재한 일이

단 1회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공사기고의기록에의하면 1844년 6월에호조서리

의직임을얻은이윤선은 10개월이지난 1845년 4월에

처음으로공사원(公事員)에오른이후상공사원(上公事

員)을 거쳐 1854년에는 상유사(上有司)의 직임에 올랐

다. 상유사가 된지 1년 만에 다시 호조수석(戶曹首席)

의 직임에 올랐다. 이로 보아 호조서리가 되면 일정기

간을거쳐호조도중(戶曹都中)의일원이되어근무년수

에 따라 부공사원, 공사원, 상공사원, 상유사, 수석의

순서로직임에오르고있던것을알수있다51). 그런데

공사원으로서 이윤선이 정월 보름에 신당에서 약반고

사(藥飯告祀)를주재하 다는점은신당의고사와같은

일이 호조 서리 가운데 비교적 직임이 낮은 인물이 주

재하 거나 최소한 직임이 낮은 인물이 주재해도 무방

한 제사 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로 보아 호조 신당

의 제사는 호조 도중(都中)의 여러 행사 가운데 중요도

가그리높은편은아니었던것같다.

공사기고에는이윤선의신당고사주재는단 1회에

그치고 있다. 그 이전이나 이후 신당의 고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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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조선에 관우신앙이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임진왜란 당시 원군으로 왔었던 명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다. 관왕묘는 무안왕묘(武安王廟), 관성묘(關聖
廟), 탄보묘(誕報廟), 관제묘(關帝廟), 성제묘(聖帝廟)라고도 한다. 주로 왜군과의 격전지에 설치되었으며, 서울 동문·남문 밖 뿐 아니라 전라도 강진군, 경상
도 안동 등에도 관왕묘가 세워졌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의 관성묘와 중구 방산동의 성제묘는 신앙의 대상이 관우라는 점에서 주로 임진왜란 이후 국가
적 차원에서 건립된 남묘나 동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중구 방산동의 성제묘는 염초청의 부군당으로, 중구 장충동 관성묘는 남소 에 속
한 관서 신당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관서 신당의 민간화 과정과 배경 부분 참조.

49 표 1의『燕巖集』기록 참조.
50『公事記攷』券一 丙午 (중략) 十五日行上元茶禮 往 外家上元茶禮 (중략) 神堂藥飯告祀(『公事記攷』券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소장번호 :古4655-41-

v.1~4). 
51 원재 , 2001, 「朝鮮後期 京衙前 胥吏 硏究- 19世紀 호조서리의 사례를 중심으로」『朝鮮時代史學報』32집, p.244.

<표 2> 서울의 부군당과 부군신의 신격

소 재 지 부 군 당 제 명 부군신의 신격 비 고



기록이없는점은그가그의행적, 특히 집안의대소사

는 물론 관서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해놓았다는점을감안할때신당의고사나신당과

관련된의례의참여가높은중요도를띄는행사가아니

었을가능성을보여준다.

한편, 목경물을봉안하거나 지전을태우고 춤을추

었다는단편적인내용들을통해무속적의례의양상또

한추측할수있다. 또한매년 10월에서리와아전들이

재물을 거두어 사당 아래에서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무당들이 가무와 풍악으로 귀신을 즐겁게 한다고 기록

하고 있는 점은 이미 관서 신당의 의례가 무당들의 가

무와풍악인굿으로구성되고, 또 이의경비마련을위

한추렴의모습을전한다. 이와같이민(民)을대상으로

한 아전들의 추렴은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일상적인 범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52). 아전들이 주

체가 된 의례에 민(民)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

용의 추렴에 참가한 것은 관서 신당의 의례가 민(民)의

의례로자리잡을수있는중요한배경이될수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서울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마

을굿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임을 보여준다.

민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아전들이 주체가 되고 민이

참여할 수 있었던 굿의 양상은, 그러한 의례들이 현실

적측면에서민과이념적동질성을확보하고있었던맥

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유교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통치이념의 중심축이었다면, 무(巫)가 참여하는 관서

신당의의례는현실적생활이념과부합한것이었다. 그

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부합은 관서신당의 의례가 민간

화되는중요한기반으로작용하 을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조선시대지배이데올로

기의 부정적 입장속에서도 대체로 각 관서의 신앙공간

과 의례가 일반적으로 존재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이러한각사신당의례의전통은대한제국기까지전

승되고있었다. 

서울의 마을굿에 관한 선행적 연구들에 의하면 현

재 한강변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부군당제53)의 양

상을한강을중심으로한마을들의생업과강을바탕으

로하는생업적조건의불안정에의해굿이성행하거나
54), 조선 후기 경강을 중심으로 한 상업발달에 의해 한

강을 중심으로 당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55).

이두견해는부군당제가한강변생업환경과생태적환

경의 조건에 의해 마을 내부에서 자연발생한 것으로만

이해하고있으며, 부군당의존재를한강변을위주로한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들은 서울 지역 부군당의 존재를 전체적이고 객관

적으로조망하지못하고있으며, 한강변부군당의존재

와전승의맥락을평면적으로이해하고있는것이다56). 

또 하나의주목되는견해는조선시대도성내무당

의 거주규제가 경강 주변의 촌락과 인구의 발전, 민간

신앙의 수요 증대와 맞물리면서 부군당의 중심지가 도

성내관청에서경강의마을로이전되는역사적고리가

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경강지역이 상업중심지로 확산

되면서부군당이삼강(三江)을중심으로확산된것으로

본것이다57). 여기에서는경강변부군당제의민간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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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한성부(漢城府) 서리(書吏) 30여 명이 각전(各廛)의 시민(市民)과 강변(江邊) 동네, 서울 근처의 산에 있는 절에서 많은 돈
을 거두어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비용으로 썼으며, 악공(樂工)을 불러모아 풍악을 크게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기근이 들어 몹시 참혹한 시기를 맞아 이에
감히 백성의 재산을 불법으로 거두어 종루(鐘樓)의 큰 길가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며, 또 네 계절의 명절(名節)마다 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침해하여 징수하
습니다. 만약 중하게 다스리고 엄하게 금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습관을 막고 백성의 피해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적발

하여서 법에 의하여 처단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諫院啓曰漢城府書吏三十餘人 徵斂百金於各廛市民及江邊洞內 京山寺刹 以爲宴樂之費 招集
樂工 大張聲樂 當此饑饉孔慘之日 乃敢橫斂民財 設宴於鍾樓大道之邊 且每於四時名節 種種侵徵於市民 若不深治痛禁 則無以杜奸習 而除民害 請令攸司摘發
依法科罪”從之(朝鮮王朝實錄 肅宗 三年 十二月 七日).

