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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振默*

머리말
미래 예측의 기법으로서 f흉代 數術學은 商周이래의 ￡祝的 i홉統올 한단계

숭화시킨 논리였고， 漢代 지식인플의 인생에 대한 접근방식과 삶에 대한 치열
한 용방과 이해륭 반영한 것으로 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올 미친 일종의 세
계관 즉 지식체계였마 이 數術學은 數률 수단으로 세계율 인식하려고 했다는
점에 커다란 특정이 있다 천체의 구죠와 운동규융에 대한 인식이 점차 체계화

되연서 層法에 의해 이 운행주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지들이 밝혀지면서
數術家을응 이를 기초로 자신들의 논려적 정당성올 확보해갔다 그러냐 天題의
다양한 변화와 상호관계를 논리적이고 규칙적요로 설명하기에논 딴지 혔를 통
한 상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또 다른 상정부호의 사용이 절설했던 것

도 사질이었다 따라서 수술가들이 數 이외 다론 상정부호의 발견과 적용에 관

심을 기올였고， 陰陽， 五行， J\휩， 千支 둥 숫자와는 또 다른 상정부호들이 數術
學上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실제 닌J ~過程

에서는 이련 부호체계들의 이용에 의해 접협결과가 얻어졌는데， 이는 數術家들
이 우주의 질서와 그 대상올 집요할 정도로 상호연계시켰떤 결과였다. 이들 부

호간의 상호연계와 배합과정온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相異하기토 하며 홍일되
어 있지도 않지만， 부언가 쩡합성올 갖추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漢代人들은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인식했던 것

*

서울대화교 강사

東엎文化 第39輯

108

도 사실이다 실제로 수술가들은 그을이 주목한 숫자의 논리와 볍칙성 및 간지，

오행， 팔패 둥의 상정부호를 통해 현상세계의 모든 태상을 상정봐 도식화함으
로써 일견 매우 정밀하고 완벽하게 보이논 因果構造를 구축하는데 생공한 것
같다.
야하 풋地宇짧의 질서와 운동큐율이 數이와의 다픈 상정부호을로는 어떻게

표현되었고 또한 이툴 상정부호논 각기 어떻게 배합되었으며 그 문제접은 무

엇이었고 이것은 어렇게 활용되었늠지 동의 분제률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象徵特號플의 배합과정파 쟁점
商.~이래 시간의 변화에 二F훗를 사용하여 일종의 순환주기를 만틀어 千훗紀

年뚫 • 千支1íêS~끌 둥이 유행했던 전통을 고려할 때 千支논 숫자만큼이나 가장
효과적인 상징수단이었으므로 수술가들은 일찍부터 千支에 주목했지만， 漢代띠t
會에서늠 千支이외 陰陽， 표行， 八최 혹은 64휩 풍 다.OJ한 상정부호가 數字와
함께 천체변화를 설명하는 상정요소로 풍정L하여 매우 복장다단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려한 수술학의 상쟁부호의 사용응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늠 일
단 당시 우호결합g암!을 크게 두 겨l 통으로 분류할 펼요가 었는 것 같다 천체

변화의 기준이 훨 수 있는 모든 시간단위， 천체꽁긴‘의 분할단위， 자연과 계절

의 변회주기 둥이 연결되어야 합 대상이었는데 이을이 갖는 수량적 료기에 따
라 배열한다면 아래와 같은 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상정부호처l 계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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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음행2) 에서 시작하여 1 년 단위 (360)까지의 변화과정중어} 포합되는

모든 연화요소를 數의 성질과 속성에 따라 겨l 통적으로 배치해 본 것。l 다 A와
R의 대조를 통해 이를 겁토해 보띤 A계통은 8 패를 중십으로 하여 진행되는 4
의 배수인 易계통으로 여겨지고> B겨1 통은 5 를 기점으로 전개되므로 五行계통
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A겨l 흥은 짝수계열 정확히 4의
배수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상호절합， 예컨대 팔패 (8) 와 계절 (4) ， 24절기， 1 년

과의 배합온 그다지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B계통은 5 의 배수로 되
는 것이 요히려 적고 수치상으뭉는 상호연결될 성질도 거의 없어 보인다 이것

이 오행계통 상정화과정의 難題인 것은 분명하데， 지주 지적되어 왔던 5行과 4
季의 수리적 부정합생뿐만 아니라 12지지의 배당 풍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아

닐 수 없었다.
더구나 수술학에서 앙정부호를 이용한 부호체계의 구축에늠 러뼈u의 기준과

예상에 속하논 보든 요소틀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했으므로 A 나 B 논 각기

자신의 계통과 다룬 상대의 계통도 자신의 체계속에 포합시켜 모순없이 설명
할 펼연적인 숙명에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象數易學:'i들이 집

요하게 易과 五行의 결합을 추친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A의 易계롱은 자신의
계통내에서의 상호결합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였었어도 B의 五行계

통과의 결합에서는 여라 가지 어려옴애 직변했고 복잡한 수려적 초3않 펼요

R 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올 것이다 8 패 내지 64좌와 二F支 벚 五行과의
결합， 64패와 72후의 배당， 쾌와 28수와의 문제 둥 수리적 부정합성온 A와 B
계통의 상호연계에서 쟁정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위 〈표 1) 에서 판성을 끄는 것은 A겨l 통에서의 16時間없l와 B껴l 풍에

서의 30節氣에 관한 것이다 16時制논 奏漢시기 일정한 정도 사용되연서 12ff￥
制에 비해 세말하고 정확한 특쟁을 갖고 았던 것도 시질이지만， 계절변화에 따
른 주야장단악 길이를 조정동판매 12時1M보다 유리하지도 않았고L) A와 B제통
의 융합을 통한 상정부호의 배당과정에서 B겨l 통꾀의 수라적 문제로 인해 12時

制와의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대체되어 갔던 갓으로 보인대 또한 『합추ι 행칭F
篇과 %l좋山漢簡 『프十B츄」 둥에서 보이는 30節氣는 확실히 B계통이 5 행과 1 년
360 일과의 배당 떤의성 때문에 고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JJ 괴 흑휴節의 분비}어l

1)

尙fI:杰、，從 '6 폼」看 f六lf'i1t-lL ， ':x博，

1996.

4期，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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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편했을 뿐만 아니웰)A의 역계통괴는 결합에서도 예옹관계 설정에 매우

곤란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易과 죠行의 경합이 완성퇴는 시정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앓년t을 갓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數~j學에서

상정부호체겨l 늠 I용陽(2) 四季(4)-五行(5)-八쇄 8)-天千

(10)-地훗， 月 (12)-節氣(24)-28宿(28) -64꽃1(64)-72候(72)로 이어지논 고리가 궁
학적오로 1 年 360 日과 결합하는 구도였다고 볼 수 있다 방위의 경우는 이들
연결상태를 도식화하는 웅의 펼요에 따라 4방 . 5 방 . 8 방 '9 방 . 12방 동의 다

양한 형태가 채택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들 부호플이 전체적으로 始終 매끄
럽게 연결된 것은 아년 것이 확성하고 대개의 경우는 두 세 개의 부호사이의
부분적 결합만이 시행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전체의 상정체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하 이러한 부호결합의 실티l 와 쟁접을에 관해 컴토해 보
기로 하겠다.

1.

오행과 간지

다양한 상정부호간의 경합， 사물의 부호 도식화에 가장 먼저 관섬을 가쳤던

분피는 五行家였번 것드로 여겨진마 陰陽說이 기본적므로 만물을 이원대립적
으로 파악하면서 모든 만울의 속성을 읍양 누성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며， 표行
역시 모든 만물을 木火士金水의 오행으혹 배딩하여 만물의 변회흘- 설명할 수

있다논 논리이기 때문에，3) 가능한 모든 것돌을 음양오행에 각각 결합시켜 설명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논 컷은 당연한 일이었다. 홉件합가 ‘夫地의 氣는 합하띤

2) 30a휴節은 12 日。1 1 時가 되고 l 時는 각기 6 日씩 2節이 되는 형태인데(李零， 「힘銀옳
山廢簡三十時j， 「뼈Iîllilf1l:， 第2輯， 1996, p.207) , 이 경우 l 개월에은 2時 패지는 3時
가 배당휠 수밖에 없고， 각 계절에도 春과 秋는 8 개 時節， 夏와 쌍은 77~ 時節이 "H
당되어 힐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3) 馬王堆漢훌Iîl휩 f 周易』의 연구를 통해 고대 五行說은 둔 계통이 있었다는 지걱이 있

다 하니는 기존의 水火木金士연로 이어지는 뾰範E行說이꼬1 다른 하나는 天地民神
時로 표현펴는 F 尙i블a 람혈 빛 멈핍 F 周易，五行說。l 다 그러나 후자는 楚地에서안

일부 명백응 유지했을 뿐 단절되었다고 료고 있고，(뼈文.범헐周易liIf3r， , A~出版
社， 1997. pp.209-223 캅초) 漢代 쨌씨i家틀도 。l 런 오행을 이용한 흔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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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고 나뉘면 陰陽이 되며， 四時로 분별되고 표行으로 나열원다 4) 라고 말

한 것은 음양오행이 천지만물올 모두 포괄할 수 있융을 암시한 것이며 宇옮時
空에 나타나논 일체의 변화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았음을 주장한 것이
다 이러한 신념하에서 『呂Jf;春秋 r 十二紀」냐 『禮응ê~ r 月令」 및 『堆南子

r時

則굉I[J r天文허IL 둥에서 이미 계절과 방우l 동을 포함하여 비교적 상세한 오행의
사물배당이 제시되고 있논 현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5)

상정부호중에서 오행과 가장 떤저 결합한 것은 千훗였다 千支는 본래 Jß時
單位호서 千은 R 의 주기， 호는 月의 주기룡 표시하는 역항을 담당했기 때문에
음양 • 요행의 시간부호화에 가장 급게 기여항 수 있었다 이 배당방식은 시대
가 내려감에 따라 점차 정비되어 갔지만， 후한말 楊雄은 간지와 음양오행 퉁
여러 가지 상정체계의 조합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보여주고 있논 것 같다‘

츠 . I\은 木이 되고 東方。l 며 春이고 B 운 甲 ζ이다 四 .11는 金이고 西
方이며 f);:가되고 B 은康申이다 二-七응火이고南方이며 夏이고 目은쩍

央이며 띤*l가 되고 B 은 [l(.ê o ] 다.6)

이 구절은 곳千파 五行 · 方位 • 季節의 결합뿐만 야니라 數字까지 여타의 상
정요소와 관련지어졌다는 접에서 흥미로운 것으로 이천까지의 상갱부호간의
연계에 대한 정대성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각 行마다 두 개의 天千이 포

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다시 흙二는 양이고 쩍수는 음이라는 읍양의 성
정에 따라 木에서 甲온 陽木이 되고 Z은 陰木으로 분류한다 다른 것도 이와

같은 방식므로 읍양윷 배당한다면 天千은 옴양과 오행의 성질에 따라 별 무리
없이 분류7}능해지고 대옹이 절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地호의 경우이다 地支논 五行과의 수리적 부정합성 때문에
양자의 결합은 다양한 방볍이 모색될 수밖에 없었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

이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4) ·輯燦露』 卷13 ， 五行相生 第58 ， p.362
5) 일반적인 五行의 事物配짧은 뼈:t~， '五m홈說」， r

