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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1) 間題의 提起

오늘날 人文地理學은 各系統分野에 있 어 서 대 단 

한 專門化와 발천을 지속혜 온 것이 사실이지만， 

천반척 인 현상을 結合的으로 다훈 關係論文은 찾 

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았다. 系統的 짧究에 

있어서도 그 主題는 대부분 人間과 文化에 대한 

記述 및 說明이라는 文化地理學分野에 캡중된 ;영 

향을 보인다. 

本質的A로 A文地理學 혹용 文化地理學은 언간 

과 그들의 엽 척 , 그리 고 位置， 狀況과 特定時間에 

판한 연쿠를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무수한 

因子들의 空間分布에 주의률 기울여야 함은 물론， 

過去로부터 이 어진 現在라는 時間因子에 특히 판 

(4) 風水地理思想

3. 避亂 • 保身의 士地觀

(1) 避難 • 保身의 思想

(2) 十嚴之地의 位置

(3) 十嚴之地의 立地解釋

4. 훨約및結論 

심을 가져야만 한다 1) 

文化景觀은 항상 변화하고 있A며 그 變化속와 

現在狀況을 파악해 야만이 올바른 理解를 할 수 았 

다는 것옹 文化地理學의 흉홍達 初期부태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2) 

筆者는 地域의 空間蘇序의 成立이 그 地域에 居

住하는 사랍들의 포괄적 외미의 文化와 自然環境

이 相互作用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천다는 전제 

하에， 韓民族이 지니고 있는 가장 오래고 根源的

土地觀인 風水思想、을 우선 文化외 한 要素로 간주 

하여 그것이 어떻게 韓半島 地表훌훌觀에 투영돼어 

있는카를 試嚴的A로 시도한 바 있었다 3) 

時間的훌素라는 過程과 縮合的觀點이라는 地理

學의 理想的안 接近方法울 同時에 만족시 킬 수는 

없지 만 時間훌素 한가지률 集中的~효 分析함으로 

써 現在 地表空間의 性格을 어느 정도 밝힐 수는 

1) Dicken, Samuel N. & Forrest R. Pitts, 1970, Introduclion to Cultural Geography, Xerox C이lege Publishing,. 

Mass. , p.29 
2) Sauer, Carl 0. , 1925, “ The Morphology of Landscape, ~ U. C. , Berkeley, Publications in Geography, vol. 

2, No. 2, p. 53 
3) 崔홉祚， 朴英훌， 1978, ‘顧水에 대한 地理壘的 解釋， 陽基團水롤 中心..2..로 塊理學， 第17號， 大韓地理學賣，

pp.21-39. 
崔昌祚， 1978, “陰렬園水에 對한 地理學的 解釋 地理擊훌훌훌훌， 第 5 號， 서울大 社會大 地理學科，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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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時問要素中에 서 分析의 便宜上 가장 널리 사용 

되는 종류는 그 地域에 居住하는 인간의 文化傳親

일 것 이 며 , 그의 可視的 實體언 歷史資料가 昭究에 

利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地理學의 立場에서 

잘펴볼 수 있는 文化傳統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 

만 本爾에서는 그 中에서도 큰 영향을 地表空間에 

미·쳤을 것￡로 추측되는 民洛信때을 매체로 하여 

‘特定地域의 地域縣序를 究明코자 한다. 

民洛信빼을 宗敎로 불 수 있는가의 문제는 次置

하고， 여 하튼 그것 이 住民의 生活樣式에 至大한 

影響을 미 쳤을 것 이 分明하고 나아가 地表空間에 

투영되었을 것임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기 혜문 

에 本鎬의 展開에 있어서 宗敎學的인 논의는 일단 

도외 시 하여 도 무방하다고 본다 4) 

宗敎 혹은 信때이 社會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 

다는 것은 社會學 혹은 宗敎學에 있어서 周知의 事

實이며 5) 결국 地理學에 있어서도 그와같은 論理

를 定理로서 취급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韓民族의 一部가 상당기 간 신봉해 왔고 現在까 

지도 약간수의 신봉자가 있는 것오로 보고되는6) 

집여군데의 避屬L地언 소위 十勝之地는鄭鍵錄이 있 

기 이천부터 항간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례， 이를 믿고 따르는 사랍들이 그곳에 移入되어 

特異한 景觀을 이 루어 居住하고 있음은， 上記한 問

題意識에 1'11 추어 매 우 중요한 文化地理學의 昭究
對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十麗之地는 그것이 可視的 信때의 표현얼 뿐 아 

니라 믿음과 環境의 결부판계를 살펴볼 수 있는 희 

귀 한 資料로서 7) 그와같은 揚所들의 環境的 共通性

)은무엇이며， 一般的模型의 設定은가능한것인지， 

또한 韓民族이 保有하고 있는 歷史와 傳統文化 속 

해1 서 如何히 十嚴之地가 선택된 것인가를 밝혀내 

는 것은， 價f直있는 作業이 될 수있다고생각한다. 

(2) 鼎究方눴 

十勝之地에 관한 기 록은 鄭鍵錄 鍵設 以外에 그 

와 유-사한 여 러 圖議書들에 서 散見된다. 즉， 鄭鍵

錄 異書 內容中의 徵秘、錄， 運奇龜策， 秘、知論， 遊

山錄， 十勝地， 南敬岩山水十勝保吉之地 等:8)이 그 

것이다. 

中國의 소위 “孔子閒房記”니 “推背圖”니 하는 

것과 高麗朝의 “道옮秘記 朝蘇朝의 “鄭鍵錄” 등 

의 圖讓書類는 識者 無識者階層올 막론하고 오랫 

동얀 民心을 速感케하여 각종戰害를끼쳤으며， 이 

런 까닭에 혹은 圖讓排투의 소리와 令이 내려졌지 

만 워낙 그 信{대 및 思想의 뿌리가 人間心理에 깊 

이 박혀있는만치 9) 十購之地를 비단 術師의 장난 

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民聚의 土地觀의 일단 

으로 보아도 툴립은 없다고 본다. 

]二記한 圖議書類에 나타나고 있는 十勝之地로는 

豊基車岩金鍵村， 陳川φn椰山南測萬壽洞， 公1'1、l維鴻

麻참間， 업뿔果金堂洞北{則， 寧越東{則J::流， [훌朱f흉豊 

方洞， 技安꿇岩下， 南原雲峰智異山下鋼店村， 安東

花山집來， 報恩溶離山難觀項連地， 升陽永春 等이 
있다 10) 

十勝之地는 避亂 • 保身이 라는 圖議的 民倚信{대 

을 思考의 기저로 하여 나타난 그들 신봉자의 土

地觀이기 혜문에 共通된 地理的 特色을 갖고 있을 

것임은 쉽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本鎬에 서는 우선 上記한 圖議書類上에 나타나 

있는 全般的인 신봉자률의 土地觀을 추출하고， 다 

음으로 十觸之地의 地勢的 특정에 엿보이는 共通

分母를 찾아내 어 그의 一般模型 設定을 시도하여 , 

그와 같은 특정들이 어떻게 避亂 • 保身地로서 선 

택될 수 있었는가의 關係를 밝혀보고자 한다. 

地勢똥u斷은 주로 1 : 50, 000 및 1 : 25, 000 地形

圖， 1: 250, 000 地勢圖 및 大東顧地圖 等 古地圖

4) 宗數에 판한 개 냄 윤 M. EIiade 著， 李恩奉譯， 宗敎形顧論에 힘 엽 은바 크다. Eliade 의 論述이 宗數學上 어 먼 위 
치를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31 륙 少數說이라 하더라도 本考에는 거의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 內的信때이라 
는 宗數의 本質과는 直接的 關係가 없는 論文이기 혜뭄이다. 

:5) Broek, J. O. M. , & John W. Webb, 1978, A Geography 01 Ma째쩌d， 3rd. ed. , McGraw-Hill, Inc., pp. 
121-122. 

