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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일 주소

삼덕리 마을제당 제9호 68.11.23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산128

인왕산 국사당 제28호 73.07.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산2-12

[사진 1-2] 국사당 [사진 1-1] 삼덕리 마을제당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개요

1) 과업목적

○ 중요민속문화재 목조건축물의 기록화(실측, 사진촬영, 설명자료)를 통한 기록  

 보존과 유사시 수리 및 복원, 학술ㆍ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2) 실측조사대상

3) 과업내용

○ 연혁 및 관련 문헌자료 등 자료수집 및 문화재적 가치 조사 

○ 건물 양식 및 특징, 조경, 동산유물, 주변현황 등 조사

○ 실측조사 및 도면작성

  - 경역의 지형측량 및 실측도면 작성ㆍ지형측량도, 전체현황배치도, 

    대지 종ㆍ횡단면도등

  - 건물의 실측 및 도면 작성

○ 문화재구역 내의 수종, 수령, 규격 등 조경현황 조사

○ 기록용 사진 등 각종 사진촬영

○ 캠코더 촬영

○ 실측조사보고서 작성

○ 용역성과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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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

명           칭 삼덕리 마을제당(三德里 마을祭堂)

분           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민간신앙/마을신앙

수  량 / 면  적 일괄

지 정 (등록) 일 1968. 11. 23

소     재    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장군봉문개길 25 (삼덕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삼덕리 원항마을

관리자(관리단체) 통영시

년도 사업내용 사업금액

1970 주변 보호철책설치 47,000

1979 사당보호책 및 벅수 2기 해체이설 846,000

1988 장군당, 천제당 복원공사 17,200,000

1996 장군당, 천제당 기와보수공사 8,700,000

2003 장군당, 천제당 보수 및 보호철책 정비 80,000,000

2005 명칭변경(삼덕리부락제당→삼덕리마을제당) 관보 제15923호

2013 장군당, 천제당 보수공사 30,000,00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소유자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산128

산136-3 임 148,874 40.7 1244 백성윤 외 21명

산114-7 임 595 0.1 71 조규안

441-1 도 1,348 0.1 199 통영시

524-4 도 133 103 통영시

443-2 전 402 71 백남률

산114-2 도 43 28 조기신

454-5 도 1,97 39 통영시

454-2 묘 1,092 29 여종국

896-4 도 17,816 140 국(건설부)

계 9필지 40.9 1,924

2. 문화재현황

1) 삼덕리 마을제당

(1) 문화재현황 

(2) 문화재지정구역

(3) 연도별보수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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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내용 사업금액

1990 C형 안내판 교체 520,000

2000 단청 및 창호 교체 3,390,000

2004 국사당 무신도 모사본 제작 32,857,000

2005 방염제 도포 2,000,000

2007 서까래 및 마루 보수공사 79,466,000

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28호 

명           칭 인왕산 국사당 (仁旺山 國師堂) 

분           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민간신앙/ 무속

수  량 / 면  적 1동

지 정 (등록) 일 1973.07.16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통일로18가길 20 (무악동)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김형재

관리자(관리단체) 김성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소유자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2-12

산2-12 임 291 74.1 198 김형재
산3-12 임 20,374 186 국(산림청)
산3-11 임 4,175 326 국(산림청)
산3-4 임 50,493 366 국(산림청)
산2-24 임 12,190 113 서울특별시

계 5필지 74.1 1,189

2) 인왕산 국사당

(1) 문화재현황

(2) 문화재지정구역

(3) 연도별보수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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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1) 작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조사방법

(1) 조사방향

○ 현상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 현장조사 시 해당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 조사원의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선행한다.

○ 실측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확립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측이 되도록 한

다.

○ 신재 사용과 변형부분에 대한 조사 기록하여 원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전통기법의 연구 및 보존을 위해 치목상태 및 결구 등 각종 기법을 조사 기

록한다.

○ 초각된 부재나 문양 등은 탁본과 더불어 사진실측을 병행한다.

○ 조사 시 발견되는 문자나 묵서명, 낙서 등은 빠짐없이 기록 보존한다. 

○ 실측치는 m법을 준수하고, 측정범위는 mm단위로 한다.

○ 실측은 가능한 2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 및 보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당일 실측한 실측장은 당일 빠짐없이 검토하여 재정리한다.

(2) 기준점 설정

기준점은 건물의 실측에 사용되는 평면기준점과 입면기준점으로 구분된다.

○ 평면실측은 광파기에 의한 측량기실측과 수작업을 병행하였는데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수평기준선을 설치하였고 광파

기를 이용하여 측량함으로 부재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면 및 단면 실측도 측량기실측과 수작업을 병행하였고 건물우측기단 상부

의 레벨을 기점으로 삼아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선을 설치하여 이를 기준으로 

변위를 조사하였다. 

(3) 실측방법

○ 기단 및 초석

기단 및 초석의 실측은 평면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선에서 각 기단의 

내밀기를 조사한 후 기단모서리에 줄자를 이용해 기단 형상에 대한 디테일을 

실측하였다. 초석은 사진을 이용하면 왜곡이 심하고 정확하지 않으므로 현장에

서 각초석마다 평면 및 입면을 상세하게 실측하였다. 초석 조사 시 수직 기준선 

및 수평 기준선을 기준으로 축척에 맞게 방안지에 실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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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및 기둥

평면실측은 해당 문화재 정밀실측의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 규준틀에 설치된 

평면기준선과 이 기준선으로부터 이동 설치한 내․외부 보조기준선에 의해 실측

하였다. 평면에서의 중요부재인 기둥의 주칸 실측은 상․하부 주칸을 각각 실측

하여 건물 전체의 기울기, 쏠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둥의 실측은 각 기둥마다 하나씩 실측하였다. 기둥높이는 광파기를 사용하

여 기준점으로부터 상․하부 레벨을 실측하여 길이를 실측했으며, 기둥직경과 기

울기 및 전체적 형상 파악을 위해 기둥의 2면 또는 4면의 일정거리에 다림추를 

내려 수직보조기준선을 설치하고 기준선과 기둥까지의 거리를 실측하였다. 그 

외에도 기둥하부의 그렝이질, 홈 갈라짐 등의 세부 형상 및 이음과 맞춤의 결구

상태 등도 면밀히 조사했고, 기둥상부의 레벨 및 상․하부 주칸 실측치를 근거로 

귀솟음, 안쏠림 등 건물의 영조법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면

수평 수직실을 이용하여 상인방, 하인방 및 문선의 위치를 조사하고 도리 및 

기둥과의 결구 부분도 상세하게 스케치하여 실측하였다. 입면 조사 시 창호 조

사는 창호 전체 크기 및 울거미와 살의 형태 및 크기, 창호철물도 상세하게 조

사하였고, 광파기를 이용하여 외부기준선을 기준으로 외부벽체의 좌표를 측정하

였다.

○ 가구

전통 목조건축물의 가구를 이루는 중요한 부재는 종방향 부재인 보와 횡방향 

부재인 도리, 장여, 창방 등과 종․횡부재를 이어주는 대공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구부재에 대한 실측은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한 맞춤방식과 치목기법 등을 

조사하였으며, 외부 수평․수직기준선을 내부로 연장 설치하여 각 부재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보는 평면, 입면 형태 등을 현장 스케치 한 후 2개의 철제곱자를 

이용하여 보조기준선에서부터 위․아래와 좌․우의 길이를 정밀 실측하였다.

도리 및 장여는 부재간의 거리와 수평․수직 변위를 실측하였으며, 단면크기는 

마구리면이나 노출부분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 처마

처마 실측은 안허리, 앙곡의 처마곡 실측과 처마부를 이루는 연목, 초매기, 부

연, 이매기, 연함, 착고 등의 부재실측 및 마구리, 휘어진 각, 초각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안허리와 앙곡은 각각의 연목 위에 있는 평고대 하부를 광파기로 실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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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Nikon D600     [사진1-4]DJI 팬텀3 Professional

○ 지붕

지붕실측은 용마루, 추녀마루의 마루곡 실측, 기와 물매곡 실측 및 기와의 규

격, 종류, 문양과 그에 대한 위치조사로 분류된다.

광파기를 사용하여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의 위치 및 레벨을 측정한 후 

마루곡 측정을 위해 마루의 양단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300mm 간격으로 숫마

루장까지 기준선에서 직각방향 거리를 측정하였다. 지붕의 앙곡과 안허리곡은 

처마부 실측과 연관하여 각지점의 기와 내밀기를 조사하였다. 또한 지붕마루의 

정확한 위치 및 변위 조사를 위해 보조기준선을 지붕면에 띄워 측정하고, 광파

기로 실측된 수치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기와는 암기와, 수키와, 망와를 구분하여 각 기와마다 종류별, 문양별로 규격

과 위치를 기록하였다. 기와의 문양은 탁본과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4) 실측도구 및 사진촬영

(1) 실측도구

실측에 필요한 도구는 7.5m, 30m의 줄자를 사용하였고, 방안지와 2개의 철

제곱자를 사용하여 곡재 및 부정형재의 실측을 하였다.

평면기준선의 설정 및 각종 보조기준선을 연장․이동 설치할 때와 각 부재의 

지점 높이․상하 변위․처짐 등의 측정에는 광파기와 수준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

였으며, 수직기준선의 설치 및 수직부재의 기울기 및 쏠림 등의 측정에는 다림

추를 사용하였다. 목재의 초각된 부분은 화선지와 목탄과 먹지를 사용하여 건탁

을 하였고, 망와 등 기와의 문양은 먹물을 사용하여 습탁을 하였다. 탁본 후에

는 이완․수축 등을 고려하여 탁본한 용지에 날짜와 치수를 기입하였다.

(2)사진촬영

카메라는 Nikon D600(최대 2,430만 화소) 풀프레임 카메라(1:1)를 사용하였

고, 렌즈는 14~24㎜(AF-S F2.8G ED)와 24~70㎜(AF-S F2.8G ED)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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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을 위한 Drone은 DJI 팬텀3 Professional 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으

로 장착된 카메라는 소니렌즈를 사용하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4K 해상도의 고화

질 영상촬영이 가능하고, 사진의 경우에는 1,200만 화소의 촬영이 가능하다. 

모든 사진촬영의 기본은 도면작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일조상태에 따

라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내부사진 등 장기노출을 요하는 부분은 삼

각대를 설치하여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대상문화재에 대한 사진은 원경, 전경, 근경 등 건물의 입면과 내․외부의 세부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였다.

4. 조사관계자

■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 : 나선화

- 문화재청차장 : 김종진

- 문화재정책국장 : 이경훈

- 무형문화재과장 : 이종희

- 무형문화재과행정사무관 : 이상민

- 무형문화재과주무관 : 임승범

■ 실측조사 및 보고서작성

  - 조사기관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연건축

- 총괄책임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연건축 소장 김철민

- 실측책임 : 조병규

- 실측조사 : 조병규, 조성연, 박수명, 오승남, 전수정

- 도면작성 : 조병규, 조성연, 박수명, 오승남, 전수정

- 항공촬영 : 유기현, 김기주(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진촬영 : 김기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병규, 조성연

- 원고작성 : 김철민

             이필영 : 삼덕리 마을제당(문화재대관)  

             조흥윤 : 인왕산 국사당, 국사당의 무신도(문화재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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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 원항마을항공사진

  제2장 삼덕리 마을제당 (三德理 마을祭堂)

1. 삼덕리 마을제당 개관

지정번호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

소 재 지   경남 통영시 산양면 삼덕리 산128

소 유 자   삼덕리 원항마을

지 정 일   1968년 11월 23일

시    대   조선시대

지정내용   장군도1, 대목마1, 벅수2

1) 위치

삼덕리(三德理)는 관유, 대청, 원항, 궁항(弓項)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인 마을 제당은 원항(院項)에 있다. 산양읍에서 당

포로 가다가 나오는 첫 번째 마을이 원항이다. 원항 바로 옆에는 당포가 있다. 

원항은 마을 앞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고, 마을 뒤편 북쪽으로는 장군봉(將軍峰)

이 있다. 장군봉의 정상은 멀리서 보면 마치 장군이 쓰는 투구와 같이 보인다. 

원항은 장군봉 바로 밑의 바닷가에 우묵 들어간 곳에 위치한다 하여 ‘우묵’ 이

라고도 불린다. 마을에는 삼덕리와 욕지도를 오가는 여객터미널이 들어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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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2] 통영지도(1872년경상도지도의 통영부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원항(院項)은 원(院)과 항(項)이 결합된 지명이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수군

(水軍)의 진(鎭)을 관장한 만호(萬戶)가 있었고, 또 원(院)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높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목 항(項) 

자(字)를 지명에 삽입하였다.

현재 원항은 전형적인 어촌으로서 농사만 짓는 가호는 거의 없고, 어업에만 

종사하거나 아니면 반농반어(半農半漁)하는 집이 많다. 삼덕리 전체는 230여호

나 되는 대단히 큰 마을인데, 원항이 83호, 대청이 49호, 관유는 37호, 궁항은 

63호이다.

2) 마을의 역사

삼덕리는 매우 역사가 깊은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수군(水軍) 만호(萬戶)의 

진(鎭)이 있던 군사적 요충지였고, 임란(壬亂) 이전에 쌓은 성곽이 아직도 관유

와 대청 마을을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다. 성안에는 종사품(從四品)의 수군진장

(水軍鎭將)인 만호(萬戶)가 거주하면서 진(鎭)을 관장하였다. 20세기 초만 해도 

대청마을에는 진(鎭)의 관청 건물이 15채 정도 들어서 있었다. 성안 복관의 등

성이 밑에는 만호가 사는 집인 ‘돈’과 그 부인이 거주하는 ‘안돈’이 위치해 있었

다. 돈이 낡아서 허물어지자 그 부재(附材)로 통영 향교를 지었다. 당시 이곳에

는 민가(民家)가 5호 정도 있었는데, 그 곳은 군졸(軍卒)들이 번(番)을 살러 와

서 거주하던 지역이다. 당시에는 원항이 13호, 관유와 궁항은 7~8 정도 되었

다. 이 성(城)을 중심으로 그 안팎에 형성된 마을이 바로 삼덕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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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 장군봉원경

3) 동제(洞祭)의 변화

정확한 역사를 고구(考究)하기는 어렵지만, 호구수가 많지 않았던 아주 오래 

전에는 이들 마을은 관유 마을 남쪽에 있는 ‘국화몬당이’ 산에서 천신제(天神祭)

를 지내고, 원항 마을 북쪽의 뒷산인 장군봉에서 산신제(용마제 포함)를 지냈다. 

국화몬당이 산은 이들 마을의 주산(主山)으로 여겨졌고, 산신제 때에는 용마제

(龍馬祭)도 함께 지냈다. 그런 후에는 각 마을마다 동구(洞口)의 벅수에서 제사

를 올렸다. 이때에는 집집마다 정성들여 차린 밥상을 벅수 앞에 죽 늘어 놓고 

개인 치성(致誠)들을 드렸다. 특히 원당에서는 벅수제 후에 곧 이어서 동구(洞

口)의 당산 숲에서 당산제를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삼덕리를 구성하는 4개 마

을은 천신제와 장군제는 합동으로 지내고, 벅수제만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마을

을 위하여 모셨다. 당포의 벅수제와 관유의 산신제 · 벅수제가 그러하다.

또한 언젠가 한 동안은 장군당에서는 원항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의 당포 마을

과 관유 마을에서도 날〔祭日〕을 각각 달리 받아서 산제를 모시기도 했다. 그

러나 1960년대 말만해도 원항 · 당포 · 관유 마을은 모두 합동으로 장군당에서 

산제를 모셨다.

1970년대 이후에는 삼덕리의 호구 수는 몰라보게 증가하였다. 각 마을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 4개 마을이 공동으로 천신제와 장군제를 모시기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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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공동으로 지내는 전체의 대규모 동

제(洞祭)는 자연 마을 단위의 소규모 동제로 점차 변화되었다.

그런데 이중 원항 마을에서는 원래 국화몬당이 산에서 지내던 천신제를 자신

의 마을제사에 합사(合祀)하기 위하여 장군봉에 있는 장군당 바로 옆에 천제당

을 건립하였다. 그리하여 천신제와 장군제를 지낸 후에는 예전부터 지내오던 벅

수제와 당산제를 모시게 되었다. 1968년에 중요민속자료 제9호로 지정받은 당

시에는 그러한 동제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다. 

4) 삼덕리의 ‘제만 모시기’〔동제(洞祭)〕

원항 마을은 매년 음력 섣달 그믐날 밤부터 다음날 정월 초하룻날 아침까지 

동제(洞祭)를 모신다. 여기서는 동제를 ‘제만 모신다’고 표현한다. 제만이란 낱

말의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 고성 · 통영 · 거제 지역 일원에서는 동제를 흔

히 ‘제만모신다’ 고 한다. 또한 마을의 신앙대상물을 모신 장소는 ‘제만도’ 라고 

한다.

원항 마을의 동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섣달 그믐날 밤에 마을 뒷산 장군봉에 있는 천신당과 장군당에서 각각 천

신제와 장군제를 모신다. 일부 주민들은 장군을 산신이라고도 하고, 또 장군제

가 산신제라고 하기도 하나, 이는 무엇인가 착오인 듯하다. 원래 장군제를 모시

면서, 그 전 · 후나 또는 동시에 산제도 모셨던 것 같다. 초기에는 장군제 · 산

신제가 따로 구분되어 모셔졌으나, 어느 시간 이후에는 그들 제사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불분명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예전에는 위산계(慰山契)에서 두 명의 소임(所任)을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

아 선정하여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들은 장군봉에 올라 먼저 천제당에서 천

제를 모시고, 다음으로 장군당에서 장군제를 지냈다.

마을기금의 일부를 꺾어 제비(祭費)로 충당한다. 제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다. 메는 집에서 짓지 않고 장군봉 정상의 메짓는 곳으로 별도로 지어 올린

다. 그밖에 삼색실과, 잣, 은행, 어패류, 나물, 술 등을 각기 두 몫을 마련하여 

장군당과 천제당에 각각 올린다. 산제에는 해물을 올리지 않는다. 날 소고기 갈

비는 장군당에만 올린다.

먼저 천제를 지내는데, 이곳에서는 동네평안, 어업대풍, 질병방지 등을 빈다. 

천제를 마친 후에는 다시 장군당에 올릴 메를 지어 장군제를 지낸다. 장군당에

서는 소갈비를 큰 목마 목에 매달고 나머지 제물을 진설한다. 먼저 장군제를 지

낸 후에 다시 용마제(龍馬祭)를 지낸다. 이렇게 하여 제사를 마친 후에는 천제

당과 장군당에 참기름 불을 밝혀 두고 제물을 거두어 하산한다.



