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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시 도교 술법(術法)의 수용 양상

- 정탁의 약포선조유묵을 중심으로 -*

박 종 천**1)

1. 서론

중국에서 술수(術數) 또는 술법(術法)은 특히 도교(道敎)와 밀접하
게 연관되어 전개되었다.1)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대체로 도교가 크게 
성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수는 도사(道士)가 아니라 굿을 하는 무당
이나 독경(讀經)하는 법사(法師) 및 일부 술사(術士)들이 전승하는 경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3). 본 논문은 한국역사민속학회의 214

차 월례발표회(2016. 5. 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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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다. 또한 산속에 은거하면서 수행하며 도(道)를 추구하는 일
부 선도(仙道) 수행자나 승려 등을 통해 전승되기도 했다. 중종(中宗)
대에 이미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한 뒤, 술수는 국가적으로 의례적 행
사를 거행하거나 돌아가신 분의 산소를 정하거나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
거나 혼인과 택일(擇日)을 할 때를 대비하여 점복(占卜)과 풍수(風水)
를 잡과(雜科)의 시험과목으로 삼거나 사용하는 등 일부 한정된 영역에
서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조선시대 술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개 정
치나 민속과 연관하여 풍수, 점복, 택일, 부적 등과 연관된 일부 한정적
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풍수는 조선 초기 국도(國都) 선정의 정치사
적 연구,2) 조선 후기 산송(山訟)과 연관된 사회사적 연구,3) 풍수 신
앙4)과 점복 및 택일과 연관된 중요 서적 소개5) 및 민간 풍속적 전개6) 
등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부적에 대한 논의 역시 민간의 세시풍속
과 벽사(辟邪)기능 등에 한정되어 있다.7) 

그러나 임진왜란을 비롯한 전쟁이나 조선이 망하는 국가적 위급상황
을 맞았을 때에는 술수에 대한 관심의 성격과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운명, 혼인, 장례 및 택일 등의 개인적 길흉화복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방식으로서 술
2) 대표적 연구로는 장지연, 고려 조선 국도풍수론과 정치이념 (성남: 신구문화

사,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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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논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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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2005) 참조.

5) 이수동, ｢조선시대 陰陽科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수

동, ｢조선 말기 명과학 시험교재 선택기요 연구｣, 장서각 33 (한국학중앙

연구원, 2014) 등 참조.

6) 김만태, ｢한국 택일풍속의 전승양상과 특징｣, 장서각 3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이수동, ｢조선후기 혼례택일 연구｣, 동양예학 34 (동양예학회, 2015) 

등 참조. 

7) 김영자,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영자, 한국의 벽사부적 (서울: 대원사, 2008) 참조.



임진왜란시 도교 술법(術法)의 수용 양상    83

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상시 시간, 방위, 
장소, 인연 등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던 것을 넘어서서 전쟁이라는 중대
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술적이고 비의적인 방식의 주문(呪文), 부록(符
籙), 수결(手訣), 의식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神)들의 개입
을 청원하거나 신적인 힘을 빌거나 자연의 기운을 직접 움직이려는 경
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심의 변화 양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의 약포선조유묵(藥圃先
祖遺墨)(보물 제494-8호)을 소개하려고 한다. 약포선조유묵은 임진
왜란 당시 정승으로 활약했던 정탁이 국난의 극복을 위해서 법술(法
術), 부록, 주문, 수결, 기문둔갑(奇門遁甲)과 육임(六壬) 등 중국 병가
(兵家)와 도교(道敎)로부터 비롯된 각종 술법(術法)들을 필사한 책이
다. 그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병법을 연구하는 한편, 
비의적인 도교 술법들까지 마다하지 않고 연구했다.

본고에서는 약포선조유묵이 임진왜란시 국난 극복을 위해 도교 술
법을 수용하는 맥락과 방식 및 수용된 도교 술법의 범위와 양상을 규명
하고, 그러한 술법 수용의 가치와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약포 정탁의 전쟁 중 활약상을 검토하면서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도교 술법을 수용한 맥락과 양상을 밝힐 것이다. 둘째, 약포선조
유묵이 지닌 자료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거기에 담긴 도교 술
법의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을 추론할 것이다. 셋째, 약포선조유묵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주술-의학적 처방, 전쟁 부적과 
작법, 신장과 신병 제련을 위한 법술, 전쟁 수행을 위한 수결, 전쟁 승
리를 위한 뇌법(雷法) 계열의 주문, 전쟁시 군대의 배치와 포진을 위한 
기문둔갑의 법술과 포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런 논의에 
근거하여 약포선조유묵에 담긴 도교 법술이 조선 후기 종교문화에 미
친 몇 가지 영향을 토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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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포선조유묵에 담긴 전쟁 술법의 수용

1) 전쟁 수행과 술법의 관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세와 전황에 대한 판단, 병사 훈련과 무기 

개발 등의 합리적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은 이
러한 합리적 예측과 준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 이 때문에 예부터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주술적이고 비의적
인 법술로써 신의 개입을 요청하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이러한 양상은 한대 황건적의 난이나 조선 말기 동학운동을 비롯한 
종교적 농민 저항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부적이나 주문 및 
의식 등을 통해 호풍환우(呼風喚雨)하고 천신(天神)과 신병(神兵)을 부
린다거나, 병가(兵家) 계열에서 전쟁시 활용하던 제갈량의 팔진도(八陣
圖)와 기문둔갑(奇門遁甲)에서 마방진(魔方陣)으로도 불리는 구궁(九
宮)을 태일(太一)의 구궁 이동 순서에 따라 신장(神將)들이 움직이는 
시간-공간의 변화를 읽어서 공격과 수비에 활용한다거나,8) 적절한 주
문을 외우고 특별한 의식을 실천하면 전쟁시 총알을 피하고 죽음을 면
한다는 등의 설명은 도교적 술수가 전쟁과 연결되어 나타난 양상이다.

이렇듯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각종 술수들은 병법(兵法)의 차원에
서 전쟁시 공격과 방어, 매복이나 포진(布陣) 등에 실제 적용되었으며, 
천문, 지리, 인사를 아우르며 역학(易學)과 주술을 포괄하는 수행적
(performative) 지식이자 기법이었다. 이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방식
을 넘어서서 수행적 차원에서 전쟁을 치르는 술법적 방식이었다.

8) 병가인 손자병법에는 “공격을 위해서는 구천(九天) 위로 움직이고 수비를 위

해서는 구지(九地) 아래로 숨는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천과 구

지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구궁을 이동하는 기문둔갑의 직부팔장(直符八將)으로

서, 각각 공격과 수비를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신장들이다. 孫子兵法 卷4, ｢
軍形｣. “善守者藏於九地之下; 善攻者動於九天之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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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술수는 도교 문파 내부에서도 비인부전(非人不傳)의 
전통으로 인해 비공개리에 사자상승(師資相承)되었을 뿐이고, 일반에게
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설혹 술수 관련 지식들이 민간에 유포되더
라도, 중요한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용된 채로 유통되었다. 이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했던 실제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은 도교 문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선에 오면 더
욱 심하게 나타났다. 유교적 이념에 철저했던 유학자들은 이런 술수를 
익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문집에 이러
한 술수 관련 자료가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필사본이나 고문서 
및 일기 일부에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안정복(安
鼎福, 1721~1791)을 비롯한 몇몇 유학자들은 주역점, 사주, 기문둔갑, 
자미두수 등을 공부한 흔적이나 실제 감명지를 남겼다. 그러나 그마저
도 대개 평상시 일상생활과 연관된 예측의 관심이었을 뿐이고, 신을 부
리거나 신의 도움을 청하는 주술적 주문, 부적, 의식을 남긴 경우는 거
의 찾아보기 힘들다.

주술적인 성격의 주문, 부적, 의식 등과 연관된 자료는 조선 말기에
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도교적 술수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조선 후기
에 민간에 유입되었던 옥추경(玉樞經)은 사도세자의 광증(狂症)과 연
결되면서 금서화되었지만, 독경(讀經) 법사(法師)나 일부 무속인 및 수
행자들 사이에 퍼졌다. 옥추경과 연관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사
회적 위기와 혼란을 정리할 신으로서 수용되어 근대 증산교 계열의 신
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와 연관된 주문이나 비의 등도 일정하
게 수용되었다. 실제로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공사
(公事) 퍼포먼스나 신성주(神聖呪)가 들어 있는 신도태을경(神韜太乙
經) 역시 이런 양상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도교의 제도적 안착이 좌절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
된 도교적 술수들이 주로 점복, 풍수, 택일처럼 개인적 길흉화복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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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일상생활에서 주로 미래 예측과 장소 선정 및 시간 선택 등에 국
한되어 활용되었다. 그러나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주
술적 효과를 지닌 수행적 기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주문, 부적, 의
례, 기문둔갑 등의 술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에서 16세기말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전쟁과 술법의 관계를 재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임진왜란은 파죽지세로 침략하는 일본의 기
세에 눌려 패배하던 조선의 군대에게 합리적 판단을 넘어서서 신의 도
움을 바라거나 신을 부려서 전쟁을 승리하는 각종 술법에 대한 수요를 
자극했다. 

2) 정탁의 도교 술법 수용과 약포선조유묵의 기록 시기
약포선조유묵의 필자인 정탁은 평소 경학(經學) 외에도 천문(天

文), 지리(地理), 역수(易數), 병가(兵家) 등에도 두루 능통했다. 특히 
팔진법(八陣法)과 육화진법(六花陣法) 등을 깊이 연구하여 국난을 수습
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으며,9) 무경총요(武經總要)를 병법에 활용하
고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의 서문을 썼을 정도로 병법에도 일가
견이 있었다.10) 그리하여 70세가 넘은 노년에도 평소 연마한 도교적 
술수와 병가의 병법을 적극 활용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데 기꺼이 앞장
섰다. 

선생은 천문(天文), 지리(地理), 상수(象數), 병가(兵家) 따위에 두루 능통했

으며, 팔진(八陣)과 육화(六花) 등의 병법에 대해서는 더욱 마음을 쏟으셨다. 

왜구들이 재차 침입했을 때 선생께선 연세가 이미 칠순을 넘었으나, 오히려 

사나이답게 앞장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비록 충분(忠憤)이 북받쳐 나

9) �藥圃集 卷6, 附錄, ｢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西原府

院君鄭公行狀｣. “菽水經學, 汎濫於天文·地理·易數·兵家之流, 無不旁通. 而於八陣·

六花等法, 尤深究著裏, 尋常若以身擔當, 救亂持危.”