分§三" 힘天出版社， 1995 , p.134

삼조

6) 楊雄著， 햇B~훌예ftl:1l용 『太玄校隔， (1rg，뼈i範大學Iil版뾰 1989) , pp.29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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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옳午!3z

••

$im
B西표

위 A 방식은 f 港南子』 天文힘iI의 “甲ζ寅때 木也， 內丁 E午 火也， 여己四季 土

tQ.,

康辛申西 金也， 풋쫓쫓子 水t!J."7) 라논 기사가 끈거이다 여기에서 천간의

배당은 워 楊雄의 견해와 동일합을 볼 때， 전후한 전시기에 걸쳐 天千의 오행

배탕은 별 異論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냐 地호의 배열은 전통적인 地훗의 순
서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地훗紀月法에 따른 建寅의 月 I1順序와도 부
합하지 않논 것으로 어떻게 이러한 순서기-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병확히 말할

수 없다. 다만 地호 12가 오행에 배당할 때 5 의 배수가 되지 않는 부정합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역력하고， 土에 4개의 地支른 대웅시킨 접은 불가피한 선
택이었다- 그런떼 여기서 ‘四季 士也.라논 구절온 이른비 r土王핸l季說」로 실제
상으로 辰未벚표 이 4地支가 士에 배탕되어 각각의 사계절를- 주관한다는 의미
로 해석된다 이것은 오행의 지지배당아 사계절을 매개로 설정되어 었다는 것
이코 土에 각 계철의 18 일씩을 빼내어 배당합으로써 72일로 만드는 과정을 의

미하는데， 이렇게 되연 오행이 각각 1 년 360 일의 1/5 인 72 일씩을 답탕하게 되
어 오행과 사계절의 배합도 무리없케 성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辰未成
표의 오행속성은 어떻게 되논지 언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열이
五行相生의 순서틀 어그러뜨린다는 점에서 문제늠 있다.8) 따라서 季夏 l 개월

만을 土에 배당하여 표行의 각 行툴이 주관.Õ"~는 시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7) 약ltr힘f-， 卷3， 天文닮iI

8) 각 계절의 말미 즉 入夏 - 入秋 • 入잦 'À휴전의 18 일간을- 土어l 배당할 경우 겨올의
7}:와 士는 相克관계에 있게 되고1 계속하여 겨융의 土는 봄의 木과도 상극이며 옴의
木과 봄의 士도 역시 상극이 된다 디만 봄의 土와 여픔의 火는 相生판계에 있게 되
지만， 그 후 나머지도 모두 ?J-극관계가 되묘로 상생관계에 있는 여름의 士만 남게 되

든 것이다{永田久 뽕， ttm5훗 譯， r흉과 c5외 과학" 東文選 1991 , pp.197-199 창조).
따라서 요행의 相生相克관계반을 고려할 경우 ‘土王季夏說’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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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논 「土王季夏說」의 9) 설명땅식도 풍창했던 것이 사실이지안 이러한 l방

식아 京房 뚱이 象없易學에서 64휩와 y，-行을 배당한 때도 이용하는 퉁 당시 널
혀 지지되었펀 것 같다」이

「呂民春秋!

및 r禮記"

}경令에

서 五行에 天T파 zg季

四方을

각각 배당하면서도 12地支른 언
압하지 않은 것이 5 와 12외 부정
합이라논 문채점을 해철하지 못했
기

때운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港南子4의 。l 배탕은 확실히 진

일보한 면이 았다 더구나 f 회납

\웠

자”논 위에서 보듯 오행속성얘 따
라 天千과 地支를 합칭하여 언급

하기도 했지만

r天文밍IIJ 및 「時

則밍ilJ 에는 12의 숫자가 12律야나
1년

12개월과 부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律과 月에 地支를 배

〈그업

Iì

消당월圖

당하논 논려까지 동장하였다-((그험 1) 함~)， 이러한 사정은 漢初 표行說의 정
착에 따라 상갱부호칸의 대응화과정의 점차 체계적으로 진일보되어 갔떤 과정
을짐작할수있게 한다
한편 〈표 2> 의 B방식도 역시 f회남자』에 소개된 이론으로 五行의 변화논려
중 슨슴原理틀 중시한 것이다 12지지플 원에 배열해놓고 한 地支릉 선핵해 만
틀어지는 정삼각형의 각 꼭지점이 土를 제외한 五行에 배당되는 방식이마 그
라나 辰 .

El: • 표 • 朱의

상태를 生

4 훗논 동시에 土에도 쉰}는 갓은 A와 같지만， 오행외

· 빠 · 死로 3분하는 견해에 기초하여 地훗를 배당하고 있다는 점에

서 오행의 5 분변화법과는 다른 겨l 통이었던 것으효 보인다-

9) ，‘推南子， ~~V훌 IL ‘季夏 其日$己 칭용德、t'E:t'. 훌f매함도 土￡季夏說을 주장했 ó 며， 武
m뼈 1t，'R갯，-Il에Ili::이1 헤당되는 췄帝의 ÜL를 季효어1 해당하는 띠南에 배치한 것도

이 說의 지지인 것 같다

10) 쩔IJ王建.兩漢象數易學%양，(上冊)， 廣西敎홉出뼈뇨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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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에 따라 木의 경우를 살펴보면 쪽 10月 木은 生의 상태로 홍어l 배당
되고， 春二月 남의 상태에서 gp에， 6월 死의 상티}에서 末에 배당한다 11) ~논

初生의 木이Jl gp는 極盛의 木이며 未는 흉챙의 木에 해당되는데 옥이외의 것
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설명된다 12) 전술한대로 오행과 地支의 결합에 따론

다연 본래 玄는 오행중의 水에 배당되는 것이 맞지만， 水生木이라는 오행상생
의 논리를 적용하면 윷논 木生의 상태에 잠복해 었는 것아 되므로 木과 결합월

수 있다. 때는 본래 요행중의 木에 배당되었으므로 木뾰의 생태에 혜당되고，

未는 본래 土에 해당되는 것이나 木克土라고 해도 士lf:E의 상태이므혹 木이 克
하기 어렵고 末 다음에 申은 金인접을 고려하면 木은 이미 빠의 상태를 지나
死의 상태가 될 때 金克木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었으므로 木死의 상태에 未가
배당되는 것이다 나머지 4行도 이런 논리로 유추설명이 가능하다 이퍼한 방
식은 天水放馬難棄簡이나 몇慶睡虎地泰簡에서 보이며 후술할 算奉 l\..角도 이

방법을 이용한 컷이라는 점에서 漢代社會에서논 적지 않꺼11 ^}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려나 漢代 이후 이 배당방식은 支持받지 못해 후세 數術家들은 오
히려 A의 오행배탕을 상용했다고 평가한다 13) 그러나 이것이 「회당자』에서 동

시에 제시되었다는 접을 주목하면， 五行家의 논리성에서 A는 요행의 地支속성
을 표시한 것이고 B는 오행의 순환변화에 따른 地支의 변효}를 섣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갈다.

그렌데， 요행은 l 년 사계중에도 각각 왕성과 쇠락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으로
자연계에서 유동적인 상태에 었다는 것이 오행설의 좋심이론이라논 점을 고려

해야 한다 r堆南子." t번形덩11에 따르면 요행은

1Ii

老 生 因 死의 5 단계를 반복

한다는 것인데， l4) 春의 경우 木은 최고 왕성한 상태인데 水生木이라논 오행상
생의 논리에 의해 水논 木이 왕성의 상태에l 있오므혹 현재 자리에서 풀려난 老

의 상태가 되고， 木生火라는 논리에 따라 火는 生이 되며， 효克木 木克士리논
오행상극의 논리에 의해서 金은 쇠락， 土는 死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계절온 위와 같은 논리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애계절중
木生子~Ut슨Fgp 갖EF*: 드辰홉'*也('에후南子4 天文힘I~.
12) F엎南子』 卷3， 天:kWlí

11)

13) 王鐵 'ií횟1\觸쩨史.， 올흩東節範大學出版펴껴 1995, pp.61-62
14) 木바水老火生~G끽土짧 火밤木老士1:水떠쇼.;9f.， 士밤火老金止木「섹水死， 金밤土老水
生火/El.木死， 水밥金老木生土며火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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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요행의 순환이 이루어지 R로 계절파 오행의 결합이 고정적인 젓이 아니라

不同的인 것으로 A事의 쟁흉윷 에츰하논 방법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짙다，<표 3)). A 의 지져와 오행배당은 이러한
오행의 5 분변회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i 3) 五行순환에 따흔 T支매당표

’삼

生

老

~.~

死

春

甲ζ寅찌!

內 TE午

극온쫓1'<子

E![i킥E申명

이c 辰m:a:未

夏

內 TE午

甲ζ寅gp

王쫓3갖子

똥辛f션햄

~흥

æ.크탓Bt3l:未

f흉후$g흡

현T已午

if1 Z寅gp

主쫓효子

秋

뚫辛양1西

"E찢윷子

LX，己辰ff요未

며丁g午

甲ζ흉iJIl

L쏟

王쫓갖子

甲Z寅gp

뚫辛$西

않己辰없표朱
1

!x己辰EX.묘未

며TE午

특히 여기에 숫자까지 덧불여 설명되는데 木生의 상태 갖륭 1 로 한다면 木
，남의 껴}는 5가 되고 木死의 朱는 9가 원다늠 것이다)5) 향}를 포함하여 이려

한 오행과 간지의 결합방식은 천제와 자연의 변회를 여하튼 도식화하여 그 변

화띄 규융과 볍칙을 발견 해명하;긴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며 l 년 사
계와 12 개월의 時혜융 부호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켓을 악미하는 것이다 이능

천채자연의 규율옳 파악합으로써 인간사회의 吉l회納福융 판별하려는 厭術學으l
펠연직인 논리적 방전이었던 것으로 명가활 수 었올 것이다

2.

휩와 時間

한떤 象數易學계통은 8 괴l 및 64쾌의 역학부호흘 여타 상정부호 속여} 위치시

15) “ li'II生-:tt五終九’. ('끊南子』 天文듀，IID 한연 『易*&J 乾훌度에서는 陰陽의마로 숫자
를 논하연처 1, 7 , 9흉 각각 生，止 死륜 대표6운 젓므로 보고 “易운 변하여 l 이
되고 l 은 변하여 7이 되며 7은 변하여 9가 핀다 9는 氣가 변화하는 궁극의 상당1 이
므로 다시 변하역 1 이 펀다”는 견해를 제사하고 있다

116

東램文化 第39輯

키논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천체의 연화와 운동융 패의 상정채제률 이용하

여 도식화 디1 론화하는 과정으로 가장 성파를 보인 것이 이른바 빠氣說이었다

패기셜은 易의 64 휩를 1 년 사계절， 12711 윌， 24節氣 나아가 72候에까지 배탕 결
합시킨 것므로 굶홈에 의해 창시된 것으로 알려져 었논더1]， 그 방삭은 易렬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64최의 구조도 전체의 운동과 변화에 상응한
다는 신념익 반영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오행꾀 12 저지의 배당차럼 64封와 시간단위가 數
뽕的으로 정합되지 않는 접이었
다. 그런데 12개월과 24절기， 72

니

후논 戰國시가이후 01 며 상호 결

“*

싼

합이 완절된 상태이므로 64패와
의 결랍에서 이 중 하냐만 선택

하면 Lf머지는 자연스럽게 배당
이 결정될 수 있었다. 맹회는 이

점을 착안하여 우침 l 년 기후변

화의 표준였던 24절거의 배당어1
관섬을 가쳤던 것 같다 이 배탕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64패의

배망이 12개월과도 부힘해야 함

므로 일단 12 개월의 배수로 60패
른 제와하였다 그러면 24젤기는
남논 4패의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 4꽤가 각각 6깨의 절기를 주

관하연 되는 것이다. 이 4패는 후
술할 후천방위방식에 보이는 각
기 北東南西를 상정종운 t.J\震離
兌의 四lE，합이다 장줌에서 驚짧

까지논 *용7}， 春分에서 c種까
지는 贊이? 흉至에서 自짧까지는
離가， f;，껴어l셔 大좋까지는 兌훗}
〈그림 2) 춧|‘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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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주관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개의 패에는 다시 6개의 호가 있으므로
매효가 1 개 철기릎 주판하게 된다 t양f의 初六은 짱至， 九二는 시、찢i 六三은

大寒， 六四는 立春， JL五는 우수， 上六은 .짧아 되고 기타 3 개패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절기가 배당된다{(그럼

2>

잠조).