제2장 삼덕리 마을제당

45

[사진2-4] 원항마을입구 당산숲 및 벅수 항공사진

제관이 장군봉에서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기미가 보이면, 집집마다 메를 짓

기 시작한다. 이는 벅수제와 당산제 등에서 쓸 메인 것이다.

제관들은 하산 도중에 산허리 어깨받이 부근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서 잡신(雜

神祭)을 지낸다. 장군당에 차렸던 음식의 일부를 차려 놓고 산신님(또는 장군

님) 모시고 다니는 부하(部下) 제신(諸神)에게 “잘 잡수십시오!” 또는 “뒤에 빠

진 신(神)들 자시오!” 라고 외친다. 뒤에 빠진 신들이란 정식으로 초대받지 못

하고 스스로 제사 잔치에 쫓아 들어온 잡귀잡신들을 일컫는 것 같다. 바위에는 

제물을 조금 남겨두고 하산한다.

그러나 이 같이 지내는 동제(洞祭)는 이미 15여년전에 중단되었다. 그 후에는 

인근의 보살이나 만신 또는 법사가 산제를 대행하거나 주관한다. 제사 시간도 

만신 등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한다. 산제도 매우 간략히 치러진

다. 동민(洞民)들은 장군당 제사에 실제로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이른 새벽에 마을 입구인 벅수골에서 벅수제를 지낸다, 그러나 수년 전부

터 벅수제는 지내지 않는다. 여기서는 집집마다 밥상에 가단한 제물을 마련하여 

벅수 앞에 가지고 나와 진설을 하고 치성을 드린다. 제관이나 보살 또는 법사가 

주관을 하여 벅수를 위한 다음에는 개인 치성도 드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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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곧 이어서 벅수 바로 옆에 있는 당산나무에서 제를 올린다. 이를 당산제

라고 한다. 역시 간단한 제물을 차린 밥상을 집집마다 가지고 나와 당산 앞에 

정성들여 진설한다. 조금 늦게 나온 집안에서는 밥상을 차릴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이다. 예전에 벅수제를 지냈을 때는 벅수에게 바쳤던 밥상을 당산에도 그대

로 놓기도 했다. 여기서도 제관이나 보살 또는 법사가 주관을 한다. 이어서 개

인 치성도 도와준다.

(4) 다음에는 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 쪽을 바라보고 제를 올린다. 이를 ‘밥상

제’ 라고도 한다. 이때의 밥상도 당산제를 올린 것을 그대로 쓴다. 역시 제관이

나 보살 또는 법사가 제사를 주관한다.

(5) 끝으로 바다를 향하여 제상을 차리고 제를 올린다. 마을 회관 앞에 차렸

던 밥상을 갑자기 뒤로 돌려 바다로 향하게 차려 놓고는 제사를 간단히 올린다.

산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차례의 제사에는 집집마다 제상(祭床)을 간단히 

마련하여 제당에 가지고 나와서 개인 치성을 함께 드리는 것이다. 특히 음력 섣

달 그믐에서 정월 초하루 먼동이 틀 때까지는 집집마다 불을 환하게 밝혀 놓는

다.

곧 삼덕리의 동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가) 상당(上堂) : ① 천제당〔산제당〕 

                ② 장군당

나) 하당(下堂) : ① 벅수제 

                ② 당산나무제 

                ③ 마을을 향한 제사 

                ④ 바다를 향한 제사

여기서 가)는 남은 제관 중심의 비의(秘義)형 제사이며 나)는 여성 중심이면

서도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제사로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5) 제당(祭堂)

이러한 동제의 구조와 성격을 배경으로 하여, 삼덕리의 제당인 장군당, 천제

당, 메짓는 곳, 벅수 한 쌍과 당산, 그리고 장군당 안에 있는 장군신화(將軍神

畵), 대목마(大木馬), 소목마(小木馬)를 1968년에 중요민속자료 제9호로 일괄 

지정하였다.

마을 뒷산인 장군봉은 멀리 바다에서도 장군두상(將軍頭像) 또는 장군의 투구

처럼 보인다. 그 모습에 걸맞게 산의 정상에는 ‘장군당’을 모셨다. 장군당은 흔

히 ‘산신당’ 혹은 ‘상당’으로 불린다. 우진각지붕(현재는 맞배지붕의 건물임)의 

장군당 안에는 누구인지 불명확한 어떤 장군(將軍)의 화상(畵像)이 정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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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5] 장군당 내부 전경

폭 걸려 있고, 그 앞에는 목제(木製)로 된 소마(小馬)와 대마(大馬)가 각기 한 

필씩 봉안되어 있다. 각 말들의 역할 역시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장군이나 

산신이 부리는 말로 추측된다.

장군당에 모셔진 신령은 고려 말 최영(崔瑩)장군이라는 말도 전한다. 아주 오

래 전에는 삼덕리 사람들은 이곳 장군봉에 최영장군의 사당(祠堂)을 짓고 장군

도(將軍圖)와 쇠마〔철마(鐵馬)〕를 봉안했었다고 한다. 철마는 용마(龍馬)라고

도 불렀다. 장군(將軍)과 철마(鐵馬)의 영험 때문인지 해마다 풍농(豐農)과 풍어

(豊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밖에 어떤 변고도 없이 그야말로 태평세월

을 이루었다.

또 구전(口傳)에 의하면 철마의 기(氣)가 얼마나 주위 사방에 까지 미쳤든지 

삼덕리 고개 마루를 말들이 넘지 못했다고 한다. 갑자기 요동을 치며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순사들이 이 철마가 불길하다 

하여 없애 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이곳을 말을 타고 넘으면 아예 말다리가 부러

져 버렸다. 그러나 이 뿐만이 아니라, 마을에는 갖가지 변고가 끊이지를 않았

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여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하여 나무로 말을 만들어 장

군당에 다시 봉안하였다. 목마를 다시 모신 후에는 거짓말처럼 마을은 다시 편

안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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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전설에 의하면, 장군신의 철마 때문에 장군봉 건너 마을인 남평리 

세포 마을에서는 ‘세포고개’를 넘어 다닐 수가 없었다. 걸핏하면 낙마(落馬)를 

하거나 말이 다쳤다. 그래서 세포 마을 사람들이 몰래 장군당의 철마를 훔쳐다

가 바다 속에 던져 버렸고, 그 뒤로는 무탈하게 넘어 다닐 수 있었다. 나중에 

철마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철마 대신 목마를 안치 하였다.

소목마(小木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봉안했다는 말도 전한다. 이곳에서 

어장(漁場)을 하던 일본인 다나까〔田中〕에게 장군신이 현몽(現夢)하여 말이 

없어 불편하니 한필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나까는 이에 깜짝 놀라서 

1925년에 일본의 어떤 목수에게 주문을 하여 소목마 한 필을 장군신에게 바쳤

다고 한다.

장군당 서편 바로 옆에 천제당(天祭堂)이라 불리는 작은 당집이 있다. 이를 

일부에서는 ‘칠성당(七星堂)’이라고도 부른다.

천제당 서편으로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치고 함석을 

얹은 조그만 집이 있다. 제물을 마련하는 일종의 야외 부엌이다. 동민(洞民)들은 

이를 그저 ‘메 짓는 곳’이라고 부른다. 좌향은 서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솥을 거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제물은 마을에서 마련하여 오지만, 메만

큼은 산에 올라 정화수로 정성껏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이 필요한 것이다.

마을 입구에는 돌벅수 한 쌍이 모셔져 있다. 할배 벅수(벅수 할바씨)와 할매 

벅수(벅수 할마씨)라 부른다. 화강암으로 만든 할배 벅수는 높이 85cm, 둘레 

98cm인데, 머리에 건을 쓴 것 같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각진 모습을 하고 있으

나 마모가 심하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통방울 눈에 삼각형 모양의 큰 코, 

일자(一字)형으로 약간 벌린 듯한 입, 유난히 크게 조각한 귀 등이 조형상의 특

징이다. 반면에 할매벅수는 높이 90cm, 둘레 93cm로,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전체 크기에 비해 얼굴이 크게 묘사되어 있는데, 몸통을 크게 하여 할배

벅수보다는 안정적이다. 얼굴은 마모가 심해 거의 보이지 않으나 눈은 역시 퉁

방울눈의 모습이다. 코는 삼각형 모양이며 콧날은 우뚝하다. 귀는 길고 커서 흡

사 부처님 귀와 같고, 이마는 매우 넓다. 이 장승은 1915년에 마을의 어떤 노

인이 집안 내에 득남(得男)을 목적으로 석공을 시켜 제작하여 모셔 놓은 것이라

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예전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인근의 부녀자들이 벅수

의 눈을 많이 갉아먹었다고 한다. 할매 벅수의 왼쪽 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

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원항마을과 벅수가 있는 중간 지점쯤에 10여 그루의 검포구(검은열매나무)와 

느티나무가 조그만 숲을 이루고 있다. 이곳을 당산이라고 하며, 이들 나무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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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6] 할배벅수 [사진2-7] 할매벅수

산나무라고 흔히 부른다. 당산 숲의 나무는 조금이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음

력 정월 초하루 새벽에는 집집마다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와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이필영 : 문화재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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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8] 원항마을항공사진

2. 배치

산양읍 삼덕리 원항마을 입구에 다다르면 장군봉에서 내려온 산등허리가 고

개를 이루어 앞을 막고 있다. 고개마루에 올라서면 앞으로 바다가 펼쳐지고 바

로 고개를 넘으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이 숲을 따

라 급경사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면 장군봉아래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민가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마을이 원항마을이다.

이 통영에서 원항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마루 정상에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서 벅수 2기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도로 오른쪽에 장군봉쪽으로 서 있는 

것이 할배 벅수이고 도로 왼편에 있는 것이 할매 벅수이다. 벅수가 있는 고개마

루를 넘어서면 우측으로 마을 어귀에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이 숲의 나무들이 

당산나무이며 이 당산나무들이 있는 곳이 옛 마을진입로의 입구다. 

한편 할배벅수를 우측에 두고 산길을 따라 올라 장군봉의 정상에 이르면 어

느 정도 평평하다. 이 평지는 동서로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정상에 진입하

는 입구의 좌측에 메짓는 곳이 있고 우측에는 ㄴ자형의 자연석석축을 쌓아 단

을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10여m떨어져 천제당과 장군당이 나란히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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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장군봉 정상 배치도

[도면2-1] 원항마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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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1] 장군당 좌측면

[사진2-10] 장군당 전면

[사진2-12] 장군당 배면

[사진2-9] 장군당 전경

3. 장군당

장군당은 장군봉 정상의 동편에 위치한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집이지만 

중간에 기둥을 세워 전면에 퇴칸을 두었는데 이렇게 형성한 퇴칸은 삼면을 트

여 놓았다. 뒤쪽의 공간은 판벽으로 막아 실내 공간을 형성하였다. 전면에 판문

을 두어 내부로 출입하도록 하였고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다. 천정은 

상부가구 모두 보이는 연등천정이다. 건물의 양식은 초익공양식이며 맞배지붕이

다. 측면 박공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장군당의 내부에는 두 폭의 장군신도와 두 마리의 목마가 있다. 장군신도는 

새로 그린 듯한 깨끗한 그림으로 건물 좌측벽에 기대어 세워 놓았고 거칠게 그

린 옛 그림은 액자에 끼워 뒷벽에 걸어 놓았다. 두 마리의 목마는 모두 전면을 

보고 서 있으며 우측에 대목마가 좌측에 소목마가 있다.

건물좌측의 대들보에 걸려있는 현판에 있는 ....丙申十一月初十日重修...라는 

글로 보아 1896년이나 1956년에 건물공사를 한듯한데 예전의 사진에는 벽체가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56년에 중수가 있었던 것 같으며 

종도리장여 하부에는 ○頭西紀一九八八年戊辰八月十一日酉時上樑龍尾應天間之

三光非人間之五福라는 상량문이 있어 현건물은 1988년에 지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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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 장군당 정면도                        [도면2-4] 장군당 좌측면도 

[도면2-5] 장군당 우측면도                  [도면2-6] 장군당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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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3] 장군당 바닥 [사진2-14] 장군당 내부

1) 평면

건물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집이지만 중간에 기둥을 세워 그 사이를 막아

서 전면에는 개방된 퇴칸을 두었고 뒤쪽으로는 사면을 막아 폐쇄된 공간을 만

들었다. 실내의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두었고 전면에 두짝 여닫이 판문이 있다.

건물의 주칸은 전면 3,600㎜이고 측면의 전체 주칸은 3,060㎜이지만 전면 기

둥에서 930㎜들여 기둥을 세웠다. 주칸의 상하의 크기는 비슷하다.

건물바닥은 사면 벽체의 하인방에 덧붙여 변귀틀을 두었고 측면 변귀틀 사이

에 두 개의 동귀틀을 건너질러 전체적으로 마루면을 삼등분한 뒤에 그사이를 

두께 42㎜의 청판을 설치하였다.

  

  

[도면2-7] 장군당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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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5] 장군당 기단부분

[도면2-8] 장군당 초석상세도

2) 기단 및 초석

건물의 기단은 낮은 외벌대 자연석기단이지만 우측면은 건물지를 위해 설치

한 자연석석축의 일부를 올려 그대로 기단으로 사용하였다. 기단바닥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다.초석은 모두 자연석 덤벙주초로 초석은 모두 한변이 500㎜

에서 700㎜정도가 되는 자연석을 사용하였고 기단면에서 120㎜에서 170㎜정

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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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6] 장군당 좌측 전면주초석 [사진2-17] 장군당 우측 전면주초석

[[사진2-18] 장군당 좌측 중앙주초석 [사진2-19] 장군당 우측 중앙주초석

 [사진2-20] 장군당 좌측 배면주초석 [사진2-21] 장군당 우측 배면주초석

3) 기둥

기둥은 6개가 있는데 모두가 원기둥으로 직경 230㎜에서 240㎜정도로 별 차

이는 없다. 모두 흘림이 없는 원통형이고 길이는 2,400㎜내외로 중간에 있는 

보조기둥이 조금 길다. 우측면의 중간기둥과 배면기둥은 하부에 동바리를 이었

다. 우측의 기둥들은 안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있지만 좌측의 기둥들은 오히려 

바깥쪽으로 기울어져있어 안쏠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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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22]좌측전면기둥 [사진2-23]좌측중앙기둥 [사진2-24]좌측배면기둥

[도면2-9] 장군당 기둥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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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25] 장군당 우측상부가구 [사진2-26] 장군당 좌측상부가구

[사진2-27] 장군당 초익공 [사진2-28] 장군당 초익공

4) 가구

장군당은 초익공집으로 3량가이다. 기둥위에 창방을 도리방향으로 걸고 기둥 

바로 위에는 주두를 놓고 창방위에 소로를 놓은 뒤 그 위에 장여를 얹었다. 그

리고 앞뒤로 보를 건 뒤 처마도리를 놓고 대보위에 판대공을 세우고 종도리장

여와 종도리를 놓아 가구를 완성하였다. 배면의 보아지는 초익공살미부재와 하

나인 장부재를 사용하여 중간기둥까지 연결하였다. 따라서 측면에서는 보아지가 

보하단에 보와 나란히 설치되어 상인방 역할을 하고 있다.

대보의 단면은 가로 240㎜, 세로 270㎜정도의 장방형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보머리끝은 직절하고 보머리상단은 사절하였으며 보단면은 하면 두 귀를 둥글

게 궁굴렸고 상단의 두 귀는 경사로 모를 접었다. 보의 전체 길이는 3,645㎜정

도이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를 사용하였는데 도리의 하면은 장여 면에 맞추어 평평하

게 하였다. 직경이 180㎜정도로 빈약해 보이며 전체길이는 5,435㎜에서 5,490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장여는 장방형부재로 단면은 90㎜×150㎜이고 창방은 145㎜×180㎜의 단면

으로 하단의 두 귀는 경사로 모를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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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0] 장군당 종단면도

[도면2-11] 장군당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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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29] 장군당 전면처마 [사진2-30] 장군당 배면처마

[사진2-31] 장군당 좌측배면 박공상세 [사진2-32] 장군당 좌측전면 박공상세

5) 처마

처마는 홑처마로 연목의 굵기는 직경이 135㎜이고 말구는 120㎜정도이다. 연

목내밀기는 처마도리 중심에서 1,200㎜내외로 내밀었다. 연목의 단부는 사절하

였고 끝에서 300㎜정도 훑었다. 연목은 전 후면에 각각 20개씩 설치되었으며 

전후가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연목상단 단부에서 20㎜정도 들여 평고대를 설치

하였다. 안허리는 없고 앙곡도 없다.

측면의 박공부는 기둥에서 880㎜에서 980㎜정도 내밀었다. 박공의 두께 48

㎜되는 부재를 사용하였고 박공 안쪽에는 두께28㎜정도의 풍판을 설치하였다. 

풍판사이를 막는 졸대는 30㎜×45㎜이고 바깥쪽으로 두 귀를 사선으로 접었다.

박공상단에는 목기연이 있다. 목기연은 85㎜×110㎜이고 박공면에서 내밀기

는 180㎜ 내밀었다. 목기연의 단부는 직절하였고 단부에서 70㎜정도까지 하단

을 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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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3] 장군당 상부 앙시

[도면2-12] 장군당 앙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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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3] 장군당 지붕평면도

[사진2-34] 장군당 전면지붕 [사진2-35] 장군당 배면지붕

6) 지붕

장군당의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기와는 소와를 사용하였고 기와끝은 막새기와

를 사용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위에 5단마루기와를 이었으며 내림마루는 3단마루기와를 

이었다. 마루기와 끝은 망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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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6] 장군당 막새 [사진2-37] 장군당 망와

[도면2-14] 장군당 지붕곡 및 망와상세도

[도면2-15] 장군당 박공 및 풍판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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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8] 장군당 전면창호

7) 수장 및 창호

장군당의 벽체는 판벽이며 측면의 대들보 위 대공 좌우와 전면 상인방 위는 

외엮은 회벽으로 마감되어있다.

