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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고법 명리학의 명리 이론들을 연구 정리하여 고법의 사주 모형을 재현하고 고법의 사주해

석법과 신법의 사주해석법의 논리구조를 정리한 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 간명법을 논리적 체계를 재확인

해 보는 것이다. 명리이론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귀곡자와 낙록자를 시원으로 삼아 그들이 활동했던 전국시대라

고 보는 이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동진의 곽박에 의해 ‘옥조경’이 쓰여진 것이 시원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그 

이후 원천강과 이허중 등에 의해 체계화되어 가던 명리이론은 송대 서자평에 이르러 크게 변혁을 겪게 되는데 이 시

점을 기준으로 앞 세대의 명리이론을 고법, 그 이후 서자평으로부터 시작되는 명리이론을 신법이라고 후대인들은 칭

한다. 명리학 고법과 신법의 논리구조 변화는 둘 사이의 큰 차이점과 단절 현상을 남겨놓고 있지만 명리학 고법과 신

법 모두 음양오행과 천간지지라는 자연의 상징체계, 천지인 삼원에 투영된 천인 감응 사상, 연월일시의 궁위가 가진 

세대와 시간의 개념, 천기의 생왕사절 유행 등의 자연법에 기인한 철학과 논리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명리학, 음양오행, 삼원사상, 궁위론, 생왕사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ffirm the logical framework of the saju analysis method by recreating 
the saju model of old-law to study and organize the theories of frame in old-law Myeongri, and then by organizing 
and comparing the logic structure of the saju analysis method of new-law and old-law. Some believe that Myeongri 
Theory first appeared in the world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when they were active with Gwigokja and Naknokja 
as origin, while others believe that it was origin that “Okjokyeong” was written by Kwak-Bak of Eastern Jin after a 
while. Since then, Myeongri Theory, which had been organized by Won-Cheongang and Yi-Heojung, has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since reaching the Song Dynasty Seo-Japyeong. Based on this point, the Myeongri Theory of 
the previous generation is called the Old-law, and the subsequent theory is called the New-law. The changes in the 
logic structure of the old-law and the new-law leave a big difference and disconnect between those. But comparative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philosophy and logic structure due to natural laws that have not changed much such 
as the symbolic system of nature called Yinyang & five elements and Cheongan-jiji, the idea of a heavenly response 
projected in the Three Wonders of heaven, earth and human, and the concept of generation and time in the position 
of year-month-day-time.
Key Words : Myeongri, Yinyang & Five elements, Three Wonders Idea, Gungwi Theory, Saengwangsaj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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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은세상에태어나는순간세가지영향을받으며

인간의삶을시작한다. 그를잉태하고혈육을물려준부

모의유전적영향이그첫번째가되고, 그가태어난땅

의지리와기후, 즉풍수에너지인환경적영향이그두

번째가되고, 그가세상의공기를들이마시는순간체내

에 흡수되는 우주 에너지는 시간의 개념으로 환원되는

데이운세의영향이그세번째가된다. 이시간적개념,

즉운세의영향을살펴인간운명의길흉화복을추론해

내는 예언체계인 사주명리(四柱命理)는 오래전 중국에

서 체계화되고 시작되었지만, 그 시원(始原)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명리 고전 저술 중 정확한 작자의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동진의 곽박(郭璞, 4세기 초), 당대의 원천강(袁天

綱, 7세기 초), 이허중(李虛中, 9세기 초) 등에 의해 4세

기~9세기 사이에 고법(古法) 명리학(命理學)이 체계화

되었다고볼수있다. 위 명리학자들보다앞서귀곡자와

낙록자를 명리학의 시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귀곡자

는 이허중명서의 원문에해당하는유문(遺文)을 후대
에전하였다그서문에기록되어있으나그진위를확인

할 수 있는 보완 증거가 부족하고, 낙록자는 낙록자삼
명소식부라는명리고전이명확히남아있고, 후대학자
들에의해여러차례주석서가쓰여질만큼명리학적학

술 가치가 높은 고전이지만 낙록자라는 저자명은 필명

(筆名)으로사용된것이다보니인명기록의부재로정확

한 저술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대명리학을신법(新法) 명리학혹은자평(子

平) 명리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대(五代) 말에서 남

송(南宋)에 걸쳐 서자평(徐子平, 11-12세기 추정)과 서

승(徐升, 13세기중)에의해일간(日干)을 사주당사자의

주체로보고살피는사주간법체계가완성되었고, 고법

(古法) 명리학과조금은다른간명법으로변화되어현재

에이르고있기때문이다. 신법명리학의간명법은음양

오행론, 십간십이지론, 지장간론, 일간위주론, 십성론, 월

령론, 격국론, 용신론등을기초이론으로하여인간의사

주(四柱) 분석과행운(行運) 분석을하고있다. 서자평과

서승의 변화 및 완성은 연해자평, 적천수, 명리정
종, 난강망, 명리약언, 자평진전 등을 통해 신법
명리학의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되었고 이 고전들이 자

평명리학의 보급과 전수를 도아 왔다.

신법(新法) 명리학은일간을중심으로한음양오행의

생극관계를 십성(十星)이라는 술어적 개념으로 체계화

하였고, 태어난 월령(月令)을 중심으로 격국을 정하는

비교적 간단한 간명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고법(古法) 명리학은 납음오행을 인원(人元)으로 삼고

그취상및상태를가지고희기를논하고, 연주를본(本)

으로삼고일주를주(主)로삼으며태월(胎月)까지 포함

하여 5개의육십갑자기둥을포괄하여간명하고, 십이운

성과 신살로 사주체의 변화를 간명하였다. 신살의 종류

가 100여개에 이르고기억해 놓아야할 격국도 20~30여

개가 훌쩍 넘으니 그 간명법이 상당히 복잡하였다.