한편 4정쾌이외 60개의 휩는 72候와 연결된다 그 방식은 우선 60개의 패를
君 • 公 • 候 , 뼈J • 大夫 뚱 5等짧位로 다누어 각각 12 패률 활당한다 이 중 12

개월에 배딩하는 패률 E￥훗f라 하는데 이것은 작위상 君을 상갱"Ó"}-는 것으로
復 • 臨 · 泰 , 大뾰 • 央 • 乾 · 始 · 樓 • 否 · 觀 . jlj . 坤針가
띤 · 所過

히l 당되며，

候힘논

· 需 · 機 • 旅 · 大有 · 鼎 · 훤 · 異 · 앓妹 · 良 · 未濟 풍이다 公뼈I大夫

針논 나머지 패를 배당한다 이렇게 패의 분류가 이루어지면 다음은 24절기를
初候 · 次候

未候로 3분하고 초후 24패룹 公휩、와 候최에 배당하고 차후 24게

는 밟화와 大失함에 배탕하며 말후 24개는 候휩와 聊화에 배당한다16)(( 그햄

3) 참초.). 따라서 1 년의 節氣변화로 말한다면 11 月中 양至에 初候는 公휩 中￥
꽃↑， 次候는 밟힘 復， 末候
늠 候숫~

1견內로

節氣영향{t.의

이것이

시작을 의미

ß}는 컷이고1 다옴 해 11

월젤 大줄에 未候離封가
1 년 정기의 종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얘기에서도 60
험와 72후의

부정합성융

候죄의 중복옴 통해 처리

하는 수려적 죠작이 행해
진다는점이 주목된다 맹
회이후 촬氣說이 여타 학

자플에 계숭되었지만 易

學者간 이 우류의 학설은
이상하리만큼

복집하고

16) i 新뽑뿜」 양27J:， 뺨두노 p.599

〈그링

3)

72候配홉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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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 다흔 것은 결국 이랴한 수리적 조작방식의 차。l 흘 의미하는 것 같다 맹
띄의 이 방식은 읍양설에서 말하는 地數의 중심수 6과 天數의 중심수 5가 교합
히여 생성된 30의 숫자는 1 개웰의 節氣를 대표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l 끼 숫자

운용방식상으로도 매우 홍미롭지만， 1 년을 365 일로 계산했을 때는 정확한 배

당방식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보다 챙밀한 수치와 계산을 중시
하는 수술가들 사이에서 六日七分法。 l 라고 불리는 방식이 나타녔던 것은 당연
한일이다

六日 七分法은 603패를 l 년 127~ 월에 배당한다면 매월 5 개패가 배텅되브로

매패는 6 일융 주관하게 되어 360일이 처리되는데， 나머지 5 일을 다시 60패로
나누었을 때 각 패는 7분을 주관하게 된다 이때 7분은 l 일을 80동문했올 때
그 중익 7 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 l 律은 5 音을 만들고 12律온 60
音을 만든다 이에 6을 곱해 360흙이 되니 이것이 1 년이다’라논 『짧南子」 天>c
힘1/의 설볍과 통송니는 것으로， 굶홉늠 이것에 律을 휩‘로 대채시켜 60화가 68 을

주관하는 것a로 풍 것이다， 또한 太初鷹에 의하면 81 分法에 의해 l 개월은 29
와 43/81 일이고， 1 년의 월수논 12와 끼 19 이며， 일수로는 365와 1539/385(1μ)
이다 이를 r 회납자ι 와 비교하연 5 와 1μ이 남게 되는데 每日 을 80 分으로 나누
면 이것은 420~플이 된다 이를 60_ 로 나누면 7분이 되므토 60패를 l 연에 배

당한다면 매쾌논 각각 6 日 7 分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J찌
이와 깥이 맹회의 패키절은 64패를 l 년의 24절기 .72 :!f-에 배당 결합시킴으
로 1 년의 기후변화를 도삭적으로 설명힐 수 있게 한 것으로， 왈패의 부호블 통
해 친체자연의 변화와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패

기성온 物象의 변화를 가지고 善惡의 정후를 포착ß}는 일종의 數術로 I영가할
수 있겠다. 여기서 中쭈화를 쫓至어l 배망하여 1 년의 시작오로 하는 것은 律隱
說에 기초한 것인데.여씨춘추J 12기와 「進i챔子꾀 天文휩u에는 12율로 12 개월

을 배당하며 黃鍾을 11 月律로 하는 접꾀 상용한다. 唯南子』 天文헤어l 따르면

17) 숫자 6은 12개월쓸 60패에 배딩했을 때 매폐가 주판.~r;는 E~월이고， 5는 1 년에 72
候을 설정했을 때 72候사。1 의 기간아디，

18) 이 6137分&응 01 후 다른 역학자에서] 계숭 발전되는데， 京房의 分솥f置Eli2'<은 1;휴을
365.25 티르 하늠 四9層~n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디고 한디{JII原秀城 Frjo명η침學
fgJLι냉힘쫓갓쩔考j ， 흥;1文i서，

1996, p.25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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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은 士의 색이고 鍾은 氣으l 種子어l 해당되므로 동지가 되면 토댁이 되고 그
색은 황이며 11 월올 황종요로 해석펀다. 특히 유흥 『三統層，에 의해 오행에 E
常올 결부샤킬 때 土는 信이 되는데， 中쭈圭}의 폐의는 {듬義에 해당되는 것도

이런 백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뱅희가 中쭈좌로 11 월 동지초후에 배당한
것은 雖꽃}의 패의에 따른 것이고 일연은 律鷹중의 ll f1律說어l 기초한 것임올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너~ 01 러한 맹회의 춧}氣없은 「易韓積몇t圖』와 대동소이
하다고 말하는데?易짧j 가 맹회띄 설올 묘방， 후세어} 보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19)

3

휩와 方 ÜL

時間과 환의 경합과 동시에 휩와 공간구도속의 方位와의 결합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이다 활의 방위배탕은 일률적이지 않고 적어도 4개

의 방식。l 알려져 았는데 이는 당시 수술운용의 다양성올 설명하는 것 갇다.
팔패는 방위중 4방 혹은 8 방과 결부시키면 수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둥강한다 그러나 이것도 우주의 운행윷 현실그대로

반영하고 있논가의 차이에 따라 先天方位說과 後天方位說로 나뉘었고， 방워역
시 12개월 품의 시간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야 했논데 이때 12개월과의 결함
을 치중하는가 10핏千와의 결합윷 강조하는 가에 따라 B珪}方位옮과 納甲方位
方式으포분류된다
첫째 선천방위는 代驚}\활方位라고도 불려는데， 乾坤은 상하，tX離는 죠}우어l

"H 엽하여 각기 天地의 구조와 日月의 出入을 상정하는 배탕으로 알려졌다. 즉

乾南 · 坤北 • 껏西 • 離東이라늠 구도의 방위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그렴

4>

참조)‘ 이 방식온 팡패방워배당이 무윈칙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과 무언가 관련된다는 발상이다 더 나아가 선천방위도에서 A휩의 각 양
흘 주독해본다면 명확히 우주의 주기와 관련되는 것올 딸 수 었다는 지적도 있

다 20) 이 논법에 따른다연 선전팔패도는 천문가들이 묘사한 천채운행의 周期圖

19) 朱f뼈， F易맺1!f~史.Lt冊)， ~t京大學出版社， 1986, pp. 1l 9-120.
20) 햄秉義 『周易與歷I!←→周期뼈覆Él1~秘" 다I國華홈u:l版iï:~ 1999, pp.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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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인데 팔패의 3개효가 각기 다른
주기를 상정하는 형태가 된다
에서 k陽이 처음 생기고 북방이 超點이
되는데， 乾활에서 右行하연 송}지에서
陰。l 처음 생기고 남벙이 기점이 된다

이것은 先夫圖의 가장 얀쪽 원에 해당

하는 것으료 우변은 보두 음효이고 좌
변은 모두 양효가 되어 f잊훌爾。에서 말
하늠 r8 月運行 -寒→옮j 와 상웅하게

￦
성 짝-팎쩌

(l) 初흥는 坤휩로부터 iL行하면 동지

<
X
}

줬짱뜰혔*
썰 1I11
::1> 월
~.，왔
쌓:1

;i; -

I4*

흥품

〈그렴 4) 先天/냄方&ll펴

되나 태양시운동의 年周期를 상갱하는
것이 펀다

@ 中흥는 위는 모두 양효아므로 대낮에 태양야 동방에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는 모두 음효이므로 티l 양이 서방으로 지아 어둥이 깔려는
것을 상정한다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태양시운동에서 -8 周期， 골 지구

의 자전주기를 상정하게 완다고 본다 @ 上짖는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해야
하는데， 그 첫부분운 월의 운동주지룹 의 u1 하는 부분으로 B홉上효뿔-下꿇-悔으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반 悔에서 뿔까지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기이

므로 陰쭉로 표시하J1， 望에서 悔로 바뀌늠 시기는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시
기이므로 陽흥로 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R 月의 막아가리늠 현상이
上下꿇에 일어나므로 g爛(동북

• 통납 · 서남 • 서북)에 해당하는 방위논 위의

논리대로 上꿇시 71(동북 · 홍납j 어}는 음효객 下꿇시기(서남 · 서북)에는 陽증가
배당되게 된디

한편 上종의 디}른 부분은 태양 년주기상 南j짧天運動과 관련

원마논 해석한다 태양이 동에서 낭으후 움직이는 上經天運動시에는 정통과 정
낭방워논 양효로 표시하고 서에서 북으로 움직이는 下經天運動때 즉 정서와
정북은 음효로 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마면 先天)\封方位圖늠 고대 천문가들이 전처)상의 年月 Sn힘期를
부호화한 컷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21) 흥미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

냐 선천도에 구긍의 수를 배당하여 乾 1 t$8 은 합이 9가 되고， 兌2 9} 良7도 9
가 되며， 離3 과 板6도 9가 되고1 震4 와 異5 도 9가 되니 전체합이 4X9 느 36 이

흰다， 乾은 陽이 3 획，t$은 陰이 6 획 풍로 패의 핵수로 겨1 산해토 모두 36 이 휠

漢.f;; 數짜iS장 符號體系악 成立파 그 폼뼈
뿐반 아니라， 64패중 불변의 8 패를 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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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은 가변의 56패는 패체가 28 이 되브로 8

훌 4효方좋r'j\.로종

꽤를 합하면 또한 36이 된다는 점에서 數量

얹I

fl:.에서도 흥01 있는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션천팔패병위는 후한말 짧伯
|揚의 작품으로 얄려진 『周易參떼찢』에도 빈
영되어 있논 시장으로， 웰반적으로 알려진

것 같이

*f;;

~羅의 창작은 야니라논 지적

이다 2긴

툴째 후천방위는 때로는 文王八봐方位라
고도 불리우는데， 뱅회에 의해 주장된 .t~

\

‘

됐..!..