10) 藥圃集 卷2, ｢與明儒胡煥｣; 藥圃集 卷3, ｢紀效新書節要序｣. 황만기, ｢정탁

(鄭琢)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 2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324-332쪽 참조. 



임진왜란시 도교 술법(術法)의 수용 양상    87

와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강구해 온 가운데에

서 말미암은 것이기도 했다.11)

약포선조유묵은 평소 천문, 지리, 인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 광범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특히 도교적 술수와 병가의 병법에도 두루 능통했던 
정탁이 임진왜란의 비상사태를 당하여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신비적인 도
술과 주술적인 술법까지도 적극 활용하여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던 고심
의 산물이었다. 요컨대, 병법의 활용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난극복
책이었다면, 전쟁에 유용한 각종 도교적 법술과 부적, 주문, 기문둔갑의 
술수 등을 망라한 약포선조유묵의 방식은 비합리적이고 주술적인 국
난극복책이었던 것이다.

그림 1. 약포선조유묵표지

11) 藥圃集, ｢藥圃先生年譜【錦堂】｣. “先生旁通天文·地理·象數·兵家之流. 於八陣·

六花等法, 尤致意焉. 當海寇再制, 先生年已過七耋, 而猶思男往直前, 不以爲難. 

雖出於忠憤所激不能自已, 而亦由於平日講究中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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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선조유묵은 33.9×28.4cm, 총51면의 저지(楮紙)에 오침선장
(五針線裝)으로 편철된 필사본으로서, 표지 왼쪽에는 대자(大字)로 ‘약
포선조유묵’(藥圃先祖遺墨)으로 쓰여 있고, 오른쪽에는 ‘용사잡록(龍蛇
雜錄)’으로 기재되어 있다.12) ‘유묵’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
은 정탁의 친필 기록을 후손들이 성책(成冊)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약포선조유묵은 저자의 독창적인 저
술이 아니라 전쟁에 유용한 도교 법술들을 접하는 대로 두서없이 모아
서 산발적으로 채록한 유묵이다. 약포선조유묵은 전반적으로 단정한 
정서(淨書)가 아니라 해서, 행서, 초서 등이 마구 뒤섞여 있으며, 동일
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산삭(刪削)되지 않고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신선(神仙)이 오병(五兵)을 피하는 관군(冠軍)의 법[神仙避五
兵冠軍法]｣과 ｢윤공(尹公)이 병인(兵刃)과 도적을 피하여 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법[尹公避兵刃盜賊不能近身法]｣ 및 ｢신선이 오병을 
피하는 관군의 법[神仙避五兵冠軍法]｣ 등은 유사한 내용이 중복된 채 
변형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도적을 잡아들이는 부적[收寇符]｣,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부적[伏虎符]｣ 등은 동일한 내용이 일정한 간격
을 둔 채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13) 이러한 변형과 중복 현상은 약포
선조유묵이 체계적으로 구상된 작품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면서 명나
라 외교관 혹은 군인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들을 산발적으로 수집할 때마
다 급하게 베껴서 채록한 저술임을 잘 보여준다. 

약포선조유묵에 초록된 내용들은 대체로 명나라로부터 유입된 자
료들이다. 예컨대, 조총(鳥銃)과 복량기(伏狼機)를 막아주는 방법을 설
명하는 것으로 보아서,14) 일본과 중국이 서양의 무기를 도립한 명(明)

12) 이 책은 목판으로 간행된 적이 없는 필사본 유일본으로서, 청주정씨 고평종중
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이며, 보물 제494-8호로 지정되었다. 2012

년 임진란 7주갑 특별전 임진전쟁, 그리고 420년의 기억 (안동: 한국국학진흥

원 유교문화박물관, 2012), 44-45 참조.

13) 鄭琢, 藥圃先祖遺墨, ｢神仙避五兵冠軍法｣, ｢尹公避兵刃盜賊不能近身法｣, ｢神
仙避五兵冠軍法｣, ｢收寇符｣, ｢伏虎符｣ 등 참조.

14) 鄭琢, 藥圃先祖遺墨, ｢應敵出行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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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으로 유입된 자료들인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본서에 채록된 자료들은 도교의 도관(道觀)에 보관되어 도사
(道士)들만 보던 비본(秘本)들 혹은 정통도장(正統道藏)처럼 국가적
으로 집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인 선본(選本)들이 아니다. 상당수
의 자료들은 정통도장에서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글자의 출입
과 변형을 고려해 볼 때, 정통도장보다는 오히려 서호이집(西湖二
集)처럼 명나라의 기층 민간사회에서 널리 유행했던 병가와 도교의 잡
다한 관련 자료들로부터 파생된 것들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정탁은 명나라의 민간사회에서 유행하던 도교 관련 자료들
을 언제 어떤 경로로 접하고 채록했던 것인가? 약포선조유묵의 작성
시기와 저본이 되는 자료의 유입경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현
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책에 담긴 내용 가운데 명대의 자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볼 때,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조선에 들어온 명나
라의 사신들이나 장수들 혹은 명나라에 갔을 때 만난 유학자들로부터 
습득한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탁은 1582년에 진하사(進賀使)로, 1589년 사은사(謝恩使)
로 두 차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명나라 원
병을 이끌고 온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 1536~1606)을 영접하는 
영위사(迎慰使)로서 명나라 장수들이나 지도자들과 교유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병법과 술수류의 전문지식을 습득했
을 가능성이 있다.15) 

그렇지 않으면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이나 역관(譯官) 등을 통해서 
얻은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 정탁은 본래 역학(易學)과 술수에 관심이 
많았다. 음력 1592(壬辰)년 6월 30일에는 그런 성향을 인지하고 있던 
역관 박인상(朴仁祥, 1562~?)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초씨역림(焦氏易林) 4책, 복서전서(卜筮全書) 6책, 연해자평(淵海
子平) 5책을 구입해 가지고 와서 정탁에게 전했다.16) 이렇듯 정탁은 

15) 황만기, ｢정탁(鄭琢)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315 참조.

16) 藥圃集 卷4, ｢雜著ㆍ避難行錄上｣. “六月 …… 初三日辛卯, 大雨. 譯官朴仁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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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역점(周易占), 육효점(六爻占),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 등 술
수류에도 관심과 소양이 깊었기 때문에, 기문둔갑과 도교 술법에도 관
심을 기울여서 서적들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약포선조유묵은 평소 술법에 관
심을 갖고 있던 정탁이 임진왜란 중에 직접 자료를 모아서 기록한 유묵
을 정탁 사후에 후손들이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사한 내
용의 변형과 중복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러 번
에 걸쳐 다양한 루트로 입수한 자료들을 채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포선조유묵의 저술 시기는 대략 임진왜란(1592~1598) 기간으
로 추정된다. 책 표지에 ‘용사잡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으로 볼 때, 
이 책은 정탁이 임진왜란 때 보고 들은 내용들을 기록한 동일 제목의 
용사잡록(龍蛇雜錄)(보물 제494-4호)과 함께 ‘잡록’(雜錄)의 형태로 
묶으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용사’(龍蛇)는 전쟁을 뜻
하는 용어로서, 용(龍)의 해를 뜻하는 임진(壬辰, 1592)년과 뱀[蛇]의 
해를 의미하는 계사(癸巳, 1593)년에 걸쳐 발발하여 7년동안 이어진 
국제전쟁인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용사’라는 용어는 ‘전쟁’ 외에도 ‘존
신(存身)’을 의미하기도 한다.17) 또한 약포선조유묵에는 전쟁시 목숨
을 지키는 법술, 부적, 주문 등이 나오기 때문에 ‘용사잡록’이란 표현은 
도교 법술에 근거한 존신술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책 말
미에 나오는 기문둔갑의 포국까지 포함하면, 이 책의 내용은 전쟁의 승
리와 생명의 보호를 위한 도교 법술의 기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저술 시기와 관련하여 기문둔갑 포국을 다룬 가령장(假令章)도 주의
를 요한다. 정탁은 기문둔갑 포국을 다루는 부분에서 옥녀대신(玉女大
神)의 강림을 청하는 음력 4월(巳月) 초하루 경술(庚戌)일은 월파지일
(月破之日), 등사요교(螣蛇夭矯), 천망사장(天網四張) 등의 흉한 격국이 
되는 반면, 제단(祭壇)을 세우고 옥녀대신에게 제사하는 음력 4월 15일 

自中朝出來, 與焦氏易林四冊·卜筮全書六冊·淵源子平五冊.” 여기서 연원

자평(淵源子平)은 연해자평(淵海子平)의 오기(誤記)이다.

17) 周易 ｢繫辭下｣. “龍蛇之蟄, 以存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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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일(甲子日) 미시(未時)는 ‘귀인등천문’(貴人登天門)과 ‘천강색귀호’

(天罡塞鬼戶)의 길한 격국이 된다고 대비시켰다.18) 이는 기문둔갑상 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길격(吉格)과 피해야 할 흉
격(凶格)을 가정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전후로 음력 4월 초하루가 경술일이 되고 음력 4월 
15일이 갑자일인 해는 1599년뿐이고, 1599년은 정유재란(1597~1598)
이 끝난 직후다.19) 그러나 1599년 4월 15일은 이미 전쟁이 끝난 뒤이
므로, 정탁이 1599년 4월에 전쟁 수행을 위해 실제로 이 기문둔갑의 
술법을 실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전쟁 승
리를 위한 기문둔갑 포국을 위한 가령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추론이다. 오히려 정탁이 정유재란이 한창이었던 1598년에 계속 전쟁
을 수행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다가올 1599년 4월의 
상황을 가정하여 천문역법의 계산에 따라 길격과 흉격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가령장을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선에서는 역서(曆書)가 간행되기 1년전인 1598년부터 이렇게 정확
하게 날짜와 간지(干支)를 분명하기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
대 역서는 반포 2년전부터 1년동안 계산하여 음력으로 전년 1월에 결
과를 제출했고, 반포 전년 4월경 인출을 시작하여 전년 동지(冬至) 20
일전에 인쇄를 완료했으며, 중국의 배포일인 음력 10월 1일에 맞추어 
전년 음력 10월 15일에 역서를 임금에게 진상하고 나서 배포하여 당해
년 음력 1월 1일에 사용을 시작했다.20) 실제로 정탁은 1599년으로 추
18) 鄭琢, 藥圃先祖遺墨. “承問卽選, 四月十五日甲子未時, 立壇, 祭玉女大神. 合貴

人登天門, 天罡塞鬼戶. 至十六日酉時, 生門與月奇正北向北, 召將如虔誠, 則丁·甲

之神見形, 是貴國之福也. 否則神附凡童, 增力助神氣, 可成一大將也, 一將亦敵萬

夫. 此日時得太陽之精及華蓋覆臨, 用事大有靈驗. 至戌時, 生門·月奇, 又轉地入

巽, 又得天遁, 則天神復降壇中, 顯威施聖, 大有靈驗. 非吾選也, 偶然遇此日也. 

