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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林園經濟志는 徐有榘(1764~1845)의 저술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木星輪圖’란 일종의 길흉판단용 나침반이며, ｢상택지｣의 1권의 [논사응]의 내용에
나온다. [相宅志]에서 말하는 木星輪圖는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성윤도로
측정한 방위의 길흉판단은 일정한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방위의 길흉을 판단하는 것’을 편의상 ‘論理向’이
라고 하였다.｢상택지｣에서 논리향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1권의 <占基>의
‘地理’부분이고, 일부가 <營治>의 ‘建置’부분이다. [논사응]에서 제시한 吉砂로는 3
가지로 尖秀端圓砂, 卓筆砂, 堆甲屯軍砂이고, 凶砂는 하나로서 探頭峯 즉 窺峯이
었다. 길사의 기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목성윤도로 측정된 특정방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규봉과 같은 흉사로 인해 일어난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앙으로 구분되는지 대한 것은 목성윤도의 2층의 구성방위 중 어떠한 흉
방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그 외 ｢상택지｣에서 다룬 논리향은 팔로사
로황천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목성윤도 활용의
논리체계의 일부를 규명할 수 있었으며, ｢상택지｣의 목성윤도가 주로 양택을 위
한 방위측정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부교수(professor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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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林園經濟志는 조선 순조 때의 楓石 徐有榘(1764~1845)가 만년에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것으로 일종의 전원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농업위
주의 백과전서이다. 16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林園十六志 또는 임원경제십
육지라고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相宅志｣는 15지에 속해 있으며 크게 1권과 2권으
로 나누어져 있다. 권1을 또 둘로 나누어 占基부분에 總論, 水土, 地理, 生理를
서술하고, 營治부분에 開荒, 建置, 種植, 井池溝渠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권2
에는 八域名基로서 八域總論, 名基品第, 名基條開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木星輪圖’란 일종의 나침반으로서 방위를 측정하여 해
당방위의 길흉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상택지｣의 1권의 [論砂應]
의 내용에 붙여서 그 구조를 언급하면서 등장한다. ｢상택지｣의 내용 중에는
방위의 길흉을 논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 논리체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24방위가 표시
된 2층의 목성윤도를 이용하여 방위를 측정하고 길흉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더
욱 그러한 점이 있다. ｢상택지｣에서 소위 論理向1)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1권의 <占基>의 ‘地理’부분이고, 일부가 <營治>의 ‘建置’부분이다. 본 논
문의 목적은 소위 풍수향법의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상택지｣에 등장하는 논
리향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택지｣의 내용에서 논리향의 부분
을 발췌하여 八路四路黃泉殺, 木星輪圖, 九星方位法, 斜路相交, 12포태법에
의한 生旺方의 논리를 위주로 분석해가도록 한다.
임원경제지에 관한 기존연구로는 다수 거론할 수 있으나2), 본 연구와 관

1) 본 논문에서는 지세향, 절대향, 상대향과 구분하여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 12포태법 등을 근거로
하여 다소 복잡한 논리체계에 의해서 向을 결정하는 것을 편의상 ‘論理向’이라고 명명하였다.
2) 논문의 제목에서 ｢相宅志｣가 거론된 것으로 ‘김규섭, 이재근, 2014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나타난 정원조영 연구 : ｢怡雲志｣와 ｢相宅志｣을 중심으로｣ 전통조경학회, 32권1호, 22~30쪽.’이 있
다. 해당 연구는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전통조경의 원리 및 기법에 주목하여 한국전통조경의 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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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인철의 연구3)와 조규문의 연구4)를 들 수 있겠다.
조인철의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상감 윤도에 대한 것이다. 조규문의 연구
는 비록 임원경제지가 아니라 증보산림경제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전자
의 ｢상택지｣가 후자의 ｢복거｣의 부분를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조규문의 연구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사 또는 중복 부
분이 언급될 때, 본 연구자의 견해와 비교하면서 거론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
는 임원경제지의 규장각소장본5)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소장본을 참고로
하였으며, 풍석문화재단에서 번역 출간한 임원경제지 상택지6)를 참조하였
다.

Ⅱ. 木星輪圖
1. 輪圖
輪圖는 그 명칭에 따라서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수레바퀴의 평면도처럼 생
긴 그림을 말한다. 즉, 여러 층의 동심원을 그리고 360도를 분금하여 여러 칸
을 만들고 그 칸 마다 천간, 지지, 괘 등을 채워 넣은 것이다. 이러한 윤도를 원
형 또는 사각형의 나무판에 새기고, 가운데 나침반을 설치하면 소위 풍수사들
이 들고 다니는 佩鐵 즉 羅盤이 되는 것이다.

서로서의 가치를 조경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와 중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조인철,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건축계획론의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조선후기에 제작된 윤도에 관한 연구-규장각 소장 윤도의 구성방식과 논
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5호, 2011, 159~195쪽; ｢규장각 소장 희귀본 미상자료 분금법
에 대한 연구-윤도와 짝을 이루는 설명서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7호, 2014, 301~336
쪽.
4) 조규문, ｢增補山林經濟의 卜居에 대한 풍수적 考察｣, 동양철학연구 제94집 : 동양철학연구
회, 2018, 43~71쪽.
5) 林園經濟志, 규장각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규6565.;林園十六志, 大阪
府立 中之島 佐藤六石氏 收集本, 청구기호: 韓九, 六四;林園經濟志,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
실, 청구기호 : 신암 E1 A357.
6) 서유구, 임원경제지 상택지, 이동인외 역, 풍석문화재단, 2019.

林園經濟志 ｢相宅志｣의 내용 중 ‘木星輪圖’에 의한 방위측정상의 길흉판단에 관한 연구

139

[그림1] 9층 패철. 연구자 촬영.

[그림2] 9층 윤도. 연구자 작성. 이하 별도 표기가 없는
그림은 모두 연구자의 작성.

[그림3] 조선 관상감 윤도, 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古7300-7. 전용훈 촬영.

[그림4] 24층 나반. 윤도를 나무판에 새기고 중앙에 자침
을 설치한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번호서
13231. 연구자 촬영.

조선왕조실록상에서 윤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선조7) 때이다. 선조실록
의 ‘우리나라 윤도처럼 생겼다’고 하는 문맥으로 볼 때, 조선에서는 그 이전에
7)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21일 신유 4번째 기사 : [윤근수가 대행왕비의 묏자리 잡는 일로
아뢰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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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2층 木星輪圖. 목성이 24방위상의 자오묘유의 4방위에 배속되어 있다.

이미 윤도라는 것이 있었고 방위측정과 길흉판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8) 그 다음 숙종실록9)에 윤도에 대한 명칭의 언급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고, 영조실록10)에 5층 윤도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것이 중국
것을 본뜬 것으로 나타난다.
‘輪圖’라는 명칭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동일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유사한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위 ‘羅經’11)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윤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도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24방위의 2개 층으로 된 목성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조실록에서 말하는 오층윤도를 비롯하여 풍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나반이 모두 이러한 윤도로 이루어져 있다. 윤도 각층의 구성을 알 수 있는 가
장 대표적인 것이 시중에서 소위 地官들이 들고 다니는 9층 윤도와 1848년 조
선관상감에서 개간하여 제작한 24층의 관상감 윤도12)가 있다. ｢상택지｣에서
8) 조인철, 앞의 논문(2014)에서는 24층 윤도가 1579년(선조12년)에 처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9) 숙종실록 권51, 숙종 38년 5월 15일 정유 1번째 기사 : [접반사 박권 등이 중국과의 국경선을 정
하는 일에 대해 치계하다] 참조.
10) 영조실록 권56, 영조 18년 11월 20일 을해 2번째 기사 : [관상감에서 천문도·오층 윤도를 본떠
만들기를 청하다] 참조.
11) ‘羅經’은 ‘羅盤’과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현대적 추세는 나경이라고 하기 보다는 나반이라
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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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목성윤도는 또 다른 것으로서 단지 동심원이 두 개층으로 이루어져 있
는 것이다. 왕조실록의 내용과 목성윤도의 구성을 비교해볼 때, 목성윤도의
특징과 의미는 비교적 초기의 것이라는 점, 陰宅[묘지]보다는 소위 陽宅에 적
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9층 윤도의 구성은 1층에 龍上八殺, 2층에 八路四路黃泉殺, 3층에 雙山三合
五行, 4층에 地盤正針이 표기되어 있다. 5층에 穿山七十二龍, 6층에 人盤中針,
7층에 透地六十龍, 8층에 天盤縫針, 9층에 分金이 표기된 것이다. 한편, 1848
년 관상감 개간 24층 윤도의 구조는 1층에 太極에서 24층의 開禧度로 구성되
어 있다. 24층 윤도의 특이점은 1층이 태극으로 되어 있고, 그 자리가 자침을
놓는 자리로서 층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른 윤도나 패철에서는 층수에 산입하
지 않고 있는데 층수에 산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목성윤도의 구조
｢상택지｣에서 언급한 ‘木星輪圖’의 구조는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
본적으로 24분금의 방위체계를 가지고 있다. 1층에 360도를 24분금하여 각
15도간격의 칸에 천간, 지지, 팔괘를 배속한 것이다. 첫 번째 층의 천간, 지지,
팔괘의 배속은 기존의 다른 나반과 비교해볼 때 9층 나반의 4층, 24층 나반의
7층의 三針24山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천간과 지지를 오행에
따라 배속하고, 팔괘는 문왕팔괘의 방위배속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이와 같
이 1층의 것은 아마도 어떠한 윤도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층의 내용이다. 두 번째 동심원인 2층도 24분금으
로 칸을 만들었는데, 9층이나 24층 윤도에서는 볼 수 없는 소위 北斗九星을 배
속하고 있다.
목성윤도의 제도：목판에 안과 바깥으로 2개의 동심원인 輪圖를 그린다. 안쪽
의 원안에는 子의 방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癸ㆍ丑ㆍ艮ㆍ寅ㆍ甲,
卯ㆍ乙ㆍ辰ㆍ巽ㆍ巳ㆍ丙, 午ㆍ丁ㆍ未ㆍ坤ㆍ申ㆍ庚, 酉ㆍ辛ㆍ戌ㆍ乾ㆍ亥ㆍ壬
순서로 24방위를 배열한다. 그 다음 바깥의 원안에 子의 자리에 木星을 배치하는