배면은 창방 밑에 상인방을 고막이위에 하인방을 두고 그 사이에 중인방을 

두어 벽체를 크게 상하로 양분하고 그 사이에 판벽을 설치하였다. 하인방은 90

㎜×180㎜이고 중인방은 90㎜×145㎜, 상인방은 90㎜×150㎜으로 하인방은 좀 

더 큰 부재를 사용하였다. 측면은 상인방은 익공의 내부보아지를 장재로 사용하

여 상인방을 삼았고 중인방과 하인방은 배면과 같다. 전면은 중앙에 판문이 있

고 판문좌우는 배면과 같다. 판벽은 두께 24㎜정도의 판재를 사용하였는데 판

재하부를 뾰족하게 양면을 다듬어 하부인방부재에 홈을 파서 꽂았고 상부는 상

부인방재 하부에 단면 30㎜×30㎜의 졸대를 판재좌우에 설치하여 판재를 고정

하였다.

판문은 상, 하인방사이에 문선을 세워 문선과 상, 하인방을 문얼굴로 삼아 상

인방과 하인방에 둔테를 두어 두짝여닫이문을 달았다. 판문널의 두께는 40㎜이

고 문짝의 상,중,하에 띠장을 못으로 밖아 문짝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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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9] 장군봉

[도면2-16] 장군당 판문 및 철물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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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40] 천제당 전경 [사진2-41] 천제당 전경

[사진2-42] 천제당 전면 [사진2-43] 천제당 배면

4. 천제당

천제당은 장군봉 정상의 장군당 서편에 위치한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으

로 사방을 판벽으로 막아 실내 공간을 형성하였다. 전면에는 판문을 두어 내부

로 출입하도록 하였고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다. 

천정은 상부가구 모두 보이는 연등천정이다. 건물은 납도리집이며 맞배지붕이

다. 측면 박공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천제당내부에는 배면 벽에 산신도가 걸려있고 바닥에는 좌우에 두 개의 촛대

가 중앙에는 향로가 하나 놓여있고 향로 앞에는 비닐봉투에 담긴 쌀이 백지 위

에 한 봉투가 놓여 있고 천 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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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7] 천제당 정면도                       [도면2-18] 천제당 좌측면도

[도면2-19] 천제당 우측면도                     [도면2-20] 천제당 배면도 



한국의 신앙건축 기록화 보고서

68

[사진2-44] 천제당 내부전경

[도면2-21] 천제당 평면도 

1) 평면

건물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집으로 

벽은 판벽으로 하였고 바닥에는 우물마루

가 전면에 두짝 여닫이 판문이 있다.

건물의 주칸은 전면 2,100㎜이고 측면의 

주칸은 1,500㎜이다. 주칸의 상하의 크기

는 비슷하다.

건물바닥은 사면 벽체의 하인방에 덧붙

여 변귀틀을 두었고 측면 변귀틀 사이에 

한 개의 동귀틀을 건너질러 전체적으로 마

루면을 이등분한 뒤에 그사이를 두께 45

㎜의 청판을 설치하였다. 도리방향의 귀틀

의 크기는 150㎜×120㎜이고 보방향의 변

귀틀은 150㎜×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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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45] 천제당 전면기단

[사진2-46] 천제당 좌측전면초석 [사진2-47] 천제당 우측전면초석

[사진2-48] 천제당 좌측배면초석 [사진2-49] 천제당 우측배면초석

2) 기단 및 초석

건물의 기단은 낮은 외벌대 자연석기단으로 전면과 좌측면의 일부는 흙으로 

묻혀있고 우측면과 배면만 완전히 드러나 있다. 기단바닥은 시멘트몰탈로 마감

하였다.

초석은 모두 자연석 덤벙주초로 초석은 모두 한변이 500㎜에서 600㎜정도가 

되는 자연석을 사용하였고 기단면에서 40㎜에서 95㎜정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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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3] 천제당 기둥상세도

[도면2-22] 천제당 초석상세도

3) 기둥

기둥은 4개가 모두 원기둥으로 직경 210㎜정도로 별 차이는 없다. 모두 흘림

이 없는 원통형이고 길이는 2,175㎜에서 2,233㎜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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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50]좌측전면 [사진2-51]좌측배면 [사진2-52]우측전면 [사진2-53]우측배면

[사진2-54] 천제당 좌측상부가구 [사진2-55] 천제당 상부가구

 전면의 기둥은 하부에 동바리를 이었다. 기둥은 모두 좌측으로 조금씩 기울

어져 있지만 안쏠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4) 가구

장군당은 한옥으로는 가장 간단한 구조인 납도리집으로 3량가이다. 

원형기둥위에 장방형보를 놓고 납도리를 얹었다. 그리고 대보위에 판대공을 

놓고 종도리장여와 종도리를 설치한 기본적인 구조이다. 대보는 단면이 150㎜

×240㎜이며 도리는 모두 150㎜×180㎜, 장여는 90㎜×150㎜이다. 대보는 네 

귀를 직각인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도리는 하부만 두 귀를 사절하여 사용

하였다.대공은 사다리꼴의 판대공으로 수장폭 두께의 단일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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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4] 천제당 종단면도

[도면2-25] 천제당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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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56] 천제당 배면처마

[사진2-57] 천제당 좌측전면 박공상세 [사진2-58] 천제당 좌측배면 박공상세

5) 처마

처마는 홑처마로 연목의 굵기는 직경이 120㎜이고 말구는 110㎜정도이다. 연

목내밀기는 처마도리 중심에서 900㎜정도 내밀었다. 연목의 단부는 직절하였고 

끝에서 300㎜정도 훑었다. 연목은 전 후면에 각각 13개씩 설치되었으며 전후가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연목상단 단부에서 20㎜정도 들여 평고대를 설치하였다. 

안허리는 없고 앙곡도 없다.

측면의 박공부는 기둥에서 582㎜에서 655㎜정도 내밀었다. 박공의 두께 42

㎜되는 부재를 사용하였고 박공 안쪽에는 두께27㎜정도의 풍판을 설치하였다. 

풍판사이를 막는 졸대는 30㎜×45㎜이고 바깥쪽으로 두 귀를 사선으로 접었다.

박공상단에는 목기연이 있다. 목기연은 85㎜×105㎜이고 박공면에서 내밀기

는 180㎜ 내밀었다. 목기연의 단부는 직절하였고 단부에서 75㎜정도까지 하단

을 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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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6] 천제당 앙시도

[도면2-27] 천제당 처마 및 목기연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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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59] 천제당 지붕 [사진2-60] 천제당 망와

[도면2-28] 천제당 지붕평면도

6) 지붕

장군당의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기와는 소와를 사용하였고 기와끝은 막새기와

를 사용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위에 5단마루기와를 이었으며 내림마루는 3

단마루기와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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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0] 천제당 박공상세도

[도면2-29] 천제당 기와곡 및 기와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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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61] 천제당 전면창호 [사진2-62] 천제당 배면판벽

[사진2-63] 천제당 판벽 [사진2-64] 천제당 측면상부판벽

7) 수장 및 창호

천제당의 벽체는 판벽이며 측면의 대들보 위 대공 좌우는 외엮은 회벽으로 

마감되어있다.

좌우측면과 배면은 기둥상부에 있어 상인방역할을 하는 처마도리장여와 고막

이위에 하인방 사이에 중인방을 두어 벽체를 크게 상하로 양분하고 그 사이에 

판벽을 설치하였다. 하인방은 90㎜×150㎜이고 중인방은 90㎜×130㎜, 장여인 

상인방은 90㎜×150㎜정도 되는 부재를 사용하였다. 삼면의 인방의 위치는 모

두 같다. 

판벽은 두께 21㎜정도의 판재를 사용하였는데 판재하부를 뾰족하게 양면을 

다듬어 하부인방부재에 홈을 파서 꽂았고 상부는 상부인방재 하부에 단면 30㎜

×30㎜의 졸대를 판재좌우에 설치하여 판재를 고정하였다.

전면은 중앙에 판문이 있다. 판문은 장여하부에 상인방을 설치하고 상인방과 

하인방사이에 주선과 문선을 세워 문선과 상, 하인방을 문얼굴로 삼았고 상인방

과 하인방에 둔테를 두어 두짝여닫이문을 달았다. 판문널의 두께는 40㎜이고 

문짝의 상,중,하에 띠장을 못으로 밖아 문짝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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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1] 천제당 창호상세도

[사진2-65] 원항마을과 장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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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66] 장군봉정상의 메짓는 곳

5. 메짓는 곳

장군봉 정상의 천제당에서 서쪽으로 14.4m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마을에서 

올라가면 장군봉 정상에 이르러 천제당에 이르기 전 길 좌편에 위치한다.

메란 제사상에 올리는 밥을 말하는데 제사상을 차릴 때 필요한 다른 제수祭

需는 마을에서 미리 마련해서 가지고 올라오지만 메만은 백미白米와 정화수精

化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짓는다고 한다. 솥거는 자리에서 메는 짓지만 눈비

라도 내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한 곳이 메짓는 데여서 이를테면 집으로 치면 정

지간격이다.

삼면은 벽을 쌓고 전면(동측)만 트여 놓았다. 삼면의 벽은 블록을 쌓고 시멘

트 몰탈로 마감하였고 바닥 역시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다. 측면 벽은 오각형

을 이루고 있으며 측면벽체와 직각방향으로 전면과 중앙과 배면에 세 개의 목

재도리가 있었으나 전면과 중앙의 도리는 없어졌고 배면벽체 상부의 목재도리

만 남아있다. 현재는 중앙의 종도리로 한치각 정도의 빈약한 각재를 건너지르고 

배면의 도리와 사이를 골스레이트를 이어 지붕을 형성하였다.

좌측의 벽체 외부는 몰탈이 떨어져 블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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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67]장군당 내 장군신도(옛 것) [사진2-68]장군당 내 장군신도(최근 것)

6. 장군신도

장군당 안에 걸린 장군신도는 갑주를 착용한 장군의 모습이다. 장군신도는 현

재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수염에 갑옷을 입고 양손에 

칼을 쥐고 있다. 표현 기법이 거칠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깔끔

하게 그려졌다. 옛 것은 목마 뒤에 걸려 있고, 최근 것은 바닥에 내려져 있다. 

이 신은 원래 장군봉의 산신령이라고 전해진다. 통영 지방이 이순신장군의 대첩

지여서 근년에 무신이나 남신을 이순신장군과 결부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신도(神圖)도 여기에 근거하지 않았는지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현지 마을에서

는 최영장군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장군신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이 1968년에 발간한 「삼덕리 부락제당」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1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② 将軍神画
 ㉠ 名称 : 将軍神

 ㉡ 位置 : 将軍堂 內部 正面壁(西北쪽)

 ㉢ 規格 : 가로 八五糎 세로 一二○糎
 ㉣ 形態 : 甲冑로 武裝하고 칼을 짚고 서 있는 무릎 위부터의 武裝神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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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材料 : 広木에 페인트 額子는 松木

 ㉥ 年代 : 至今 神画는 三十餘年前 忠武 사람에게 그리게 한 것이라 한다.

 ㉦ 神格 : 南海岸一帶에서는 男神이나 武将이면 그것이 李舜臣将軍으로 여겨

지는 傾向이 많다. 特히 여기 당개(大晴)는 激戰地였고 또 統営郡 이라는 地域

性 때문에 더 할 수밖에 없고 李舜臣将軍의 伝説이나 逸話도 많은 곳이다. 그래

서 隣近 年老層에서도 이 将軍神을 李舜臣将軍이며 그 外의 아무도 아니라는 

이들도 많았으나 白京尙老人은 決코 그이는 李舜臣将軍이 아니며 이 崇尙은 壬

乱以前부터 「고리쩍부터」이며 이 将軍峰의 山神霊이라고 했다.

 院項部落의 同席했던 洞民들도 여기에 同調했다. 白老人 外 여러 漁民이 많

은 院項部落 洞民들은 다 이 将軍峰은 먼 西南쪽 海上에서 바라보면 冠 · 눈썹 

· 눈 · 코 · 입 · 어깨 等이 영락없는 武将의 形象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래서 옛

날부터 将軍山 将軍峰이라 일러왔다고 한다. 結局 将軍形의 봉우리여서 그 山神

이 将軍神으로 된 것으로 여겨야 하겠다.

 다시 白老人 말에 衣하면 自己가 三十代에도 술 담배를 안한다해서 몇 번 

祭官을 지냈는데 한번은 꿈에 수염이 탐스러운 将軍 山神이 나타났는데 아들이 

三兄弟더라 밤에 祭官으로 致誠을 드리고 나서 꿈에 보니 山(将軍神)이 全部 검

은 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祭官 隨行者들이 내려오다 不注意로 담배

꽁초를 떨어뜨렸던지 山불이 일어나서 山이 까맣게 타버렸더라고 했다. 그리고 

祭官을 몇 번 지내고 将軍峰에 늘 精誠을 품고 지내면서는 하는 일이 다 잘되

고 独身으로 있다가 아들 五兄弟 (딸2)를 두고 孫子가 四○몇 名인가 된다고 했

다. 이웃 寬柔部落의 老人들도 白老人이 젊었을 때는 가난하기가 말할 수 없었

는데 워낙 山에 精誠이 있었기에 神霊이 내려서 도왔고 現在는 매우 富裕하다

고 했다. 老人은 아들들을 分家시키고도 現在 洞內서 第一 큰 蓋瓦집을 쓰고 있

었다.

 이 将軍峰에는 雑木들만이 욱어져 있었고 솔(松)이 안난다고 한다. 그리고 

日帝時代 日人들이 測量을 하느라고 몬당 (등성이 봉우리) 마다 旗를 꽂았으나 

이 봉우리는 山이 쪼개질 듯 요란해서 꽂지 못했다던가, 이 山上에서는 小便을 

봐도 탈이 난다던가, 나뭇가지를 꺽어도 축을 맞는다던가 맞아서 누가 죽었다던

가 하는 俗信과 畏敬이 至今도 部落民을 거이 全的으로 支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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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마

장군당의 장군신 그림 앞에 두 마리 목마가 있으며 목마는 모두 전면을 향해 

서 있다. 놋쇠로 만든 말도 있었으나 도난당하였다. 큰 목마(용마라고도 함)는 

1935년쯤에 만든 것으로, 소박한 형태를 하고 있다. 작은 목마는 이 해안에서 

어장을 하는 일인(日人)이 풍어 기원으로 헌납한 것이다. 길이 63cm, 높이 

62cm로 비교적 정교하다. 

큰 목마는 여덟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긴 몸통에 두 귀, 네 다리, 꼬리를 

끼워 맞추었다. 갈기와 눈 등은 먹으로 그려 표시했고, 코는 크게 파냈다. 입과 

이빨은 조각한 뒤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조각을 했다기보다 나무토막을 잘라 별

다른 장식 없이 말 모양을 만들고, 먹으로 세부를 그린 형태이다. 나뭇결이 그

대로 드러나 있고, 엉성한 듯 보이는 소박한 말의 모습이 오히려 친근감은 준

다.

작은 목마는 정교하게 만들었으나 오른쪽귀가 없어졌고, 큰 목마와 달리 말의 

외형을 매끈하게 마감했고, 선각․음양각과 먹 등을 통해 실제 말 모습과 흡사하

도록 만들었다. 

말과 관련된 설화에 따르면 장군당의 말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가지고 가다가 물에 빠뜨렸다고 한다. 또한 예전의 말은 철마였는

데 다른 마을에서 훔쳐 가다가 그 배가 바다에 빠졌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리

고 일제강점기에 어업을 크게 하던 다나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정교하게 만든 

목마를 장군당에 모셨다고 한다. 그는 고기를 잡으면 가장 좋고 큰 것을 목마에 

걸었으며, 어획량도 다른 사람에 비해 많았다고 한다. 

두 마리의 목마 가운데 작고 정교한 것이 다나카의 것이고, 크고 투박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다나카가 가지고 온 목마는 1960

년대에 없어졌고, 그 이후 마을의 머슴이 새로 큰 목마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리고 작은 목마는 2000년쯤에 양개일이라는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 때 장군봉이 보이면 가마나 말에서 내렸으

며,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장군봉이 보이는 세포고개를 넘을 때면 꼭 낙마하거나 

말이 다쳤다고 한다. 이를 참지 못한 세포마을 사람들은 밤에 몰래 장군봉에 있

는 철마를 훔쳐 바다에 버렸고, 그 이후부터는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고 한다. 나중에 철마가 없어진 사실을 안 삼덕리 사람들이 목마를 만들어 안치

했다고 한다. 장군봉에 올라갈 때에는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지 않는다. 장군에 

대한 예우와 권위를 보여 주고 위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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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0]장군당 내 소목마[사진2-70]장군당 내 대목마 머리

[사진2-69]장군당 내 대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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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2] 대목마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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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리 부락제당」(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11)에는 목마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③ 大木馬

 ㉠ 名称 : 木馬 또는 龍馬

 ㉡ 位置 : 將軍堂內 東側 (向해서 左側)

 ㉢ 材料 : 赤松

 ㉣ 規格 : 高九三糎 長一五五糎 胴둘레九六糎
 ㉤ 形態 : 胴体와 頭部는 한 개의 赤松 통나무의 屈曲을 活用해서 囗部를 뾰

족하게 깎고 눈과 입을 陰刻하고 두 귀는 別途로 彫刻해서 꽂고 四脚도 別途의 

赤松 丸木을 꽂은 아주 素朴한 形態이다.

 ㉥ 年代 : 前에는 놋쇠로 만든 커다란 龍馬가 있었는데 盜難을 当했다고 한

다. 白餘年도 더 된 일이어서 누구도 본 生存人은 없다고 한다. 그 後에 木馬를 

만들어 놓았었는데 現在의 木馬는 三○餘年前에 김경전 (八三세로 死亡)이란 이

가 만든 것이다 (白老人談)

 ㉦ 神格 · 霊験 · 伝説 · 其他 · 關係資料

◎ 木馬 왜 모셔놓느냐는 물음에 白老人은 害안나게 하고 洞內 便코 漁場이 

잘 되기 때문이 라고 했다. 大体로 洞民들도 古來의 慣習을 踏襲하는 것이지 鮮

明한 어떤 意識이 浮刻되어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 山神霊인 将軍과 龍馬와는 어떤 關係가 있기에 같은 堂內에 모셨느냐?는 

물음에 白老人은 關係가 없는데 그렇다고 했다. 그래도 무슨 關係가 있기에 같

이 堂內에 모시지 않았겠느냐?고 追窮하니 「将軍이 타고 다니는 말이든 가

베」하고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原來가 別個로 連関性은 없었던 듯하다.