但不可與非人言之, 亦不可使他人知, 秘之秘之, 至囑至囑.”, “四月初一日庚戌, 請

臨壇. 答曰, 生詳察此日, 庚戌午時, 爲月破之日, 諸事□爲之不合. 午時, 生星會于

西北, 而爲(螣蛇)夭矯, 爲凶象也. 未時, 天網四張, 況無奇·門. 申時, 亦無奇·門. 

酉時, 死臨神位. 戌時, 爲時干剋日, 爲極凶, 不宜作事.”

19) 가령장 내용이 1599년이라는 설명은 학술대회시 정재상 박사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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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음력 4월 15일을 입하절(立夏節) 내 갑자(甲子)일로 설정했으
며, 당일날 태양의 천체 운행 궤도[日躔]가 황도(黃道) 12궁의 유궁(酉

宮: 황소자리)인 대량(大梁)의 분야(分野)에 해당하고, 해당 12월장(月

將)이 종괴(從魁)이며 그에 대응하는 건제십이신(建除十二神)이 건(建)

이라고 설명했다.21) 따라서 역서가 배포되는 음력 1598년 10월 이후 
정탁이 1598년말 정유재란의 종전(終戰)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가 기문
둔갑 포국과 격국 설명 부분의 추가 집필 시점으로 추정된다.22)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명나라 인사들로부터 도교의 전쟁 술법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약포선조유묵을 계속 기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정탁은 평소 역학과 병법 및 술수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명나라 인사들로
부터 도교 술법을 입수해서 채록했고, 1598년말 끝나는 정유재란 기간 
중에 기문둔갑 포국 부분을 추가해서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정탁의 활동과 약포선조유묵의 자료적 성격

1) 약포 정탁의 생애와 임진왜란시 활동
정탁은 조선 중기 예천(醴泉) 출신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이

며,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圃), 백곡(栢谷), 시호(諡號)는 정간
(貞簡)이다. 고려 말에 청주 정씨들은 정오(鄭䫨, ?∼1359)와 그 아들 
정침(鄭賝)이 외가가 있는 안동에 입향(入鄕)한 뒤 세거했다. 정탁은 
1526(丙戌)년 10월 8일에 외가가 있는 예천 북쪽의 금당실[金堂谷] 

20) 박권수, ｢조선의 역서(曆書) 간행과 로컬사이언스｣, 한국과학사학회지 35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2013) 참조. 모두 음력 기준이다.

21) 鄭琢, 藥圃先祖遺墨. “立夏節內甲子日辛未時, 日躔大梁, 從魁出將.”

22) 빠르면 역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음력 1599년 1월 이후도 가능하다. 그러나 
명과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역서가 간행된 이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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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동(三九洞)에서 부친 정이충(鄭以忠)과 진사 한종결(韓從傑)의 딸
인 모친 평산 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증조부는 현감 정원로(鄭元老)
이고, 조부는 생원 정교(鄭僑)다. 9세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21세에 아
버지를 여읜 정탁은 안동 가구촌에 있는 본가에서 잠시 지내기도 했으
나, 주로 외가와 처가가 있는 예천에서 자리잡고 살았다. 23세에 관물
당(觀物堂) 반충(潘沖)의 딸 거제 반씨와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정탁은 숙부 정이흥(鄭以興)의 가르침 아래 공부하다가 17세에 이황
(李滉, 1501∼1570)을 사사하면서 조목(趙穆, 1524∼1606), 금난수
(琴蘭秀, 1530∼1604) 등과 교류했다. 1552년에 생원이 되었으며, 
1558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1565년 정언을 거쳐서 예조정랑, 헌납, 춘
추관기주관, 이조좌랑, 홍문관수찬, 도승지, 대사성, 강원도관찰사, 대사
헌, 이조참판, 예조판서, 형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판중추부
사, 영중추부사 등의 벼슬을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에 정탁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전쟁에 
적극 참여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에는 좌찬성으로서 의
주까지 선조를 호종했으며, 분조(分朝) 이후에는 세자 광해군을 호종했
다. 정유재란 때에는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솔선수범하여 전장에 직접 
나가려고 했으나 선조가 만류했다.

정탁은 전쟁 중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활약했다. 첫째, 명나라와 
원만한 외교관계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정탁은 1582년 진하사, 
1589년 사은사로 두 차례 명나라에 방문하면서 명나라 지도층과 친분
을 쌓았으며, 임진왜란에서는 영위사로서 명나라 원병을 영접하면서 명
나라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선과 명나
라가 합심하여 일본 군대를 물리치는 데 공헌했다. 둘째, 적극적인 인
재 천거와 언론 활동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전쟁 영웅들을 구원했다. 
정탁은 기축옥사(己丑獄事)를 비롯해서 억울한 옥사를 당한 인사들을 
변호했다. 1594년에는 곽재우(郭再祐, 1552~1617)와 김덕령(金德齡, 
1567∼1596) 등의 의병(義兵) 대장들을 천거했다. 전란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쓴 김덕령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소를 올려서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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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을 죽음에서 건져서 백의종군
의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각종 병법과 술수류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
하고 활용하여 전란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명나라로부터 수
용한 병법 지식을 활용하여 팔진법과 육화진법 등의 진법을 연구하고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을 바다와 육지 양면에서 함께 협공하는 수륙병진
협공책을 건의했으며, 조선과 왜적의 군사 무기와 특장점 등을 비교 검
토하여 대비책을 제시하는 한편, 도교적 법술과 기문둔갑의 술수 등 비
합리적 방법까지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약포선조유묵은 이
러한 고심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정유재란 직후인 1599년에 벼슬에서 물러나서 예천으로 돌아온 정탁
은 잇따라 내려 온 국왕의 요청에도 벼슬을 사양했다. 1603년에는 임
진왜란시 임금을 호종한 공으로 호종공신(扈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책봉되었으며, 왕명에 따라 충훈부(忠勳府)
에서 파견한 화공이 그의 화상(畫像)을 그렸다. 1640년에는 예천의 향
현사(鄕賢祠)에 제향되었으며, 1700년에는 예천의 도정서원(道正書院)
에 위패가 옮겨져서 제향되었다.

정탁의 학문은 실천적 지향이 강했으며, 경학과 역사는 물론 천문, 
지리, 상수, 병법 등까지 두루 섭렵하는 박학적 경향까지 갖추었다. 정
온(鄭蘊, 1569~1641)이 쓴 묘지명에 따르면, 정탁은 퇴계와 남명의 
훈도를 받아 평생 구이지학(口耳之學)이 아니라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연마했고, 경전과 사서에 두루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도 중용
(中庸)과 대학(大學)을 늘 암송했으며, 소학(小學)을 존신하여 
소학연의(小學衍義)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논리
의 정합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소학과 위기지학을 중시하는 실천적 지
향성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실천적 경향성을 실용의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당시에 잡학(雜學)으로 평가절하 당했던 병가와 술수류의 
지식까지도 포괄하는 박학적 연구자세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학문적 지향은 그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정탁은 실천적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평생을 일관했다. 그는 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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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명이 선도적으로 구현했던 ‘경(敬)’과 ‘의(義)’를 평생 실천했으며,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예컨대, 그는 명종(明宗)의 건강을 위해 교제사(郊祭祀)에 쓰는 향으로 
불공을 드리려는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명을 거부했으며, 임진왜란 당
시 명나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강화(講和)하려는 흐름이 일어나자 ｢척화
소(斥和疏)｣를 올려서 명나라 원병 없이 조선의 자주적 항전을 견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철저한 비판적 자세는 자칫 잘못하면 위
험을 자초하기 마련이므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언행이 
요청되었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권18 ｢선조조고사본말(宣祖朝故
事本末)｣에 의하면, 정탁은 젊은 시절 너무 민첩하고 날카로운 말투를 
누그러뜨리라는 조식(曺植, 1501~1572)의 충고를 수용하여 언제나 신
중한 언행을 견지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전쟁시 저술과 전쟁후 지역사회의 질서 복구
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전쟁과 관련하여 저술한 피난행록(避難
行錄)은 1592년 4월 30일부터 1593년 1월까지 임진왜란을 맞아 이루
어졌던 피난 과정을 소상하게 적고 행재소와 분조의 왕복 문서들을 기
재한 호종일기이며,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은 의주에서 영위사로서 
명나라 경략 송응창과 도독 이여송을 영접하면서 적은 보고서이다. 
1596년에는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사회질서의 복구를 위해서 예천 고
평동에서 고평동계(高坪洞契)를 실시했으며, 1602년에는 안동에서 기
효신서절요의 서문을 썼다. 문집으로는 약포집(藥圃集)이 있다.

2) 약포선조유묵의 도교 술법의 기원과 성격
약포선조유묵은 임진왜란에서 왜군(倭軍)과 전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도교적 부록, 주문, 기문둔갑 작법(作法)과 의식 등을 
모아서 기록했다. 따라서 이 책은 정탁이 독자적으로 저술한 단행본이 
아니며, 특정한 저술을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다. 명대 주즙(周楫)의 
서호이집이나 일용유서(日用類書)에 기록된 민간 도교 술법 자료와, 북
송(北宋)의 증공량(曾公亮)과 정도(丁度)가 찬술한 무경총요(武經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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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같은 병가의 병법 자료 등에서 전쟁에 유용한 내용을 두서없이 모
아서 산발적으로 채록한 것이다. 저본이 되는 자료들은 모두 임진왜란
을 전후하여 중국 명나라로부터 유입된 자료로 추정된다.