'6) 吳世昌， 1979, “豊基둠의 鄭鍵錄村形成과 移植塵業에 關한 昭究 地理學과 地理數育， 第九輯， pp. 166-185. 
7) Sopher, D. E. , 1967, Geography 01 Religions, Prentice-Hal1 Inc. , N. J. , pp.I-2. 
8) 金水山， 1972, 原本鄭鍵錄， 明文堂， 서 울， pp.54-65. 
9) 李因賣， 1939, “圖讓에 對한 一二의 考察(一)，" 震樓學報， 第十卷， 震樓學會， 서울， pp.l"'2. 

]0) 地名윤 權相老， 1960, 韓國地名핍華考와 孫成祐， 1974, 轉國地名離典， 景仁文化社， 서울， 그리고 한글학회지윤 
한국지명총랍， 충남현(1974) ， 충북변(1970) 等율 參考하였A나 짧見되지 않윤 것도 많이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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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고 因果關係分析은 자세한 現地調흉룹 다 어 그려한 랙학에서 土地觀을 찾아보는 작엽은 可

음의 과제 로 남기 고 歷史， 民洛， 地理學 等 諸關 能하다고 본다. 
聯分野의 文歡에 의거하였다. 위의 諸術師가 風水地理家로서도 알려진 A物늘 

이기 해문에， 결국 鄭鐵錄의 內容은 原則的議績의 

2. 圖훌훌훌類에 나타난 土地觀 부분을 제외한다면 風士的 입장에서 씌어진 것이 

(1) 圖讓의 意義

圖議의 圖는 所有土地를 畵하는더1 서 출발한 字

라 할 수 있다. 즉 圖象의 뜻이요， 換言하면 河圖，

錄圖， 圖書 等의 符瑞 徵驗의 圖는， ÁÍ홉的 • 計劃

的 · 誼策的 出現을 標勝한다는 것 보다도 될수록 

神意的 • 自然的 • 天然的 出現을 標樣하는 것」즈로 

적， 議과 같이， 미래에 얼어날 사실의 111 밀한 象

徵(symbol) ， 標徵(token) ， 標候(symptoms) ， 前

.;Jß(omen) , 暗示(suggestion)로서의 意義릎 가진 

것이다. 장래에 어떼한 사실이 얼어나기 천에 마 

리 그 事象의 標徵으로서 어떼한 형식의 圖가 나 

타난다는 것 이 즉 河圖， 錄圖의 所以다. 

협옳은 議言， 議書， 議記， 議錄의 謂안 것은 더 말 

할 것도 없고 주료 神託， 天밟， 夢뾰， 瑞異， 古言，

鍵運， 符命 및 其他의 鍵言， 秘記 等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서 圖議은 그 內容 形式의 質碼와 現出

i의 神秘、 여부를 막론하고 장래의 사실， 특히 인간 

쟁활의 吉때網福， 盛豪得失에 대한 鍵言 혹은 徵

짧를 지칭하는 用語라고 할 수 있다 11) 

現‘在까지 전해오는 圖議書類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펀언례 12) 가장 찰 알려져 았고 內容을 포 

괄적무록 갖고 있는 것이 廣意의 鄭鍵錄이라는 데 

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圖議의 原意블 字句대로 해석한다면 그 內容 中

ι에서 土地觀을 추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 

니지만， 鄭鍵錄 自體7} 筆者나起源이 不分明한諸 

‘圖議書類의 緣合이 라 여 져 지 고， 훌옳韓地理說의 천 

설척 주창자인 高道寧， 道試， 無學， 南師古， 鄭敵，

鄭北짧、， 李土훔， 李西뚫13) 等 諸術師의 思想과 民

짧의 地理觀이 융화되어 이룩된 著述이라 판단되 

11) 李因壽， 1939, 前提書， pp. 5'" 15. 

라고 볼 수도 있다 14) 

鄭옳뚫錄에 판한 대부분의 &다究例가 著作年代를 

대체로 朝蘇朝中後期로 잡고 있기는 하지만15) 그 

內容中에는 이 pl 高麗朝에서 利用된 바 있던 陰陽

說， 風‘水說， 圖議說 等이 끼어 있는 것으로혹아16) 

民樂의 土地觀이 介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크 

게 常道를 벗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圖議書類에 나타난 士地觀윤 地氣哀또E의 J띔想， 

王都回廳의 思想， 風水地理思想， 避亂 · 保身의 思

想 等으로 四大別되며 이들 諸思想이 同時代에 起

源하여 民寒에 천승됨으로써 鄭鍵錄 等에 기재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냐척어도朝蘇朝後期에는養 

間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地짧훌莊의 思想

鄭鍵錄을 비롯한 圖議書類는 주로 國運이 훌하 

고 國政이 불안할 혜 마다 머리를 들고 民짧의 마 

음속에 위기의식의 씨를 뿌리곤 했던 것으로 부패 

한 현살을 부정 하는 민간의 末世的 感情의 정 신적 

기반 쿠실을 해왔다. 民聚은 이런 怪書에 假任하 

여 숨막히는 폭정과 암흑의 현실의 彼뿜에 쿠세주 

의 도래를 약속하는 메시아니즘을 갈쿠하였고1 7) 당 

연한 결과로 집권계층의 居住地인 現王都의 地氣

는 흉하고 다른 곳에 氣服이 새로이 흥왕하고 있 

는 것이라 믿었다. 이것은 王朝가 바뀔 째에 新王

朝에 의한 民心 수습의 견강부회적 방법 o 로 이용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냐 易姓華命이란 것이 

결국응 民心의 동요를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라 

여져지는 만큼 머l 시아니즘적안 地氣흉묘의 土地觀

은 설득력올 잃지 않는다고 본다. 

朝蘇의 太祖가 漢陽으로의 選훌을 國號改稱에 우 

柳正基， 1965, 東洋思想、事典， 右文堂， 大田， pp. 413""415. 
12) 村山 智順， 1933, 朝蘇0러 rè鍵言〔調흉資料 三十七輯)， pp. 597""61τ 
13) 村山 智順， 1933, 前提書， pp. 573""588. 

村山 智順， 1931, 朝蘇φ園水(調흉資料 第三十一輯)， pp. 348""350. 
14) 今 西電， 1974, “鄭鍵錄解題”， 高麗及李朝史冊究， 國書刊行會， 東京， pp.384""387. 
15) 金水띠， 前握書， pp.65""71. 
16) 李因寶， 1980, “高麗時代의 圖讓思想、”， 韓國思想養書V(重版)， 泰光文化社， 셔울 PP.27""51. 
17) 申祖魔， 1973, “鄭鍵錄의 思想、的 影響”， 韓國思想養書 m, 韓國思想、맑究會， 서울， pp. 5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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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여 조급하게 처리한 것은 國號를 정식￡로 고 

치어 朝解이라 한 것이 太祖郞位 二年二月이었음 

에 대하여 選都의 下敎는 불과 郞位後 一個月 內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거니와 이를 단순히 王

朝更送에 따르는 選都， 즉 政治A心 기 타 外觀을 

일신하려고 하는 천도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太

祖의 쉴意는 이러한 사정보다도 차라리 어떼한 神

秘的 思想， 다시 말하면 開京이 라고 하는 地德哀敗

의 地， 亡國의 基地블 하루라도 속히 피하려고 하 

는 짧水的思想에 f성tÆ된 所以였다 18) 

不安期에 固]識的 펀考가 횡행했음은 朝願i末의 혼 

란기와 극히 최근의 6.25 當時의 世態릎 J;!.더라도 
明白한데 19) 그러나 高麗朝에 있어서는 全盛期라 

고 할 수 있는 第 11 代 文宗으로 부터 第 16 代 賽

宗에 이 르기 까지 (즉 1047-1122 年)의 期間에 도 松
都氣哀說과 延基思想， 즉 松都의 地氣는 도읍이 오 

랜만큼 첨첨 흉해가묘로 王業을 연장키 워하여는 

새혹 吉地를 택하여 離宮 • 離京의 建굶， 王의 띤 

住 등이 필요하다는 思考가 대두되고 있음이 特記

할 만하다. 

