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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한국의 거리에는 유독 점집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점치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한국인들

만의 현상일까? 점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현상 아닐까? 점이란 아주 간단하게 생

각하면 인간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신

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것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을 치는 것은 한국인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한 태도가 나라

마다 문화마다 매우 다른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연구를 접할 길

이 없어 여기서 거론할 수 없다. 

이처럼 점치는 것이 인류보편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점에 대해 갖는 

의존도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

는 다른 나라란 한국과 경제적인 규모나 위상이 비슷한 나라를 말한다. 한국인들이 

점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면 무엇보다

도 점술사의 숫자나 점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는 무당을 포함해 점술사들이 넘쳐난다. 이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

데 그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언론 등에서 추측한 숫자만 가지

*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한국문화중심 이사장

1)  이에 비해 통계청 자료는 많이 다르게 나온다. 통계청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통계’를 보면 점술인이 2006년 1만 5690명, 2007년에 1만 5628명, 2008년에 1만 5777

명으로 조금씩 는 것으로 나왔고 업체도 각각 1만 4631개, 1만 4625개, 1만 4715 개로 나온다. 또 점을 치는데 들인 돈도 각각 2503억 원, 2733억 원, 2789억 원으로 조금씩 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지금은 불경기라 그런지 점술인이 1만 5711명(2009년)에서 1만 5153명(2010년)으로 다시 1만 4384명(2011년) 줄었고 매출도 2008년보다 2012년이 150

억 준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에 숨어 있는 점 관련 인물이나 업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사인 것 같다. 이 통계 자료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대한경신연합회에 등록된 무당만도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점술인이 1만 5천여 명에 그칠 수 있겠는가? 

고 보자.

우선 1997년 1월 4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이 기사는 ‘점술사가 전국에 약 40만 

명이 성업하고 있고 점을 치는 데에 내는 복채가 1년에 1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

고 추정했다. 이렇게 계산한 근거를 보면, 1997년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무당들의 숫

자를 ‘대한승공경신연합회(후에 ’대한경신연합회‘로 바뀜)’는 20만~25만 명으로 잡았

다. 이 연합회는 무당을 포함해 무교(무속)에 관계된 사람들이 무당들의 권익을 위해 

만든 단체인데 무당들의 연합체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한편 한국역술인협회에 따르

면 1997년경에 역술인이 전국에 10만~15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무당과 역술인

을 합하면 약 40만 명이 되는 것이다. 

이 숫자를 가지고 복채를 추산해보자. 이 점술사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만 손님을 받

았다 치면 1년에 약 1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점을 본 것이 된다. 당시 복채는 한 

번에 1만원이었다고 하니 한국인들이 1년에 쓴 점비는 1조 4천억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손님을 한 사람만 받은 것으로 계산한 것이니 최소에 가깝게 잡

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금액은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약 17년 뒤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것은 2014년 2월 3일 자 중앙선데이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 

신문은 아산정책연구원과 협업을 하여 한국의 점복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원은 

100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점을 보는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화이트칼

라 중 42.5%가, 블루칼라 중 30.2%가 점을 쳐보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평균

으로 하면 38.3%가 되는데 이는 근 4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라 하겠다. 

그런데 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점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91년

에는 19.6%, 95년에는 18.5%, 96년에는 18%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면 2014년에는 약 20년 전보다 2배가 넘는 숫자가 점을 한 번이라도 본 것이 된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즉 19세 이

상의 인구를 약 4000만 명으로 잡으면 1500만 명 이상이 점을 본 것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점쟁이 55만 명에 복채 4조원 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 세계는 워낙 지하경제처럼 움직이는 세계라 우리가 

그 실제의 규모를 알기가 힘들다.1) 

로마자 제목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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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상이나 수상, 타로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쳐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나라에 대입해 보면 기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나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앞에 점집이 즐비하게 있고 학생들도 그 점집

을 이용하는가 하면 그들이 결혼할 때에는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본다면 얼마나 이상

하겠는가? 

그런가 하면 이 사주 거리 말고 그 건너편 블록으로 가면 거기에는 무당집들이 대

거 진을 치고 있다. 이 무당집들은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모두 골목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작은 블록 하나만 조사해보니 무당집이 21개나 있었다. 그에 

비해 교회 역시 6개나 있었는데 사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6개씩 있는 것도 이상한 일

이지만 무당집이 21개나 있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3) 왜 여자대학 앞에 이렇

게 점집이 많은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들도 손님이 있으니 이곳에 포진하고 있는 것

일 것이다.

또 점복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현상은 신문에 점과 

관련된 지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운세’란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 난

은 거의 모든 신문에서 발견되는데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구독자들이 즐겨보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만일 조선일보

의 운세란에 나온 내용과 중앙일보의 운세란에 나온 내용이 완전히 반대로 나오면 과

연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신문 구독자들은 그런 것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이런 난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읽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이한 것은 신문에 게재되는 점 광고이다. 한국의 스포츠 신

문을 보면 적어도 2면 이상 되는 지면의 하단에 크게 점 광고가 실린다. 여기에는 무

당을 비롯해 각종 점을 치는 역술인들의 사진과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다. 이것

은 전화로 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06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나온다. 이렇게 

큰 지면에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터인데 이 광고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을 보면 그 비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한국인들은 이런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연 세계 어떤 나라의 

대학 앞에 점집이 이렇게 많고 신문에 점 광고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

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점치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학 앞에 점집

이 많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학문을 한다는 대학과 주술적인 

점은 아무래도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러한 어색한 조합이 대학 앞에 벌어지고 있

는 것이다. 사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점을 보기 위해 점집에 갈 필요도 없다. 비용

II

한국인들이 점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가시화

된 자료를 찾아보자. 역사적으로 훑으면 더 좋겠지만 지면 상 우리가 사는 현대에만 

국한해서 보았으면 한다. 한국인들이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현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현대 한국과 연이어 있는 조선조만 보아도 점술이 얼마나 횡행하

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계층을 불문하고 있었던 현상이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왕실은 관상감을 두고 점을 쳤는가 하면 사대부는 육효(주역)와 명리학 등으로 

점을 보았고 백성들은 토정비결로 간단하게 점을 보았다. 이런 모습은 일제 식민 당

국에게도 관찰되어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로 하여금 『조선의 점복과 예언』(1933년)

이라는 책을 쓰게 만들었는데 무라야마도 근세 조선에는 점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고 적고 있다. 

이런 모습은 현대에도 그대로 전해졌는데 그 모습을 일일이 보자면 한이 없을 정도

이다. 이와 관련해서 극히 최근에 사람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지

난(2016년) 10월에 무속과 관계된 사람들이 천제를 지낸다고 소와 돼지를 미사리 근

처의 한강에 제물로 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이들은 작년(2015년)부터 

13.7t 상당의 소와 돼지 사체를 16번에 걸쳐 한강에 버렸는데 소와 돼지는 각 78두, 

20두였고 그 금액은 2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국민소득이 

약 3만 불이 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회가 발전하면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는 줄어드는 게 정상일 텐데 한국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회 저변을 보면 방금 전에 본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국서는 모든 계층을 망라해서 사람들이 주술적인 점을 즐겨보기 때문이다. 

보통 점이라고 하면 주부들이 많이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나이나 직업, 성별,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유명 정치인, 기업인, 남녀 대학

생들까지 점을 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젊은 대학생들이 점 보기를 좋아하는 것

은 이상할 지경이다. 그들은 평소에는 점이나 무당을 모두 미신에 속한다고 생각해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결혼할 때에는 궁합을 보는 

경우가 많다(본인은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친이나 조모가 거의 대부분 궁합

을 본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국의 대학가에는 점과 관련해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사주카페라

는 통칭으로 불리는 점집이 대학 주변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심지어 이화

여대 앞에는 아예 사주카페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을 정도이다.2) 이곳에서는 사주

2)  이곳에 점집이 많은 것에 대해 역술인들은 이 지역은 음기가 강해서라고 하는데 음기가 강하면 왜 역술이 모이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다. 

3)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많이 안 좋아 무당들이 전업하는 경우가 있단다. 대한경신연합회장 최수진 씨에 따르면 ‘(무당 가운데) 상층은 버텨도 대부분은 힘들다.(힘든 무당들은 

먹고 살기 위해) 파출부나 음식점 종업원으로 나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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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설명이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안하

고 위험에 휩싸인 나라가 한국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국보다 위험한 나라는 훨씬 더 많다. 중동 지역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난맥상

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만일 사회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점에 의존하는 경향

이 강해진다고 한다면 이런 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점술에 의존해야 할 것이

다. 과문한 탓에 이런 나라들의 속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나라의 거리에서 한

국처럼 손쉽게 점집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보

면 한국은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안정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치안상으로 

보면 한국은 상당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나 안보, 사회경제적으로는 

분명 한국이 문제가 있는 나라이지만 북핵 빼고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

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

으로 한국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교적 괜찮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점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을 다시 하면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왜 점술에 많이 의존하느냐

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은 한국인들의 고유한 성향과 관계되

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는 어떤 고유한 성정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점보는 것을 부추기는 것 아닐

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해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때 말하는 이해의 영역이란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시각은 없는 그런 영

역을 말한다. 

위의 접근법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한국인의 어떤 성향이 그들로 하여금 

점보는 것을 선호하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문제 해결을 할 때 합

리를 내세워 이성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보다 주술적이거나 감성적으로 대하는 경

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인들은 해결이 쉽지 않거나 자신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주밀하게 따져서 그 해결을 도모하기보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가장 비근한 예로 자식의 수능 시험이나 대

학 입학시험에 직면할 때 그들이, 주로 주부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

을 들 수 있다. 이 주부들이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한국

의 주부들만이 하는 일이 있는데 100일 기도 같은 것에  매달리는 게 그것이다. 그들

이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정말로 과연 자신들의 기도가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런 기도가 실제로 아무 효과

가 없다는 것은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을 터인데 한국의 주부들은 그런 것에 개의

치 않고 무조건 기도를 한다. 그런데 왜 기도가 효험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 

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이른바 소셜 네트워스 서비스(SNS)나 웹 사이트 등에 들어가 

아주 손쉽게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들어가 아주 간단한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사주나 신년 운세,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되었다. 

한국인들의 주술 선호 경향은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대

로 성별이나 계층, 나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점술가가 조금 용하다는 소문만 

나면 정치인이나 그들의 보좌관들이 몰려와 ‘자신이 당선되는지’, ‘어느 당을 선택해

야 하는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좋은지’, ‘당 총재와 운이 맞는지’, ‘당을 옮겨

도 되는지’와 같은 별의 별 질문을 다 묻는다고 한다. 기업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역시 투자문제나 인사, 그리고 공장부지 선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역술인에게 

물으러 온다고 한다.4) 그렇게 되니 아예 유명 역술인을 공식적으로 회사고문에 추대

하여 신입사원 뽑을 때 관상을 본다거나 명예 퇴직자를 골라달라는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III

한국인들이 점을 좋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의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점술은 워낙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상을 보았으

니 그 다음 질문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왜 이다지도 점치기를 좋아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름

대로의 진단을 내놓는다. 그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사회적인 조건에 관한 것이

다. 한국의 팍팍한 사회 현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술가를 찾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

를 들면 이런 식의 설명이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 살 길을 

찾느라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에서 점집을 찾는다는 것이다. 혹은 가까운 앞날이 

예측되어야 안정을 찾는데 기술발달로 사회가 급변하다보니 역술에 의지해 앞날을 

예측하고 싶어 하는 심리 때문에 점집을 찾는다는 설명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

러한 진단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4)  당시 유명한 역술가인 지창룡 씨는 ‘30대 대기업 포함해서 300여 개 기업의 공장터는 내가 선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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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인들은 목차나 내용의 일부를 보고 이 책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선정적이고 표지가 예쁘면 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책의 겉만 보고 감정이 끌리면 사는 것이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물

론 그렇지 않은 소수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처럼 한국인들의 문제해결 방법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이니 한국인

들이 점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한다. 한국인들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의 주체적인 판단을 믿지 않고 다른 권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데 이럴 때 

점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6) 점에는 일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점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진다. 점에서 보이는 

권위는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사주명리학이나 점성학 같은 점술에는 ‘생년월일시’라는 불변의 요소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매우 그럴 듯한 가정이 있다.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어

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과학적인 근거는 갖기 

힘들지만 꽤 그럴 듯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 이것은 수상이나 관상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운명이 손에 있는 금이나 얼굴의 생김새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가정은 사람을 끄는 분명한 매력이 있다. 또 신점은 인

간보다 상위에 속한다고 하는 신령이 제시하는 것이니 더 더욱이 권위가 있다. 무당

이라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신령이 내리는 말씀이니 그 

권위는 대단할 수밖에 없다. 육효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주역이라는 동북아시아

의 최고 경전인 주역에 근거해 점을 치는 것이니 그 권위가 막강하다. 점술에는 이처

럼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권위적인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한국인들은 쉽게 

그 권위에 승복해 거기서 나오는 점괘를 믿는 것이리라.

마지막으로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점 선호현상은 한국의 유교적 가부

장 문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인들은 가부

장의 권위에 매우 길들여 있다. 유교적인 가부장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

으로 생각되는 인물에게 대단히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아버지로 통칭되는 가부장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이런 사회의 특징이다. 가부장은 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승려나 목사(그리고 신

부)가 아무리 분탕질해도 무조건 그들에게 승복해야 한다. 그들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갖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않은가? 그 모친의 기도와 아이의 수능 시험은 어떤 연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모친들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불상이나 돌 앞

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빈다.5) 

이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종교계가 아닐까 한다. 한국 종교계는 유달리 기

복신앙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 대상이 부처가 되던 신이 되던 그런 것에는 상관없

이 무조건 무엇이든 달라고 빈다. 자신들이 절이나 교회에 돈을 바치면 그에 상응하

는 보답이 있다고 철석 같이 믿고 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 번만 생각하면 자신이 

비는 것과 절대 존재로부터 보답을 받는 데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그저 시주나 헌금 내고 간절히 절을 하

거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성향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인들은 피암시성(被暗示性)이 

강한 사람들 같다. 피암시성이 강하다는 것은,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다른 데에서 오는 암시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

기해 남의 말에 잘 쏠리는, 즉 귀가 얇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정한 문제에 봉착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쏠림 현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인들은 사회에 어떤 유행이 생기면 과연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

지 않고 그 유행을 그대로 따라간다.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성

향은 한국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꽤 보편적인 성향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서 필자에게 가

장 익숙한 분야인 출판 분야를 들어보자. 필자가 보기에 한국인들이 책을 사는 가장 

큰 동기는 남들이 그 책을 보느냐 마느냐이지 이 책이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무조건 사는 경향이 있다. 그 책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남들이 많이 샀다는 이유로 그저 산다. 한

국 출판사 중 재력이 되는 출판사들이 사재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것이다. 그렇게 사재기를 해서 책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독자들이 책을 사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에게는 책을 사는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책을 살 때에도 책의 내용보다는 제목과 표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5)  이런 현상은 불교나 개신교에서 두드러졌는데 이제는 가톨릭도 가세해 수능 기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의 책 같은 것이 그런 경향을 보여줄 것이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생활성서사, 2016년)라는 책인데 이것은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둔 모친들이 성당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든 것이다.

6)  이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한국인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모든 잘못은 남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남탓주의’‘ 역시 여기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체

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감정적으로 남이 잘못 되었다고 믿는 것은 한국인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심리적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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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예는 아주 많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그칠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점술가들은 이러한 제도권

의 사제가 갖고 있는 정도의 권위는 갖지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잘 먹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국인들에게는 이 점술가

들이 민간 사제 정도로 비쳐지는 것 같다.  무당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가 훨씬 심하

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할아버지(신령)’에게 왔다고 하면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한

층 더 돋운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이 들어오면 굿을 부탁한 사람의 나이나 지위 고하

에 관계없이 반말을 쓰는 것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이면 한국인들이 점술을 좋아하는 사회심리학적 이유가 약간은 드

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피암시성이 강한 것처

럼 보이는 한국인들은 남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판단보다는 남의 판단을 좇

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한국인에게 가부장적 권위나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점술가는 그들이 의존하기 아주 좋은 대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IV

한국은 가히 점 공화국 혹은 주술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점술

을 좋아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대통령마저 주술에 빠져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온 나

라가 위난에 빠졌으니 말이다. 이러한 점복 신앙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국 점복의 정의와 유형 고찰”이라는 논문을 써 한국의 점복 신앙을 새롭게 조명한 안

동대의 김만태 교수는 ‘점은 운명론에 빠지게 하여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했고 역학

자 김성욱은 ‘점에는 도덕적 제어가 없다. 도둑질을 위해 칠 때도 있다’고 하면서 점

복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점복 신앙에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점을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점을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고 놀이로 접근하면 새로운 점복 문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의 점복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점복 문화의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점복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것인가를 심사숙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바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이다. 다양한 점

복 관계자들이 모여 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희유의 일이다. 그런 면에서 오

늘의 자리는 대단히 좋은 기회라 생각되며 오늘의 회합은 앞으로 더 깊고 많은 논의

를 위한 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서경(書經)』의 미래예측의 방법과 복점(卜占 )

Ⅲ. 『주역』의 미래예측방법, 서점(筮占)

Ⅳ. 예측에서 합리와 신비의 문제

Ⅴ. 나오는 말 

최 정 준 _ 동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미래예측의 역학적 의미

- 경서(經書)를 중심으로 -

제1주제



18 점(占)이냐 과학이냐? 한국인에게 점이란 무엇인가?