약포선조유묵에 기록된 내용의 저본이 되는 자료를 확정지을 만한 
단서를 정탁의 저술과 역사기록 등에서 명시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책의 구성과 특성을 고려할 때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전쟁에 직
접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비롯된 자료들을 급하게 두서없이 
채록한 것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특히 명대 만력(萬暦)년간(1573-1620)에 복건성(福建省)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출판되고 유통된 일용유서류의 일부 지식이 명나라 군인이나 

사신 등을 통해 정탁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23) 실제로 일본 학자

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중국일용유서집성에는 만용정종불구인(萬用正

宗不求人), 묘금만보전서(妙錦萬寶全書), 오차발금(五車拔錦), 삼

대만용정종(三台萬用正宗), 만서연해(萬書淵海), 오차만보전서(五車

萬寶全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묘금만보전서는 조선에서 언해

본(고려대 소장, 발췌본)이 만들어질 정도였기 때문에 명대의 일용유서 

중 일부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4) 일용

유서에는 영택(塋宅), 극택(剋擇), 복서(卜筮), 성명(星命), 상법(相法) 등

의 술수류 지식과 더불어 현교(玄教), 거병(祛病), 수진(修眞) 등의 도교 

법술과 수행법도 수록되었다.

따라서 정탁이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명나라 사신이나 군인들로부터 

23) 이하 일용유서 논의는 전적으로 서울대 김지현 교수의 가르침에 따랐다.

24) 酒井忠夫 監修, 坂出祥伸·小川陽一 編, 中國日用類書集成 全14卷(東京: 汲古

書院, 2000-2004) 참조. 이 집성에는 1597-1641년까지의 간본들이 집성되어 

있다. 일용유서류는 표제에 “사민만용(士民萬用)” 또는 “사민이용편관(四民利用

便觀)”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민간의 생활에 유익한 일용지식백과의 

역할을 했다. ‘일용유서’라는 용어는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 1904~1966)의 

법제사 연구를 통해 이들 유서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래, 종교사 연구부문에서 

사카이 타다오(酒井忠夫, 1912~2010)가 195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일용유서”

라고 총칭하면서 학문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酒井忠夫, 中國日用類書史の硏究

 (東京: 国書刊行会,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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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도교 술법 지식은 도교 도사로부터 직접 배웠다기보다는 명대에 

상당히 광범하게 민간에 유포된 일용유서류 지식들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약포선조유묵에 담긴 도교 술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
제로 명나라 장수들이나 인사들이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병가
류, 술수류, 도교류 자료들의 내용과 유사하다. 예컨대, 북송대의 무경
총요와 명대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를 비롯한 병가(兵家)
류 저술들, 육임대전(六壬大全), 둔갑부응경(遁甲符應經), 둔갑연
의(遁甲演義) 등 기문둔갑과 육임의 술수(術數)류 자료들, 서호이집
의 자료나 오차발금류의 일용유서 및 정통도장에 나오는 각종 도교
(道敎)류 자료들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지식들이 채록되어 있다.

특히 도교의 처방과 의식, 수결, 작법 등에 대해서는 주로 북송(北宋, 

960-1127)대 도교에서 성행했던 내용들이 많다. 예컨대, 정통도장의 
황제태을팔문역순생사결(黃帝太乙八門逆順生死訣), 비장현통변화육
음동미둔갑진경(祕藏通玄變化六陰洞微遁甲眞經), 구천응원뇌성보화천
존옥추보경집주(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註), 태상원양상제무
시천존설화차왕영관진경(太上元陽上帝無始天尊說火車王靈官眞經), 태
상현문조단공과경(太上玄門早壇功課經), 삼교원류수신대전(三敎源流
搜神大全), 도법회원(道法會元)에 실려 있는 ｢뇌정삼오화차영관왕원
수비법(雷霆三五火車靈官王元帥祕法)｣, ｢구천금궐시신혼원묘도증제뇌진
인전작용(九天金闕侍宸混元妙道曾濟雷眞人傳作用)｣, ｢고상신소옥추참감
오뢰대법(高上神霄玉樞斬勘五雷大法)｣, ｢뇌정삼요일기화차사자법(雷霆
三要一炁火雷使者法)｣ 및 각종 부적과 주문들은 대체로 북송대 도교 지
식들이 명대에 와서 일용유서까지 광범하게 확산된 내용들이기도 하다. 

한편, 약포선조유묵은 저본 자료가 만들어졌던 역사적 상황에 따른 
문자의 변형과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미숙 등으로 인해 오탈자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 명나라에서 유입된 자료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
된 것이거나 병법, 의학, 도교적 작법과 의식, 부록과 주문, 기문둔갑과 
육임 등의 술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모자라거나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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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을 고려하여 변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기문둔갑의 천봉
구성(天逢九星) 중에 ‘천예’(天芮)가 일관되게 ‘천내’(天內)로 잘못 기록
된 것이 기문둔갑 전문 용어에 대한 미숙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쟁에서 무기의 해(害)를 피하기 위해 쓰는 관군환(冠軍丸)이란 환약
을 설명하면서 ‘관군’(冠軍)을 조선에 도적처럼 무단 침략한 왜군을 뜻
하는 ‘구군’(寇軍)으로 표기한 사례, 부적을 묻는 장소를 동서남북과 중
앙을 뜻하는 ‘오로’(五路)에서 왜적이 지나는 길을 뜻하는 ‘적로’(賊路)
로 바꾼 사례 등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남해안을 통해 무단 침입한 왜
적을 술법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에 활용되는 병법, 주문, 부록, 기문둔갑의 작법, 포국, 의식 등
은 명대의 서호이집이나 일용유서들에 일부 실려 있는 것처럼 다양한 
민간전승으로 구전되다가 채록되어 전하는 경우도 있고, 군대나 도관에
서 장수들이나 도사들을 중심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비밀리에 구전
심수(口傳心授)되다가 병법서나 도교 문헌들에 실려서 간행되기도 했
다. 따라서 전승 경로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나타났으며, 민간전승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그 변형이 더욱 심해졌다. 

약포선조유묵에는 성격이 상이하고 출처가 다양한 자료들이 무작
위로 연결되어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고 변형되어 나타
난다. 따라서 정탁이 하나의 완정한 단행본을 베꼈을 가능성이 거의 없
다. 오히려 그가 명나라 장수들이나 인사들부터 접한 병법과 법술 중 
전쟁에 필요한 병법, 주문과 부록 및 기문둔갑 작법 등 일부 필요한 부
분만을 선별하여 급히 기록했거나, 명나라 장수들이나 인사들이 전쟁에 
필요한 지식만을 수진본처럼 지참하고 다녔거나 별도로 필사 혹은 채록
해 두었던 것을 그대로 베꼈거나 구전 전승을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4. 약포선조유묵의 구성과 내용

약포선조유묵은 전쟁시 필요한 병가와 도교 및 술수의 각종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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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선별하여 채록한 저술로서, 대체로 전쟁의 해를 피하는 주술-의
학적 처방, 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다양한 부적들과 주문들과 그에 
대한 설명들, 뇌신(雷神)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신들
의 도움을 받아 신병(神兵)을 제련하는 비밀스런 도교 의식들, 관상(觀
相)으로 기운과 색깔을 살펴서 길흉을 판단하고 신병을 빨리 움직이는 
비법, 손가락을 활용해서 신장(神將)과 신병을 제련하는 수결법(手訣
法) 혹은 겹법(掐法), 군대를 팔진(八陣)으로 배열하고 기문둔갑의 법
술(法術)을 수행하기 위한 의례적 방법과 제물(祭物) 진설 및 기문둔갑 
포국과 격국에 따른 길흉 판단 등으로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구성의 순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쟁의 해를 피하는 주술-의학적 처방
첫째, 약포선조유묵에는 전쟁의 해를 피하는 주술-의학적 처방(處

方)으로서 ｢신선(神仙)이 오병(五兵)을 피하는 관군(冠軍)의 법[神仙避
五兵冠軍法]｣과 ｢윤공(尹公)이 병인(兵刃)과 도적을 피하여 몸에 가까
이 오지 못하게 했던 법[尹公避兵刃盜賊不能近身法]｣및 ｢신선이 오병을 
피하는 관군의 법[神仙避五兵冠軍法]｣ 등이 동일한 내용인데도 제목을 
달리하여 본문 여기저기에 흩어진 채로 나타난다. 전쟁의 해를 피하기 
위한 처방에는 석자황, 석웅황, 백반석, 귀전, 반딧불, 백질려자, 철퇴병, 
단조회, 고양각 등의 약재들을 곱게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달걀
노른자와 붉은 수탉의 볏에서 낸 피와 반죽하여 만든 환약을 왼쪽 팔위
에 차고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환약을 종군시 허리춤에 
매고 평상시 문위에 걸어두면 전염병, 짐승의 독, 도적과 전쟁의 화를 
피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전쟁시 무기와 전염병의 해를 피하는 도교적 벽온거
사(辟瘟去邪)의 처방들인데, 의학과 도교 전설에서 비롯된 전문 용어들
이 원래와는 다르게 약간 변용되어 있다. 이 처방은 일반적으로 “관군
환(冠軍丸)” 혹은 “무위원(武威元)”으로 불리는 환약에 대한 전설과 사
용법 및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고(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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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시대의 무성자(務成子)가 남긴 처방이란 뜻에서 “무성자형화환(務成
子螢火丸)”으로 부른다. 천금익방(千金翼方)에 의하면, 관군장군(冠軍
將軍) 무위태수(武威太守) 유자남(劉子南)이 이 처방 덕분에 적과 싸우
다가 포위되었을 때 비 오듯 쏟아지는 화살들이 모두 몇 자 못 미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신인(神人)으로 여겨서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
는 고사에서 “관군환(冠軍丸)”이라고 쓰기도 한다. 도교의 황제태을팔
문역순생사결(黃帝太乙八門逆順生死訣)에는 “무위원(武威元)”으로 쓰
였으며, 서호이집 ｢마신선이 용을 타고 하늘에 오르다(馬神仙騎龍升
天)｣에서는 “무위환(武威丸)”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본래 지역명에서 
유래한 관군(冠軍) 혹은 무위(武威)의 환약으로 불리던 것이 약포선조
유묵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무단으로 조선에 침입한 도적 군대라
는 의미의 ‘구군’(寇軍)이라는 용어로 변형되어 왜군을 직접적으로 지칭
하게 되었다. 이 처방은 명나라까지 민간의 도사나 술사 또는 의사나 
병가(兵家)에서 실제로 널리 사용했던 방법으로서, 민간에서 다양하게 
유포된 전승의 채록들을 정탁이 명나라로부터 입수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처방법은 도교의학의 관점에서 기록된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도 
확인된다. 