53 현재 서울에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부군당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의 이면에는 외부자로서 연구자들의 관점이 한강
변에 집중되어온 경향과 그러한 경향이 마치 서울의 한강변 이외 지역에는 부군당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대해석되기도 하는 점이 있음을 감안할
수 있다. 한강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군당이 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종로구 평창동, 신 동, 구기동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반경 2~3km 정도
의 범위 안에 3개의 부군당이 존재한다. 그 밖에도 용산구와 같은 특정지역에서는 매년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관(용산구청)의 관심이나 역할이 전승력 담
보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어, 가장 많은 전승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군당제의 전승이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에 의해 크게 향을 받고 있음
을 분명하게 반 하는 것이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부군당제의 전승연구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54 황루시, 1989, 「소박한 토박이들의 잔치-서울 당굿의 현황과 특징」『서울 당굿』, 열화당, p.117.
55 주세 , 2002, 『서울 한강변 부군당의 문화지리』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56 이러한 현상은 서울지역 부군당의 분포와 현황에 대한 미흡한 조사자료와, 이에 바탕한 지식재생산이 악순환을 이루는 고리에서 비롯된다.
57 유승훈, 2003, 앞의 , p.126~127.

Ⅲ. 각사(各司) 신당의민간화
과정과배경



상을관서내이서(吏胥)들이관청내신앙관행을자신의

마을로 가져 가거나, 관청에 동원된 강민(江民)들이 각

사 부군당의 의례를 모방하여 마을의례로 전승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58). 이 견해는 조선 후기

한강변 여러 관서들의 부군당과 강민들의 부군당을 분

리시켜이해하는것으로, 한강변여러관서들의부군당

을 중심으로 한 신앙전통과 한강변에 사는 민(民)의 신

앙전통이별개로존재했을것으로보는것이다.

그러나 관서의 일부 신당이 20세기 초까지도 존재

해 있었고, 현재 서울의 몇몇 부군당이 조선시대 관서

신당으로부터 직접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을

주목할필요가있다59). 이러한사실을기반으로한다면

관서 신당과 마을신당과의 관계는 별개로 이해되기 보

다는 해당 관서의 신당과 민(民)이 연계되는 맥락이나

배경의이해를통해타당한해석에접근할수있다. 물

론마을에따라서는처음부터마을단위의부군당을자

체적으로 세웠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렇지만여러관서들의신당의례나아전들이주체가되

는 행사에 민(民)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관서

신당의 의례가 민과 직접 상대하는 하급관리들이 주축

이된사실을주목해야한다. 또이들의주거지가각관

서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한성부 최말단행정

기구이자응역(應役)의단위인계(契)가여러관서에소

속되어 있었던 점을 든다면 국가의 공식조직으로서 여

러 관서들이 해당 지역 민(民)과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을알수있다. 이는 관서부군당과마을의부군

당의 관계를 고찰할 때 관서 부군당과 마을 부군당이

그 출발점에서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보다는 서로 연

관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

데여기에서관서신당의의례가민간화되는과정이일

괄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간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례들의 역사적 배경이나 계

기등이밝혀져야한다.  

각 관서 부군당이 민간화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인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관

서신당의 민간화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또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써 몇몇의 부군당을 중심으로

각사 부군당이 민간화되는 구체적인 계기와 배경을 살

펴볼것이다. 

1. 조선시대 서울의 각사 현황과 분포

조선시대각사의부속공간으로서신당의존재가일

반적인 현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지역 부군당제

의 전승을 살피기 위해서는 현재 부군당제의 전승지역

과 조선시대 서울의 각사(各司)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모든 부군당제의 전

승이조선시대관서신당과의관련성에서파악될수있

고,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전승의 역사적 전

개양상을살피기위한방향성의지향이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서울 도성내 관서들의 분포와

현재한강변에부군당이 집되어있는것과관련해한

강변을중심으로관서들이 집하게된배경을우선살

펴보기로한다. 조선시대한양에는관아중심의거리인

경복궁앞육조거리를비롯하여궁궐의내외와성밖에

도수많은관서들이있었다. 문헌을통해확인할수있

는 한양 도성내 관서의 수는 100여 개가 훨씬 넘는다.

이가운데중요관아만도 70여개이상이며, 이가운데

40여 개 정도는 그 위치가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내외의 관서들은 대개 府, 曹, 暑, 部, 院, 監, 寺,

營, 學, 鎭, 廳, 倉등의이름이붙여졌다60).

조선 후기 서울의 한강변에는 여러 관서들이 집

해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관청소속의 창고들과 더불어 나루를 중심

으로 물자와 사람들이 집중됐기 때문이다61). 『萬機要

覽』재용편(財用編) 시전조(市廛條)에의하면원래한강

에는 미전(米廛), 시목전(柴木廛), 염전(鹽廛), 어물전

(魚物廛)등이 조선 초기부터 생겨나고 있었다 한다. 이

들 중에는 서강·마포의 미전(米廛)이나 용산 시목전

(柴木廛)·마포 염전(鹽廛)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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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유승훈, 2003, 앞의 , p.128~129.
59 이와 관련해 고 남강 김태곤교수가 언급한 바 있는 전환국 부군당 무신도는 관서 신당의 존재를 물질문화적 측면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60 서울특별시, 『서울의 옛모습 모형제작 기초연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9, 『서울建築史』p.326~327에서 재인용).
61 서울특별시, 1985, 『한강사』, p.426~427 참고.



된 시전도 있었으나, 본전(本廛)은 성내에 있고 한강변

에있는것은그분전(分廛)과같은성격으로존재한것

도있었고, 혹은성내의시전에납세(納稅) 등을조건으

로예속된것도있었다. 