高麗의 松都氣흉說， 移細펴住說 및 延基觀;옹은 

마치 漢代의 歷運中흉說， 再훌훌命， 改元易號의 思

想과 유사한더1， 이는 字義와 같이 歷運 즉 王朝의 

歷數가 中間에 흉한다는 것으로 松都氣흉說과 비 

교되는 것이니 漢검帝年間(86-74요 C)에 睡弘이 

란 자가 사랍을 시켜 帝어1 게 권하기를 賢人을 구 

하여 잠시 帝位릎 輝讓하라고 하다가 大혈不道의 

罪로 代課된 일이 있었다.20) 01 것이 즉 再受命짧 

이 니 高麗의 젠住移細에 의한 延基說과 유사한 것 

이 라 하겠 다 21) 아울러 굶子 購文公下에 냐오는 

‘一治一亂”이라는 統治의 變化思想， 즉 인깐과 정 

치의 역사는 순환척 인 변혁 과정을 밟는다는 正統

擺豪의 思類도 i助를 하였울 것이라 본다. 

결국 地氣賣표의 思想은 特定時期에 만 나타난 것 

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온 土地觀에란 사실이 

증명훤 생이다. 이 思想의 원천윤 물폼 圖讓짧。l 

며 蘭 · 佛 · 道數 等의 中國思想、과 마찬가지로 야 
땅에 천래된 이래 土훌化펀 것으로 추정된다. 士

훌化의 原因究明은 至難한 작업이라 여져-^]며 (갚 

~로 계속 추쿠해야 할 과제이지만 여기서 몇가지 

피상적인 土훌化의 原因을 제시한다면 우선 韓몹 

族의 전통척 사고판념인 “한”思想에서 유래된 “調

和”의 觀念이 22) 地氣훌묘思想과 결부되어 土훌化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개연성이다. 

地域的 調和가 地氣훌표E思想에 의 한 國都의 이 전 

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은 目的 如何에 불주 

하고 결과른적으로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地

域計劃의 한 수단언 成長據點(growth pole) 理論

을 代入시키는 일은 지냐친 경우가될지 모르냐참 

고는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또한 道敎的 思堆와도 연결되는데 흩훌韓說 

자체가 道數의 黃老信{대 및 神仙方術파 밀접한 관 

껴l를 갖고있는 것으로23)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 

다. 圖議 혹은 風水說이 道敎의 正統이 아니 라 “변 

조된 곁 까지 (debased offshoot of a degenerate‘ 

Taoism)"24)엄은 확살하지만， 總對의 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天地가 尙久치 않다고 하는 一’

種의 地氣훌또E의 얼단은 道德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道德經第二十三章에는 “希言은 自然이다. 그 

러므로 廳風은 終朝하지 않고 鍵雨는 終日하지 않 

으니 아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 天地가 하는 것야 

다. 天地도 尙久하지 않윤데 하물며 A間일까”라 

는 귀절이 있다. 豪運이 지극하면 盛運이 온다는 

極郞通의 周易的 運命觀과 상통하는 귀절이라 액 

쳐진다. 

周易의 兩嚴인 陰陽的 思考도 上記한 설명에 백‘ 

락을 같이 한다. 萬物의 生成이 陰陽의 兩嚴롤 떼 

나서 된 것아 없￡나 그련 중에도 消長屆{벼이 있 

어 陽이 長하면 陰01 消하고궁 陽이 屆하면 陰이 {申

하지만 太極이란 全體의 量윤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의 消長屆{申윤 서 혹 反比倒한다는 것 이 25.) 調햄」를 

18) 李困覆， 1938, “李朝初期의 建都問題 震樓學報， 第九卷， 震樓學會， 서 울， pp. 30"'35. 
19) 申順魔， 前揚書， pp. 512"'513. 
20) 漢書陸弘傳
21) 李困薰， 198α 빼握書 

22) 白世朋， 1973, “한국사상의 由來와 짧來 韓國思想훌훌書 I, 韓園愚類흙究會， 서울， pp.38'"않. 
23) 車柱環， 1971, ‘道數와 韓國社會， ” 韓國民族思想史大系 1, 亞細亞훌術맑究會， 셔울， pp.150"'151. 
24) Clark, Charles Al1en, 1961, Religions 01 Old Kore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Seoul,. 

p.l88. 
25) 輝正基， 홉fU홉書，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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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地혔養묘思想의 源폈이 되었다고 보 

는것이다. 

그러 니 까 地氣훌묘思想의 기 초는 中國傳來의 無

篇自然的 道家思想과 周易의 術法的 性格， 그리고 

韓民族의 調和的 心性이 복합적 으로 合一되 어 圖

議이란 方法으로 土著化된 것이라 생각되지만 앞 

에서도 지척한 바와 같이 이는 피상적인 것에 지 

나지 않고 보다 갚-은 연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3) 王郵回歸의 思想

鄭鍵錄 鍵옮에 “昆밟山￡로 부려 온 服이 白頭

ti.I에 이르고 元氣가 zp:壞에 이르렀으나 펑양은 이 

미 千年의 운수가 지나고 松돕오로 옮겨져서 五百

年 도읍할 땅이 되나 요마한 중과 宮女가 난을 꾸 

미고 땅 기운이 흉敗하고 하늘 운수가 否塞하여지 

면 運은 漢陽오로 옮킬 것 이 다 “來服의 운수가 

金剛山오로 옮기어 太白山， 小白山에 이르러 山川

이 기운을 뭉치어 鍵龍山￡로 들이갔￡니 鄭民의 

八百年 도읍할 땅이 요， 元服은 빼{耶山으로 들어 갔 

오니 趙.EEi의 千年 도읍할 땅이요， 全州는 휩民의 

六百年 도읍할 땅이요， 松폼에 되폴아와서 王民가 

다시 얼어나는 땅인데， 나머지는 자세하지 않아서 

상고할 수 없다" 26)하였고， 三韓山林秘記에는 “國

都로는 鎬江이 제 일이요， 松돕이 다음이요 漢山。l

또 그 다읍이다" 27)라는 句節이 있다. 

위의 引用文에서 王都의 遭尊을 순서대로 열거 

하면 s영 양→송악→한양→계 룡산→가야산→전주→ 

송악오로 되며 古都인 펑양을 제외하면 송악에서 

시착하여 예외없이 380 N 以南의 京離→忠淸→慶

尙→全羅를 거 쳐 다시 송악..2..~로 되 돌아오는 형 태 

이다. 

이의 바탕이 地氣養묘思想에서 비롯되었을 것은 

分明하며 짜라서 그 原因究明도 그에 準하면 될 것 

아지만 王都가 南韓에 局限되어 있고 松폼에서 시 

작하여 다시 松돕￡로 되돌아 올 것이란 點과 江

原을 제외한 各道가 한먼씩 포함되어 있음이 特色

.01 라 여거진다. 

26) 金水山， 前握書， pp. 124"'125. 
27) 金水山， 前提書， p.l54. 

王都가 南韓에 集中分布한 理由를 說明할 수 있 

는 결정척 근거는 없는 훗하다. 다만 農業社會에 

서 農業生塵力이 우월한 南部地方에 대한 選好와 

北方族의 慢入에 대 한 不安感， 圖議書의 著者로 알 

려진 術師들의 出生地가 대부분 南韓地方이란 點

等이 운위될 수 있을 듯하다. 

南韓 各道에 고루 分布되어 있는 것은 前章에서 

지적한 調和思想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재 

미 있는 사실은 王都가 다시 松돕으로 回歸한다고 

하는 觀念이 다. 松폼은 漢陽파 함께 國土의 中央

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首都 혹은 core 

area 의 立地로서는 理想的인 곳이다 28) 

그러나 合理的인 國都의 立地로서는 松돕에 비 

하여 오히려 漢陽이 낫다는 형가를 할 수 있기 혜 

문에 29) 王都의 回歸룹 그러한 觀點에서만 보는 것 

은 問題가 있다. 