12) 관상감 개간 윤도에 대한 연구로는 趙仁哲, 2011, 앞의 논문과 2014, 앞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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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燥火ㆍ太陽ㆍ孤曜ㆍ掃蕩ㆍ天岡, 목성ㆍ
조화ㆍ太陰ㆍ고요ㆍ소탕ㆍ천강, 목성ㆍ조화ㆍ天財ㆍ고요ㆍ소탕ㆍ천강, 목성
ㆍ조화ㆍ金水ㆍ고요ㆍ소탕ㆍ천강을 24방위에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렇게 되면
목성이 子ㆍ午ㆍ卯ㆍ酉방위에 배속되어 主가 되므로 ‘목성윤도’라 한다. 九星 중
에 목성ㆍ태양ㆍ금수ㆍ태음ㆍ천재 5개의 방향은 길하고, 천강ㆍ조화ㆍ고요ㆍ
소탕 4개의 방향은 흉하다.13)

고요, 조화, 소탕, 천강 등은 북두칠성의 7개의 별에 대한 각각의 명칭 중의
하나이다. 목성윤도에서 표현된 고요, 천강 등은 북두칠성의 異名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사실 북두칠성은 7성이 아니라 흔히 9성이라고도 하는
데,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의 7개의 별에다 좌보성과 우필성
을 합한 것이다.14) 이 9성을 놓고 목성윤도에서 5개는 吉星, 4개는 凶星으로
나눈다. 그래서 탐랑성, 거문성, 무곡성, 좌보성과 우필성을 길, 나머지 4개를
흉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때 좌보성과 우필성은 사실 길흉판단에서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半吉半凶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흉성으로 간주하는 경우
도 있다. 하지만, 목성윤도에서는 둘 다 길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1] 북두칠성의 각 명칭과 목성윤도15)
북두칠성
명칭
목성윤도
길흉

1
탐랑성
木星
길

2
거문성
天財
길

3
록존성
孤曜
흉

4
문곡성
掃蕩
흉

5
염정성
燥火
흉

6
무곡성
金水
길

7
파군성
天罡
흉

8
보
太陽
길

9
필
太陰
길

13) 木星輪圖之制：木盤上作內外二圓輪圖. 內圖則從子左旋排癸ㆍ丑ㆍ艮ㆍ寅ㆍ甲、卯ㆍ乙ㆍ辰ㆍ
巽ㆍ巳ㆍ丙、午ㆍ丁ㆍ未ㆍ坤ㆍ申ㆍ庚、酉ㆍ辛ㆍ戌ㆍ乾ㆍ亥ㆍ壬二十四位. 外圖則從子位起
木星, 亦左旋排燥火ㆍ太陽ㆍ孤曜ㆍ掃蕩ㆍ天岡、木星ㆍ燥火ㆍ太陰ㆍ孤曜ㆍ掃蕩ㆍ天岡、木星
ㆍ燥火ㆍ天財ㆍ孤曜ㆍ掃蕩ㆍ天岡、木星ㆍ燥火ㆍ金水ㆍ孤曜ㆍ掃蕩ㆍ天岡於二十四位. 蓋木星
爲主於子、午、卯、酉, 故謂之“木星輪圖”. 九星中木星、太陽、金水、太陰、天財五吉也, 天
岡、燥火、孤曜、掃蕩四凶也.(林園經濟志, 규장각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
기호: 규6565. ｢相宅志｣, 권1, 15쪽. [案]) (상택지의 원문번역은 주로 ‘임원경제연구소’의 것을 바
탕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였음. 이하 동일)
14) 방위론에서 北斗九星이 길흉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때는 左輔星과 右弼星을 하나로 묶어서 輔弼星
이라고 하여 八星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15) 이 표는 程建軍, 中國風水羅盤, 江西科學技術出版社, 2005, 57-58쪽. : “四吉星. 貪狼, 又叫紫氣,
生氣, 主人丁聰明, 出子孝順. 巨門, 又叫天財, 天醫, 主家人忠厚, 長壽, 多近官貴. 武曲, 又叫金水,
延年, 主富貴雙全, 益年高壽. 輔弼, 又叫太陰, 伏位, 可得官貴, 子女溫純慈祥. 四凶星. 祿存, 又叫
孤曜, 禍害, 主心性愚鈍, 行事狂妄. 文曲, 又叫掃蕩, 六煞, 主賭博淫亂, 虛僞多訛. 廉貞, 又叫燥火,
五鬼, 主車禍血光, 無禮叛逆.破軍, 又叫天罡, 絶命, 主官災是非, 做賊遇敵.”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
성된 것임. 탐랑을 목성으로 보고, 좌보를 태양, 우필을 태음으로 보았음. 이에 대한 근거는
https://wenku.baidu.com/view/9ba6f9dd2af90242a995e59d.html 참조. 2019년 2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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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윤도를 그려보면 [그림5]와 같이 된다. “목성은 4정방에 배속되고 나머
지 흉한 것 4가지는 목성에 의해 분할된 4개의 영역에 배속된다. 목성을 제외
한 길한 것 중의 태양, 태음, 천재, 금수는 4개의 영역에 분산되어 배속된다.
따라서 24방위에 구성을 배속하면, 吉星 중 木星만 4방위에 배속되고, 나머지
四吉星은 각 1개 방위씩 4개 방위에 배속되며, 四凶星은 각 4회에 걸쳐 등장하
며, 모두 16개 방위에 배속된다.”16)
좌향이 짝을 이루는 관점으로 윤도를 살펴보면 또 다른 규칙성을 발견할 수
가 있다. 자좌오향의 경우, 子에 木星, 午에 木星이 짝을 이루며 공통적인 배
속이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다른 좌향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좌정향에 조화,
임좌병향에 천강등으로 동일한 배속이 이루어져 있다. 다만, 진술축미의 경우
에만 진좌술향이라고 하더라도 辰에 太陰, 戌에 金水가 배치되는 등 서로 다
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 길한 방위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그
림5]에서 점이 찍힌 방위에 해당한다.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요’의 방
위는 건곤간손의 4개의 방위가 되며, ‘조화’의 방위는 을신정계의 4개 방위가
되고, 소탕의 방위는 인신사해의 4개 방위, 천강의 방위는 갑경병임의 4개 방
위가 된다. 그래서, 목성윤도에는 巽, 辛과 같은 방위를 볼 수 있는 24방위로
표시된 層과 孤曜, 燥火와 같은 九星방위로 표시된 층이 만들어지게 된다. ｢상
택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성 중 다른 것에 비해서 木星이 4군데
나 배속되었고 그것도 동서남북에 배속되었으므로 그 명칭을 木星輪圖라고
한 것이다. 집터의 주변환경을 점검하는데 굳이 북두구성을 동원한 것은 주변
의 산봉우리를 천상세계의 별과 동일시하는 관념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17)
그렇다면 하고 많은 별 중에 왜 하필 북두구성이냐는 것인데, 북두구성은 어
디로 가야할 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늘의 방위를 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이 때, 하늘의 별들이 땅의 산봉우리로 구현될 때 九星의 각각의 모
양과 성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16) 조인철, 박사학위논문, 22~24쪽.: 목성윤도에 관한 연구로 참고할만한 연구이기는 하나, 목성, 태
양, 태음을 본 연구에서처럼 북두구성 중의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행성 중의 목성, 태양계 중심인
태양, 지구위성으로서 달로 보았다는 것이 오류로 판단된다.
17) 풍수에서 주변의 자연환경의 일부분인 산봉우리에 대해서 천상세계의 별처럼 간주하는 관념은 봉
우리를 ‘峰’이라고 하지 않고 ‘星’을 붙여서 穴星, 木星體, 火星體 등으로 칭하는 경우에도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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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의 산봉우리로서 구성의 각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一貫堪
輿18)의 구성취강도를 참고할만하다. 구성취강도는 가운데 火星의 성격을 가
진 산이 있고, 주변을 소위 여타의 구성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을 표현한 그림
이다.