2) 전쟁 수행을 위한 부적과 작법
둘째, 약포선조유묵은 적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부적들을 기재했다. 또한 부적을 만드는 방식인 작법(作法)과 
더불어 부적의 구성요소들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산형(散形)
과 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루는 취형(聚形)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약포선조유묵에 실린 부적과 작법은 주로 비장현통변화육
음동미둔갑진경(祕藏通玄變化六陰洞微遁甲眞經)의 내용과 유사하다.25) 

먼저, 약포선조유묵에서는 부적의 전체 형상을 나타낸 취형(聚形)
과 더불어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설명하는 산형(散形)을 도시하고 설명

25) 正統道藏･洞神部･方法類･祕藏通玄變化六陰洞微遁甲眞經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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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부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림 2. 追魂符 散形1 그림 3. 追魂符 散形2
그림 4. 追魂符 聚形 

예컨대, 악한 혼을 추적하여 제압하고 무고(誣告)를 막는 부적인 추
혼부(追魂符)는 하늘, 땅, 사람의 삼기(三奇)를 대응시켜 설명했다. 추
혼부의 산형에서는 하늘에서는 북두칠성(北斗七星)에 대응하는 땅의 삼
기인 을(乙), 병(丙), 정(丁)과 하늘의 삼기(三奇)인 해, 달, 별에 대응
하는 사람의 삼기인 정(精), 기(氣), 신(神)을 유기적으로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설명했다.26) 취형에서는 하늘, 땅, 사람의 삼기가 종합적으로 
연계된 전체 형상 아래에 사람의 성명(姓名)과 생시(生時) 및 일의 내
용을 쓴 뒤 계란(鷄卵) 한 개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나로 부적을 동여
매고 나서 계란을 깨뜨려서 부적에 반죽하여 붙인 후 합자(合子)에 넣
어서 귀문(鬼門) 방위에 묻는 부적의 작법(作法)도 설명하고 있다.27)

다음으로, ｢도적을 잡아들이는 부적[收寇符]｣,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부적[伏虎符]｣ 등은 전쟁에서 적을 사로잡거나 항복시키는 데 쓰는 부
적으로서,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26) 鄭琢, 藥圃先祖遺墨, ｢追魂符散形｣. “貪･巨･祿･文･廉･武･破, 地有三奇

乙･丙･丁. 天有三奇日･月･星, 人有三奇精･氣･神.”
27) 鄭琢, 藥圃先祖遺墨, ｢追魂符聚形｣. 此法, 先書人姓名･生時竝事意於符下, 用鷄

卵一箇･亂頭髮一縛符. 打碎鷄卵拌符入合子中. 作法埋於鬼門上, 不解〔不止〕, 

其人昏晦如醉. 此法, 可用壓惡人及誣告官司, 不可妄壓吉人, 反受其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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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收寇符 그림 6. 伏虎符 그림 7. 乙鬼符 

그림 8. 八門寶篆 그림 9. 九星靈符 그림 10. 功曹神符 그림 11. 寶神靈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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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각종 신장과 신병을 부리는 부적이 있다. 십간(十干) 중 을
(乙), 병(丙), 정(丁) 삼기(三奇)를 을귀(乙鬼), 병귀(丙鬼), 정귀(丁
鬼)로 삼아 신병(神兵)을 부리는 부적인 ｢삼기부(三奇符)｣, 기문둔갑의 
팔문(八門)을 새긴 부적인 ｢팔문보전(八門寶篆)｣, 기문둔갑의 천봉구성
(天蓬九星)을 새긴 ｢구성영부(九星靈符)｣, 기문둔갑의 공조(功曹), 곧 
십이월장신(十二月將神)을 새긴 ｢공조신부(功曹神符)｣, 기문둔갑의 보
신(寶神), 곧 귀인(貴人)을 새긴 ｢보신영부(寶神靈符)｣ 등은 기문둔갑
(奇門遁甲)에서 유래한 삼기, 신장, 구성, 팔문 등을 배치한 기문둔갑 
부적이다. 

특히 약포선조유묵에서는 전쟁과 직접 연관된 뇌부(雷部)의 신장
(神將)들을 소환하는 부적들과 그 구성 및 효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
고 있다. ｢주수부격(主帥符檄)｣, ｢주수두뢰부(主帥斗雷符)｣, ｢뇌자부(雷
字符)｣, ｢주수긴급가호(主帥緊急加號)｣, ｢주장화차부(主將火車符)｣ 등의 
부적들은 뇌법(雷法)을 수행하기 위해 도교에서 우주창조신인 반고진인

(盤古眞人)이자 최고신인 원시천존(元始天尊)이기도 한 선천도조(先天道

祖) 원양상제(元陽上帝)로부터 조사(祖師) 살공대진인(薩公大眞人), 주
수(主帥) 왕영관(王靈官) 등을 거쳐서 뇌공(雷公)과 오방만뢰사자(五方
蠻雷使者)에 이르기까지 뇌부(雷部)의 모든 신장들을 소환하는 부적들
이다. 

약포선조유묵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천신(天神)인 뇌부의 신장들
을 부르는 부적을 쓰는 순서와 방법 및 뇌신(雷神)들이 유래한 내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주수부격｣과 ｢주수두뢰부｣ 등은 도교 의식
인 존상(存想) 혹은 존사(存思)와 연관되어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뇌

부(雷部)를 이끄는 도교의 호법존신(護法尊神) 왕영관(王靈官)을 중심
으로 신병(神兵)을 제련(祭鍊)하여 몸에 붙이는 의식을 적은 ｢태을영장
비록혼련기병영문(太乙靈章秘籙混練機兵靈文)｣<선천주장연병부체비지
(先天主將練兵附體秘旨)>는 부적을 쓰는 작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
다. “부적을 쓰고 단(壇)을 세운 다음에 정좌(靜坐)하고 향을 사른다. 
먹을 갈고 붓에 주문을 걸며, 종이를 마름질한다. 정성껏 신(神)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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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몸을 신(神)으로 변화시키고 생각을 안정시킨다. [심화(心火)가 
타올라서 밝아지길 기다렸다가 먹을 갈고 붓을 대어 부적을 쓴다.]”28)

그림 12. 主帥符檄 그림 13. 主將火車符

3) 신장(神將)과 신병(神兵)을 제련하는 법술
셋째, 약포선조유묵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교 의식

들을 수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뇌법과 연관된 ｢주수부격
｣은 뇌부의 신들을 신병으로 제련하는 의식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의
식은 부적을 쓰고 제단을 설치하며 정좌하고 향을 사르는 과정을 통해 

28) 鄭琢, 藥圃先祖遺墨, ｢太乙靈章秘籙混練機兵靈文･先天主將練兵附體秘旨｣. “書

符, 立壇. 靜坐, 焚香. 磨墨, 呪筆, 裁紙. 用功凝神, 化身定想.[俟心火炎明, 方
磨墨下筆, 書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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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집중하고 인간의 몸이 뇌부의 신을 신(神)이 되는 화신(化身)을 
이루고 ‘존상’을 통해 삼매[定]에 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시(內
視), 존시(存視), 존사(存思)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존상(存想)은 신체
에 머무는 체내신(體內神)과 교감하고 그 이미지를 상상하며 정신을 집
중하는 의식이다. 

이 과정에서 먹과 붓에 주문을 거는 주묵(呪墨)과 주필(呪筆) 및 주
문(呪文)으로 이어진다. 주묵은 “옥추신강(玉樞神罡) 봉교진왕(奉敎眞
王) 파지소뢰(破地召雷) 주멸흉앙(誅滅兇殃) 관기오부(關起五部) 대강
신광(大降神光) 주아필연(注我筆硯) 서전천장(書篆天章) 급급여율령(急
急如律令)!”이고,29) 주필은 “오수오뢰정법(吾授五雷正法) 장악뇌정(掌
握雷霆) 납즉호신진택(納則護神鎭宅) 출즉치병거사(出則治病祛邪) 신기
만통(神炁萬通) 관아주화(貫我冑華) 수집철필(手執鐵筆) 소탕요사(掃蕩
妖邪) 급급여율령(急急如律令)!”이며,30) 주문이 걸린 신필(神筆)에 존
상(存想)을 통해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하는 주문은 “신필령령(神筆靈
靈) 남방화신(南方火神) 서부살귀(書符殺鬼) 단절사신(斷絶邪神) 급급
여율령(急急如律令)!”이다.31) 이 과정에서 “남방(南方) 심기(心炁)를 
취하여 붓에 불어넣으며 심화(心火)가 타오르는 것을 상상한다.”32) 이

29) 鄭琢, 藥圃先祖遺墨, ｢太乙靈章秘籙混練機兵靈文･先天主將練兵附體秘旨｣. “옥

추신강이여! 봉교진왕이여! 대지를 깨뜨리고 우뢰를 불러서 흉귀와 재앙을 없

애주소서. 오부 뇌신에게 아뢰오니 신광을 크게 내려주어 제 붓과 벼루 전서와 

하늘의 문자에 부어주소서. 급급여율령!” 法海遺珠卷21, ｢元皇寳劄｣ 참조.

30) 鄭琢, 藥圃先祖遺墨, ｢太乙靈章秘籙混練機兵靈文･先天主將練兵附體秘旨｣. “나

는 오뢰의 정법을 받아서 뇌정(雷霆)을 장악했노라. 안으로는 정신을 보호하고 

집안을 진정시키고, 밖으로는 병을 치유하고 사기를 물리치노라. 신묘한 기운

이 모든 곳에 통하여 내 후손으로 이어지리라. 손에는 철필을 들고 사악한 요

괴를 소탕하노라. 급급여율령!” 道法會元 巻81, ｢九天金闕侍宸混元妙道曾濟

雷眞人傳作用｣ 참조.

31) 鄭琢, 藥圃先祖遺墨, ｢太乙靈章秘籙混練機兵靈文･先天主將練兵附體秘旨｣. “신

필은 영묘하고도 영묘하니, 남방의 화신은 부적을 써서 잡귀를 죽이고 삿된 귀

신을 완전히 없앨지어다. 급급여율령!”

