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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점복(占卜)문화의 실상과 특징

요즈음은 세습무계가 약화되고 강신무 계열의 무속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서 강신무인 점쟁이도 굿을 

주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점쟁이가 공공성과 정치성을 지녀 그 위상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날은 점쟁이를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인식해 가는 추세이다. 점쟁이는 부업이 아니라 주업으로써 활동하

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그들의 학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졸도 11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학력이 점차 높

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점집의 성격은 점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점집의 상호명을 통해서 어

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점쟁이 가운데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개인 신당을 소유하며 신당에는 

주로 조상신류, 장군신류, 불교신류, 자연신류(천신, 용신 등), 도교신류, 기타 등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점집의 상호

를 보면, ‘◯◯보살’ 혹은 ‘◯◯사(寺)’나 ‘◯◯암(庵)’이라는 명칭이 많은데, 불교와 종교적인 친연성도 있겠지만 무속

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희석하기 위해 불교적인 색채를 덧입힌 것으로도 보인다. 점집이 집단화된 지역을 보

면 계림동 오거리, 양동 닭전머리, 중흥동 향토문화거리를 들 수 있다. 먼저 계림동 오거리권은 계림동과 산수동에 

인접한 곳으로 주변에 계림시장과 대인시장이 있으며 점집이 72개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양동 닭

전머리권은 월산동과 양동에 가까운 지역으로 배후에는 양동시장을 끼고 있는데 점집이 96개로 19%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흥동 향토문화거리권은 중흥동과 우산동에 인접하며 인근에 북구청과 전남대학교 그리고 

말바우시장이 자리하는 곳으로 점집이 106개로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치는 방법은 학습을 통하여 점치는 

점쟁이와 강신을 통해 점치는 점쟁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점책에만 의존하여 점치는 경우는 22%

이고, 어떤 식으로든 영력에 의존하여 점치는 경우가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대다수 점쟁이는 영력을 

이용하여 점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의 종류는 일생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궁합·결혼·이혼 등 애정운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관계된 것으로 작명·취업·진로·입시·사업·병고·액막이 등 가족운이 있고, 조상과 관련된 묏자

리·이장·이사 등이 있다. 점치는 과정은 준비 단계, 점사를 공수하는 단계, 점사의 결과를 실천하는 단계로 이루어

지고, 이들은 서로 순차적이면서 단계별로 연계되어 있다.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다시 의뢰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신의 강림을 청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 강림을 청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점구는 징과 방울이다. 두 

번째 공수단계는 강신의 점쟁이가 영적인 힘을 얻어 공수를 주는 과정이고, 학습의 점쟁이는 점책을 확인하여 점사

를 의뢰자에게 일러주는 때이다. 공수단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점구로 쌀과 엽전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실천단계

는 점사의 공수 내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점사 후 처방하는 절차를 말한다. 점쟁이의 처방으로는 굿을 

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부적을 써 주는 순이었다. 광주지역 점복문화의 특징을 보면, 먼저 점쟁이

와 보살의 역할이 병행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점집이 굿당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점집은 집단화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영향으로 점집들이 밀집된 곳으로 이동해가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 계통의 점쟁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의 점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

족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집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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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을 신비

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인간의 삶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정보이자 중요한 종교문화 자원의 하나이

다. 인간은 상고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방식으로 점을 해석하려 노력해왔고, 특히 고대

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점이 정치와 상당한 밀착관계

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점치는 사

람을 일관(日官), 일자(日者), 사무(師巫) 등으로 불

렀는데, 이들은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이

다. 점치는 행위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여 존재하

였고, 그 방법 또한 다양했다. 현대사회의 점치는 방

법으로 점집을 찾아가는 전통적인 모습과 함께 타로

카드점이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운세풀이점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러한 변화와 더불어 점치는 곳이 점차 대도시에 집중

되어 집단화되고 있다. 이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도

시화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점집이 대도시로 집중되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점복에 관한 연구는 무속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실정이다. 그동안의 

점복에 관한 연구로는 《조선의 점복과 예언》01을 필

두로 〈제주무점법〉,02 〈한국점복사〉,03 〈점복·주

술〉,04 〈무점의 실태〉,05 《한국의 점복》06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상기숙의 〈무점의 실태〉는 서울지역

에 거주하는 무점쟁이 30명을 현장 조사하여 무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쟁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도시에 집중되

어 있는 점복신앙 연구가 확대되길 기대하며, 본고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마을신앙에 비해 무속에 관한 연구는 많은 어려

움을 갖는다.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 확보가 쉽

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무속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

적 인식으로 인해 굿판이나 점집의 공개를 꺼리는 경

우가 많고, 점집은 굿판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점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그런데 점집이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집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

가 되었다. 그래서 먼저 현지답사를 토대로 점집을 

확인하고 점집의 간판과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정

리하였는데, 모두 494개의 점집을 파악할 수 있었

다. 이것은 도로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조사한 것

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안쪽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는 점집의 경우 누락될 가능성도 있어

서 실제 점집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차적으로는 광주시 점집 조사를 위한 설

문지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

다.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복자 일반사항〉

① 점집 명  ② 주소 

③ 성명  ④ 성별 

⑤ 연령  ⑥ 학력 

⑦ 고향

0 1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점복과 예언』, 동문선, 1991

02  현용준, 「제주무점법」, 『제주도』 제12호, 1963

03  임동권, 「한국점복사」, 『아시아문화』 1, 우석대학교, 1970

04  박계홍, 「점복·주술」, 『한국민속학대계』 제3권,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2

05  상기숙, 「무점의 실태」, 『한국민속학』 16, 민속학회, 1983

06  김태곤 외, 『한국의 점복』, 민속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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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복방법 관련 사항〉

①  점을 보기 위해서 의뢰자의 정보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② 점은 주로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치는가? 

③ 점사 방법은 어떻게 배웠는가? 

④ 주로 보는 점의 종류는 무엇인가? 

⑤ 하루 의뢰자는 (성별로) 평균 몇 명 정도인가?