[그림6] 九星聚講圖. 출처. 一貫堪輿, 국립중앙도서관본, 권1, 90쪽.

이 그림에서는 정확한 구성배속 방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그
림에서는 방위를 따지기 보다는 구성의 각각에 대한 산봉우리의 형태를 가늠
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우선 명칭에서 가운데 있는 火는 구성 중 廉貞
星인 燥火에 해당하며, 火의 위에 있는 水는 文曲星인 掃蕩에 해당한다. 그 외
의 명칭은 목성윤도에서 거론된 것과 동일하다. 이제 각각의 형태를 살펴보
면, 가운데의 燥火는 불꽃모양의 화성체, 아래의 木星은 위가 불쑥 튀어 오르
는 목성체이다. 太陰과 太陽을 비교해보면 둘 다 봉우리가 둥근 金星體인데,
太陰은 좀 가라앉은 형태이고 太陽은 좀 불룩한 형태이다. 天財와 掃蕩은 모
두 위가 평평한 토성체로서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일관감여에
서 소탕은 ‘空窩鐮口形尖斜石焰亂頭’19)라고 하여 ‘낫모양으로 낫등에 뾰족한
바위들이 어지럽게 불꽃처럼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천
재와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바위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18) 新編楊會地理家傳心法捷訣一貫堪輿, 필사본(1933),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고1493-38-1-7, 63
~90쪽. 참조. 이하 일관감여.
19) 위의 책, 권5,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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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曜나 天罡의 형태는 金頭火脚20)이라고 하여 봉우리는 둥글어서 금성체
에 속하나 支脚은 갈라진 모양으로 화성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남
은 것이 金水인데, 이것은 큰 금성체 위에 작은 금성체를 올린 격이다. 고요,
천강, 소탕, 조화는 頭體 또는 枝脚에서 각기 화성체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공
통점이 있으며, 이로서 모두 흉한 것으로 구분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이러한 구성의 길흉은 결국 형태로서 판단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상
택지｣에서 이러한 구성을 목성윤도의 24방위에 배속하면서 해당 방위에 대한
길흉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7] 掃蕩圖. 출처. 일관감여, 권5, 77쪽.

[그림8] 天罡圖. 출처. 일관감여, 권5, 77쪽.

[표2] 목성윤도의 24방위 배속과 길흉
좌향24방위
(1층 동심원)
북두구성
(2층 동심원)
길흉

자오
묘유

건곤
간손

갑경
병임

인신
사해

을신
정계

진

술

축

미

목성

고요

천강

소탕

조화

태음

금수

태양

천재

길

흉

흉

흉

흉

길

길

길

길

Ⅲ. 목성윤도에 의한 측정과 길흉판단
1. 9성중심의 주변 산봉우리의 판단
｢상택지｣에는 특정한 모양의 산봉우리가 24방위 또는 구성상의 방위에 있
20) 위의 책, 권5, 69쪽.: 天罡第九劫, 金頭火脚天罡砂 各東西飛 似鎗中出數枝 皆火嘴孤孀軍賊敗絶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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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더욱 길하거나 흉하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방위의 측정은 모두 목성윤
도로 측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릇, 집의 좌우나 앞으로 보이는 砂가 있을 수 있다. ‘尖秀端圓砂’가 있으면 과
거에 급제한다. 巽이나 辛방위에 ‘卓筆砂’가 보이면 文人으로 귀하게 되고, ‘堆甲屯
軍砂’가 보이면 武人으로 귀하게 된다. 한편, ‘頭側頂斜砂’가 있으면 도적이 되고,
이 모양의 砂가 孤曜방향에 있으면 승려나 도사가 된다. 燥火방향에 있으면 전염
병과 화재가 발생한다. 掃蕩 방향에 있으면 소송거리가 생기거나, 남자가 먼 길을
떠나고 여자가 함부로 행동한다. 天岡방향에 있으면 도적이 되어 병란으로 죽는
다. 위에서 말한 방향들은 모두 木星輪圖를 사용하여 헤아리도록 한다.21)

우선, 형세상으로 산봉우리를 논하는 砂論에 의하면, 어느 방위에 있든 좋
은 봉우리가 보이면 길하고, 거칠고 단정하지 못한 봉우리가 보이면 흉하다고
본다. 풍수이론상 砂論에서 말하는 봉우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상
택지｣에서 언급한 봉우리 즉 砂格의 종류는 尖秀端圓格, 卓筆格, 堆甲屯軍格,
頭側頂斜格의 4가지이다.
첨수단원격은 소위 龍樓鳳閣形이라고 하여 수려한 여러 산봉우리가 겹쳐
보이고 가장 가까운 산이 단정하게 둥근모양의 것을 말하는데, 소위 貴峰의
最上格에 속하는 것이다. 탁필격은 붓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이 높이 솟은 모
양의 것을 말하는데, 文筆峰이라고도 한다. 퇴갑둔군격은 무기를 쌓아두거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모양의 것을 말하는데, 첨수단원격과 마찬가지로 금성
체이기는 하나 일종의 장군봉류 아래에 다양한 모양의 바위같은 것이 노출되
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측정사격은 ｢상택지｣의 [論朝山]22)에서 다루고
있듯이 ‘엿보는 듯한 봉우리’를 통틀어서 말한다. 머리가 기울고 정수리부분이
비스듬한 모양의 것이 마치 담장을 넘겨다보듯이 산너머에 머리를 내민 봉우
리를 말한다. 이것은 꼭 朝山이 아니라 사방의 어느 곳이라도 그러한 형태를
띤 봉우리가 산너머로 보이는 것이라면 해당이 되는데, 풍수에서는 이를 探頭
峯 또는 窺峯이라고 한다. 탐두봉은 아군의 진지를 염탐하는 것이고, 窺峯은
21) 凡宅左右前砂尖秀端圓, 科第. 巽、辛見卓筆, 文貴；堆甲屯軍, 武貴. 頭側頂斜, 盜賊；孤曜, 僧
道；燥火, 瘟疫、火災；掃蕩, 爭訟, 男遠游女無狀. 天岡, 作賊兵死. 其方向, 皆用木星輪圖推之.
(林園經濟志 ｢相宅志｣, 앞의 책, 권1, 15쪽. [論砂應])
22) 위의 책, 권1, 16쪽. [論朝山]: 或有窺闖之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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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그대로 盜賊을 상징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금성체에 속한다. 그래서 같은
금성체의 봉우리라고 하더라도 단정하고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
냐에 따라서 淸濁凶의 3가지로 구분되기도 하는 것이다. 첨수단원사가 淸이
라면 퇴갑둔군사는 濁, 규봉사는 凶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그림9] 尖秀端圓格. 출처. 일관감여,
권6, 58쪽.

[그림10] 卓筆格. 출처. 일관감여, 권6,
79쪽.

[그림12] 퇴갑격.
출처. 일관감여, 권6, 83쪽.

[그림11] 頭側頂斜格. 출처. 일관감여,
권5, 57쪽.

[그림13] 둔군격.
출처. 일관감여, 권6, 83쪽.