32) 鄭琢, 藥圃先祖遺墨, ｢太乙靈章秘籙混練機兵靈文･先天主將練兵附體秘旨｣. “取
南方心炁, 呵筆, 想心火炎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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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법술은 화(火)인 우레의 힘으로 요사한 기운을 물리치고 신묘한 
기운을 소통시키는 뇌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방(南方), 화신(火神), 심

기(心炁), 심화(心火) 등 오행(五行)상 대응하는 방위, 신격, 신체, 기운

을 연관시키고 붓에 그 기운을 불어넣으며 이미지를 상상하는 존상(存

想)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주수두뢰부｣와 연관된 ｢구천(九天)이 육갑(六甲)과 육정(六
丁)의 신병(神兵)을 제련(祭練)하여 만드는 비지(秘旨)｣와 ｢구천현녀
(九天玄女)가 신병(神兵)을 제련(祭練)하여 미리 몸에 붙이는 중요한 
비지(秘旨)｣ 등은 신들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안겨줄 신병(神兵)을 제
련(祭練)하는 비밀스런 도교 의식(儀式)의 방식과 과정을 기록했다.

그림 14. 굉살차 

먼저, ｢구천현녀(九天玄女)가 신병(神兵)을 제련(祭練)하여 미리 몸
에 붙이는 중요한 비지(秘旨)｣에 의하면,33) 구천현녀가 신병을 제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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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술은 주수두뢰부(主帥斗雷符)를 쓰는데, 물그릇을 만들고 갑마(甲

馬)로 덮어 둔다. 땅위에 그 물 한 모금을 뿌리고, 천문(天門)과 지호

(地戶)에 이르면, 그것들 모두에 물 한 모금씩을 뿜는다. 왼쪽 다리로 

땅을 밟으며, 땅에 검으로 선을 긋는다. 뇌부의 주수(主帥)인 왕영관을 

중심으로 의식용 수레의 사방에 뇌모(雷母) 수문영(秀文英), 장원백(張

元伯), 유원달(劉元達), 뇌공(雷公) 조충(照沖) 등 뇌부 신장들의 이름으

로 삼오화차(三五火車) 혹은 굉살차(轟煞車)를 장식하고 나서, 주문을 

건다.

이후에는 신체의 각 부위와 연관된 다양한 신들의 비밀스런 이름과 

그에 상응하는 주문들을 염송하고 신체에 뇌신(雷神)들이 실려서 전동

(轉動)하는 모습을 존상(存想)하면서 법술을 수행한다. 도사는 이 과정

에서 천근결(千斤訣)을 비롯한 각종 수결을 사용하거나 천체의 움직임

과 연계된 ‘답강보두(踏罡步斗)’의 의례적 보법(步法)을 펼친다. 약포선

조유묵은 의례적 보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뇌신이 몸에 붙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운천감지”(運天撼地)를 염송하고 하늘을 우러르면 천문(天門)이 열리고, 땅

을 의지하면 지호(地戶)가 찢어진다. 한 번 구르면 천지(天地)가 움직이고, 두 

번 구르면 일월(日月)이 어두워지며, 세 번 구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네 번 

구르면 혼백(魂魄)이 몸을 떠나며, 다섯 번 구르면 산악을 옮기고, 여섯 번 구

르면 36태광(台光)을 거두어 잡으며, 일곱 번 구르면  8만 내영(內影)을 거두

고, 여덟 번 구르면 8만 4천 정광(精光)을 거두며, 아홉 번 구르면 뇌신(雷神)

이 빨리 몸에 붙는다.34)

다음으로, ｢구천(九天)이 육갑(六甲)과 육정(六丁)의 신병(神兵)을 
33) 鄭琢, 藥圃先祖遺墨, ｢九天玄女祭練神兵預要附體一宗秘旨｣. “主帥斗雷符作用

水碗, 甲馬蓋之. 噀水一口於地上｡ 及天門･地戶, 皆噀水一口, 以左脚一踏地, 刃決

於地. 裝車.”

34) 鄭琢, 藥圃先祖遺墨, ｢九天玄女祭練神兵預要附體一宗秘旨｣. “念運天撼地. 仰

天, 天門開; 依地, 地戶裂. ○一轉, 天地動; 二轉, 日月昏; 三轉, 精神迷; 四轉, 

魂魄離身; 五轉, 移山倒岳; 六轉, 收捉三十六台光; 七轉, 收八萬內影; 八轉, 收

八萬四千精光; 九轉, 雷神速附體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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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祭練)하여 만드는 비지(秘旨)｣도 신병을 제련하는 법술을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했다.35) 신병의 제련을 위해서는 먼저 육갑단(六甲壇)을 
세우고 팔문(八門)을 배열한 다음에 팔문(八門), 구성(九星), 삼기(三
奇), 육의(六儀), 공조(功曹), 직부(直符), 직사(直使), 구천현녀(九天玄
女), 육갑(六甲)과 육정(六丁)의 신위(神位)를 안설(安設)한다. 이어서 
성황사(城隍社)에서 육갑(六甲)의 직부(直符)에게 명하여 신장들을 소
환하는 첩을 발하고 기문둔갑의 원리에 따라 해당 날에 맞게 방향을 맞
추어 옥녀반폐국(玉女反閉局)을 설행한다. 이때 북두칠성을 밟는 의례
적 보법인 “답강보두(踏罡步斗)”를 행하면서 신(神)에게 점괘를 구하는 
갈주(喝籌)를 행하면서 도교 법술을 진행한다. 기문둔갑상 길한 시간에 
맞추어 기문(奇門), 구둔(九遁), 삼사(三詐), 오가(五假) 등 길한 조건
을 갖추어 신장(神將)과 군사(軍士)를 모두 팔문(八門)에 배열하고 신
을 부르는 자호(字號)를 쓰고 주문을 염송하면서 천병과 신장을 사람의 
몸에 실리도록 만들어 신병을 제련한다.

약포선조유묵에는 각종 신들의 호칭을 부르고 주문을 염송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뇌신(雷神)이 인간의 몸에 붙어서 전동(轉動)하여 신
병으로 제련되는 방식 외에도 도교 의식으로 제련된 신병들이 날아가듯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연병비주법(練兵飛走法)과 신병의 행군에 쓰이
는 신행산방(神行散方), 신병과 임금 및 왜적들이 지닌 신광(神光)의 
기운과 색깔을 살펴서 길흉(吉凶)과 선악(善惡)을 예측하는 일종의 관
상법(觀相), 주문이 걸린 먹, 붓, 물을 사용하는 의례적 방법, 신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제사뇌신심인(諸司雷神心印) 등도 있다. 

이렇듯 하늘을 다스리며 전쟁을 담당하는 뇌부(雷部)의 모든 신장들
을 소환하는 뇌법(雷法)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의식들, 각종 부적에 
쓰는 다양한 도교 신명(神明)들의 비밀스런 자호들을 호명하고 각종 주
문과 의식을 병행함으로써 전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법술들은 주
목할 만하다. 

35) 鄭琢, 藥圃先祖遺墨, ｢九天祭練六甲六丁神兵作用秘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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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 승리를 위한 수결(手訣)
넷째, 약포선조유묵에는 도교전통의 다양한 수결(手訣)이 소개되었

다. 예컨대, 신병 제련을 위해 사용된 천근결(千斤訣)과 더불어 ｢신장과 

신병을 제련하여 둔갑하는 수결법[練將練兵遁甲訣法] ｣을 통해서 좌검

결(左劍訣), 우검결(右劍訣), 금패(金牌), 옥인(玉印), 청뢰결(靑雷訣), 뇌

국(雷局), 우수진무결(右手眞武訣), 육정결(六丁訣), 팔묘결(八廟訣), 천
정결(天丁訣), 구병결(驅病訣), 철쇄결(鐵鎖訣), 혼원조사(混元祖師) 심

인(心印), 귀결(龜訣), 박귀결(縛鬼訣), 착귀결(捉鬼訣), 착괴결(捉怪訣), 

구충황결(驅蟲蝗訣), 천심결(天心訣), 해주결(解呪訣), 칠성결(七星訣), 
변신결(變神訣)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신병의 제련에 앞서 마련한 
신단에서 갈주를 한 다음, 오후(午後) 3음시(三陰時)에 이르러 먼저 길
문(吉門)의 방위나 감(坎), 리(離), 진(辰)의 방위에 있으면서 화차(火
車)의 자호(字號)를 쓰고 나서 천근결을 짚는 과정을 거쳐서 천장(天
將)이 몸에 붙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결은 전쟁 승리를 
위한 도교 법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는 방식이다. 

5) 전쟁 승리를 위한 뇌법(雷法) 계열의 주문  
다섯째, 약포선조유묵는 전쟁 수행에 유용한 주문들을 다수 소개하

였다.
먼저, 전쟁시 천신과 천병을 동원하는 주문으로서, 구천(九天)의 호

령(號令)에 따라 천신(天神)과 천병(天兵)을 출동시키고 거두어들이는 
초장주(招將呪)와 회신주(回神呪)의 주문, 출병기(出兵旂)와 수병기(收
兵旂)에 쓰는 주문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신병을 출동시키는 출병기
(出兵旂)에는 홍색(紅色)으로 “구천호령(九天號令) 급소천신(急召天
神)”이라고 쓰고, 신병을 거두어들이는 수병기(收兵旂)에는 황색(黃色)
으로 “구천호령(九天號令) 속수천신(速收天神)”이라고 쓰며, 신장을 불
러들여 몸에 붙여서 전쟁에 나아가는 초장주(招將呪)에는 “천병천병(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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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天兵) 강부신동(降付神童) 오금출전(吾今出戰) 대전신통(大展神通) 
오봉구천호령(吾奉九天號令) 급소만신(急召萬神), 칙(勅)!”이라고 했고, 
신장을 몸에서 분리해서 돌려보내어 전쟁을 멈추는 회신주(回神呪)에서
는 “천병천병(天兵天兵) 잠리범동(暫離凡童) 오금휴식(吾今休息) 소득
유정(少得留停) 오봉구천호령(吾奉九天號令) 속수신병칙(速收神兵), 칙
(勅)!”이라고 했다. 