짧| 청f 뽑;향
웠‘iilk

J

!

없 IH<4

fjf| 았‘ 훤 .~~
잖|

휴

.

覆 · 離 兌 4.lE화가 四季를 주관한다는 관
접을 채택하고， ‘안울온 農에서 내오고 農은

〈그험

5) 後끗八빠方位圖

동방이다’라는23) ，說휩』의 언굽올 창고하여，:Ifr:은 ;ft이 되고 覆은 東， 離는 南，
兌는 西에 각각 배당하게 된다 24) 이때 J\월중 乾은 셔북， 良은 동북， 앓은 통

냥， 坤은 서냥갇로 배당되어 왈패와 /\方의 방워가 서로 결합하게 된다{(그립

5) 참칩
이와 같은 방위배당법은 초보적인 겨!절인죄과도 관련되논 것으로 태양이 동
쪽에서 떠오를 때 따뭇함을 느끼므로 동방용 봄에， 일올은 스산한 느낌이므로

서쪽은 가울에 비유되며， 남빵은 텅고 북방은 추우므로 남온 여름， 북에논 겨
울융 배당하논 것이 지연스러웠을 컷이다 『설패」에서도 吹뚫離兌 4iE힘륭 4:.뷰
에 배정할 때 그 휩意블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屬은 動이고 만물이 쳐융 소
생하는 것이므로 春파 동방， 離논 明이고 만불이 왕성함을 표시하므로 夏와 남

방어1. 兌는 밟아고 만몽이 자리고 회열을 표시하므로 추와 서방，:Ifr:은 勞。l 고
만물이 피로 폐장한 것을 의미하므로 통과 북빵에 각각 어올린다는 것이다 그

21)
22)
23)
24)

張其成 「易:f!f與易댐11. ， 中國홈店， 1999, p.74
쓸木由;xM r漢易1JIt1ë"

明德出I\IiJtt 1963. pp.643-644.

，周易J 卷 10， 說첨， p.696
後￡’\홈는 굶홉의 四正휩說과 부합하고， 사정패는 「說함1 의 방식에 콘서했나논 점
애1서 뱅희의 '*.氣說。 I r說환」이후에 형생뭔 것이라고 본다(李學動 r簡쁨 ru홉與뺑

wi뾰.，훌~t. 時報文{t tf:j版， 1994,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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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맹희는 여기에 數의 개념을 도입하여 흘짝수와 좋f象으로 4 쾌툴 해석하였
다. 용은 陽중로 그 수는 7로 의미는 양가미약， 震은 9, 離와 兌논 각각 8 과 6

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갈은 팔패방위는 『易繹乾審度4 으1 언굽파도 상용하
는데 여기에서는 다융파 같이 언급하고 있다
震은 동방에서 만물을 생생하고 2月에 위치하혀.\111은 동닝에l서 흩어지며

4꺼에 위치한다. 짧논 냥맹에서 성장하매 5月에 위치하고 坤은 서남팅l에서 양
육되며 6月에 위치한다 兌는 서방에서 수화하며 8 月에 위치하고 乾은 서북밤
에서 재어하며 10月에 쉬 "'1 한다 jJz응 북뱅이l서 수장하며 11 月에 위치한다

良븐 동북방에서 시종하며 12월에 위치한다 八캅의 71 종 측 PE正]四維의 분명

함은 生빠띠藏의 道가 갖추어진 것이며 險윷의 體가 정해지고 神明의 터이 통
하는 것이므로 만율이 각기 그 종류얘 따라 생기는 것이다 1잉

이 『역위』의 내용은 廢離兌板이 ~方이 되고 乾坤良몇은 四*훌가 되어 각각
중앙오로 통하게 된다는 것으로 陰陽家가 五行을 때폼에 배당힐 때의 방식파
유사한 것으로2 이 음양오행섣의 영향응 받아 형성된 것이 분명한 것 같마- 특히
이 後天八封方位논 화名으로 표λ] 활 때보다 쉽챔j으로 표시하연 陰陽消:Fc의 법

칙성이 장 드라난다는 지적도 있다 2꺼 이러한 후전팔폐방위논 安徵省 뿔陽雙古
堆에서 발견환 式盤에 그려진 九宮八風이나，28) 『黃帝內經』 靈樞에 있는 太

行

九宮뼈에도 반영된 것이며 뱅희이후 漢代 象數易學에서 대부분 채용하고 있늠
방식이다.
『易』이 先天을 體로 하고 後天을 用으로 했다쓴 지척도 있지만，29) 후전팡패

가 만불의 휴양생식의 대지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4겨l 절의 변화를 고
려한 배열이라면， 선천딸패는 천제구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접에서 각가
의미있는 방위배팅이며 어느 배당방식이 반드시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25) ，易짧乾흉度4 卷上 p .4 5
26) ‘春옳게도 居東方 1j(μ학金 /탬힘方 夏옮火 居F륨方 東薦7JI 居~t:쉰’
2?) 쭈쩔動， 『簡렴흉籍與짧람벚J ， ~~t， 뼈냥원文it出版， 1994 , p.2 46. 後天/냉方位의 위
에서 시계앙향으로 乾용吹震坤見離뿔을 八최、의 펙 ξ호 표시히띤， 르프프드드프프프뜯

의 순서로완다

28) 廠敎傑 「關子西뱅初斯的式盤쭈U古짧」， f考古J 1978, 5期
29) 常중끓， 『周易與흉~n퇴jI:}]V동뽕g간j奭秘:" '*'國華橋出版社 1999,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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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빵위배당방식은 없對方

位法으로 굶훔의 총}氣說에 따라 12
개월을 주관꺼}는 12 월패 즉 12밟합

가 존재하고 이것에 방위가 배당되
논 것인데 이때 12支도 같이 배I앙

왼다는 측면에서 패와 방위와 간지
의 3자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방위배당방식이다.

그 내용은 復최눈 11 월중으로 북방
에 해탕되고 12지는 子가 되며 臨
1;

최는 12월중으로 동북방에 해녕되
고 표이며， 泰참는 정월충으혹 동북

방으후 寅， 大빠좌 2월중 통방{9\l)，

〈그림

6) 十二消횡、뼈

5차￡↑ 3 월중 동냥방t辰l， 乾휩 4월중 동냥방{E)， 始휩 5월웅 납방t午l ， 繼휩 서
남방t未1 ， 否휩‘ 서담방t 申)， Il!화 서뺑탬)， 혔j封 서북i용(여)， 坤화 서북방t횟로
된다{(그램 6) 참조)

네 번째 방위배당방식은 京房의 納甲짧에 따른 것으로 納甲J\최方位가 원다
乾촬內封는 甲에 배당되고 동방에 거하고， 坤휩內최는 Z에 배당되고 용방어l

거하며， 낭방에는 f흥해困)와 兌춧fCT)， *掛{D잉와 離꽃t(已)는 중앙， 震윷K옛와
뿔훗t(후)은 서방에， 乾封外춧K王)와 i뼈훗↑外빠찢)는 북방이 된다. 기존 요행의
천간배탕에 꽤를 첨가한 형태에 불과하나 8과 10의 정합성 때문에 乾빼놓}룹
內外촬호 양분한 것이 특정이다 이 점은 패와 간지배당에서 후술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간배당방식이 랄리 냐타나논 것은 『易J 해석과 관점의 차이

때문이지만， 여하튼 시공간구조속에 易좌가 위치했다논 것온 北斗七星을 중심
으로 하여 四象， 四方， 28宿， 12次 웅의 우주구도속에 만불의 생장과 소멸의 변
화과정흘 易최가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올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
라 漢代 易學도 크게 체계화되었지만， 동시에 이를 활용했던 다양한 數術 分派

의 성집도 가둥하게 되었다는 접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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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와 추支
易환의 공간배당방식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64패의 간지와의 결

합문제이다 사실상 千훗는 모든 상정부호강 결합의 기준이었다는 접에서 간지
와 역꽤의 결합은 수숭학에 퉁창하는 제 상정부호간 결합파정의 완성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간지와 역패의 일반적인 방식은 지금까지 설명한 간지와

오행， 24 절기， 폐기설 둥으로 유추이해할 수 있지만， 이와 달려 京房에 의히1 納

甲 • 納支說이라고 하여 독특한 64꽤의 간지배당볍이 제시되었던 것이 주목된
다. 이 논리는 八宮쉽플 각각 10千에 배당하고 그 각 종를 12支에 배치하는 형
태이다. 이에 대해 경방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x地 乾:II/I~I 象을 나눌 예 甲z:，王쫓 퉁의 (千호블) 사용하면 도움이 철 수

있다. 農몇의 象운 !J，!후어l 배당하고 欣홈#의 象은 여E어1 ， !'l:兌의 象은 러T에
배당한다 /\훗f는 陰願 六뾰 五行율 나누고， 四週음 비춰며 變易으로 節氣를
설명한다}O)

여기서 乾坤휩논 內外휩로 나뉘어 乾휩內몇f는 甲에 外휩논 王에 배당되며

坤휩內휠논z:" 外함는 쫓에 배당된다 이논 京房이 ‘흘쩔수는 乾坤에서 취하고
乾坤은 陰陽의 근본이다’ 31)라는 자신의 주장에 상웅하여 乾坤을 각각 甲:E과

Z쫓에 배당한 것으로 보얀다， 이렇게 함으로써 陰陽始終의 의미에도 합치되고

10千의 數 10파 8對의 8 이라는 숫자의 차이흘 설탱하려고 했던 것 같디 특히

납갑셜은 十千을 陰陽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다면 甲은 陽외 시작이고 준은 陽
의 끝이 되며 Z은 陰의 시작이고 쫓는 陰의 끝이 되는데，3Z) A홉 역시 陰陽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33) 팔꽤와 간지의 결합에서 서로외 음양의 속성에 맞춰 1楊

千어l 陽휩、를 陰千에는 陰封를 배당한 것으로 음양설에 따른 상정부호간의 결
합파정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4) 활패이와의 니-머지 패는 각기 내외패의 조합에
의해 팔패의 꿋千을 결부시키케 되는 것이다 예툴 툴띤 始죄의 경우 內춧}는

몇이므로 후올 불이고 外휩는 乾이므로 준융 불이게 된다 나머지논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배당하대〈그림 7) 참조).