그러나이후경강상인들의자본이점차축적되어가

고, 이들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강상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이용하여 도성내의 생

활필수품인쌀과어물, 소금, 땔감등이나는전라도, 평

안도, 황해도 등지의 생산지로 직접 가서 매점(買占)하

여한강변의창고에보관하 다가성내의시전상인들에

게공급하거나 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 던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경강상인들도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가지게 되었고, 이를 거점으로도매업을전개함

으로써그자본규모를확대시켜나가게되었다. 조선후

기시전의독점권이무너지면서경강의상인들은그지

위를굳혀나갔으며, 결국 17세기후반부터 19세기에걸

쳐, 용산, 마포, 서강, 서빙고, 두모포등을중심으로미

곡(米穀), 시목(柴木), 어염(魚鹽)의 대량거래와 조선(造

船), 제빙(製氷) 등의제조업을겸한자본축적등을통해

성장해갔으며, 한강변의경제적성장은이지역의인구

집중과도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萬機要覽』과『練藜

室記述』등에 의하면 용산과 서강에는 신창고(新倉

庫) 62), 군자감(軍資監) 63), 별 창(別營倉), 별고(別

庫)64), 광흥창(廣興倉)65) 등 관에서 설립한 보관창고들

이 있었다. 또 한편 한강에는 일찍부터 조선 왕조의 주

요 간선도로가 통과해야 할 광나루(광진), 삼밭나루(삼

전도), 서빙고나루(서빙고진), 동작나루(동작진), 노들나

루(노량진), 삼개나루(마포진), 서강나루(서강진), 양화

나루(양화진) 등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특히 광나루, 삼

밭나루, 서빙고나루, 동작나루, 노들나루는오강진로(五

江津路)라고해서중요교통로로이용되고있었다66).

조선 후기 한강의 수운을 이용한 상업발달과 한강

변의 변화양상은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

는 그림 9의 지도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지도상의

붉은색건물들은관에서설립한여러창고와나루터등

이며, 육로와연결되는나루터의지점이상세하게표현

되었다. 또한인구가증가하면서한강변을중심으로취

락이상당히 집되어발달되어있음을볼수있다.

2. 각사(各司) 신당 민간화의 역사적 배경과 사례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제강점에의해조선의국

가기구가 재편되던 당시까지 각 관서내 신당(神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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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만리현(萬里峴)에 있었기 때문에 만리창(萬里倉)이라고도 하며, 해서와 호남지방에서 운반되어 온 미곡이 보관된 창고이다. 
63 태조 원년(1392년) 설립된 것으로, 주로 군수용 양곡이 보관된 창고이다. 현 만리동에 위치했었다.
64 인조(仁祖) 때 설치된 것으로, 호조(戶曹) 소관의 공미(貢米)를 보관했던 곳으로, ‘在龍山’으로만 기록되어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 없다.
65 서강에 있던 창고로 현 와우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 으며, 관리들의 녹봉용 미곡을 보관했던 곳이라 전해진다.
66 김종혁, 2004, 「조선 전기 한강의 津渡」, 『서울학연구』제23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p.47~48.

<그림 9> 한강의 여러 관서들과 나무들
(東國輿圖 중 경강부임진도 부분, 19세기 전반, 전체 크기 47.0×123.6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존재가 있었던 점67)과 조선시대 서울 내 각 관서의 신

당존재에비춘다면, 현재부군당제가전승되고있는몇

몇 신당들은 조선시대 관서와의 관계에서 그 존재맥락

을살필수있다. 서울에남아있는몇몇부군당을각사

(各司)신당으로비정하는우선적인출발점은신당이자

리한 공간의 장소성, 제당의 건축적 특성이다. 현재 이

들부군당이위치해있는곳은조선시대관서들이자리

하고있던곳이며, 일반적인마을제당과구별되는건축

적 규모와 외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소성, 제당의

건축적특성을기준으로삼는다면, 현재서울지역부군

당의 위치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여러 사례를 관서 신당

과관계지어비정해볼수있다. 대표적인사례로서종

로구 신 동 부군당, 동대문구 전농동 부군당, 중구 방

산동 염초청 부군당(방산동 성제묘), 중구 장충동 남

부군당(장충동관성묘), 서빙고부군당, 평창동부군당,

청암동부군당등이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당의 장소성와 제당의 건축적 특

성을 통해 관서 신당을 현재 마을이나 지역 단위의 부

군당으로비정하는것은단지관서신당의일반화된특

성을 전제로, 두 가지의 기준에만 합당한 조건을 갖춘

사례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론을 합리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해당지역의역사적배경과그변천과정을통

해관서신당이어떻게민간화과정을거치게되었는가

가논의되어야한다. 본고에서는그대표적인사례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염초청 부군당(방산동 성제

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남 부군당(장충동 관성

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 부군당 등의 세 사례를

중심으로관서신당이어떠한역사적과정을거쳐민간

의 신당이 되어갔는지에 대한 민간화의 배경과 전승의

맥락을살펴보기로한다. 

우선 조선시대 관서의 여러 부군당이 민간화되어

공동체신앙의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일반적인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관서 부군당의 민간화 배경과

계기는 방산동 성제묘나 장충동 관성묘의 사례에서 보

듯 각 부군당의 사정 및 제사의 주재집단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도성내

에는 육조거리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서가 존재하 음

에도불구하고이들관서의신앙전승이거의남아있지

않은점과앞서의기술에서와같이도성내의일부신당

들이각관서들이혁파되기직전까지의례에필요한비

용또한공식적인통로를통해조달하 음을주목할필

요가 있다68). 이는 이들 부군당의 의례가 내부자의 참

여에 의해서만 지속되었고, 공식적인 조직이 와해됨과

동시에신당의례의전승또한중단될수밖에없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들 관서들에 주변에 사는 해당

관서의 관원(官員)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

도, 도시화의진행으로도심지내지역단위의공동체가

구성될 수 없었거나 미약했다. 즉, 지속적인 전승의 기

반이확보되지못했던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폐쇄적인 관서들과 달리 여러 관

서들이 백성들과 무엇을 계기로 신앙공간이나 의례전

통을공유하게되었을까하는점은관서부군당제가민

간화되는 맥락을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공동체 신앙의 전승을 조선 후기

서울의사회구조변동의유기적관련속에서보는것으

로, 서울 공동체신앙의 지속과 변화를 살피는 작업이

된다.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성제묘, 중구 장충동 관성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

고동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성제묘

중구방산동의성제묘는대개관제신앙의범주에서

만 인식되어, 민간에서 세운 관우묘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성제묘에 봉안된 신앙대상인 관우만을 중심에 놓

고 보는 시각에 의한 것이다. 신앙대상은 물론 관우를

신앙하는 집단과 종교적 공간으로서 성제묘의 위치와

소속 등을 고려해 보면, 성제묘는 뒤에 언급할 관성묘

와 같이 관서 신당에서 유래되어 해당 지역과 관련된

신앙의대상으로그성격을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

어야한다. 