⑥  의뢰자는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고 연령별로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

⑦  어느 계절에 점을 많이 보러 오는가, 계절별로 묻

는 질문은 무엇인가?

⑧ 복채는 얼마 정도인가?

⑨  점집 이외의 장소나 직접 내방하지 않는 손님의 점

사 일을 보는 경우가 있는가?

⑩ 한 번 점칠 때 보통 걸리는 시간은?

⑪ 점사 일을 보는 하루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가?

⑫ 점칠 때 사용하는 점구는 무엇인가?

⑬ 점책을 사용하는가?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⑭ 점사 후 주로 처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⑮ 굿이나 맥이를 처방한다면 직접하는가? 

⒃  부적은 직접 그려 처방하는가? 만물상에서 구입해

서 사용하는가?

⒔ 계절별로 주로 처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가?

⒕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 및 조직이 있는가? 있으면 

어떤 곳인가?

〈점집 관련 사항〉

① 점집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가?

② 처음 점집을 한 곳은 어디인가? 

③ 이전에 다른 곳에서 했다면 어디어디인가? 

④ 이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⑤ 이곳에 점집을 차린 때는 언제인가? 

⑥ 이곳에 점집을 차린 이유는 무엇인가?

⑦ 이 점집의 소유 형태는? 

⑧ 점집과 살림집은 분리되어 있는가? 

⑨ 신내림을 받았는가?

⑩ 신대의 유무(있다, 없다)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⑪ 신대 대신 점집을 표시하는 것이 있는가?

⑫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가? 신당을 가지고 있다면 

모시는 신은 누구인가? 

⑬ 점사가 주업인가? 부업은 있는가?

⑭ 종교는 있었는가?

⑮ 가족 중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있는가?

위의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선택형의 문항을 만

들어 제보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자 직접 면담을 통해 조사

되었는데, 85개의 점집에서 설문지가 작성되었고, 

이 가운데 심층조사 대상지역을 16곳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07 494개의 점집 가운데 85개의 점집에

서만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요인으로는 점쟁이의 비

협조를 가장 크게 손꼽을 수 있었다. 점집이나 점치

는 과정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까닭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85개의 설문지 내용08과 심층조사

된 16곳의 자료를 통해 점쟁이의 개념과 종류, 점치

는 과정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 494개의 점집 현

황과 점집의 간판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포 현

황을 확인하여 점집이 집단화된 배경과 이유를 살필 

07  1995년도에 광주민속박물관에서 『광주의 무속』을 간행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반송된 설문지가 지극히 미미하여 경신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어
렵게 38명의 무속인을 면담조사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무속인들이 설문조사나 면담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광주의 점복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할 때도 조사자의 면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나마 확보된 85개의 설
문지를 분석하여 16곳의 심층조사지역을 선정하여 점을 치고자 하는 고객으로 가장하여 무속인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 조사 여건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조사를 하였다.

08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 그 수효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제보자가 설문에 응했어도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자를 중심으로 계량화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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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광주 점복문화09의 특징

을 규명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점쟁이의 개념과 종류 

점집에서 특별한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유리하게 방향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를 ‘점쟁

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특별한 능력이라 함은 신의 

영험함을 토대로 점을 칠 수 있거나 혹은 인간의 사

주나 관상을 주역과 같은 전문서적에 의존해 해석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남자 점쟁이

는 ‘박수무당’ 혹은 ‘법사’라 부르고, 여자인 경우는 

‘보살’이라고 부른다. 역술가인 경우는 ‘선생님’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10 광주에서는 세습무계의 무속인

을 ‘당골’이라 부르고, 강신무계의 무속인은 ‘점쟁이’

라고 부른다. 여기서 당골은 굿을 전문적으로 주재

하는 사람이고, 점쟁이는 그야말로 점만 치는 사람

이다. 하지만 요즈음은 세습무계가 약화되고 강신

무 계열의 무속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서 강

신무인 점쟁이도 굿을 주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요즈음의 점쟁이는 점만 치는 것이 

아니라 굿도 주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쟁이는 무

업을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써 인식하고 있다. 이

들의 고향을 보면, 응답자 82명 가운데 광주가 18

명(22%)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32명(해남 4, 나

주 4, 화순 4, 함평 3, 보성 3, 장흥 4, 영암 1, 목

포 1, 무안 2, 완도 1, 담양 1, 고흥 3, 신안 1명)

으로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전

남을 제외한 지역은 전북 6명, 서울 2명, 대구 1

명, 충남 1명, 충북 1명, 경남 2명, 강원도 1명, 총 

14명으로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

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18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

는 고향이 광주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성별로 보면 응답자 71명 가운데 여자가 52명으로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응답자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학력을 보면 설

문응답자 82명 가운데 43명(52%)이 학력을 말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면담과정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

은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을 

밝히는 사람으로는 대졸 11명, 고졸 15명, 중졸 2

명, 국졸 4명, 무 7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점

쟁이들의 학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졸이 11

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점차 그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점쟁이가 종교성을 지닌 

존재보다는 인생 상담과 관련된 직업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점쟁이를 ‘점복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학

술적인 용어로 사용되면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점복자라 함은 점복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점복은 점과 복11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09  점복문화라고 하면 점치는 사람, 점보러 오는 사람, 점치는 장소와 신당, 점구 등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점복행위 제반사항을 일컫는 말이다.

1 0  본고에서는 점치는 사람을 법사, 보살, 역술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점쟁이’ 혹은 ‘점치는 사람’으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물론 이들을 포괄적으로 ‘무
속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굿판의 무당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다소 점복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민간에서 널리 
불리어지는 ‘점쟁이’ 혹은 서술적으로 풀어서 ‘점치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연구 자료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헌자료라고 한
다면 ‘점복자’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요즈음 대도시에서 조사된 현장조사자료이기 때문에 ‘점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1 1   복(卜)은 거북의 등 무늬를 보고 점을 친 것을 말한다. 복사(卜師)는 전문적인 점자(占者)를 말하며, 박사와 같은 뜻이 있고, 박사는 남자무당인 박수를 지
칭하는 말이다(박계홍, 『한국민속학개설』, 형설출판사, 1983, p.268).