30) 'Ji\J'(;易傳，(四때術數행遊혈 6 , 上悔古籍出版뾰 1994) 卷下， pp.808 -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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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地支와 ^몇땀 결부

l',<-_

시키는 納支는 納甲의 원
게 이해할 수 있다. 12지

지 역시 天千과 마찬가지
읍양의

속성이

f얘

.,

낀1

했Jr

려를 합고하면 비교적 쉽

로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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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

子-寅-辰·午-申-~
의 흉수 순서 6훗는 陽支

이고

표

'9p-E- 未 ·

햄·쪼의 쩍수순서 6支는
陰훗가 된다 그러도로 乾
휩六쪼릎 初호부터 上종까

지 순서대로 子·寅·辰·
午

〈그립 7) ^화納떠圖

태 -~-을 배당하고 친

패는 건의 장자에 해당하

므로 건패와 똑같이 배당하지만， 감패는 寅‘ 辰· 午 -$-~ ‘ 子， 간쾌논 辰

午 • 申 - tJi; - 주 • 寅으후 한 개의 간지를 뒤로 순환시켜 배당한다 읍패는 坤빠

부터 시작하는데， 곤패논 朱

-E- j1p- 표 • 찾 • 쩔로 배당한다. 곤패가 표에서

시작하지 않논 것온 午는 5 월구패로 陰이 하나 생가는 때이므로 陰은 午로부
터 시직한다는 언급에 따랐던 것으묘35) 보인다. 이에 따랴 손패육효는 표 ·

家 • 훨朱 - E - gp가 되고 이패는 찌 · 표 · 갖 · 西 · 未 -E가 되며， 태패는
E ’ j1p- 끔 · 갖 · 햄 · 未가 된다， 이렇게 12 地훗를- 8經봐에 배맹하면 자연적으

31) ，京"ß':易傳A 卷下， pp 808465, ‘奇隔之數 取之子乾坤 乾J$者 陰陽之m本’32) 댐南子j 5:폈111， ‘凡 H 甲뼈11;:종 쩍뼈11丁柔 J;J￥子찢’을 고려하면 10주도 陰關1빚
의 구벌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의해 흉수논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되는 數의 뽑펴g
論R용의 연장션상어l서 흩수 순서어1 해당하논 걱'FiIX뚫보은 陽千。l 되고1 짝수순서인
"6T己辛쫓는 陰Tol 되는 것이다

33) "周易 慶蘇P흉j 에 ‘陽활多陰 陰#짝[ll，’이라는 구정에 큰거하여 乾옳*I용은 陽놓↑ J뼈
짧離兌는 q웅빠이다

34) 똥 '1포建，兩훌象數易學fR%』， 廣西敎함出版社， p.213

35) ·京Jl:;易{휴j 卷下， pp 808 466, ‘陰從午 陽從子 子午分行 子左行 牛右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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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머지 패에는 상웅한 地훗가 배탕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京房의 納

甲 ‘ 納것說온 사질상 U‘易』의 해석을 위해 께시환 것이라가보디는 t찬옳 및 陰
陽N異에 대해 설명하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 36) 타탱하다 그렇기 때문에}

先奏이래 r 月令』어1 끈거힌‘ 지지배당을 산택하지 않고 션천방위나 후천망위볍
도 고려하지 않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간지배당볍을 창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납갑남지셜은 패와 갚지결합의 보펀적인 방식이라고 하기논 어려윷 것이지
만， 漢f\; 易學史에서의 京房의 역할과 영향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漢代社會 이
방식의 비중」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좌와 죠行

전술향 文Ð\총↑方位說이 사실상 오행과 역꽤회 결합을 의미종}는 것인데，
京房은 。| 방쇠을 웅용하여 천면적으로 힘와 중에 요행의 속성을 도업하였다

일찍이 r說조h 에서 “乾은 金이고 異은 木， 아은 7κ 離는 火이다" 坤은 地(土)
이고 良은 μ|이다”라고37) 언급하여 오행과 팡패간의 결합관계흘 설명했는데，
여기에 덧붙여 찌는 地에서 나온 剛햄이다"

“만블은 震에서 나오고 賣은 東

方이다"38) 라는 구절까지를 고려하면 兌능 金， 震븐 木에 배명될 수 였으므로

않 • 몇은 木이 되고 離는 火， 坤 • 良은 土， 兌 · 乾온 金， tjz은 水가 완다는 점
을 명료하게 얄 수 있다. 이와 같은 팔i빙의 오행베당은 文王後天八최方位圖를
참조하면 f중최를 제외한 7패가 木火土金水라는 오행상생외 순서로 배열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상 팔패와 오행은 서로 계풍을 달리하는 관념이었고 숫
자상으효도 整잠되지 않기 때문에 요행상생의 순서와 완전히 알치할 수는 없
었다. 이러한 모순을 처티하기 위해 良휠카 가진 終極의 의미를 중시해 간패
룹 방위상 東~t에 배열하고 통방의 震에서 시작된 순환이 良에서 끌냐는 것으
로 팔패배열순서를 정했다는 지적이다}9) 경방의 역꽤 오행배당븐 이러한 『설

36) 劉玉행， 『兩j횟짱數易學líII究j， 廣g!j敎育:J:l~iit上 pp.219-220
37) ，周易 ι 卷10， 說#， pp. 709-729
38) ，周易」 卷10， 說좋↑， p.732 , p.696
39) 劉玉建，兩漢象쨌易學Wf~J~ 끓행敎즙出없피tt，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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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1] ，의 배당방식응 이용ii1 얘 64꽤 모두를 오행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우선 경방은 팔쾌5'-1 오행속생을 『說쉽』의 논법과 동일하게 보고、 그 팔
패틀 J\홈說에서의 上t앤l 해당하는 八純封로 한다 그러면 八宮화의 배열상

에서 -t브합 · 二世힘 · 주世휩 , 四世封 • 五世최 · 游塊촬

簡행훗↑논 모두 )\純

춧{를 따라서 오행속정야 배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

대 64패는 모두 활패의 충북으로 내외쾌를 나눌 수 있으므로 통일패에서도
내외패별로 요챙속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룰 을연 얘%훗↑는 良휩외 짧

정훨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행은 간패와 마찬가지로 士에 해당되나， 내외쾌흘
분리해 불 경우 上뽕下&이므로 오행속생온 上木下士가 되는 것이다 。l 뿐만

아니라 64패의 각 호도 納支說에 의해 12地支와 경합되었기 때문에 12지치에
배땅펀 오행속성이 적용훨 수 있었다 乾휩 初九에서 上六까지 子水 • 寅木 ·

辰土 • 牛火 • 申金 f용土가 되고， 坤홈는 역시 같은 순서로 未土 - 已火

.gp

木 · 표士 • 윷水 - 西金이 된다 64패의 384효도 이와 같응 원리로 모두 오햄이
배당되논 것이다， 이렇게 불 때 같은 패의 오행속/덩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각도롤 중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얄 수 있다

6 易휩와 281돕
‘

八휩 내지는 64쾌가 칸지와 요행. 24켈기， 방위 풍과 다양한 방삭으로 결합
되었다면， 28수의 칸지배당도에 근거하여 28수와 역패와의 결합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았을 것이다 그려나 京房에 있어서 64패와 28 수의 결합은 숫자상의

부정함 때문인지 그리 단순한 것민은 아니다- 京房易學에서늠 우선 28수틀 동
서납북 각 7宿썩 배망하논 四象體系룹 기반으로 하여 乾휩를 ill方白虎 맨끝

별자리인 參껴함에 배탕하며 시작한다 ::J. 뒤 팔궁패의 순서에 따라 帳휩는 東井，
遭휩는 興鬼， 否휩는 柳 동으로 배당하여 農宮/\촬는 동방7수와 북방초수까지，

!j;혐)'，‘참논 나머지 북뱅6수에서 서방 第2宿인 樓까지，~흰八휩는 나머지 서방
5 수에서 남방 제 3수인 柳까지 배당한다 그 뒤는 이 순서룹 유추하면 된다 여
가서 28수의 1 주키 배당온 良宮 폈:#에서 28 수 畢宿으로 끝나고 映封가 다시

參宿부터 계속 이어 순서대로 배당되는 형식울 이푸는 것이다í"(그렴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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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험 8) 8宮64춧f28宿位置圖

그러나 아러한 일반적인 방식과는 닿려 28수와 역패의 결합을 특이하게 설
명하는 방식이 었어 주톡된다'. 0] 것은 鄭玄이 제시환 쪼辰說의 일부로 漢代 象

數易學의 새로문 학설중의 하나이며

흥辰說은 京房의 八최六位說과 유사하게

乾坤 兩훗}의 12종를 12地支에 배탕하는 것이지만， 경방의 설괴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특색을 보인다고 지적되고 있다.40) 첫째는 乾용 6 용의 지지배탕은
경방과 환전히 일치하게 初九부터 子

寅 · 辰 • 午 , 申 .tX;로 배랑하지만，:1:$화

6호는初六에서 上六까지 未，맴·홍·표.JlP'B가배당된다 툴째 정현의 12

律을 乾坤 12호에 배당하는 것이 특색이다 。l 려한 뚫說중에 28수와 24절기

둥과 결합하는 내용이 있는데， 乾최 初九에 :뱅支 子와 24절기의 쩍F포 28 수는

虛가 배당되고 시꺼}방향으로 한칸씩 건너뛰면서 乾휩 九느에 표， ffiïk， 尾 둥
이 배당되는 식오로 냐아간다i 坤용 初六은 地支 未에서 시작하여 大홉와 28 수

의 鬼가 배당되고 이 역시 시겨|방향으로 한칸씩 갤러 한 강가 배당되는 것이다
((그램 9) 참죄. 이러한 정현의 효친셜은 건곤쾌뿐만 아니라 그 외 62 패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데 양효는 건꽤육표 음효는 콘패육효의 여l 에 따료게 되는
것이다 띤꽃떨 예를 들면 初九논 陽중이므로 乾함 初九와 똑같이 子를 배당하
고 六느논 陰交이므로 坤함 ?E와 똑같이 하여 햄를 B~당송}눈 것이다. 나매지

는 이것에 의해 유추하면 흰다- 그퍼1..} 정현의 효친설윤 후한발기에 중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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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한대사회에서의 영향온 그I까지

컸다고 보키 어렵지만， 漢代 상수역
핵중에서도 비교적 특이힌- 易의 해석

방법이었고 五行 • 方位 " 12a윷 " 28宿
풍 각종 불상이 망라적으로 역패와

결합되었다논 점에서 흥며즐 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10간 12지 • 요행 • 팔
패 및 64 패 · 방위 . 12차 " 28 1'첩 "12
개월 24節氣 72많간의 결합과 배당

이 다양한 논리와 빵식으로 이루어지

〈그렴 9) 효辰의 28끼륨配當圖

고 였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여

전히 문제점은 각 象徵符號간의 수리적 정합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수술가즐의 노역과 고심에도 불구하고 五行說에서도 오뺑의

운환에 따라 간쳐 퉁 다흔 상정부호와의 결힘관계가 변할 수 있었지만， 특허

易함에서는 역패의 적용이 다른 부호와의 고정적므로 결합되지 봇히고 매우
유통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려므로 굶홉의 총fj，說에서 보이는 nlR의

64#

배

당이나 京房의 28수 역패배당 풍은 한 순환주기가 끝나면 계속척으로 다른 대

웅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불론 이것은 전체를 비룻한 삼라만상
의 변화양상을 적정히 대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탕연한 것으로 받아

을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천체변화는 일종의 규-칙적인 주기운동인 반연 어떠
한 주기성모 발견하기 어려운 배당방식의 둥장은 사질상 상칭세계 구축의 미
완성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깐혹 수슐카들의 지지를 영지 못하고 차