그밖에도 좌우수항흉이목자호(左右手項胸耳目字號)와 금쇄목주(金鎖
目呪), 왕자호(王字號)와 부체비위자호(附體秘諱字號)와 마수부(馬帥
符)와 백사부(白蛇符), 구자영거자호(九字靈車字號)와 오악성제자호(五
嶽聖帝字號)와 백착부(白捉符), 체신자호(體身字號)와 이견액안구수두
각배자호부(耳肩額眼口手頭脚背字號符)의 경우처럼 신들의 자호를 쓰면
서 병행하는 주문들, 존상(存想)을 하면서 먹과 붓과 물에 거는 의례적 
주문들, 주수부격(主帥符檄)과 뇌자부(雷字符) 등에 병행하는 주문들, 
연병비주법의 주문, 천신의 강림과 뇌신의 전동(轉動) 및 혼백 이산을 
위해 외는 주문들, 군대의 소환과 출병 등을 위해 쓰는 수병결(收兵訣)
과 발병결(發兵訣) 주문 등이 있다. 

특히 뇌법(雷法)과 연관된 주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뇌신을 부리
는 주문으로 중요하다. 예컨대, 이러한 주문으로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
을 평안토록 만들기 위해 상청경(上淸經)에서 비밀스럽게 전하는 신
병 제련 주문인 ｢상청경 비전 조국안민 연병신주(上淸經秘傳助國安民練
兵神呪)｣, 뇌부를 이끄는 원수 왕영관(王靈官) 주문, 뇌부의 신장들을 
소환하여 천하의 각종 마귀(魔鬼)들을  쫓아내고 도법(道法)에 따라 온
갖 생령(生靈)들을 구제하는 주문인 뇌부삼십팔수총주(雷部三十八帥總
呪) 등이 있다. 천계(天界)의 최고 하늘인 삼청경(三淸境) 중 옥경(玉
境)의 뇌성(雷城)에 머무는 뇌제(雷帝)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
雷聲普化天尊)과 그를 돕는 뇌신(雷神) 혹은 뇌공(雷公)이 이끄는 뇌부
(雷部)에는 오뢰신(五雷神), 오원수(五元帥), 장군(將軍), 진군(眞君), 
원군(元君), 사자(使者) 등을 포함하여 36명의 신장(神將)들이 있다. 

이밖에도 소림산가람주(少林山伽藍呪)는 오악(五嶽) 중 으뜸인 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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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嵩嶽)의 신성성과 그 속에 있는 소림사(少林寺)의 무술 전통을 강조하
고 그와 연관된 도교 신격들을 소환하여 전쟁의 승리를 도모하는 주문
이다. 이 주문은 구천(九天)의 호령에 따르는 용맹한 전쟁신장 나탁삼
태자(那叱三太子)와 이천왕(李天王), 팔대금강장(八大金剛將), 공조(功
曹), 직부(直符), 부사(符使), 정갑신(丁甲神), 원수(元帥), 천군(天君), 
원군(元君), 사자(使者) 등을 비롯한 도교의 각종 천신(天神)과 36천장
(天將)들을 제단으로 소환하여 병사들의 몸에 강림하게 해서 적군을 격
파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군대의 배치와 포진을 위한 기문둔갑의 법술과 포국
여섯째, 약포선조유묵은 병가(兵家)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문둔갑

(奇門遁甲)을 활용하기 위한 법술과 포국 방법을 담고 있다.
먼저, 기문둔갑의 구궁(九宮)에서 가운데 중궁(中宮)을 뺀 팔진(八

陣)에서 신병을 제련하기 시작할 때 쓰는 제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팔
진기조제물’(八陣起操祭物)은 향(香) 3묶음[束], 지마(紙馬), 탁자(卓
子) 15개, 등(燈) 2잔(盞), 기름 2근(斤) 또는 촛불 몇 쌍(雙), 고검
(古劍) 1자루[柄], 황지(黃紙) 50장(丈), 병사(兵士) 8인, 나무나 진흙
으로 만든 패위좌(牌位座), 북[鼓]과 징[鑼] 2개, 배석(拜席), 정주(淨
酒) 1병(甁), 과공(菓供) 또는 떡[饝饝] 종류, 다주(茶酒), 녹포(鹿脯) 
또는 양간(羊肝), 흰수탉[白雄鷄] 1마리[隻]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약포선조유묵은 전쟁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문둔
갑(奇門遁甲)과 육임(六壬)의 원리에 따라 시간과 방위를 배치하는 포
국(布局)을 하고 그와 연관된 법술(法術) 의식을 설명하였다. 앞서 설
명한 바 있듯이, 정탁은 4월 15일 갑자일(甲子日) 미시(未時)와 4월
(巳月) 초하루 경술(庚戌)일의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곧바로 기문
둔갑반과 육임반을 포국하고 그에 따른 격국과 길흉을 논했다. 예컨대, 
4월 15일 갑자일(甲子日) 미시(未時)는 “귀인(貴人)이 천문(天門)에 
오르고 천강(天罡)이 귀호(鬼戶)를 막는” 길한 시간이므로 기문둔갑의 
조건에 맞추어 답강보두와 갈주를 비롯한 각종 도교적 법술을 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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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16일(乙丑) 유시(酉時)와 술시(戌時)도 천둔(天遁)과 중사(重
詐) 등의 좋은 격국이 형성되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4월(巳月) 초하루 경술(庚戌)일은 오시(午
時)가 “귀인이 천문에 오르거나 천강이 귀호를 막지만” 등사요교(螣蛇
夭矯)의 흉한 상(象)이 있고, 미시(未時)는 천망사장(天網四張)의 흉한 
격국이며, 신시(申時), 유시(酉時), 술시(戌時) 등은 모두 기문(奇門)상
으로 지극히 흉(凶)해서 전쟁에 나서면 안 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36)

이는 전쟁에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에 
대한 공격과 수비를 준비하려는 정탁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약포선조유묵 말미에는 ‘귀인이 천문에 오르고 천강이 귀호를 막는 격
국’을 설명하면서 기문둔갑과 육임의 원리를 활용하여 포국(布局)할 때 
생기는 혼동이나 의문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정탁은 “천문(天門)에 해
당하는 해궁(亥宮)에 태음(太陰)이 오는 것을 ‘귀인(貴人)이 천문(天
門)에 오르는 격국’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졌다. 이는 “육임
의 방식대로 12천장(天將)을 붙여가게 되면 지반(地盤)의 해(亥)에 귀
인이 아니라 태음이 임하게 되니, 귀인은 축(丑)에 있고 태음이 천문에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제기한 것이다. 육임(六壬)에서는 
귀인을 지반에 가한 뒤에 지반의 십이지지궁(十二地支宮)을 순행(順行)
하여 축(丑)을 기준으로 귀인(貴人), 등사(螣蛇), 태음(太陰), 육합(六
合), 구진(勾陳), 청룡(靑龍), 천공(天空), 백호(白虎), 태상(太常), 등
사(螣蛇), 태음(太陰), 천후(天后) 순으로 축궁(丑宮)부터 자궁(子宮)까
지 십이천장을 시계방향 차례대로 붙여나간다. 그러나 ‘귀인이 천문에 
오르는 격국’은 천반(天盤)의 귀인인 축(丑)이 지반(地盤)의 해(亥) 위
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정탁은 천반의 축과 지반의 축을 혼동하지 말

36) 약포선조유묵의 기문둔갑 포국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전쟁에 길하

거나 흉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작사(作事)에 길하거나 흉하다고 표현했다. 그러

나 약포선조유묵 전체가 전쟁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고, 가령장에서 “단을 쌓

고 옥녀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설명한 부분을 고려할 때, 기문둔갑의 포국

과 적용은 모두 신병을 제련하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교 법술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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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포선조유묵은 기문둔갑에 대한 일천한 이해로 인해 몇 가

지 오류를 드러내기도 했다. 약포선조유묵 말미에서는 기문둔갑 포국
시 형성되는 격국과 길흉 판단에 대한 논의에서 “4월 초하루 경술일(庚
戌日) 미시(未時)는 천망사장(天網四張)인데, 하물며 기문(奇門)도 없
다. 신시(申時)에도 기문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오류다. 실제로 양둔
9국의 경술일 갑신시(甲申時)의 포국에는 천망사장이 나타나고, 기문둔
갑에서 길한 격국을 형성하는 삼기(三奇)와 심길문(三吉門)마저도 없어
서 극히 흉한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갑신시에는 곤궁(坤宮)에 천반
의 계(癸)가 지반의 계에 임하여 천망사장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천반
과 지반이 똑같은 복음격(伏吟格)이 된다. 진궁(震宮), 리궁(離宮), 태
궁(兌宮)에도 삼기가 없다. 다만 건궁(乾宮)은 예외적으로 만사형통하
는 진사(眞詐)의 길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서북쪽으로 가면 좋다. 
그러나 계미시(癸未時)에는 정탁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 그러한 흉격
이 나타나지 않는다. 계미시는 천망사장도 아니고 기문도 있으며, 건궁
(乾宮)은 천반의 을(乙)이 지반의 정(丁)에 가해져서 삼기가 나타나고 
있고, 리궁(離宮) 역시 왕상(旺相)한 병기(丙奇)가 있으며, 우둔(雨遁)
의 좋은 격국을 이루고 있다.

그림 15. 정탁의 기문둔갑반 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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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오류가 있는 기문둔갑반 

 
그림 17. 오류 수정 기문둔갑반 

또한, 정탁은 기문둔갑반의 작성에서도 일부 오류를 범했다. [그림 
15]와 [그림 16]은 정탁이 입하절(立夏節) 내의 갑자일(甲子日) 신미
시(辛未時)에 맞추어 포국(布局)한 기문둔갑반(奇門遁甲盤)인데, 포국
상의 오류가 있다. 무경총요, 육임대전, 둔갑연의 등에 나오는 기
문둔갑의 원리에 의거하면, [그림 17]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예컨대, 
건궁(乾宮)의 천반(天盤)은 “갑신경”(甲申庚) 대신 “갑인계(甲寅癸)”로 
수정해야 하고, 진궁(震宮)의 천반은 “을”(乙) 대신 “갑신경”(甲申庚)으
로 수정해야 하며, 태궁(兌宮)의 천반을 “갑오신”(甲午辛) 대신 “갑자
무”(甲子戊)로 수정해야 하고, 곤궁(坤宮)의 천반은 “갑술병기(甲戌丙
己)” 대신 “을”(乙)로 수정해야 한다. 