◎ 그밖에 몇 번 되풀이해서 들은 이야기가 前의 놋쇠 龍馬를 몇 百年前에 

盜難当하고서는 忠武西쪽에서 여기 山陽面 境界에는 말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고 한다. 말다리가 부러지곤 했다는 것이다. 異常해서 下人들 시켜서 알아보았

더니 쇠말이 없어졌기에 代身 木馬를 해놓았더니 鎮에 있는 사람들도 말을 타

고 다닐 수 있었으며 異常이 없어졌다고 한다. (白老人談)

 ◎ 말을 모셔놓은 将軍峰있는 三德里 山陽面一帶는 말을 길러도 자꾸 죽고 

잘되지 않는다는 前後 連関없는 断片的인 말을 白老人外 여러 洞民에게 몇 번

이나 들었는데 아직 이 말의 解釈이 잘 가지 않는다.

 ◎ 部落의 한 할머니가 小兒를 데리고 올라가서 노느라고 小兒를 태웠다가 

탈이 나니 「무꾸리」에게 묻고 山神의 탈이라 해서 神霊께 祭祀 지내고서야 

나았다는 白老人外 洞民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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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같이 民間医術로 학질을 뗏다는 이야기를 이 洞內서 길가는 中年 男

子에게 들었다. 학질에 걸려 몹시 앓고 낫지가 않았는데 洞內 老人의 말을 듣고 

二日걸러의 앓지 않는 날 将軍峰에 올라가서 두려움을 무릎 쓰고 눈을 딱 감고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겁이 나서 냅따 뛰어내려왔는데 그리고 학질이 떨어졌

다.

④ 小木馬

 ㉠ 名称 : 木馬 또는 龍馬

 ㉡ 位置 : 将軍堂內 西側 (向해서 右側)

 ㉢ 材料 : 白老人은 黃楊木 이라고 했는데 美松인 듯이 보였다.

 ㉣ 規格 : 高六五糎 長六八糎
 ㉤ 形態 : 四脚과 목이 分解될 수 있는 組立式이다. 彫刻이 細部的으로 精巧

하고 㝍実的이다.

 ㉥ 年代 : 四五年前 漁場을 하던 日人 寺岡라는 이가 日本(コソピラ)에서 注

文하여 만들어 왔다고 한다. 今年度 祭官이며 白京尙老人의 아들인 白性文氏 

(五三세)에 衣하면 寺岡 꿈에 山神이 말이 없어서 어디 다니지를 못하겠다. 해

서 即時 日本에 注文해서 말을 갖다 모신 後에 漁業이 成功을 했으며 巨済에 

다시 큰 漁場을 막고 첫 큰고기는 늘 갖다 바쳤다.

 ㉦ 其他 以上 大小 木馬와 같은 말의崇拜는 世界 各處에서 特히 北方 遊牧

民族 牧馬民族들에서 强하고 우리 上代文化에서도 많은 問題들을 提起해주는 

注目되는 対象이기에 다음에 몇을 比較해 본다. 例컨대 야쿠트族은 

 ◎ 말을 祭祀지내는 馬乳酒祭를 지내고 

 ◎ 最强 上位神에의 犧牲에는 말, 下位神에는 소（牛)를 바치고

 ◎ 사람을 말에 比喩함은 敬意의 表示이고, 소에 比喩함은 侮辱이 되고

 ◎ 神話上에서도 神은 最初로 馬 다음에 半馬半人, 最後에 人間을 創造했다

고 하며 

 ◎ 蒙古族은 히이모리(Ximorl 霊馬 空魔의 뜻)의 信仰을 갖고 그 旗를 天幕

에 세우며

 ◎ 史馬오로쵼族도 「쟐」이라고 하는 牧馬神象을 天幕內에 奉祀한다. (秋葉

隆 北亜細亜의 民俗大陸文硏究 一七三面)

 우리의 경우도 三国時代의 馬形 또는 馬文土器들, 神話上의 白馬昇天 (朴赫

居世神話 경우), 民俗上의 국수당, 쇠말, 馬서낭님等 馬信仰은 地理上의 分布로

나 歷史的 時代面으로나 많은 問題를 던져주며 以上 資料들의 整理 検討가 要

望된다. 馬崇拜의 이 類似한 信仰形態는 南方 인도네시아에도 있어서 亦是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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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察이 要望된다.

三德里의 경우 앞에 紹介한 資料들이 現在 이 고장에서의 民間伝承資料의 全

部이고 그 龍馬가 하늘을 난다는 観念이나 意識의 有無도는 韓国內 다른 地域

처럼 범을 물리쳐서 虎患을 막아 주었다는 서낭당 구시당 観念의 有無들 周辺
豫情들을 追窮해 보았으나 그런 観念들은 全혀 없었고, 以上뿐이었다. 上記와 

같이 悠久한 歷史上 広範한 分布 伝播性을 가졌던 伝承信仰이 이 경우 그대로 

伝承踏襲은 되고 있으나 原意는 거이 完全하게 忘却된 状態라 해야겠고 그런대

로 時代가 오래 한가닥 学術資料価値를 지닌 이제는 稀貴한 信仰形態의 하나라 

看做해야 하겠다.“

8.벅수

통영에서 원항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마루 정상에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벅수 2기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도로 오른쪽에 장군봉쪽으로 서 있는 것이 

할배 벅수이고 도로 왼편에 있는 것이 할매 벅수이다.

돌벅수라 불리는 원항 마을의 석장승은 주 신앙대상물은 아니다. 이전에는 나

무로 만들었으나 1915년경에 딸만 많고 아들이 없었던 임학봉이라는 사람이 

득남을 목적으로 석공에게 의뢰하여 깍은 것이라고 한다. 현재 벅수는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 부분이 마모되어 있다. 

1975년 사진과 비교해보면 특히 눈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벅수에는 개인적으

로 치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아들을 낳기 위해 부녀자들은 벅수의 눈

을 많이 갉아 먹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 의

해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래서인지 할매 벅수의 왼쪽 눈은 형체를 정확히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재혼을 원하는 여인네는 신발을 벅수 앞에 놓고 가는데 이 때 신발의 방향은 

마을을 향하도록 놓는다. 죽은 남편의 혼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

다. 이처럼 ‘신들러 간다’고 하면 재가를 갔다는 의미다.   

할배 벅수(또는 벅수 할바씨)는 높이 90㎝, 앞면 20㎝, 측면 18㎝ 크기의 화

강석으로 깎아 만들었는데  탕건 모양의 관冠을 쓴 모습을 하고 있다. 전체 길

이 90㎝ 중 50㎝가 머리 부분으로 되어 있는 가분수 형태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각형의 각진 모습을 하고 있다. 몸통은 전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형으로 몸통 

위쪽은 그 둘레가 좁은 반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으며, 턱 밑에 직접 몸통이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마모정도가 매우 심하나 형체를 알아보기에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 코, 일자형一字形의 약간 벌린 듯 한 입, 유난히 크게 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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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등은 얼굴모습을 시원시원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할매 벅수(또는 벅수 할매씨)는 높이 65㎝, 앞면 23㎝, 옆면 14㎝ 크기의 화

강석으로 아기자기하게 깎았는데 얼굴의 형태가 정방형正方形으로 민둥머리를 

하고 있다. 전체 크기에 비해 얼굴 부분이 크게 묘사되었지만 몸통둘레를 크게 

해줌으로 할배 벅수보다 비교적 안정감을 준다. 몸통은 둥근 사각기둥 형태로 

아무런 문양도 새기지 않고 있다. 전체 크기에 있어서도 할배 벅수에 비해 아주 

작다. 또한 그 마모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이목구비耳目口鼻가 있으나 선명치가 

않다. 특히 왼쪽 눈과 입이 마모가 심하여 거의 보이지 않는다. 눈은 약간 튀어 

나온 듯 퉁방울 눈을 하고 있고 코는 삼각형으로 콧날이 오똑하다. 귀는 길고 

커서 흡사 부처님 귀와 같고 이마는 넓어서 외계인을 보는 듯 기형적이다.

「삼덕리 부락제당」(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11)에는 벅수제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寬柔部落의 벅수祭를 본 바로는 날이 채 새기 前에 各家庭에서는 「밥상」

을 한상씩 차려서 主婦들이 이고 벅수 앞에 갖다놓고 옆에 모여서서 구경을 한

다. 所任은 그 前에 「벅수將軍」앞에 멍석을 펴 놓는다. 밥상이 차례로 整頓이 

되고 準備가 되는 대로 男子 家長들이 두루막이를 입고 「밥상」 뒤에 橫列로 

整列하고 男子들 앞에 「돌팔이」 老婆가 揺鈴을 흔들면서 経文을 외고 절을 

하면 男子들이 따라서 몇 번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벅수祭 自体는 二 ~ 

三○分으로 끝이 났으나 「밥상」을 가지고 오고가고 하는데 都合 一時間程度 

날이 훤해지는 아침 七時頃에 끝이 났다. 鄭仁瑾老人宅의 茶礼와 이 寬柔部落의 

벅수祭를 보고서 四~五百米 떨어진 院項部落의 벅수 앞에 뛰어와 보니 여기 벅

수祭는 다 끝이 나고 마지막 한두 婦人이 「밥상」을 날라가고 있었다. 白性文

氏께 들은 院項部落의 벅수祭 状況은 簡略했다. 院項部落에서는 여러 祭가 있어

서 各自 別途 「밥상」을 가지고 가서 마음속으로 祝願을 하는데 가는 사람도 

있고 안가는 사람도 있어 훨씬 小数가 된다고 한다.

 .....

새벽에 벅수祭를 지내는데 司祭役이 없어서 선무당을 앞세워놓고 있었다. 벅

수 앞에 멍석을 깔고 每戸의 婦人들이 「밥상」을 차려다가 멍석 위에 나란히 

놓고 뒤에 家長들이 다시 二列橫隊로 늘어선 앞에서 한 老婆가 揺鈴을 흔들며 

祝願을 하고 적을 하면 男子들이 따라서 무릎을 꿇고 절들을 했는데 그 老婆가 

누구냐 했더니 鄭仁瑾老人은 「돌팔이」라고 했다. 선무당이란 뜻이며 「점쟁

이」라고도 한다 했는데 神이 집힌 結果로 占쳐주고 신수도 봐주고 한다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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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2]할배 벅수 [사진2-73]할매 벅수

[사진2-74]할배 벅수(1975년 사진) [사진2-75]할매 벅수(1975년 사진)



한국의 신앙건축 기록화 보고서

90

[도면2-34] 벅수 상세도

[도면2-35] 당산숲 및 벅수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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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6] 당산 숲

9. 당산나무

벅수가 있는 고개마루를 넘어서면 우측으로 마을 어귀에 수백년 된 팽나무 

아홉 그루와 소나무 네 그루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숲이 있다. 

이 숲은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소통의 장이고 정월 초하루 새벽에는 극

진히 밥상을 차려 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당산제의 제당이기도 하다. 

이 당산에는 벅수와 같이 일년에 한번정도 부락제일部落祭日에 뜻있는 가정들

이 밥상만 일단 바쳤다가 가져가는 정도의 당산제堂山祭를 드리며 신격神格(성

별性別 명칭名稱 영험靈驗) 등에 이렇다 할 것은 없다. 당산나무라 베면 동티가 

난다는 정도의 이야기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삼덕리 부락제당」(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11)에는 당산제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벅수祭가 다 끝나 있었기에 十余米 떨어진 길가의 堂山으로 갔더니 멍석 

펴놓은 위에서 五~六名程度의 婦人들과 二~三名의 男子들이 「밥상」을 놓고 

各己 祝願을 하며 「밥상」을 들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白性文氏에 依하면 特히 그 樹木들이 있는 近處 家庭들에서 지내는 것으로 

誠意있는 이들로서 十余戸 程度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밥상」은 벅수, 堂山, 

洞舍에 各己 年一回 이때에 한 床씩 차려서 대접하는 것으로 各各 別途로 床을 

차리는 것이 普通이나 한 床으로 두 세곳 致誠을 다하는 이도 있다고 하다.

 「밥상」이란 平常用 四角形 소반에 白飯과 나물類, 술잔 等의 簡素한 그저 

形式만의 誠意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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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양읍의 마을신앙

1) 산양읍의 연혁

 산양읍은 원래 고성현에 속하였다. 임진란 직후인 1604년(선조 37) 통제영

이 이 고장 두룡포로 옮겨 설치된 이후 1677년(숙종 3) 고성현 춘원면에 구획

되었다. 조선 후기 1900년(광무 4), 지금의 통영시 지역이 고성에서 분리 · 독

립하여 진남군이 되자 진남군 서면에 속하였다. 행정구역이 너무 넓어 1902년

(광무 6) 서면에서 산양면으로 분면되면서 신봉, 봉전, 마동, 달아, 연명, 중화, 

대청, 원항, 남전, 금평, 곤리, 추도, 저도, 학림, 연대, 오곡의 16개 동리를 관할

하였다.

 1909년 진남군이 평안남도 진남포와 음이 같다 하여 용남군 산양면으로 개

칭했으며 관할구역은 그대로였다.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용남군을 통영군

으로 개칭하면서 용남군 서면의 풍화, 미오, 남수, 봉수, 해평, 서송, 도산, 남포, 

일운, 이운, 관유의 11개 동리를 병합하여 풍화, 미수, 봉평, 도남, 영운, 신전, 

미남, 연화, 삼덕, 남평, 곤리, 추도, 저림, 연곡의 14개 리로 개편하였다.

1931년 4월 1일 지방제도가 개편에 따라 통영면이 통영읍으로 승격되면서 

통영면의 당동, 인평, 평림의 3개 리를 병합하여 관할하였다. 1936년 4월 1일 

통영읍 구획 확장 시 당동, 인평, 평림, 미수, 봉평, 도남 등 6개 리를 통영읍에 

넘겨주고 영운, 신전, 미남, 연화, 삼덕, 남평, 풍화, 곤리, 추도, 저림, 연곡 등 

77개 리를 현재까지 관할하고 있다.

 그 후 관할 행정리의 조정과 명칭의 개칭은 다소 있었으나 줄곧 산양면으로 

칭하였다. 1995년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하여 통영시가 되면서 통영시 산양면

으로 되었다. 1995년 3월 2일 산양면에서 산양읍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래의 산양면(산양읍)의 지명 산양山陽은 산 남쪽 양지바른 곳을 뜻하는 

한자지명이다. 즉 1902년 옛 진남군 서면에서 분리될 때 이곳 대부분의 지역이 

미륵도의 동서로 길에 연이어진 산맥의 남쪽에 위치한 까닭으로 산양면이라 칭

하게 되었다.

 ο 조선초기 : 고성현固城縣에 속함

 ο 1677년 : 고성현固城縣 춘원면春元面에 속함

 ο 1900년 : 진남군鎭南郡 서면西面에 속함

 ο 1902년 : 진남군鎭南郡 산양면山陽面으로 분면

 ο 1909년 : 용남군龍南郡 산양면山陽面

 ο 1914년 : 통영군統營郡 산양면山陽面

 ο 1995년 : 통영시統營市 산양읍山陽邑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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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7] 산양읍지도(1872년경상도지도의 통영부분 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2) 지역특성

 산양읍은 지역 전체가 미륵도와 그 부속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벽지였지만 

고려시대부터 구당포성, 당포성, 삼천진을 설치하여 왜구를 막았던 군사 요충지

이자 당포대첩을 이룩했던 구국의 현장이다. 통제영의 배후 지역으로 수공업이 

발달했고 싱싱하고 질 좋은 해산물이 풍부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사계절 기후가 온난하고 바다목장을 비롯하여 각종 양식장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로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전형적인 반농반어촌이다. 특히 

굴, 멍게 등은 주요 수입원이 되었고 예부터 각 마을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어

로방법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였다.

 많은 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임으로써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불

편한 점도 많지만 이 자체가 앞으로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미륵

도를 일러 신이 남겨 놓은 마지막 보배라고 말하기도 한다.

3) 산양읍 동제의 전승 현황과 특성

 마을신앙은 우리나라 고유 민속신앙의 유형 가운데 가장 오래된 토착신앙으

로 고대국가 형성에 크게 작용했다. 또 후대에 오면서 마을 공동체의 생활을 유

지 · 강화하는 원천이 되어왔다. 그중에서도 농어촌의 동제는 제액과 풍농풍어

에 목적을 두고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제의인 만큼 마을 주민과 삶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지속성이 강한 민속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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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마을의 과반수가 동제를 

행했으며 해방 후 1960년대까지도 동제는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

나 일제강점기의 이른바 미신타파와 해방 후 서구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시작 그리고 과학의 발달은 마을 주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동제를 비롯한 민속신앙은 잊혀져가는 종교적 행위로 점차 마을 주민들

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촌 지역인 산양읍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산양읍의 동제는 

주로 ‘당산제’ 또는 ‘벅수제’ 등으로 불리며, 이는 치제의 대상인 신체 또는 신

격에 따라 부른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당산제’라고 불리는데 당산제는 대개 산

신제, 당산제, 용왕제, 또는 샘고사의 3당 형태와 산신제+용왕제, 산제+벅수제 

등의 2당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대게 산신제+당산제+용왕제가 주를 

이루며, 조사한 25개 자연마을 중에서 3당 형태는 5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삼덕리 원항마을의 경우 장군당, 산신당, 벅수제, 당산나무제, 용왕제 등의 3당 

이상의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마을도 있다.

 또 삼덕리는 당포, 관유, 원항, 궁항 등의 자연마을이 있어 이 자연마을들은 

각기 따로 동제를 지내고 있으나, 산신제는 모두 장군봉에 있는 장군당에서 지

낸다. 이 장군봉을 마을 사람들은 장군산이라고 한다. 이 산에는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그 안에는 목마가 2개 있다. 하나는 어미, 다른 하나는 새끼라

고 한다. 그리고 <장군신도>가 걸려 있다. 이 제당은 원항마을 벅수와 함께 중

요민속문화재 제9호(1968년 11월 13일 지정) ‘삼덕리 마을제당’으로 지정되어 

있다. 

 삼덕리 원항 · 관유 · 궁항은 섣달그믐 저녁에 시작하여 정월 초하루에 산신

제를 지내고 당포는 정월 초나흗날 산신제를 지낸다. 궁항은 10여 년 전부터 

산신제를 지내지 않고 용왕제만 스님이 지내고 있다. 이들 마을은 서로 산신제

가 겹쳐지지만 시간대를 달리고 주관하는 스님도 각기 다르다. 산양읍 동제에서 

마을 수호신의 명칭은 대개 산신 · 당산신 · 용왕 · 벅수 · 장군신으로 불리는데 

각 신의 구체적인 성별이나 성격은 원항마을은 장군신을 제외하면 크게 드러나

지 않고 대개 제당의 위치 또는 형태에 따라 불리고 있다.