조선에 관우신앙이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임진왜란 당시 원군으로 왔었던 명나라 군인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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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주 30)의 내용 참조.
68 이와 관련해 주 29)의 내용과 1907년 11월 11일 各宮事務整理委員會計主任 金鎔濟가 문서를 접수한 經理監督 劉臣赫이‘경리원의 저축이 부족하여 이번 秋

等부터는 지급할 수 없다는 통첩(通牒)’참조.



서 다. 관왕묘는 주로 왜군과의 격전지에 설치되었으

며, 서울동문, 남문밖뿐아니라전라도강진군, 경상

도 안동 등에도 관왕묘가 세워졌다. 동묘나 남묘의 제

사가 국가의 공식적인 사전체계에 의한 국가의 공식적

제사대상이었다면69), 중구 방산동 성제묘나 장충동의

관우묘는그와는성격이달랐다.

방산동은 조선 초기부터 훈련원이 있던 곳으로 얼

마전까지훈련원골이라고불렸다. 방산동성제묘로불

리는 현성전 터에는 화약을 만들었던 염초청(焰炒廳)

청사가 있었다. 염초청(焰硝廳)의 청사는 112칸이었는

데, 임오군란때청군의황사림(黃士林)이임시진 으로

사용하기도하 다. 염초청에는성제청(聖帝廳)이란부

군당이 있었으며, 이것이 방산동 성제묘이다70). 18세

기 중반 경에 편찬된 도성도(都城圖)에 의하면 현재의

방산시장이 자리잡은 곳은 청계천의 마전교(馬廛橋)와

가깝고염초청(焰炒廳)이라는관청을볼수있다.

여기서염초청의성제청이임진왜란당시청군들이

염초청을 임시숙소로 사용하 기 때문에 청군들에 의

해제사공간과제사가시작되었을가능성도없지않다.

그러나 성제묘 내 관우가 중국의 일반적인 관우묘

와 달리 부부로 등장하고, 신앙의 대상인 관우와 관우

의 부인이 명백하게‘顯大將軍關雲長府君’과‘顯惠淑

人宋氏’로 표기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가지점은방산동성제묘를관서신당의하

나인부군당으로규정할수있는확실한근거가된다.   

현재 방산동 성제묘 제사의 주관은 벽지나 포장지

제빵기구 등의 전문시장으로 알려진 방산시장 상조회

가 맡고 있다. 지금의 방산시장의 상조회에서 성제묘

제사를지내기시작한정확한계기나시기등은명확하

게 밝혀지지 않으나 지금으로부터 10년 내외에 불과하

다. 그러나 관우가 재신(財神)으로 여겨져 신봉되는 경

향이 일반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방산동에 있었던 염

초청의 부군당제가 조선 후기부터 동대문시장 주변으

로 성장하여 상업적 성격을 띄고 있던 이 일대 사람들

이나 이 일대에 형성된 점포의 상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되었을가능성은충분하다. 

서울에서상인들에의한관우숭배가널리일반화된

것은이능화의 을통해일찍이방산동의사례외에도

남묘나보신각옆에있었던중묘에서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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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성제묘 제사의 축문

69 관우신앙이 유입된 이래 관우에 대한 제사는 국가의 제사체계에 포함되어 소사(小祀)에 속했다. 관우의 제사를 처음 지냈던 왕은 선조 다. 선조는 관우의
생일인 5월 13일에 관우제사를 지냈고, 승려들이 관묘에서 수륙제를 지내기도 했다. 왕이 직접 관왕묘에 나아가 제사 지내는 것은 일찍이 없던 풍속이기
때문에 선조의 관우제사는 논란이 일기도 하 다. 선조도 중국의 일개 장수의 사당에 예를 올리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으나, 선조의 관우제사는 중국의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인 것이었다.
이후 관왕묘에 대한 제사는 명나라 원군이 물러난 뒤 방치되다가 광해군 때부터 다시 제사를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은 매년 경칩과 상강일에 관리
를 파견하여 제사를 올리도록 했다. 숙종 때는 묘를 개수하고, 선무사(宣撫祠)의 사례를 따라 매년 경칩일과 상강일에 관왕묘 제례를 하도록 했다. 숙종과
조, 정조는 능행(陵幸) 또는 연무(鍊武) 때 동묘나 남묘 부근을 지나면 들려서 참배하 다. 1744년( 조 20년)에는『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

‘소사(小祀)’에 포함되었고, 정조는 1784년 동묘와 남묘에 4조의 어제묘비를 건립하면서 관왕묘 제례에 사용할 악장을 만들게 하 다. 왕이 직접 제사지내
는 것은 고종 때까지 이어졌으며, 1901년 관왕묘가 관제묘로 격상되면서 악장도 새로 지었다. 제의 절차는 선무사(宣武祠)에 준하게 하고, 신·전폐·초
헌(독축 포함)·아헌·종헌·철변두·송신 순서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국가 제사 절차와 같게 하 다(서울역사박물관, 2006, 『2005년 서울 생활문화 자료
조사 - 서울의 동제( 상물)』보조책자).

7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2, 『동명연혁고 - 중구편』.

<그림 10> 도성도(都城圖)에 보이는 염초청과 훈련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성도 부분) 



【우리 朝鮮人이 關聖帝를 財神으로 받들며 그 塑像을

京城鐘路의 普信閣 곁에 모셔 이로써 市街를 지키게 하고

있다. 또 매년 10월에는 市井商街는 南廟에 告祀하여 돈을

많이 벌리는 것을 기원하는 것은 모두 中國에서 傳來한 習

俗이다.】

이와 같이 방산동 성제묘가 민간화 되어가는 과정

은 문화과정의 초창기에 군인들의 신으로 인식되던 신

령 관우가, 역사적 변화과정 속에 놓이게 되면서 군인

들의 신에서 상인들의 신이 되어가며 특정지역 상인들

의공동체적신앙대상화과정을잘보여주고있다.