형세론의 하나인 사론에 의한 단순한 형태적 길흉판단 외에 좀 더 세부적
길흉을 판단하기 위하여 방위측정을 위한 목성윤도가 동원된다. 그것으로 특
정방위의 특정 산봉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서 특정방위
인 巽, 辛방위에 필봉이 있으면 걸출한 문인을 배출한다고 하였는데, 왜 하필
손, 신 두 개의 방위에 대해서 지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성
윤도를 구성하는 두 개 층을 함께 살펴보면, 巽은 孤曜, 辛은 燥火로서 둘 다
흉한 방위로 분류되고 있다. 즉, 흉한 방위인데도 불구하고, 해당방위에 문필
봉이나 퇴갑둔군사와 같은 길한 봉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 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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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의 사론에서 말하는 문인배출의 봉우리는 목기운이고, 무인배출의 봉
우리는 금기운이다. 이것은 文木武金23)의 논리와 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
필봉은 촛불같은 모양으로 기본적으로 火기운이지만 文과 연결되며 木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堆甲屯軍砂는 금의 기운을 가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풍수에서 봉우리가 특정방위에 있어야한다는 것은 방위의 기운이 산봉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서 결국은 그 빛을 더욱 발하게 한다고 본다. 여기서 主
는 산봉우리가 되고 從은 특정방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24)
남향의 집을 기준으로 할 때, 좌측을 文, 우측을 武로 양분해서 본다. 풍수
상의 논리로 볼 때, 문인 또는 무인이 배출되려면 좌측에는 문의 기운을 북돋
을 목기운이 필요하고, 우측에는 무의 기운을 북돋을 금기운이 요구된다. 문
왕팔괘의 방위배속으로 볼 때, 남동의 巽은 목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弱木으로
좌측에 있는 방위이다. 북서의 辛은 금기운을 북돋을 弱金으로 우측에 있는
방위이다. 그래서 巽과 辛이 거론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巽과 辛을 함께
거론하였지만, 위와 같은 개념으로 따져 본다면 문필봉은 약목방위인 巽, 퇴
갑둔군사는 약금의 방위인 辛에 있어야 정위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전개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왜 약
목이나 약금이어야 하는가?’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봉우리가 主이고 방위
는 從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문필봉이나 장군봉과 같은 기운덩어
리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산봉우리의 기운을 억압할 수 있는 강목이나 강금
보다는 단지 그 기운이 發할 수 있도록 하는 촉발제25)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약목이나 약금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의문
은 24방위상에 약목으로는 손방위 외에 乙, 卯를 들 수 있고, 약금으로는 신방
위 외에도 酉, 乾이 있는데, ‘왜 꼭 손과 신을 지목하였는가?’하는 것이다.

23) 東文西武, 左文右武 등과 같은 원리이다.
24) 주된 기운을 발산하는 실체를 말하며, 여기서 主는 산봉우리가 된다. 從은 주된 기운이 왕성하게
발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종은 해당방위가 된다. 산봉우리
와 방위사이의 주종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서로 기 싸움을 하는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
25) 기운 중에서 촉발제,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인철, 2011 ｢풍수고전 [장경(葬經)]에
나타난 풍수이기론에 관한 연구-사세팔룡법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건축역사학회, 1~16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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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천간오행표
천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오행

강목

약목

강화

약화

강토

약토

강금

약금

강수

약수

[표4] 지지오행표
지지
오행

자
약수

축
약토

인
강목

묘
약목

진
강토

사
강화

오
약화

미
약토

신
강금

유
약금

술
강토

해
강수

방위

정북

-

-

정동

-

-

정남

-

-

정서

-

-

[표5] 팔괘오행표
팔괘
오행

감
수

간
토

진
강목

손
약목

리
화

곤
토

태
강금

건
약금

자연물

수

산

뢰

풍

화

지

택

천

가족구성원

중자

소자

장남

장녀

중녀

노모

소녀

노부

24방위상 약목의 방위인 巽, 乙, 卯를 놓고 볼 때, 목기운과 화기운을 동시
에 가지고 있는 문필봉의 기운을 북돋기에는 동과 남의 가운데 사잇방위에 자
리한 손방위가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 약금의 방위인
辛, 酉, 乾을 놓고 볼 때, 금성체의 성격인 퇴갑둔군사의 기운을 북돋아야 한다
는 측면에서 正西인 酉는 지지오행상으로는 약금이지만 방위상으로는 금기운
의 대표방위로서 强金이 되어 일단 배제된다.
그 다음 乾과 辛을 놓고 볼 때, 둘 다 약금이기는 하나 강금인 正西에 각도
상으로 가까운 辛이 약금 중에서도 건방위보다는 좀 더 강하다는 인식하에 채
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표3,4,5] 참조)
한편,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는 논리향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향적인 판단을
한다면, 문필봉과 같은 목성체는 주로 집의 좌측으로 보이는 것이 좋고, 장군
봉 같은 금성체는 주로 우측으로 보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한편, “頭側頂斜格의 砂가 있으면 도적이 되고.....그것이 孤曜방향에 있으
면 승려. . .燥火방향에 있으면 전염병과 화재가 발생.....掃蕩방향에 있으면
소송거리가 생기거나, 남자가 먼 길을 떠나고 여자가 함부로 행동.....天岡방
향에 있으면 도적이 되어 병란으로 죽는다.”는 내용이 있다. [표2]에서와 같이
흉한 모양의 봉우리가 흉한 방위에 자리잡고 있으면 아주 흉한 일이 벌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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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고요-건곤간손, 조화-을신정계, 소탕-인신사해, 천강-갑경
병임으로 배속되는 것으로 볼 때, 24방위 중 16개 방위가 해당된다. ｢상택지｣
에서 흉한 봉우리가 더욱 흉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위에 대해서는 2층의 24
방위로 언급하지 않고 구성방위로 언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편, 문필봉과 같이 길한 봉우리의 길한 기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위는 특별
히 24방위 중의 손, 신을 지목하였고 구성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흉한 방위로 巽- 孤曜, 辛- 燥火이기는 하지만, 24방위 중의 하나 혹은 둘의 방
위(앞에서 신 또는 손)로 특별히 국한시킨 것이다.
목성윤도는 ｢상택지｣의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산봉
우리의 방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산봉우리의 방위를 측정하는데
목성윤도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24방위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조화, 소탕 등의 구성방위와 함께 결부시켜보기 위함이다. 그것도 흉한 봉우
리를 측정할 때와 아주 특별한 吉格의 봉우리를 측정할 때를 구분하여 별도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격을 측정할 때 특별히 목성윤도를 활용하
는 배경에는 두 번째 층에 기록된 九星方位가 일관감여에서 보여주듯이 주
변의 다양한 모양의 산봉우리들을 단지 9가지의 종류로 단순화26)하여 길흉을

[그림14] 24방위상의 오행도.
26) 풍수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자연대상물을 측정할 때는 대상물을 몇 가지로 단순화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조인철, 박사학위논문, 14쪽.: “풍수방위론은 복잡한 논리체계로 비판 받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많은 변수를 몇 개로 줄이는 單純性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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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상택지｣에서 집터와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목성윤도로서 판단하는 것에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엿볼 수 있으며, 儒家들의 궁
극적 수양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天人合一에 이르기 위한 환경의 조성을 위
해서 이런 방식으로나마 검증해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2. 지지중심의 풍살의 판단
‘목성윤도’가 다른 윤도와 다른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양택전용의 것인데, 2
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이 24방위와 구성방위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24방위와 구성방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24방위만 별도
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상택지｣의 [論風射方]에서 각 방위별 殺風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구성은 배제하고 24방위상에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것이다.
子방위에서 집안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자손이 물에 빠진다.], 癸방위에서 바람
이 불어올 때[남녀가 淫慾에 빠진다.], 丑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군대에 입대
했을 때 진영에서 낙오된다.], 艮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전염병이나 풍토병이
발생한다.], 寅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범이나 이리에게 상해를 입는다.], 甲卯
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도로에서 사망한다.], 乙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자
손이 靑盲이 된다.], 辰巽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주인이 頭瘋을 앓는다.], 巳丙
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뱀에게 물린다.], 午丁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水災
를 당한다.], 未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勞瘵와 咳嗽를 앓는다.], 坤방위에서 바
람이 불어올 때[공적인 쟁송이 생긴다.], 申庚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주인이
갑자기 몰락한다.], 辛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고난을 겪는다.], 戌乾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절름발이가 된다.], 亥壬방위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빈천해진
다.]27)

위의 내용은 윤도의 子방위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언급하
수 있다.”
27) 子風射入[子孫落水] 癸風[男女淫慾] 丑風[投軍落陳] 艮[瘟㾮瘴疾] 寅[虎狼傷害] 甲卯[道路死亡] 乙
[子孫靑盲] 辰巽[主人頭瘋] 巳丙[蛇傷] 午丁[水災] 未[勞瘵咳嗽] 坤[有公訟] 申庚[主暴敗覆] 辛[艱苦]
戌乾[跛躄] 亥壬[貧賤](林園經濟志 ｢相宅志｣, 앞의 책, 권1, 16쪽. [論風射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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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때로는 1개의 방위를 독립적으로, 때로는 두 개의 방위를 묶어서 언급
하는 식으로 亥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4방위 중에서 酉[서]방위에 대한
언급만 누락되어 있다. 이중에서 풍사방과 길흉을 연결한 것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寅방위와 巳방위에 대한 것이다. 寅방위에 있어서는 호
랑이나 맹수에 비유하여 ‘범이나 이리에게 상해를 입는다’라고 하였다. 그 외
사병방위의 바람에 대하여 ‘뱀에 물린다’고 하여 뱀과 연관시켰다. 자방위로
살풍이 불어올 경우 ‘자손이 물에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살펴본다면, 자
방위가 地支五行上 水의 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대상인물을 ‘子와 子孫’에
연관시키고 원인과 결과를 ‘子의 지지오행인 水’에 연관시켜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계방위의 경우는 癸가 天干五行上 水에 해당되는데, 水를 浴
으로 다시 淫慾과 연관시킨 것이다. 한편, 丑방위의 바람에 ‘낙오된다.’라는 것
은 丑을 소[牛]에 비유하여 느릿느릿 걸어가는 소걸음에 착안하여 낙오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방위들에 대한 길흉의 구체적 내용의 언급은
천간의 오행과 지지의 동물을 관련시킨 것인데, 그 외의 방위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논리구조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28)