최 정 준 *

미래예측의 역학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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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미래예측의 역학적 의미

* 동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1)  『서경·홍범(書經·洪範)』 : 칠계의, 택건립복서인, 내명복서. 왈우왈제왈몽왈역왈극, 왈정왈회. 범칠, 복오점용이, 연특.(七稽疑, 擇建立卜筮人, 乃命卜筮. 曰雨曰霽曰蒙曰驛

曰克, 曰貞曰悔. 凡七, 卜五占用二, 衍忒.)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철학이나 심리·종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서경(書經)』에서는 미래예측과 미래의사결정방법을 소개한「홍범(洪範)」과 ‘복점(卜

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주역(周易)』의 미래예측방법인 ‘서점(筮

占)’과 연관하여 종합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예측방법에 있어서 화두가 되는 합

리성과 신비성과 당위적 윤리성의 문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Ⅱ. 『서경(書經)』의 미래예측의 방법과 복점(卜占)

『서경(書經)』에 미래에 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소개되어있는데 이에 의하면 정식 

관직으로 임명되어 점을 치고 풀이하는 이들이 있었다. 정치의 도리를 담고 있는「홍

범(洪範)」에 보면 정치의 범주를 아홉 가지 범주인 구주(九疇)로 구분하여 상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번째 해당하는 것이 미래의 의사결정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다.

“일곱 번째 계의(稽疑)는 거북점과 시초점을 관장하는 사람을 가려 세우고 이에 복

서를 명한다. 거북점의 조짐은 비 오는 것[水兆]과 날이 개는 것[火兆]과 흐린 것

[木兆]과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金兆]과 비를 퍼붓는 것[土兆]이며, 시초점의 점괘

는 정괘(貞卦)와 회괘(悔卦)이다. 이처럼 일곱은 거북점이 다섯이고 시초점이 둘이

니 어긋난 것을 미루어 안다.” 1)

계의(稽疑)란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뜻이다. 임금이 의심나는 것이 있

으면 거북점과 주역 점을 해서 살펴보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이들을 선택하여 점을 치

게 한다는 뜻이다. 복서(卜筮)는 복(卜)과 서(筮)를 아우른 말인데 복(卜)은 거북점이

고 서(筮)는 주역의 시초점을 말한다. 

거북의 배 껍질과 짐승의 뼈에 구멍을 뚫고 불에 굽게 되면 갈라지면서 무늬가 형

성되는데 그것을 복(卜)이라 하고 그것이 드러내주는 조짐을 복조(卜兆)라 하는데 그

것으로 길흉을 판단하였다. 『주례·춘관(周禮·春官)』에 의하면 태복(大卜)이 거북점

과 시초점과 꿈풀이를 관장하였는데 거북점에는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의 오조(五兆)가 있었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말한 것이 그것이다. 거북점은 기본적으

 Ⅰ. 들어가는 말

미래에 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양한 계층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

없이 미래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력을 넘어선 이 시대에 미래예측의 의미와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동양에서 이루어진 미래예측의 체계에 대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가운데 당시 정치체제 속에서 공인된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동양의 고전가운데 정치의 이론과 사실을 기록한 대표적 경전이『서경(書經)』이고, 

자연과 인간의 변화원리에 대한 현실철학과 미래지향적인 점의 원리와 내용이 담긴 

대표적 경전이 『주역(周易)』이다. 이 두 경전을 중심으로 동양고대에서 행해진 그리

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미래예측의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동양에서 존숭되는 대표적인 두 경전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어느 일시에 국한하여 누군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세월 속에서 

누천년 행해져온 것이기 때문에 전통성 내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에서는 오히려 대중적 지지기반을 지니고 있지만 경전에 등장하는 미래의 예측

방법은 당시 가장 지위가 높은 천자나 왕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제도적 권위가 

실려 있다. 셋째 미래에 관한 의사결정은 변화에 관한 원리와 그에 관한 인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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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된 갑골문 가운데 전쟁과 관련된 복사(卜辭)의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다.6) 

계축(癸丑)일에 점을 치고 쟁(爭)이 묻습니다. 오늘부터 정사(丁巳)일까지 우리 상

(商)나라가 주(宙)방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대왕이 점친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 정사(丁巳)일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오

는 갑자(甲子)일에 침공해야겠다.  

열 하루째인 계해(癸亥)일 왕의 전차부대는 침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이 지나고 

갑자(甲子)일 새벽 무렵 과연 침공했다.  

 

이처럼 거북점은 자연이 계시한 균열의 상(象)을 오행(五行)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

펴보고 미래의 길흉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로 오행(五行)의 이론체계로 미래를 예측하는 체계이다. 이렇게 오행의 이론체계로 

점을 친 결과를 토대로 의심나는 것을 상고한다는 것이다. 의심이란 결국 시간스케줄

로 보면 미래에 얻어질 길흉에 관한 것이다. 

거북점의 경우 점을 치는 방법은 주로 갑골에 구멍 같은 흠집을 내고 그것을 불에 

올려놓고, 열로 인해 그 흠집으로부터 갈라진 방향에 따라 길흉(吉凶)의 판단했다. 

주로 점을 친 후에 그 결과인 복사(卜辭)를 갑골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갑골문

(甲骨文)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 최초의 문자는 갑골문2)이며, 중국의 한

자는 갑골문-금문-전서-예서-초서-해서-행서를 거치면서 발전했다는 설이 일반

적이다.

한자의 원형으로 알려진 갑골문은 왕실에서 행해진 점으로 점친 간지(干支, 날

짜), 점친 사람인 정인(貞人)의 이름, 점 칠 내용, 점괘(흉 또는 길), 점괘에 대한 결과

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한 연구로써 밝혀진 점 친 내용은 제사·풍우·전렵(田

獵)·농경·군사·사명(使命)·질병·복점 등이다.  

점친 결과인 복조(卜兆)의 형상으로 길흉을 판단하였는데 『주례(周禮)』 에 그에 관

한 기록이 있다. 

“태복이 삼조의 법을 관장하니, 첫째는 옥조, 둘째는 와조, 셋째는 원조이다. 그 경

조의 체는 모두 120가지가 있고, 그 송은 모두 1,200가지가 있다.”3)  

『周禮(주례)』에 따르면 주나라의 행정체계는 육관(六官)으로 되어있는데 태복(大卜)

은 복관(卜官)의 수장으로 복(卜)의 삼조(三兆)와 서(筮)의 삼역(連山·歸藏·周易), 

몽(夢)의 삼몽(三夢)을 관장한다. 거북점에는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조(五兆)

가 있고 각 조(兆)는 24로 나뉘어 모두 120조가 되고 120조(體)에는 각각 10주(繇)가 

있어 모두 1,200의 송(頌)4)이 된다. 즉, 귀조(龜兆)는 옥의 문양[玉兆], 기와의 문양

[瓦兆], 전답의 문양[原兆]의 세 유형이 있고, 그 기본형상은 각기 120종이며, 길흉을 

판단하는 문장은 3,600조목이었다고 한다.5) 

2)  갑골문자(甲骨文字) : 중국 청나라 말 1899년, 안양현 소둔촌[상의 수도였던 은허에서 王懿榮(왕의영)이 최초로 발견, 당시 한약재로서 쓰이고 있었다. 은허(殷墟)를 위주로 

중국 대륙에서만 발견되었다. 거북이의 배딱지나 짐승의 견갑골을 사용한 복점은 신석기시대에도 행해졌지만, 여기에 문자를 새긴 것은 상(商)나라 뿐이다. 현재 알려진 한자

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상나라 반경에서 주왕까지 12왕, 273년간에 해당한다. 대략 십육만 편, 오천여자 발견되어 해독중인데 상나라의 제사·정치·사회·경제 등이 연구됐

고 전설로만 전해졌던 상이란 왕조가 실재했음이 규명되었다.

3)  『주례·종백·대복(周禮·宗伯·大卜)』 : 대복, 장삼조지법, 일왈옥조, 이왈와조, 삼왈원조. 기경조지체, 개백유이십, 기송개천유이백(大卜, 掌三兆之法, 一曰玉兆, 二曰瓦兆, 

三曰原兆. 其經兆之體, 皆百有二十, 其頌皆千有二百) 

4)  송(頌)은 복사(卜辭)로서 또한 주(繇)라고도 한다.

5)  주백곤, 『역학철학사』소명출판, 2012. 「춘추전국시대와 역설」참조. 6)  양동숙, 『갑골문해독(甲骨文解讀)』, 월간서예문인화, 2005, 3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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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면서 변화를 이루는 핵심요수인이 오행(五行)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론적 세

계관이 투영된 것이다. 1·2·3·4·5가 차례로 수(水)·화(火)·목(木)·금(金)·토

(土)의 오행이 생(生)하는 변화 과정을 수리로 이해한 것이라면, 6·7·8·9·10은 

차례로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의 오행이 완성되는 변화 과정을 수리

로 이해한 것이다. 오행론적 세계관에 근거하면 만사의 변화는 오행(五行)의 이론으

로 개념화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를 

통한 변화읽기가 제격이다. 

변화와 함께 등장한 이 부분의 귀신(鬼神)에 대해서는 『주역본의』에서는 “기우(奇

偶)나 생성(生成)으로 구분된 수가 굴신(屈伸)하며 왕래(往來)하는 것이다.” 라고9) 하

였다. 굽혀서 돌아가는 것을 귀(鬼)라 하고 펼쳐 서 나오는 것을 신(神)이라 하는데 

귀신(鬼神)은 만물의 음양적 작용을 지칭하는 말이다. 자연수의 완성된 한 마디인 10

수 자체가 음양과 오행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양오행의 세계관을 가지소 수

의 체계를 표현한 것이 주역의 천지지수(天地之數)이다.  

천지지수(天地之數)를 기본수로 삼아서 상징적 조작을 통해 괘효를 얻게 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연(大衍)의 수(數)가 오십(五十)이니 그 용(用)은 사십구(四十九)이다. 나누어 둘

로 만들어 양(兩)을 상징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三)을 상징하고 세되 넷씩 해서 사

시(四時)를 상징하고 나머지를 손가락에 돌려서 윤(閏)을 상징하니, 오세(五歲)에 

두 번 윤(閏)이 들기 때문에 두 번 건 뒤에 건다.” 10)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 가운데 생수(生數)중 가장 큰 수인 5와 성수(成數)중 가장 

큰 수인 10을 곱한 50을 가장 크게 부연하였다고 하여 대연지수(大衍之數)라고 한다. 

이 50이라는 대연지수(大衍之數)를 태극(太極, 1), 천지(天地[음양], 2), 삼재(三才, 

3), 사시(四時, 4), 오세재윤(五歲再閏, 5)이라는 자연수리를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조작하게 되면 64괘 384효 가운데 일정한 괘효(卦爻)를 얻게 되는데 그 괘효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주역의 점례가 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노나라 희공 15년에 진나라 군주가 진나라를 정벌할 때 친 주역점[秦伯伐晉之筮]

 Ⅲ. 『주역』의 미래예측방법, 서점(筮占)

『주역』의 서법(筮法)이란 시초(蓍草)라는 식물의 가지를 세는 설시(揲蓍)를 통해서 

數를 조작함으로써 일정한 주역의 괘효(卦爻)를 얻은 후 해당 괘효(卦爻)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아래의 인용부분이 그 내용이다.

“천(天)이 일(一)이오 지(地)가 이(二)요 천(天)이 삼(三)이오 지(地)가 사(四)요 천

(天)이 오(五)요 지(地)가 육(六)이오 천(天)이 칠(七)이오 지(地)가 팔(八)이오 천

(天)이 구(九)요 지(地)가 십(十)이니, 천(天)의 수(數)가 오(五)요 지(地)의 수(數)가 

오(五)니 오위(五位)가 서로 득(得)하며 각각 합(合)함이 있으니 천(天)의 수(數)가 

이십오(二十五)요, 지(地)의 수(數)가 삼십(三十)이라. 무릇 천지(天地)의 수(數)가 

오십오(五十五)니, 이로써 변화(變化)를 성(成)하며 귀신(鬼神)을 행(行)하는 바이

다.” 7)

서법(筮法)에서 숫자를 조작한다고 할 때의 수는 기본적으로 1에서 10까지의 자연

수이다.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를 양분하면 홀수가 다섯 짝수가 다섯인데 각각 ‘천수

(天數)’와 ‘지수(地數)’라 한 후 모두 더한 55수를 ‘천지(天地)의 수(數)’라 하고 이 ‘천

지(天地)의 수(數)’를 바탕으로 해서 변화(變化)가 이루어지고 귀신(鬼神)이 행한다고 

하였다. 

홀수와 짝수를 천수(天數)와 지수(地數)라고 한 것은 수를 음양(陰陽)론적 세계로 

끌어들여 표현한 것이다. 음양론에 기초해서 사물의 변화를 읽는 것이 『주역(周易)』

의 이론체계이기 때문에 수(數)도 그렇게 정한 것이다. 변화와 귀신이 음양원리에 의

해 이루어지고 행해진다는 이론체계라면 이것을 숫자화해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런 

표현이 바로 ‘천지지수(天地之數)’이다. 이 ‘천지지수(天地之數)’를 다시 생성(生成)의 

개념으로 구분한 것이 생수(生數)와 성수(成數)인데, 1에서 5까지는 생수에 속하고 6

에서 10까지는 성수에 속한다. 

위 내용은 사물의 변화를 파악하는 원리를 1에서 10의 숫자로 개념화한 것이다. 여

기의 변화(變化)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오행(五行)의 생성변화를 말한 것이다.8) 다시 

말해 변화를 오행(五行)이 시생하고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다. 만물

7)  『주역·계사전(周易·繫辭傳)』: 천일지이천삼지사천오지육천칠지팔천구지십, 천수오지수오, 오위상득이각유합, 천수이십유오지수삼십. 범천지지수오십유오, 차소이성변화이

행귀신야(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六天七地八天九地十, 天數五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8)  『주역본의』 : 변화, 위일변생수이육화성지, 이화생화이칠변성지, 삼변생목이팔화성지, 사화생금이구변성지, 오변생토이십화성지(變化, 謂一變生水而六化成之, 二化生火而七

變成之, 三變生木而八化成之, 四化生金而九變成之, 五變生土而十化成之)

9)  『주역본의』 : 귀신위범기우생성지굴신왕래자(鬼神謂凡奇偶生成之屈伸往來者)

10)  『주역·계사전(周易·繫辭傳)』: 대연지수오십, 기용사십유구. 분이위이이상양, 괘일이상삼, 설지이사이상사시, 귀기어륵이상윤, 오세재윤, 고재륵이후괘(大衍之數五十, 其用

四十有九. 分而爲二以象兩, 掛一以象三, 揲之以四以象四時, 歸奇於扐以象閏, 五歲再閏, 故再扐而後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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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예측에서 합리와 신비의 문제

1. 의사결정에서 합리와 신비의 혼재

위에서 살펴본 서경의 복점(卜占)과 주역의 서점(筮占)은 모두 미래의 길흉을 예측

하는 체계이다. 그런데 복서(卜筮)라는 미래예측체계를 살펴보면 그 속에 신비적 요

소와 합리적 요소가 혼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에서 가장 최초로 가장 완비된 형태의 미래의사결정시스템은『서경(書經)』에서 

찾을 수 있다. 

“네가 큰 의심이 있거든 네 마음으로 헤아려보고, 신하들과 의논해보고, 서민들에

게 물어보며,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서 물어보아라. 네가 따르며 거북점이 따르며 

시초점이 따르며 신하들이 따르며 서민이 따르면 이를 대동(大同)이라 이르니 몸이 

편안하며 자손이 吉함을 만날 것이다. 네가 따르며 거북점도 따르며 시초점도 따르

는데 신하들이 거슬리며 서민이 거슬려도 吉할 것이다. 신하들이 따르고 거북점이 

따르며 시초점이 따르며 네 생각에 거슬리며 서민이 거슬려도 길(吉)할 것이다. 서

민이 따르며 거북점도 따르며 시초점도 따르는데 네가 거슬리며 신하들이 거슬려

도 길(吉)할 것이다. 네가 따르며 거북점이 따르는데 시초점이 거슬리며 신하들이 

거슬리며 서민이 거슬리면 안에서 하는 일은 길(吉)하고 밖에서 하는 일은 흉(凶)할 

것이다. 거북점과 시초점이 똑같고 너와 신하와 서민이 복서(卜筮)와 거슬리면 일

상을 지키면 길(吉)하고 새로운 일을 하면 흉(凶)할 것이다.” 13)

이해하기 쉽게 먼저 이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 거북점 시초점 신하 서민 결론

1 從 從 從 從 從 大同

2 從 從 從 逆 逆 吉

3 逆 從 從 從 從 吉

4 逆 從 從 逆 從 吉

5 從 從 逆 逆 逆 內吉外凶

6 逆 逆 靜吉作凶

〈가을에 진(秦)나라 군주가 진(晉)나라를 정벌함에 점을 관장한 관인인 도보에게 

점을 치게 하였다. 도보가 말하길, “길합니다. 황하를 건너감에 제후의 전차가 격

파될 것입니다.”하였다. 군주가 다그치니 다시 대답하였다. “세 차례 격파시켜 진

(晉)나라 군주를 잡을 것입니다. 괘가 산풍고괘(山風蠱卦,   )를 얻었으니 천대의  

전차를 세 번 물리치고 세 번 물리친 후에 숫여우를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여우는 속

이는데 능숙한 동물이니 필시 진(晉)의 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괘(蠱卦,      ) 

의 정(貞)은  풍(風)이고 회(悔)는 산(山) 인데 계절도 지금 가을철이니 [바람이 산

에 불어 열매를 떨어뜨리듯] 우리가 산의 열매를 떨어뜨리고 나무를 취하는 격이라 

우리가 승리합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나무는 베이는 것이니 무엇을 기다리겠

습니까? 과연 진나라 군대는 세 번 패하여 한이란 땅까지 쫓겨 갔다.〉11) 

위 기록은 서점(筮占)을 쳐서 전쟁여부를 결정한 경우이다. 시초점이라고 불리는 

서점(筮占)은 주역의 괘효사로 점을 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내괘(內卦)와 외괘(外

卦), 본괘(本卦)와 지괘(之卦) 등의 괘효의 음양적 구조와 변화로 점을 치기 때문에 

음양(陰陽)의 이론체계로 미래를 예측하는 체계이다. 