2) 장충동 관성묘

장충동 관성묘는 실제 1970년대까지 이 부근 마을

사람들에 의해 부군당으로 불리어 왔던 곳이다. 또 관

성묘가관서신당의하나로분류될수있는또다른근

거는관성묘내에보관되어있는여러기록문서들의내

용을 통해서이다. 관성묘 내부에 보관된 거의 모든 필

사본 문서나 현판의 기록에는 관성묘를 수식하는, ‘南

營’이란용어가수식어로붙어있다. 이는장충동관성

묘가남 에소속된신앙공간임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이 가운데 제사를 며칠 앞둔 시점에 제사의 주재집

단으로 보이는 신사(永信社)71)의 구성원들 가운데 제

관들을 선정하여 제사에 참여하도록 알리는 윤첩(輪牒)

들의내용을주목해보자. 이들윤첩에는제사의절차를

정전(正殿), 정전(正殿) 내 좌배위(左拜位)와 우배위(右

拜位), 무고(武庫), 남소 (南小營), 성황당(城隍堂), 산

신(山神)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고, 각 제사별로

제관이별도로선정되었음을알수있다72). 이는장충동

관성묘의제사절차가관성묘뿐아니라남소 과남소

내 무기고, 성황당과 산신 등의 절차로 세분되어 있

으며, 관성묘가 남소 과 관련된 신앙공간임을 증명해

준다73). 또 1918년 작성된「諸員賀臨請牒」의 기록에는

‘今番前御營南倉乃聖帝君殿廟에 修改를 畢竣 옵고 今

陰曆十五日이 以上吉日辰故로 還御奉安키 爲 와 玆以

仰達 오니列位社員은當日十時頃奬忠壇下金昌默家로

賀臨之地를千萬伏望’이란 귀가 등장한다. 관성묘 내

에보관되어있는이러한윤첩의내용은장충동관성묘

와남 과의관련성을더욱명확하게보여준다.

한편「諸員賀臨請牒」에는 신사원의 명단이 제시

되어 있는데, 이들 사원의 거주지는 주로 관성묘 일대

로추정된다. 몇몇 신사원의경우명단과더불어‘쌍

님동’, ‘수구문안’, ‘싸전’, ‘쳔장바지’, ‘남뎡동’과같

은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신사원

가운데 관성묘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주거지로

보이며, 신사원의 대부분은 관성묘 주변에 주거지가

있었기때문에별도로표기하지않았을것이다74). 

관성묘제사의주재집단으로보이는 신사의성격

은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920년 박기홍(朴

基洪)과 김용식(金龍植)은 종래 관제(關帝)를 숭배하던

숭신단체, 전내무(殿內巫) 및 일반 민중을 교도로 삼아

새롭게교단을조직하여탄생하 다. 그런데관성교창

립이전에이미동묘근처에는관우를숭배하고의례를

후원하며 묘를 관리하는 회원을 가진 숭신단체인 사

(社)가 많이 있었다. 치성단체인 춘추사, 일성사, 보성

사, 명사, 경명사 등이 남묘유지사로 조직된 것은

1913년이며, 이 외에도 천수사, 독성사, 월성사, 한명

사, 충신사등동묘중심조직이 30개가량있었다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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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관성묘 제사의 주재집단으로 보이는 신사의 성격은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920년 박기홍(朴基洪)과 김용식(金龍植) 은 종래 관제(關帝)를 숭배
하던 숭신단체, 전내무(殿內巫) 및 일반 민중을 교도로 삼아 새롭게 교단을 조직하여 탄생하 다. 그런데 관성교 창립 이전에 이미 동묘 근처에는 관우를 숭
배하고 의례를 후원하며 묘를 관리하는 회원을 가진 숭신단체인 사(社)가 많이 있었다. 치성단체인 춘추사, 일성사, 보성사, 명사, 경명사 등이 남묘유지사
로 조직된 것은 1913년이며, 이 외에도 천수사, 독성사, 월성사, 한명사, 충신사 등 동묘 중심조직이 30개 가량 있었다고 한다. 이 사(社)들은 서울의 상공단
체인 동업조합으로 형성된 것이다(김탁, 2004, 「한국 종교의 관제신앙」p.241). 그러나 현재 관성묘 내에 보관된 윤첩은 대략 1910년~1930년대 경에 작성
된 것이다. 대략 신사의 존재를 남 과의 관계하에서 군대해산 후 남 소속 군인들이 관성묘 제사를 위해 조직한 단체일 가능성이 있는 파악해 볼 수
있으나, 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72 1920년 12월 27일 신사 문사장 김종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윤첩에는 신유년 정월 초삼일에 춘등대치성을 봉행하니 제사의 제관들은 목욕재계
하고 도가의 집으로 모여 달라는 내용과 각 제사별로 제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73 현재 관성묘의 제사절차에서 무기고와 남소 의 제사절차는 볼 수 없으나, 성황과 산신에 대한 제사는 볼 수 있다. 이들 제사 공간은 관성묘의 외부에 마련
되어 있다.

74 조선시대 하급군병들의 주거지는 대체로 소속 군 의 본 및 예하 군 주위에 형성되어 있었다.  군 및 창고의 배치에 따라 남소 부근의 암부 동평관
(東平館) 주변, 훈련도감과 가까운 서소문 안 태평관(太平館) 주변, 서대문 밖 모화관(慕華館) 주변, 남별 주변, 하도감 및 훈련원과 가까운 광희문 일대에
군병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김종수, 1994, 「17세기 訓練都監 軍制와 都監軍의 활동」, 『서울학연구』2호, 서울학연구소, p.176). 



다. 이들 사(社)는 서울의 상공단체인 동업조합으로 형

성된것이다75). 

그러나 현재 관성묘 내에 보관된 윤첩이나 방명록

과 같은 기록자료들에 의하면 신사의 성격은 관성묘

신앙조직인상공단체와는크게차이가난다. 이들기록

들은 대략 1910년~1930년대에 작성된 것인데, 몇몇

기록을통해 신사의총재가당시친일적성향의군인

이었던 조성근(趙性根)76)과 어담(魚潭)77)이었음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78). 이를 통해 본다면 관성묘 의례를

담당했던 신사는군인들이중심된조직임을알수있

으며, 최소한 대략 신사의 존재를 남 과의 관계 하

에서군대해산이후남 소속군인들이관성묘제사를

위해 조직한 단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79).