朝蘇初 漢陽쩔都 과정 에 서 도 논란된 바와 같이 

風水的 立場에서 행폼이 漢陽을 능가한다는 것은 

術師사이에 일반척으로 받아툴여진 사실이었고 심 

지어 開城을 風水之都라 일걷는 것으로 보아도 術

法的으로는 松톰이 우위인 첨을 알 수 있다 30) 

대체로 松톰은 藏風局이고 漢陽은 得水局이라31) 

A口技養力의 面에서는 漢陽이 유리하지만， 韓民

族의 自然主義思想 즉 生活태도가 자연순응척이며 

自然의 理法을 깨닫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 

만이 그뜰의 생활을 안천하케 하는 방펀이라는 생 

각32)에 비한다면 松톰이 낫다고 보여진다. 다만 

쉴닮의 경우는 그 地氣가 흉하였다는 것이 단검이 

지만 언젠가는 地氣가 다시 盛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王都回歸의 思想은 地氣훌또E思想、의 발달 

형태로， 後述할 風水觀念을 理論의 근거로 한 調

和의 土地觀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圖購書에 나타난 王都回歸의 思想은 地氣흉묘의 

思想과 함께 地理學的 解釋파는 거리가 있을지 모 

르나， 中國의 象數之學에 깊은 영향을 받은 듯한 

흔척이 있다. 象數之學은 易에 대한 漢代의 韓書

에서 시작되어 뒤에 周敎願0017-1073) , 耶羅00

11-1077) 等의 宗學에 서 宗數的인 道家思想、올 混

28) Pounds, Norman J. G. , 1963, Political Geography, McGraw-Hill Book Co. , Inc. , pp.I71"'172. 
29) 崔昌祚， 朴英漢， 前獨書， pp.31"""34. 
30) 村山 智順. 1931, 햄揚書， pp. 712-"‘π4. 
31) 村山 智順， 1931, 빼提書， p.49 . 
. 32) 李펄寧， 1973, “韓國의 風土와 짧銀，’ 韓國思想훌훌훌 I. 韓團思想맑究尊， 서울，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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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하여 가며 발천되 었는데 이 는 결코 蘭家의 正統

으로서 안정되진 않았A나 혜로는 많운 지도적 철 

학자 • 정치가에 있어서조차 그플의 사장 깊숙히 

간직되어 傳統時代의 全期間율 통하여 면면히 내 

려온 흐름이었다 83) 

?iiB羅(康節)의 主著인 皇極經世書속에 포함된 皇

• 帝 · 王 · 觀의 歷史 政治論的 圖式은 A間世의 統

治形態획 변천을 春 · 夏 · 秋 · 多파 같은 領環序列

속에서 파악한 것이고 나아가서 萬勳이 처음 생거 

고 바침내 없어지는 全時期의 변천까지도 하나의 

볍 칙 ￡로써 통괄하여 파악한 것 이 며 34) 宇富論的 圖

式인 元활造世論은 위 4 個 基本單位의 相互作用

과 累積으로서 쿠정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空間

宇庫 맞 A間世界를 포괄하며 , 時間上으로는 2 時

間의 小單位로부터 永遠으로까지 뻗고 있다. 元은 

129, 600 年으로 12 個로 區分되 어 10, 800 年의 會

가 되며 會는 30 個의 運이 되고 1 運은 360 年이 

되며 運은 다시 12 個의 tlt로 細分되니 한 世는 

30 年이 펀다 35) 

耶康節의 유파인 胡賴과 黃宗義는 이를 歷史發

展論으로 전개 하여 B. C. 477 年에 서 A. D. 1683 年

에 이 르는 2, 160 年間윤 亂世로 보고， 黃이 明東

待끓錄 序文을 쓴 1663 年에 서 부터 20 年後에 도 

래할 굶子의 소위 一治에 대한 기태를 나타내고 

있는테 36) 이는 鄭鍵錄에 나타난 某王朝 某年間式

외 서술법과 유사함을 엿불 수 있어 홍미롭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圖購書의 유래에 대한 

한 提案일 수는 있는 것이지만， 土地觀에 어떻게 

영향을 마쳤는가는 筆者의 현재 능력A로는 不足

하여 本考에서 밝히지 뭇하고 다음의 課題로 미푼 

다. 한가지 分明한 것윤 黃宗義가 기대하던 待뿔 

은 실현되지 않았고， 고령에 이르러 첨첨 道家의 

超自然的 경향..2..~ 빡져들어 그가 待뿔했던 것의 

타당정율 의심하였다는 歷史的 事實이 모든 圖讓

書類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첨이다. 

또한 漢陽選都過程에서 判三司事 鄭道傳이 中國

의 歷代王都의 변천과정을 제시한 “陰陽術數의 說

윤 알지 뭇하나， 中國파 같은 大慶代의 帝都로도 

關中(西都)， 洛陽(東都)， 金陸(南京)， 蘇京(北京)

等 四處에 더 지나지 않고 舊都를 仍醫하는 例가 

많았A며 또 帝王의 都會를 반드시 術數로써 만 計

할 수 없는 것”이란 史實도 王都며歸의 思想에는 

중요한 典例가 되 었을 듯하다 37) 

(4) 風水地理思想‘

鄭鍵錄을 비롯한 諸圖議書類의 思想、的 基本이 風

水地理說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며 前記한 

地氣흉1tE， 王都回歸의 思想파 後記할 避亂 · 保身

의 思想도 결국은 風水地뀔說에 大分될 수 있는 

것임은 分明한 사싣이다. 

이 경 우의 風水地理說은 크게 보아 陽基風水。t

고 細分하면 國域風水， 國都風水， 都물風水， 住居

風水의 범 주에 속하는 것 늪이 다. 序論에 서 언급한 

圖議書中의 風水關聯部分온 너무나 많아 일일야 

열거하기 어려운 정도로， 몇 가지 유사한 부분을 

종합하여 例를 들면 다음파 같다. 

첫째로 鍵옮에 “天地는 陰陽이 먼저 주장이 되 

는도다" 38)라는 대목￡로， 이는 風水地理說의 ‘앓 

체가 陰陽五行에 있어 흔히 陰陽地理說이라 불랴 

우는 것￡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鍵흙이 風水

地理恩想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힌 대목무로 펑가 

된다. 

둘째 로 國域風水의 來服에 관한 대 목들이 散見μ

된다. 대체로 鍵뚫의 경우 祖山은 昆밟山， 宗山을 

白頭山으로 하여 太白山服파 小白띠服을 근간￡로 

車鎭山服이 등장하는 정도이다. 특히 太白山服에 

서 小白山眼이 분기하는 소위 兩白間이 크게 주목 

을 받고 있음이 특정이다 39) 三韓山林秘記에도 來

服의 내용은 거의 같A나 車l뼈以南이 背핸의 勢라 

는 점이 추가되어 있을 뿔이다 40) 

세째로 國都風水에 대한 지척￡로는 우선 鍵語

에 漢陽의 風水之醫기- 기재되어 있고41) 三韓ú행 

33) 高炳觸， 1970, “黃宗藝의 新時代 待훌論 東洋史學맑究， 第四輯， 東洋史學會， 서 울， p.17. 
34) 許世旭， 1974, 中國文化鍵說， 짧志社， 서 울， pp. 286"'287. 
35) 高炳翊， 前獨書， p.13. 
36) 胡輪의 十二運論에 의한 歷數 계산 방법은 高炳翊， 前觸書， pp.5""18. 을 參考하였음. 
37) 李쩍覆， 1938, 前擺書， pp.48"'49. 
38) 옳水山， 前觸書， p.124. 
39) 金水山， 前擔書， pp.124 ,.....,125. 
40) 金水山， 前觸書. pp.149,.....,150. 
41) 金水山， 前觸書，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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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秘記에는 國都의 우선순위툴 鎬江， 松톱， 漢山，

zp:購， 慶州， 原州， 全州， 빼椰山， 얻뿔i1è山 等으로 

열거하고 있다 42) 道就秘옮에는 驚龍山이 운위되 

었는레 이는 銀江의 同類안 듯하다 43) 

끝으로 都물 • 住居風水는 가장 많은 量을 차지 

하고 있￡며 모든 圖議書上에 예외없이 등장되는 

데 44) 大宗은 역시 後記할 避亂 · 保身的인 十勝之

地에 판한 것들이다. 