『주례·춘관(周禮·春官)』 에 의하면 “(점치는 것을 관장하는) 태복은 삼역의 법을 

관장하니, 첫째는 연산, 둘째는 귀장, 셋째는 주역이다. 그 경괘(經卦)는 모두 8이고, 

그 별괘(別卦)는 모두 64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예에서 “천대의 전차를 세 번 물리

치고 세 번 물리친 후에 숫여우를 잡는다.”는 말이 점친 관인이 풀이한 말인지 아니

면 연산이나 귀장의 고괘(蠱卦) 괘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정약용(丁若鏞)은 이 부

분의 풀이 가운데 『주역』고괘(蠱卦,    )의 괘사(卦辭)에 큰 내를 건넌다는 ‘이섭대천

(利涉大川)’이란 말이 있으니 ‘황하를 건넌다’고 풀이한 ‘섭하(涉河)’는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12) 이렇게 수의 조작을 통해 괘효를 얻은 후에 괘효사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서점(筮占)이다. 

11)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15년』: 복도부서지, 길, 섭하후거패. 힐지. 대왈, 내대길야. 삼패, 필획진군. 기괘우고, 왈천승삼거, 삼거지여, 획기웅호. 부호고, 필기군야. 고지

정풍야, 기회산야, 세운추의, 아락기실이취기재, 소이극야. 실락재망, 부패하대. 삼패내한(卜徒父筮之, 吉, 涉河侯車敗. 詰之. 對曰, 乃大吉也. 三敗, 必獲晉君. 其卦遇蠱, 曰

千乘三去, 三去之餘, 獲其雄狐. 夫狐蠱, 必其君也. 蠱之貞風也, 其悔山也, 歲云秋矣, 我落其實而取其材, 所以克也. 實落材亡, 不敗何待. 三敗乃韓)

12)  정약용(丁若鏞), 『주역사전·춘추관점보주(周易四箋·春秋官占補註)』 : 안, 역사왈, 이섭대천, 차운 섭하, 유소본야(案, 易詞曰, 利涉大川, 此云 涉河, 有所本也)

13)  『서경·홍범(書經·洪範)』여칙유대의, 모급내심, 모급경사, 모급서인, 모급복서. 여칙종, 龜從, 서종, 경사종, 서민종, 시지위대동, 신기강강, 자손기봉길. 여칙종, 구종, 서종, 

경사역, 서민역, 길. 경사종, 구종, 서종, 여칙역, 서민역, 길. 서민종, 구종, 서종, 여칙역, 경사역, 길. 여칙종, 구종, 서역, 경사역, 서민역, 작내길, 작외흉. 구서공위우인, 용정

길, 용작흉(汝則有大疑, 謀及乃心, 謀及卿士, 謀及庶人, 謀及卜筮. 汝則從, 龜從, 筮從, 卿士從, 庶民從, 是之謂大同, 身其康彊, 子孫其逢吉. 汝則從, 龜從, 筮從, 卿士逆, 庶

民逆, 吉. 卿士從, 龜從, 筮從, 汝則逆, 庶民逆, 吉. 庶民從, 龜從, 筮從, 汝則逆, 卿士逆, 吉. 汝則從, 龜從, 筮逆, 卿士逆, 庶民逆, 作內吉, 作外凶. 龜筮共違于人, 用靜吉, 用

作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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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의 두 양상, 도(道)와 신(神)

『주역(周易)』에서는 미래예측에 관계된 두 가지 변화양상을 도(道)와 신(神)으로 구

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주역(周易)』은 가장 오래된 변화에 관한 체계적인 담론을 담

고 있는 책이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주역(周易)』이 음양(陰陽)이란 두 가지 부호를 

가지고 변화의 양상을 64가지의 괘(卦)로 범주화하고, 다시 그 범주 속에서 세부적인 

변화양상을 384가지의 효(爻)로 담고 있다는 것이며, 담론이란 그 괘효(卦爻)의 의

미를 언어화한 괘사(卦辭)와 효사(爻辭)가 들어있고, 다시 그것을 풀이한 십익(十翼)

이란 해설전이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저자들이 모두 동양에서 성인(聖人)이라고 존

숭되는 분들이기에 경(經)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변화란 늘 바뀌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의미의 ‘역(易)’으로 변화를 통칭하여『역경(易經)』이라고 한

다. 동양에서 미래예측의 대표적 두 방법 중 하나인 ‘서(筮)’라 불리는 시초점은 주역

점이기 때문에 음양적 변화원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미래예측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장의 기본이 체용구

조임을 근거로 질문을 만들어보면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이 존재한다. 존재(物

體)와 운동(作用)가운데 존재 자체를 미지수로 놓는 질문이 있고, 존재는 특정한 다

음 운동을 미지수로 놓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라는 질문

은 ‘비’ 라는 자연현상을 특정한 다음 그 작용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반면에 “내년엔 

대통령이 누가 될까?” 는 어느 특정인의 된다거나 안 된다는 작용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될 것이냐 라는 존재에 관한 질문이다. 

이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진정 궁금해 하는 경우는 질문이 전자에 가깝다. 

궁금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특정한 대상을 상정(想定)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질문은 어떤 특정한 대상의 작용여부에 관

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내가 상정(想定)한 그것이 잘 될까?” 이것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의 대체적 형식이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그래서 늘 바뀌고 있다는 ‘역(易)’은 크게 대대(對待)와 유행

(流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15) 쉽게 말하자면 대대(對待)는 해와 달이란 물체이고 

유행(流行)이란 오고 가는 작용인데 모든 존재와 작용에는 음양(陰陽)의 상대성이 있

음을 표현한 용어이다. 해가 있으면 달도 있고 오는 작용이 있으면 가는 작용도 있다

는 것이다. 

『서경(書經)』에서 임금이 의사결정을 할 때의 순서는 자기(임금)→신하→서민→복

서(卜筮)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자신과 남들과 귀신의 꾀를 참고하여 결정하라는 것

이다. 

종국적으로는 미래의 길흉과 간접직접으로 연관된 큰 의심이 있을 경우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지닌 정보와 지혜에 의지해서 판단해보

라는 것이다. 그리고 독단의 폐해를 막고 보편적인 판단을 위해 정책결정그룹인 신하

에게 물어보고, 그 결정의 효과를 받게 되는 서민들에게도 여론수렴을 하라는 것이

다. 여기까지만 보면 현대 정책결정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여론수렴의 범주로 보면 인간뿐 아니라 귀신(鬼神)이 함께 참여하여 도모하

는 의사결정체계임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占을 참

고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점(占)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그

런데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길흉(吉凶)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 인간들의 

종역(從逆)이 아니라 복서(卜筮)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지금의 시대와 크게 다르다.

귀신(鬼神)의 정보를 표출한다고 여기는 거북점과 시초점도 기준으로 보면 세 부류

로 구분할 수 있다. 복서(卜筮)가 다 따르는 경우는 길(吉)하고, 복서(卜筮)가 다 어기

는 경우는 동작함이 흉(凶)하고, 복(卜)은 따르는데 서(筮)가 어길 경우는 내외(內外)

의 사안으로 길흉(吉凶)이 나뉜다. 임금과 신하와 서민 모두 찬성해도 복서(卜筮)가 

어기면 동작함이 흉(凶)하지만, 복서(卜筮)가 다 따르면 세 그룹 가운데 한 그룹만 찬

성해도 길(吉)하다.  

귀신(鬼神)의 정보를 중요시해서 복서(卜筮)를 중요시했지만 그 속에도 합리적 요

소가 들어있다. 『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을 세워서 복서를 하되 세 사람이 점을 치거든 곧 두 사람의 말을 따른

다.” 14) 

‘세 사람이 점을 치면 두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과 같은 것은 일종의 다수결의 

의미로 합리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의 의사보다는 기본적으로 

신탁의 방법인 복서(卜筮)의 결과를 중시해서 미래의 길흉을 결정했다는 점은 신비적 

요소이다. 합리성과 신비성의 통합 내지 일치를 꾀했던 것은 미래는 사람이 알 수 없

는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주경(書經)』에 소개된 복

서(卜筮)의 방법은 미래의 길흉에 관한 예측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요소와 신비적

인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 

14)  『서경·홍범(書經·洪範)』 : 입시인작복서, 삼인점, 칙종이인지언(立時人作卜筮, 三人占, 則從二人之言) 15)  대대와 유행의 자세한 의미는  졸저(拙著)『주역개설』, 비움과소통, 2014, 59쪽-61쪽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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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서 보면 건괘(乾卦, )는 세 획이 모두 양(陽)이니 3일 연속 오른 경우이고, 태

괘(兌卦, )는 마지막 2일 오르고 3일째 내린 경우이고, 이괘(離卦, )는 1일째 오

르고 2일째 내리고 3일째 오른 경우이고, 진괘(震卦, )는 1일 오르고 나머지 2일은 

내린 경우이고, 손괘(巽卦, )는 1일째 내리고 나머지 2일은 모두 오른 경우이고, 감

괘(坎卦, )는 2일째만 오르고 나머지는 내린 경우이고, 간괘(艮卦, )는 마지막 3

일째만 오른 경우이고, 곤괘(坤卦, )는 3일 연속 내린 경우이다. 이렇듯 3일동안의 

주가등락을 예측할 확률은 1/8이다. 주역의 괘를 뽑는다는 행위는 반드시 이 중에 하

나에 속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만 미래와의 일치를 어떻게 우연성에 의해 답보하

느냐의 문제는 합리성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오직 확률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이다. 그래서 미래예측에 있어서 늘 화두로 남는 부분은 신(神)의 문제이다. 신(神)은 

늘 확률을 타고 다닐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의 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18) 분명한 점은『주역』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를 정리하는 인

식과 불확실한 미래를 아는 인식을 인정하고 있으며19) 미래를 아는 인식을 개발함으

로써 유의미한 업무를 결정한다고20) 보았다. 예비(豫備)나 예방(豫防)은 예측(豫測)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Ⅴ. 나오는 말

지금까지 『서경』과 『주역』을 중심으로 미래예측방법에 대해서 그 대략적 원리와 의

미를 살펴보았다. 미래예측의 방법에 합리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가 혼재되어있으며 

특히 점에 의한 의사결정에는 합리적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과 인식의 부분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공자는 이런 차원을 신(神)과의 수작(酬酌)으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 

수작이란 자연에 내재된 신묘한 변화양상과 인간의 내부에 있는 신성(神性)이 일치

하는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변화(變化)의 거시적 부분과 미시적 부분을 온전하고 깊

숙이 아는 자만이 미래를 알고 대비하여 신화(神化)의 공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21)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신(神)은 영적인 고스트가 아닌 헤아리기 힘든 음양작용의 신

묘함을 뜻한다.22)

미래예측과 관련해볼 때 모든 작용은 역학적으로 음양(陰陽)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라고16) 하였다. 한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이 만물이 지닌 보편적인 작용원리라는 것이다. 한번은 낮이 되고 

한번은 밤이 되는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런 변화원리는 단순히 

자연계에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와 심리를 포함한 인간의 영역까지도 관통하

고 있다. 밤이 오면 자고 낮이 오면 일어나는 것이 인간 생리활동의 기본일 뿐만 아

니라 잠을 자면 의식이 닫히고 일어나서 활동하면 의식이 열리는 보편적 양상을 음양

변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는 자연과 인간

을 통섭하는 변화원리로서의 음양질서를 도(道)라고 규정한 것이다.    

미래의 예측과 관련해볼 때 한번은 음(陰)이 되면 한번은 양(陽)이 되는 것이 자연

과 인간의 변화원리이라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추상적인 명제이다. 낮

과 밤이라는 자연의 천체현상은 인류 관측 이래 계속 반복적으로 관측되었고 이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기에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낮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도 아

닌 축에 속하는 예측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플러스로 상승 

마감되었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한다고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미래예측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 

『주역』에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변화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음양의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신(神)이라 한다.” 17)

예측(豫測)의 측(測)은 물의 깊이를 재는 것이다. 물의 깊이를 재면 그 깊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깊으면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 자연과 인간의 변화도 마찬가

지이다. 인간이 알 수 있게 진행되는 변화도 있지만 도저히 알 수 없게 진행되는 변

화도 있다. 극단으로 말하면 전자의 표본인 밤낮은 누구든 확실히 예측 가능한 변화

이지만, 후자의 표본인 주가의 등락은 누구도 확실하게는 예측불가능하다. 전자의 

음양변화를 도(道)라 한다면 후자의 음양변화를 신(神)이라 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사물의 변화는 한 번씩 차례로 음양(陰陽)이 갈마드는 양상

으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음양(陰陽)이 한 번씩 차례로 갈마들

지는 않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거시적으로 보면 한번은 오르면 한번은 내리는 것이 

주가(株價)이지만 오늘 올랐다고 반드시 내일 내리지는 않는다. 설명의 편의상 팔괘

(八卦)는 3일간의 주가등락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 볼 수도 있다. 아래에서부터 시

16)  『주역·계사전』 :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17)  『주역·계사전』 : 음양부측지위신(陰陽不測之謂神)

18)  이에 관한 것은 졸고 『주역개설』,「점의 원리」 참조바람.

19)  『주역·계사전』 : 신이지래지이장왕(神以知來知以藏往)

20)  『주역·계사전』 : 개물성무(開物成務)

21)  『주역·계사전』 : 현도신덕행, 시고가여수초, 가여우신의, 자왈, 지변화지도자, 기지신지소위호(顯道神德行, 是故可與酬酢, 可與祐神矣, 子曰,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乎)

22)  『주역』에서 귀신(鬼神)의 개념은 영적인 고스트를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변화의 헤에릴수 없는 신묘(神妙)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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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래예측에서 당위적 윤리와 실용적 기술의 조

화의 문제이다. 흔히 예측과 관련해서 역(易), 역도(易道), 역술(易術) 등의 말을 한

다. 동양사상에서 사람들은 도(道)라는 한 글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다

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본래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란 뜻이지만 종교적 차원에

서는 심각하게 궁극적 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폭넓게는 인간과 자연의 생성변

화를 아우르는 섭리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유학(儒學)에서는 윤리적 차원에서는 사람

이 행해야하는 마땅한 도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굳이 유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사는 동안 자신이 행동하는 기준이나 가치라는 것

에 대해서 고민해본다. 그리고 이 기준이나 가치의 중대성은 어떤 경우 생사의 너머

에 있기도 하다.23) 이런 기준이나 가치로서의 도(道)는 일종의 목적성을 띠며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도(道)에 반해 술(術)이란 글자는 방법이나 기술이라는 뜻을 지닌다.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기위한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술(術)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간

다고 할 때 그곳에 갈 당위성이 도(道)의 영역이라면 그곳에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 

내지 기술이 술(術)의 영역이다. 일례로 일제치하 중국이란 땅에 가는 목적과 당위성

이 도(道)의 영역이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술(術)의 영역이다. 일

제시기 매국을 위해 가든 독립운동을 위해 가든 관계없이 무사히 갈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을 찾는 것이 술(術)이다. 육로(陸路)나 해로(海路)나 항로(航路)가운데 사고 

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술(術)이다. 반면에 어느 방법으로 가는지 보

다 무엇을 위해 가려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고민하는 것이 도(道)이다. 도(道)가 가

치지향이라면 술(術)은 가치중립이다.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 중국에 가는데도 무사히 

잘 가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가는데도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렇듯 도와 술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음양론을 활용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역(易)에 있어서도 먼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데 이를 역도(易道)와 역술(易術)로 구분해서 말해볼 수 있다. 인간이 사회에서 어떻

게 해야 중용과 정도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도의(道義)지향적인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불확실한 세계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해로움을 멀리하고 이로움

을 추구할 수 있을까의 길흉(吉凶)지향적인 흐름도 있으니, 전자를 역도(易道)라하고 

후자를 역술(易術)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 의리와 현실적 이해의 본말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易)은 바뀐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꾼다는 의미도 있다. 

미래는 바뀌어가기도 하지만 바꾸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23)  『논어』 : 조문도 석사가의(朝聞道 夕死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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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점술을 이성에 반하는 미신으로 여긴다는 것은 점술이라는 현상 자체와 함께 이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정보의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다. 반면에 점술과 이를 계기로 얻

어지는 모든 정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현상

에 내포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비교적 관점은 양 극단을 피해 

현상의 의미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글은 플라톤의 ‘신적 광기(divine madness)’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서양 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플라톤은 「파이드로스, Phaedrus」에서 인간의 이성적 

분별보다 신적인 광기 상태에서 주어지는 통찰이 더 유용하다는 뜻밖의 주장을 펼친

다. 예언을 포함해 신이 우리 영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접신 상태에 대한 플라톤

의 주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플라톤의 신적 광기는 

점술의 의미와 기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크다.

 Ⅱ. 점술, 보이지 않는 차원의 드러남(revelation)

‘점술(占術)’이라는 단어는 영어 ‘divination’에 해당된다. 영어 단어는 ‘신적인 차

원’을 뜻하는 라틴어 divin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의 도움으로 미래를 예견하거나 

영감을 받는다’는 의미의 divinare라는 동사와 상통한다. 라틴어 어원은 점술이 보이

지 않는 신적인 차원 즉 형이상학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적인 차원과의 연관성이 ‘영감을 받는다’라는 측면과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두 측

면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점술(占術)이라는 한자어는 ‘불에 탄 거북의 등껍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미래

의 길흉화복을 예견한다’는 의미를 지닌 ‘占’과,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術’이 합해져 만들어진 단어다. 『설문해자(說文解字)』는 ‘占’을 “占, 視兆問也”라고 표

현해 ‘징조를 읽어서 묻는다’라는 뜻으로 풀이한다.1) 한편 ‘占’이란 글자는 ‘점치다’라

는 의미의 ‘복(卜)’과 ‘말하다’는 뜻의 ‘구(口)’가 결합된 것으로 거북이의 등껍질 등에 

나타난 조짐(兆朕)을 읽어내 신의 뜻을 해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 점이란 현

상 세계의 사물에 나타난 징조를 해석해 미래의 길흉화복과 같은 인간의 궁금증에 대

 Ⅰ.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 본 점술

점술(占術, divination)을 가지지 않은 문화는 없다. 현대인들 역시 삶의 길흉화복

을 포함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점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유물론적 세계관이 강력해진 요즈음에 점술은 전근대적 미신이나 비과학적 사

고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점술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

이지 않는 차원 사이의 경계를 가로질러 존재의 전체성을 인식하겠다는 강한 열망에

서 기인한다. 또 점술은 의식과 무의식, 우리의 정체성, 시공(時空)의 경계가 불변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점술은 고정된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에서 비롯하는 해방감과 함께 위험 역시 수반한다. 그러니 점술은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다.