Ⅳ. 논리향
1. 八路四路黃泉殺
앞에서 살펴본 목성윤도는 산봉우리, 바람의 방향등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소위 절대향, 상대향 등에서 일부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특정한 논리체계를
가진 향법’ 즉 논리향에 의해서 길흉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
가 많다. 소위 논리향으로 가장 초보적이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八路四路
黃泉殺’이라는 것이다. 특정한 향에 대하여 특정한 방위의 골짜기나 물이 보
28) 조규문의 논문에서는 “子는 글자 그대로 아들 子이다. 그리고 子는 오행에서 水에 해당한다. 따라
서 子방에서 바람이 불면 자손이 물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 寅은 12지 동물 중에서 호랑이기
때문에 寅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호랑이에게 물리게 된다는 뜻이다. 巳와 丙은 오행에서 火이면서
12지 동물 중 뱀에 해당한다. 그래서 巳와 丙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뱀에게 물린다고 한다. 바람에
대한 흉한 내용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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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에 대하여 기피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상택지｣에 등장한
다.
무릇, 집은 黃泉殺을 피해야만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이 庚向ㆍ丁向
이면 坤向의 물이, 坤向이면 庚向ㆍ丁向의 물이, 乙向ㆍ丙向이면 巽向의 물이, 巽
向이면 乙向ㆍ丙向의 물이, 甲向ㆍ癸向이면 艮向의 물이, 艮向이면 甲向ㆍ癸向의
물이, 辛向ㆍ壬向이면 乾向의 물이, 乾向이면 辛向ㆍ壬向의 물이 이른바 ‘八路黃
泉殺’과 ‘四路黃泉殺’이다. 이 12방향에서 물을 내보내는 것만 거론하였을 뿐이니,
나머지 방향은 금하지 않는다.29)
[표6] 팔로사로황천살 일람표
3층

壬
辛

乾

坤

庚
丁

坤

巽

丙
乙

巽

艮

癸
甲

艮

乾

4층 亥 乾 戌 辛 酉 庚 申 坤 未 丁 午 丙 巳 巽 辰 乙 卯 甲 寅 艮 丑 癸 子 壬

팔로사로황천살
(물이 보이는 방위)
24방위

[그림15] 풍수사들이 사용하는 나반의 한 종류.30)

팔로사로황천살31)은 향방위를 기준으로 살기의 방위를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2) 이것은 풍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나반상의 세 번째 동심원에
29) 凡宅須避黃泉殺. 其法：庚、丁向則坤水, 坤向則庚、丁水, 乙、丙向則巽水, 巽向則乙、丙水,
甲、癸向則艮水, 艮向則甲、癸水, 辛、壬向則乾水, 乾向則辛、壬水, 所謂“八路黃泉”、“四路黃
泉殺”也. 只論此十二向放水, 餘向不忌.(林園經濟志 ｢相宅志｣ 앞의 책, 권1, 13쪽. [放水雜忌])
30) 중앙으로부터 2번째 동심원이 팔로사로황천살을 표시하는 것이다. 4번째 동심원과 더불어 판단
한다. 4번째 동심원의 ‘甲’과 2번째 동심원에 ‘艮’을 주목한다. 4번째의 ‘艮’위에 2번째의 ‘甲癸’를
볼 수 있다. 또한 4번째 동심원은 24방위를 표시하고 있다.[그림2] 참조.
31) 이것의 논리는 소위 12포태법의 운용에 의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조인철의 박사학위 논문
176~177쪽을 참조할 것.
32) 집이나 묘지의 방위를 측정할 때 향하고 있는 전면방위를 向이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뒤쪽의 방
위를 좌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정남을 향하고 정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 24방위로 좌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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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것을 말하는데, 4번째 동심원의 ‘甲’위의 3층을 살펴보면, ‘艮’이 표시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15]참조). 즉, ‘갑’향의 집일 경우 팔로황천살의
방위는 바로 ‘간’이라는 것이다. 癸위에도 마찬가지로 ‘간’이 표시되어 있다. 이
경우, 갑의 좌측으로 자리잡고 있는 卯의 경우나, 계의 좌측에 있는 丑의 경우
에도 모두 간방위로 팔로황천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괘의 방위인
‘乾坤艮巽’의 방위 위에는 ‘신임, 경정, 갑계, 을병’이 각각 표시되어 있다. 갑,
을,병과 같은 8천간의 방위가 향방위일 경우는 각기 하나의 방위가 팔로황천
살이 되는데, 건,곤,간,손의 4괘의 방위가 향방위가 될 경우는 각기 2개의 방
위가 한꺼번에 배속된 형태로 사로황천살이 나타난다. 그래서 위의 두 가지를
합하여 모두 12방향에 대한 팔로사로황천살이 되는 것이다.
소위 ‘팔로사로황천살’과 음택에서 많이 따지는 ‘龍上八殺’33)은 풍수향법으
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논리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상택지｣는 주로 陽宅, 陽
基에 대한 내용이므로 용상팔살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다. 팔로사로 황
천살방위의 흉함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논리가 소위 12포태법을 근거로 하
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풍수향법에서 그렇게 중요시 할 만큼의 방위적 흉함을
안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12포태법은 세상만물이 특정주기로 생왕사
묘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상택지에 이러한 것이
거론된 것은 농경위주의 사회에서 씨뿌리고 거두고 저장하는 식의 週期的 세
계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방위를 따지는 것이 다소 모호하
기는 하지만 결국은 氣라는 대상을 놓고 따지는 것이므로 크게 볼 때는 일면
타당한 논리로 여겨지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生旺死墓’의 12단
계가 우선 等分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를 들어 대상에 따라서는 생의 단계가 나머지 11단계에 비해서 가장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차피 목성윤도의 경우도 24개의 분금으로 등분되어
있는 만큼 태생적으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지면 子坐午向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좌방위는 子, 향방위는 午가 되는 것이다.
33) ‘용상팔살’은 ｢상택지｣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주로 풍수나반의 1층 동심원에 표시되어 있는 것
으로 풍수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리향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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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安碓, 磨方位
｢상택지｣에는 방아[碓]나 맷돌[磨]을 놓는 방위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來龍과의 상대적 방위로서 “방아를 적절하지 아니한 곳에 안치하면 사람
이 병이 들어 침상을 벗어나지 못한다.”34)에서 ‘安碓磨方位’가 언급되었던 것
이다. 이제 24방위상의 논리향적 측면에서도 그 놓는 위치에 대한 언급이 있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本命[태어난 해의 간지]의 生旺方 및 寅ㆍ艮ㆍ亥방위가 적합하다. 寅방위가 크
게 길하고, 卯방위는 부귀하게 된다.[동쪽을 향하게 하면 길하다.] 辰방위는 누에
치기와 농사에 적합하다.[서남쪽을 향하게 하면 길하다.] 巳방위는 자손이 많게 된
다.[동쪽을 향하게 하면 길하다.] 午방위는 크게 흉하다.[동쪽을 향하게 하면 장자
가 죽는다.] 未방위는 재앙이 생긴다.[동쪽을 향하게 하면 부인이 죽는다.] 申방위
는 구설수에 오르게 한다.[남쪽으로 향하게 하면 길하고, 동북쪽을 향하게 하면 흉
하다.] 酉방위는 불효한 자식을 낳게 한다.[서쪽을 향하게 하면 길하고, 동북쪽을
향하게 하면 흉하다.] 戌방위는 앞에는 부유하였다가 뒤에는 가난해지게 하며, 亥
방위는 여자가 음란해진다.[동쪽을 향하게 하면 길하다.]35)

우선, 집주인의 本命에 대하여 生旺方에 놓으면 길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생왕방은 어떻게 찾는가가 문제가 된다. 생왕이라는 것은 소위 12포태법36)에
나오는 것인데, 60갑자를 12포태에 대입한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甲子生이라
고 한다면, 甲子에서 胞로 시작하여 乙丑을 胎, 丙寅을 養, 丁卯를 生, 戊辰을
浴, 己巳를 帶, 庚午를 官, 辛未를 旺, 壬申을 衰, 癸酉를 病, 다시 甲戌을 死,
乙亥를 墓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生과 旺에 해당하는 것은 丁卯와 辛未가 된
다. 그래서 집주인이 甲子生인 경우, 卯, 未의 방위가 生과 旺에 해당하여 길
하다는 것이다.37) ｢상택지｣에서는 본명의 생왕방 외에 寅, 艮, 亥의 방위도 길