【 표 1 】 점쟁이의 연령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인원 4 20 35 12 8 4

비율 5% 24% 42% 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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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복이 합성되어 점복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민간층에서는 점복이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고 

‘점친다’ 혹은 ‘점본다’는 말이 주로 쓰이며, 점복은 

주로 학계에서 쓰이고 있는 말로 생각된다.12 박계홍

은 점복자를 그 직능에 따라 전문적인 점자(占者)와 

부업적인 점자로 구분하였다. 전문적인 점자란 다른 

직업 없이 오직 점복행위만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

로 고대사회의 일관(日官), 일자(日者), 무자(巫者), 

사무(師巫), 점복관(占卜官) 등에 해당되며, 부업적

인 점자란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적으로 

점복행위를 하는 자로 점쟁이, 소경, 판수, 복술자, 

승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문적인 

점자는 공적인 주술자이고, 부업으로하는 점자는 사

적인 주술자라 했다.13

그런가 하면 상기숙은 점복자를 신 점복자와 역리 

점복자로 구분하였다. 신 점복자는 강신체험이 있는 

점쟁이로 정통 무계와 방계 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정통무에는 무당과 박수가 속하고, 방계무에는 보살, 

법사, 명두(동자, 선녀)가 속한다고 하였다. 무당형

은 장군줄로 칼을 많이 쓰며 선거리를 하는 것이 특

징이라면, 보살형은 부처줄로 염주를 많이 쓰는 한

편 앉은거리를 한다. 명두형은 사아령(死兒靈)을 불

러들여 휘파람 소리, 아기 음성으로 점사를 보는 것

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 점복자는 주로 신비

점(神秘占)을 행하는 자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

며, 신령과 교통으로 능력을 얻어 점을 치는데, 공창

점자(空唱占者), 신탁점자(信託占者), 신장점자(神將

占者)로 나누기도 한다.14 즉 점복자는 그 성향에 따

라 나뉘며, 강신에 의한 점복자는 다시 점치는 방법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요즈음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쟁이를 크게 학습 계통의 점쟁이와 강신 계통

의 점쟁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점책(占冊)

을 활용하여 점을 치고, 후자는 신의 영력(靈力)을 이

용해 점을 친다. 이것은 점쟁이의 성격에 따라 구분

된 것으로 점치는 방법에 따라 더 다양하게 나눌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점치는 사람은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고 사

적인 점자로서 개인적인 운명을 개척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즉 고대사회에서는 점쟁이가 공공성과 

함께 정치성을 가질 수 있어 그 위상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공공성이 약화되

고 정치성이 배제되어 생계수단으로써만 기능하게 되

면서, 사회적 천민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점쟁이를 천민으로 생각

하는 것보다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점

차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층의 적잖은 점쟁이들

이 점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하

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로변이나 광장, 심지어

는 커피숍에 자리 잡아 점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점치는 것을 직업적인 수단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이다.

점집의 성격과 분포 양상 

1. 점집의 성격 

점집은 인간의 삶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도록 방향

을 제시해 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점치는 곳

을 말한다. 점치는 사람은 점집에 거주하면서 살림과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살림집과 점집이 

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살림집과 

12  김태곤 외, 앞의 책, p.8

13  박계홍, 앞의 책, p.268

14 상기숙, 앞의 논문, p.204, 김태곤 외, 앞의 책, pp.30∼44



11 Pyo, In Ju    

점집이 분리되어 가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 가운데 응답자 83명 

중 36명(43%)이 점집과 살립집이 분리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응답자 67명의 점집 소유 형태로는 

자가 17명(25%), 전세 11명(16%), 월세 29명(43%), 

기타 4명, 무응답 6명 순이었다. 전세와 월세인 경우

가 6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점

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점치는 사

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점집의 성격은 점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점치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다면 점집에는 당연히 

자기 몸주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을 것이고〈사진 1〉,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 분위기

를 띠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점집의 실체를 파악하기

가 쉽지 않다. 응답자 82명 가운데 신내림을 받은 사

람이 38명(70%)이고, 점집에 신대를 세운 사람이 응

답자 81명 중 38명(47%)이었다. 그리고 응답자 84명 

중 71명(85%)이 개인 신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당에 모시고 있는 신들은 주로 조상신

류, 장군신류, 불교신류, 자연신류(천신, 용신 등), 

도교신류, 기타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15 가장 

많은 것은 조상신류로 대략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불교신류 및 장군신류와 자연신류가 각각 17%

의 비중을 차지한다. 조상신류 가운데는 특정한 역사

적 인물보다는 개인의 조상을 몸주신으로 받들어 모

시는 경우가 많다. 

점집의 성격은 상호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494개16의 점집 상호를 보면 〈표 2〉와 같다. 

흔히 광주에서는 점치는 사람을 보살이라 부르며, 

◯◯보살이라는 상호명을 지닌 점집의 운영자는 대

부분 여자이다. 보살은 불교에서 여자 신도를 높여 

지칭하는 말로써 불교와 친연성을 엿볼 수 있다. 특

히 점집의 상호명에서 사(寺)나 암(庵)이 많이 나타나

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불교적인 성격을 지

닌 점집의 상호명은 점집 가운데 294개로 55%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와의 종교적인 친연

성뿐만 아니라 무속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희

석시키기 위해 불교적인 색채를 덧입힌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점집의 상호명 이외에 점집을 홍보하는 

문구를 벽이나 출입문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

주, 궁합, 관상, 병점, 묘점, 신수, 택일, 이사, 사

업, 승진, 작명 등으로 나타난다. 

15  점집의 신들을 계량화하여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신의 성격이 복합적인 경우도 있고, 점집에 유일신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신(多神)을 모
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점치는 사람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을 정확히 어떠한 신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몸주신이라고만 말하고 있
는 경우도 많다.

16  점집 간판에 상호명으로 ‘◯◯사 ◯◯보살’이라든가 ‘◯◯암 ◯◯선녀’ 등인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2가지로 계량화했다.