이 글은 비교의 관점에서 점술의 의미를 고찰한다. 비교의 시각이란 시공의 맥락을 

넘어선 문화 현상으로서 점술의 의미와 내용을 고찰해 보다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하

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비교의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점술이라는 현상의 진위(眞僞)

나 시비(是非)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점술을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배치되는 미신이나 주술적 행위로 단언하지 않지만, 동시에 비판적 검토 없이 전적으

로 수용되어야하는 현상이라고도 간주하지 않는다. 이처럼 철저한 부정 내지 긍정이

라는 극단을 피하고,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함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더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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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다. 이와 유사하게 거북의 등껍질을 비롯해 동물의 내장(內臟), 기후, 조류의 

비행 모습 등 자연 속의 여러 현상이 우리의 물음에 답을 준다는 견해 역시 상응성의 

원리를 반영한다. 나아가 얼굴 모습(觀相), 손금(手相), 홍채와 같은 신체 일부가 개

인이 겪었거나 혹은 경험하게 될 삶의 전체적인 모양을 담고 있다는 주장 역시 상응

성의 원리가 동서양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4)

그 논리적인 귀결로 사물이나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의 질서나 의도를 발견하

고 읽어냄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는 점술의 방식은 참으로 다양

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상응성의 원리를 피할 수 없다고 믿

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점술은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을 더 큰 전체라는 관

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

는 매우 인간적인 시도였다. 이처럼 점술은 실증주의에 입각한 유물론적 과학적 세계

관은 아니지만, 더 확대된 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속단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그 생생한 사례를 누구보다 인간의 합

리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져 있는 플라톤에게서 발견한다.

 Ⅲ.  점플라톤의 신적 광기(divine madness)와

    인간의 분별

「파이드로스」는 플라톤이 남긴 중기(中期) 대화편 중 하나로 소크라테스가 파이드

로스라는 청년과 함께 사랑, 인간의 영혼(psyche), 수사학(rhetoric)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인간의 영혼을 두 마리의 말

이 끄는 마차에 비유한다. 검은 색 말은 지상의 물질적인 것들에게 끌리는 인간적 욕

망을 의미하고, 하얀 색 말은 인간의 영혼을 신적 세계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숭고한 

열망을 뜻한다. 기수(騎手)는 두 말, 특히 검은 말을 잘 조정해 인간 영혼을 천상으로 

이끌어야 하는 인간의 지성을 상징한다. 

소크라테스는 천상의 세계로 되돌아가야하는 영혼의 숙명과 아홉 종류의 각기 다

른 영혼을 설명하면서 광기라는 개념을 활용해 영혼의 또 다른 상태를 묘사한다.5) 인

한 답을 얻는 일을 총칭한다.2)

한편 국립국어원은 점을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일을 알아맞히거나 현재나 

미래의 운 등을 미리 판단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3) 이 정의에서는 ‘비과학적 방법’

이라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현재나 미래의 운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의 가능성과 무관

하게 점이란 주술(呪術)과 같이 비과학적인 방식에 의거한다는 입장이다. 국립국어원

의 개념 정의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현대 사회가 점술에 대해 품고 있는 선

입견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점이란 논리적이거나 과학적 방식에 의해 증명될 수 없

는 비합리적 또는 반(反)합리적인 행위라는 견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점술은 혹세

무민(惑世誣民)의 미신(迷信)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점술은 그리 간단한 현상이 아니다. 점술을 갖지 않은 인간 문화가 없었다

는 역사적 사실은 점술이라는 이를 진지하게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점술이 유물론

적 세계관에 입각한 실증주의와 상충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점술 역시 나름의 논리

(logic)를 갖는다. 무엇보다 점술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혹은 물질적 차원이 존재

의 전체가 아닐뿐더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해야 현상 

세계의 사건이나 질서가 온전하게 이해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다. 다시 말해 눈

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서로 긴밀하게 조응(照應)한다는 ‘상응성(相應

性, correspondence)의 원리’가 점술의 근본적 세계관이다.

상응성의 원리는 동서양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확인된다. 헤르메스(Hermes)에

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늘이 그러한 것처럼 땅에서도 그러하다”(as above, so 

below)라는 원칙은 대우주(macrocosm)인 세계 전체와 소우주(microcosm)인 인간 

사이의 상응성을 강조하는 서양 비의주의(秘義主義, esotericism)의 핵심 가르침으

로 이어졌다. 동양에서도 상응성의 원리는 지배적이다. 음양오행이라는 우주의 운행 

원리가 소우주인 인간의 신체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동양 의학에서부터, 인간

이 태어나는 시점의 음양오행이 인간 삶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명리학(命理學)의 가르

침 역시 상응성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동서양 점성술 역시 인간이 태어난 시점의 천체(天體) 배치가 개인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상응성의 원리에 기반을 둔다. 또 주역의 괘사(卦辭)나 

서양의 타로(Tarot) 카드 역시 인간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 효(爻)나 타로 카드의 배

열이 답을 제시해 준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마음과 현상 사이의 상응성을 전제

2)  김만태, 「한국 점복의 정의와 유형 고찰」, 『한국민속학』 47권 1호(한국민속학회, 2008), 207쪽.

3)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또 국립국어원은 점(占)을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을 주술의 힘이나 신통력으로 판단해 내는 일”이라 정의한다.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거나 인간의 지력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알아냄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좋지 않은 일을 피하고, 자신이 처한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점의 의미라는 입장이다. 

4)  점술의 다양한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연덕희, 「점술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징과 이를 통한 새로운 점술모형 연구」, 『비교민속학』 51집(비교민속학회,2013).

5)  플라톤은 영혼이 천상에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여부에 따라 인간 영혼을 아홉 가지로 나눈다. 가장 많은 것을 본 영혼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문예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입법가(立法家), 세 번째는 정치가나 경제인 또는 사업가, 네 번째는 체육인, 다섯 번째

는 에언가나 비의예식의 집례자, 여섯 번째는 시인이나 모방에 종사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장인이나 농부, 여덟 번째는 소피스트나 민중 선동가, 마지막인 아홉 번째는 참주

(tyrant)다. (248d-2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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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플라톤은 아폴로, 디오니소스, 뮤즈가 유발하는 세 가지 유형의 신적 

광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서양 철학사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脚註)라는 화

이트헤드(Whitehead)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플라톤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지성

적 전통의 시조(始祖)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 인용문은 이성중심

주의자인 플라톤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신적 광기가 인간에게서 유래하는 

분별보다 더 우월하며, 신적 차원과의 교류는 신탁을 통한 예언을 포함해, 디오니소

스 신의 접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질병 치유, 뮤즈 신의 영감을 받은 예술적 창조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폴로 신에 의한 접신은 델피(Delphi) 신탁의 무녀(巫女)를 통해 인

간의 물음에 아폴로가 답을 주는 현상이다.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직접 언급한 

델포이의 무녀인 피티아(Pythia)와 도도나의 신녀(神女), 그리고 그리스의 전설적인 

여자 예언가였던 시빌라(Cibylla)는 모두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인간에게 전했던 

사람들이다. 플라톤은 신에게서 유래한 “접신의 예언술”이7) 이성으로만 이루어진 ‘분

별’보다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신탁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는 개인과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또 지혜로웠던 “옛 사람들”은 신적 광기를 부끄럽

거나 욕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가 살던 당대에는 신적 광기의 중요성과 의미

가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한다.8) 

다음 유형의 신적 광기로 디오니소스의 접신 상태에서 인간은 정화(catharsis)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고 주

장했다. 접신 상태에서 경험하는 카타르시스가 심리적·육체적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예의 여신인 뮤즈(Muse)가 우리를 찾아올 때, 인간은 자신이 갈고닦

은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경이로운 창조물을 만든다고 보았다. 신적 영감이 경이

로운 창조의 원천이라는 주장이다.9) 

요컨대 신적 광기는 인간적인 광기나 일상적인 의식 상태와 달리 개인과 공동체에

게 매우 큰 효용을 준다는 것이다. 신적 광기에 대한 플라톤의 찬사는 여기에서 멈추

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통상 인간 합리성의 구현이라고 간주하는 지적 활동인 철학 

역시 신적 광기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인 철학자는 에로스 

신에 접신되었다는 것이다. 

간들은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광기 상태에 빠지곤 한다. 광기에

는 질병과 같은 요인에 의한 인간적 광기와 신이 접신(接神, possession)해 발생하는 

신적 광기가 있다. 신적 광기는 다시 네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아폴로

(Apollo), 디오니소스(Dionysius), 뮤즈(Muse), 에로스(Eros)에 의한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설명을 살펴보자.

만일 광기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면, 그 말이 옳을 걸세. 하지만 광기, 즉 신의 선물

로 제공되는 광기 덕분에 우리에겐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들이 생겨난다네. 

델포이의 예언녀나 도도나의 신녀들은 광기에 사로잡힌 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헬라스를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루어냈지만, 분별이 있는 상태에서 한 일은 보

잘것없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네. 그리고 우리가 시빌라(Sibylla)와 다른 이들, 

그러니까 접신의 예언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미리 알려주고 앞날

에 올바로 대처하게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한다면, 누구에게나 확연한 것들을 말

하는 까닭에 이야기가 장황해질 걸세. 그 증거로, 옛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광기를 부끄러운 것으로도 욕된 것으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네.……그것을 놓고 볼 때 옛 사람들은 신에게서 오는 광기가 사람들에게서 유래

하는 분별보다 더 훌륭한 것임을 증명해 주는 셈이네. 둘째로, 무언가 과거의 죄과 

때문에 어떤 가계(家系)에 내린 질병과 고난이 비할 수 없이 크다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광기가 생겨나 예언을 내려주고, 신들에게 기도와 제사를 바치도록 출

로를 찾아주었지. 그 결과 그런 광기는 정화의식이나 비의예식을 만난 뒤 고통 받

는 사람을 당면한 시기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네. 광기

는 진실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눈앞의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을 찾아주었던 것이지. 셋째로, 뮤즈 여신들에게서 오는 신들림과 광기가 있네. 이

것은 여리고 순결한 영혼을 사로잡아 그 영혼을 일깨워 도취 상태에 빠뜨려 여러 

가지 노래와 다른 시를 짓게 하지. 갖가지 옛 사람들의 일을 꾸며내어 후대 사람들

을 가르치네. 뮤즈 여신들에게서 오는 광기 없이,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인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서 시작(詩作)의 문턱에 다가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자신도 완성에 이르지 못할뿐더러 분별이 있는 그 사람의 시작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의 시작에 가려 그 빛을 잃게 될 걸세.6)(244a-245a)

6)  「파이드로스」, 조대호 역, 문예출판사(2008)

7)  “ēntheos mantikē”, “ēntheos”는 ‘접신의, 신들린’이라는 의미이며, ‘열광적인(enthusiastic)’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 “mantikē”는 접신 상태에서 무녀가 신에게서 받은 말

을 발설하는 것을 뜻한다. 무녀의 말(공수)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석하는 일은 “prophētai”라는 사제가 맡았다. 

8)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성중심주의로만 간주하는 견해에 ‘신적 광기’ 개념 등을 근거로 반박하는 견해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윤병렬,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존재」, 『철학탐구』 30집, 2011.

9)  플라톤은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온」에서도 펼친다. 기술이나 지식이 아닌 신적인 힘이 훌륭한 시작의 근거라는 입장이다(532d-535a). 「이온/크라튈로스」, 천병희 옮김, (숲, 

2014). 그리고 다음 논문을 참고. 「시는 ‘기술’인가 ‘신적 영감’인가?: 플라톤의 『이온』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와 이온의 논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86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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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사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에서부터 둘로, 둘에서부터 모든 아름

다운 몸들로, 그리고 아름다운 몸들에서부터 아름다운 행실들로, 그리고 행실들에

서부터 아름다운 배움들로, 그리고 그 배움들에서부터 마침내 저 배움으로, 즉 다

름 아닌 저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배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

내 그는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를 알게 되는 거죠. 친애하는 소크라테스, 인간에

게 삶이 살 가치가 있는 건 만일 어딘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에서일 

겁니다.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 때 말입니다(211c-211d)12)

즉 지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영혼이 보았던 천상의 아름다움을 나누어 가지고(分有)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상의 아름다움에 반한 우리는 본

능적으로 더 큰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름다움 그 자체와 하나가 

될 때까지 다른 일들에 개의치 않고 열정적으로 추구하기에 남들에게 미친 것처럼 보

이기 십상이다. 요컨대 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도

록 만드는 광기에 빠뜨린다. 

에로스에 접신된 존재가 끝없이 갈구하는 천상의 아름다움은 「향연」에 자세하게 기

술되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 신이 추동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 관한 앎을 만

티네아(Mantinea)의 무녀 디오티마(Diotiam)에게서 배웠노라고 고백한다. 디오티

마는 소크라테스에게 에로스와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전한

다.13) 

아름다운 것들을 차례차례 올바로 바라보면서 에로스 관련 일들에 대해 여기까지 

인도된 자라면 이제 에로스 관련 일들의 끝점에 도달하여 갑자기 본성상 아름다운 

어떤 놀라운 것을 직관하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앞서의 모든 노고들의 최종 

목표이기도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선 그것은 늘 있는 것이고, 생성되지도 소멸

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것은 어떤 면

에서는 아름다운데 다른 면에서는 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데 다른 

때는 아닌 것도 아니고, 어떤 것과의 관계에서는 아름다운 것인데 다른 것과의 관

계에서는 추한 것도 아니며, 어떤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인데 다른 자들에게는 추

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아름다운데 저기서는 추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아

름다운 것은 그에게 어떤 얼굴이나 손이나 그 밖에 몸이 관여하는 그 어떤 것과 비

Ⅳ. 에로스의 접신(接神)과 궁극적  

     아름다움의 드러남

플라톤은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 영혼이 신적인 세계에서 보았던 천상의 참

된 모습을 지상 세계에서 다시 회상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지상의 시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껏 천궁 위의 구역을 찬양한 적이 없고 앞으

로도 그에 합당한 찬양을 하지 못할 걸세. 하지만 그 모습은 이러하네. 이제 용기

를 내어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진상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그렇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는 실체가 참으로 있는 것이니, 그것은 오

로지 영혼의 인도자 지성에게만 보이고 참된 인식의 부류와 짝하는데, 그런 것이 

그 구역을 차지한다네. 그런데 신의 정신은 지각과 순수한 인식에 의해 영양을 얻

고, 합당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영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영혼은 (천

궁의) 회전 운동이 똑같은 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줄곧 있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

하고, 참된 것을 관조하면서 영양을 얻고 기쁨을 누리네. 순환로 위에서 영혼은 정

의 자체를 바라보고, 절제를 바라보며, 인식을 바라보는데, 이 인식에는 생성도 속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이라고 부르는 각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일도 없

이 참으로 있는 것에 속하는 인식이지.(247c-247e)10)

천상의 참된 실재를 플라톤은 ‘아름다움 그 자체’(the Beauty itself)라 칭하며, 이

를 직관(直觀)하는 것이 영혼의 최종 목표라고 보았다. 비록 물질적 아름다움에 사로

잡혀 천계에서 보았던 참된 실재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천

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지상 세계에서 회상하기를 갈구한다. 그렇지만 물질세계에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사물들이 실제로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모사(模寫)한 것에 불과하

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탓에 우리는 아름다운 육체를 포함해 지상의 것들에 집착한

다. 그러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영혼의 욕망은 교육을 통해 보다 숭고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11) 또 다른 중기 대화인 「향연, Symposium」은 인간 욕

망이 어떻게 아름다움 그 자체를 향하게 되는지를 간명하게 묘사한다.

10)  「파이드로스」

11)  젊은이들의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을 천상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것이(psychagogia) 교육의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다음 논문을 참고. 박상철,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프쉬

카고기아’로서의 교육」, 『도덕교육연구』 제26권 3호, 2014

12) 「향연, Symposium」, 강철웅 옮김, 이제이북스(2010)  

13)  디오티마의 실존성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녀가 에로스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지혜로웠다는 점이나 아테네에 역병(疫病)이 발생하

기 전에 제물을 바치도록 조언해 병을 유예시켜주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고려할 때 그녀가 무녀(巫女)였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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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

운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지.(249c-249e)15)

이 대목에서 에로스는 인간 속에 내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근원적인 욕망을 뜻

하기도 한다. 플라톤의 비유에 등장한 것처럼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이 에로스다. 

즉 에로스는 지상과 천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결합하기를 원한다.16) 그러나 두 마리 

말을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되돌려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모는 것은 기수인 인간 지성

이 맡아야 하는 일이다. 