고법에서 신법으로의 변화라는 것이 음양오행론과

십간십이지론으로 대표되는 근본적 명리 철학이 바뀐

것은 아니었으나, 천지인(天地人) 중 인원(人元)이 납음

오행에서 지장간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그

외에 연본일주(年本日主)가 일간위주(日干爲主)로 바뀐

점, 간명을위한관계성을신살(神殺) 보다는십성(十星)

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취사선택의

문제였을 것이다. 고법과 신법 명리학 모두 결국은 그

당사자의 성격과 적성을 파악하고, 행운(行運)을 살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학문이었으므로 더 예측 정확도

가높은 간명법으로변화해가는것은당연한결과였을

것이다.

하지만 고법과 신법의 간명법을 정확히 비교하고 예

측정확도가어떤것이더높은지통계학적으로비교분

석한연구는없는실정이다. 그이유는 2010년대들어오

면서 명리학계의 통계학적 연구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

에도불구하고명리학고법이론을 바탕으로어떤방식

으로사주를간명하였는지를정확히소개하는저술서가

없고, 구전학습으로전해져오던고법간명법들도신법

자평학과 혼재되어사용되다보니 그중심간명법체계

는 잊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연구자는고법명리학의명리이론들을연구정

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며고법의사주모형을재현

하고그 논리구조를신법과비교해 봄으로써그간명법

을 논리적 체계를 재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법의 사주해석법과 신법의 사주해석법의 논리구조를

정리한 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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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리학 고법과 신법의 시대구분
명리(命理)의 명(命)은 하늘의 명령이고 리(理)는 하

늘의 이치이다. 하늘의 명령, 천명(天命)을 맹자에서
살펴보면 2가지뜻으로사용되는데하나는하늘이내게

준책임이나의무라는뜻으로쓰이는경우이고다른하

나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객관상황’

을 의미하는 경우이다.29) 이러한 명(命)의 의미에 하늘

과 자연의 이치라는 뜻인 리(理)가 함께 조합되어 처음

나타난 것은 ‘신봉통고(神峰通考) 명리정종(命理正宗)’

이다. 송대 주자가 제창한 성리학(性理學)이 인간의 본

성을뜻하는성(性)과 하늘이이치라는리(理)의 조합으

로인간의본성과하늘의이치가하나이며 같다는사고

에서시작된것을빗대어장남(張楠)이 사용하지않았을

까 추정한다.

명리학(命理學)은 광의적으로는 하늘이 부여한 천명

(天命)이 대자연의 이치와 같으니 이를 서로 비추어 추

론하고자 하는 학문이란 뜻이 된다. 하지만 협의적으로

봤을때의 명리학은사람이 태어난年月日時를간지(干

支) 여덟 글자로 치환하고 그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명

(命)을 알아보는 지명(知命)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명을 탐구하는 학문이란 뜻에서 명학(命學)이라고도 부

르며 중국인들은 여덟글자를 통해 명(命)을 살핀다하여

팔자명학(八字命學)이라 부른다.

명리이론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귀곡자와 낙록

자를 시원으로 삼아 그들이 활동했던 전국시대(戰國時

代)라고 보는 이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동진(東

晉)의곽박에의해 ‘옥조경(玉照經)’이쓰여진것이시원

이라고보는이도있다. 귀곡자(鬼谷子), 낙록자(珞琭子),

곽박(郭璞) 그리고그이후원천강(袁天綱)과 이허중(李

虛中) 등에의해체계화되어갔던명리이론은태어난年

을기준으로삼는해석법과납갑 납지법을통해간지의

오행 속성을 정하는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사용하고 있

었다.30)

이러한 이론체계는 송대(宋代) 서자평(徐子平)에 이

르러크게변혁을겪게되는데앞선명리학자들이年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반대하고 일간(日干)을 기준으로

29) 이택용, 중국 선진(先秦)시대의 명론(命論) 연구 - 맹자와 장
자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03~123쪽.
30) 김만태, 중국 命理原典 李虛中命書 고찰 , 중국인문과학
62집, 중국인문학회, 2016, 233~234쪽.

삼는간명법을사용하기시작하였고납음오행을사용하

지 않고 지장간의 정오행(正五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는변화를시도한다. 이시점을기준으로앞세대의

명리이론을고법(古法), 그 이후서자평으로부터시작되

는명리이론을신법(新法)이라고후대인들은칭한다. 고

법을 삼명학(三命學) 혹은 녹명학(祿命學)이라고도 부

르고신법을자평학(子平學)이라고도부른다. 고법사주

와신법사주, 고법명리와신법명리, 고법삼명학과신

법자평학등신구(新舊)를 구분하고자다양하게부르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고법 명리학과 신법 명리학이라

는 명칭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3. 명리학 고법의 사주해석법
3.1 고법 사주의 모형
고법 명리학의 사주 모형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명리 서적은 이허중명서이다. 이 책이 전국시
대 인물인 귀곡자의 <귀곡자유문>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작성된 명리서인지 아닌지는 논쟁거리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허중이라는 저자 혹은 주석자의 생애 시

기는 역사적으로 분명 당대(唐代)이므로 낙록자부와
더불어 현존하는 최초의 명리 저작이다.

이허중명서의 가치는 고법 명리학의 초기 사주의
모형을보여주고있다는점인데이책에기술된고법사

주 모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원명(元命)을 승부하는 삼원(三元)은 간(干)인 록

(祿)과 지(支)인 명(命)과납음(納音) 신(身)으로각각지

지에서 쇠왕(衰旺)의 자리로나누어논한다. …천간(天

干)은天元 祿(하늘이 내린천록)이다. 그러므로귀함과

작위(벼슬), 衣食을 주재하는 바른 근본이요. 支는 지원

(地元)으로 재(財)와 명(命)이 때에 이르러 형상을 세우

는 시종(始終)의 근원이므로 빈부와 활동과 영고성쇠를

주관한다. 납음(納音)은 인원(人元)의 신명(身命)이므로

현우(賢愚)와미추(美醜)와형모(形貌)와재능과도량을

주관하니 무릇 사람은 서로(彼我) 간에 서로 生하고 剋

하고사랑하고미워하게되므로인륜(人倫)이 되며친권

(親眷)이 되는 것이다.”31)

31) 李虛中, 李虛中命書 券中, “元命勝負三元者, 干祿支命納音身, 
各分衰旺之地.…干爲天元祿, 故主貴爵衣食之正本也. 支爲地元財命
至此比形立象始終之元, 故主貧富運動榮枯. 納音爲人元身命, 故主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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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가 글자로형상

된 간지(干支)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조합에서 생성

되는 녹명신(祿命身) 삼원(三元)으로 나타난다는 원리

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녹(祿) 명(命) 신(身)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주석하고 있다.