【 사진 1 】 중흥동 유보살의 신당

【 표 2 】 점집의 상호

명칭 ◯보살 ◯사 ◯암 ◯철학원 ◯도사 ◯선녀 ◯동자 ◯정사 ◯불사 ◯장군 ◯명두 무명 기타

수량 121 91 74 62 24 18 17 15 8 7 7 17 52

비율 23% 18% 14% 12% 5% 3% 3% 2% 1% 1% 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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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집의 분포

무속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을 점복촌, 무

당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무당촌은 사람들의 왕래

가 잦은 역이나 시장, 또는 나루터나 특정한 종교적 

의미가 깊은 곳에 형성되었는데, 전라도의 나주, 장

흥, 우수영, 진도, 완도 등에서는 신청이 있었던 곳

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17 하지만 전라도

에서는 거주적인 맥락보다는 관리적 차원에서 신청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 근처의 무

당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무당촌은 무당의 집단적 거

주지이지만, 전라도에서는 그처럼 집단적으로 거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도리어 요즈음 광주에서는 점집이 집단화되어 

나타나면서 권역화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무당촌과 점집이 밀집되어 형성되는 곳

은 모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장 주변지역이라는 

점에서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광주에 분포하고 있는 점집을 행정단위인 구(區)

별로 보면, 북구 154개(31%), 남구 137개(28%), 동

구 128개(26%), 서구 44개(9%), 광산구 31개(6%)로 

나타난다. 여기서 서구와 광산구가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구나 북구, 남구에 비해 도시화과정

이 더디게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광산

구는 농촌지역이 많고, 서구는 단독형 주거지보다는 

아파트형 주거지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주거

형태는 어느 도시에서나 나타나지만, 특히 서구는 도

시의 성장과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신주거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점집을 찾는 수요자와 주거

지의 형태가 점집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점집의 분포현황을 행정 단위인 동(洞)별로 보면 

〈표 3〉과 같다.

이들을 집단화된 지역으로 구분하면 계림동 오거

리, 양동 닭전머리, 중흥동 향토문화거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권역을 편의상 계림동 오거리권, 양

동 닭전머리권, 중흥동 향토문화거리권으로 명명하

고 점집의 집단화 양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계림동 오거리권은 계림동과 산수동이 인접한 

곳으로 주변에 계림시장과 대인시장이 있는데, 점집

이 72개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양

동 닭전머리권은 월산동과 양동이 인접한 곳이고 배

후에 양동시장을 끼고 있으며, 점집이 96개로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흥동 향토문화

거리권은 중흥동과 우산동이 인접한 곳이며 인근에 

북구청과 전남대학교 그리고 말바우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점집이 106개로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점집의 집중화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계림동 오거리권은 계림동 오거리를 중심으

로 한 지역이다. 이곳은 광주시의 번화가인 충장로와 

금남로의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로 단독주택이 많다. 

예전에는 헌책방이나 고서점 혹은 한약방이 많았으

며, 주변에 계림시장과 대인시장, 시외버스 터미널이 

17  이기태, 「점복촌의 역사적 실태 연구」, 『한국무속학』 제13집, 한국무속학회, 2006, p.265 

【 표 3 】 점집 분포

동(洞) 월산 중흥 우산 산수 방림 계림 송정 양 지산 풍향 학 화정 두암 백운

수량 75 55 51 39 39 33 25 21 19 18 18 15 12 11

비율 15% 11% 10% 8% 8% 7% 5% 4% 4% 4% 4%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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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통의 중심지로서 많

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집이 밀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광주시에서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주변에 아파트(두산건설, 한

국토지주택공사)를 건설하면서 많은 점집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주로 닭전머리권이나 향토

문화거리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 닭전머리권은 양동시장과 인접해 있는 곳

으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닭을 파는 장소라는 뜻

에서 ‘닭전머리’라는 지명이 형성되었다. 이곳은 한 

때 유흥가가 번성하기도 했는데, 도시 환경 정화사업

이라는 명분으로 유흥가를 철거하고 그곳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유흥가는 철

거되었지만 정작 닭전머리가 지닌 유흥가라는 이미지

는 강하게 남아 있어 새로운 업종이 정착하기 어려웠

다. 그러면서 건물의 임대료가 인하되고 양동시장의 

용이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점집이 하나 

둘씩 들어서게 되었고, ‘점집의 거리’로 불리울 만큼 

많은 점집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 향토문화거리권은 과거 인근에 로켓트 건

전지(호남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던 곳으로 유

흥가가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다. 그런데 로켓트 건전

지 생산 공장이 양산동으로 이전되면서 그곳은 ‘구호

전’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향토문화거리권

이란 바로 ‘구호전 - 전남대학교 - 북구청’으로 연결

되는 도로이다. 이곳 주변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

고, 많은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광주시와 북구

청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유흥가를 철거하고 광

주의 음식과 향토문화를 알리는 장소로서 이 곳을 개

발하였다. 그러면서 북구문화원이 입주하게 되고, 글

씨나 그림을 표구하는 표구사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그 수효는 미미했다. 향토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관 주도로만 개발되

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대

신 도로 주변의 빈 건물에 점집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서 지금은 20여 개의 점집이 성업을 이루며, ‘점집문

화의 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광주지역의 점집들은 도로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영향을 받아 이주 혹은 형성되

며, 주로 단독주택이 많으면서 건물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에 공공시장

이나 재래시장과 같이 접근성 높은 곳에 점집이 형성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치는 과정의 내용과 구조

1. 점치는 방법과 내용

점치는 방법은 점쟁이들마다 다르다. 즉 점쟁이의 

성격에 따라 점치는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들의 점치는 시간도 다르고, 점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다. 점을 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은 어느 정도 복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시간은 대부분 의뢰자가 특

정한 시간에 연락하여 올 때인데, 응답자 79명 가운데 

49명(62%)으로 가장 많다. 아침 9시부터 6시 사이에만 

점치는 경우는 25명(32%), 새벽이나 오전은 2명(3%)

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력을 중요시하는 점쟁이는 주

로 오전에 점을 친다. 그리고 점을 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응답자 78명 가운데 26명(33%)이 1시간 이상

이고, 30분에서 1시간이 17명(28%), 20분에서 30분이 

13명(17%), 10분에서 20분이 4명(5%), 10분 이내가 7

명(9%),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경

우가 11명(14%)이다. 보통 점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 1시간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점치는 값으로 받는 

복채는 의뢰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기본이 3만 원이며, 응답자 82명 가

운데 의뢰자가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41명(50%)으로 

가장 많고, 3만 원이 34명(42%), 2만 원이 6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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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이 1명이다.