이처럼 인간 영혼이 욕망 상승의 사다리를 밟아 아름다움 그 자체에 도달할 때까지 

미친 듯이 움직이는 사람을 플라톤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 즉 철학자라

고 불렀다. 그러므로 지혜(sophia)를 사랑(philos)하는 것은 비판적인 지성만을 사용

하는 일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아름다움 그 자체와 하나가 되기를 미친 듯이 

갈망하는 행위이다. 그러니 플라톤이 역설한 철학은 합리적 이성과 분별의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회복해 더 큰 차원의 전체성

을 인식하며, 이를 타인들에게도 가르쳐 그들의 영혼을 천상의 아름다움을 향하도록 

전환시키도록 돕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지성만을 강조하는 당대의 

소피스트들은 지혜로웠던 옛 사람들과 달리 신적 광기가 보여주듯 인간 영혼이 천상

의 세계에서 유래했고,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플라톤이 강조한 신적 광기는 지상 세계가 존재의 전모는 아니며, 신적 세계와 지

상 세계와의 경계가 고정 불변이 아님을 주장한다. 두 차원의 경계는 광기로 요약되

는 인간의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허물어지게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은 여러 계

기로 변화하며, 변형된 상태에서 예술적 영감과 미래의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에로스의 접신이 상징하듯 궁극적 실재와의 합일이라는 최종 사건에

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신적 광기는 두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 더 큰 전체성을 인

식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신적 광기에 대한 플라톤의 찬사는 그저 수사가 아닌 그의 

형이상학적 존재론과 인식론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슷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나 어떤 앎으로 나타나지도 않

을 것이며, 어디엔가 어떤 다른 것 안에, 이를테면 동물 안에 혹은 땅에 혹은 하늘

에 혹은 다른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그것 자체만으로 늘 단일 형상으로 있는 것이며, 다른 모

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음과 같은 어떤 방식으로 바로 저것에 관여합니다. 다른 것

들이 생성되거나 소멸할 때 바로 저것은 조금도 많아지거나 적어지지 않으며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210e-211b)14) 

디오티마가 전한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 영혼이 신적 광기 상태에서 아름다운 것들

만을 추구하다보면 최종적으로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직관하는 사건에 이른다는 것

이다.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변화하지 않으며, 지상의 어느 것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

는 절대적인 성향을 지닌다. 이 사건은 모든 영혼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영혼

의 여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욕망이 상승하는 사다리를 타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데, 아름다움에 매혹된 인간은 아름다움 그 자체를 직관할 때까지 쉼 없이 아름다움

만을 추구하므로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아름다움에 매혹된 인간

이 빠지는 신적 광기가 최상의 유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신과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다고 말하는 것들 너

머로 눈을 돌려 참으로 있는 것들을 쳐다보았을 때 보았던 것들에 대한 상기이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만이 날아오르는 것은 지당한 일이지. 왜냐

하면 (그의 정신은) 언제나 능력이 닿는 만큼 기억을 통해, 신이 가까이하면서 자신

의 신적인 존재를 보존하는 것들과 가까이하기 때문이네.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한 상기 수단을 올바로 활용하고 항상 완전한 비의예식에 참여한다면 오직 그 사

람만이 참으로 완전하게 된다네. 그가 번잡한 인간사에서 물러서서 신적인 것과 가

까이하면, 많은 사람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겠지만, 많은 사람들

은 그가 접신 상태에 있음을 모른다네. 네 번째 광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 

이르렀네.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된 아름다움을 상기한다

면 날개가 돋고, 날개가 돋으면 솟구쳐 날고 싶은 바람을 갖지만 능력이 없는 탓에 

새처럼 위를 바라보면서 아래 있는 것들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듣는 걸세. 그 광기는 그것을 지니

고 그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접신 상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14) 「향연」

15) 「파이드로스」

16)  아름다움이 인간 영혼을 상승시키는 힘이라는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의 견해는 피치노(Marsilio Ficino)에게 이어져 르네상스를 시작하게 만든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순아, 「마르실리오 피치노 철학에서 미 개념의 의미」, 『칸트연구』 24집(한국칸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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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점술을 포함한 신적 광기는 경계를 가로질러 더 큰 전체성을 확인하려는 

인간의 몸짓을 상징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도로 추상적인 상징이나 예언의 형태

로 담겨져 있는 신의 뜻을 발견하고 해석함으로써, 알려져 있지 않던 미지의 차원을 

인식하고 이를 더 큰 전체성 속에서 통합해 낸다. 이렇게 확보된 전체성의 인식은 우

리 존재와 삶에 내포된 근원적인 불확실성을 인내하도록 만들어 준다. 요컨대 점술을 

포함한 신적 광기는 우리가 두 차원을 통합하는 계기로 기능한다. 플라톤은 중간자인 

인간이 갈구하는 전체성의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신적 광기 개념을 활용해 설파

했던 것이다. 

전체성의 인식은 공간 개념의 확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차원이 드러

나는 사건은 시간 개념 역시 유연하게 변모시킨다. 예언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예정

된(pre-destined) 사건을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미래를 예견할 능

력을 갖춘 사람은 예언을 통해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경계를 붕괴시킨다. 물론 미

래 예측이 실제로 맞는지 여부는 큰 편차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예언 없이 인간

의 종교는 불가능했으며, 시공의 맥락을 넘어 예언 현상을 갖지 않았던 문화가 없었

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플라톤의 신적 광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경계를 넘어서게 만든다. 아폴로의 신탁을 

통해 전해지는 신적 지혜를 포함해 신들의 접신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경계를 넘나

들게 만든다. 신적 광기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 차원과 비물질적 차원, 의식과 무의

식의 세계, 이성이 지배하는 낮의 세계와 직관과 신화가 지배하는 밤의 세계, 중심과 

주변 등 확고한 이원적 분리의 쌍을 가로 지르게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 변용되고 확장된다. 우리는 경계 너머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주목할 점은 플라톤이 예술적 영감을 신적 광기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 플라톤

이 의식의 변형 상태에서 두 차원이 교통하며 존재의 전체성이 인식된다고 주장한 측

면에서는 동양적 사고와 유사하다. 그러나 뮤즈에 의한 신적 영감이 예술적 창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독특하다.18) 플라톤의 영향일까. 예술적 창

조 행위와 신적 차원을 연결시키는 시도는 서양 예술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

리스 문명이 보여주었던 높은 미적 감수성은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증언된 바 있고, 

기독교 역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회화, 음악 등의 종교적 예술 작품 역시 예술적 창

조 행위에 내포된 종교적 차원을 간접적으로 증언한다. 플라톤 철학의 신비주의적 특

 Ⅴ. 에로스와 경계 가로지르기

플라톤의 중기 대화편은 보이는 차원이 신적 광기를 계기로 드러날 수 있음을 공통

적으로 강조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는 무너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존재의 전체성을 인식한다. 풍요의 남신 포로스(Poros)와 빈곤의 여신 

피니아(Penia)를 부모로 삼아 태어난 에로스는 완전한 풍요도 절대적 빈곤도 아닌 

중간자적 존재로서 두 세계에 모두 걸쳐있는 인간 존재를 상징한다. 플라톤은 에로스

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요약한다.

인간들의 것을 신들에게, 그리고 신들의 것을 인간들에게 해석해 주고 전달해 줍니

다. 인간들로부터는 탄원과 제사를, 그리고 신들로부터는 명령과, 제사의 대사를 

해석해 주고 전달해 주지요. 그들 양자의 가운데 있어서 그들 사이를 메워 주고, 

그래서 그 전체가 그 자체로 서로 결속되게 해 줍니다. 온갖 예언술도, 그리고 제

사, 의례, 주문, 온갖 예언, 마법에 관한 사제들의 기술도 바로 이것을 통해 움직이

지요. 신이 인간과 직접 섞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과의 온갖 교

제와 대화가 신들에게 (그들이 깨어 있건 잠들어 있건 간에) 있게 되지요.(203a)17)

플라톤에 따르면 에로스는 예언을 비롯해 주문, 마법 등 신적 세계가 현상 세계와 

이원성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온갖 방식을 아우른다. 뿐만 아니라 에로스의 접신

이 보여주듯 아름다움 그 자체가 인간 영혼에게 인식됨으로써 두 차원이 하나가 되는 

신비적 합일의 사건도 포함한다. 이처럼 에로스는 두 차원의 소통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두 차원의 경계가 무너져 하나의 전체가 되는 사건도 포괄한다.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의 신적 광기는 두 차원의 완전한 분리를 거부하며, 보이지 

않는 차원과 그 질서가 현상 세계에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명확

하게 인식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삼는다. 또 그 사건이 인간의 의식을 통로로 발생함을 

강조한다. 의식이 더 깊은 차원의 무의식과 만나는 다양한 인간 경험들을 통해 두 세

계의 관계성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비물질적 방식의 사고 전이(thought transfer)로 

정의되는 텔레파시(telepathy)를 포함해, 직관과 같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는 보이

지 않는 차원을 인식하게 만든다.

17) 「향연」

18)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취했다. 플라톤이 시를 비롯한 예술에 대해 취한 양가적 태도는 「국가」에 잘 나타난다. 그는 시(詩)가 청년들의 영혼에 해로울 수 있

으며(377a-380c), 예술은 신성한 아름다움의 불완전한 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595a-607c). 반면 같은 글에서 플라톤은 음악과 예술이 청년들의 교육에 불가결함을 강

조하기도 한다(401d-402a, 410b). 「국가」, 박종현 옮김, 서광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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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차원의 경계를 허무는 일은 

조심성과 균형이 필요하다. 점술을 위시해 두 차원을 연결하는 재능은 혹세무민(惑世

誣民)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세상을 미혹에 빠뜨리고, 주변인들의 삶의 궤적을 절망

의 나락으로 몰아가기 십상이다. 유한한 존재로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의 삶 자

체가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데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영혼에

는 물질적인 현상 세계를 벗어나 초월적인 차원을 희구하는 열망이 태생적으로 내재

해 있기 때문이다. 초월의 욕망은 신적 광기라는 현상에 여러모로 취약해 지기 쉽다.

신비주의 전통이 종교적 통찰의 필수 요건으로 개인의 윤리적, 지적 성숙을 강조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리즘(Kabbalism)은 정서적, 지적, 

윤리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불혹을 넘긴 남성만을 입문시켰다. 그들의 신중함은 형이

상학적 앎이 수반하는 양가성을 명확히 인식한 결과다.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은 다시 

개인의 행복이며, 여기에는 이기심이라는 요소가 관건이다. 즉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차원을 통합하는 재능과 앎이 악용된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의 가치가 판단되듯 자신과 주변인들의 행복이 실제로 현실

에서 구현될 경우에만, 두 차원의 통합과 전체성의 인식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니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 노력은 여전히 불가결하다.

또 신적 광기로 표현되는 두 차원의 역동적인 관계는 보이는 세계에 배어있는 보이

지 않는 차원의 질서를 발견하고 해석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한다.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보이는 세계에서 읽어내는 적극적인 해석학(hermeneutics)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인간과 신은 부단하게 상호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지상의 것들은 신적 세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텍스트로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읽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 존재의 전체성이 인식되며, 그 앎이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한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플라톤의 신적 광기 개념에 입각해 살펴 본 점술은 그저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치부

되어서는 곤란하다. 서구 철학의 시조인 플라톤은 신적 차원과의 전체성 회복이 삶의 

핵심적 과제라고 주장했고, 회복의 계기나 방식이 점술을 위시한 신적 광기 상태에서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물론 두 차원의 전체성과 더불어 양

자의 상호 관계를 깊게 이해하고, 다른 이들과 그러한 통찰을 공유하는 일이 지성적

인 작업임을 간과하지 않았다. 플라톤은 지혜를 사랑하는 일, 즉 철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모음과 나눔’(collection and division)이라는 변증술(dialectics)을 제시했

다(266c).20) 보이는 차원은 보이지 않는 차원과 합해져야 전체를 이루며, 이 사실을 

성을 더욱 세밀하게 전개한 플로티누스(Plotinus)는 인간의 예술적 창조 행위가 곧 

신적 창조 행위의 연장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19)  

한편 신적 광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두 차원의 만남은 인간에게 새로운 노력을 요구

한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차원이 드러남으로써 가능한 전체성의 인식은 두 차원

이 맺는 구체적인 관계를 포함해,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제기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차원을 

어떻게 더 인식할 수 있는가와,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 경외를 품어야 한다는 겸손

의 태도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경계의 붕괴와 이로 말미암은 전체성의 인식

은 존재의 신비를 더욱 절실하게 부각시킨다.

 Ⅵ. 경계 가로지르기의 양가성(ambivalence)

경계를 가로지르는 일은 기존의 한계를 무너뜨려 자아 정체성을 확장시키므로 우

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느낌을 부여한다. 점술을 포함해 두 차원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힘입어, 우리는 시공의 맥락에 그저 묶여 있지 않게 된다. 미래를 엿보는 사

건은 보이지 않는 차원을 드러나게 해 보이는 세계에 더 풍요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의 삶 역시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를 복구함으로써 전체성을 회복하며 더 확

장된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자아의 확장과 전체성의 인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

는 위험성도 드러낸다. 여러 차원의 위험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윤리적 차원

의 문제다. 자신과 세계에 대한 확장된 앎은 한편으로 지대한 힘을 부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아 팽창(ego-inflation)을 비롯해 자신과 주변인의 삶을 훼손할 위험성

도 높인다. 삶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일은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지적으로

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이들에게 찾아오는 비범한 재능과 통찰은 그 자체로 위

험천만하다. 종교사에는 보기 드문 종교 체험과 이로 인한 비범한 통찰이 역설적으로 

삶을 망가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19)  플로티노스는 신의 창조 행위와 가장 유사한 행위가 예술적 창조 활동이라 주장한다(Enneads, V. 8. 1. 33-39). 창조성의 발현이야말로 궁극적 실재인 일자(一者)가 만

물을 유출하는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카시미르 사이비즘(Kashmir Śaivism)이라는 힌두 탄트라 전통의 중요한 사상가로 지적되는 아비나바굽타

(Abhinavagupta, 975-1025) 역시 예술적 창조 및 감상 행위에 내포된 미적 감상과 기쁨을 초월적 차원의 즐거움과 유사한 것으로 강조한다. 사이비즘(Śaivism)은 시바

(Śiva)신에 대한 신앙이다. 카시미르 사이비즘(Kashmir Śaivism)은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인도 북부 카시미르(Kashmir)지방에서 성행했던 탄트라적 경향을 갖는 여러 전통

을 지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성해영, 「프로이트와 아비나바굽타(Abhinavagupta)의 종교사상 비교: 욕망과 욕망의 승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종

교연구』 54집, 2009 20)  「파이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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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것이 아니던가. 점술은 우리에게 미지의 것들에 대해,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보다 경이로워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가장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철학자라는 것이다.

신적 광기 중에서도 점술은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부터 미래를 포함한 세사(世事)의 

길흉화복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전달받거나 읽어내는 방법이다. 그러니 점술은 두 차

원이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역동적인 방식으로 부단히 상호 작용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종교사가 거듭 증언하듯 종교는 점술과 예언 없이 성립될 수 없다. 말세론과 

구원의 드라마를 비롯해 모든 이들이 결국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게 된다는 주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예언이 아닐 수 없다. 또 인류의 문화만큼이나 오랫동안 점술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은 점술이 그저 우리의 불안에서 유래하는 비

합리적인 이야기로 치부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증언한다. 

점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가 존재의 유일한 차원은 아니며, 보이는 세

계는 보이지 않는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치 양서류(兩棲類, amphibian)처럼 물질적 차원과 비물질적 차원이라는 

두 세계에 걸쳐 사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점술이라는 현상은 어떤 방식이로

든 우리가 두 차원을 통합시켜 더 큰 전체성에 도달할 때에만 이곳의 삶이 의미를 찾

고 완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플라톤의 신적 광기 개념은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의 행위 주체라는 점을 부

인한다. 현상 세계는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포함해 우리가 아직 보고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의도와 질서는 점술과 예술적 

영감 등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 인식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드러남의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내용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차원과 질서의 ‘선재성(先在性)’과 독립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보이는 세계에서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삶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 과

정에서 균형을 잃는다면 한쪽 극단에서는 물질적 현상 세계를 포함해 개개인의 주체

성만이 실재하는 모든 것이라 극단에 도달할 것이고, 다른 편 극단에서는 초월적 세계

에 경도된 나머지 개인의 주체성과 해석 및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점술은 양가적이다. 해방의 힘과 함께 그에 못지않은 위험성 역시 가지기 때문이

다. 점술은 통제될 수 없는 차원을 드러내고 인식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존재와 자

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확장시키려는 인간의 역설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림으로써 삶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인간의 시도는 

결코 완결될 수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드러내는 과정에 수반되는 앎이 주

는 힘 못지않게, 그 앎에 내포된 위험성을 인식한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차원의 완

전한 드러남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실감한다. 그러한 앎 앞에서 우리는 

거듭 존재의 유한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좌절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겸허함의 지

혜와 더불어 존재 전체가 품고 있는 경이로움을 끊임없이 실감하게 된다. 소크라테스

가 「테아테투스」에서 밝힌 것처럼 지혜에 대한 사랑은 ‘경이로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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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나는 어떻게 만신(무당)이 되었는가?

내가 처음 신을 접하게 된 시점과 경로는 다음과 같다. 나는 6~7세 때부터 늘 아

프고 병을 달고 살았었다. 신병, 무병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머니께서는 양방

과 한방 등을 전전하며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나를 고치려 했는데 나을 기미가 없었

다고 한다. 보다 못한 동네 할머니들께서 그러지 말고 만신 집을 가보라 하셔서 어머

니는 나를 데리고 만신 집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만신이 나는 열아홉 살을 못 넘기니 

예방을 하고 치성이나 굿을 해야 나을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지푸

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성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내가 금세 툭툭 털고 일어나 앉았

다고 한다. 나의 어머니는 뚜렷한 종교가 없으셨던 분이라 신기하다 생각하시고 내가 

또 병이 나면 만신 집으로 가서 치성을 하셨다 한다.

그렇게 살다 내가 스무 살이 넘어 24살이 되던 해에 음력으로 3월경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몇 만원을 들고 시장에 가서는 쌀 1되, 술 1병, 돼지고기 한 근, 과일 조

금, 초, 향을 사가지고 인왕산으로 단숨에 올라갔다.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본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산에 올라간 필자는 사 가지고 간 음식들을 펼쳐 놓으면

서 마구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동안 손

바닥을 쉴 새 없이 쳐대고 있는데 꼭대기 골짜기에서 흰 도포를 입고 큰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가 나풀나풀 나에게 날아들었다. 순간 그 할아버지가 나의 몸으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몸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말문이 열렸다. 그 할아버

지는 나의 입을 통해 “나는 허공 산신 할아버지다, 말문 주고 글문 줘서 장안 가득 세

계 가득 불려주러 왔다. 먹고 남고, 쓰고 남게 챙겨주마”라고 말했다. 이것은 내가 하

고픈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다. 