이를 미루어 보아 장충동 관성묘는 남 군인들의

부군당으로서, 관성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

심으로 조직된 신사라 불리는 제사집단에 의해 제사

가전승되었기때문에, 이들이구성원이된이일대마

을의 공동체신앙으로의 전승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띄

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첩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

도볼수있다80). 1924년에작성된윤첩의내용은마을

에서발생한부정한일로인해제사일을연기하자는내

용이다. 죽음과 같은 일이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죽

음이 일어난 달(月)의 시간을 넘겨 새로운 달(月)을 의

례의 시간적 기점으로 삼는 것은 민속신앙의 부정관념

에서일반적인양상이다. 여기에서장충동관성묘가관

성묘주변의마을과 접한관련을맺고있었음은마을

에 부정이 생겨 제사를 연기하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관성묘가 관성묘 인근의 마을과 아무런

관계에놓여있지않다면마을의부정한일에관성묘의

제사가 향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의례를 위한 새로

운시간적기점을다시선택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 부군당

현 서빙고 부군당은 조선시대 얼음을 저장하 던

서빙고의 신당이 민간화되어 그 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성격의 부군당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서빙고의 부군당

이민간의신당이되는과정과역사적배경은서빙고와

서빙고 주변지역 민(民)과의 관계파악을 통해 밝혀질

수있을것이다.  

우선조선시대빙고(氷庫)와장빙역(藏氷役)의변화

에 대해 살펴보자81).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 주민들

에게는장빙역이부과되었다. 둔지산기슭에있었던서

빙고는 왕실과 문무 정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줄얼음을저장하 다. 서빙고의장빙역을책임진아문

은각채마다달랐는데, 각채를책임진주채관(主梗官)

의예하에장빙역을수행하는관원과한성부남부를제

외한한성부주민들이서빙고각채에소속되어장빙역

을수행하 다. 한성부남부에거주하는주민들은서빙

고 대신 동빙고(현 성동구 옥수동)의 장빙역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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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김탁, 2004, 앞의 책 p.241.
76 1893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대에서 근무하다 1895년 관비유학으로 일본유학을 떠났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앞두고 육군 참장이 되었으며 군부

참장이 되었다. 1908년 일본 정부는 조성근이 러일전쟁 때 병참업무에 세운 공로를 인정하여 700원을 은사금으로 수여했다. 1936년에는 최린이 주도하여
조선에도 징병제를 실시해 달라는 운동을 벌 을때 앞장서 발기인이 되었고, 중일전쟁 후 징병제와 지원병제가 실시되자 이를 공개적으로 확 하며 병력동
원에 적극 참여했다. 

77 어담은 1894년 한성사범학교 부속 소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의숙을 거처 1899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일본 야전포병 제1연대 견습사관을
거쳐, 1904~1905년 군제개혁때 군제의정소(軍制議定所) 위원으로 조선의 군권탈취에 앞섰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는 왕실 호위대인 조선보병대에서 근
무했으며, 대신관방근무국(大臣官房軍務局) 마정과장(馬政課長) 등을 역임하 다. 1938년 일제가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어내기 위해 육군특별지원병제를 발
표하자 매일신보에 환 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78 대표적으로 표지에‘芳名錄 南營關聖廟義捐諸氏 附永信社’라고 씌어진 기록을 보자. 이 기록에는‘陸軍中將 從三位勳二等 趙性根’과‘陸軍中將 正四位勳二
等 魚潭’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무오년 정월(1918년) 작성된 신사의 좌목(座目)에는 조성근이 총재로, 육종석이 사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79 이와 관련해 중구 장충동 관성묘를 항일의식과 관련지어 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신사라는 모임
을 만들었다는 것은 임란 당시 일본군을 물리치는 것을 도왔던 관공을 원히 신봉한다는 것을 통해 민중의 숨어 있는 항일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전인초, 2006, 「關羽의 人物造型과 關帝信仰의 朝鮮 傳來」, 『동방학지』제13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그러나 친일적 성향의 고위 군인이 의례 집
단의 우두머리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최소한 항일의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80 面牒
敬啓者는本社規例에依 야甲子參月初六日이上吉辰이온故로 春季大致誠을 奉行 계삽기로 依例이온獻官을後□ 와仰牒하오니各員계옵셔當日下午六時內本
社로來臨하옵소셔
但正月初날이면奉行이온대今年正初에大洞에 不淨事故의依 야參月의奉行 니□□下□하옵소서
甲子參月初二日
永信社長 徐景行(중략) - 1924년 면첩.

81 장빙역 및 장빙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동환, 1994, 앞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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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朝鮮王朝實錄』仁祖 七年, 甲子, 十二月 二十二日, 壬寅.