천간 녹(祿)은 귀함(貴)을 주관하므로군자의 성품이

다. 그러면이성품은어느곳에거처하는가? 성품이거

처하는 거성(居性)은 시(時)의 납음오행(納音五行) 신

(身)이다. 따라서 본명이 천(賤)해도 시운(時運)이 있으

면 천한 가운데에 귀함이 생기는 것이라 하여 시운(時

運)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명(支命)은 이미그 사람

에게 정해진 성품으로 정성(定性)이다. 지지는 정해진

국면이니그소속된국면을취하여그사람의정해진성

정을알수있는것이다. 신(身)은 성품이작용하는것으

로 용성(用性)이다. 납음오행(納音五行) 신(身)은 인원

(人元)으로사람의재능과그릇의크기를주관하므로활

용하는 성품인 것이다. 시(時)에는 삼원(三元)의 기(氣)

가 구비되어있으니이로써그사람이거처하고행동하

는정성(情性)을알수있는것이다. 따라서천간이구비

되면녹(祿)을갖추게되고, 명(命)이 이루어지면재물이

성취되며, 신(身)이 왕지(旺地)에 있으면 관(官)이 행하

여 이루어지니 귀천(貴賤)을 이로써알 수 있는 것이다.

사주는 오행으로 보좌함이니 천간 천록(天祿)은 정기가

필요하고지지에서넉넉히구비되어귀(貴)가 의지할것

이 있어야 하며 지지 명(命)과 납음오행(納音五行) 신

(身)의 도움이필요하다. 신(身)과 명(命)이 거스르지않

고 왕(旺)하면 재(財)로 이어지므로 재(財)가 그중에 있

게 된다. 따라서 귀천(貴賤)의 판단은 납음오행(納音五

行)의 경중(輕重)과 왕쇠(旺衰)로부터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이허중명서에서 사주(四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주라는 것은 태월일시(胎月日時)이다. … 대저 연

(年)은 근본(根本)이 되고, 일(日)은 명주(命主)가 된다.

월(月)은 사용자(使用者)가 되며, 시(時)는 보조자(補助

者)가 된다. [註] 연(年)은 일(日)의 근본이고, 일(日)은

명주이다. 예를 들면군주에게는신하가있고, 아비에게

는자식이있고, 남편에게는아내가있고, 나라에는왕이

있는 것과 같다. 태월생시(胎月生時)는 주본(主本)을 돕

愚好醜形貌材能度量, 凡有生則彼我生克愛憎, 故爲人倫親眷也.”

고원조(援助)하니 이로써순서(順序)가 있어차례로계

승하고 따라야 한다. 주(主)와 본(本)이 돕고 편안하게

화합하는데빈천한사람은없으나, 시(時)와 일(日)이 연

(年)과 어그러진다면어찌오래토록영화로운도리가있

겠는가. 주(主)와본(本)이돕고화합하여서로생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연(年)이 일(日)을 극하면 힘이 감

소하고, 일(日)이 연(年)을극하면비록귀(貴)를 주관하

는 기(氣)가 있어도 또한 어렵고 곤궁함이 많은 것인데,

하물며 일(日)과 시(時)가 연(年)을 상극하면 어그러짐

이 더욱 심할 것이다.”32)

“귀곡자는 사주를 정의하기를 태·월·일·시(胎月日時)

라고하였다. 이에이허중이주석하기를사주는연주(年

主)의 녹명신(祿命身) 삼원(三元)으로 만물의 근본으로

삼고 사주는 오행으로 보좌한다 하였다. 그러면 사주인

태·월·일·시(胎·月·日·時)가 주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태(胎)는 선친으로부모조종(父母祖宗)을말하며, 월(月)

은 시기(時氣)로 사계절의 휴왕(休旺)을 구분한다. 일

(日)은 월내(月內) 사계절 기운의 향배를 나타내고, 시

(時)는 본명의 길흉(吉凶)과 일(事)의 진퇴(進退), 향배

(向背), 역기(力氣), 승부(勝負)를알수있는것이다.” 이

처럼삼원(三元)과 사주(四柱)로 구성된고법사주의모

형을 도식화해 보면 아래 [그림 1] 같다.

[그림 1] 고법 사주의 모형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연주(年柱)의 납음은 존

(尊)이라 하고, 반대편에 있는 시주(時柱)의 납음은 비

32)  李虛中, 李虛中命書 券中, “四柱者,胎月日時.…大抵年爲本, 
則日爲主. 月爲使, 則時爲輔. 註: 年爲日之本, 日爲命主. 如君之有
臣, 父之有子, 夫之有婦, 國之有王. 是胎月生時爲主本之扶援, 欲得
以序相承順也. 主本保合, 未有貧賤之人, 時日乖違,豈有久榮之理. 主
本保和相育爲貴, 年剋日減力也日剋年雖主貴氣, 亦多迍剝, 況日時俱
剋於年, 乖離尤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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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卑)라고 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까지의 과정이며,

존대로부터 비천에 이르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며 각

주(柱)마다 일정한 친족 관계를 대표하고 있다.