체 소멸하는 결함빵식도 존재했고， 혹은 더 복장힌 수리적 조작이 챔가되기도
했던것같다
또한 상수역학자을간의 이흔적 차이 및 관측과 정협대상을 달려하는 많은
수슐가툴과 학과의 관정과 기준의 차이는 이려한 천체현상에 대한 부호화과정

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양각색의 다양성을 며게 한 요인이기도
했다. 그려나 이러한 천체의 부호화

40)

상정화는 오랜 기간올 풍해 셔서히 정비

張홉:>:"象數與義理』， ￡흉寧敎홉出版세1:，

1995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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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왼퇴어 갔으며， 단지 천처l 현상의 이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쫓氣 · 風 풍

의 자연현상을 비롯하여 지형， 方位의 선택술과 A體의 외형 및 내부조직과의

대웅 퉁 方e:부분에까지 적용되었던 것으로1 시-실상 모든 數힘家틀의 중섬적
이롭토대였다는 접을 간과해셔는 안혈 것이다 요컨대 이들은 전지엔의 현상세
계어l 상상의 영역으호서의 귀신세치l 까지 포함한 인간세계를 숫자와 부호라는

요소를 통해 부탄히 연걸시컴으혹써 샤설상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논리적으

로 연결하는 ‘象徵世界’ 내지는 ‘論理와 符號의 世界’를 구축하였다 굿 뺑-Á- '3월
의 현상세계는 부호륜 통해 상호 인과 및 대용관계가 명확히 섣정되었고 유가
적으로 연결되었가 때문에 數術家들은 한 분썩 규윷을 장(악경}는 것만으로도
다흔 모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늠 수술

가들의 미래예측이 진흥력과 개인의 특。l농력에 의해 좌우회던 캘祝틀의 영감

파 계시의 영역과는 다흔 것으로 핵슐과 논리의 체륙에 의해 터득할 수 있논
객관화된 학문 영역으로 생협했읍을 의미했다. 이것이 漢代 數術家의 독자성이
며 原始 Æ틀과 그들의 논리를 한 차원 승화시칸 차별성인 것이다‘

II. 象徵符號를 통한 吉뻐l判斷法
전체의 구도와 그 운동;규율을 피악하고 이를 상정부호를 통해 도식화 · 부호

화쌓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어} 내재히변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여 인간사

에 적용εF는 작업이 수술가틀의 중요한 과제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천체의 운
동과 변화가 어떻게 인간의 길흉므로 히l 석되었논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人훔의
솜때 • 成敗 · 得失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해맹을 위해 제시된 논
려기- 春秋戰國時代 이래의 陰陽응용이였고， 이 음양셜에 따라 모든 상정부호를도

陰陽 두속성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마 숫자상 홍수는 양수이고

짝수는 음수로 안식되었고 千호도 千은 陽， 支는 陰므후 배당되었다 또한 10
天千 자체내에치도 홀수 순서인 甲

.f'í

'JX. 뚫 · 王은

|傷에 배탕되고， 짝수순

서인 ζ 'T'C' 훈 - 쫓논 陰으로 분류되었다 풍시에 12地좋도 天수과 마찬
가자토 子 · 寅

· 辰 · 午 · 申 · 밟은 陽에 속하고 표:.gp.E. 未 · 西 · 玄는 陰

漢K; 數h學 符號體~의 成立과 그 活用
에 속하거l 된다- 역패에서도 ‘-’은 陽양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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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陰정라고 히여 죠와 좌象이

응앵:에 의해 캘정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자설이다? 따라서 陽i1.논 陽剛의 성질

을 가진 사윤을 대표하여 男子니 됩權 • 강건 동의 품턱을 상징하고， 陰효는 陰
柔의 속성을 가찬 사물을 대표하여 女子 • 토

• 연약

유순 뚱의 품덕을 상정하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려하여 8 封도 “陽휩多뚫 陰좌多陽"'41) 이라논 원칙에

따라 乾·麗·秋· 良은 陽封， 坤 몇-離-兌늠 陰화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이
미 전술한 대로이다

그려냐 이러한 상정부호들의 陰陽속성 자체어l 어떤 길흉의 의미가 있는 것

은 아니고1 陰陽느氣의 다양한 변화와 그 관계를 이해효}는 것이 길흉판단에 있
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原始짧法에서 일찍부터 존재해왔떤 陽陽

(=)

陰陰( ==)을 얻으면 때이고 陽陰(=) . 陰陽(=)올 얻으면 吉이라는A2) 소박

한 인식또 존재하였지만， 음양의 변화는 이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았다‘ 陰陽=
;Ft間의 기본관계는 상호얘치(離合)， 상호의촌(1f根)， 相륨消長(升降)， 相互뺑fl:

(1:.{t) 퉁 적어도 4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는데，43) 이갓은 결국 읍양이 그 중
하냐라도 결하연 않되고 상대가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陽이 陰으로

陰은 陽으로 변하면서 陰陽二氣의 끊임없는 순환이 日 꺼出入， 人事盛혔 풍 우
주만볼 킬흉화복의 변화요인이 된다는 것올 의마한다， 陰陽調和가 만물의 번성

과 瑞@￥의 출현을 가져오교1 陰陽失衛이 %異룹 초래한다는 童{뿌함를 비롯한
漢代人들의 논리는 현실에 적용되변서 上計文홉의 조작， 쨌異의 정치투쟁에의
이용 풍으효 성통代社會의 성상을 크게 왜꼭시칸 것도 사실이지만，44) 설제 의도

는 天志에 순웅하는 황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므품 음양의 운동변화에 길흉
이 내재한다는 판념윷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볼 때도 천체우주와 인간사회에
서 읍양의 조화와 균형아 안정과 평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강조되
었지만， ~용이나 陽 퉁 극단적오로 힌쪽 속성이 생할 경우 중중 자연재해와 이

에 수반된 禮樂 붕펴 현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경계되었다 陰의 속성이 강댔던
41) IT 周易」 옳짧度
42) 張좀良， ff힘易哲댈져]古f1J社會思;t!!." 齊챙협뻐:， 1998 , p.354 창조
43) *秉義 r 周易뼈」용옳 /힘期P업環Bjj@@*iJ ， 中國華f홈出版jjiJ:， 1999, pp.78-80
44) 후成뚫 r 虛i훌외 太zp:; ~흥휴꺼E령의 聯합} 上計의 造作」， r古代中國의 理解 4μ "1삭산
업세 1998 ; 없3튼J텅 톨흉Â1N 承tI' 짧뾰 'ïJ.Ij漢經學~j[JrIi!" 土海古箱出版社， 1994 '陰
陽핏!Jl，￥D政敎合→」 힘 E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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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로 女人參政， 大똘홉없 폭우? 흥수 등의 현상이 지적되었지만， 陽氣가
일방적므로 성행했을 때어l 는 전쟁， 형별과중， 가뭄， 暴寒짧훌 웅의 현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45) 漢文帝 4년 6 월 큰눈비가 내린 3년후 f뚫南王 ;흉이
모반했다거나， 景帝 中6年 3 월 눈비가 내린 .f.~힘없가 침엽했다거나， 元帝 永

光元年 3 월에는 우박서리가 뽕나무를 상하게 했는데 이때는 中혈令 石顧이 천
권을 휘두르는 때였다는 둥의 기술이 46) 陰氣가 과도하게 생했던 상황의 정조

라면， 惠帝 5년 f중安城수축 완공후 大될이 았었다거나， 武帝 元興6년 )GJ뼈5 년
흉노출정시 大부 동은~7) 陽氣가 과도하여 생긴 자연현상이라는 해석이다， 이러

한 무수한 사례틀을 더 나열송}는 것온 무의미하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陰盛 혹은 陽짧 풍 음양의 부조화로 니타난 자연의 특이현상은 이깃이 과거의
일에 대한 견책이든， 마래의 일에 떼한 경고0] 든 간에48) 政治와 人事에 돼현
l쩌事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자연계와 인간사회 등 일처l 만물은 陰과 陽
의 통일체로서 陰陽의 평형과 화합이 최고의 이상적인 규율이라논 것이다‘
이러한 원칙 속에 漢代 象數易學者틀은 陰陽이 마땅히 자신의 위치에 었어
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 길흉판단법올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와 젖에 각각
음양속성이 있었지만. I 최 6 겁에서 종의 UL置에도 음양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2.4.6 번째논 陰數에 속하므호 陰位，

1 · 3 - 5 번째는

陽數에 속하므로 陽位라

는 것이다 여기서 陽증가 陽位에 속하거니 陰쪼가 陰位에 속하면 吉이 되지만，
: l 반대로 陰交가 陽位에 있거나 陽종가 陰位에 있으연 낸이라는 놈법이다， 이
런 논리흘 當位짧아라 하는데， 여기에 여}외가 었어 不當UL라도 제2효와 5 효의

不當位라면 吉로 본다는 이른바 中位說도 있다‘ 그러나 中位라도 반드시 吉이

아니라 시기에 맞으면 졸이고 失時면 l최이 된다는 논리도 있교 中位중 상호인

접한 두 호의 관계로 길흉을 정하는 방식도 있다 某흥가 某흥의 아래어l 었으

45)

·春秋聚꿇j

환3， 精華第5，

pp85-86,

“天地양껴흉 陰陽之所~也 感請월 感옆휠者

{라 大뚱혈 陽滅陰tU易없陰jg ￡휩厭변~tll 固其옳dι 大水영 陰빼\ll;1f!. 陰滅陽者 ."勝

46)
47)
48)

尊켄L”
，漢연” 卷27， 五行志‘
c행書J 卷27， 五行志
껴f休는 꿇싸휩의 χ異說에 시간적 개념을 도입하여 χ블 과꺼사설이1， 異블 미래사

건에 대한 것이라고 구분하였다{日原利國， rjX異 ε 짧짧」， 『찢.f1:;탱、想σ)lí/I究" 빠文出

Iifí", 1986, pp.74-75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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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承이라고 하고 某죠가 某흥의 워어l 였으면 乘이라 하는데 陰承陽， 陽셔용陰01

변 吉이고1 陽承|陰 陰乘陽 。l 연 iZ;J이 된다는 이른벼 承乘說은 中(ll說의 보완아
마 49) 이형게 좋f~辦의 좀μl이 정해지지만， 모든 힘윷離를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應位說도 둥장한다. 應位說은 1 파 4, 2와 5, 3과 6 은 서로 상웅
i5~는데 양효와 읍효가 싱응하면 有應이라 하여 吉이 되고， 음효와 음효 혹은

양효와 양효 풍 같은 속성끼리 상웅하면 ;I!lli!應이라 하여 냥l이 펀다는 논리이다
예룹 툴변 大有휩(응튼튼른)는 六뇨종와 九느호가 有應이므로 r홉位說로 보연 때이

지만 應位說이 적용되어 솜이 된다
이렇게 陰陽의 변화관계를 통해 좀fi，IQX敗를 추정활 수 있었지만 인간사회와
만블의 복잡다단한 변화를 그렇게 이원대립적으로만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도
사설상 곤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솜때을 딴별 6운 일모 여타 상정부호륭 이
용하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려한 문

제는 죠行說이 동강하면서 해결되는 것 같다 五行과 陰陽온 사실상 天地강氣
으} 다른 표현방식이라능 점에서 50)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벨접한 연관관
제올 갖고 있지만， 오행설은 읍양이원론에 비해 매우 다양한 논리와 방법이 처1

시되었다 이러한 방직이 구체적걷로 어떠하였눈치 밝힐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척이지만， 다융 기사에서 그 일단을 살필 수 있다