점치는 방법은 학습을 통하여 점치는 점쟁이와 강

신을 통해 점치는 점쟁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

다. 학습을 통해 점을 치는 경우는 주로 점책에 의존

한다. 점책의 종류로는 응답자 25명 가운데 만세력이

나 책력이 13명(52%)으로 가장 많고, 명리, 주역, 당

사주 등 역술 관련 책은 10명(40%)이며, 심지어는 컴

퓨터 사주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점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강신을 통해 점을 치면서 점책을 사용하기도 한

다. 점책에만 의존하여 점치는 경우는 22%이고, 어

떤 식으로든 영력에 의존하여 점치는 경우가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대다수 점쟁이는 영력

을 이용하여 점을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치는 방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들 가운데 점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

을 보면, 영력이 있으면 점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쟁이가 81명의 응답자 가운데 51

명으로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순전히 

신의 강림을 통해 점을 치며, 신의 공수를 잘 받기 위

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주로 무등산에 가서 자신의 몸주신을 위해 기

도를 한다. 그런가 하면 학습을 통해 점을 치는 것

은 신부모로부터 학습을 받은 경우와 독학하여 점치

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신부모의 가르침을 통

해 점치는 방법을 배우는 경우가 81명의 응답자 가

운데 17명(21%)이고, 독학으로 터득한 경우가 11명

(14%)이다. 신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점치는 방법을 

터득할 때에는 주로 신부모를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독학으로 점치는 방

법을 터득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한자를 

배워 그것이 주역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도 하

며, 평생교육원의 교육자료를 익혀서 터득했다고도 

한다.

점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점의 종류도 점쟁이들

마다 달라진다. 그것은 의뢰자가 요구하는 것이 다양

하기 때문이다. 일생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궁합· 결

혼·이혼 등 애정운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관계된 

것으로 작명·취업·진로·입시·사업·병고·액막

이 등 가족운이 있다. 또한 조상과 관련된 묏자리·

이장·이사 등도 있다. 그렇지만 의뢰자는 단선적인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많

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운을 보면서 가족 전체의 

운을 보기도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입시, 취업, 결혼 등 삶의 여정 전체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쟁이가 특정한 점만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2. 점치는 과정의 구조

점치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점집에서 이루어진다. 

응답자 79명 가운데 52명(66%)은 점집이 아닌 곳에

서 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점집이 아닌 다른 곳

에서 점사를 보면 영(靈)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점책에 의존해 점사를 하면 장소에 구애

받지 않지만, 신령에 의존해 점사를 할 때에는 신당

에 모셔져 있는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점

집에서 점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 즉 점집은 일상생

활 속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주술적

인 행위를 통해 삶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는 종교적 

치료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점집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서 일상적인 공간과

는 구별되는 곳으로 비일상적이고 신성한 공간이다. 

이곳은 비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

【 표 4 】 점치는 방법

점치는 방법 수량 비율

사주풀이 18명 22%

사주풀이 + 영력(靈力) 6명 7%

강신의 영력 31명 38%

관상 + 영력 + 기(氣) 21명 26%

기타 5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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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간이

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삶

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

해 비일상적인 공간인 점집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그곳에서 점치는 과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

를 찾아 다시 일상의 공간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래

서 점집을 찾기 전과 점집을 방문하고 난 뒤의 삶의 

방향점은 다르기 마련이고, 점사(占辭)의 영험성이

나 효용성을 인식하고 생활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

생했을 때 다시 점집을 방문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점집에서 점을 치는 것은 곤경에 처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 혹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삶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조적

인 맥락을 갖추고 있다. 굿판에서 굿이 청신과정, 오

신과정, 송신과정으로 짜여져 있는 것처럼 점치는 과

정도 신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다시 말하면 점치는 

과정은 ‘준비 단계 - 점사를 공수하는 단계 - 점사

의 결과를 실천하는 단계’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은 서로 순차적이면서 단계별로 연계되어 있다. 점치

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가

는 과정으로 전개되며,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로 복

귀시킴으로써 상황이 종료된다. 

(1) 점사의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다시 의뢰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신의 강림을 청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점사를 준비하면서는 먼저 점치고자 하는 사람

의 기본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이어서 굿판의 청신

(請神)의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신의 도움을 통

해 점사를 공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의 강림을 청하

는 단계가 있다. 여기서 점책을 이용해 점치는 사람

은 점을 의뢰하는 사람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영력을 이용해 점치는 사람도 

의뢰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의 

뜻을 받들어 점사를 공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의 강림

을 청하는 절차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뢰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처럼 의뢰자의 기본정보 확인은 점쟁이마

다 각양각색이다. 예컨대 영력으로 점치는 사람 가운

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점사를 공수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생시를 비롯한 집터 주소, 성, 이름, 조

상들의 이력 등을 상세하게 묻는 경우도 있다. 일반

적으로 의뢰자의 생시와 조상들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다.

의뢰자의 기본정보가 확인되면 점사를 공수하기 

위해 신의 강림을 청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점쟁이

는 신의 강림을 청하기 위해 점구(具)18를 이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악기이다.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악

기를 보면 징, 장구, 제금, 피리, 젓대, 해금 등이 있

지만,19 신의 강림을 청하기 위해서는 주로 징과 장구

가 사용된다. 징과 장구를 낮게 치면서 신을 부르는 

것이다. 또 방울이나 부채 혹은 염주도 사용된다. 점

【 표 5 】 의뢰자의 기본 정보 수집 방법

기본정보 수집 방법 수량 비율

생시(生時)를 확인하는 경우 41명 51%

조상의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 24명 30%

얼굴 및 외모를 보는 경우 15명 19%

18  점구는 점복 시행 단계에서 사용하는 점구를 주점구(主占具)라고 하고, 준비 단계와 사후단계에서 사용하는 점구를 보조점구(補助占具)라고 부르기도 한
다. 그래서 강신을 통하여 점복을 하는 점복자의 경우에는 주점구보다는 보조점구가 발달해 있고, 학습을 통하여 점복을 하는 점복자는 주점구를 많이 사
용한다고 한다(김태곤 외, 앞의 책, p.63).