그때부터 점을 봐주고 싶은 사람을 잡고 점을 쳐주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신을 믿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점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그렇게 점을 봐주면 그 

분들 가운데에는 ‘큰 어른을 모셨군요. 언제 굿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 물으

시며 돈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쌀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많은 사

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인왕산 국사당에서 음력 4월 25일 굿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자

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었다. 자신의 입으로 4대 명산, 즉 인왕산, 계룡

산, 지리산, 그리고 본향 산에서 살아 있는 명기를 받아서 물에 방생하고 음력 4월 

25일 굿을 하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굿 하는 날, 새로 신을 모

시는 아가씨라며 입소문이 나서 국사당 전체가 굿을 보기 위해온 손님으로 가득 찼

다. 나는 굿을 진행하는 동안 한분 한분 공수를 한마디씩 다 주었다. 그분들이 그때 

단골이 되어 지금껏 오시고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

 Ⅰ. 신점이란?

신점은 열두 신령님과 몸주신을 몸으로 받은 여자무녀나, 남자무격이 몸에 신이 실

린 사람, 즉 말문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신이 무녀나 무격의 몸에 실리지 아니

하면 영험한 점을 칠 수 없다. 이 신점을 칠 때에는 그 사건이 만신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로 들리기도 하고 만신의 몸에 신호가 오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오면 저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험한 소리

는 한두 마디다. 사람들은 신령이 계속 해서 이야기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령은 필자에게 핵심적인 한두 마디만 건네준다. 그러면 필

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점을 치게 된다.

만신이 신점을 보는 것은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

각한다. 급한 것을 꼬집어 내고 이에 대해 바로 처치처방(혹은 예방)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사주명리학이나 철학 등으로 점을 치는 것은 종합병원에서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초년 운이나 중년 운, 그리고 노년 운 등 전체적인 

운을 다 이야기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은 무엇 때문에 왔고 당신

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점을 치는 만신뿐

이다.



56 점(占)이냐 과학이냐? 한국인에게 점이란 무엇인가? 57신점이란 무엇인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며 “푸닥거리가 뭔지 알고 (말)하느냐?” 하셨는

데 나는 어머니를 보고 그저 웃었다고 한다. 당시 본인 역시 기억이 나지만 내가 알

고 한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엔 조금씩 건강해졌는데 이번에는 본인

의 바로 위에 오빠가 아프기 시작했다. 5월에서 6월 한창 더운 철임에도 불구하고 오

빠는 솜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떨며 사람들만 보면 손바닥을 보자고 했다. 생각건대 

나에게 들어올 신령이 필자를 흔들다 안 되니 가족을 흔들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의 나이가 이십대에 접어들 즈음, 집안 사정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해지기 시작했

고 우환은 점점 깊어 갔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크게 ‘실렁거리기’ 시작했다. 누가 말

을 물어보지 않아도 내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왔다.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

다. 흡사 내가 미친 것 같았다. 미쳐가는 듯한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이 가스나가 미

쳤다”며 진지를 드시다 밥상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곤 “우리 집엔 너 같은 아이가 없

으니 나가라”고 하셨다. 그러시는 아버지 말씀에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아버

지를 가리키며 “너, 죽어. 보름 있으면 너 죽어”하며 밖으로 나왔다.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말을 할 때는 내 스스로가 자제가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싫어하시니 어머니는 나를 산동네에 방 한 칸 

부엌 달린 곳을 얻어 집에서 내보냈다. 그런데 그 이후 14일 째가 되는 날 저녁 10시 

경 집에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운명했다. 내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이것을 두고 

무교에서는 ‘인다리’를 놓았다고 표현한다.

 Ⅳ. 굿과 신점을 배운 과정

나의 신 어머니인 만신 영등포 한 씨의 딸이나 만신 이정숙 씨는 점을 볼 때에 ‘대

함제석 젠제석 일월용왕 황사제석’과 같은 신을 청하고 부채 방울을 흔들었다. 이때 

부채는 오른손에 들고 방울은 왼손에 들고 흔들었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점을 보라고 

알려주었고 나는 그대로 따라 했다. 그런데 사실은 부채 방울을 들기 전에 먼저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를 테면 ‘무엇 때문에 오셨구나’ 하는 식이다.

내림굿 전에 본인은 조상거리를 잡았다. 음력 4월 25일 자에 조상거리 잡고 내림굿

을 하려고 했는데 그 조상거리가 내림굿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음력 4월 25일 

굿을 한 후, 나는 손님으로부터 굿을 3~4일에 한번 꼴로 의뢰받아 굿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무녀들로부터 굿을 배우기보다는 굿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

게 굿을 체득하게 되었다. 가령 신령님들을 모실 때마다 무녀나 무격이 입게 되는 의

복이 다른 데 많은 굿을 하다 보니 그 의복들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다. 

점을 칠 때는 점상을 앞에 놓고 점을 청한 이에게 “무엇 때문에 왔구나! (무엇 때문

 Ⅲ. 무병과 관련한 구체적 경험담

무병이란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는 병을 말한다. 이 병은 무녀 또는 

무격의 몸에 신이 실려 말문이 트이기 전까지 여러 형태의 병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의 경우를 보면, 먼저 6~7세 때에 증상으로 결막염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 병적으로 깊어져 눈에 피고름이 들었고 햇빛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증상을 고

치고자 안과는 물론이고 ‘삼 들었다’는 예방으로 고치고자 노력해 보기도 하였다. 그

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오랫동안 병중에 있어야 했다. 당시 나의 어머니는 처

절한 심정으로 점집을 찾게 되었고, 찾아갔던 무속인이 “정성을 드리면 나을 수 있

다”하여 어머니는 그 말에 따라 정성을 드렸는데 그 이후 눈은 완쾌가 되었다.

눈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고 나아져 얼마기간동안 안정을 찾을 때쯤, 이번에는 개가 

본인의 다리를 물어 또 오랫동안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 때에

는 신장염으로 몸이 심하게 부어서 누워도 잠들 수 없었으며, 호흡까지 힘들었다. 오

랫동안의 병환과 상황적 악재로 병은 점점 더해져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에게 “집으로 옮겨 마음이라도 편

하게 집에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나의 부모는 하는 수 없이 울면

서 아이인 나를 업고 거리로 나왔다. 집으로 향하던 중 나의 부모는 이름 모를 백색

의 노신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백색의 노신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름 모를 노신사가 

머리에는 흰색 중절모를 쓰고 있었으며 흰색 양복으로 차려입고 하얀색 구두를 신고 

있었기에 나의 기억에는 백색의 노신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백색의 노신사가 대뜸 본인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나가라 

했지요?”라고 묻더니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염천교 굴레 방다리 밑에 있는 한의원

에 가보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나의 부모는 노신사가 일러준 대로 한의원으로 향하

던 중 아버지가 멀리까지 갈 것 없이 가까운 한의원으로 향하자고 해 병원 맞은편에 

있는 큰 한의원으로 갔다.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맥을 받고는 한의사로부터 코 밑 인

중에 침을 맞았다. 이상하게도 침을 맞았음에도 피가 나오지 않고 노란 물이 나와 적

잖은 소란이 있었다. 

모든 치료를 마치고 한약 두 첩을 처방 받아 집으로 향하던 중 본인의 어머니는 당

신 자식이 ‘죽을까, 살까’하는 걱정의 마음으로 길거리에 좌판을 놓고 점을 보던 분에

게 점을 봐달라고 청하셨다. 그랬더니 그 점 보시는 분이 “빨리 집에 돌아가서 떡 쌀

을 담그시오. 떡살을 담그면 아이가 호전될 것이오.”라고 말씀해주셨다. 지체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점괘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딸자식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점을 치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집에 와서 큰 다라이에 쌀을 넣고 물을 부으시는데 내

가 방에서 마루로 뛰어내리며 “엄마, 우리 푸닥거리 할라고 그래?” 하며 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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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손님의 사례

점사를 할 때 나는 나름대로 강한 태도를 갖는다. 나를 떠보는 행동이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가라고 한다. 그

럴 때 나는 ‘손님과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하면서 손님을 보낸다. 처음에 신령님을 모

셨을 때는 내가 나이도 어리고하니 손님들이 낮, 밤도 가리지 않고 방문을 하였고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왔었다. 노점상인, 직장인, 학생, 정치인, 예술인, 사업가, 재벌 

등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온 손님들과 그들의 상담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점상은 우환이 있을 때 고민을 털어 놓고

직장인은 이직, 상사, 승진 등을 고민했고

학생은 장래의 직업, 결혼 문제를 문의하고

정치인은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예술인은 얼마나 이름이 나는지 궁금해 했고

사업가는 늘 금전적인 문제를 문의하고 계약 성사에 목을 걸고 상의를 했고

재벌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 자식 혼사문제 등.

점을 본 후 손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는 대다수가 정성을 드린다. 정성

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는 손님을 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

한 번은 2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평범한 여인이 점을 치려 오셨는데 내가 점

괘를 보고 “상복을 입어셨네. 유골은 왜 절간에 두었느냐”며 버럭 화를 내면서 유골

을 빨리 물에 띄우라고 했다. 그 손님은 놀라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절에 유골

을 모셨는데 49재 후 뿌리려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49재는 그대로 하

시고 유골은 빨리 뿌리시라”고 조언을 했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놀고 있을 사람

이 아닌데 왜 집에 계시냐’고 물으니 자신의 남편은 건설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그 손님은 ‘남편이 건설 회사를 준비해서 시작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서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내가 점사를 보니 

마지막 운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래서 회사를 해도 되겠다고 하고 당시 내가 지인으

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사업자금을 준비해해 줬다. 그후 그 손님은 입찰을 받기 위

해 정성을 드렸고 늘 모든 일을 나와 상의 하였다. 사무실 장소, 직원 채용하는 일 등

에 대해 나와 의논하였다. 정부 입찰하는 회사인데 그 후부터는 내가 숫자도 알려주

고 하면서 도움을 주었더니 날로 사업이 번창했다.  

10여 년간 그렇게 사업을 하던 중 내가 그 손님에게 사업을 처분하라고 공수를 주

었다. 손님은 지금부터 돈을 크게 벌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부부가 몇 번씩 

에 왔는지를 밝힌 후)”라고 하고 엽전을 던지고 은행을 집어 산을 보기도 하며 신당

을 쳐다보기도 한다. 점상의 옥수물을 보기도 하는 등 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

다.

 Ⅴ. 인왕산 국사당의 당주가 되기까지

내가 인왕산에 올라 말문이 터진 이후 국사당으로 뛰어 들어가 펄펄뛰니 조상이 실

리기 시작했다. 그때 국사당 고지기 어머니는 내게 소금을 뿌리며 진정하라고 하셨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갈아가며 돌아가신 조상님이 몸에 실렸다. 그 때문에 그때부

터 내 별호는 선바위 집 딸이 되었다. 당시는 나와 함께 굿 하시던 이명옥 씨가 당주

였는데 당 고지기 어머님이 몇 해 전 세상을 뜨시면서 현재 당고지기인 젊은 손자들

로 승계되었다. 이 손자들은 이명옥 씨에게 당 굿을 하지 않고 내게 당 굿을 의뢰하

면서 내가 인왕산 국사당 당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당주란 국사당

에 관련된 모든 굿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Ⅵ. 신점은 어떻게 치나

대신상을 점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신령님 전각 앞에서 대신상 위에 부채방울, 엽

전, 은행, 옥수 물을 모셔놓고 점을 본다. 우리 집 고객은 나와 전화로 약속을 하고 

온다. 약속이 정해지면 당일 아침 옥수 물을 올릴 때 전안 신령님께서 한 두 마디 해

주신다. 오늘 오시는 분은 금전이 다급하다든지, 부부가 헤어지려고 한다든지, 자식

이 속을 썩인다든지, 사람이 아프다든지,  관재구설이 들었다든지(송사, 시비) 등과 

같은 소식을 알려주신다. 손님이 오시면 일단 이렇게 일러주신 몇 마디를 전달한다. 

그 후부터는 손님이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상담

을 진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내 눈에 광기가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보통 기가 강한 어조로 정확한 말을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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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굿의 종류

대개의 경우 굿은 명칭만 다르고 열두 신령님을 청하는 굿의 절차는 같다. 예방의 

명칭만 다를 뿐이다. 예방은 액운을 없애고 복을 얻어 집안의 평화를 얻기 위한 의식

이다.

1. 굿의 종류

- 일반굿 

보통의 사람들이 가택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의식행사이다.

- 재수굿

운 맞이굿·성주굿이나 우환이 있을 때 하는 병굿 등이 있다.

- 도당굿 

본래는 마을 굿으로 동네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평화를 위한 놀이 굿으로 행하    

여졌으나 근래에 이르러 주민의 참여가 자발적이지 않고 관이 주도하는 공연     

적인 격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무굿

무녀나 무격의 신내림을 받고 대접하는 굿

- 진적굿

무녀와 무격이 모신 신들에게 잔치를 하는 굿

(참고로 본인은 신령님 모신 날 생신굿으로 진적굿을 드리는데 매년 음력 4월    

25일에 함. 가을 엔 햇곡식, 햇과일을 진상하기 위해 고사굿을 음력 10월 1일    

본인의 신당에서 새벽에 정성 드리고 국사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경까    

지 고사굿을 진행함.)

- 진오기굿 

새남·얼새남으로 구성되며 새남은 스님이 의식을 거행한 후 이튿날 만신이 굿    

을 진행한다. 얼새남은 만신이 하루 동안 굿을 한다. 이 굿은 사람이 죽어 세상    

을 뜨면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먼저 가신 조상들로 하여금 길을 

안내하게 하고 망자의 구혼천도를 위한 굿이다. 망자로 하여금 싫고 좋음을 모    

두 훌훌 털고 저승길을 잘 가시게 한다. 또한 유족들의 안녕과 마음먹은 소원을  

이루고 망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된 것에 대한 연민과 슬픔, 그에 따른 불행    

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망자를 잃은 슬픔에 벗어나 다시 활기찬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만신이 모신 신령님께 기원하는 의식이다.

(참고로 굿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우선 굿을 하기 위해 만    

신은 자신이 모신 신령님들께 굿을 의뢰한 제가집의 정성드림을 고한다. 정성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그 분들에게 말하길 ‘제가 손님께 당신이 사업을 하셔야 

만신인 제가 굿도 하고 고사치성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사업을 접으라고 할 때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다행히 그 분은 내 말을 듣고 회사를 처분했

다.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건물을 마련해 주고 그 분은 1년 후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손님은 나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매월 초하루면 정성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은 굿을 

하고 가을에는 고사를 지내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은 큰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

람들이 신점에 대해 갖는 생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무속인이나 토속신앙을 찾

는 사람들은 심금을 울리는 무속음악과 화려한 신복을 입고 춤사위를 통해 공수 받

고 지키는 것을 신중하게 받아드린다. 정성스럽고 진심이 가득하고 부모형제, 가족

을 아낄 줄 알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우리 민족의 자연 발생적

인 멋, 흥, 춤, 소리는 차원 높은 우리정서의 예술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는 것이다.

이에 비해 타종교를 믿는 분들이나 토속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신점을 

미신이라 하며 천시하는 경향이 심하다. 그러나 신점과 같은 우리의 뼛속 깊게 베어 

있는 토속신앙이 근본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국민이 우리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상담을 할 때 맞춤식 방법을 통해서 손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끌어 준다. 평범한 분들에게 재벌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이다. 평

범한 분들에게는 그 분들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린다. 삶의 희망, 살아가야 할 이유 등

에 대해이다.

한국인이 신점을 보는 이유는 직답을 원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신점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소망이 가장 큰 것 같다. 나는 여러분들

이 능력이 되면 정성(굿, 치성)을 드려서 위로 받기를 원한다. 나는 현재 인왕산 국사

당 당주이며 아직 신의 제자가 없다. 신이 정확하게 실린 사람이라면 신내림을 해주

고 뒤도 돌봐 주겠지만 신이 왔다며 ‘실렁거리는’ 사람을 제자로 받는다거나 또 신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거짓 신내림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망치고 나의 이미지도 좋지 않게 날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인연을 소중히 알

고, 길게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 여겨진다.

올해는 참으로 시끄러운 한 해인 것 같다. 이기겠다는 사람만 있고 생떼만 쓰면 된

다는 의식구조가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 많이 힘든 해운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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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굿의 세부 제차(거리)

- 신장, 대감거리 

한 부락, 한 가정, 각 길함과 흉함을 관장하시는 신장을 위한 굿이다. 재물을 관

장하며 풍성하거나 궁핍한 환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여러 대감님

들을 위한 굿이다. 신장, 대감 신령님들은 노래와 춤을 아주 좋아한다. 따라서 무

녀나 무격이 전악의 연주에 맞춰 소리를 부르며 춤을 흥겹게 잘 추면 굿을 의뢰

한 손님께 복운과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다. 음식, 음악과 소리와 춤으

로 만신이나 무격과 굿을 의뢰한 손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즐거운 기분이 들

면 신과 인간의 교감이 통한다고 한다.

- 성주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지켜주고 거주하시는 모든 가족을 보호하시는 수호신이    

성주님이다. 성주님께 무서운 화재나 홍수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고 무사함이나    

안위를 기원 드린다.

- 창부거리 

모든 신령님은 풍류소리와 가무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즐긴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 가운데 풍류를 연주하시는 신령을 창부씨라고 부르고 있다. 이 거리는 그 신    

령을 위한 거리이다.

- 뒷전거리 

앞에선 신령님을 모시고 청해서 일을 했다면 이 거리는 굿거리를 마친 후 마지막

으로 하는 거리이다. 모든 신령님께 정성 드린 것을 아뢰며 잡신, 잡귀 등이 쳐져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성 드린 후 액운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

는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뒷전거리 역시 다양하게 행한다. 여기에는 많은 재담이 

따르는데 덕담 가운데 황제 풀이 같은 것이 그것이다. 

3. 굿의 구성

정식적인 굿을 할 때에는 삼현육각을 기본으로 하여 피리 부는 사람 2 명과 해금을 

켜는 사람 1명, 대금을 부는 사람 1명이 배치되고 북치는 사람 1명이 포함된다. 이외

의 일반적인 굿은 피리, 해금, 대금 각 1명씩만 포함한다. 