 마을 수호신 중 특징적인 것은 벅수다. 산양읍의 벅수는 모두 돌벅수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년 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벅수였으나 마을마다 

젊은 층은 감소하고 관리가 어려워 돌벅수로 교체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연화리 연명마을의 벅수인데 비석의 형태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다른 마을처럼 사람 형태였으나 1990년 새로 바뀔 때, 형태도 바뀌고 이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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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알 길이 없다.

 산양읍 동제의 변화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제관의 선정이다. 제관은 

동제를 모시는 사제로서 신에게 제를 드리는 주인공이다.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였다. 제관은 선정되기로 어렵지만 제를 지내기까지의 과정 또한 

신성하고 힘들다. 제가 끝날 때까지 부정 타지 않기 위해 피를 보아서도 안되

고, 상갓집에 가서도 안 되며, 매일 목욕재계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신

에게 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듯 과정이 어렵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제관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또 이를 주

도해야 할 젊은 층 인구가 감소, 결국은 제관을 선정하지 못하자 현재 산양읍의 

모든 마을들은 인근 사찰의 승려에게 제관을 맡기고 있다.

 당산제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1년에 한번, 대개 음력 1월 1일 새벽에서 오

전에 걸쳐 지낸다. 음력 12월 27일 무렵부터 금줄과 황토를 하고 제당을 청소

하는 등 제를 준비하여 섣달그믐 밤 11시에서 1월 1일 새벽 사이에 지내고 있

다. 신저리 신봉마을은 삼짇날 지낸다. 영운리 일운마을은 음력 1월 15일에 지

냈으나 지금은 중단되었다.

 당산제의 제물은 마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도죽이라 불리는 도미를 최고의 

제물로 여기고 올리고 있다. 해안가 동제의 특징은 돼지고기, 소기기 등의 육고

기를 배제한,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산물로 제물 상차림을 한다. 이외

에도 팥시루떡, 메, 국, 나물, 술 과일 등을 올린다. 이러한 제물들은 마을에서 

제관을 선정했던 예전이나 스님이 지내는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

 산양 지역 당산제는 모두 유교식 제사로 지내나 스님이 지내는 일부 마을은 

불경을 독경하는 형태인 경우도 있다. 제관이 지낼 때에도 대개 제관 혼자 지내

는 경우가 많아 삼잔이 아닌 단잔배례 후 소지를 올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스

님이 지내는 경우도 단잔만 올리고 불경을 외고 소지를 올린다.

 산신제는 제관 혼자 올라가며 마을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 엄격한 신성성

이 강조되고 있다. 산신제를 지내고 난 후 지내는 벅수제나 용왕제의 경우 집집

마다 ‘밥상’을 차려 벅수 또는 바다가 보이는 선창 앞 용왕제장에 놓고 집안의 

액운과 무사를 비는 비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마을별로 그 시기를 

달리하며 20~30여 년 전부터 사라져 현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산양읍 동제 전승 양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제관 주체의 변화다. 제관이 마을 

주민에서 스님으로 변화된 이후 동제의식이 결여 또는 약화되었는데, 제관의 선

정부터 제를 지내는 모든 과정들이 스님에 의해 진행되어 마을 사람들의 관심

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당산제 참여의 감소는 의식의 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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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8] 장군봉정상의 제당

가져오고, 의식의 쇠퇴는 무관심으로 이어져 20~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대

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당산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게 되었다. 지낸다 해

도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의 마을 임원들만이 아는 그들만의 당산제가 되

었다. 더구나 당산제가 쇠퇴기를 맞게 되는 1960~1970년대를 청년층으로 지낸 

지금의 60~70대 마을 주민들은 당시 당산제가 미신이라며 의식이 약화되는 시

기를 지나면서 그 전승의지가 약화되었다. 영운리 일운마을 벅수제는 1970년대 

초 미신타파라 하여 중단되고, 그 후 도로 개설 등으로 벅수의 위치가 세 번이

나 옮겨 다니기까지 했다. 이런 예에서 드러나듯 그것을 주도해야 할 계층의 의

식 약화는 동제의 중단 또는 쇠퇴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산양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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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명
칭

신격 제일 제당 제관 제의내용 제물 전승여부

영운리 
일운

벅
수
제

벅수
음력
1월 
15일

돌벅수
2기

제관 1

메, 국, 
나물, 명태, 
도미, 떡, 

술, 

1970년
대초 
중단

영운리 
수륙

이
당
제

산신
음력
12월 
31일

당집(터) 스님
산신제, 동제, 용왕제를 
함께 지냄

나물, 떡, 
과일

지속

신전리
신봉

당
산
제

산신,
당산신,
용왕

음력
3월 
3일

당집,
신목

스님
산제, 당산제를 지내며 
용왕제는 당산제와 
함께 지냄

명태, 과일, 
팥시루떡, 
절편, 메, 
국, 술, 

지속

미남리
마동

당
산
제

당산신,
용왕

음력
1월 
1일

돌담
(당산신),
방파제
(용왕)

스님

당산제를 지낸 후 
용왕제를 방파제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독경을 함

명태, 과일, 
해물(참돔), 

메, 국,
팥시루떡

지속

미남리
달아

당
산
제

당산신,
용왕

음력
1월 
1일

바위
(산신제),

신목
(당산)

스님

스님 단독으로 산제를 
지낸 후 마을로 내려와 
당산제와 용왕제를 
지냄

과일, 메, 
도죽(도미),
술, 나물, 
메, 국, 
명태포

지속

연화리 
연명

당
산
제

산신,
토지대장
군,용왕

음력
1월 
1일

자연제당
(산제),
벅수,
선창

스님
산제, 벅수제, 용왕제의 
순으로 단잔을 올리고 
독경을 하며 지냄

과일, 
팥시루떡,

명태, 도미, 
메, 국, 술

지속

삼덕리
당포

당
산
제

장군신,
벅수,
용왕

음력
1월 
3일

장군당,
벅수 2기

스님

장군당에서 산신과 
장군신제를 지낸 후 
내려와 벅수제와 
용왕제를 지냄

과일, 메, 
국,

도죽(도미), 
술, 나물 

지속

삼덕리
원항

당
산
제

장군신,
산신,
벅수,
용왕

음력
1월 
1일

장군당 스님

장군당의 산신제, 
벅수제,
당산나무제, 용왕제의 
순으로 지냄

도죽(해물), 
팥시루떡,
술, 메, 국, 

나물

지속

삼덕리
궁항

당
산
제

산신,
용왕

음력
1월 
1일

자연제당,
선창

스님
산제는 10년 전에 
중단되었고 어촌계장 
주도로 용왕제만 지냄

도죽, 과일, 
술, 밥

축소 
지속

삼덕리
관유

당
산
제

산신,
벅수

음력
1월 
1일

자연제당,
벅수 2기

스님

10년 전부터 스님이 
당산제를 주관하며 
산제를 지내고 내려와 
벅수 앞에서 제를 지냄

과일, 생선 지속

남평리
남전

당
산
제

죽전마을과 함께 
당산제를 지내다가 
죽전에서 동제가 
없어지면서 사라짐

■ 마을신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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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리
죽전

당
산
제

당산신
음력
12월 
31일

당산나무
(느티나무)

제관

섣달그믐 새벽 4시 
즈음하여 지냈으며, 
1차로 구망산 기슭에 
위치한 당집에서 
지내고, 길가 
당산나무에서 지냈음.

도주(돔), 
어주(건어),
자반고기,
백설기, 

지짐, 과일,
삼색나물

소멸

남평리
금평

당
산
제

산신
음력
1월 
1일

자연제당 스님

음력 정월 초하루 새벽 
5시경 마을 뒤 
‘구멍바우’에 모셔져 
있는 당집에서 지내고 
있음

도주(돔), 
어주(건어),
자반고기, 

백설기,과일, 
삼색난물

지속

남평리
세포

당
산
제

산신
음력
1월 
1일

자연제당 스님

음력 정월 초하루 새벽 
4시경 마을 뒷산의 당
산에서 지냈음. 과거에
는 제관을 선출하여 지
냈으며, 당산제가 끝난 
후, 징을 쳐서 마을 주
민들에게 알렸다고함. 
현재는 스님에게 위탁
하여 지내고 있음

도주(돔), 
어주(건어), 
자반고기, 
백설기,
과일, 

삼색나물

지속

풍화리
중부

위
산
제
벅
수
제

산신,
벅수

음력
1월 
9일

~10일

자연제당,
벅수 2기

위산제
: 스님,
벅수제
: 제관

약 35년 전부터 
스님이 위산제를 주관, 
벅수제는 마을에서 
제주를 선정하여 제를 
지내고 있음

밥(2), 나물, 
도적(돔), 

건어, 
백시루떡, 
사과, 배,
귤, 감

지속

곤리리
곤리

제
만

산신, 
목신
(할배,
할매), 
용왕

음력 
3월

당집, 
신목,
벅수

(천하대장
군,지하여

장군)

제관

산 정상 당집에서 
산신에게
지내는 산신제, 중간 
당나무에 지내는 
목신에게 지내는 
목신제, 용신에게 
지내는 용왕별신제

과일, 생선 
등

지속

저림리
저도

당
산
제

산신, 
골목할매, 

용왕, 
목신, 
장군, 

비석 등

음력
9월 
초순

신목 스님

산 정상의 나무에서 
당산제를 스님이 
지내고, 스님이 지내면 
회관에서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음

도죽, 
삼색나물,

절편, 
자방깨이,
잔술(탁주)

지속

저림리
학림

당
산
제

산신
음력
1월 
2일

자연제당 스님

2년마다(홀수 해) 
1번씩 지냄. 스님이 
지낸 후 보건소 옆 
광장으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냄. 
제사 종료 후 주변을 
배를 타고 돌면서 
용왕먹이기를 함

쌀, 과일, 
절편,

바나나, 배, 
수박

지속

연곡리
연대

당
산
제

산신

음력
12월 
20일
즈음

자연제당,
신목 2

스님

주로 음식 섣달 20일 
즈음 절에서 지냄. 
상당(언당), 중당, 
철륭띠에서 3번 
지내고, 
마을 앞 광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제사를 
지냄(총 4번)

밥, 과일, 
절편,

바나나, 배, 
수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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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1] 국사당 전면

제3장 인왕산 국사당 (仁旺山 國師堂) 

1. 인왕산 국사당 개관

지정번호   중요민속자문화재 제28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2-12

소 유 자   김명권

지 정 일   1973년 7월 16일

시    대   1925년

지정내용   건물 1동

 1) 위치

국사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산 2번지 12호에 위치한 무(巫)의 굿당

이다. 이것은 본래 남산(南山) 꼭대기, 지금 팔각정이 있는 곳 부근에 있었다. 

1925년 일본인들이 남산에 조선신궁(神宮)을 지으면서 한국의 신당(神堂)이 저

희들의 것보다 위쪽에 자리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건령(移建令)을 내렸다. 

그에 따라 당을 관리하던 당주(堂主) 김용완(金容浣)은 그 건물을 해체하고 현

재의 인왕산 기슭에 옮겨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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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국사당의 역사는 조선시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에 의하면 태조 4년(1395) 12월 임금은 이

조(吏曹)에 명을 내려 이미 호국지신(護國之神)으로 봉해 있던 남산을 다시 목

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고“경(卿)∙대부(大夫)∙사(士)와 서민들이 그곳에서 제

(祭)를 지내는 것을 금하였다(禁卿大夫士庶不得祭).” 태종 8년(1408) 5월에 백

악(白岳)과 목멱지신(木覓之神)에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그 이듬해 7월에

는 장마가 너무 길었던지 종묘(宗廟)와 백악과 목멱에서 기청제(祈晴祭)를 올렸

다. 

그로부터 3년 뒤인 태종 12년(1412) 예조(禮曹)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백악

과 목멱의 신주(神主) 제작은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옛 제도에 맞지 않는다.” 

하고 그것을 홍무예제(洪武禮制)에 의거하여 고쳐야겠다고 하자 임금이 허락하

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도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온다. 「명산대천단(名山大川壇)」조에 중앙의 명산으로 목멱산을 거명하고 

있고, 또 “목멱신의 사당(祠堂)이 목멱산꼭대기에 있어 매년 봄가을로 초제(醮

祭)를 올린다(木覓神祠 在木覓山頂 每春秋行醮祭)” 는 기록도 있다. 

이들 기록에 국사당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으나 그것이 한국 전통신앙의 역

사와 맥락에서 뒷날 그리고 오늘날의 국사당과 직결되어 있는 것임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산악신앙의 전통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었는

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정부는 그 전통에 따라 중앙의 명산으로 한양의 남산 곧 

목멱산을 지정하고 그 신령을 호국지신, 나아가 목멱대왕으로 봉하여 숭앙한 것

이다. 신사(神祠)란 표현은 거기에 사당이 세워져 있었음을 가리키고, 그 사당 

안에는 신령의 신주가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봄가을로 정기적인 의례를 거행하

면서 경우에 따라 기우제∙기청제 등의 국가적 제례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것이 

산악신앙이기에 산신(山神)을 위주로 신령을 모셨을 것이고 그 신앙이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성격의 것임은 앞에 언급한바, 조선 초부터 경∙대부∙사와 서민

들이 모두 그곳에 와 즐겨 제를 지내고 또 정부가 애써 그것을 했던 사실에서 

넉넉히 알 수 있다.

국사당 이름과 거기에 모신 신령 등이 기록상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

은 1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이다. 헌종(1835~1849)때 이규경(李圭景)은 그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槁)』에 국사당에 관하여 “경성(京城) 목멱

산 잠두봉(蠶頭峰)의 국사당은 목멱 산신을 모시는데 제를 지낼 때 그 의례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칭하기를 국사당이라 하고 고려 공민왕(恭愍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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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2] 국사당 전경

조선 승려 무학(無學)∙고려 승려 나옹(懶翁)∙서역 승려 지공(指空)의 상(像)과 그

밖에 여러 신령그림을 걸어 놓았다. 또한 맹인의 그림과 어린 여자아이 그림도 

있는데 여자 아이는 마마호구신이라 한다. 신령들 앞에는 연지와 분가루 등을 

놓아두어 심히 난잡하다. 그곳에 기도가 두루 성행하나 나라에서 금하지 않는

다.”고 기록하고 있다.

3) 현상

이로서 대략 160년 전쯤의 국사당은 오늘날의 것과 비슷한 모습과 신앙 성격

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당 내부에는 산신을 비롯한 여러 신령들의 

그림을 벽에 걸어 모시고 무당들이 정기∙비정기적으로 굿과 치성을 왕성하게 올

렸다. 특히 궁중의 나인[內人]들이 왕실을 위하여 명산대천에 다니며 치성과 굿

을 올리는 가운데 이곳 국사당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시대 말 

궁중발기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확인된다. 궁중 나인들이 이곳을 

출입하는 전통은 조선이 망하고 20년이 지난 1930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당에 모셔놓은 신령은 당시와는 다르다. 공민왕과 지공은 오늘날 모셔지지 않

는다. 무학∙나옹 같은 승려와 맹인∙마마호구 및 산신은 지금도 화본의 형태로 신

앙되고, 태조∙부인 강비(康妃)∙민중전(閔中殿) 등은 그 사이에 새로 모셔진 것으

로 보인다. 여하튼 조선 초 전통적 산악신앙의 일환으로 성립된 목멱산 내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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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신령의 숭배는 초기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온갖 계층사람들의 애호를 받더니 

조선후기를 거치면서 특히 왕실의 애호를 얻어 점차 불교적 요소를 많이 수용

한 무(巫)의 신앙형태로 변모하였다. 그러면서 국사당이란 명칭을 갖게 되고 태

조를 위시한 몇 신령을 추가로 모시기에 이른다.

국사당 현재 건물은 6칸통(間通 : 2×3칸)의 큰 대청으로 되어있는 본당과 동

서 양 측면에 붙여지은 2칸통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온돌방은 국사

당이 이곳으로 이전된 후 용도의 편의상 곁들여 꾸민 것이다. 이 양 측실(側室)

을 제외한 당의 평면은 10.9평이다. 내부는 전부 마루로 되어 있다. 동쪽의 협

실(夾室)과 어간의 4칸통은 원래의 우물마루이고, 서쪽 협실 2칸통은 신식 판상

(板床)이다. 평면 구성은 앞면 3칸에 옆면 2칸의 주간(柱間)이고, 기둥 간살이의 

앞면 어간은 약 257cm이며, 협간(夾間)과 측간(側間)은 모두 242cm이다.

기단(基壇)을 살펴보면 인왕산 허리의 선바위 아래쪽 자연암반 위에 조성하였

기에 지하기초는 없다. 단지 석재와 토사를 매축하여 평탄하게 고른 뒤 방석(方

石) 또는 견치석(犬齒石)을 쌓아 높이 약 1m 정도의 전단(前壇)과 동단(東壇)을 

조성하였다. 전단의 너비는 기둥뿌리에서 약 2.3m이다. 여기에 2단의 3칸통 디

딤돌을 구축하여 문중방 밑으로 잇닿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축방식은 일제 강

점기 때에 흔했던 것으로서 원형적인 것 및 건물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개구부(開口部)와 벽체는 앞면 3칸과 동서측실로 통하는 각 1칸씩이 개방되

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로 보건대, 그 두 측간의 원래 모습은 지금과 같은 

완전 개방이 아니고 여닫이 외짝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면 3칸은 원래부

터 완전 개방된 개구부로서 각 칸에 가늘고 긴 4분합(四分閤)을 달았다. 벽체는 

표면을 회발림한 흙벽이다. 뒷줄기둥 오벽(奧壁)과 동서 측벽 각 1칸통에는 무

신도(巫神圖)가 칸당 3폭씩 합계 15폭 걸려 있다. 그 밑으로 긴 탁자가 벽에 붙

여 두루 설치되어 있다.

주초석(柱礎石)은 화강석 소형 4각초(四角礎)이고, 기둥은 네 모서리를 실귀로 

치장한 쌍사(雙糸)귀 방주(方柱)이다. 주두(柱頭)없이 기둥머리의 4개(四開)통에 

주간(柱間) 장혀를 끼우고 그 위에 보를 건넨 다음 다시 굴도리를 얹은 굴도리

집이다. 문인방과 장혀사이에는 소로(접시)받침을 하고 겉보기에만 주상(柱上) 

장혀 옆구리에 주두형(柱頭形)을 붙여 주두가 있는 듯이 꾸몄으나 실제 내부에

는 이것이 없다. 밖으로 나온 보머리는 끝을 비스듬히 잘라 게눈각[해안각(蟹眼

刻)]을 새겼다. 내부의 보허리는 매우 긴데 양끝에서 중허리로 은은히 후려서 

무지개식의 의장(意匠)을 나타내고 있다. 