風水思想部分은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筆

者가 다른 맑究例에서 이미 몇가지 제안한 바 있 

어 45) 本考에서는 省略하거니와 十勝地에 관한 都

몸 • 住居風水部分은 章을 달리 하여 分析코자 한다. 

3. 避亂 · 保身의 土地觀

(1) 避亂 • 保身의 思‘想、

圖훌훌書類의 基本은 陽基風水思想임이 분명하고 

그 현실적 代案은 의심의 여지없이 兵火와 μI年이 

없는 避亂 · 保身의 땅， 즉 十勝之地를 밝히는 것 

이 主目的이다. 

國都風水에 대‘한 思考가 支配階級의 意識이 었다 

면 避亂 • 保身의 思想은 오랜 동안 兵火와 μl年에 

시달려온 民聚의 土地觀이었다고 볼 수 있다. 兵

亂괴- μI年을 벗어나 보자는 생각은 대부분의 만중 

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기 째문에 그에 

대한 方案을 제시한 圖議이 유행되었을 것은 현실 

적으로 가장 적합한 避亂 • 保身思想의 원인이었을 

것이지만 또다릎 思想的 뿌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 

는 점이 이 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 思想的 뿌리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道家 혹은 道敎언 듯하다. 道敎는 古代中國의 

Animism 에서 出發하였다. 現世의 幸福파 不老長

生等의 현세적 욕쿠와 민간의 잡다한 신양을 기초 

로 한다. 神仙說을 中心￡로 하여 黃老思想과 道

家， 그리 고 易， 陰陽五行， 天文， 古星， 포祝， 方

術에 다 備家思想의 일부와 佛敎의 체제를 모방하 

42) 金水山， 前擺書， p.154. 
43) 金水山， 前獨書， p.188. 

여 종교의식율 갖추었다. 한마다로 東洋思想의 總

和的 民聚思想、언 것 이 다. 

韓民族의 道家的 思堆의 바탕은 樓君으로부터 

시작되어 연면히 내려온 것으로 新羅의 훌옳뼈， 道

設이 다 仙家 부류에 속하고 高麗에 는 陰陽五行說

이 정행하였는데 이는 다 術數에 부회하여 생져난 

것이나， 이도 또한 처음에는 道數의 산물이 아난 

것도 아니다. 朝蘇의 昭格願， 昭格뽑가 高麗의 道

觀의 傳統을 이어받은 것오로 이도 또한 마찬가지 
이다 46) 

朝蘇末에는 다가오는 大*亂과 피난처가 어디라 

는 것을 예 언하여 兩班 · 土豪들의 폭압과 꿇求에 

지 천 民짧은 새 나라의 理想世界를 갈망하케 되 었 

다. 이러한 社會相을 반영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 

겨 난 것 이 當時의 類似宗敎의 族生이 다 47) 이 들의 

거의 대부분이 직접 간첩으로 道家 혹은 道敎， 神

仙系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崔濟遇에 의 하여 제 창된 東學도 예 언사상인 秘

記와 圖議說이 혼란한 世情을 자극함에 연원된 것 

이 었고， 土倚的인 샤아머 니즘과 道敎도 상당한 명 

향력을 갖고 있었다 48) 

東學을 펄두로 하여 天道數系， 上帝數系， 觀ú1

數系， 覺世道系 等이 모두 道家에 연결되 어 陰陽

五行說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避亂 · 保身과 함께 

後天開關의 思想을 提示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는 民聚의 연면한 士地觀이었음이 분명하다 49) 

øu컨대 東學의 경우는 題度領環의 易理에 의쉰

여 後天開關을 맏고 있다. 이 運度는 先天時代의 

運數가 지 나고 後天時代의 運數가 돌아왔기 혜 문 

에 이 交易時期에 있어서는 怪族運數와 같은 J5~亂

도 검치게 되지만 이 運數에 걸박한 蒼生틀을 救

濟하여 後天의 地上天國을 開關할 使命이 天命 ò

로서 東學에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各類派들윤 

주로 鍵龍山을 지칭하여 쿠체적인 장소까지를 제 

시하고 있다 50) 

이와같이 避亂 · 保身의 思想은 염원을 道敎에 우 

44) 金水山， 前觸書， pp. 127~134， pp. 149~157， pp. 195~197， pp.205~207， pp.214~215， p. 187, p. 190. 
45) 崔昌祚， 朴英漢， 前觸書

崔昌祚， 前提書
46) 李能和， 朝蘇道數史， 總說篇(李鍾股譯， 1977, 普成文化社， 서울) pp. 5~28. 
47) 金得樓， 1978, 韓國宗數史(7 版)， 白岩社， 서 울， pp. 34~36. 
48) 黃元九， 1976, 東亞細亞史핍究， 一潤聞， 서 울， pp. 238 ,.....,239. 
49) 李康죠， 1977, “新興宗敎 韓國民溶蘇合調흉報告書(慶北篇)， 文公部， pp.227 ,.....,324. 
50) 李康五， 前揚書， p.228, pp.239 ,.....,240, p.254, p.256, p.258,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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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民꿇에 확산된 것은 朝群末 및 H帝下의 

흔란기 이 지 만， 蘇初의 鍵龍尊都論議에 서 도 등장한 

바와 같이 土地觀 自體는 오랜 역사를 끊엄없이 

이어온 것이라 판단된다. 

(2) +勝之地의 {立置

휠 

71 

鍵뚫에 는 “保身之地가 有十處하니 ”하여 1. 豊基

體옳(一필 頭流)， 2. 安東華各， 3. 開寧龍宮， 4. φn 

椰， 5. 광春(一급 公州定山)， 6. 公州定山深敵홉， 

7. 鎭木， 8. 奉化， 9. 雲峰頭洗山(~긍긍 體폈)， 10. 
太白(豊基大小白)을 팝았고， 同書 後尾에는 1. 豊

基車岩金鍵東뺏小白山兩水之間， 2. 花山집領古基 

在좁陽願越入奉化東村， 3. 報恩洛離山四觀項延地，

4. 雲峰否村， 5. 體폈金樓室， 6. 公州鍵龍山維鴻

顧씁兩水之間， 7. 寧越正東上流， 8. 옳朱舞鳳山北 

鋼傑相洞， 9. 技安꿇岩下， 10. 陳川做椰山萬壽洞
이라 하여 그 범위를 좁혀놓고 있다 51) 

三韓山林秘記， 道옮秘옮， 南師古秘옮， 南格魔띠 

水十嚴保吉之地， 土훔家藏옳， 西選李先生家藏옮等 

의 避亂 • 保身地도 이와 매우 유사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現地調훌를 하지 않음으로 안하여 파생될 

지도 모르는 十體之地의 不正確한 場所選定을 피 

하기 위하여 關係地圖 및 文歡資料에 의하여 그 위 

치가 분명하고 모든 圖議 빛 風水地理書에서 最大

의 吉地로 꼽히는 大小白間52)의 寧越上東， j풍陽永 

春， 榮州豊基 等 세곳만을 分析의 대상으로 하고 

자한다. 