한편 이허중명서의 기록에 따라 사주를 나열해 보
면 年 胎 月 日 時 순서로 오주(五柱)를 배치하게 되는

데, 당시 고법 사주 모형의 통상적 형태였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그후 신법(新法)이 등장하고고법과신법

이공존하던시기인송 명대의기록인 삼명통회나선
현들의기록을통해고법사주의사례들을남겨놓고있

는서락오의 자평수언에서는신법에서사용하던연월
일시(年月日時)를 그대로 사주로 배열하고 태(胎)를 뒤

에추가로기록하거나연월일시아래따로 명시하는방

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2 고법 간명 해석방법
그렇다면 고전 명리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주를

간명하고 추리를 하였을까? 첫 번째로 꼽는 고법 간명

법은 납음(納音)의 조합을 통해서 추리하는 것이다. 명

국(命局)의 연주(年柱) 납음과 타(他) 간지의 납음 조합

을 살펴서 그 성격을 확인하고 하나의 격(格)으로 삼았

다. 이에일정한명리적묘사와의미를덧붙여부여하며

간명의 내용으로 풀어내었다. 고법 명리학에서는 납음

을살핌에있어서도연주(年柱)를 기준으로하여태월일

시(胎月日時) 각 납음과의 상황을 대조하였고, 특히 시

주(時柱)의 납음을 중시하였다. 삼명통회에서는 납음
간명법을 ‘전투복강형충파합(戰鬪伏降刑沖破合)’이라고

부르고있는데, 이는각주(柱)의납음들이전투(戰鬪)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복강(伏降) 즉, 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형충파의 관계와 합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추리에 활용하고 한다는 것이다. 이

를통해납음격(納音格)이 14가지가나타나게되는데전

투위복격(戰鬪爲福格), 전투위화격(戰鬪爲禍格), 복강위

복격(伏降爲福格), 복강위화격(伏降爲禍格), 충파위복격

(沖破爲福格), 충파위화격(沖破爲禍格), 제형위복격(制

刑爲福格), 야형위화격(惹刑爲禍格), 육합위복격(六合爲

福格), 육합위화격(六合爲禍格), 생왕위복격(生旺爲福

格), 생왕위화격(生旺爲禍格), 사절위복격(死絶爲福格),

사절위화격(死絶爲禍格)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기본 납음 간명법은 年月日時 방향으로 剋

하는 명조를 상극하(上剋下)라 하였는데, 상극하(上剋

下)는 순(順)하여 존(尊)이 비(卑)를 제어하는 것이므로

순리대로 이루어진다 하였고, 하극상(下剋上)은 역(逆)

하여 비(卑)가 위를 범하는 것이므로 이치와 도리에 맞

지 않는다 하였다. 반대로 상생하(上生下)는 열(劣)하니

빈천(貧賤)하다고 보았고, 하생상(下生上)은 우(優)하니

관직에나아간다보았다. 그리고함께사용했던또하나

의납음추리방법은지지오행(地支五行)과납음오행(納

音五行)의 생극(生剋) 관계를 살펴서 추리하는 방법도

겸하여 사용되었다.

두번째로고법간명법에사용된추리방법은신살(神

殺)을 이용한간명법이다. 고법의명리이론에서는신살

을 십이신살(十二神殺)과 길신류(吉神類), 흉살류(凶殺

類)로 나누고추가로삼기(三奇)와 공망(空亡)도 사용하

고있었다. 역학(易學) 전반에걸쳐서신살은수백종을

넘고명리학에서만도 100여가지이상을사용한다. 그렇

다보니실제사주를간명하는이들의입장에서이모든

신살(神殺)을 학습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수준의것이다. 송 명대에는고법과신법이혼재

되어활용되던시기인데이시기에 신살을암송하고쉽

게간명에활용하기위하여사용한 분류법은신살이발

현되는 지지(地支)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인신사해조(寅

申巳亥組), 자오묘유조(子午卯酉組), 진술축미조(辰戌丑

未組) 3가지로 분류하고 학습 및 간명에 활용하였다.

인신사해조(寅申巳亥組)에 포함되는 신살은 寅申巳

亥에대표적으로나타나는신살로망신(亡神)과겁살(劫

殺)이며 길신으로 역마(驛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파택살(破宅煞)과파쇄살(破碎煞)도흉신으로나타난다.

자오묘유조(子午卯酉組)에 포함되는신살은子午卯酉에

서 나타나는 신살로 함지살(咸池殺) 혹은 도화살(桃花

殺), 양인살(羊刃殺), 음착양차살(陰錯陽差煞), 재살(災

殺) 등이 있다. 진술축미조(辰戌丑未組)에 포함되는 신

살은 백호살(白虎殺), 반안살(攀鞍殺), 화개살(華蓋殺),

천살(天殺), 월살(月殺) 등이 있다.

신살(神殺)은 제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변성이

있으므로사주내에해당신살이나타나면그에따라통

변을진행하는것은당연하다. 이러한단식판단외에사

주전반에걸쳐길흉을판단했던신살간명법은살중포

살(煞中包煞), 분산영령(分散英靈), 취감정신(聚歛精神),

극출극입(剋出剋入), 주전살후(主前煞後), 찬취분산(攢

聚分散) 등이 있다. 예를들어살중포살(煞中包煞)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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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중 하나의 궁에 여러 살(殺)이 취집(聚集)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살(殺)이면서 한편 장생(長生)이

거나 귀인(貴人)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살(殺)이 변하여

생(生)이 되기도 한다. 또, 찬취분산(攢聚分散)은 2개의

흉신이月, 日, 時중하나의궁(宮)에집중되는취집(聚

集) 상태가아니고하나는일지(日支)에 하나는시지(時

支)에 있는식으로분산되는것을말한다. 살이많아귀

할수는없다할지라도너무과하게많은것으로보지는

않는다.

세번째로록마(祿馬)의 향배(向背)를살피는것이다.