치장을 보면 내부 대들보의 하접위(下接位)둘레의 벽에다 가늘고 긴 보개(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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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3] 국사당 내부전면

蓋)처마를 돌려붙여 장엄하게 꾸몄다. 그 아래 걸게 되는 무신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보개처마의 둘레 안인 양간(梁間) 3칸의 천정은 대들보 상접위(上接

位)에 돌려 맞춰 소란(小欄)반자로 꾸며 있어 대들보 이상의 구조물은 목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옥개(屋蓋)부분은 기둥∙보 등의 크기에 비례해서 서까래도 크게 실하고, 중허

리의 흘림은 비교적 뚜렷하고, 치목술(治木術)도 매우 정치(精緻)하다. 앙벽(仰

壁)은 연골 개판(蓋板)인데, 위에 다시 부연(浮椽)을 내달아 건물의 크기나 높이

에 비례한 처마의 심도(深度)를 조성하였다. 맞배식 지붕에 한와(韓瓦)를 이었

고, 용마루 양끝에는 취두(鷲頭)를 온전히 보존하였다. 앞뒤 모두 처마 끝에 막

새기와는 없고, 지붕의 낙수면 경사는 완만한 편이다.

이 건물은 단일공간을 갖는 민간의 건물로는 규모가 큰 편이다. 그 얼개가 간

결하고 실하며 부분에 따라서는 단아하고 전려(典麗)한 면도 갖추고 있다. 대들

보의 후림, 연목의 배흘림, 규격 설정 등에서 경공(京工)의 솜씨가 분명히 엿보

인다. 영∙정조(英∙正祖) 이래로의 견실, 간결한 건축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 하겠

다. 

단청이 퇴락하여 새로 단청을 입힌 것은 현당주의 기억에 의하면 1970년 이

래 두 번 있었다. 그 첫 번째는 1975년 여름인데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하고 단

청장을 추천받아 일을 마쳤다. 그 다음으로 1999년 겨울 서울시가 그 일을 처

리하여 주었다. 마루는 그동안 문제 있는 부분만 때에 따라 당주가 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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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의례

당 건물에서 약 30m 아래로 떨어져 당주의 집이 있다. 현 당주 김명권(金明

權)은 1970년대 초 그의 형 김창권(金昌權)으로부터 당주의 직을 물려받았다. 

그의 부친 김용완은 1920년대 초 이재범으로부터 사당을 구입∙인수하고 1925

년 사당을 남산에서 현재의 인왕산 자리로 이전하였으며 1946년 타계하기까지 

당주로 일하였다. 당주는 당 건물과 내부의 의례도구 등을 관리하고, 국사당의 

신령을 신봉하여 찾아오는 단골들의 치성을 돌보거나 대행해주며, 당에서 거행

되는 무당의 굿을 안배하고 시중드는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무당들이 지불하는 

굿자리 값, 국사당의 단골이 치성의 사례로 주는 돈, 경우에 따라 제상(祭床)과 

단골 및 무당의 음식상 차림값 등의 수입에 의해 당주집은 생계를 꾸려간다.

1970년대 초 만 명 가량 된다던 국사당의 단골 무(巫)숭배자는 당에 와서는 

신령그림 앞에 옥수(玉水)를 바치고 향과 초를 올리고는 비손을 하고 돌아간다. 

당주네가 때로 그 일을 대신 해주거나 처음 찾아온 이들을 지도해 주기도 한다. 

국사당에서 행하여지는 가장 두드러지고 본격적인 의례는 역시 굿이다. 하나

의 굿에는 무당이 보통 두서너 명에 악사가 또 두세명, 그리고 제가집에서 

5~10명 등으로 10여명이 참여한다. 큰 집안의 굿일 경우 30~40명이 북적거리

기도 한다. 그런 굿이 한창 몰리면 본당에 세 자리, 양 옆방에 각기 한 자리의 

굿이 벌어져 한껏 소란스러워진다.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굿으로는 흔히 재수굿으로 불리는 천신(薦新)굿, 망자를 

천도하기 위한 진오기굿, 그리고 병굿을 들 수 있다. 무당의 입문(入門) 의례로

서의 내림굿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1970년대 중반에는 재수굿과 진오기굿이 

가장 빈번히 벌어졌고 병굿이 그 뒤를 따르는 정도였다. 일 년 중 삼월과 사월

에 굿이 가장 많이 들었는데 한 달 평균 일흔다섯 자리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

로 굿이 많은 달은 구월과 시월로 한 달 평균 예순 자리나 굿이 들었다. 한국인

들은 예로부터 봄가을에 천제(天祭) 내지 마을굿을 벌이고 축제로 놀아오던 것

인데, 그 전통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칠월과 팔월이 국사당으로는 가장 좋지 않

은 달이고, 그 다음으로 십일월과 십이월에 굿이 적어 평균 서른 자리의 굿이 

주문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국사당의 굿자리수가 느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 전국적 규

모로 전개되던 새마을운동으로 무당이 제집에서 굿을 벌이기가 거의 불가능하

였기에 무당들은 국사당 같은 굿당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이른바 근대

화 과정에서 많은 굿당이 폐지 또는 철거되는 바람에 국사당에 많은 굿이 몰리

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무당들이 대부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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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고 각 지역에 사설 굿당이 생겨났으며 거기다 국사당의 불편한 교통편과 

주차시설 미비 등으로 국사당을 찾는 무당과 단골은 점차 줄어갔다. 그에 따라 

굿자리수도 많이 감소하였다.

5) 의의

인왕산 국사당은 원래의 소재지 남산 꼭대기에서 현재의 인왕산 기슭으로 이

건(移建)된 것이지만 조선 초기부터 국가적∙관변적 신앙과 제의가 행해지던 전

통을 이어온 신당으로서 현존 유일의 잔형(殘形)이라는 점, 그 건물이 규모 있

고 최소한의 세련된 장식요소로써 조선 후기의 견실하고도 간결한 건축기법을 

보여주어 현존하는 유례로는 희귀한 자료가 된다는 점 등으로 1973년 7월 16

일 중요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근대화의 과정에서 미신으로 또

는 비합리적인 신앙으로 치부되던 무(巫)의 전통굿당이 살아남게 되었고 그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뿌리가 되는 굿 의례가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에서 그 지정의 적잖은 의의를 찾게 된다.  (조흥윤 : 문화재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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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 국사당 주변현황

2. 배치

독립문역에서 무악재로 향하여 가다가 우측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지나 인왕

산으로 오르노라면 일주문이 있고 일주문을 지나 60m정도 지나면 주차장이 있

다. 주차장을 지나 계단을 따라 오르면 국사당이 있고 이곳에서 다시 30여m를 

가면 인왕산 중턱에 마치 중이 장삼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어 

선禪바위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석불님, 임신을 원하는 부인들은 기자암祈子岩

이라고도 부른다. 선바위는 높이가 7-8m, 가로11m 내외이고 두께는 3m정도로 

두 개의 큰 바위가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상인데 바위주변에는 담장을 둘

렀고 바위 바로 앞에는 치성 드리는 이들을 위해 바닥을 정비해 놓았다. 이곳에

서 한양도성은 불과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선바위의 유래를 보면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고 천도할 곳을 찾

다가 현재의 서울을 찾아내고는 인근 산에 올라가 보니 국운이 5백년 밖에 유

지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이곳 선바위에 와서 천일기도를 하였다고 하며 그 

뒤부터 이 바위가 유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성계가 한양도성을 쌓을 때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이 바위를 성안으로 하느

냐 성 밖으로 하느냐로 의견이 대립되었다. 태조는 결정을 미루고 오늘은 편히 

쉬고 내일 다시 의논하자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 눈이 내렸는데 기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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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 작두타는 시설 [사진3-6] 신목

도 한양도성 쌓을 자리만 눈이 녹지 않아 그대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 선바위

는 성 밖으로 밀려났고 무학대사는 이제는 중이 선비의 책보따리니 짊어지고 

다니게 되었다고 한탄하였다는 말이 전해진다.

원래 국사당은 남산 꼭대기, 지금 팔각정이 있는 곳 부근에 있었으나 1925년 

일본인들이 남산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한국의 신당이 저희들의 것보다 위쪽

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건령을 내려 그에 따라 당을 관리하던 당주 

김용완은 그 건물을 해체하여 현재의 자리에 옮겨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당시 

장소를 현 위치로 택한 이유는 여기가 진산鎭山 인왕仁旺의 기슭이며 태조와 

무학대사가 기도하던 자리이기 때문이며 더욱 국사당에 무학대사를 모셨기에 

그렇다고 한다. 

 이 선바위 아래에는 10여개의 암자가 있으며 선바위 바로 아래 국사당이 있

다. 이 암자들은 국사당 이건 이전에는 둘뿐이었고 그 중 한 암자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기자기원祈子祈願을 해 주었으나 국사당 이건후 암자가 더욱 증가하

여 현재와 같이 늘어났으며 각기 단골이 있어 시주를 얻어 유지하고 있다.

국사당은 남서향하여 있고 건물 우측과 전면에 작은 공터가 있고 건물 바로 

앞 기단위에는 죽은 나무 옆에 등나무가 한그루 있다. 죽은 나무는 소나무로 이 

나무가 신목이었는데 가지가 선바위쪽이 아닌 반대편 즉 사람들이 올라오는 방

향으로 국사당입구까지 상당히 크게 뻗어 있었다고 한다. 이 신목이 말라죽고 

지금은 죽은 나무 옆에 심어 놓았던 등나무가 그 자리서 자라 신목역할을 하고 

있다. 1965년에 찍은 사진에도 소나무가 일부 보인다.

국사당 앞은 작은 마당이 있는데 마당 중앙에는 무당들이 작두를 타기위한 

시설이 있고 끝에는 장승이 두 개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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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1] 국사당 배치도

[도면3-2] 국사당 대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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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7] 1965년국사당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에서 전재)

[사진3-8] 현재의 국사당 전면

3. 인왕산 국사당

국사당은 전면3칸, 측면2칸의 무고주5량집으로 소로수장구조의 맞배집이지만  

후에 필요한 공간을 증축하여 좌우로 한칸씩을 덧달아 내었고 덧달아 낸 부분

에 다시 창고를 덧붙여 증축하였다. 1972년 지정 당시의 국사당 지정보고서를 

보면 “······넓이가 前記한 대로 原來 六間에 後面과 右側을 二ㆍ三間 내물려 지

어서 十四ㆍ五平定度이다. ······ ”라는 기록이 있어 이미 당시에 배면과 우측면

에는 건물의 일부를 덧달아 내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1965년 사진을 보아

도 좌측면은 하부에 화방벽이 있고 덧달린 부분이 없다. 그러나 건물 뒤쪽으로

는 덧달아 낸 부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건물내부의 뒤쪽 제단이 있는 부분은 

이전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우측으로도 증축된 건물의 

일부가 보인다. 그러나 1970년의 국사당 내부에서 행해진 진오귀굿의 사진을 

보면 증축된 좌측면의 방의 내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덧달아낸 좌측방은 

1965년 이후, 1970년 이전에 이미 지금같이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시의 좌측방 전면 창호는 지금과 달리 중앙에만 격자살을 두고 격자살의 상하

에는 판재를 끼운 사분합문이었고 좌측의 출입문은 하부에 궁판이 없는 쌍여닫

이 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사당은 2000년에 창호 및 단청공사를 하

였고 창호는 모두 새로 제작하였는데 이 때 폐기할 국사당의 기존 창호 중 일

부를 증축된 좌측칸의 전면에 설치하였고 전면에 있던 창호는 좌측면에 설치하

여 지금과 같이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좌우의 덧달린 부분의 지붕은 스레트로 

되어 있었으나 2007년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금과 같이 한식기와로 교체하였다. 

국사당의 전면은 겹처마이고 배면은 홑처마이며 건물의 전면은 소로수장구조

이고 배면기둥열은 장여만 있다.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였고 소와를 사용하여 

지붕을 이은 맞배집으로 용마루는 7단이며 용마루 끝에는 용두가 있다. 내림마

루는 3단이며 기와끝은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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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4] 국사당 정면도

[도면3-3] 무신도와 명도 위치

건물의 내부는 중앙3칸은 우물마루가 깔려 있고 천정은 우물반자며 좌우의 

덧달린 방은 온돌바닥에 천정은 합판으로 천정을 설치하고 좌측방은 도배를 하

였고 우측방은 페인트로 마감을 하였다. 국사당과 좌측방에는 무신도가 걸려 있

다. 

현재 무신도와 명도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으며 이것은 2004년의 현황과 

대부분 같지만 좌측방의 ③번 군웅과 ④번 별상의 위치만 당시와 달리 서로 바

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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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5] 국사당 평면도

1) 평면

국사당은 전면3칸, 측면2칸의 평면이고 좌우로 한 칸씩 확장되어 있고 배면 

또한 연목 끝까지 공간을 확장하였다. 중앙부분은 통칸으로 배면의 확장된 곳과 

좌우의 배면쪽으로 한 칸씩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ㄷ자형태로 제단을 두어 제

단하부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제단 위쪽으로는 무신도를 벽에 걸어 놓

았다. 이곳이 굿당으로 여기에 제물을 차려놓고 굿을 한다.

좌측방은 당주가 거하는 곳이나 여기에도 제단이 있고 무신도가 걸려있다. 이

방에 덧달아낸 창고는 쌀등 제물을 보관하고 있다. 우측방은 굿을 담당하는 무

당들이 쉬거나 식사를 하는 곳으로 뒤편의 반침은 굿에 필요한 제상 등을 보관

하고 있고 우측방의 우측으로는 보일러실이 덧달려 있다. 덧달린 이 두 방은 모

두 온돌방이다.

중앙의 3칸에는 우물마루가 있으며 우측의 장귀틀은 220㎜×105㎜이지만 좌

측에는 수장폭의 장귀틀이 놓여있다. 건물의 전면과 배면에는 변귀틀이 놓이고 

그사이는 6개의 동귀틀이 있고 측면으로는 변귀틀 없어 동귀틀은 하인방에 결

구되었다. 귀틀사이는 마루널이 있는데 널의 두께는 30㎜정도이다. 제단이 배면

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배치되었는데 제단의 하부는 수장공간으로 굿할 때 

필요한 삼지창등 무구와 악기, 제사상등이 보관되어 있다.

국사당의 평면의 모든 주칸은 8자칸으로 계획되었고 덧달린 좌우칸의 전면주

칸은 9자이다. 기둥은 조금씩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안쏠림은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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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9] 국사당 내부전경 [사진3-10] 국사당 내부전경

[사진3-11] 국사당 좌측방 내부 [사진3-12] 국사당 우측방 내부

[사진3-13] 국사당 전면제단 하부 [사진3-14] 국사당 우측면제단 하부

2) 기단 및 초석

국사당에는 기단다운 기단은 없다. 배면과 좌측면에는 아예 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전면도 건물에 붙어서 두 단의 자연석계단과 그 앞으로 자

연석석축이 있을 뿐이다. 석축 앞으로는 3단의 반원형계단이 있고 우측에는 

일부 자연석기단이 있다. 전면의 석축 위에는 신목인 등나무가 있다.



제3장 인왕산 국사당

115

[사진3-15] 국사당 우측면 [사진3-16] 국사당 전면

[사진3-17] 전면좌측 초석 [사진3-18] 전면좌측에서 두번째 초석

[사진3-19] 전면우측에서 두번째 초석 [사진3-20] 전면우측 초석

초석은 방형의 다듬은 화강석초석이지만 전면의 4개만이 노출되어 있을 뿐이

다. 크기는 한 면이 300㎜에서 340㎜정도가 되며 높이는 30㎜에서 120㎜정도

가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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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6] 국사당 초석상세도

[도면3-7] 국사당 좌측면도                    [도면3-8] 국사당 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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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22]전면좌측둘째기둥[사진3-21]전면좌측기둥 [사진3-23]전면우측기둥

[도면3-9] 국사당 기둥상세도

3) 기둥

본채의 기둥은 10개가 있는데 모두가 각기둥으로 한 면이 225㎜정도로 별 

차이는 없다. 모두 흘림이 없는 기둥이고 전면에 노출된 기둥의 길이는 2,538

㎜에서 2,680㎜정도로 특별히 귀기둥이 더 긴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귀솟음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좌측칸의 덧달아 낸 부분의 기둥은 80㎜각이고 우측칸은 120㎜각과 115㎜각

으로 우측칸의 기둥이 조금 더 크다. 기둥에 특별한 가공이나 장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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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24] 국사당 내부전경 [사진3-25] 국사당 내부전경

[사진3-26] 국사당 보머리 [사진3-27] 국사당 전면처마

4) 가구

국사당은 무고주오량집이다. 기둥사이에 대보를 걸고 대보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걸었고 종보 위에 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걸었다. 

양 측면은 중앙에 기둥을 세워 대보 대신 맞보를 걸었다. 

대보는 장방형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보하단의 양모서리는 궁글렸다. 보머리의 

단부는 사절하였고 상부에는 게눈각이 있다. 

도리는 원형의 굴도리로 처마도리는 직경 240㎜이고 하부에는 75㎜×200㎜

의 세장한 장여가 받치고 있다. 

전면에는 소로수장구조로 전면 3칸에는 기둥에 붙어 반쪽소로가 있고 중간에

는 5개의 소로가 놓여있으며 이 소로들은 상인방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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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10] 국사당 종단면도

[도면3-11] 국사당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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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28] 국사당 전면처마 [사진3-29] 국사당 전면처마

[도면3-12] 국사당 앙시도

5) 처마

국사당의 처마는 전면은 겹처마지만 배면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전면의 처마내밀기는 1,030㎜정도이고, 부연내밀기는 560㎜정도여서 전체적

으로 1,590㎜내밀었고 배면의 처마는 1,030㎜정도 내밀었다.

연목의 굵기는 직경이 135㎜이고 말구는 120㎜정도이다. 끝은 사절하였고 단

부부분은 훑었다. 부연은 75㎜×90㎜이며 단부는 사절하였고 배와 볼을 훑었다.

초매기는 80㎜×75㎜이고 이매기는 70㎜×75㎜이다.

안허리는 없고 앙곡도 없다. 