우선 個別地域의 site 를 찾고 地勢的 특정 을 살 

펴보띤 다음과 같다. 

o 11> 

‘;;;;;;;;;;a 

첫째， 寧越은 영월 정동쪽 상류라고만 表記되어 

‘% 햇 있는데， 正東이란 方向과 正東 上流로 유추되는 
• →」 上東이란地名이 그에 부합하고， 大東與地圖上의 53) 

Fig.l. 영월 • 풍기 • 영훈의 위치 B底勢가 合當하여 (Fig. 2.) 오늘날의 영 월군 상동읍 

Fig.2. 영월 동혹 상류의 廠몇〔우늬 부폼이 十麗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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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상동옵 연하리 지대 

연하리 일대를취하였다. (Fig. 3.) 

또한 擇里志、에 “황지 위쪽 작약봉아래 覺化총와 

iJ.l.濟魔이 있으며 가끔 佛法이 높은 중과 이상한 

무리가 그 사이에 잘기도 한다. 옛부려 三쩡가 들 

지 않￡묘로 국가에서 여기에도 史庫를 설치하였 

다"54)는 글과 “奉化縣의 史庫가 覺華뿔55)어1 었다” 

Fig.4. 단양 영훈의 廠勢〔무늬부분이 十購地〕

51) 金水山， 前提書， pp. 136.....,139. 

Fig.5. 영훈면 남천리의 地勢

52) 太白山服에서 小白띠服이 分技하는 곳은 캉원도 영월군， 경북 영주 • 봉화군 및 충북 단양군으로 太白山(1546.5
m) , 小白山(1420.8m)oj 있어 大小白間 혹은 兩白間이라 하며 上記 諸圖讓書와 村山智願 보고서， 李重煥의 
擇里따、에 도 모두 避兵 • 保身 • 活A의 吉地라 -^] 칭 하고 있 다. (Fig. 1.) 

53) 大東萬地圖는 慶熙大 韓國傳統文化많究所에서 三分之二로 축도하여 1977 年 刊行한 것울 사용하였읍. 
54) 李重煥， 擇里志. ~居總論， 띠水條 
55) 覺化총와 覺華츄는 同寬異語의 같은 철안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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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는 기록의 일치가 상동읍 연하리 알래의 方向과 

일치하는 것A로 보아 그곳이 플렴없는 듯하다. 

둘째로， f만陽 永春은 大東與地圖上의 來服(Fig.

4.)으로 보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늘날의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부근안데 (Fig. 5.) , 新增東國與地購

寶 卷之十四 永春縣에 57) 그를 뒷 받첨 하는 기 록을 

찾아 볼 수 있다. 

Fig.6. 영주 풍기의 廠勢(무늬부붐이 十觸地)

즉 “현의 남쪽 3 리에 城띠이 마을의 鎭띠으로 

그 山에 높이 10 척， 넓이 10 척쯤 되고 걸이가 끝 

이 없는 석굴이 있고 또 주위가 1 천 5 백 23 척이 

고 높이가 11 척인 古城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十購地의 性格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남천리 업쿠 

의 남굴과 온달성을 지칭한 듯하고(Fig.5. 참조). 

古老의 증언이 과거 마을 위치가 현재보다 뒷쪽이 

었는떼 漢江이 半月形A로 마치 부채모양이라 火

氣를 누르기 위해 江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으로 미 

루어 영춘면 남천리가 플럽없음을 시사해 준다 58)' 

세째로， 豊基는 大東與地圖上에서 (Fig. 6.) 明白1

함은 물론 이미 기존의 陽究결과로59) 오늘날의 영 

주군 풍기읍 금계동， 욱금동， 삼가동(Fig. 7.) 야 

분명하다. 

上記 세 地域의 地勢的 특청은 첫째로 Fig.3, 

Fig. 5, Fig. 7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明 白한 l俠씁 

(gorge or canyon) 이 다. 急힘面￡로 둘러 싸여 있 

고 V 字型의 地形A로 l俠씁內 一部에 는 小規模의 

推積平펄面이 나타나기 도 한다. 

둘째로 이 地域들은 大山服의 中央部에 위치하 

여 他地域과의 交通이 매 우 불현하며 戰略地點융 

연결하는 幹線道路와는 戰略的價f直를 도외시해도 

될 정도의 위치에 있다. 

세째로 반드시 한쪽 面은 좀 더 넓은 都붙地어f 

연결되 어 있오나 연결된 l俠씁의 폭은 bottle-neck 

과 같이 좁다. 

네째로 나머지 方向은 Fig. 2, Fig. 4, Fig. 6 어f 

서 보는 바와 같이 急碩짧의 山料面오로 차단되 어1 

있다. 

다섯째로 l俠씁內에는 반드시 河川아 存在하는바 

陳참의 成因이 河川作用에 의한 것일 것이므로60)< 

河川의 存在는 地形學上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았 

다. 

여섯째로 l俠씁內의 河川은 映짝入口안 bottle

neck 를 지나면 곧 大河川에 流入토록 되어 있다. 

끝으로 이 地域을 지 나는 山服은 相異한 두 71l' 

가 지나는 것이 하나만이 지나는 것보다 좋은 쳤 

으로 취급된다. 

56) 文歡備考， 여기서는 국역신층동국여지승랑 m, p.517 에서 천재한 것임. 
57) 국역신증동국여지승합 n, pp.472,.....,474. 
58) 金榮振， 1977, 風水， 韓國民洛緣合報告書(忠、北篇)， 文公部， p.203. 
59) 吳世昌， 前提書， pp.172,.....,173. 
60) Strahler, Arthur N. & Alan H. Strahler, 1977, Geography and Man ’s Envz"ronment, John Wiley & Sons~ 

Inc. , New York, pp.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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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의 일꼽가의 地勢的 條件은 十勝之地의 一

般的 模型으로 간주되 어 도 무방할 듯하다. 

(3) +勝之地의 立地解釋

위와같은 地勢的 特徵을 갖는 地域의 聚落立地가 

風水的 立場과의 관련하에서 어떻게 解釋될 수 있 

는가는 사실상 本考의 核心이 라 할 수 있는 부분 

이 다. 우선 避亂地로서의 上記 三個地域立地는 論

理的으로나 現實的으로 最上의 위 치 엄 이 분명 한데 

東西南北 모든 方面으로부태 의 첨 업 에 초연할 수 

있는 자리를 장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朝解朝의 中央幹線道路언 鎭南路가 용인， 죽산， 

충주， 문경을 거쳐 상주로 통과하는데 대하여 三

個地域은 그예 멀리 떨어져 있을뿐만아니라61) 政 

治的 • 經濟的으로나 戰略 · 戰術上에서 敵을 유인 

할 何等의 條件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어떤 戰術

的 理由로 이곳을 공격할 필요가 생겼다 하더라도 

l俠各이기 혜문에 투입될 언원， 시간， 장비에 비하 

여 얻을 것은 사설상 거의 없을 것이므로 避亂 • 

保身의 r당으로는 最上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王

辰뚫짧L 62)과 6- 2563
) 當時의 初期 敵륜經路에서 이 

地域이 제외되고 있음이 위의 論理블 合理化시켜 

주고있다. 

더쿠나 曲射火器가 없던 近代以前의 戰爭에 있 

어서외 이러한 地域의 방어상 유리첨은 상식에 속 

하는 얘기일 것이다. 결국 十勝地中 적어도 上記

三個地域이 避亂 • 保身의 땅으로， 다시 말해 서 방 

어상 最適立地임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러한 地勢이기 혜문에 李重煥이 말한 生利에는 매 

우 어긋나는 것이며 陽基風水의 --般原理에도 어 

떤 첨은 배치되고 있음을 지척하지 않을 수 없다. 

三個地域은 李重煥이 生利의 條件 ù 로 꼽은64) 땅 

이 기름진 곳도 아니고 배와 수례와 사람과 물자 

가 모여들어 가지고 있는 것파 갖지 못한 것윷 셔 

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다. 물론 l俠各入

口를 빠져나오면 交易은 어느정도可能하긴 하다. 

또한 山地의 경 우 文明의 發達段階도 zp:野에 111 

하면 後進的이고 住民의 性品도 섬세하지 뭇한 願

向을 보인다65)는 것온 環境論的일지는 모르지만， 

前進代의 生活樣態로 미 루어 보연 一考의 여 지 가 

없지 않다고 본다. 