고법(古法)에서사주의부귀를살피는가장기초적인요

소로사용하였던것이바로록마(祿馬)인데록(祿)은 연

주(年柱)가 상징하는가문의영광과부귀를이어갈인물

로연간(年干)의뿌리를살폈던것이고, 마(馬)는집안의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활동력이 강하

고부지런히몸을움직일수있는인물인가를살폈다는

의미가있다. 그래서록(祿)은귀(貴)를 상징하고신법의

관(官)에 대응되고, 마(馬)는 부(富)를 상징하고 신법의

재(財)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고법 명리학에서 사주에

십간록(十干祿)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록마(祿馬)가 같

은궁에있으면명(命)은 한층더강해진다하였고, 반대

로 록(祿)이 깨지면 모아둔 자재가 흩어지는데 조상의

가업은 전부 공허하게 변한다 하였다.

고법이 생년을 중심으로 가문의 영광과 부귀를 이어

갈 인물로서의 명(命)의 추명을 하였던 것에 반하여 송

대부터 시작된 신법 명리학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개

인의 부귀와 길흉을 논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할지

라도일간의뿌리로서의지지의비견(比肩)이 수행할수

있는역할은록(祿)과 그 원리와크게다르지않을것이

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허중명서에 등장하는 고법 간명법

중에 현대 명리학자들에게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혼란

을 주는 간명법이 ‘연본일주론(年本日主論)’인데 이는

연(年)이 근본(根本)이 되고, 일(日)이 주체(主體)가 된

다는 것으로 주체가 되는 일주(日主)에 상위 개념인 연

본(年本)을 포함하여 사주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

다. 사실 이허중명서의전반적이론의흐름은연본(年
本)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일

(日)을 주(主) 즉, 주인(主人)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서자평의 신법(新法) 명리학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변화

인데 어찌 이 내용이 이허중명서에 나타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논리는 이허중명서가당대(唐代)의저작이
아니라 당 이후 오대십국(五代十國)과 송대(宋代)에 이

르러서 자평명리학과접하고두개의사상이충돌하고

있는 시점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준거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이허중
명서에서는 사주를 논함에 있어 주체인 일(日)의 근본
이연(年)에 있음을명확히밝히는연본(年本)을 주장하

여 사주를 연본일주(年本日主)를 중심으로 살피었다.”

[그림 2] 年本日主와 年月日時의 역할

더욱이 고법 명리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납음(納

音)과신살(神殺), 그리고십이운성(十二運星)을 자평명

리학과 접목시켜 함께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다

면 ‘연본일주론(年本日主論)’은 중요한 시발점이자최종

목표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명리학 신법의 사주해석법
4.1 서자평의 신법 창출
서자평(徐子平)은 오대 말에서 북송 초에 활동한 명

리학자로 태화산(太華山) 당봉동에 은거하였다고 알려

져있었다. 만민영의 삼명통회 ‘자평설변’에 기록된내
용에따른것으로 연해자평의원저자인서대승과 300
여 년의 간격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자평 저술 본

문에 근거하여 좀 더 고증해 보면 그는 남송(南宋) 1~2

대황제인고종(高宗)과효종(孝宗) 시기에생존했던인

물이며서대승과는 100여년의시대차이만을보이고있

다. 명리학의중조(中祖)로 인정받고있는서자평은 2권

의 주석서 옥조신응진경과 낙록자삼명소식부주 그
리고 직접 저술한 명통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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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평의 명리이론은 기존의 고법 명리학에 비해 독

창적이며 900여 년동안 그 이론의 실효성이 실관(實觀)

을 통해증명되며사용되었지만사실고법(古法)의토양

을딛고시대적 변화를명리학에수용하며 발전된이론

이다. 서자평의주석서에대한기존의연구는그의주석

문만을 통해 서자평의 명리이론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

하고있다. 하지만주석서의특성상주석자가원문저자

의의도를크게벗어날수없기때문에주석문의내용을

그대로 서자평의 명리이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표 1> 서자평 주석서 및 명통부 논리구조 변화
玉照神應眞經 珞琭子三命消息賦注 明通賦

日干 중심이나
年本기준 병용
正五行 기준이며
納音은 철처히

배제
六壬을 간명에
사용, 十星의 개념

불확실
三元, 四柱 불명확,
胎月의 사용 지속
支藏干 아직
미사용

大運, 小運, 太歲

日干의 建祿을 사용
官祿, 財祿을 병행
胎月의 완전 배제,
納音 용어 1회 등장
每一宮有三元,

人元에 支藏干 확립
七煞, 財, 比劫, 印綬
食傷 등이 기록됨
十星을 六親과 연계
大運의 원리 승계

珞琭子賦의
陰陽五行 및 大運의

원리 유지
支藏干의 특징을
명시하고 節氣 및
月律分野 원리 표출
日干為主 및 日干의
祿根으로 强弱 인식
十星 구분이 분명,
生剋制化, 得失進退
官 財 印의 중시

그의 옥조신응진경은장옹이주석한 옥조정진경
을바탕으로일간위주(日干為主) 자평이론을실험해보

기 위한 가설 노트를 작성해 보았던 것이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첫째, 간명 주체를 연본(年本)에서 일간(日干)

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 일부 예시

에서는 연본(年本)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 인

과관계에 대해서 일간으로 바꾸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드러낸다. 둘째, 납음(納音)의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가 시작되었다. 곽박 원문 기록에서 납음의 뜻인

‘音’자를 ‘支’자로 바꾸는 시도까지 하며 납음오행의 배

제를 시도하였다. 단, 지장간(支藏干)의 사용은 나타나

지 않았다. 셋째, 관성(官星)이라는 새로운 십성의 용어

가등장한다. 단, 아직 인성(印星)과식상(食傷) 등에 대

한개념은드러나지않는십성의초기단계였다. 하지만

태월(胎月)을 아직 사용한다거나 소운(小運)의 사용을

유지하고 있고 수토동궁설(水土同宮說)을 준용하는 그

의주석패턴은 고법명리학에서신법명리학으로이관

되는 과정 중에서 초기 단계였음을 보여준다. 육임(六

壬) 해석법을그대로수용한다거나장옹(張顒)의 주석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점들도 아직은 이론적 완성이 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그의 낙록자삼명소식부주는 타 명리서에 비해 무
형학적 명리사상을 펼치고 있던 낙록자부의 고법 사
상아래함께공존할수있음을보여주고자신의이론이