A) 抱tfeT-가 말하기를

『훌寶經』에 이르기을 소위 保터은 구훗가 天그=0]

JtIi.훗를 生하게 히눈{千生회 날이다 얘을 들변 甲午， ζBB 이 바로 이에 속

z

한디 甲은 (五行에서) 木에 속하고 'F-은 (1i行에서〕 火에 속한다
역시 木
이고 已는 역시 火이다(요행상생의 논라에 따라) 火논 木에서 生하거 때문。l
다 또 이르기흉 養日은 千支가 支生느F의 날이다 主申， 쫓협日 이 바로 이널이

다 王은 水이고 中응 金이다 쫓는 水이고 쩔는 金이다 水는 金에서 또하기
때문이다 소위 빼Ij B 은 간지가 子克호ct克下)의 날이다 1x子， 己:t: B 0] 이에
해당한다 .[X:는 土0]고 子는 水이다 已는 土이고 종는 역시 水이다 오행상극
의 논리에 따른다면 土克水。|가 때문이다 소위

i:Jt EI 은 간지상 호克千의

날이

49) 이듣 논리의 구처]쩍인 ØI1에 관혜서는 *'伯1~ ，易學f!f學史~(..t冊Ut京大행出li1i社，
1986 , pp.54-56 ; 林행軍 U象數易뿌했@벚"，(第 행， 齊쩔홈社 1994, pp .4 5-49 ; 쫓j
초첼， 『兩뺏象數易學땅{究" 廣西敎育버뾰바， pp.323-328 응 잡조
5이 U 春秋찢평J 卷13 ，Ii.行相't. 第58， p.36 2, “天地Z혔 읍而왔- ff짧끓f4l1l1j'용맹￡￥ 제
엽五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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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컨대 甲$， 6업 B 이 이에 해당된다 甲은 木。l 고 申은 金이다 ζ 역시

木이고 햄는 金이다 金克木이기 때운이다. 그 외 天二fl1!!.lZ:의

B辰셨룬‘는 보

두 。1 와 유사하니 。1 칠 우츄하면 모두 알 수 있다 5 1)

B)

C했mi經」에 。l 묘기를 入山은 반드시 保 R 과 꿇日을 선핵해서 해야 한

다 만약 千훗와 죠行이 서로 화합되는 專日에 入山하면 大좀이지마， 힘IJR 과

{~El을 선택하여 入山허변 핑히 버死가 았을 것이다 52)

이 인용문을은 포박자가 登山의 道를 논할 때 『蘭寶經』을 인용하여 좀l2'J日

어l 관한 문제틀 언급한 것인데， 鍵홉시기 저작오로 알려진 『靈쩔經』 당시 아마
保日 · 뚫日 · 專日 · 制 R . {:lt日 동 좀때日의 명칭이 존재했음과 吉[.iJ B 을 판단
하논 방볍이 정해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갤흉을 판단하는 방볍은

f

흉g 日法에 따른 B 의 千支가 어떤 五行속성에 해당되는지 파악한 후， 五行相
生과 相克의 논리관계가 어떻게 되눈지 얄아내는 것이다 A) 에 소개된 내용만

S로는 天千과 地支자 서록 相生관계에 있는 保 R 및 義日은 吉日이 되고， 天

구과 地支가 相克관계가 되는 制日과 f:lt日 은 [.iJ B이 된다는 논병이다. 특히 專
B 같이 天千地훗외 오행속성이 서로 같을 때는 大吉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길흉판딴볍은 『회남자』 전문훈에도 거의 유사한 형때가 기재되어 였다
(五감相生의 논려는) 木뾰k， 火生:1::. 土生옳 金生水이다 子~-m를 짧라
하고 fijc生子를 保라 한다. 子많가 서로 염l이 될 때는 뿔이라 한다 따勝子논

制라 하고 T簡母는 困이라 한다

.......

專日 에 얼음 하연 功을 있을 것이고

義日에는 이름이 드러나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保日에 좁賽의 일을 하면 댄f울
이 번성한다 困더어1 일을 처리하면 파멸과 사망이 있을 것이다 53)

여기에서 子는 12地支블， 母는 10天千을 의미i"}는 것으로 千支를 子월關If'i，
에 비유한 것과 p抱朴子』에서의 f:lt日이 困 R 로 표현되었다논 첩을 제외하고는

시질상 암에 인용한 F靈寶經」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길흉판단볍은
五行간의 相't關f없는 곰이고 五行의 相克·相勝關係논 [.iJ으로 본다는 점에서
주로 五行家들의 논리였을 것오로 추정되늠데， 음양을 단순히 갈흉으로 이분화

51) ·抱朴子j(新編諸子集成 『抱朴子內篇校擇"

p.303
52) ，抱서子』 內篇 卷 l Î , 흉!iFíi':i， p.302.

53) ，進南子a 卷3， 꿋文깅Il p.124

‘

中후펀局， 1988) 內屬 卷17， 흉양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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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식에 비해서는 크게 진전된 것이다
京房도 0] 러한 길흉판단볍윷 응용하여 이른바 六親說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러한 논법이 漢代社會 크게 유행히는 논리였다는 사쇠을 짐작할 수 있다 경
방의 육친셜은 64꽤 384효룹 六親에 배당하여 걸흉을 추산히는 것으로1 “8 패

에서 鬼는 랬젖가 되고， M는 îIlIJ양， 天地는 훨호， 福德은 寶갖， 同氣는 專젖가
된다”고54) 하여

zf

죠名에 六親을 연계시키고 있다. 여기서 鬼는 관리와 귀신

을， 財는 처롤， 天地논 부모를， 福德은 자손을， 同氣논 형제를 각각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55) 그런데 효명을 보면 f훌寶經』이나 r堆南子』에 풍장하논 명

칭과 거익 유사하고， 다만 뤘종만 다르지만 이는 「推1휘子』의 困과 『훌寶經』의
tt 日 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마 따라서 앞에 인용한 『뾰南'f.D 의 五行相生 相勝

관계륭 참고하여 乾휩에 六親을 배당한다연 다음과 같이 된다 乾함의 요행은
본래 金이지만， 乾의 초효는 地支 子가 배당되고 오행은 水가 되는데 건패와의

오행상생관계는 金生水이므로(母生子) 초효는 자손이 되고， 훨2용논 寅木이묘
로 金克木의 관계에서(母勝子) 쫓財가 된다 3 효논 辰土이고 土生金으로 부모
가 되고， 4 효는 午火이고 火克&이므로 官鬼가 된다 5 효는 申金이고 乾휩와

요행속성이 깥으므로 형제가 펀다- 上호에논 언급이 없요나 후세 역접가틀이
부모로 배당하였다.56)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패도 모두 六親올 배당항 수 있
게 원다 이려한 방식은 결국 경방에 이르러 역의 체계가 오행설과 완전히 결

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易에서도 요행의 변화에 의해 萬物萬事를 해석할
수 있논 큰거가 성립되었옴을 보이는 것이다，
읍양과 요행이와 팔패 및 64패릎- 통한 부호화가 친행되연서 걸흉판딴법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었을 것이지만， 오행에 의한 길흉판단법은 易연에

서의 질흉판단의 기초로도 활용된 것이 분명하다 京房이 ‘결홈재난은 五行에
서 시작되어 A홈에서 끝난다’고5η 말했던 것온 五行의 氣의 운동변화에 의해
파생되논 길흉판단을 易휩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는 점을 언굽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역패에서의 길흉판단운 어떠했논지 검토해 보자， 이룹 위해

54) ，京民易훌J 卷下， pp.808-466.

55)

林忠軍， 『象數易했觸史ι(第

卷)， 齊흉홈~l:，

1994, p.l00

56) 劉玉행， f兩漢영~r.:易學fVI究" 廣西敢育tI:lJ:fuïrt p.244
57) ，京R렸f흉 p 卷下， pp 808 467, ‘좀때之옳 始子E行 **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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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 떤저 팔패에 오행을 납입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대로 경방에 있어서 역패의 오행배당은 적어도 세 가지 기준이l 의
해 이루어졌지만， 오행 또한 니-릅대로 相生 相克 등의 변화논리가 있었기 때
문에 배당된 역괴!의 오행관계가 가변적일 수밖에 없었다- 경방역학에서 주창
동}는 오행변화에는 衝과 合파 7f~의 개녕이 있다 58) 衝은 매립의 의비로 五行

相免說을 홉수한 것이라면， 合은 五行和合 및 相同을 의미하는 것아고， 제은

制約 · 뻐j關

‘

뿔惡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衝의 경우 역패중 無흉휩는 上乾

下Z똥이브로 乾은 金이고 震은 木이 흰다- 이때 철기상이나 방위상으로나 훈
과 木은 상극판계에 있게 되므로 이 느象은 衝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영방
은 12地支에도 이 이론을 적용히l 子午相觸， 표未1펌衝， 寅E염:m衝， gp명相衝，

辰f행g衝， B*相衝 동의 관계률 설정했다 59) 이런 관계는 특히 納支說에 의
해 地훗가 배당된 64꽤의 각 죠에도 적용되어 }\純훗}의 6죠에 각각 상충관
계가 존재하게 되고 왈순패이외에도 乾힘納支와 통일한 上乾下찮의 無쫓圭}

와 上震下乾의 大!I:l:封도 역시 6효간 상충관계가 촌재하는 것이다 결국 오행
을 매개록 하여 역꽤간의 길흉관계가 설정되게 되는 것이다
한펀 合은 요행상생의 논려와 유사하게 오행속성이 상호 화합상태어l 있능
것을 의미하고 륙히 오행속성이 같응 때에도 합의 관계로 인석한다 예컨대 上

뽕下찮의 益화는 오챙속성이 다 木이므로 合이 되며， 鳳최、의 경우 上兌下良에
서 兌는 金， 良은 士의 속성이 었으므로 士生金의 관계가 설정되어 6효가 合의
관계에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역패의 6효관계를 해석하게 되늠 것이
다. 12 J113.支의 合어i 관해 京房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병의 논려를 발전시킨
후세의 納甲없에서는 12지지에도 6合과 3合 풍의 관계가 있능 것으로 보고 옳

58) 林忠軍，象數易學發展史.(第←卷)， 짧휩、書社 1994, pp.94-97
59) 12지지가 대표하는 五行으로 보아 子午와 째쩔는 水렀k， 寅申과 E짖는 金克t 표
‘

末는 등다 土이지만 쪽水의 士아고 未는 夏火의 土이므로 水克火이며 辰f쳐도 。j 와

같다고 하여 ;f~pJjIUJ~가 五行相克認에서 파생펀 것으혹 이해할 수 있지만， l2地支
가 가전 、읍앙속성간의 대립 01 나 측은 12지지의 방위상 상후 내립되는 위치가 對떠

關係로 설정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디{劉값tI， 'ff띠秘的五行ι ，Wl.西 Ál'I';出版ij:，

1994, p.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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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상 이용했던 것 같다 60) 衝과 슴이와 꺼은 오행속성이 상호 陣.Mf가 되는 경

우를 의미하는데， 12지지중에 子gp相페， 寅E 申相7flJ， 표末E뼈뻐 둥의 3께이
있다고 알려져 았다 그런데 子째相}에을 보면 子水째木으로 본래 相生lUl係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께관계로 보는지는 불분명하다- 다