4. 약포선조유묵의 가치와 의의

약포선조유묵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 명나라의 원병을 청하는 외교적 방식과 무기 개발과 병법 운용의 합
리적 방법에 더하여, 명나라에서 유입된 병가(兵家)와 도교(道敎) 및 
술수류의 지식들을 동원하여 주술-의례적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고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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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저술이다. 정탁은 임진왜란 전후로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고 외교
관계를 담당하면서 도교적 술법을 수용하였으며, 전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팔진법(八陣法)과 육화진법(六花陣法) 등의 병법
과 더불어 도교적 술법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탐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쟁에는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
재한다. 정탁은 그러한 변수들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들의 영역으
로 이해하고, 기문둔갑의 술수를 통해 전쟁과 연관된 초인간적 변수들
을 기(氣) 혹은 신장(神將)과 천병(天兵)들의 움직임으로 예측하려 했
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러한 초인간적 변수들을 활용하려고 했던 정
탁의 고심은 신병을 제련하는 도교적 의식(儀式)과 법술(法術), 주문과 
부적, 수결, 기문둔갑과 육임의 술법 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약포선조유묵은 임진왜란 당시 전쟁에 쓰는 각종 도교적 
의식, 법술, 주문, 부적, 수결, 기문둔갑과 육임의 술법 등이 수용하여 
전쟁에 실제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도교 술법의 역사적 수용과 
활용을 실증하는 현존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례로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명나라에서 유입된 병가와 도교와 술수류 지식들이 조선 역사
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호흡 수행이나 의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전개
되어 왔던 조선 도교의 사회문화적 영역이 전쟁을 계기로 도교 의식, 
법술, 주문, 부적, 수결, 기문둔갑과 육임의 술법까지 확장되어 실제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쟁의 승리를 위해 중요하게 부각된 뇌신(雷神)과 뇌법(雷法)
에 대한 주술-의례적 관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선 후
기 민간에서는 뇌신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에 
대한 신앙과 의식을 전하는 옥추경(玉樞經)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영
향을 미쳤으며, 근대에는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이 
직접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자처하면서 ‘구천상제(九天上帝)’의 화신
임을 주장하는 증산교의 민족종교운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비록 일부 
소수의 지식인들에게 국한된 것이지만, 약포선조유묵은 조선 후기부
터 근대에 이르는 민간 종교의 역사적 흐름에 앞서 전쟁의 비상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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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종교적 자원으로서 뇌신과 뇌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음을 
실증하는 종교문화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37)

약포선조유묵은 도교적 술법이 일상적 내용을 넘어서 비일상적 위
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조선시대 국가적 차원에서 잡과(雜科)로 일정하게 수용되었던 명리, 풍
수, 택일 등과는 관심과 목적이 상이했다. 전쟁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항복시키는 방법으로 각종 의식, 주문, 수결, 점복, 비법 등을 
활용하는 양상은 평상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술수적 관심을 극적으로 부
각시켰다. 술수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개인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 술
수를 익히고 활용했던 것과는 달리, 약포선조유묵에서는 전쟁의 성공
적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양상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서 전쟁의 국가적 관심사를 위해 도교 술
법이 활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정약용
(丁若鏞, 1762∼1836)이 ｢갑을론(甲乙論)｣이나 ｢풍수론(風水論)｣ 등에
서 태을, 육임, 자미두수, 기문둔갑, 풍수 등의 술수류를 극력 비판할 
정도로 민간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안정복을 비롯한 일부 유교 지
식인들은 자미두수나 기문둔갑 등을 직접 익혀서 개인적 흥망성쇠와 길
흉화복에 활용하려고 하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국도(國都)와 
왕릉 등을 위한 풍수를 제외하면, 술수류의 활용이 대체로 개인적 관심
사로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정탁이 임진왜란의 국난을 당하여 활용했던 기문둔갑과 
육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대사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술수적 처방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
황을 타개하는 방식을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유교적 지식인이 도교적 술법의 수용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술수류는 중인 이하 민간
37)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뇌신 계열의 신격과 신앙에 대한 논의 및 그러한 신격

들이 옥추경에 전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李遠國,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信仰

硏究｣, 大巡思想論叢 21(대순사상학술원, 2013); 尹志華, ｢朝鮮刊本玉樞寶

經中的神像硏究｣, 大巡思想論叢 22 (대순사상학술원,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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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약포선조유묵은 유교적 엘리트들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편, 전쟁시 주술 활용의 양상은 임진왜란 뿐만 아니라 국가가 망하
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의병(義兵)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에게서도 일정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조선 후기 정약용이 집필한 민
보의(民堡議)는 민간 방어 체계와 전쟁시 군대 조직과 운용방식 등을 
담고 있는데, 일부 필사본들은 한말(韓末)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항일의병운동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민
보의 단국대본과 장서각본 등에는 점복, 약재, 처방, 주문, 비결 등 전
쟁시 필요한 각종 지식들을 덧붙이고 있다.38) 

먼저, 단국대본 민보의 필사본은 본래 민보의 원문에는 없었던 ｢
행선관일월성신운점풍도(行船觀日月星辰雲占風濤)｣가 실려 있다. 이는 
천체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방술
(方術)이다. 예컨대, 구름이 포차(砲車) 형태를 띨 경우에는 대풍(大
風)이 일어난다는 식의 예측이 나오는데, 이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의 관찰을 통한 기후 변화의 예측이다. 이러한 점단은 약포선
조유묵에 나오는 ｢점과강도해(占過江渡海)｣가 전쟁시 강과 바다를 건
너기 위해 하룻밤 앞서 미리 신광(神光)을 점검함으로써 전쟁 수행을 
위한 적절한 술수적 판단을 예비했던 것에 견줄 만하다. 약포선조유묵

의 ｢사군편(事君篇)｣이나 ｢응적출행편(應敵出行篇)｣도 신광의 점검으로 

위난을 피하고 군사 운용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

다. 자연현상과 인간의 얼굴빛을 전쟁 수행에 술수적 방식을 활용한다
는 점에서 약포선조유묵은 단국대본 민보의 필사본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단국대본 민보의에서는 구황벽곡방(救荒辟穀方), 연진복
수법(延津服水法), 복육천기법(服六天氣法), 단곡불기약(斷穀不忌藥), 

38) 박종천, ｢민보의民堡議 필사본에 대한 연구｣, 다산학 12 (다산학술문화재

단,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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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백엽법(餌松柏葉法), 벽곡절식방(辟穀絶食方), 천금면(千金麵), 벽
곡불기방(辟穀不飢方), 피난대도환(避難大道丸), 황정, 천문동, 차조
[朮], 하수오, 갈근 등 흉년 혹은 전쟁 등을 피하기 위한 각종 처방과 
비법 및 다양한 구황식물을 소개했다. 또한 제법(諸法)으로서 취수화법
(取水火法), 송엽주법(松葉酒法), 치근종법(治根腫法), 금창약(金瘡藥), 
치근종여독창(治根腫與毒瘡), 조곡법(造麥曲法), 일숙주(一宿酒), 천금주
(千金酒) 등의 재료와 제조법 등이 나온다. 

이에 비해 장서각본 민보의에는 조선가(朝鮮歌)가 들어 있고, 풍속
화가 가부라키 기요카타(鏑木淸方, 1878-1972)의 이름이 보이며, 말
미에 ‘庚子十一月 金泳祿 著’라고 쓴 것으로 보아서, 1900년 즈음에 있
었던 의병운동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필사본에는 “신성대제
(神聖大帝) 태을현수(太乙玄叟) 어아강설(於我降說) 범위영극(範圍靈
極)”으로 시작하는 신성주(神聖呪)가 포함된 신도태을경(神韜太乙經)
이 들어 있으며, 상원 갑자년부터 무진년까지 이어지는 추년결(推年訣)
과 더불어 사천존주(四天尊呪), 육갑신주(六甲神呪) 및  사지신(四智神) 
등에 대한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약포선조유묵처럼 도교적 
기원을 지닌 각종 주문과 비결들이 실제 전쟁시 활용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임진왜란시 약포선조유묵에 보이는 주문, 처방, 부적 및 뇌신
에 대한 신앙은 조선이 망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다시금 강증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종교와 근대 의병운동에서 새롭게 재구성된다. 전쟁을 비롯한 위
기상황이 술법의 수행적 효과를 활성화시켰던 것이다.

주제어: 도교 술법, 임진왜란, 약포선조유묵, 정탁, 뇌신, 뇌법, 주문, 부

적, 기문둔갑,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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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he Daoist Magico-Ritual 

Techniques in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Joseon 

(1592-1598) Were Accepted and 

Applied?

Park, Jong Chun (Korea University)

A wa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xchange and diffusion of 

religious culture. For instance,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1592-1598) provided a critical momentum for accepting and 

applying the Daoist magico-ritual techniques of Ming Dynasty for 

a successful war. The Yakposeonjoyumuk(藥圃先祖遺墨) written by 

Yakpo Jeong Tak(鄭琢, 1526~1605) is the oldest record in the 

history of Joseon Dynasty reflecting its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of an international war by motivating the knowledge from 

the magico-ritual techniques stemmed from the Military School 

and the Daoist School of the Ming Dynasty. Jeong understood the 

war as an unreasonable and unpredictable area belonged to gods 

beyond the limitation of the human beings. He predicted the 

superhuman variables related to the war through the magical 

techniques of Qi Mun Dun Jia(奇門遁甲) with the movement of Qi

(氣) or generals of gods(神將) and heaven soldiers(天兵),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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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d such Daoist techniques to use the superhuman 

variables. Accordingly, his book shows well the actual aspects of 

accepting and using the magico-ritual techniques of the Military 

and Daoist Schools introduced from the Ming, particularly the 

Daoist rituals and magical skills, spells and talismans, mudras, Qi 

Mun Dun Jia, and  Liu Ren(六壬) techniques. His book exerted 

certain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religious cultur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the magico-ritual 

interest on the God of Thunder(雷神) and Thunder Rituals(雷法) 

which were emerged as important factors for the victory of the 

war influenced not only on the belief of war gods(軍神) but also 

on the belief and rituals of the Supreme Deity of the modern 

Korean national religions. The book indicates dramatically that a 

war is an important motif activating the performing effect of 

magico-ritual techniques. 

Key Words: the Daoist magico-ritual techniques, Japanese 

invasion of Joseon, Yakposeonjoyumuk(藥圃先祖遺墨), 

Yakpo Jeong Tak(鄭琢, 1526~1605), Thunder 

Rituals(雷法), God of Thunder(雷神), Qi Mun Dun 

Jia(奇門遁甲), the Daoist spells, talismans, mudr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