기존사상의큰프레임을벗어나지 않는다는것을증명

하고자하였다. 이둘의차이점은첫째, 일간(日干) 주체

간명법이 완성되면서 삼원(三元)이론을 분명하게 바꾸

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지장간(支藏干)의 사용이 분명

해졌다. 둘째, 고법에서 중시하였던 록(祿)의 개념을 관

록(官祿)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였고 향배(向背)의 개

념을관(官)의 향배, 재(財)의 향배로설정하고있다. 이

는기존사상의틀을크게깨트리지않고공존하며확장

하려는시도였다. 관(官)과재(財)의 생왕사절(生旺死絶)

을살피는간명법이등장한다. 셋째, 십성(十星)의 각 요

소들이 대부분 등장하고 있다. 비겁(比劫), 인성(印星),

식상(食傷)의 사용이 분명하고 육친(六親)과 연계하는

간법도 나타나면서 십성의 체계가 완성되는 단계이다.

넷째, 변화의 단계가 옥조신응진경에서 한 발짝 나아
가납음(納音) 외에태월(胎月)까지배제시키고있다. 하

지만 낙록자부에 기록된 신살(神煞)을 그대로 부연하
는수준에서정리한다거나연지(年支) 기준이사용되고,

소운(小運)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궁위(宮位)와 연

결된육친에서혼선을보이는등고법이론과의공존이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이 2권의 주석서는 새로운

명리사상을펼치고, 기존이론을취하거나버리는것에

서는자유로울수없었다. 서자평은자신이완성한일간

위주(日干為主) 간명법과 격국 이론을 기록하여 남기고

자 마침내 명통부(明通賦)를 완성한다.

4.2 신법 간명 해석방법
서자평에의해창출된신법명리이론은첫째, 자평명

리의기본원리로일간위주(日干為主) 간명, 지장간(支藏

干)의활용, 십성(十星)을 통한추론, 관(官) 재(財)의 중

시등이제시되어있다. 명(命)을 간명함에있어일간(日

干)을 그 기준으로 삼았고, 팔자(八字)와 간지(干支)를

펼쳐 놓고,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그리고 그 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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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간(支藏干)을 함께 살피는 것이 간명의 기본이 되었

다. 지장간(支藏干)이란지지에숨어있는천간이란뜻으

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 절기 안에서 그 남겨

진수리를가지고섞여있는가운데구분해내는것이라

하였다.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나머지 간지(干支)들은

생극제화(生剋制化)에 따라 관(官), 인(印), 재(財), 식

(食), 비(比) 등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명(命)에서 이

러한 십성(十星)은 신(神)이자 살(煞)이므로 서로 얽혀

있다면 각각의 경중(輕重)을 비교하여 간명한다. 사주

내에다양한십성(十星)의 기운이있는데특히관(官)과

재(財)가 중요하다. 관(官)을보호하고통로의역할을하

는인(印)까지포함하여재(財), 관(官), 인(印)이천간에

서 조합되면 록마가 동궁하는 셈이니 내외삼기(內外三

奇)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째, 월령과십성을중심으로한팔정격(八正格), 그

리고변격(變格), 외격(外格) 등 자평명리의격국론이완

성되어 있다. 사길신(四吉神)류에 속하는 정관격, 정인

격, 재격, 식신격과 사흉신(四凶神)류에 속하는 칠살격,

상관격, 편인격, 양인격이 팔정격(八正格)에 속하고, 초

기종격과곡직격, 염상격, 종혁격, 윤하격, 금신격, 시편

재격, 시상일위귀격, 화기격, 귀록격 등은 변격(變格)으

로 분류되고, 비천록마격, 임기용배격, 육음조양격, 육을

서귀격, 자요사격, 축요사격, 정란차격, 형합격, 합록격,

공귀격, 공록격, 도충격, 암합격등은외격(外格)으로 분

류된다. 이 격국들은 연해자평에 계승되면서 송 명대
자평명리의 격국법으로 사용되지만 후일 청대(淸代)에

이르러 잡격류는 배격된다.

셋째, 일간의억부(抑扶)로 명의균평(均平)을 맞추는

억부용신론(抑扶用神論)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일간(日干)의 신강신약(身强身弱)에 따른 용신 취용법

인데 격국(格局)에 따른 상응(相應) 용신(用神)과 더불

어 서자평은 일간(日干) 억부용신과 격국(格局) 상응용

신 2가지를함께사용하고있었다. 단, 서자평은신강한

사주의 극제(剋制)와 설기(洩氣)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억부용신보다는 격국에 따른 십성의 생극

관계로 취운(取運)을 살피고 있다.

넷째, 궁위론(宮位論)은 사주의 배합이 바뀌고 생왕

사절론(生旺死絶論)은 그 기준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고

법(古法) 이론이계승된부분이라고볼수있다. 고법(古

法)에서 사용되던 궁위 이론 중에서 태월(胎月)에 해당

하는 조상궁(祖上宮)의 개념이 연주(年柱)로 이관되었

다는 점이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 단, 일간위주(日干為

主) 간명에따른영향일수있는데일지(日支)에 대한강

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자평 시대에 이르러

간명의 주체가 바뀌는 변화에 따라 생왕사절을 따지는

기준도 年에서 日로 바뀌고 있고, 매일궁(每一宮)에 삼

원(三元)이 있다고 여겼기에 관(官) 재(財)를 기준으로

12궁을 살피는 경향도 갖게 된다. 생왕사절12궁은 일간

(日干)의 신강신약(身强身弱), 그리고 십성(十星)의 생

극제화와 함께 조합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절지(絶地) 혹은 휴수(休囚)는 관살(官煞)과 흐름

이 겹치므로 신강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묘(墓)

의 개고(開庫)를 중요하다고 여겼다.