34) ｢相宅志｣ 앞의 책, 권1, 62쪽. [安碓、磨方位]: ≪天老經≫云：“安碓非其所, 人病不離床.” 宜東北
方艮地及寅、亥地大吉, 餘方幷凶.[安磨方同] ≪居家必用≫
35) 宜本命生旺方及寅、艮、亥、子, 寅大吉, 卯富貴.[向東吉], 辰宜蠶田,[向西南吉], 巳多子孫,[向東
吉], 午大凶,[向東長子亡], 未殃,[向東婦亡], 申口舌,[向南吉, 東北凶.], 酉生不孝,[向西吉, 東北凶.],
戌先富後貧, 亥女淫亂.[向東吉](위의 책, 권1, 62쪽. [安碓, 磨方位])
36) 12포태법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어 특정 시간과 방위에 대입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12단계의 각 명칭은 ‘포태양생욕대관왕쇠병사묘’이다. 12포태법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인 향법
으로 소위 88향법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인철의 박사학위 논문, 148~1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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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특별히 지정하며 언급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맷돌과 방아를 놓는 방위와 길흉에 대한 언급 외에 그것
이 향하는 방위에 대한 언급도 있다. 앞에서 亥방위는 길하다고 언급하였는
데, 해당방위의 길흉에 대한 언급에서는 맷돌이나 방아를 해방위에 놓았을 경
우 ‘여자가 음란해진다’고 하여 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八宅法
｢상택지｣에는 위와 같이 24방위에 대해서 논한 것 외에 360도를 8개의 방
위로 나누고 출입문이 위치한 각 방위와 관련하여 길흉을 논한 것도 있다. 이
것은 목성윤도상에 3개의 방위를 하나로 묶어서 24분금을 8분금으로 상정하
고 측정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향법이다. 따라서 방위의 표기는 천간과 지지는
없고 팔괘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팔택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艮坐의 주택：兌 방위의 문일 경우, [진기한 보물이 많아진다.] 坤방위의 문일
경우, [금은이 풍부해지고, 가축이 많아진다.] 乾방위의 문일 경우, [사람과 재물이
많아지고, 여인이 상하게 된다.] 震방위의 문일 경우, [어린이들에게 재앙이 많아
진다.] 坎방위의 문일 경우, [어린이들이 상하고, 물에 투신하는 사람이 생긴다.]
離방위의 문일 경우,[대가 끊어진다.] 巽 방위의 문일 경우. [노모와 막내아들이 상

[그림16] 8분금의 팔괘도
37) 24방위상으로 볼 때 丁卯와 辛未가 生旺의 방위라고 할 때, 천간의 방위인 丁과 辛의 방위도 길한
방위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다음의 구체적 방위에 대한 길흉 판단에서 주로 12지지의 방위를 근
거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지지방위인 卯와 未의 방위만을 길하다고 한 것이다.

林園經濟志 ｢相宅志｣의 내용 중 ‘木星輪圖’에 의한 방위측정상의 길흉판단에 관한 연구

157

한다.]38)

위의 인용문은 360도를 8개의 방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방위를 후면[坐]으로
하고 있는 집에 대하여 8개 방위에 위치한 대문방위에 대한 길흉을 논한 것이
다. 즉, 집의 좌와 대문위치의 방위의 상관관계로 길흉을 논한 것이다. 여기서
艮宅이라는 것은 집의 좌향을 측정하였을 때, 집의 좌방위[후면]가 艮[북동]방
위라는 것이다. 간좌의 집에서 나머지 7개의 방위에 문을 설치할 때의 각기 길
흉을 논하였다. 이러한 8개 방위 간의 서로의 결합에 대하여 길흉을 따질 때는
특정한 논리가 있는데, ｢상택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대개 坎ㆍ离ㆍ震ㆍ巽 4방향으로 지은 주택은 乾ㆍ坤ㆍ艮ㆍ兌의 방향으로 문
을 내는 것을 피하고, 건ㆍ곤ㆍ간ㆍ태 4방향으로 지은 주택은 감ㆍ이ㆍ진ㆍ손
방향으로 문을 내는 것을 피한다. 이를 어기면 흉하다.39)

[그림17] 동사택과 서사택의 방위 구분
태양태음에서 분화된 것은 서사택, 소음소양에서 분화된 것은 동사택의 방위로
구분하였다.

38) 艮宅：兌門,[多寶貝] 坤門,[富金銀, 旺六畜.] 乾門,[旺人財, 傷女人.] 震門,[小口多災] 坎門,[傷小口,
人投河水.] 离門,[絶嗣] 巽門.[傷老母、少男](林園經濟志 ｢相宅志｣ 앞의 책, 권1, 57~58쪽. [裝門
方向])
39) 蓋坎、离、震、巽四宅, 忌向乾、坤、艮、兌方而裝門, 乾、坤、艮、兌四宅, 忌向坎、离、
震、巽方而裝門. 犯之則凶.(위의 책, 권1, 57~58쪽. [裝門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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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택지｣에서 거론된 이 내용은 풍수향법의 일종인 ‘東西四宅論’과 동일한
것이다. 동서사택론은 ‘陽宅三要論’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8개의 방
위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동사택방위로 4개의 방위를 배속하고, 서사택
방위로 4개의 방위를 배속하여, 각 그룹 내에서의 결합은 길, 동서의 그룹이
섞이는 경우는 흉으로 보는 것이다.

[그림18] 집의 좌향과 대문의 길흉팔괘방위
●는 동사택방위, ■는 서사택방위 표시● 또는 ■끼리 짝을 이루는 경우 길,
서로 혼용되는 경우 흉이 된다.

즉, [그림17]에서 보는 것처럼 감[북], 진[동], 손[동남], 리[남]의 괘가 배속되
는 방위를 동사택방위라고 하고 건[북서], 간[북동], 태[서], 곤[남서]의 괘가 배
속되는 방위를 서사택방위라고 하였다. 그래서 乾坐의 주택이라고 하면, 일단
서사택에 속한 집으로서 대문을 艮, 兌, 坤의 방위로 낸 것은 吉, 그 외의 것은
凶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논리로 ｢상택지｣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서사택에서 간좌 외에 곤좌40), 건좌41), 태좌42)의 집에서 같은
논리로 길흉이 판단되었다.

40) 위의 책, 권1, 57~58쪽. [裝門方向]: 坤宅：乾門,[主金寶] 艮門,[富貴] 兌門,[足田庄] 巽門,[傷宅母] 震
門,[絶人烟] 离門,[少婦殃] 坎門.[客死].
41) 위의 책, 권1, 57~58쪽. [裝門方向]: 艮門,[富貴, 多子孫.] 兌門,[人興] 坤門,[財旺] 巽門、坎門,[男女
瘟㾮] 离門,[翁嗽死, 少婦亡.] 震門.[宜人].
42) 위의 책, 권1, 57~58쪽. [裝門方向]: 兌宅：艮門,[富貴] 坤門,[旺財] 乾門,[雖富, 損老翁.] 震門,[禍長
男] 坎門,[犯刑] 离門,[癆傷] 巽門.[賊盜, 男女刑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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巽坐의 주택：離 방위의 문과 震 방위의 문일 경우,[장수하고 부유하게 된다.]
坎 방위의 문일 경우,[횡재를 하게 된다.] 艮 방위의 문일 경우,[風火의 화를 당한
다.] 坤 방위의 문일 경우,[어머니가 재앙을 당한다.] 兌 방위의 문과 乾 방위의 문
일 경우.[자녀가 다친다.]43)

동사택의 방위인 감,리,손,리의 괘방위에 대한 것도 따져보면, 위의 인용문
에서와 같이 巽坐의 집에서 진, 리, 감의 방위에 문이 있는 경우는 길한 것으
로, 그 외의 것은 흉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좌택44),
이좌택45), 진좌택46)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위의 八宅에서 길과 흉의 구분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길흉의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내용에서 팔괘와 가족관계를
서로 연관시켜 논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구성원 중에서 길흉
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대상에 대한 것이다. 건, 진, 간, 감의 경우는 남자에
대응시키고 곤, 태, 리, 손의 경우는 여자에 빗대어 길흉의 내용을 언급하고 하
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乾은 아버지로서 주로 ‘老人[집안의 남자어른] 坤은
어머니로서 주로 老母[집안의 여성가장]로 상정하여 길흉을 거론하고 있다.
그 외에 震은 장남, 巽은 장녀, 坎은 중남, 離는 중녀, 艮은 소남, 兌는 소녀에
빗대어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표5, 그림17] 참조.
그 다음, 길흉의 구체적 발단이나 원인을 거론함에 있어서 乾이 하늘[天], 艮
이 山, 震이 번개[雷]나 천둥, 巽이 바람[風], 離가 불[火], 坤이 땅[地], 兌가 호수
[澤]로 등장하고 있다. 주로 길한 경우에는 재물과 봉록, 흉한 경우에는 재물이
소멸되고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다.[표5, 그림17] 참조.