風水原理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련 地域의 長短

處는 엇칼리는데 t:}j체로 短點으로 지적되는 경향 
이 높다 66) 

먼저 긍정적 부분윤 살펴보면 純術法的 엽장에 

서 雪心職어1 “龍將到頭 앓斷束氣 再氣星體 落隊結

셨 此正理也"67)하여 신-이 그 머 리 에 닿음￡로싹 

끊기어 멈추며 氣를 묶어 星體를 다시 일A키고 隊

이 다하여 뤘을 結하니 이것이 표理라는 것이다. 

太白 • 小白 兩山服의 머리블 太白山과 小白山으로 

했을 혜 두 산맥의 머리(龍頭)가 이르니 束氣되어 

生氣가 충일한 것으로 三個地域이 해석된다. 하나 

도 아닌 巨大한 두 개의 龍이 솟구쳐 머리릎 플얘 

落服結뤘하니， 吉地임을 알 수 있다는 뭇이다. 

雪心購正解에도 유시-한 대목이 있는데 “꿨山1l: 

處是훨뤘 꿇水聚處是明堂"68)이 그것이다. 聚山 • 

寒水가 聚止한 條件은 上記 三個地域이 해 당되 짜 

만 水聚는 약간 미흡한 현이다. 물을매우중히 얘 

기는 風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취약점이 될 수 

도있다. 

예 컨대 胡舞申에 “山如A之形體 水如人之血隊"69}

하여 사람에 있어 血麻이 중요한 것을 지적함으로 

써 水의 重視를 제시하였고， 明山論에도 山水를 

陰陽에 비 져 “山水相補則薦陰陽和 和則짧때氣 w 
水聚集則鎬陰陽會 會則薦生氣 所謂吉也" 70)하여 반 

드시 陰陽論에 맞추려 면 山水相補해 야 함을 지적 

61) 崔永俊， 1975, “朝解前代의 題南路 陽究 地理學， 第12號， 大韓地理學會， 서 울， pp. 53"'-'56. 
62) 李弘植， 1968, 國史大事典， 知文關， 서 울， pp.1281"'-'1283. 
63) 육군 제 3 사판학교， 1974, 종합천챙사， pp. 184"'-'199. 
64) 李重煥， 擇里志， r居總論， 生利篇
65) Huntington, Ellsworth, 1951, PrinciPles 01 Humaη GeograPhy, (a revsion by EarI B. Shaw) John Wiley 

& Sons, Inc. , New York, pp.240"'-'245. 
66) 術書自體가 論理整然치 뭇하고 字句選擇에 있어서도 筆者의 任意에 쫓았기 혜문에 客觀性은 항상 품제가 완 
다. 가급적 텍 스트적 인 地家書만을 사용코자 하였 다. 

67) 雲心騙， 辯論篇， 東氣辯(台灣， 竹林書局， 1976年刊， 地理표解雪心觸가 出典임) 

68) 雪心購正解， 卷一， 論五星
69) 地理新뚫 胡舞申， 卷上， 水論第四〈서울， 景仁文化社， 1969年刊 영인본， 韓國園‘水地理驚書가 出典이며 以下 明
山論， 짧玉쏟도 同一함) 

70) 明山論， 二氣第二(出典윤 註 69와 同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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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벼， 風水書의 古典언 郵鍵의 쫓홉書에도 “經

티 氣햇風則散 界水則止 故謂之風水 風‘水之法 得

水寫上 藏風次之"71)라 하여 聚氣하기 위한 山水외 

필요성 빛 水의 중요성을 지척하였다. 포 하나의 

古典인 주륨훌훌經에도 이와 유사한 귀철이 있다 72) 

山水相補의 風水的 必要性은 위에서도 잠깐 언 

급되 었는데 雪心顧의 “易 日 一陰-‘陽之謂道 蓋孤

陽不生 獨陰不成 陰陽相配 乃成造化 故以形勢論之

山屬陰 水屬陽 是山水相配 有陰陽"73)이란 귀철에 

서 그 천거가 陰陽思想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吉地選定時 水가 山에 先하는근거는塞書의 “得

水薦上 藏風次之”에 도 나타나지 만 據龍經에 서 “諸

水聚則 諸山媒훗"74)란 句節을 음미하면 알 수 있 

는테， 물이 모이는 곳에 山이 媒한다는 것은 결국 

찮地狀 혹은 l뺏씁狀地形을 유추해 보면 쉽 사리 알 

수 있는 바로서 術法으로서는 山이 形體， 水가 血

服이니 水가 重視되는 것이며 山의 隊勢를 目力載

定하는 것 보다는 水流의 흐름을 유추하여 山川의 

形勢를 파악함이 현실적으로 렵기 해문에 그러한 

方품을 취한 것으로 생각펀다. 

上記 三個地域은 역시 聚水와 雄山의 형태를 취 

하고 있는데 , 山톰授影法이 란 地形表示法을 사용 

하여 分水鎭과 河川流域을 푸렷하게 파악할 수 있 

는 大東與地圖(Fig. 2, Fig. 4, Fig. 6)에 서 75)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문제는 위에 提示한 風水原理가 주로 塞地選定

을 目的￡로 한 陰E효風水를 져냥하고 있기 혜문에 

陽基에도 과연 부합될 것인가 하는 첨이다. 

물론 天元五歌에서 밝힌 것 처험 “陽居釋之 水

龍同 不用前篇議論重”하여 前篇에 다푼 陰E효과 陽

居의 水龍論은 同-‘하다고 했지만 이어서 “但此陽

基宜關大" 76)란 단서를 불임￡로써 本質에 차이는 

없A냐 상위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一般的오로 陽基는 局面이 넓을 것을 요구하여 

分析對象언 三個地域이 모두 그 原則에 어굿난다 

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예컨대 뿔心騙는 陰E힘 

에 비하여 陽基가 다릎 첨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이 陽훌의 地勢가 寬.zp:해 야 하고 明堂의 規局。l

遭쩔해서는 부적당하다는 “若言陽흰何異陰宮 最흉흉 

地勢寬平 不宜堂局遭Z륨"77)이 란 句節과 짧玉쏟의 

“語日 陰地求i線 陽地求-片 코공” 및 “陽基之局

喜其寬泰 陰地之局 喜其聚密"78)이 모두 그러한 지 

척이다. 規局이 좁은 것을 가창 두려워함이 陽基

라고까지 同書는 지척하고 있다 79) 

물론 그 規局은 同書에 표현된 바와 같이 機龍

에 따라 달라진다. 즉 “陽基之龍 京都則數千里 省

都則數百里 州몹則百餘里 郞市鎭鄭村亦~、數十里”

80)가 그것으로 결국 l俠各도 陽基로 不可能한 것은 

아니라는 論理이다. 

그러 나 山各이 라 할지 라도 寬關을 要求하며 중 

요한 것 은 四風을 가창 두려 워 하라는 “若居山各

最伯때風 若在.zp:洋 先須得水"81)의 句節이 다. 