다섯째, 서자평의 신살론(神煞論)은 서자평이 고법

(古法) 신살들중에서본인이간명에활용하는신살들을

취사선택하여 기록해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자

평이 사용한 신살의 종류는 ‘천월이덕(天月二德)’, ‘천을

귀인(天月二德)’, ‘괴강살(魁罡煞)’, ‘고진살(孤辰煞)’, ‘과

숙살(寡宿煞)’, ‘공요살(控邀煞)’, ‘격각살(隔角煞)’, ‘탄담

살(呑啗煞)’, ‘공망(空亡)’, ‘원진살(元嗔煞)’, ‘순음순양(純

陰純陽), ‘양인살(羊刃煞)’, ‘관살(關煞)’ 등이다.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명리학 고법과 신법의 사주해석법을 각각 살펴보면

그 논리구조의 차이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연본(年

本) 기준간명법을일간위주(日干爲主)로 바꾸어간명을

시작하였다는 점, 고법에서 가장 중시하던 록(祿)의 향

배(向背)를 관록(官祿)의 향배로 의미를 바꾸어 사용하

고, 관(官)과 재(財)를 중시하며 향배의 유형을 향관(向

官), 향재(向財)로쓰고있다는점, 록마(祿馬)와존비(尊

卑)의 위상을살핌이십성(十星)의 생극제화로변화되었

다는 점, 인간의氣에 해당하는인원(人元)의 상징이납

음오행(納音五行)에서 지장간(支藏干)이라는 다른 상징

체계로 바뀌어 있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둘 사이 논리구조의 유사점은 철학적 사유는 유사하

나 그 방법론은 일부 변화한 것들도 있다. 첫째, 천간과

지지에 하늘과땅의철학적투영이 유지되고있다는점

이다. 고법명리의논리구조에서하늘을천원(天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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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녹(祿)이라하였다. 녹(祿)은곧복(福)이다. 그리고

4개의 천간 중에서도 연간(年干)이 녹(祿)이다. 하늘로

부터 부여받은 녹(祿)을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으나 그

녹(祿)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부가 그 사주의

복록(福祿)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연간(年干)

을녹(祿)이라하며연간이지지(地支)에뿌리내린것을

또한록(祿)이라 한다. 땅은지원(地元)이라 하고명(命)

이라 하였다. 명(命)은 연지(年支)를 가리키는 것이며,

인간이 부여받은 길흉(吉凶)과 부귀(富貴)의 흐름을 살

피는 출발점이 된다. 연지(年支)를 기준으로 삼합과 신

살(神殺)을 찾고 록마(祿馬)의 향배(向背)를 살핀다. 한

편, 신법 명리의 논리구조에서 하늘과 땅은 천간 4개가

모두 하늘이며, 지지 4개가 모두 땅에 해당한다. 서자평

은 낙록자삼명소식부주의 주석문에서 “매일궁유삼원
(每一宮有三元) 유천원인원지원(有天元人元支元) - 매

하나의 궁마다 삼원이 있으니, 천원 인원 지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자평은 고법에서 연간(年干)과

연지(年支) 2글자로한정되어있던삼원(三元)의 개념을

연월일시 천간지지 8글자 모두로 확장해 놓고 있다. 하

지만이런기준과시각의변화가시대에따라발생하였

다하더라도천간은하늘의氣이며지지는땅의유행(流

行)임은변화지않은명리의근본적논리구조이다. 하늘

의氣가땅에서 유행하고인간에게스며드는현상을태

어난 해, 1개의 기준으로 살피는 것보다 태어난 월 일

시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사고의 확장이

나타난 것이다.

둘째, 궁위론(宮位論)의 논리구조가유지되고있다는

점이다. 고법 고전 중에서 낙록자부는 근묘화실(根苗
花實)이라는용어를처음사용한것으로유명하다. 근묘

화실은그 이후현대에 이르기까지年月日時의궁위(宮

位)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법이 되었다. 낙록자부
19번째 부문에 “싹의 조짐을 관찰하여 그 근원을 살핀

다. 뿌리[根]가싹[苗]보다먼저이고, 꽃[花]의뒤에열매

[實]가 따라온다.”33)라고 근묘화실을 기록하고 있다. 고

법학자 왕정광은 근묘화실(根苗花實)을 태월일시(胎月

日時)라고 하였다. 한편, 서자평은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주석에서 年月日時의 궁위를 설명하며 年을 조종(祖
宗)의 궁, 月을 부모(父母)의 궁, 日을 인신자득(人身自

得)의 궁, 時를 자손(子孫)의 궁이라 하였다. 궁위의 활

33) 珞琭子賦注 19 “觀乎萌兆. 察以其原. 根在苗先. 實從花後.”

용을 살펴보면 생월(生月)에 관인(官印)이 있으면 명주

(命主)의 관은 조종(祖宗)에서 나온 것이고, 생월(生月)

의 지지에 재(財)가 있으면 명주는 조상의 재물을 갖고,

만약생시(生時)의 지지에재(財)가 있으면형충극파(刑

衝剋破)가 없는명주가스스로재물을일군다하였다.34)