43) 巽宅：离門、震門,[壽富] 坎門,[發橫財] 艮門,[遭風火] 坤門,[無災] 兌門、乾門.[傷男女](위의 책, 권
1, 57~58쪽. [裝門方向])
44) 위의 책, 권1, 57~58쪽. [裝門方向]: 坎宅：震門,[家旺] 巽門,[旺人財] 离門,[雖興財祿而傷婦人] 坤
門,[剋小郞] 兌門,[風癰聾啞, 財絶人散] 乾門,[跛老翁] 艮門.[小兒投河落井]
45) 위의 책, 권1, 57~58쪽. [裝門方向]: 离宅：巽門,[財豐人遜] 震門,[榮華] 坎門,[壽健] 坤門、兌門,[火
燒女婦顚煩] 乾門,[財耗病纏] 艮門.[瘋疾聾啞]
46) 위의 책, 권1, 57~58쪽. [裝門方向]: 震宅：巽門,[福壽] 离門,[旺人財] 坎門,[多粟而子不智] 乾門、
兌門,[主傷長老] 坤門,[母死] 艮門.[長子無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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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取路法
｢상택지｣에서는 집 앞의 도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방위론적 내용과 관계없이 대문이 교차로 사이에 끼여 있거나 直衝路에
맞닥뜨리고 있는 경우를 흉하게 본다.
문이 교차로사이에 끼여 있으면 식구가 남지 않게 된다. 곧은 대로가 바로 문에
닥쳐 있으면 집안에 늙은 남자가 없다.47)
乾山[乾坐]의 집에 艮ㆍ巽 방향으로 교차하는 길과 일반적으로 坤ㆍ申의 방향
으로 교차하는 길은 모두 흉하다.48)

[취로법]은 팔분금과 24분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이다. 집의 좌방위는 8
분금으로 측정하고 도로의 방위는 24분금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상택지｣에
서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乾山이라는 것은 乾坐의 집49)이라는 것을 말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건좌손향의 집 앞에 길을 만들 때[取] 艮巽
방위로 서로 교차하는 길과 坤申방위로 교차하는 길은 흉하다는 것이다. 이것
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24방위도상에 그려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림19] 乾坐의 집에 대하여 巽방위의 도로와 艮방위의 도로가 교차함.

47) 交路夾門, 人口不存. 正路直衝, 家無老翁.(위의 책, 권1, 58쪽, [裝門雜忌])
48) 乾山艮、巽上交路, 凡坤、申上交路, 皆凶.(위의 책, 권1, 60쪽. [取路法])
49) 주로 묘지풍수에서 배후의 방위를 山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乾坐巽向의 묘
지를 乾山巽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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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乾坐巽向의 집에서 艮巽의 방위로 교차하는 길이란 巽방위[남동방
위]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있는데 집의 좌측의 艮방위[북동방위]에서 오는 도로
가 지나가면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는 오
고가는 양방향이므로, 건좌의 집에서 볼 때 손방위로 나아가는 도로는 손방위
로 나가는 도로이면서 건방위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다. 건방위로 돌아오는
도로라고 볼 때 그 도로가 집을 향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直衝路라고 하는 것
이다. 이러한 直衝에 대한 흉함과 꺼림에 대해서는 ｢상택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문 앞의 길은 굽이굽이마다 배알하는 듯 하면 길하고, 주택의 서남방에 큰 길이
있으면 길하다. 가장 꺼리는 길은 문을 향하여 길이 곧장 뻗은 衝破이다.50)

[그림20] 有路直衝
출처. 王君榮, 圖解陽宅十書, 중국북경: 華齡出版社, 2009, 188쪽.

남쪽으로 큰 도로가 대문을 향해서 직선으로 나있다면, 속히 직행으로 지나는
사람을 피해야한다. 신속히 大石을 가져와서 길에 놓아서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의 곡소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면할 수 있다.51)

50) 門路曲曲來朝吉, 西南有大路吉, 最嫌當面直來衝破.(｢相宅志｣, 앞의 책, 60쪽. [取路法])
51) 南來大路正衝門, 速避直行過路人. 急取大石宜改鎭, 免敎后人哭聲頻.(王君榮, 圖解陽宅十書, 중
국북경: 華齡出版社, 2009,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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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택지｣에서 말하는 ‘艮巽相交路’의 사례는 乾坐에 대한 巽방위의 직충로
에 艮방위의 도로가 와서 교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충로가 흉
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다 90도 각도로 교차하는 상황의 것도 흉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상황은 집 앞에서 X자로 교차하는 도로서 소위 ‘斜
路相交道’를 말한다.양택십서에서도 그림 사례([그림21])로서 설명하고 있
듯이 “동북쪽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집의 서쪽으로 큰 도로가 지나가서 서로
교차하는 경우, 집의 재산이 일시에 없어진다.”52)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로상교로’를 흉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풍수에서는 일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21] 斜路相交圖
王君榮, 圖解陽宅十書, 중국북경: 華齡出版社, 2009, 176쪽.

간과 손의 방위로 교차하는 도로 외에 坤과 申의 교차에 대해서도 흉한 것
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24방위상에서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坤과 申의 방위는 사실상 교차라고 말하
기 어려운 인접방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艮이나 巽의 방위처럼 최소 90도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교차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곤신의 방위와 같

52) 此宅東北斜道行, 宅西大道主亨通. 雖然置下家財産. 破敗一時就災傾. 斜路相交.(위의 책,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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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건좌의 집:
곤과 신, 곤과 갑의 교차.

[그림23] 子坐의 집:
午卯의 相交路.

[그림24] 子坐의 집:
酉辰의 相交路.

이 24방위상 바로 인접한 15도의 간격으로 서로 교차하는 도로는 [그림22]에
서 보듯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그것은 건방위에
대하여 각각 좌와 우에서 오는 도로가 아니라, 집의 우측에서 온 두 개의 도로
가 집 앞에서 수렴교차하는 도로인 것이다.
그래서 ｢상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申’이 誤記가 아닌 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가장 비슷한 글자체를 가지고 있는 甲를 申에 대체하여 한번 따
져보기로 한다. 곤방위와 갑방위에서 오는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것으로 상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방위간의 간격이 150
도의 각도로서 그것은 건방위에 대하여 좌우에서 온 두 개의 도로가 X자로 제
대로 교차하는 것이 된다.
사실, ‘艮巽相交路’ 또는 ‘坤甲相交路’라는 것은 건좌의 집에 대한 직충로와
두 가지의 교차로 상황에 대한 사례이지만, 사실상 24방위에 대하여 각기 적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상택지｣의 取路法에서 말하고자 하
는 것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직충로에 대하여 90
도 각도로 相交하는 도로의 경우는 흉하다. 둘째, 좌방위에 대하여 90도 각도
의 방위로부터 오는 도로에 150도의 각도로 벌어진 방위에서 오는 도로가 교
차하는 경우는 흉하다.
예를 들어, 坎坐의 집이라면 午방위의 직충도로에 좌측의 卯방위에서 오는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 흉한 도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의 곤신방위 간의 도로교차가 아니라 곤갑방위 간의 교차인 것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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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한 것이 옳다면, 집의 坐방위로부터 우측으로 90도 떨어진 酉방위의 도로와
그로부터 150도 떨어진 辰방위에서 오는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상택지｣상의 논리향을 다소 복잡한 풍수이론의 잣대로 살펴보
았는데, ｢상택지｣의 [水土]편에서는 이러한 형세론과 이기론을 모두 다 따져
서 훌륭한 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샘물이 달고 흙이 비옥한 땅을 찾
는 것이라고 하였다.
설령 집터의 음양과 向背가 풍수가의 집터 고르는 법에 모두 부합된다 해도 어
찌 막연하여 알 수 없는 장래의 禍福 때문에 눈앞의 절실한 이익과 손해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집터를 알아보고 전답을 구할 때, 샘물
이 달고 흙이 비옥한 땅을 찾았다면, 다른 요건들은 모두 물어 볼 필요도 없다.53)