만 이 해석에 기초한다면 역패중 末濟빠는 初짖부터 寅 · 辰 • 午
가 배당되논데 初호 寅괴 上중 E는 相}에이 되고

=3Z

• 맴 • 未 .E

辰과 五호 未도 역시 相

ffU이 되논 것이다 이와 같은 방볍으로 다른 패들도 설명할 수 있다.
이상에서 合이 좀象의 의미를 가졌다면 衝과 뻐j은 때의 의미와 관련되는데，
이렇듯 역패에서의 吉|왜은 힘나 젖에 불어있는 오행속성간의 관계와 그 변화
에 따라 판단되었다 전술한 대로 오행이 四時중에

I!:f:

老 生 因 死라는 5단계

의 변화상태가 있다는 접이 역패에도 역시 적용되었다 경방이 “ 64패가 王의
상태에 처하면 솜이고， 廢의 상태는 때， 衝은 破짧， 7flJ은 敗亡， 死는 危險， 生은

번영 0] 다”라고61) 기술한 것은 바로 이 접-올 강조한 것무로， 역패 역시 오행과
마찬가지로 순환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솜l2iI 퉁의 의미가 정해친다고 본 것

이다 역의 길흉판단에서도 오행설이 주류블 이루게 되는 것은 한대 음양셜，

천인강용설， 상수역학 둥의 다양한 관녕들이 오행관념으로 통일화 되어 가는
과정이 아년가 추측펀다물론 오행관계 이외에 역패 자재에 의해 길흉올 판단하는 방법도 제시되었

다 경방의 八宮환說중에논 이른바 世體說이 있는데， 각가의 쾌에는 古者 本人
을 대표E 는 한 꽤가 있어 이를 世죠라 하':ï!.， 이것에 상옹하는 러者가 묻는 사
람 · 시간 · 불짙 둥을 대표하는 효를 應호라 한다논 것이다 J\宮월중에서 J\純
좌는 上호를 t얄호라 하고

世빠에서 五世화까지논 ~t욕젖는 初효 2世호는 二

증하논 식으로 각각 그 순서에 맞는 효가 世죠가 된다 游검뼈휩‘는 4효를 世갖로
하교 훌휴경없휩는 3 효를 世호로 정한다 또한 이 世죠는 각기 초효는 4효와 2효
는 5 효와" 3 효는 상효와 상용하므로 초효가 世쪼라면 4효가 應젖가 되는 것이
다 이런 관계가 정립되어 1 패6효에서 세효와 웅효는 주종관계가 생립퇴고 세

효가 그 패 전체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방이 “킬흉은 1 종의 象에서
결정띈다"62)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경방은 1 패6효를

60) 쩔淑紅， 찌빼秘的五行A ， 廣西A民出版폐~ 1994, pp.57-58
61) ')7房易傳』 卷下， pp.80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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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와 결부시켜 초효는 7G士 2효는 大夫， 3효는 三公， 4효는 저l 후， 5 효는 天子，
뇨증능 宗蘭 등으품 각각 貴隆， 等級외 지위가 있논 갓으로 보았다 이와 쌀온

관계률 이용하여 人事의 得失을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짝휩의 표에 “프
公탬世 上JL宗關寫應 君子以候H꿈 小人篇Jj("라는';3) 구쩔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
다 否춧f는 )\宮說에 의하면 乾宮두t밸}에 해당하논터11 ， 프世환는 3 증가 世젖가
되고 上.Q7} 應죠가 된다 그러므로 르公이 主가 되어 정치를 창악하고 宗蘭기

從이 되어 보좌하는 형태가 되니 정치가 어지러워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이
다 따라서 君子는 때틀 기다리고 小人에게는 재난이 된다논 휩爾가 가놓했던
것이다
陰陽과 죠行의 변화원리 빛 易최의 운용에 따른 길흉판단은 數~j家들이 채
돼한 마래예측의 기본적인 방법이었지만， 이러한 논리이외에도 점험대상과 방

법에 따라 다양한 킬흉판단방볍이 존재했던 것도 불론이다 따라서 28 수나 오

성에 각가 성정의미가 개입되어 였다고 보논， 즉 러驗 對象가체에 길흡이 내재
되어 있다고 보는 설법， 8폼間이나 空間의 가변성에 걸흉이 있다고 보는 논볍
흥 다양한 깅흡해석법이 사실상 상쟁부호의 길흉판단과 융합되기도 하꼬 혹은

간과되기도 하면서 각양각종의 점험결과가 뭉장했을 것으후 추정된다. 이것이
결국 첨헝대상과 논리 및 방법을 달리하는 다양한 願隊들의 存在意짧아기도
한 것이다 더구냐 수술가들의 모든 길흉판단이 향상 위와 같은 정교한 원칙과
논리에 의해 결정되지만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사마천이 정성가들의 t5驗이
곡식과 소금 둥 자갤구레한 것을 마구 섞어놓은 듯 교란되고 번참해졌다고 언
급한 것은64) 려騎決定의 무원칙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샤질상 t5星術의

t5蘇를 보면 왜 그렇게 해석되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
다， 그러나 일단 한 번 정해진 길흉판단의 t5離가 후세 특별히 바뀌었다고 당
정하기도 어렵다. 려의 해석원리와 규칙은 亡失되었더라도 오랜 관측과 역사적
경혐의 누적이 존좋되었융 것이기 때문이다

62) ·京民易傳』 卷上， 뼈화， pp.808-441 ‘
63) 京5;易像a 卷上 pp.808-442
64) ·벚記』 卷'27， 天향염， “而벌團륨石困時務論其응용협 故其려驗쫓離米몽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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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읍말
짧↑t 數術學은 天A感應딴想、고{ 陰陽五行說， 象훌?易學의 논리 빚 天文歷法 지
식를 사상적 기반으호 하고 있었다 그러냐 이러한 끼초가 인간의 과거를 해석
하고 P] 래를 예측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技法으도 발전 δl 기 쉬해서는 전체의

운동규융틀 숫자률 비훗하여 天千? 地支， 야옳陽， 五行， J\힘，

64!f 384용， 生혐，

音律 둥의 상징1부호와 28宿， 方位둠의 공간표시른 통해 부호화 상갱화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갤 고매 지식의 원류는 결국 天 · 地

A에 대한 경험파 관찰의 소산인 것

이다 이는 다시 미래걸흉을 예측iif은 時間的 要素， 미지세계에 대한 상상을

반영하는 空間的 要素， 생명의 존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A間딩身의 要素
로 분류하지만， 여기에 다시 환상과 7녕의 神I톨 및 5월神의 世界가 첨부되었
다 65) 수슐학의 성립은 이들 天 · 地 · 人 • 鬼가 상호 밀접한 연계올 갖고 융기
적으로 옵직이는 컷으로 파악하여 이플깐의 상호핀겨}와 존재의 당구였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부호배당과 결합은 天 · 地 • 人 • 鬼의 세계 이해롤 符號體系를

통해 객판화 상징화시킨 ‘象徵世界’의 성립이었으며， 0] 을올 유기적으로 연결시
키는 ‘論理와 符號世界’의 구축이었다 이갓은 한대 수술학 0] 만든 최고의 성과

이며 수술학윷 이천의 포祝세계와도 크게 구별하거l 하는 특정이기도 했다 이
‘부호세계’의 구축으로 方士들은 신통력파 자의성융 넘어서 天地와 人事의 변
화에 대한 일정한 해석이 가농하게 되었고 일정한 기준파 原Jl U下에서 접험의

결과를 저l 시할 수 였었을 잣이다 수술학을 ‘靈뻗파 당示의 영역’이 아니라 ‘學

習파 論理의 영역’으로 한 차원 송화시건 것이다 흘론 그 점험의 판단내용이
각 수술분파의 각기 다른 원칙과 방법이나 혹은 점험자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

에 따라 갚거1 달라쳤다는 샤실을 부얀활 펼 11.는 없올 것이다

65) 흉~E:)\':， '七센햄E前띠國搬많없변3명與{듭fr~世界l('P國EeJ뻗史 第1 卷)， i}[.ê.:k學tl:\J:i'i:피1?

1998 , p. 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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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中文續要】

j又代쫓&*字符당{本系的形成及其마用
崔振默

敬木是中휩'IX1*:)\옳千뼈며짓H몇自身的A生fO~힘家a;;命i짧→햄方式 在N1*:1t
승， 했기~:;t其是把敬Jl1.J.뼈系m明ßS

. 五行 'T支 'J\좌等象徵댐탬밖뿜않b좋g:!l1;方

I선홉짧려t， i땐而쫓展力更具有'~$웹흰和更成l후系， 本文xti!-r可題않行了深入的
댐~:考察。

xt乎/핀地꿈寅方事7J1'J깨성r~1!I及其쭉떠한뚫

j많±했及ßJj떠、 五行、 千支‘ /\

좌‘ 64조뽑象微원， i훈f규f훔{ι 在i효삼펴품中" ~輝tt其理解fIl.造用方式的不
同， 形成了數木좋é'J1[i[多캘派， 各풍~f밟몹具뼈!흩율역的끼〈同， 했*ili不一햄。 事쫓
上， 在目前M段， jf不可能체各협W~용짜￥i얀行중강않많톨Q 因IIt， 各象쩔網블的
맴냉擺 샘只能쯤有千秋9 象徵 It的 tt象"

及具周期i'l'처完金不同的훗1t基ìiE，

J융짤是天 池 - ι 但~공i짧$.J

自然和^I~符뭉也是씨tt1'l'겨짧빠。 R섣J1l:，

所有象짧符륨뺑않fr파뚫 홉 3딛天(本삐象密l채덤롯 ott子仔블 Itμ後곰연l成@뼈~.解
짧 只행'1fT없其탱영的벌料， 在貝#事ßît-l그的E양I~r꽃1뼈方法， 옳然事찾l:JL乎컷E法

~i삐륭， 但閒F日i周和及TI行生克띔IHt훤已「力流{햄버츠些劃훨原理， 흉有YPl:重폈8성意

x.

o

E섬子:q古Izi.JS<.J:I멍j협야AiQ不同， 所以쳐吉I;Gil'iJ뼈뼈J程及뿔휩果t낀使不同c

쫓@겨t후在用敎*1'풍õJI!'子igt참잉， 以其했的훗itftP能휠따뿜庫힐↑1멈깐체律i츠←f맹i상
Z下以古 l、等手앓力媒介贊:ìOOiJ命칠， 떼&탠1TJJ之吉12\)， i해一뺨벼秘王X文j없켜

용t뭘7 Jl1.J古1*:1'土용的一↑重흉홍文化要素。 在一定Btl리或껴所有其固有的特徵2;

짜;앙之下; iA.ì只월반tt jl'1j뻐其行JJS펴졸쥔닐否" l'fJ繼l견l求짧낀}휩材、 救"*ι흉흉주常
破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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避J以上i쉽표可Æ， 13({-1':영狀:￥{lll.ì:툴7 天 · 地 · 人 · 鬼효딱m象， 和想i짱(É'J世界

l며象徵{t的符륨져112'擺?世界’， ~며E立足二F械현力É!'JÆ木쨌城加以쥬r i휴，

依擔i짤

輯和걷#iJ而能關{t;.캉的씀냥뿔1뾰界。 井且， 혔!休캉5좌를i又f생끄R分子「핸é'J용떻:{t;.
系， 同ßt센是*期 s 'Jt꿨옆 R 째察1的 F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