측면의 덧단부분의 서까래는 단면이 90㎜×90㎜인 각서까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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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30] 국사당 배면처마 [사진3-31] 국사당 전면좌측박공

[사진3-32] 국사당 좌측 덧 단 부분 처마
 

[사진3-33] 국사당 우측 덧 단 부분 처마

[도면3-13] 국사당 처마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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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34] 국사당 지붕 [사진3-35] 국사당 좌측 덧 단 부분 지붕

[사진3-36] 국사당 좌측 덧 단 부분 지붕
 

[사진3-37] 국사당 우측 덧 단 부분 지붕

[도면3-14] 국사당 지붕평면도

6) 지붕

장군당의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기와는 소와를 사용하였고 기와끝은 막새기와

를 사용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위에 7단마루기와를 이었으며 용마루 끝에

는 용두를 올렸다. 내림마루는 3단마루기와를 이었다. 좌우측의 덧달아낸 부분

도 한식기와로 지붕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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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15] 국사당 기와곡 및 망와상세도

[도면3-16] 국사당 박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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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17] 국사당 창호도1

7) 수장 및 창호

국사당의 전면 삼칸은 하인방위에 기둥좌우로 주선을 세웠다. 이렇게 형성된 

하인방과 상인방사이에 사분합문을 달았다. 사분합문은 하부에 두 칸의 궁판이 

있고 그 위에 살이 있는 형태로 네 짝이 모든 같은 형태이며 달쇠를 사용한 들

어열개의 문은 아닌 네짝여닫이문이다. 전면삼칸의 모든 문이 동일하다. 

국사당에서 좌우 덧달린방으로 출입문은 앞쪽으로 있으며 이문은 두짝미서기

문으로 합판으로 제작하였다. 국사당의 측면벽체는 이 출입구가 있는 곳을 제외

하고는 모두 외엮은회벽으로 되어 있다. 배면의 벽체는 조적벽위에 시멘트몰탈

을 바르고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좌측 덧달린분분의 전면은 본채와 같은 문

으로 이전에 창호보수공사를 했을 때 제거된 창호를 재사용하였다. 이방의 좌측

출입문은 네짝여닫이문으로 원래는 정면에 있던 문을 보수하여 사용하였는데 

상하에 궁판이 있고 중앙은 격자살이 있다.

우측의 덧달린 부분은 전면은 네짝여닫이문으로 하부에 궁판이 하나만 있는 

세살문이다. 이 방의 우측출입문은 네짝 여닫이문으로 좌우 짝은 덧달린부분의 

전면과 같이 하부에 궁판이 한단만 있는 세살문이고 중앙의 두짝은 국사당의 

전면창호와 같은 문이다.

내부의 반자는 국사당은 전통적인 우물반자로 되어있고 뒷부분 제단 위는 합

판으로 빗반자를 설치하였다. 양측의 덧단부분의 반자도 합판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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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38] 국사당 중앙창호 [사진3-39] 국사당 좌측칸 전면창호

[사진3-40] 국사당 좌측칸 좌측면창호 [사진3-41] 국사당 창호철물

[도면3-18] 국사당 창호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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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17호

명           칭 국사당의 무신도 (國師堂의 巫神圖)

분           류 유물 / 기타종교회화 / 무속화 / 무속화

수  량 / 면  적 28점

지 정 (등록) 일 1970.03.24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통일로18가길 20 (무악동)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김형재

관리자(관리단체) 김성규

4. 국사당의 무신도(國師堂의 巫神圖)

1) 위치

무(巫)의 굿당인 국사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산2번지 12호에 위치한

다. 원래남산(南山) 꼭대기에 있었는데, 1925년 일본인들이 남산에 조선신궁(神

宮)을 지으면서 국사당이 그 윗자리에 있는 것을 꺼려 인왕산(仁旺山) 중턱께 

선바위 아래 현재 위치로 옮긴 것이다. 그 후 10.9평에 6칸통인 본당건물의 동

서 양 측면에 2칸통의 온돌방을 곁들여 지었다.

굿당이나 신당(神堂)은 굿과 치성 등의 의례를 행하는 공간이다. 그곳에는 흔

히 신령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무신도가 모셔진다. 국사당에는 본당 

큰 대청의 정면 벽에 9점, 동편 벽면에 4점, 서편 벽면에 3점로 합계 16점의 

무신도가 있다.

그리고 서쪽 측실에 5점이 정면 벽에 3점과 좌우 벽에 각 1점씩 배치되어 있

다. 모두 합해 21점이다. 여기에 7점의 명두를 포함하여 총 28점이 중요민속자

료로 지정되어 있다.

2) 연혁

국사당은 조선시대 초의 산악신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태조는 우리

민족의 산악숭배 전통에 따라 전국의 명산(名山)에 작위를 내리는 가운데 남산

을 호국지신(護國之神) 및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남산 산정

에 목멱신사(木覓神祠)가 세워지고 매년 봄가을로 제를 올렸다. 그곳에 산신(山

神)이 모셔졌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밖에 다른 신령이 모셔졌는지는 알 수 없다. 

태종 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당에 원래 신주(神主)를 모셨다가 그 제도를 바

꾸었다.

국사당이란 명칭과 그곳 신령을 무신도의 형태로 모셨다는 증언은 조선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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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헌종(1835~1849) 때에 이르러 처음 확인된다. 이규경(李圭景 : 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였다.  

“목멱산의 국사당은 목멱산신을 모시는 제를 올리고, 고려 공민왕∙조선승려 무

학(無學)∙고려승려 나옹(懶翁)∙서역승려 지공(指空)의 상(像)과 그밖에 여러 신령

그림을 걸어놓았으며, 또한 맹인(盲人)의 그림과 마마호구신이라 하는 어린 여

자아이 그림도 모셔 있다” 고 한다. 오늘날의 국사당의 모습과 비교하면 모신 

신령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성격과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3) 현상

1970년 이들 무신도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하고 작성∙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큰 대청에 걸려 있는 무신도를 15점으로 헤아리고 있

다. 9점이 정면 벽에, 그리고 각각 3점씩 6점가 좌우 벽면에 걸려 있었다고 하

였다. 우측 벽면 끝에서부터 정면 벽을 지나 좌측 벽면 끝까지 다음의 순서로 

무신도들을 열거하였다 : ① 광대씨 또는 창부씨(唱夫氏), ② 곽곽선생, ③ 별

상, ④ 산신, ⑤ 군웅(軍雄), ⑥ 최영장군, ⑦ 호구아씨, ⑧ 아태조비(我太祖妃), 

⑨ 아태조, ⑩ 무학대사, ⑪ 삼불제석(三佛帝釋), ⑫ 나옹, ⑬칠성, ⑭ 용왕, ⑮ 

호구아씨. 이 가운데 ⑨ 아태조의 무신도 뒤에 같은 규격의 아태조 화본 1점과 

또 그 뒤로 소형의 태조 영정 1폭이 숨겨진 채 걸려 있으니 아태조는 3점이 된

다. 거기다 큰 대청 좌측 구석에 작은 단군상이 모셔져 있음을 보고자는 별도로 

언급하였다. 이들을 모두 함께 계산하면 큰 대청 벽면의 무신도는 총 18점이 

된다.

조사보고서에는 이들 외에 ‘기타 무신도들’ 이라는 항목 아래 본당 서쪽의 측

실 정면에 모셔져 있는 4점의 무신도가 언급되어 있다.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군웅 또는 신장, 금성(錦城), 군웅, 호구의 무신도가 그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 무신도 4점의 신령을 확인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

이 하나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되어 그 지정된 무신도의 

정확한 숫자와 그 대상의 확인이다.

조사 당시 당주(堂主)인 김창권이 제보한 무신도의 신령 이름이 주로 수용되

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약하고 이해에 어려움이 적잖다. 이 4점를 큰 대청의 

18점과 합하면 22점이 되는데, 이 숫자는 지정된 무신도 21점보다 1점이 많다.

2004년 여름 필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사당의 무신도는 앞에서 언급

한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① 창부, ② 곽곽선생, ③ 별상, ④ 단

군, ⑤ 산신, ⑥ 군웅, ⑦ 최영장군, ⑧ 호구아씨, ⑨ 아태조비 또는 강비(康妃), 

⑩ 아태조 또는 태조 이성계, ⑪ 태조 이성계, ⑫ 무학대사, ⑬ 나옹, ⑭ 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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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용왕, ⑯ 민중전. 서쪽 측실에는 우측 벽에 1매, 정면 벽에 3매, 좌측 벽에 

1매로 5매의 무신도가 있다.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① 삼불제석, ② 군

웅, ③ 별상, ④ 군웅, ⑤ 호구아씨.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바 지정 당시의 무신

도 배치 및 신령 명칭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④ 단군은 이번에 번호를 부여

하였고, 아태조 무신도는 현재 ⑩과 ⑪의 2매가 걸려 있다. 이전에 삼불제석이 

⑫ 무학과 ⑬ 나옹 사이에 모셔 있었으나 현재로는 그것이 큰 대청에서 빠지고 

서쪽 측실에 옮겨져 있다. 지정 당시 큰 대청의 좌측 벽 맨 끝에 있던 호구아씨

는 이번에 민중전으로 파악 하였다. 그리고 서쪽 측실의 금성을 별상으로 고쳐 

읽었다.

위에 열거한 21점의 무신도는 언급한대로 그런 순서로 모두 액자로 표구된 

채 벽에 걸려 있다. 지정된 무신도에 대한 당주의 각별한 관심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국사당의 무신도는 원래 탱화(幀畵)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것이 한

국 무신도의 전통적이고도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 무신도가 중요민속자료로 지

정되고 나서 5년 뒤인 1977년 여름 당주는 단군상을 뺀 20점의 무신도를 인사

동의 한 표구사에 맡겨 액자로 처리하였다.

무신도는 시간이 경과하고 잦은 의례로 인해 그 앞에 향과 초가 올려 지니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또 벌레나 습기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 무신도가 너무 

더러워졌다거나 훼손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모시는 무당이나 당주는 그

것을 정중히 태워 없애고 새로 무신도를 조성하여 그 자리에다 모신다. 국사당

의 무신도는 전반적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으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기에 

폐기할 수는 없었다. 당주는 그것을 다만 깨끗이 세탁하고 다시 더러워짐을 피

하기 위하여 액자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국사당 무신도는 대부분 견본채색(絹本彩色)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무신도를 

세탁과정에서 물에 담구었다가 배접지(褙接紙)를 제거하면 종이에 묻어 있던 채

색은 불가피하게 함께 달아나 비단이나 명주의 그림은 채색을 잃고 흐릿해진다. 

그래서 고서화(古書畵)의 처리할 때에는 엷게 물들인 배접지의 사용 하고 배접

한 뒤에는 채색 수정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1977년의 액자 처리에서 불행

하게도 채색이 많이 손실되었고, 액자도 유리의 습기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

다 15년 전쯤 액자 유리 속에 습기가 많이 끼고 그림이 상할 우려가 심각하여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으로 무신도를 다시 액자로 표구하였다. 이렇게 새로이 표

구된 액자는 당주에 의해 현재의 배치상태로 걸려 졌다.

위에서 열거한바 순서에 따라 이제 무신도를 하나씩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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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2]창부 : 19세기 비단에 채색 53x101㎝

창부

가로 53cm×세로 

101cm, 비단에 채

색. 지금까지 이 신

령의 이름을 광대씨 

또는 창부씨로 표기

해 왔는데, 앞으로

는 창부로 확정해 

쓰는 것이 타당하

다. 서울∙경기지역의 

제반 굿에 창부거리

가 있고 창부의 존

칭호격인 창부씨를 

굳이 쓸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창부는 한국샤머

니즘에서 일종의 예

능신이다. 굿에서는 

뒷전의 직전에 놀아

진다. 이때 무당은 

홍수[橫數]맥이를 

하여 제가집의 한 

해의 제반 홍액[橫

厄]을 막아주기 때

문에, 창부는 횡액 

예방의 기능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창부씨의 무신도

는 매우 드문 예에 

속한다. 그림에는 

창부가 공중에 떠있

는 듯한 자세로 피리를 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필치가 찬탄을 자아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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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3]곽곽선생 : 20세기초 종이에 채색 57x93㎝

 

곽곽선생  

가로 57cm×세로 93cm, 종이

에 채색. 그림의 재료가 종이인 

점, 규격과 필치 등이 여타 무신

도와 다르다. 그림에는 왼쪽에 

두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남자노

인과 그 뒤로 우측에 치마 저고

리 차림의 젊은 여인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 위에는“경성부서린

동일백 십오번디/곤명동몽계츅생 

/엄규상” 이라는 한글이 세로로 

세 줄로 쓰여 있다. ‘경성부’라는 

표현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때 제

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곽곽은 한국무(巫)에서 맹인신

으로 신봉된다. 뒷전의 맹인거리

에서 무당은 노랑몽두리를 입고 

갓을 쓰고 대지팡이를 짚고 부채

를 들고서는 곽곽과 함께 이순풍

∙홍계관 등 전설적인 점복술가를 

점복신으로서, 그리고 제갓집 조상 가운데 맹인들을 모셔 놀린다. 19세기 전반 

이규경이 쓴『오주연문장전산고』 에 의하면 당시 국사당에도 맹인 그림을 모

셨다 하는 바, 그 전통이 이 무신도에 의해서 확인된다. 곽곽은 점복의 신령이

자 눈병(眼疾)을 치료해주는 의료신의 기능도 갖는다. 그림의 젊은 여인은 곽곽

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보다 점복에 더 능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별상(別相)

가로 57cm×세로 101cm, 비단에 채색. 칼을 짚고 앉아 있는 무장(武將)의 상

이 그려져 있다. 서울∙경기지역 굿에서 별상은 흔히 한 무당에 의해 상산(上山)

거리에 부쳐 놀아 진다. 19세기 말경에 쓰여진『무당내력(巫堂來歷)』에는 별성

이란 이름 아래“… 최장군을 청배(請排 : 굿 할때 신령이나 굿하는 집의 조상의 

혼령을 청하여 오는 일) 할 때 사도세자가 배행(陪行)한다고 하는데 …”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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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4]별상

19세기 비단에 채색 57x101㎝

[사진3-45]단군

20세기초 종이에 채색 19x26㎝

별성에 사도세자를 모셔 노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별상 공수에서는 이 나라 이

(李)씨 별상과 저 나라 홍(洪)씨 별상, 그리고 뒤주대왕으로 알려진 불운의 사도

세자가 나온다. 무당들은 그밖에 연산군과 광해군도 별상의 신령으로 섬기는 

바, 조선조에서 왕위를 지키지 못하였거나 계승하지 못하고 비명에 돌아간 연산

군∙광해군∙사도세자가 별상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단군

가로 31.8cm×세로 39cm의 소형 액자에 종이로 된 그림의 크기는 가로 

18.6cm×세로 26.4cm. 이것은 남산 국사당에서도 모셔졌었다. 1920년대 초의 

것으로 여겨진다. 목판에 붙여진 그림에는 ‘단군천신(檀君天神)’ 이라는 글이 쓰

여 있다. 좌측 하단의 또 다른 한자 기록에 의하면 이 그림이 구한말기 대종교

(大倧敎) 계통의 인쇄 간행물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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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6] 산신

19세기 비단에 채색 60x105㎝

[사진3-47] 군웅 

19세기 비단에 채색 63x104㎝

산신

가로 60cm×세로 105cm, 비단에 채색. 노인모습의 산신이 호랑이를 타고 있

고 그 뒤로 동자가 선도(仙桃)를 들고 서 있다. 국사당의 연원이 조선왕조의 산

악숭배에서 찾아지는 바, 국사당에서의 산신의 비중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이 

무신도는 큰 대청 정면 벽의 맨 우측에 자리한다. 서울∙경기지역의 천신굿에서

는 산신이 초반부의 본향(本鄕)거리에서 모셔진다.

군웅

가로 63cm×세로 104cm, 비단에 채색. 성주군웅거리라는 용어가 쓰이는 데

서 알 수 있듯이 군웅은 흔히 성주거리에 부쳐 놀고, 만신에 따라서는 군웅을 

생략하기도 한다. 경기도 도당굿에서는 군웅굿이 가장 큰 거리로 여겨진다. 전

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군웅신앙을 종합해보면, 군웅은 대개 한 지역을 지켜주는 

장수신령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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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8] 최영장군

19세기 비단에 채색 65x110㎝

[사진3-49] 호구아씨

20세기초 비단에 채색 62x100㎝

최영장군

가로 65cm×세로 110cm, 비단에 채색. 최영장군(1326~1388)은 주지하듯 고

려말기의 공신이자 명장이다. 무당들은 최영장군을 수호신으로 섬긴다. 그래서 

그를 모시지 않은 굿당이나 개인 신당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국사당에서도 

그는 주신(主神)으로서 대접받고 무당들이나 치성자들이 가장 많이 위한다. 천

신굿에서는 상산마누라거리라고 불리는 상산거리에서 모셔 놀린다.

호구아씨

가로 62cm×세로 100cm, 비단에 채색. 그림에는 호구아씨가 의자에 앉은 젊

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 있고 그 앞에 좌우로 동녀(童女)가 하나는 흰색, 다른 

하나는 붉은색의 원형 물건을 들고 서 있다. 그것은 일월(日月)을 상징하고 그

에 따라 이 신령을 일월호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당의 다른 무신도들에 비해 

이 그림의 필치와 채색은 비교적 돈후한데, 그것은 1930년대 초 호구아씨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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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0] 아태조비

비단에 채색 60x104㎝

도가 촛불에 타버려 이후 새로 그렸기 때문이다. 이규경의『오주연문장전산고』

에 마마호구신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의 무신도를 언급한 것을 통해 이 신

령이 19세기 전반에도 국사당에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무신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당 정면 벽 한 가운데쯤에 모셔져 있는 것

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짐작하게 된다. 천신굿에서는 실제 호구가 첫째

거리이자 천신(天神)을 위한 거리인 불사(佛師)거리에 이어 놀게 된다. 호구의 

신격神格)에 관하여는 오랑캐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혼령이라는 설, 

처녀로 죽은 성비(誠妃)∙의화궁주∙정경궁주의 삼(三)호구설, 천연두신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며 한국의 대표적 여성신의 성격을 띄기도 한다. 위에 언급한 이규

경의 기록에 당시 국사당에서는 이 신령 앞에다 연지나 분가루 등을 바친다 하

였는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그만 경대(鏡台)가 놓여 있었고 예단(禮緞)

이라 하여 단골들이 바친 천들이 걸려 있었다.