｢상택지｣의 [論山谷陽基]에서는 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함부로 땅을 파거나
넓혀서 집터로 내려오는 기맥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54)고 하였지만, [論龍脈
穿鑿]55)과 [論鋤高益低]56)에서는 龍脈에 대해서도 평지의 택지에서는 필요하
다면 뚫을 수도 있으며, 땅을 돋우거나 깎아내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論山谷陽基]에서 말하는 것은 藏風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산
세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論龍脈穿鑿]과 [論鋤高益低]에서의 조정은 미세
한 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전자는 山谷陽基이고 후자는
平洋地에서의 陽基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성토를 위해서 흙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공력을 기
울여서 법식에 맞게 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기존에 있는 흙과 함께 어울
려서 무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묘지풍수에서 말하는 절대
지형 보존주의에 비해서 터의 조성에 관한한 상당히 융통성 있고 진취적이며

53) 縱使陰陽、向背盡合形家之法, 何可爲將來茫昧之禍福, 昧目下切身之利害哉? 故凡問舍求田, 苟得
泉甘土肥之地, 其他都不須問也. ≪金華耕讀記≫(林園經濟志 ｢相宅志｣, 앞의 책, 18쪽, [水土])
54) 위의 책, 8쪽, [論山谷陽基]: 凡山谷陽基最要藏風, 乘得龍氣爲吉, 切不可妄用掘鑿而寬之, 傷殘氣脈
≪增補山林經濟≫
55) 위의 책, 47쪽, [論龍脈穿鑿]: 山谷之穴, 龍脈細巧而結局亦小, 則不宜施工. 穿鑿恐傷生氣, 主人財
不吉. 平地之宅, 龍氣旺盛而結局亦大, 則縱些少工, 鑿亦無妨害, 蓋陽氣沈潛故也. ≪增補山林經濟≫
56) 위의 책, 47~48쪽, [論鋤高益低]: 砂或尖利, 有妨礙處, 當除則除之可也. 或砂有不足處, 可以截長補
短, 鋤高益低, 使適於中. 此雖客土, 如工力得法, 儼若天作, 久後自然相應, 吉矣. ≪增補山林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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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상택지｣에서의 논리향의 의미
팔로사로황천살의 의미는 집의 방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변환경, 특히 자연
환경의 거슬리는 부분의 방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골짜기나 물인데,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산사태나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고 간접적으로
는 바람이 일어나서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
는 것이다. 그것을 12포태법이라는 논리적 체계를 바탕으로 볼 때 기운이 최
종적으로 없어지는 방위 즉 墓에 해당하는 방위를 극히 흉한 방위로 보고 골
짜기나 물이 집의 향에 대하여 하필 그 방위에 있다면 더 흉하다고 본 것이다.
安碓나 磨의 방위에 대한 언급은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생활도구에 있어서 일종의 殺氣를 띠는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해야 되
는 지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소위 12포태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집주인의 생년갑자와 결부시킨 것이다. 방아와 맷돌이 농경사회에서
농산물을 인간의 식용재료를 만드는 최종단계에 사용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
겠다. 여기서 만들어진 재료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 되는 만큼, 생기
가 왕성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맷돌과 방아의 방위를 주인의 생년갑자를
기준으로 生旺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八宅法은 집의 방위와 대문위치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다.｢상택지｣에서 물
과 사람이 나가는 것을 하나의 출구로 일치시키는 것을 흉하게 보는 견해57)를
피력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取路法은 집안의 도로조건으로 팔로사로황천살이 자연조건에 대한 언급이
었다면 이것은 인공적 조건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
공조건과 자연조건이 모두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
는 것이다. 특히 집안의 교차로에 대한 언급으로 서로 만나는 각도에 따라 길
흉이 엇갈 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취로법에서의 직충로같은 것은 매우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풍수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대상 중에

57) 위의 책, 권1, 13쪽: [宅內出水雜忌] 水路充門, 悖逆兒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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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상택지｣에 등장하는 목성윤도의 형식과 그것의 활용법을 살펴
보고, 그 외 논리체계를 바탕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소위 논리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相宅志]에서 말하는 木星輪圖는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양택을 위한 것으로 소위 논리향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목성윤도는 ｢상택지｣의 [論砂應]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其方向, 皆用木星輪圖推之’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방위 측정도구이다. 목성윤
도는 24分金으로 된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살펴본 바와 같이 여
느 풍수나반과 다르지 않게 천간, 지지, 팔괘로 구성된 24방위가 있으며, 2층
은 북두구성을 正四方의 木星을 중심으로 각 방위별로 배속한 것이다. 각 방
위별로 배속한 특정한 논리는 알 수 없으나 木星, 太陰, 太陽, 金水, 天財는 吉
로 나머지 4개는 凶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찌되었던 목성윤도
로서 사람이 살집을 판단한다는 것은 집을 하나의 소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천상과 지상을 동일시하는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논사응]에서 제시한 吉砂로는 3가지 尖秀端圓砂, 卓筆砂, 堆甲屯軍砂이었
고, 頭側頂斜格이라고 하는 凶砂는 하나로서 探頭峯 즉 窺峯이었다. ｢상택지｣
에서 선호하는 좋은 봉우리가 필봉이고 가장 꺼리는 것이 규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길사의 기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기
운이 있다고 간주되는 24방위 중 특정방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규
봉과 같은 흉사가 어떠한 흉사가 되는 가에 대한 것은 목성윤도의 2층의 구성
방위 중 어떠한 흉방위에 있느냐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風射方]에서는 24
방위상의 바람의 방향에 따라 길흉을 논하였다.
｢상택지｣에서 다룬 논리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八路四路黃泉殺,
安碓, 磨方位에 대한 것이 있었고, 八宅法, 取路法이 있었다. 팔로사로황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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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대마방위의 길흉의 판단은 소위 胞胎法이라는 논리체계가 적용되었다.
팔택법은 팔괘의 여러 의미를 복합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팔괘를 가족구성원,
자연물 등에 대응하여 논리체계를 구성하고 적용하였다. 그 외 取路法에서는
直衝路와 斜路相交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논리향의 근거가 되는 논리들은 12
포태법, 천간지지오행론, 팔괘오행론, 음양론 등의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가치관의 표현방식이며, 동양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이기도
하였다.
｢상택지｣가 묘지조성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집과 집터
에 대한 것이기에 목성윤도로 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시의 상황으로 꼭
짚어야할 것은 주변산봉우리, 물줄기, 바람을 포함한 자연환경, 도로를 포함
한 인조환경, 방아나 맷돌 따위의 생활도구들, 대문의 방위라는 것이다. 현재
의 관점에서 ｢상택지｣에서 소위 ‘논리향’과 같은 복잡한 방위론을 언급하면서
자세한 논리적 근거나 부연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당시의 ｢상택지｣를 볼만한 지식계층사이에서는 이런 정도의 동양학적
내용은 상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
금처럼 다소 어렵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집터를 마련
하고 집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변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간다고 할 때, 목성윤도
를 동원하여 하늘과 땅의 세계를 관련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상택지｣나 목성윤도와 관련하여 다음 단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은 이론적
으로 제시된 이러한 법식들이 적용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어떻
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각 가문의 사족문서, 문집총
간, 산송자료에 나오는 윤도를 포함한 방위론의 길흉적 판단 등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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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ortune Telling of Measuring Orientation by
Moksung-Yundo(木星輪圖) from ｢Sangtaekji(相宅志)｣,
Imwonkyungjeji(林園經濟志)
Zho, In-Choul
Imwonkyungjeji(林園經濟志) is written by Seoyugoo(徐有榘, 17641845). Moksung-Yundo(木星輪圖), to be addressed in this study is a kind of
fortune telling compass. The structure of Moksung-Yundo is explained in
the volume Ⅰ of ｢Sangtaekji(相宅志)｣ attached after [addressing the
surrounding peaks, 論砂應]. Fortune telling of orientation measured by
Moksung-Yundo is based on a certain logic system. Moksung-Yundo, as
described in ｢Sangtaekji｣, consists of two layers and is used as a tool for
determining logic direc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lucky fortune, the
lucky peak like ‘brush pen over table 卓筆砂’ should be located at a specific
direction of 24 divided orientation that is considered to have the energy to
activate it. The identification of disaster caused by unlucky peak like
kyubong[窺峯, peeping peak], depends on which bad orientation of the
second layer of Moksung-Yundo it is in. There are many kinds of logic
directions covered in ｢Sangtaekji｣. The logic system of Potae[포태]-beob[法]
is applied to the judgement of Palrosaro[八路四路]-hwangcheonsal[黃川殺]
method. Paltaek[八宅]-beob[法] complexly combines several meanings of
Palgoe[八卦]. The logic system of Paltaek-beob formed and applied a logic
system to Palgoe in response to family members and natural objects. In
addition, the logic system of the direct facing roads[直衝路] and the oblique
cross roads[斜路相交] is applied in Chuiro[取路]-beob[法]. ｢Sangtaekji｣
contains the judgement of fortune by measuring direction with MoksungYundo and the orientation theory with a certain log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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