- 신복 : 신령을 상징하는 의복

- 무구 : 장구·바라·징·장군칼·삼지창·신장기·부채·방울 등

- 삼현육각 : 피리·해금·대금·북 등의 악기와 이들을 연주하는 전악(악사) 

드리는 이유를 고하고 소원 성취 하시도록 모신 신령님께 청원하는 것이 무의    

식의 시작이다. 또한 굿 의식을 진행하기 전 굿 상차림을 차린 후 굿을 의뢰한    

손님이 오시기 전 주당 물림을 한다.)

- 부정거리

모든 부정스러운 것을 물리고 신령님들께 정성을 즐겁게 받으시고 제가집이 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풀리도록 기원한다.

- 가망거리(본양거리) 

크게는 한민족의 시조, 인간의 뿌리, 즉 시조에 대한 대접이며 뿌리를 내려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집안에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시댁과 친정의    

두 집의 조상님을 모두 모신다.

- 불사거리

불교를 수용해서 무교 식으로 바꾼 의식이다. 자비심으로 자손의 앞날에 건강,    

출세를 기원한다.

- 산신거리 

굿을 의뢰한 손님의 고향과 거주 지역에는 그곳을 관장하시는 산신령님이 존재    

하니 그 지역(산)의 기운으로 소원성취를 빌며 복을 바란다.

(불교의 각 사찰에서도 우리의 이런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산신령님을 모신    

산신각, 독성각이 사찰마다 건립되어있는 것을 통해 우리의 무속신앙이 뿌리가     

깊음을 알 수 있게도 한다고 여겨짐).

- 조상거리 

돌아가신 조상님을 3대조부터 차례로 모셔 생존하고 있는 자손 후손들에게 명    

과 복을 내려주시길 기원하며 가족 화합과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동기간의     

우애 등을 부탁하는 의식이다. 또는 후손 자손이 조상님들을 명복을 기원하는     

거리이기도 하다.

- 상산거리 

고려 말 충신 최영장군은 혼백이 신령화 되어 신령님을 모신 모든 만신들은 최    

영 장군님을 가장 숭앙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제 말 지 개성에 있는 덕물    

산에는 최영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의 모든 만신들은 반    

드시 개성 덕물산 장군님 사당에 참배, 치성을 드려야만 올바른 무녀나 무격으    

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영험하신 최영장군 신령님께 소원성취를 빌거나    

기원하는 의식이 상산거리이다.

(참고: 최영장군님의 상산거리가 굿의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의식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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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억에 남는 굿

1.  김영삼 정권 당시 나라에 가뭄이 깊어 기우제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9시     

뉴스에 영상으로 나온 일.

2.  1993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을 정기 학술제 [주제: 굿거리 마당]: 학생들에     

게 우리 것(무속신앙)을 잘 보여준 것.

3. 종로 인사동 4거리에서 종로 경찰서, 종로구청후원으로 한 10월 가을 축제 굿

4. 서양화가 권옥현 선생 마석 박물관 굿, 손님들이 굿을 보기위해서 많이 참석함.



Ⅰ. 사주란 무엇인가?

Ⅱ. 사주풀이 해석의 차이와 오류

Ⅲ. 사주와 전생

Ⅳ. 마무리

최 영 식 _ 동방파동 명상연구학회장

사주명리학의 이론과 실제

- 사주와 전생의 함수관계를 찾아서 -

제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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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파동 명상연구학회장

최 영 식 *

사주명리학의 이론과 실제
- 사주와 전생의 함수관계를 찾아서 -

69사주명리학의 이론과 실제

나타내고 월지(月支)는 모(母)와 제매궁(弟妹宮)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계속

해서 일간(日干)은 자신을 나타내고 일지(日支)는 처첩(妻妾)을, 시(時)의 간지와 지

지는 자식궁(子息宮)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사주학은 태어난 년(年), 월(月), 일(日), 시(時) 네 개

의 간지, 곧 사주에 근거하여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사주는 그 

안에 우주만물이 변화하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담고 있는데, 간지로 표현되는 사주의 

윗 글자에 쓰이는 천간은 다음의 10 가지인데 그 각각은 오행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것을 보면, ‘갑(甲: 木의 성질) , 을(乙: 木의 성질), 병(丙: 火의 성질), 정(丁: 火의 

성질), 무(戊: 土의 성질), 기(己: 土의 성질), 경(庚: 金의 성질), 신(辛: 金의 성질), 

임(壬: 水의 성질), 계(癸: 水의 성질)’ 등이 그것이다. 

반면 사주의 아래 글자에 쓰이는 지지는 12 가지로 이것 역시 각각 오행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것을 보면, 자(子: 水의 성질), 축(丑: 土의 성질), 인(寅: 木의 성질), 묘

(卯: 木의 성질), 진(辰: 土의 성질), 사(巳: 火의 성질), 오(午: 火의 성질), 미(米: 土

의 성질), 신(申: 金의 성질), 유(酉: 金의 성질), 술(戌: 土의 성질), 해(亥:水의 성질) 

등이다.

자연계를 이루는 목, 화, 토, 금, 수(木火土金水)의 성질을 가진 이러한 글자 안에

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 생김새, 타고난 체격, 성격, 감정,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읽어

낼 수 있고, 천간과 지지의 조화에 따라 길흉화복과 흥망성쇠까지 알아낼 수 있다. 

2. 사주로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

사주의 근본 해석 원리는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가 가진 오행의 원리에 따

라 그 기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해 사람의 운명에 대입해서 풀어내는 것이

다. 이러한 방식은 오랜 시간 연구되어 온 자연의 법칙을 여덟 글자에 그대로 옮겨 

이것을 가지고 음양오행의 이치로 풀어내는 것이다. 사주 해석에서는 어떤 사람의 사

주가 이 ‘목, 화, 토, 금, 수’ 중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 성질 가

운데에서도 어느 달(月)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시 말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를 분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생에서 운의 흐름이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행로

를 알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대운(大運)이라고 하는데 이 대운과 사주와

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삶

의 전반에 걸친 운명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을 뜻하는 일간(日干)의 글자가 나무

[木]라 했을 때, 그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를 살피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가진 주위의 환경이 어떻

 Ⅰ. 사주란 무엇인가?

1. 사주의 정의

음양학(陰陽學)의 일종인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은 천지의 변화 작용하는 기후(氣

候)를 응용하는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의 현인들이 이 이치를 심심탐구(深深探

究)하여 인생의 운명에 결부시킨 것이다. 이 학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시

작되었는데 각종 술서(術書)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

명의 지침서로 발전되어 왔다. 사주명리학은 음양오행에 근거를 두고 해석하기 때문

에 천문(天文, 자연의 이치)의 이치를 인문(人文)의 지식으로 전환하여 인간의 길흉

화복을 해석하는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사주는 말 그대로 네 개의 기둥을 말하는데 한 기둥에 각각 하늘(천간, 天干)과 땅

(지지, 地支)의 의미를 나타내는 두 글자가 있다. 이것을 풀어보면, 생년월일시의 네 

기둥이 사주라고 한다면 천간과 지지를 합한 여덟 글자를 팔자(八字)라고 한다. 각

각의 기둥에는 거기에 합당한 의미와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인 연간(年

干)은 조부(祖父) 또는 선조(先祖)를 나타내고 연지(年支)는 조모(祖母)의 조상궁(祖

上宮)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두 번째 기둥인 월간(月干)은 부모형제를 

앞문장이 누락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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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土]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문전옥답의 흙이냐, 혹은 산꼭대기의 외로운 흙이냐, 

시궁창의 흙이냐? 돌멩이가 부스러져 생긴 흙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금(金)은 그것이 갖고 있는 강하거나 약한 성질이 주위의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

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물[水]은 큰물과 작은 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사막의 오아시스냐, 홍수 때

의 물이냐, 바다에 떨어지는 빗물이냐 하는 등등의 구별을 알아야 한다. 같은 물이라

도 사막의 오아시스 물은 귀하다고 하면 홍수 때의 비는 원망스러운 것이고 바다에 

떨어지는 빗물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한 사람의 사주가 물의 성질을 가지더

라도 어떤 물로 태어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설명과 같이 다른 오행의 

기운들도 그와 비슷한 이치로 설명되어 있다. 

사주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기운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

로 상생할 수 있는가가 각각의 사주가 가진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첨언하면, 사주에서 부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

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겨울에 나무로 태어난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

람의 대운에 나타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을 보고 이 사람이 잘 살지 힘들게 

살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살펴볼 부분은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행년(行年)이나 대운(代運)에 

물이 있는지, 혹은 태양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것은 팔자의 여덟 

글자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당신에게 

00이 부족하니 00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고 또 넘치는 것이 

있으면 ‘00이 너무 많아 균형이 깨어지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다른 것으로 상

쇠를 시켜야합니다.’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사주의 구성은 원래 타고날 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기 위한 노력하는가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좋은 사주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좋고 아름답듯이 사주팔자 역시 조화가 

중요하다. 사주팔자와 비슷한 여덟 글자의 구성은 서양의 음계(音階)에서도 볼 수 있

는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의 여덟 개의 음이 편협하지 않고 (한 곳에 치우

치지 않고) 잘 어우러져야 아름답고 듣기 좋은 화음을 통해 감동을 주는 음악이 되는 

것처럼, 사주도 어떤 형태의 구조적 균형을 가지고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

하다.

다시 말해 여덟 개의 음계가 조화롭게 잘 조합되면 좋은 음악이 되는 것처럼, 네 기

둥을 가진 여덟 글자가 조화롭고 균형이 잘 짜여 있으면 좋은 사주팔자(운명)를 가졌

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봄에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

[착근, 着根] 나무의 줄기와 잎이 돋고 자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나

무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태양[병화, 丙火]의 에너지와 물[계수, 癸水]이 

필요하다. 반면 여름의 나무는 꽃은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축적한다. 

그리고 가을 나무는 열매를 맺고 씨를 영글게 하여 수확을 땅에 안겨준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금(金)의 기운을 가진 도구(경신금. 庚辛金)가 필요하다. 한편 

겨울나무는 비록 그 형상이 춥고 외롭게 보여도 다음 해에 새로운 싹을 피울 필요한 

양기(陽氣)의 기운[화, 火]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래서 겨울나무에 필요한 

것은 물보다는 따뜻한 기운이다. 이 기운은 나무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

운 겨울에 태어난 나무라도 그 나무의 인생행로(대운)가 봄으로 간다면 그 나무도 꽃

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주학에서는 개인의 운명을 말할 때 타고난 팔자도 중요하지만 그 팔자가 

지나가는 운로(運路)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이치로는 그 전체를 관찰해서 설명하는 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우선 “나는 어떤 성질을 갖고 태어났느냐? 즉, 나무냐, 불이

냐, 흙이냐, 금이냐, 물이냐?”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언제 태어

났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나무의 기운을 갖고 태

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그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언제 태어났느냐가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보자.

춘목(春木)인 ‘봄나무’는 뿌리를 열심히 내려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

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여름 나무인 하목(夏木)은 무성한 잎과 꽃을 피우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는 노력형이고, 가을에 태어난 추목(秋木)은 열매가 많아서 결

실과 완성의 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겨울나무인 동목(冬木)은 비록 외롭고 추운 계

절에서 시작하지만, 인내의 계절인 겨울 동토에서 봄을 준비하는 인내와 끈기를 가진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불(화, 火)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불[火]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를 보

면, 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큰 불(병화, 丙火)과 작은 불(정화, 

丁火)이 그것인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과 관계된다. 여기서 태양은 큰 

불이고 달과 별은 작은 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큰 불인 태양의 사주라고 해

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태양이라 해도 한 겨울의 태양은 아무리 비춰도 힘이 약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 여름의 태양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 그러나 무조건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강약의 균등, 즉 강한 것을 견제하고 약한 것을 보완하는 힘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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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도덕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작금의 성도덕은 날로 질서의 일탈이 심해져 가는데, 만약 부모가 자기 자식이 좋

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부모들은 평소보다 좀 더 진실 되고 

성숙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4. 사주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사주를 보면 궁합도 알 수 있고 진로적성, 흥망성쇠, 희로애락, 성격, 주변인과의 

관계, 질병, 자식운, 전생, 빙의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알 수 있다. 사주는 여덟 글자 

속에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생, 질병, 건강, 삶의 행복과 불행에 관계되는 인간

의 모든 것을 축약하고 있다. 

사주에는 조상궁, 부모궁, 부부궁, 자식궁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생과 내생이 다 들

어있다. 사주를 볼 때 종종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보

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를 아우르면 굉장히 많은 운명적 역학관계, 함수, 메커니

즘 등이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고 추우면 따뜻한 것을 찾듯이 사주론에 의하면 우리는 입는 

옷도 조심스럽게 입어야한다. 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추운 색깔을 피하고 따뜻한 

붉은 색깔의 옷을 입어야하며, 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시원한 옷(물빛이 나는 검정

색 옷 등)을 입어야 좋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자세

로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주에는 오장육부의 상태도 나타난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병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미용실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사주를 보러 왔다. 그 여성은 자신이 건강한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주를 보니 자궁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권유했다. 여성은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자궁 암 초기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다행히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었다. 자궁암에 대한 예방이 전혀 없던 때였는데(20년 전) 사주를 보

고 도움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주를 통해 운의 흐름이 갖고 있는 부정성과 긍정성을 관찰할 수 

있고 어떤 자식을 둘 것인가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고 

합혼(合婚)의 결정을 내리는데 큰 인륜지 대사를 지낼 때 사주를 보는 것에는 매우 흥

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팔자대로 산다. 우리 일상의 

행동 범위에는 사주팔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주팔자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사.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 좋은 환경을 가진 부모 몸을 선택

하여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부모를 만나게 되

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본래의 이치와 맞지 않는다(우리는 모두 행

복을 바라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사주팔자의 원리는 그 사람의 전생의 삶에

서 비롯된 어떤 영적 프로그램에 의해 채점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전생에서 남

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살았던 착한 사람이 가진 좋은 에너지

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어떤 영적 보너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좋은 에너지가 바로 좋은 사주팔자를 만드는 원

료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때 생에서 행한 잘못된 

행위(카르마)를 교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나쁜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 고단하고 힘

든 삶을 살아가면서 전생에서 행했던 행위의 결과를 교정(고통)하고 수정(불행)하면

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주팔자란 한마디로 영적 네트워크의 총집합체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그 속에는 자연계의 모든 이치(생로병사, 흥망성쇠, 길흉화복)가 총망

라되어 있으며 전생의 모든 교훈적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주팔자

는 통계학적으로 관찰되어 온 제도권의 학문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영

(靈)’적 학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이라는 실체에 대해서는 많은 시대에 걸쳐 그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나 이론

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하나의 설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원래 인간은 혼체(상위자아체)와 육체(하위자아체)가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주팔자는 혼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이 경험해야 

하는 영적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 영적 프로그램[천문, 天文]과 사주팔자[인문, 人文]

는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질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주란 

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영역을 형이하

학적으로 인간의 문자로 표현한 것이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사주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다른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다

시피 기존의 사주팔자는 태어날 때의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원

리는 출산의 시기를 그 사람의 사주팔자로 정하여 그 사람이 가진 운명론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원래의 사주팔자는 태어날 때가 아닌, 

부모가 합궁하여 잉태하는 순간의 날짜[년월일]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 이것은 해당자가 어머니의 자궁에 입태(入胎)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삼아 

사주를 삼는 원리이다. 만약 사주의 정의를 앞에서 설명한 출산의 시점으로 정하지 

않고 뒤에 설명한 입태설의 근거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의식인 성에 대한 

한다사.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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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팔자도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변한다. 사주팔자도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몸이 통통하고 큰 여자가 미인이었다면, 지금

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작은 여자를 미인으로 생각하듯이 같은 사주라도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2. 사주 해석 범위의 차이

우리 모두가 사주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사주를 모르는 사람이 상담하면 

강론을 그냥 읽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를 너무 고리타분하고 뻔한 이야기이거

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주를 좁게 해석하면 틀리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예를 들어보자. 최고의 사주명리학자들이 가정법원에서 이혼한 1

만 명의 이혼 부부의 궁합을 본 결과 80%는 행복할 것이다, 잘 맞는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틀린 것이다. 이들 부부는 모두 이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다. 이런 것이 사주학의 결점이고 허점이라 할 수 있다. 

사주를 단순하게 통계학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두 사람

이 왜 삶이 다른가?’와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주를 너무 편협하

게 본 것이다. 사주를 볼 때에는 그 개인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근본원리를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려면 부모의 운, 형제의 운, 조상의 운을 

다 포함해서 살펴야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사자 것만 보면 그 사람

의 명을 10~15% 정도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

래 사주를 보려면 이처럼 그 사람 가족이라든가 주변 전체를 다 보아야하는데, 우리

에게는 그만한 인내심도 없을뿐더러 그런 관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3. 끊임없이 바뀌는 사주

사주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해석하는 때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서도 변하지만, 사주 자체가 끊임없이 바뀌기도 한다. 우리는 사주가 한 번 정해지면 

죽을 때 까지 바뀌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주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보다도 더 예민한 하나의 체(體)다. 사주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실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주의 눈치를 보아

야한다는 것이다. 사주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사주는 정립이 잘 안 된다. 의

사처럼 정확한 이론과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당신은 감기에 걸렸으니 고치려면 어

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이른바 사주 전문가들이 각

각의 해석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게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신뢰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5. 사주의 예외적 풀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나 예술가와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그런데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민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 사주가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이 다른 것일까? 그래서 혹자는 이 점을 들어 사주팔자가 틀렸다고, 혹은 미신이라

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예단할 일은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쌍

둥이는 사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주의 흐름을 반대로 잡는다. 즉 한 명은 순행

하는 정(正)으로 보고 다른 한 명은 정 반대로 진행하는 반(反)으로 본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학문적인 규칙이다. 우리가 알

고 있는 쌍둥이 연예인이나 주변의 쌍둥이를 보면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삶의 

방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갖는 둘의 만족도는 상당히 다르다.

 Ⅱ. 사주풀이 해석의 차이와 오류 

1. 사주 해석에 따른 차이

사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

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에게 음식장사, 술장사를 하라고 해석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가능할 것이다.