19 김태곤 외, 앞의 책,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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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는 방울을 흔들면서 정신을 통일하여 신을 청하

며, 부채와 염주는 하나의 소품으로 사용한다〈사진 2〉. 

염주는 직접 점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몸에 지니게 되는데, 염주를 만지면서 대

화를 나누는 경우도 많다. 염주는 불교적인 신격을 모

실 때 흔히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사진 3〉.

신의 강림을 청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점구는 징과 

방울이다. 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울림소리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는 징을 매구(埋鬼)라고 부르는 데서 확인할 수 있

고, 수원지방의 군웅굿에서 무당이 군웅을 청할 때 

징을 울리면서 청신무(請神舞)를 추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북 두드리며 사흘 굿하

는 것이 징치며 하루 굿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귀신은 북소리보다 징소리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20 그리고 방울은 Y자형의 놋쇠에 7개의 방울

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울 

소리를 신령하다고 생각하여 잡귀를 쫓기 위한 축귀

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을 힘차

게 흔들게 되면 몸이 떨리면서 신령이 강림한다고 하

여 신을 맞이하기 위한 청신의 수단으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2) 점사의 공수단계

공수단계는 강신의 점쟁이가 영적인 힘을 얻어 공

수를 주는 단계이고, 학습의 점쟁이는 점책을 확인하

여 점사를 의뢰자에게 일러주는 단계이다. 공수단계

에서 점쟁이는 점구를 활용하여 점사를 공수하기도 

한다. 점구에 의존하지 않고 점사를 공수하는 경우는 

응답자 93명21 가운데 45명으로 48%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강신 점쟁이이지만, 점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수단계에서 사용되는 점구의 실

상을 보면 〈표 6〉과 같다〈사진 4〉.

〈표 6〉에서 보듯이 공수단계에서 사용되는 중요

한 점구로는 쌀과 엽전임을 알 수 있다. 점구로 쌀과 

엽전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인다. 먼저는 이것들이 수효(數爻)를 쉽게 확인

【 표 6 】 점구 종류

점구(占具) 수량 비율

엽전이나 동전 11명 23%

쌀 7명 15%

점책 5명 10%

기타(염주, 방울, 부채, 그림, 글씨, 오방기, 
칼, 점상, 펜, 붓 등)

25명 52%

20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1996, p.655

2 1 점구를 2가지 이상 답변하는 경우 각각을 하나로 계산하여 합산하다보니 실제의 응답자 수보다 증가된 결과가 나타남.

【 사진 2 】 화정동 홍보살의 방울과 부채

【 사진 3 】 양동 이보살의 염주



17 Pyo, In Ju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쌀을 사용하여 점치

는 경우 점상 위에 쌀을 던져서 쌀이 붙고 떨어짐을 

보고 점사를 해석하기도 하고, 2개 이상 붙어 있는 

쌀의 개수를 확인하여 길흉을 판단하기도 한다. 또

한 쌀의 수효를 세어서 짝수와 홀수로 판별하여 길흉

을 예측하기도 한다. 엽전을 점상에 던져 점치는 경

우는 엽전의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여 앞면은 양으로, 

뒷면은 음으로 생각하는데 3개 혹은 4개의 엽전을 점

상 위에 던져 그 수효를 가지고 길흉을 판단하는 것

이다.22 두 번째로 쌀과 엽전은 모두 재복(財福)을 상

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구로 사용했을 법하다. 돈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불행의 근원을 재물의 부족으로 

인식하여, 인간은 주술적으로 재복을 갖추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굿을 할 때나 점을 칠 때 쌀과 

엽전은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쌀은 

흔히 농가에서 곡식에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곡령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가택신앙의 신체

로 사용되었다. 즉 성주신이나 조상신의 신체로 작은 

항아리에 쌀을 담아 모셔두는 것이 그것인데, 호남지

역에서는 쌀을 넣어 두는 항아리를 ‘성주동우’, ‘지앙

동우’라고 부른다. 이처럼 쌀을 신체로 받드는 가택

신앙은 농경사회의 반영과 더불어 쌀이 가지고 있는 

곡령신앙적인 요소가 복합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23 쌀이 곧 재복을 상징하는 것처럼 엽전 또한 

재복을 상징한다. 흔히 재수굿인 성주굿을 할 때 성

주의 신체로 창호지 안에 엽전 3개를 넣어 두는 것을 

보면 엽전이 부와 재복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3) 점사의 실천단계

실천단계는 점사의 공수 내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점사 후 주로 처방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강신 점쟁이는 송신의 단계와 사후 조치

의 단계를 거치며, 학습 점쟁이는 사후조치의 단계만 

거친다. 응답자가 밝힌 점쟁이의 처방을 보면 〈표 7〉

과 같다.