등장

인물

勸平植 丁卯生 安東人

金命哲 辛未生 金海人

金錫昌 丙寅生 永川人

金致亨 癸酉生 安東人

金華鉉 乙酉生 金海人

段基璜 乙未生 江陰人

段致競 庚辰生 江陰人

裵應奎 壬申生 慶州人

白南奎 水原人

白南升 戊子生 水原人

宋應燁 戊辰生 恩津人

安有璜 乙丑生 順興人

李永根 丁酉生 慶州人

李龍喆 甲子生 靑海人

李崙榕 乙亥生 全州人

黃基亨 己酉生 昌原人

姜斗欽 晉州人 / 權 澤 安東人

權伯珠 安東人 / 權秉奎 安東人

金基允 金海人 / 金基鉉 金海人

金鼎祿 光山人 / 金華鉉 金海人

金孝禎 金海人 / 段養浩 江陰人

段潤浩 江陰人 / 段應浩 江陰人

段致競 江陰人 / 段致範 江陰人

段致協 江陰人 / 段平浩 江陰人

朴基俊 密陽人 / 朴永壽 密陽人

裵學老 星州人 / 裵學俊 星州人

白南泳 水原人 / 白南夏 水原人

白龍完 水原人 / 白龍珠 水原人

宋老潤 恩津人 / 宋昌喜 恩津人

李萬宗 靑海人 / 李完玉 全州人

李龍萊 廣州人 / 李潤赫 全州人

李仁根 靑海人 / 李千吉 廣州人

李漢宗 靑海人 / 李興默 靑海人

張啓云 仁同人 / 張允國 丹陽人

鄭聖人 慶州人 / 千正奎 禮陽人

洪命鉉 南陽人 / 洪允祚 南津人

黃珉祥 張水人

강□□ 진주인 / 權炳珠 안동인

金□萬 김해인 / 金□會 안동인

金其潤 김해인 / 金其鉉 경주인

金應俊 김해인 / 金在河 김해인

金鼎煥 김해인 / 金濟潤 청해인

金鍾 김해인 / 金興祿 김해인

段□柱 강음인 / 段德浩 江陰人

段文浩 강음인 / 段性浩 강음인

段龍柱 강음인 / 段致容 강음인

段鴻柱 강음인 / 段厚柱 江陰人

裵丹 성주인 / 白南生 수원인

白世基 수원인 / 白完基 수원인

白龍基 수원인 / 白龍現 수원인

徐丙翼 달성인 / 徐相根 달성인

申漢珠 평산인 / 安厚根 순흥인

吳奉允 해주인 / 兪鎭泰 杞溪人

尹□俊 파평인 / 尹一成 파평인

李□陽 반남인 / 李敬錫 전주인

李啓成 평창인 / 李萬宗 청해인

李聖文 경주인 / 李完玉 전주인

李龍來 경주인 / 李元模 청해인

李枝위 청해인 / 李枝賢 청해인

張競植 □□□ / 張允國 단양인

張俊□ □□□ / 崔德鉉 창령인

黃在淵 □□□

<표 3> 서빙고 부군당 현판의 등장인물

현판의 종류 ‘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十八日重建’현판 노인계좌목현판 광무7년 현판(1903년)

다. 현 서빙고동 지역은 한성부 남부에 해당했으므

로, 장빙역이 1663년(현종 4년) 고립화(雇立化)되기 이

전까지 공식적으로는 동빙고에 속해 장빙역을 수행하

을것이다.

그렇다면 한성부 남부에 속해 동빙고에서 장빙역을

수행하 을 현 서빙고동 일대의 사람들이 부군당의 중수

에 관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

은 조선시대 한강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役)의 변화에

서 그 연관성을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 대동법(大同法)

이 실시되면서, 요역제( 役制) 던 장빙역은 고립제(雇

立制)로 변모하 다. 서빙고의 장빙역은 1663년을 계기

로 완전히 고립제로 전환하 으며, 이후 부역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정부재정을 토대로 겨울에 연강민을 고

용하여장빙하거나 민간장빙업자에게 구입하는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빙고의 장빙역에도 마찬가지

로운 되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장빙역이고립제로변하기시작

한것은그장빙역이완전하게고립제로변하기이전부

터 있어왔던 현상이었다. 1624년(인조 7년) 한강가의

주민들이 장빙역이 고립화되는 것을 기회로 이득을 취

하며, 국고의 곡식을 취해 왔다82)고 한 점은, 당시 장

빙역의체계가와해되고, 장빙이한강변주민들의생업

으로서자리잡고있었음을보여준다.

장빙역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빙고 소속

의신당의례에민이참여하 거나, 장빙역의변화로서

빙고에서 장빙을 통해 생계을 꾸려가던 이들이 서빙고

부군당의의례전통을지속하는것은큰무리가아니다.  

한편 현재서빙고부군당에남아있는몇개의현판

들은서빙고일대를중심으로한지역의구성원들이서

빙고 부군당의 의례를 지속시키고 의례전승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서빙고 부군당을 어떻게 유지시켜 왔는지

보여줄수있을것이다. 즉 이들현판에등장하는인물



들은 서빙고 부군당제의 전승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인

적 구성원들인 셈이며, 이들 집단의 성격파악을 통해

서빙고 부군당이 민간화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서빙고부군당의현판가운데가장시기가올라가는현

판인‘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四月十八日重建’을 비

롯해 노인계좌목현판과 광무 7년 현판에 등장하는 인

물들을살펴보면 <표 3>과같다83). 

이들 현판 가운데‘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

十八日重建’현판에는 16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음 단씨와 수원 백씨는‘崇禎紀元 上之十

三年乙亥 四月十八日重建’현판에 2명씩 등장하는 것

을비롯해이후노인계좌목현판과광무7년현판에지속

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서빙고 지역에 1970~ 80

년대까지도 강음 단씨와 수원 백씨가 많이 살았었다고

알려진 사실과 일치하며, 이 일대 토성으로서 서빙고

부군당의의례에참여했던구성원들로파악할수있다.

한편 지금까지‘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十

八日重建’현판은기록내용에의거해그작성시점과등

장인물을 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인 1635년으로 보

아왔다. 그러나이후작성된현판의등장인물들을분석

한 결과‘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十八日重建’

현판은 최소한 1800년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연대를확실하게알수있는광무 7년현판의등장인물

과 노인계좌목, ‘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十八日

重建’현판인물의 몇몇이 아래의 표와 동일 인물로 나

타나기때문이다. 그렇다면연대가확실한광무 7년현

판이 1903년에작성된것으로기준삼아, 노인계좌목현

판이 작성된 시점을 소급할 수 있다. 노인계좌목의 신

묘년은 1891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十八日重建’현판 또한 최소한

1800년대이후를작성시점으로보아야한다. 지금까지

1663년에작성된것으로알려진‘崇禎紀元上之十三年

乙亥四月十八日重建’의현판은 1800년대이후중건과

정에서 서빙고동 부군당의 최초 중건시기를 부기한 것

으로보인다. 

그렇다면 서빙고 부군당에 참여한 이들 인물들은

누구인가? ‘崇禎紀元上之十三年乙亥四月十八日重建’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직이 무관일색인 것

은조선후기방역체제의변화에의해설명할수있다.

조선후기한강변을중심으로군역을생계로삼는이들

이 늘었고, 특히 훈련도감은 급료병 체제로 창설되었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빙고 부군당의 중건에

무관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민간 부군당의 공식성을 확

보하려는것으로해석하기보다는84), 조선후기한강변

주민구성에서비롯된것으로 볼수있다.

이 가운데 尊位前五衛將 白南升 戊子生 水原人 中

任前僉使 李崙榕 乙亥生 全州人의 존재는 서빙고 일대

지역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인물들이

다. 조선 후기 한성부의 존위와 중임은 오가작통법에

의해 동(洞)의 주민들을 통할하는 기능을 수행하 다.

존위들은 동내의 호구조사, 민간의 고통과 선행과 악

행, 마을일에부지런한가태만한가에대한것들을규찰

하 으며, 진휼가호를 뽑는 임무도 수행하 다. 그 외

조선후기응역단위인계의핵심인물또한존위와중임

으로 불 다. 계는 조선 후기 방역의 응역기구로서 정

부의공식적인파악대상이되면서, 계에존위와중임을

두어계내부의일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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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자는 □로 표기하 다.
84 유승훈, 2003, 앞의 .