이 주석에서 특히 관(官) 재(財)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

고, 생시(生時)에 대한 강조도 유독 눈에 띈다. 이런 경

향은 후일 명통부에서도 정관격과 정재격에 있어서
時의조력을강조한다거나, 일록귀시격(日祿歸時格), 시

상편재격(時上偏財格), 시상일위귀격(時上一位貴格) 등

의 생시(生時)를 중심으로 한 유형의 격국이 나타나는

이론 흐름을 보인다. 또 서자평이 궁위(宮位)의 年月日

時를 조종(祖宗), 부모(父母), 자득(自得), 자식(子息)의

순으로 배열함은정확히인생의나이를구분한것은아

닐지라도 유년, 청년, 장년, 노년의 삶의 흐름을 대변하

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십이운성(十二運星)과신살(神煞)의 논리

구조에서 그기본원리는동일하나 그기준에서변화를

보인다. 고법 명리의 생왕사절 혹은 십이운성의 기준점

은연간(年干), 즉록(祿)의 향배였다. 연간(年干)이甲이

면亥에서장생하고寅에서건록하고午에서죽고申에

서 끊어진다 여겼다. 신법에서는 기준이 연간에서 일간

(日干)으로바뀌었다고쉽게생각하지만또꼭그렇지만

은 않다. 서자평의 글에 나타난 설명이나 예시를 보면

관대(冠帶), 재고(財庫), 쇠향(衰鄕) 등 생왕사절12궁의

술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점

이 일간(日干)이 아니라 재(財)와 관(官)에 해당하는 천

간을기준으로삼아지지의흐름을 살피고있다는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신살(神煞)은 고법 명리학에서 사주의 길흉을

판단하는 중요한 간명 요소로 사용되었다. 천을귀인(天

乙貴人), 천월이덕(天月二德) 등이 속하는 길신류(吉神

類)와 괴강살(魁罡煞), 고진과숙살(孤辰寡宿煞) 등이 속

하는 흉살류(凶煞類)를 함께 총칭하여 신살(神煞)이라

고 불렀다. 신법 명리학이 송대에 창출되고 명 청대를

거쳐현대에이르면서신살의지위는많은신법명리학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논리적 오류를 지적받으며 격하

34) 徐子平, 珞琭子三命消息賦注 2-[徐註] “若生月內有官印于生
日天元則主官出祖宗如生月及支內有財于生日天元則主有祖財若
生時支內 有財 別無刑衝剋破 則主自立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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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신살(神煞)은 고법과 신법을 망

라한 명리학의 긴 역사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고

사주간명법중에서가장질긴생명력을가지고사용되

고있다. 신살의기준은고법과신법으로양분하여하나

의기준이다른어떤기준으로바뀌었다고말할수는없

다. 신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기준 또한 각 신살마다

여러가지로 나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길신인 천을귀

인(天乙貴人)의 경우는 고법에서는 연간(年干)을 기준

으로 삼았고 신법에서는 일간(日干)을 기준으로 변화하

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고진살과 과숙살의 경우도

고법에서는연지(年支)를 기준으로, 신법에서는일지(日

支)를 기준으로삼고있는예시들을고전에서찾아볼수

있다. 하지만 공요(控邀), 격각(隔角), 탄담(呑啗), 공망

(空亡), 원진(元嗔) 등 여러신살의기준은그변화가모

호하다. 현대명리학에서아직도많이사용하고있는십

이신살(十二神煞)의 경우도 고법에서는 연지(年支)의

삼합오행이 기준이었으나 신법에서는 연월일시 4개의

지지를모두기준삼아대세운(大歲運)으로들어오는기

운을 살피기도 한다.

5.2 결론
현대 명리학은 송대(宋代) 서자평(徐子平)이 창시한

자평 명리학이 그 근간이 되어서 송(宋) 원(元) 명(明)

청(淸)을 걸쳐체계화되고심화발전되어왔다. 일간(日

干)을 중심으로 십성(十星)의 생극제화를 살피고, 월령

(月令)을 근거로 삼아 격국(格局)을 잡고 용신(用神)을

사용한다. 그런데 아직도 현대 명리학계에서는 신살(神

殺)의 적용 여부 및 적절성을 논쟁하고, 십이운성(十二

運星)의 음양을 동생동사(同生同死)와 음생양사(陰生陽

死) 中어떤이론이맞는지를가지고토론한다. 그 이유

를여러가지측면에서찾아볼수있겠지만분명한것은

여전히 고법 명리학의 간명법과 이론이 현재까지도 여

전히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그고법이론들이

신법 자평학과 혼재되고 섞이면서 십이운성을 일간(日

干)을 중심으로 살피고, 일지(日支)를 기준으로다른 지

지에 있는 도화살을 찾아 그 성정을 이야기한다.

앞절에서고법의사주모형을재현하고신법의사주

해석핵심방법을정리해봄으로써그둘사이의논리구

조를 비교해 보았다. 명리학이 명리철학(命理哲學)이라

는 사상적 개념과 명리술수(命理術數)라는 기술적 개념

으로양분된채술수적기술에더욱 집중하여연구되고

전승됐던 까닭에고법과신법의논리구조변화는둘사

이의 단절 현상을 명리학계에 남겨놓고 말았다. 하지만

명리학 고법과 신법 모두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간지

지(天干地支)라는 자연의 상징체계, 천지인 삼원(三元)

에 투영된 천인 감응 사상, 연월일시의 궁위가 가진 세

대와시간의개념, 천기(天氣)의 생왕사절유행(流行) 등

의 자연법에 기인한 철학과 논리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점을비교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현대

명리학에서는 고법을 등한시 하고 명리철학의 사상적

요소를 배제한채술수적효용성을 강조하는경향을보

이며 그 이론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도 하였다. 명리학

고법이명리의원형이자철학이라할수는없다. 하지만

고법과 신법의 통시적 연구와 명리철학에 대한 위상의

정립이 명리학계의여러가지논쟁의해답과추적해내

지 못한 이론의 근거를 찾아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이 연구의한계는고법명리학이론을바탕으로어떤

방식으로사주를간명하였는지를정확히소개하는저술

서가부족하고, 구전학습으로전해져오던고법간명법

들도신법자평학과혼재되어사용되다보니그중심간

명법체계는잊혀사라지고있는상황에서고법간명법

의체계와정확한정보를수집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하지만 앞으로명리학고법에관한 연구가계속진행됨

으로써 개인의길흉과 행운을중심으로 살피는신법(新

法) 간명법과 더불어 그 가문의 성쇠와 부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인가를 살폈던 고법(古法) 간명법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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