〈표 7〉의 내용 이외 의뢰자의 점사 상황에 따라 처

방하는 경우를 보면 소금과 굵은 팥을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주거나, 쌀을 가져다가 공을 드리라고 권고하

기도 하며, 집에 가서 밥을 차려놓고 기도하라고 말

하기도 한다. 혹은 방생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실천단계에서 굿이나 맥이를 하도록 처방했을 경

우 76명의 응답자 가운데 직접 굿이나 맥이를 하는 

경우가 62명으로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점쟁이가 의뢰자에게 단순히 점만 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굿이나 맥이를 하고 

【 표 7 】 점쟁이의 처방 방법

점사 후 처방 방법 수량 비율

굿을 하도록 권하는 경우 46명 29%

부적을 써 주는 경우 28명 18%

상담 후 위로하는 경우 20명 13%

맥이를 해주는 경우 17명 11%

기도를 해주는 경우 15명 9%

근신하도록 하거나 이사 혹은  
이장하도록 하는 경우

3명 2%

【 사진 4 】 송정동 약사암의 점구

22  김태곤 외, 앞의 책, pp.67∼69

23 표인주, 『남도민속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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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점치는 행위는 굿이나 맥

이를 하기 위한 상담 절차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

다. 굿이나 맥이를 할 때는 혼자서 직접 행하기도 하

지만,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큰굿

이나 씻김인 경우 청송무당24을 불러서 한다. 그리고 

굿이나 맥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하도록 하는 

경우는 4명(5%)이었고, 굿이나 맥이를 직접 하지 않

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하지 않는 경우가 10명

(13%)이었다. 따라서 점만 치는 점쟁이가 18%에 해

당함을 알 수 있다. 

실천단계에서 부적을 구입하도록 처방했을 경

우 54명의 응답자 가운데 본인이 직접 그려서 주는 

경우가 39명으로 72%의 비중을 차지한다. 무구점

과 같은 만물상에서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12명

(22%)이고, 전문가나 제자법사에게 맡겨서 그린 것

을 제공하는 경우가 3명(6%)이다. 특히 부적을 직접 

쓰는 것은, 신이 강림한 경우와 부적책을 보고 그려

서 제공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적을 남발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남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다고 한다. 

광주 점복문화의 특징

광주는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점집은 물론이고 굿

당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은 점집을 이용

하고 굿당을 찾는 의뢰자들이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에 집중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광주 인근

에 무등산이 위치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상당수 무속인들이 개인치성을 드리기 위해 찾는 

곳이 무등산인 것을 보면 무속인들에게 무등산은 영

험하고 신성한 산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등산 주변에 상당수 굿당이 위치하고 있고, 점집은 

대도시 중심지역에 집중화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

으로 광주지역 점문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점치는 사람을 점쟁이라 하고, 굿하는 사람

을 보살이라 부르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점쟁이와 보살

의 역할이 병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광주에서 점쟁이란 강신무

당으로서 점만 치는 점쟁이로 불리었고, 굿을 주재하

는 사람은 세습무계의 무당으로 당골이라 불리었다. 

그런데 당골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무속인이라는 인

식 때문에 더 이상 지속이 어렵게 되었고, 점차 강신 

점쟁이의 역할이 확대되어 그들이 굿까지 주재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굿을 할 때는 보살로 활동하지만 점

칠 때는 점쟁이로 활동하기 때문에, 점쟁이라는 명칭

은 다소 약화된 반면, 도리어 보살이라는 명칭은 이

를 통합해가고 있다. 즉 보살이라 함은 점도 치고 굿

도 주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셈이다.

두 번째, 점집이 굿당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점집이 굿당의 역할을 병행하

게 된 것은 보살이 점을 치면서 굿도 주재하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굿당은 원래 굿을 요구하

는 재가집이나 마을이었는데,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서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이 아닌 무등산 자락으로 이

동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굿당이 도심지역

에 들어서기도 하는데, 화정동의 단군사와 각화동의 

화엄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상조가 운영하고 있

는 단군사의 경우,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1층에서

는 점을 치고 3층의 굿당에서는 굿을 하며, 2층은 살

림집의 역할을 한다. 이상조는 이곳에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있다. 이처럼 도심지역에서 굿을 할 수 있

24  굿을 할 수 있는 청송무당과 악사를 불러들여 굿을 하는 무당을 당주무당이라 함(홍태한, 「서울굿의 현재적 양상」, 『한국무속학』 제12집, 한국무속학회, 
2006,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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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3층에 있는 굿당 안에 방음시설을 해놓고 있

어서 외부에서는 굿하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점집이 집단화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영향으로 점차 점집들이 밀집한 곳으로 이

동해가고 있다. 광주에서 점집은 단독주택이 있는 곳

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사람들의 왕래가 빈

번한 시장의 이점을 바탕으로 점집이 밀집되면서 집

단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양동 닭전머리와 

계림동 오거리 지역이다. 그런데 계림동 일대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아파트단지가 건축되면서 그

곳에 있던 상당수의 점집이 새롭게 점집의 거리를 형

성해가고 있는 중흥동 향토문화의 거리로 이동해가고 

있다. 그래서 계림동 오거리지역의 점집은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중흥동 향토문화의 거리에는 새로운 점

집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점집이 

집단화되고 있는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으며 더불어 

상권이 잘 발달되지 않아 건물 임대료가 낮은 지역이

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나 대학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네 번째, 학습 계통의 점쟁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습 계통의 점쟁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점치는 일을 하나의 생계수단으로서 선택하는 경향

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치는 일

을 무속인으로서 종교적 사명감보다는 하나의 생계목

적으로 인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고통

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경제적인 새로운 길을 모색하

지 못한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점치는 방법을 학습

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이나 사

이버공간, 일간지인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면이 많아지고, 월간 잡지는 물론 스포츠

신문에도 그와 같은 지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

확실한 현재 상황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실의 문제해결을 긍정적으

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질적으로도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자치단체의 문화

원, 공공교육기관의 향토문화원 등의 기관을 통해 주

역을 공부하는 모임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사주

나 풍수를 비롯한 역학을 공부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

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젊은 층의 점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

고, 더불어 가족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계림동 오거리의 

점집촌이 와해되고 중흥동 향토문화거리에 많은 점

집이 들어서게 된 데에는 대학가에 근접하여 젊은 층

에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이점을 제공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요즈음 대학가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주, 궁합, 취업, 애정운 등을 점쳐주는 점쟁이들

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젊은 층이 많이 몰리

는 충장로 일대 노점이나, 카페, 식당 등에서 활동하

는 점쟁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점쟁

이의 고객으로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거나, 오락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지금까지 현재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쟁이에 

대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집

의 성격과 분포현황, 점쟁이의 역할, 점치는 과정의 

내용 등을 정리하여 광주지역 점문화의 특징을 규명

하고자 했다. 따라서 앞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

여 결론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광주에서 세습무계의 무속인은 ‘당골’이라 불리