등장

인물

金華鉉 乙酉生 金海人

段致競 庚辰生 江陰人

金華鉉 金海人

段致競 江陰人

李萬宗 靑海人

李完玉 全州人

張允國 丹陽人

金基鉉 金海人

金其鉉 경주인

李萬宗 청해인

張允國 단양인

張允國 단양인

<표 4> 서빙고 부군당 현판의 등장인물 가운데 중복되는 인물명

현판의 종류 ‘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十八日重建’현판 노인계좌목현판(1891년으로 추정) 광무 7년 현판(1903년)



그러나 현판의 작성시기가 19세기 이후인 점과 서

빙고 일대의 중요한 생업적 여건들을 연관짓는다면,

‘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十八日重建’현판에 등

장하는‘尊位前五衛將 白南升’과‘戊子生 水原人 中任

前僉使李崙榕乙亥生全州人’은응역단위의계나마을

주민들을 통할하는 존재로서의 존위와 중임이 아닌 빙

계(氷契)와관련된인물로보아야할것이다.

장빙역이 완전 고립제로 변화하면서, 1782년에는

강민들의장빙역을폐지하고, 이역을담당할사람들을

모민하여 계를 창설하도록 하 다. 이것이 빙계(氷契)

다. 빙계의창설을계기로한강변얼음저장은민간

업부분으로 바뀌었다. 얼음 판매업이 늘어나면서 강변

에거주하는양반들이참여하기도했다85). 이는민간인

들이얼음의판매에나설수있는근거가되었다. 이러

한경제적바탕은동일한생업을바탕으로하여서빙고

동 부군당제를 전승시켜 나갈 수 있는 지역적 기반과

물적 기반으로 작용하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崇禎紀元 上之十三年乙亥 四月十八日重建’현판에 등

장하는 인물들을 행정조직인 리의 존위와 중임으로 볼

수도있으나, 서빙고에얼음을납품하는빙계의구성원

으로서존위와중임이었을가능성이더높은것이다.  

이상과 같이 관서 신당으로서 서빙고 부군당의 민

간화과정은조선후기장빙역의변화와맞물린역사적

배경을가지고있었음을볼수있다.

본고는 서울지역 공동체신앙의 지속과 전승을 규명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울지역 공동체 신앙의 특성

을 밝히고자조선시대서울의각사(各司) 신당의존재양

상과그의례가민간화되는과정을논의하 다.

이를위해현재확인할수있는기록자료를통해각

사 신당의 존재양상과 치제의 대상 및 치제양상 등을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조선시대서울지역각사신당은

비록 단편적이긴 하나 여러 문헌기록과 풍속시(風俗

詩), 궁궐도(宮闕圖), 감 도(監營圖), 고지도(古地圖),

관아도(官衙圖) 등을 통해 그 존재양상과 치제대상, 치

제양상등을살펴볼수있었다.

서울의각사신당의례가민간화되어가는과정혹

은 그 연결점은 조선시대 각 관서마다 대개 신당이 있

었다는사실과몇몇기록자료들을바탕으로, 현재서울

지역에전승되고있는몇몇부군당을조선시대각사신

당으로 비정하고 해당 관서의 의례가 민간화되는 역사

적 배경과 전승의 맥락을 장충동 관성묘, 방산동 성제

묘, 서빙고 부군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그 결과 관서 신당이 민간화되어 가는 과정의 몇몇 단

면을 살핌으로써, 서울지역 부군당제의 전승의 지속과

변화에대한한특성을밝혀볼수있었다.

그러나논지의전개를위한근거자료가빈약하거나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 추론적(推論的)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는

다. 더불어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논지를 바탕으로 지

속적인연구와보완을이루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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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ul’s community beliefs originated from the ritual performed by the shrines affiliated to

each government office in the Joseon Dynasty. 

Lower branches of government officials were assigned to perform these rituals. Generally,

these shrines were called Bugundang(府君堂).  

Records show that Bugundang(府君堂) was generally one to three units and enshrined the

portrait of Bugun(府君), the worshipped, insid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

worshipped were mostly General Choi Young(崔瑩將軍) or Madame Song(宋氏夫人). In fact,

however, each Bugundang(府君堂) worshipped different persons. Some of the worshipped were

historical characters from the Goryeo Dynasty or the founding period of Joseon Dynasty,

Guan Yu(關羽) and Zhuge Liang(諸葛孔明) that became god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952, Wanggun(王建), Dangun(檀君), General Nam Yi(南怡將軍), Kim Yoo Shin(金庾信), Lim

Gyeong Up (林慶業), King Gongmin(恭愍王), King Taejo(Lee Sung Gye, 太祖 李成桂), Joban(趙 )

who is one of the supporters of the foundation of Joseon Dynasty, Sir Hong(洪氏大監) and his

women who appear in the legend of Nanhansanseong(南漢山城) area, and many other historical

figures.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rituals of these shrines from community Gut(Shaman ritual)

performances of Seoul.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Gut and ceremony coexisted in rituals. 

As time passed, these rituals spread as the community Beliefs of commoners and have been

transmitted in the context of Seoul's cultural change.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ence of affiliated shrines of local government offices in the

Joseon Dynasty and discussed the cases of Jangchung-dong Gwanseong Shrine(將忠洞 關聖廟),

Bangsan-dong Seongje Shrine(方山洞 聖帝廟), and Seobinggo Bugundang(西氷庫 府君堂) to trace

the succession of rituals at these shrines as folk customs of commoners.

Bangsan-dong Seongje Shrine(芳山洞 聖帝廟) spread to the public as Gwanwoo(關羽), who

was considered the god of soldiers, transformed into the god of merchants along with

historical transition. It clearly shows the process as to how merchants from a certai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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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a community religion. 

Jangchung-dong Gwanseong Shrine(將忠洞 關聖廟) is Bugundang(府君堂) of the soldiers of

Nampyoug(南營). As the ritual was succeeded by a ritual group called Yeoungsinsa(永信社),

composed of nearby residents, it was naturally spread and succeeded by the residents in local

community. 

Seobinggo Bugundang(西氷庫 府君堂) was related to the changes i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ce gather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 Shrines Affiliated to Each Government Office(各司 神堂), Bugundang(府君堂),

Ritual of Bugundang(府君堂祭), Seobinggo Bugundang(西氷庫 府君堂), Seongje

Shrine, (聖帝廟), Gwanseong Shrine(關聖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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