때風은 그 解義에 의 하면 “[!!J風者 山兩頭高 中

體低 階如四字一樣 其風來最急也”로써 l俠씁의 低

地를 向해 내리부는 바랍을 뭇한다. 이는 小氣候

에서의 冷氣湖(cold lake)를 연상하면 最f텀맨風의 

合理性을 4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짧面의 溫麗帶에 만하여 짧面下部언 各底냐 

효地底는 찬 공거의 퇴적으로 冷氣湖(cold lake)를 

형 성 한다는 것 언례 , W.Schmidt 가 1930 年 조사한 

中部유럽에 있는 어떤 益地의 夜間氣溫空間分布를 

보면 各底가 -28.80 C 언데 대하여 50m 上部혐面 
은 북북동이 -3.7

0

C， 서남서가 -1. 10 C 이고 100 

m 청도의 上部짧面에서는 各各 -1. goC, +2.30 C 

로 곱격한 기은의 상숭이 나타냐고 있다 82) 

上記 三個地域의 局地的 氣溫資料가 없기 혜문 

에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A나 地形條件으로 보 

아 冷氣湖現象이 있올 것이며 따라서 이 지역들응 

71) 地理正宗 卷二， 賽書(台寶， 端成書局， 1969年刊 精校 地理正宗이 出典엄) 
72) 地理표宗 卷一， 1륭훌훌經， 下卷
73) 雪心購， 辯論篇， 홉陰홉陽辯 

74) 地理正宗 卷三， 據電經， 中卷
75) 李燦， 1977, “韓國古地圖의 짧達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없究會， 서올， pp. 210""211. 
76) 地理正宗 卷六， 天元죠歌， 四. 陽흰 
77) 雪心騙正解 卷四， 論陽E효 

78) 짧王쭈， 卷之十二 上， 造費作法， 論陽基
79) 짧玉쏟， 卷之十二 上， 造賽作法， 論山씁陽基 
:80) 짧玉齊， 卷之十二 上， 造賽fJi홉， 論陽基
81) 雪心훌훌1E解 卷四， 論陽1;
82) 옳運玉， 1980, 氣候學擺論， 正益社， 서 울，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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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水禁룹를 어 겼을 뿐 아니 라 聚落地理學的 입 장 

에서도 매우 불펀한 立地임을 알 수 았다. 

本考의 연구범위는 아니지만以上三個地域파관 

련하-켜 鄭鍵錄上의 “蓋人世避身 不利於山 不利於

水 l풍好兩딩"83)의 兩당은 딩딩으로 그간 이룹 音

힘H借的 表現法으로 해석하여 廣關이라하였오나文 

服上 우리가 있오므로 오히려 활을 두개 펼쳐놓은 

상태 , 곧 益地 흑은 映씁으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결국 上記 三個十嚴地는 방어상 혹은 파란지로 

서의 유리성을 천적으로 인청할 수 있고 術法的 風

水原則에 부합하는 바도 약간은 있￡나， 陽基風水

原理에는 대체로 어긋나 았고 最伯맨風의 風‘*-禁

J랍를 법하고 있으며 合理性있는 聚落立地로서도 

매우 不利한 곳으로 解釋이 된다. 

4. 훌륭納 및 結輪

以上의 分析에서 鄭鍵錄을 위시한 圖議書類에 

냐타난 土地觀은 다음의 벼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地氣哀묘의 思想은 중국 전래의 無屬自

然的 道家思想과 周易의 術法的 性格 그리고 韓民

族의 調和的 心性이 복합적으로 合一되어 圖議。l

란 方法오로 土훌化되 어 냐타난 것A로 본다. 

둘째로 王都回歸의 思想、은 國都의 南韓集中， 各

道別 均衝分布， 松昆回歸의 內容을 가지 며 , 農業

生塵力이 우월한 南部選好， 地方族홉入에 대한 不

安慮의 반영， 自然JI直應的 心性* 中國象數之學의 영 

향， 中國睡代帝都의 舊都仍覆왜 例等01 그 原因￡

로 생각된다. 

셰째로 凰水地理의 思想운 圖議書類 自體가 陰

陽짧에 근거한 것임을 표방한 것으로도 알 수 았 

는 바와 갚이 , 理論的 근거 률 陽基 및 陰~凰水說

에 대부붐 의좀하고 았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3) 鄭鍵錄 鍵흙 以外에 많용 圖훌했壘뼈 散훌되논 귀철업.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다. 이에눈 國域風水， 國

都風水， 都몸風水， 住居風水의 내용들이 표함된 

다. 

잘￡로 避亂 • 保身의 恩想은 圖훌훌書類의 내용중 

카장 많은 부분을 첨하고 있는 것￡로， 風水說을 

理論근거로 한 圖識書의 現實的 代案이 兵火와 !if 
年이 없는 땅， 즉 十勝之地를 찾는데 主目的이 있 

음을 짐작케 해주는 부푼이며 本考에서 分析의 核

心을 둔 곳이기도 하다. 

大小白間의 三個地域을 對象으로한分析에서 十

勝之地의 一般的 模型은 “大山服系가 하나 흑은 거· 

급적 두개가 인근에 接해 있는， 三즈面이 急싫面에 

둘러 싸이 고 나머 지 한면은 bottle-neck 의 좁은 通

路로 都뭄地에 연결되어 있오며， 河川을 保有한， 

戰略的 價{直가 회소한 映갑內의 地域"ò 로 정리，되 

었다. 

이러한 地域은 방어상 혹은 피난지후서의 有챔 

性을 천적￡로 인정할 수 있고 術法的 風水原則에 

부합하는 바도 약간은 있￡나， 陽基園‘水原理에는 

대체로 어긋나 있고， “最伯맨風”의 風水禁J문、를 함 

하고 있￡며 合理性 있는 聚落立地로서도 매우 不

利한 곳으로 해석되었다. 

圖購書上의 土地觀은 대체로 人짧的 • 計劃的 • 

諸策的 · 能動的이라기 보다 神意、的 · 自然的 • 天然

的 · 消極的으로， 바랍직하다는 評價를 받을 수는 

없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民짧의 土地觀언지 

또는 一部 圖議 신봉자들의 천유물인지에 대해서 

는 짜로이 짧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짧康節의 象數之學， 周易의 術法的 內容 및 

道家思想‘이 圖讓 및 風水J뿔、想， 냐아가서 는 民聚의 

土地觀에 어떤 영향을 마쳤을 것인가에 대한 외푼 

도 課題로 남는다. 

-淸싹{師大-

-13 ‘ 



A Study of Geographic Thoughts Appearing in 
a Korean Geomancy Book, Chonggam-Rok 

Summary 
Chonggam-Rok is a widely known geomancy 

book in Korea. 1t is called To-Cham (圖講)，

that means symbol, token, symptoms, omen, 
suggestion, etc. It greatly infiuenced the geogra
phical thoughts of Korean people even at pre
!sent in part. An analysis of the book shows 
four important traditional geographical thou

ghts: ideas of diminishing vitality of the land, 
Chi-Gi -(地氣) ; recurrence of the capital in 
South Korea; Poong-Soo (Fμηsμi， 風水)， place 
ûf fortune and evil; and retiring to safe or 

refuge areas. 

For the analysis of the book, used a large 
scale Korean old map, about 1: 160, 000 in scale, 
Taedoηg- Yõchido made in 1861. by a famous 

Korean cartographer, Chõng-ho Kim Taedoηg

Yðchido shows especially mountain ranges and 
stream patterns in detail. Mountain ranges and 
stream patterns are very important elements 
in judging vitality of places by geomancy. 

The idea of diminishing vitality of the land 
is believed that is originated from Taoism, 
people’ s harmonious arangement and the Book 

Chang Jo Choi* 

of Changse (周易)， a Chinese classic in divina
tion. The idea of' diminishing vitality of land 
is applied to sites of towns, mainly capital 

cities. The idea of recurrence of the capital 
appeared in the capital movement, that is, 
starting from Kae-Song, and moved to Seoul, 
Kyeryong-san, Kaya-san, Chõn-Ju then believed 

to return to Kae-Song again. The location of 

capitals are in south of 38th parallel, the more 

agriculturaly productive area in compare to the 

north. 

It is believed thal the idea of Poong-Soo is 
originated with Hu and Ho, ministers of Yao, 
the famous King of China in about 2000 B. C. 

Poong-Soo or geomancy is an offshoot of a 
degenerated Taoism. The Science of Wind and 
Water, Pooηg-Soo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ite selection for residences, other 
buildings, and especially for site of grave 
yards. The idea of retiring to safe or refuge 
areas is a kind of sequestrational ideas. The 

well-known sites of refuge areas are found 
usually in canyon or gorge away from main 

roads, best locations for defence from outsiders. 

Journal of Geography, 7, 1980, pp.1"-'14. *Cheongju Col1eg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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