고, 강신무계의 무속인은 ‘점쟁이’라고 불린다. 당골

은 굿을 전문적으로 주재하는 사람이고, 점쟁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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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점만 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요즈음은 세습무

계가 약화되고 강신무 계열의 무속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서 강신무인 점쟁이도 굿을 주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점쟁이가 공

공성과 정치성을 지녀 그 위상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날은 점쟁이를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인

식해 가는 추세이다. 점쟁이는 부업이 아니라 주업으

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그들의 학력

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졸도 11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점집은 인간의 삶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방

향을 제시해 주는 곳으로 점차 살림집과 점집이 분리

되는 경향을 보이고, 월세를 이용해 점집을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점집의 성격은 점치는 사람의 성향

에 따라 다른데, 점집의 상호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점쟁이 가운데에는 신내림을 받

은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개인 신당을 소유하며 신

당에는 주로 조상신류, 장군신류, 불교신류, 자연신

류(천신, 용신 등), 도교신류, 기타 등을 모시고 있

다. 그리고 점집의 상호를 보면, ‘◯◯보살’ 혹은 ‘◯

◯사(寺)’나 ‘◯◯암(庵)’이라는 명칭이 많은데, 불교

와 종교적인 친연성도 있겠지만 무속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희석하기 위해 불교적인 색채를 덧입

힌 것으로도 보인다. 

점집이 집단화된 지역을 보면 계림동 오거리, 양

동 닭전머리, 중흥동 향토문화거리를 들 수 있다. 먼

저 계림동 오거리권은 계림동과 산수동에 인접한 곳

으로 주변에 계림시장과 대인시장이 있으며 점집이 

72개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양동 

닭전머리권은 월산동과 양동에 가까운 지역으로 배후

에는 양동시장을 끼고 있는데 점집이 96개로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흥동 향토문화

거리권은 중흥동과 우산동에 인접하며 인근에 북구청

과 전남대학교 그리고 말바우시장이 자리하는 곳으로 

점집이 106개로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쟁이들마다 점치는 방법도 다른데 이는 점쟁

이의 성격에 따라 점치는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점치는 시간도 다르고, 점치

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다. 점을 치는 데 소요되

는 시간은 복채를 결정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점치는 방법은 학습을 통하여 점치는 점

쟁이와 강신을 통해 점치는 점쟁이에 따라서 큰 차이

가 있다. 전반적으로 점책에만 의존하여 점치는 경

우는 22%이고, 어떤 식으로든 영력에 의존하여 점치

는 경우가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대

다수 점쟁이는 영력을 이용하여 점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의 종류는 일생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궁합· 

결혼·이혼 등 애정운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관계된 

것으로 작명·취업·진로·입시·사업·병고·액막

이 등 가족운이 있고, 조상과 관련된 묏자리·이장·

이사 등이 있다. 

점치는 과정은 준비 단계, 점사를 공수하는 단

계, 점사의 결과를 실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들은 서로 순차적이면서 단계별로 연계되어 있다.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다시 의뢰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하

는 과정과 신의 강림을 청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신의 강림을 청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점구는 징과 

방울이다. 두 번째 공수단계는 강신의 점쟁이가 영적

인 힘을 얻어 공수를 주는 과정이고, 학습의 점쟁이

는 점책을 확인하여 점사를 의뢰자에게 일러주는 때

이다. 공수단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점구로 쌀과 엽

전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실천단계는 점사의 공수 내

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점사 후 처방하

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강신 점쟁이는 송신

의 단계와 사후 조치의 단계를 거치며, 학습 점쟁이

는 사후조치의 단계만을 거친다. 점쟁이의 처방으로

는 굿을 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부

적을 써 주는 순이었다. 

광주지역 점복문화의 특징을 보면, 먼저 점쟁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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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의 역할이 병행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점

집이 굿당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

고 있다. 그리고 점집은 집단화되고 있는데, 주거환

경개선사업의 영향으로 점집들이 밀집된 곳으로 이동

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 계

통의 점쟁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의 점

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적인 것보다는 개인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집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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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nggol, in other words the hereditary shaman, is a person who is performing the Gut(the Korean shamanistic rit-

ual) as the job but fortuneteller simply tells someone’s fortunes. Nowadays most of fortunetellers think their works are 

wholly managed the Gut as the holy jobs. But Generally this kinds of jobs, we think it is lower than ordinary people’s 

level of education in the korea. Actually we can meet eleven fortunetellers who have a college diploma out of them, so 

we can know that their education’s level is increasing gradually.

On the other hand a house of fortunetellers is the place where can lead the way of our lives in the method of seeing one’s 

past life or making predictions of someone’s coming events etc. Gradually this place seems to be separated with a private home, 

so the most of them is managing as the monthly rent. Consequently this houses are heavily located at the Gyerim five-way 

crossing, the Yang-dong Dakjeonmeory street, Jungheung-dong local culture street area. 

Each fortunetellers have the different ways of fortune-telling because this methods are decided by their one’s characters. So 

their fortune-telling time and its time required for a task is far different. The methods of telling it is very much different in accor-

dance with the learning fortuneteller or spiritualistic fortuneteller. But the process of fortune-telling is common like as a prepara-

tory stage, carrying a Jumsa(fortune-telling) stage and acting by a Jumsa stage. These steps are sequential but linked together.

There are six special features of fortune-telling culture in Gwang-Ju. 

1. The role of a fortuneteller and Bosal(spirit-descended shaman) runs at the same time.

2. The house of fortune-telling is doing Gutdang(ritual house)’s works.

3. Its location are heavily collectivized at the specific districts. 

4. The learning fortuneteller are increasing gradually.

5. The youth are growing use in the fortune-telling house.

6. There are many person that are visiting this house because of individual problems not their family’s problems.

Key Words :  Fortune-Telling, Gut(The Korean Shamanistic Ritual), Fortuneteller, Learning Fortuneteller, 

Spiritualistic Fortuneteller, The Process of Telling Fortunes, Bosal(Spirit-Descended Shaman), 

Gutdang(Ritual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