아태조비 또는 강비

가로 60cm×세로 104cm, 비단에 채

색. 이것과 다음 것의 아태조란 표현은 

조선시대에나 통용될 것이기에 명칭으

로는 적절하지 않다. 당주 집안에서는 

⑨와 ⑩을 붙여‘아태조 내외분’ 으로 부

르고 아태조비를 작은마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무신도의 인물은 태

조의 신덕(神德)왕후 강비(康妃)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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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2] 아태조(태조 이성계)

비단에 채색 60x104㎝

[사진3-53] 아태조(태조 이성계)

60x104㎝

[사진3-51] 아태조(태조 이성계)

아태조 또는 태조 이성계

가로 60cm×세로 104cm, 비단에 채색. 익선관

(翼蟬冠)을 쓰고 앞가슴과 양어깨에 용문(龍紋)이 

새겨 있는 곤룡포를 입은 채 용상에 앉아 있는 태

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970년에는 단지 1점의 

태조 무신도가 걸려 있었으나 조사과정에서 그 그

림 뒤에 같은 규격의 비슷한 그림 1점와 소형의 

낡은 사진 판 같은 태조 영정 1점이 확인되었다. 

그 같은 규격의 비슷한 그림이 중요민속자료의 지

정에 포함되면서 별도로 표구되어 ⑪의 자리에 모

셔졌다. 당시의 당주 김창권의 제보에 의하면, 

1930년경 그의 부친이 ⑪태조 무신도의 그림을 마

땅치 않게 여겨 태조영정 사진을 구해 모사시켜 ⑩의 태조상을 만들었다고 한

다. 이 무신도의 명칭도 아태조 보다는 태조 이성계로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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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4] 무학대사

19세기 비단에 채색 59x104㎝

[사진3-55] 나옹

19세기 비단에 채색 63x106㎝

무학대사

가로 59cm×세로 104cm, 비단에 채색. 무학(1327~1405)이 고려 말에서 조

선 초기에 살았던 승려로서 이태조의 스승이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울

러 그는 조선왕조 건국에 힘썼고 한양에 새 도읍을 정하게 했던 것으로도 유명

하다. 이규경의『오주연 문장전산고』 에는 무학대사가 당시에도 국사당에 모셔

졌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무학이 이 당에서 아태조 옆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의 막중한 비중을 알려 주거니와 국사당의 이름이 무학과 관련되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추측케 한다.

나옹

가로 63cm×세로 106cm, 비단에 채색. 나옹은 고려 말의 고승 혜근(惠勤 : 

1320~1376)의 호이다. 고려 공민왕의 왕사(王師)로서 고려 말의 선풍을 새롭

게 선양한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리하여 무학(無學)∙지공(指空)과 함께 삼대화상

으로 숭앙받았다. 위에 언급한 이규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국사당에 무학∙지

공과 함께 모셔졌던 것인데, 현재 지공만 빠진 채 두 승려의 그림이 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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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6] 칠성

19세기 비단에 채색 59x103㎝

[사진3-57] 용왕

19세기 비단에 채색 59x102㎝

칠성

가로 59cm×세로 103cm, 비단에 채색. 운문(雲紋)의 바탕 속에 콧수염을 기

른 도사풍의 인물 7인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상부에는 이들 7인의 먼 뒤쪽으

로 또 3인이 도사풍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칠성은 흔히 도교의 신령으로 한국

무(巫)에 도입된 것으로 여기는데 이런 견해는 너무 일방적이다. 삼국시대에 도

교가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조선 중기까지 왕실을 중심으로 신봉된 것은 사실

이나, 한국무에는 고래로 나름의 천문에 대한 이해와 일월성신에 대한 신앙을 

갖추어 온다. 칠성은 천신(天神)계통으로 받들어지고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어진다.

용왕

가로 59cm×세로 102cm, 비단에 채색. 그림에는 구름 같은 바탕 위에 용과 

용신(龍神)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대 이래의 천제(天祭) 전통을 계승한 고려 

팔관회(八關會)에서는 천령(天靈)∙오악(五岳)∙명산대천 등과 함께 용신을 모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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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8] 민중전

비단에 채색 72x110㎝

겼다. 용신신앙은 기실산악숭배와 결부하여 산천제(山川祭)의 전통 속에서 지켜

져 온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수호와 기복, 구병(救病) 기도와 기우(祈雨)등을 위

하여 산천제가 정기∙비정기 간에 흔히 거행되었다. 예컨대 성종 때 중궁의 구병

을 위해 명산대천에 기도하였고, 광무 8년(1904)에도 명헌(明憲)왕후의 환후로 

인해 종묘∙사직 등과 함께 여러 산천에서 기도제가 올려졌다. 남산의 산악신앙

의 성격을 갖는 국사당에 산신과 함께 용신이 모셔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중전

가로 72cm×세

로 110cm, 비단

에 채색. 이 무신

도는 본당 안의 

다른 무신도들 보

다 규격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그

림의 수법도 달라 

보인다. 그림에는 

원삼 족두리를 차

린 귀부인이 팔걸

이 부분에 용머리

가 새겨진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부

인 앞에 좌우로 

두 여인이 시립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무당들은 

이 귀부인을 비운

의 왕비 명성황후

로 여기며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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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59] 삼불제석

19세기 비단에 채색 57x104㎝

삼불제석

가로 57cm×세로 104cm, 비단

에 채색. 이 무신도는 원래 큰 대

청 정면 벽에 무학대사와 나옹화

상 사이에 걸려 있었던 것인데, 

당주가 무신도들을 액자로 바꾸면

서 서쪽 측실의 우측 벽에 모셔 

놓았다. 그림에서 고깔 장삼 차림

에다 목에 염주를 건 세 승려 가

운데 두 명은 앉은 자세로 앞에, 

그리고 한 명은 그들 뒤에 선 자

세로 그려져 있다. 앞쪽의 오른편 

승려는 쌀을 수북이 담은 사발을, 

왼편 승려는 가슴께에 징을 들고 

왼손에 징채를 쥐고 있다. 뒤에 

서있는 승려의 얼굴 옆으로는 그

가 양손으로 들고 있는 연꽃 한 

송이가 보인다. 그림 하단에도 연

꽃이 그려 있다. 흔히 보이는 삼

불제석 무신도와는 달리 그 구성

과 필치가 뛰어나고 품격이 높다.

제석은 그동안 단순히 그 이름 때

문에 불교의 신으로서 무(巫)에 

수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

다. 단군신화에 한민족의 천신 곧 하느님으로 나오는 환인(桓因)제석은 우리의 

천신에다가 불교적 천신의 이름을 덧붙여 그 양자를 겹쳐 이해한 것이다. 천신

신앙은 고조선 이래 한민족의 매우 특징적인 종교문화로서 국가적 제천의례를 

통해 고려 때까지 전승되고 있었다. 조선 초기만 해도 환인∙환웅∙단군을 삼성(三

聖)으로 모시는 전통이 지역에 따라 살아 있었다. 무를 억압한 조선왕조에서 이 

삼성은 삼불제석이란 불교식 이름을 갖고 살아남아야 했다. 천신(薦新)굿에서 

가장 먼저 놀고 가장 높은 신으로 모셔지는 신령은 불사이다. 삼불제석은 이 거

리의 신령으로 모셔져 숭앙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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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60] 군웅 비단에 채색 [사진3-61] 별상 비단에 채색

군웅

비단에 채색. 이하 호구아씨까지 4매의 무신도의 크기는 지정 당시의 조사자

가 제시하지 않았다. 이미 이들 무신도가 남산 때부터 전해온 오래된 것이라고

는 하나 큰대청의 것과는 다른 화풍을 보인다. 그림에는 백마를 탄 장군이 그려

져 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무신도 가운데 ‘구눙님’ 이라 명기된 것과 

구도가 유사하므로 군웅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무당내력』 의‘구릉’ 

항목에 의하면, “명(明)나라 때는 수로(水路)로 왕래하였기 때문에 사신(使臣)이 

출발할 때마다 매번 모화현(慕華峴) 밖에 있는 사신서낭(城隍)에게 무당이 사고 

없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빌었다. 그로인하여 풍속이 되고 굿에서 (이 거리를) 

으레히 논다”하였다. 이 사신당(使臣堂)에 중국을 왕래하며 공무를 수행하다 죽

은 사신들이 주신(主神)으로 모셔져 있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 그림의 

군웅은 사신군웅으로 여겨진다.

별상

비단에 채색. 그림에는 전립(戰笠)에 구군복(具軍服) 차림에다 칼을 잡고 앉아 

있는 장군의 모습이 그려 있다. 이것을 별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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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62] 군웅 비단에 채색 [사진3-63]호구아씨 비단에 채색 72x110㎝

군웅

비단에 채색. 등허리의 전통에 꽂혀 있는 화살들이 어깨 위로 솟아나 보이고 

환도를 허리에 찼으며 전립에 구군복 차림을 한 장군이 서있는 모습으로 그려

져 있다. 처음 보고서에는 이 신령의 이름을 단정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군웅의 

한 형태로 본다.

호구아씨

비단에 채색. 원삼에 족두리 차림을 한 여인과 그 앞으로 좌우에 동자가 시립

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다.

이상 21매 무신도의 크기나 화풍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무신도가 국사당에 모셔지는 계기가 다르기 때문이

다. 국사당에 원래 어떤 무신도를 모셨는지 현재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규

경의 기록으로 19세기 초에 공민왕∙무학∙나옹∙지공∙맹인∙마마호구 등과 그 밖의 

신령들이 그곳에 모셔져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태조 이성계와 강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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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64] 명도 14∽21㎝

리고 민중전의 무신도는 당시 거기에 없었고 이후 어떤 계기로 모셔 들인 것이

다. 그리고 서쪽 측실의 것 가운데 삼불제석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을 그것들이 

남산 국사당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당주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어느 무당이 

자신의 개인 신당에 모시다가 무업(巫業)을 그만 두거나 죽게 되어 그 신령그림

을 굿당에 넘겨 보관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무신도와 관련된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에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그래서 이 4점의 무신도의 크기와 화풍이 

다를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은 오래 되어 상한 무신도를 폐기하고 그와 같은 무신도를 새로 조성하

면서 그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큰 대청에 있는 비슷한 화풍의 무신

도들의 크기가 서로 약간씩 다른 것은 그런데서 연유한다. ⑧호구아씨 무신도가 

불타서 못쓰게 되어 다시 그려 조성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된다.

현재 국사당에 모셔 있는 무신도 가운데 어느 것이 남산 국사당에 모셔 있었

고, 나아가 19세기 초의 국사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된다. 무학과 나옹은 분명하고 ⑧호구아씨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

세기 초 국사당에 걸려 있던 이른바‘그 밖의 무신도’ 로는 굿당의 성격, 화풍과 

재료 등을 고려하여 창부∙별상∙산신∙군웅∙최영장군∙삼불제석∙칠성∙용왕을 추정할 

수 있다. 합계 11점이다. ②곽곽의 것이 일제 강점기 때에 조성된 것이기는 하

나 그 전통이 없다면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규경의 증언에 맹인

신을 언급하고 있으니 이것도 거기에 포함해도 무방하겠다. 그러면 도합 12점

이 된다. 태조 이성계의 2점과 강비와 민중전, 그리고 단군은 그 후 어떤 계기

로 국사당에 들어와 남산 국사당 시절까지 큰 대청에 모셔졌을 것으로 짐작한

다.

끝으로 지정에 포함되어 있는 7점의 명도(明圖)를 살펴본다. 명두(明斗) 또는 

일월명두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놋쇠로 만들고 둥근 모양에 가운데가 볼록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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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지름이 대개 20cm 되는데, 이보다 작은 것이 있는가 

하면 훨씬 큰 명도도 있다. 뒷면 한가운데 고리가 있어 끈을 끼워 걸게 된다.

명도는 한국 무(巫)에서 신령의 거울 또는 신령 마음의 거울로 믿어진다. 그

래서 명도는 무신도 상단의 중앙에 걸어놓는다. 지정당시 명도가 걸려 있던 무

신도는 곽곽∙별상∙산신∙군웅∙최영장군∙강비∙태조∙삼불제석으로 8점이였다. 그러면 

명도가 8점이어야 하는데 7점만 지정된 것은 당시 1점의 끈이 끊어져 당주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1점도 마땅히 추가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

다. 현재 명도를 걸어둔 무신도와 그 명도의 지름은 다음과 같다 : ⑤ 산신

(18cm), ⑥ 군웅(19cm), ⑦ 최영장군(21cm), ⑨ 강비(14cm), ⑩ 태조 이성계

(19cm), ⑫ 무학(14cm), ⑮ 용왕(19cm).  불교계통의 신령이 명도를 받지 못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현재 무학에 명도를 걸어둔 것은 오류인 듯하

다.

4) 의의

국사당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이 높으며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굿당이다. 거기에 모셔져 있는 무신도는 한국인의 전통적 무(巫)신앙의 신 관념

을 잘 보여준다. 이들 무신도는 무당들의 일반적인 신당이나 기타 굿당의 것들

에 비해 필치가 우수하고 고아(古雅)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큰 대청에 걸려 

있는 것 대부분은 19세기 전반에 준화원(準畵員)급의 화가에 의해 그려져 뛰어

난 것으로 평가된다. 1970년 3월 24일 중요민속자료 제17호로 지정되었다.

비교적 오래되고 품격이 높은 이들 무신도가 앞으로도 보존될 수 있는 데에 

1차적 의의가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무의 신 관념과 굿당 등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종로구청은 그 관내에 있는 중요민속자료인 국사당 무신도의 보존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2년간 모사본 제작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흥윤 : 문화재대관))

<참고문헌>

- 조흥윤,『한국의 샤머니즘』,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조흥윤,『한국의 巫』,정음사, 1983.

- 張籌根∙孟仁在,『國師堂建物巫神圖 및 巫具』,民俗資料調査報告書 제40호,

  문화재관리국, 1972.

- 李能和,「朝鮮巫俗考」,『啓明』제19호,啓明俱樂部, 1927.





부  록 
- 도 면 -

 





부록 - 도면

147

도 면 목 록

  원항리 전체배치도  149

  당산숲 및 벅수 주변배치도  150

  장군봉정상배치도  151

  장군당 평면도  152

  장군당 정면도, 좌측면도  153

  장군당 우측면도, 배면도  154

  장군당 종단면도  155

  장군당 횡단면도  156

  장군당 앙시도  157

  장군당 지붕평면도  158

  장군당 초석상세도  159

  장군당 기둥상세도  160

  장군당 부재상세도(익공, 보)  161

  장군당 부재상세도(소로, 주두)  162

  장군당 기와곡상세도  163

  장군당 박공상세도  164

  장군당 연목, 목기연상세도  165

  장군당 창호상세도  166

  천제당 평면도  167

  천제당 정면도, 좌측면도  168

  천제당 우측면도, 배면도  169

  천제당 종단면도  170

  천제당 횡단면도  171

  천제당 앙시도  172

  천제당 지붕평면도  173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48

  천제당 초석상세도  174

  천제당 기둥상세도  175

  천제당 기와곡상세도  176

  천제당 박공상세도  177

  천제당 연목, 목기연상세도  178

  천제당 창호상세도  179

  대목마 상세도  180

  소목마 상세도  181

  메짓는 곳  182

  할배벅수 상세도  183

  할매벅수 상세도 184

  국사당 배치도  185

  국사당 수목상세도  186

  국사당 대지단면도  187

  국사당 평면도  188

  국사당 정면도  189

  국사당 좌측면도, 우측면도  190

  국사당 배면도  191

  국사당 종단면도  192

  국사당 횡단면도  193

  국사당 앙시도  194

  국사당 지붕평면도  195

  국사당 초석상세도  196

  국사당 기둥상세도  197

  국사당 기와곡상세도  198

  국사당 박공상세도 199

  국사당 창호일람표1  200

  국사당 창호일람표2  201



부록 - 도면

149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50



부록 - 도면

151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52



부록 - 도면

153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54



부록 - 도면

155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56



부록 - 도면

157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58



부록 - 도면

159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60



부록 - 도면

161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62



부록 - 도면

163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64



부록 - 도면

165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66



부록 - 도면

167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68



부록 - 도면

169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70



부록 - 도면

171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72



부록 - 도면

173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74



부록 - 도면

175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76



부록 - 도면

177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78



부록 - 도면

179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80



부록 - 도면

181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82



부록 - 도면

183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84



부록 - 도면

185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86



부록 - 도면

187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88



부록 - 도면

189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90



부록 - 도면

191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92



부록 - 도면

193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94



부록 - 도면

195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96



부록 - 도면

197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198



부록 - 도면

199



중요민속문화재 신앙관련건축물 기록화보고서

200



부록 - 도면

201





<참고문헌>

- 조흥윤,『한국의 巫』,정음사, 1983.

- 조흥윤,『한국의 샤머니즘』,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두하,『벅수와 장승』,집문당, 1990

- 이재곤,『서울의 민간신앙』,백산출판사 1996

- 김태곤,『한국 민간신앙 연구』,집문당 1983

- 이능화,『조선무속고』,동문선 1991

- 신준호,『한국민속 대사전』,민족문화사 1991

- 민족문화 추진회,『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1969 

- 장주근,『장주근이 찍고 해설한 민속사진 에세이』,국립민속박물관, 2004

- 국립민속박물관,『한국민속신앙사전_마을신앙2권』, 2010

- 국립민속박물관,『1950~2000년대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1』, 2003

- 국립민속박물관,『1950~2000년대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2』, 2003

- 이관호∙오세길,「통영시-현지조사」,『경남지방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1997.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서울명소고적』,1959

- 서울특별시,『서울의 문화재』, 1980

- 서울특별시,『서울 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서울특별시,『서울의 전통문화 제2권』, 1986

- 산양읍지편찬위원회,『산양읍지』, 2013

- 통영군사편찬위원회,『통영군사』,통영군 

- 문화재관리국,『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下, 1986

- 문화재청,『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① 신앙·생활자료, 2005

- 張籌根,「三德里 部落祭堂」,『重要民俗資料調査報告書』,문화재관리국1968.

- 張籌根∙孟仁在,『國師堂建物巫神圖 및 巫具』,民俗資料調査報告書 제40호,

  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의 신앙건축 기록화 보고서

통영 삼덕리 마을제당•인왕산 국사당

발 행 일 : 2016년 01월

발 행 처 : 문화재청

발행기관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연건축

인 쇄 처 : 에스 앤 에스

ISBN 978-89-299-0803-4 93610

(비매품 한정판)










	01. 속표지
	02. 원색화보
	03. 목차
	04. 1장표지
	05. 제1장 조사개요
	06. 2장표지
	07. 제2장 삼덕리 마을제당
	08. 3장표지
	09. 제3장 인왕산 국사당
	10. 부록표지
	11. 도판
	12.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