사주학은 크게 ‘격국론’과 ‘용신론’과 ‘조후론’을 가지고 풀이하는데, 풀이하는 사람

에 따라 사주해석과 설명이 다를 수 있다. 그 차이는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영

적 내공에 의해서 생긴다. 상담자가 영적인 능력이 높을수록 더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사주가 가지고 있는 영적메시지는 무궁하고 광범위한데 오늘날의 사주학은 인간

의 길흉화복에 대해서만 살피기 때문에 사주의 진정한 의미가 많이 축소되고 쪼그

라들었다. 사주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우주의 자연의 법칙, 우주의 섭리가 들어 있는

데, 보통의 사주 상담가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타고났느냐하는 것에 대

해서만 본다. 그러나 사주의 원리 안에는 아주 큰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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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팔자는 전생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성적표로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이 성적표가 태어날 때 사주팔자로 표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전생에 물질적으로 잘 살았을 때 오만하거나 교만해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

다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전생의 오만하고 교만했던 삶을 

정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사주로 태어났어도 삶이 다른 이유는, 사주 이외의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른 영향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연

구하고 관찰해 본 결과, 사주를 이루는 원리의 구성을 알게 되었고 그 원리의 구성이 

전생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든 사주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가는 결국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다. 이처럼 사주를 보면 전생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주

는 전생의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 관찰하면 그 이치를 알듯이 사

주를 보면 전생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생 이론이 사주학 이론보다 훨씬 앞선 것이

고, 사주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전생을 보고 그것을 풀어내어야 한다. 사람

들은 전생까지 풀어내면 매우 놀라워한다.

사주의 원리를 따져보면 전생이라는 영적 차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카르

마[업, 業]는 사주를 가장 적극적으로 문자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주

팔자 안에는 카르마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전생 사례와 현실에 나타나는 전생의 흔적들

전생론의 구체적인 예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조선의 

태종은 치세는 잘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 그 대

가를 치러야 한다. 어떤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4대손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업보를 

받는다고 한다. 만일 이 이론을 따른다면 태종은 자신의 사대손인 단종으로 태어나 

죄가를 받은 것이 된다. 

외국의 예도 들어보자. 최근 프랑스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성 안에

서 많은 양의 금화를 찾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프랑스에서 금화를 지폐로 

바꾸던 시기에 한 백작이 금화는 가치가 있지만 지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금화를 

전부 자기 성의 지하에 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

은 바로 그 백작의 4대 손자였다. 본인이 4대 자손으로 환생해 그 금화를 발견한 것

이다. 이렇게 보면 자기 것을 자기가 찾아낸 것이 된다.

또 많은 공포증도 전생의 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고소공포증이 심하다거

나, 붉은색을 보면 미친 듯이 두려워하는 것 따위가 그것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전생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공포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이 절

 Ⅲ. 사주와 전생

앞에서 필자는 사주란 전생의 성적표라 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전생을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 우리는 전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과 전생

이 사주와 갖는 관계에 대해 볼 것이다. 

1. 전생이란 무엇인가?

전생은 쉽게 말해 전에 살았던 삶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생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괄목할 것은 의사가 치료법을 알 수 없는 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생을 동원한 것이다. 질병의 원인을 찾다보니 그것이 전생에

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전생에 특정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현생에 이

런 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알아낸 것이다. 이처럼 해

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나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2. 사주팔자는 전생의 성적표이다.

사주학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고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알

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사주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잘 모른다. 나는 사주

란 “전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전생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생은 나

의 어제이다!’라는 것이다. 이것과 사주를 연관해서 설명해보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

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의 흔적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전생이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사주보다 훨씬 넓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생

을 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생은 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생 점

(占)’이라고 하지 ‘전생학(學)’이라고 하지 않는 데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예수도 전생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기독교에서 전생을 부정하게 된 

것은, 내 생각에, 기원후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

가 생각하기를, 만일 환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번 생에 구제를 받지 못했

을 경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번 생에 극단적으로 매달려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막기 위해 그는 정치 이념적

으로 전생이 없다는 교리를 만든 것 같다. 이번 생만 존재한다면 이 생에 하느님을 

따르면 영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

에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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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왜 윤회 혹은 환생을 하는가?

불교에서는 윤회와 환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

리가 어제 못한 것은 오늘 다시 그에 대한 교정과 보완과 수정을 해야 한다. 전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교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일이 있다

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왜 아픈지, 왜 행복한지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데 사실 그것들

은 원래 다 하나이다. 잘 살 때 인색하고 베풀지 않았다면 다음 생에는 가난하게 태

어나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균형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

이나 운명에서 질서라는 것은 시소와 같아서 교정과 보안과 같은 역할을 하지 권선징

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를 쓴 다음에도 교정을 하고 보완과 수정을 가

하듯이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기회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나무에 잎이 무성해서 피고 지다보면 나무줄기나 뿌리가 건강해진다. 인류는 지구

라는 행성의 나무에 매달려있는 잎사귀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진화는 

지구의 진화라 할 수 있다. 지구의 진화는 태양계의 진화이고 태양계의 진화는 은하

계의 진화이고 우주의 진화이다. 따라서 인간의 진화는 우주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거대한 목표는 결국 하나인 것이다.

전생론에 따르면 어제 우리가 집을 짓다가 말았으면 오늘 그 집을 다시 지어야하

고, 어제 밭을 일구면서 씨를 뿌렸으면 이번에는 그것을 가꾸어야하고 수확해야한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윤곽이 분명한 체계를 제시한 것이 사

주팔자 명리학이다. 

전생론에서 보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결국 그것이 모여서 큰 부자가 되고 원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못사는 사람은 그만큼 삶에 대한 경

험을 쌓는 것이 되고 잘 사는 사람은 그걸 나누고 베푸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람

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심심풀이나 재미로

만 사주를 보니 이 작금의 현실에서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대 무의식의 영역에 잠재되어 있다가 의식의 세계로 나와 발현된 것이다. 내가 보기

에 전생의 삶은 이 생의 삶에 너무 많이 개입되어있다.

또 동성애는 왜 생기는가? 너무 사랑했던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다

음 생에 동성으로 태어나서 만나면 동성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

한 예로 성 정체성의 혼란도 전생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전생에 어떤 사

람이 남자로 살다가 너무 큰 불이익을 당했다. 예를 들어 거세를 당하거나 전쟁에 나

가서 비참하게 죽는 등 남자로서의 삶이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경우 그 영혼은 죽을 때 

다시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간절하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했는데 어떤 습력에 의해 다시 남자로 태어났다. 이런 경우 그

는 자신이 남자라는 10%의 의식과 자신이 남자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는 90%의 무

의식 사이에서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 그의 무의식은 남자인 것을 부정하고 

여자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 성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주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전생의 흔적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치가 떨리도록 싫

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지 않으려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기는 싫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 나를 너무 싫어한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흔히 구전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그 시어머니는 내 과거 생에

서 지금의 남편과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였을 것이다. 그 기억이 현재 무의식에 남

아 이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내 남자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아들이 내 남자이었는데 결혼하니까 다른 여자랑 희희덕거리고 

자식 낳고 사는 것을 보니까 무의식이 분노하는 것이다. 고부간 갈등을 이렇게 해석

할 수도 있다.

업보의 탕감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왜 부모가 자신을 

버렸고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의 전생을 조사해보니 그가 

전생에 아이를 버렸고 버려진 그 아이가 고아로서 힘들 삶을 살았다. 그 때문에 그는 

이번 생에서 자신이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체험하

는 것이다. 이런 탕감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경

루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보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먼저 자

신의 아이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번 생에서는 반대로 버림을 당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론이다. 이

런 사람들은 사주에 부모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온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궁

이 피폐한 돌산으로 나온다. 따라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풀이 자랄 수 없다. 이 사

람은 부모가 왜 나를 버렸는가를 원망하지 말고 그런 부모를 선택한 영적 자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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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나중에 다시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누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그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영적 학문에 근거하여 설명해 보면, 나누는 사

람은 (다음 생을 갖고 태어날) 좋은 사주를 준비할 수 있고, 욕심을 가지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 앞으로 교정과 정화의 기회를 위해 나쁜 사주팔자를 자기 스스로 준비하

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누고 베풀지 못하면 집착이 되어

서 귀신이 된다. 반대로 나누면 편안하다).

경제력과 행복지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왜일까? 많이 가진 것은 나누라는 이야기이

기 때문이다. 삶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좋은 사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깊은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때는 다음 생을 기약할 정도의 인내를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이런 것들은 운명론적으로 이미 

사주팔자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운명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생론과 사주학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사주나 운명을 내 것

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과 용기와 의지를 갖고 삶을 대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물은 오물과 같아서 버린 것은 비료가 되지만 끌어안으면 오물

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치로 보면 사주팔자는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있게 삶을 살라고 

준 하나의 계시표이고, 그 계시표는 전생의 삶에서 비롯된 성적표라 할 수 있다.

 Ⅳ. 마무리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이 믿고 의지하고 삶에 참고

했던 이 사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주는 긍정적으로 쓰면 약이 되고 부정

하게 쓰면 독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사주학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참고할 것이고, 

얼마나 유익하게 잘 응용하여 우리의 삶에 도입해 잘 살아나갈 것인가와 같은 데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좋고 나쁜 곳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는데 사주보

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주를 봤을 때 ‘지혜가 부족하다, 인복이 없

다, 불이 부족해서 붉은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자신의 부족한 것이 나오면 

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러한 사주팔자를 참고로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학문화시킨 것이 

사주학이다. 내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와 같은 것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것을 너무 

운명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지

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이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지 

의미를 깨달으면 그 가난한 것이 결코 불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돈이 많은 사

람이 행복할 것 같아도 굉장히 그 속은 불행할 수 있다. 

건강하면서 죄를 지어서 평생 감옥살이를 하는 무기수나, 어떤 재벌 회장처럼 돈은 

많지만 몸이 아픈 사람, 둘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

면 자기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지만, 무기수는 자기가 가장 가난하게 살더라도 감옥

에 갇히지 않고 나가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이라고 말한다. 

내가 최고의 밍크코트를 가지고 있어봤자 날씨가 더운 하와이에서는 소용이 없고,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있어봤자 산길이나 비포장도로만 있다면 의미가 없다. 이 이야

기의 뜻은 지금의 가치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이럴 경우 소용없는 밍크코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알래스카에 있는 필

요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 낫다. 

돈을 몇 조씩 갖고 있는 재벌이라도 불행한 경우가 많다. 왜 일까? 돈이 많다고 해

서 하루 열 끼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우리와 똑같이 하루 세 끼밖에는 먹지 못한

다. 이런 재벌들이 불행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데 그들은 

나누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넘치는 것은 나누는 것이 가장 자기 자

신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것은 미

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씨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나누면 결국 자기가 나중에 다시 갖는다. 그런데 우리는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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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문화국가연구소장. 중앙일보 문화전문객원기자. 밀리언샐러 『소설 풍수』, 『바이칼』,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붓다의 십자가』, 『현장 인문

학』 등 다수의 소설과 인문서가 있다.

“주로 어떤 때 점을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신년운세” 비율이 57.8%로 가장 높았

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점을 보는 것은 일종의 세시풍속이었던 전통이 여전히 이어

지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선조들은 양기(陽氣)가 처음 동하는 동짓날 새벽에 한 해

의 운수를 주역(周易) 괘(卦)를 뽑아보아 점치는 풍속이 있었다. 이런 주역 점은 양반 

지식인층이 선호했고 서민층에서는 신년 연초에 토정비결 보는 걸 즐겼다.

“점의 결과를 믿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답변은 22.6%로 대체로 낮았다. 나머

지 77.4%는 “점의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궁합을 본 경험이 있거나 볼 계획이 있는가?”에는 26.5%가 “있다”고 답했다. 그

럼 “궁합의 결과를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23.4%였고 “아니다”가 

70.6%로 월등히 높았다. 이에 “궁합이 나쁘다고 하면 결혼을 재고하겠는가”를 물으

니, “그렇다”고 한 답변은 15.6%로 아주 적었다. 

 
점을 친 경험

성비

이념

직업

안 본 사람 61.7

여성 45.9

중도 37.4

보수 38.8

블루칼라 30.2

자영업 41

본 사람 38.3

남성 30.5

진보 40

가사 47.2

화이트칼라 42.5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사주나 궁합 모두에서 신뢰도가 20%를 약간 웃돌았다. 오

늘날 우리 한국인들은 사주나 궁합 같은 점을 그리 신뢰하지는 않고 흥밋거리나 심심

풀이 정도로 여김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화이트칼라’가 점을 더 많이 본다는 사실이었다. 블루칼라가 30.2%

인데 비해, 화이트칼라는 42.5%나 되었다. 학력이 높으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서 점을 멀리할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을 깨는 뜻밖의 결과였다. 화이트칼

라가 블루칼라보다 무려 40%나 높았다. 이처럼 지식인이 점을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것은 지식의 양이나 과학적 근거가 점을 멀리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정밀한 사회학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

지만, <점이냐, 과학이냐>라는 주제가 애초 잘못 설정된 것일 수도 있어 시사적이다. 

과학과 점은 양자택일 사항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

는 여지를 남긴다. 

 Ⅰ. 점술 현장 탐사

1. ‘점을 친 경험과 신뢰도’ 여론조사 

문화국가연구소는 2014년 <한국문화대탐사>를 기획하고 한국문화 전반에 걸친 현

장취재를 했다. 중앙일보 중앙SUNDAY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했다. 그해 2월, ‘점’을 다루면서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는 ‘점’을 주

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점을 쳐본 경험과 그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인문학적 

조사였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

무선 전화 인터뷰 형식이었다. 아마 점에 관한 공식적인 여론조사로는 가장 최근의 

일일 것이다.

응답자의 38.9%가 사주나 관상, 주역점 등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

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1991년 19.6%, 95년 16.5%, 96년 18%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비율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45.9%, 남성은 30.5%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점을 더 선호한

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직업별로 가사, 곧 주부의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여성

의 점보는 비율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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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 최수진 이사장2)의 푸념이다. 

작명이나 개명업계, 풍수업계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방송출연도 하는 역술가 전

우주 씨는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손님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주나 풍수도 봐주

는데 마찬가지로 점점 손님이 줍니다.”  

인간문화재 무속인 김금화(85) 씨는 “5~6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 희망자가 많이 늘

어 여기저기 깃발이 펄럭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같지가 않아요. 생활이 어려워져 

파출부로 일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더군요.”라며 점점 좁아져가는 입지를 안타

까워했다.

“제대로 된 무당은 카운슬러예요. 무당은 굿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평화롭게 다

독이고,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며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떨 땐 의사보다 더 의사 같

은 역할을 하고 인정받을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바르게 믿고 나쁜 짓하거나 욕심

내지 말아야 해요. 욕심은 화를 부르고 그 화는 더 큰 화를 부르니까요.”   

무속인의 자질로 도덕성을 꼽는 김금화 씨는 과연 큰 무당의 면모를 갖췄다. 돈이 

되면 상대편에게 해가 될 주술까지도 서슴지 않는 무당의 모습을 김 씨는 단호히 거

부한다. 그에게 굿은 영험과 힐링의 도구요, 축제의 매개체다.

14세에 신이 내린 뒤 70년 넘게 만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점을 쳐서 맞혔던 경험을 

물었다. 여러 번이지만 백일몽(白日夢)에 대한 신통함을 꼽았다. 1972년, 벌건 대낮

에 물에 빠져죽은 한 노인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예사롭지 않아서 꿈에서 나온 

장소를 가보았다. 마포구 망원동 한강변에서 익사한 노인의 주검을 찾아냈다. 이처럼 

김 씨는 선몽(先夢)을 통해 점을 치는 예가 많았다. 

인간문화재 무속인인 

김금화씨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은 여전히 점을 본다. 불안한 앞날의 미리 알아보고 싶은 본

능이 발동해서다. 그것은 종교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원적인 경향성인지도 모른

다. 동서양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아우구란스(homo augurans)’, 곧 ‘점

치는 인간’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현대과학은 점을 부인하지만, 인류사에서 점은 늘 인간과 함께 해왔다. 한국인에게 

점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코드다. 최치원이 정리한 한국인의 문화코드 풍류(風流), 

곧 ‘현묘지도(玄妙之道)’도 합리보다 직관에 가깝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AI시대에도 

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선 운세 시장의 풍경부터 알아보자.

2. 운세 시장 속으로1)

운세 시장은 그 성격상 지극히 음성적이다. 따라서 업소의 수효나 매출규모를 정

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직업인 

역술가보다 동호인 수준에 머물며 은밀하게 점집을 운영하는 이들이 더 많을 거라는 

게 통념이다. 운세 시장에는 흔히 ‘1997년 종사자 40만 명에 매출액 1조4000억원, 

2007년 55만 명에 4조원’이라는 추정치가 나돈다.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

통계청 자료를 보자. 통계청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

만 3천 314곳, 2013년 1만 2천 699곳, 2014년 1만 2천 290곳으로 업체수가 점차 줄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폐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체의 총 매출액은 3천억 원을 넘지 않는다. 운세 시장의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규모를 10배로 쳐야 3조 원가량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운세 시장이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보다 불

안이 가중된 데다 인터넷 점 사이트가 늘어 접근이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경기의 악화로 운세 시장이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추세다. 대개 불황일

수록 운세 시장은 호황인 경우가 많았는데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운세 시장마저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 무속점(巫俗占)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역대 최악의 불황입니다. 경기가 어

려워져 돈이 없는 이들은 없어서 안보고, 있는 이들은 돈을 아끼느라고 안 보지요. 

점이나 굿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파출부나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무

속인들이 많습니다.”

1) 2014년에 취재한 내용 가운데서 연도는 현재로 소급해서 반영하기로 한다. 2) 2016년 3월 작고

 전우주 작명소 전우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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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구돈(雙化狗豚) 북문북두(北門北斗) 만월지식(滿月之食)  

2016~17년, 혹은 2018~2019년 사이에 궁궐 우두머리(대통령)의 권력이 달이 차

면 기울 듯이 사라진다.4) 

<2016년 대한민국 국운>

분간거냉(匪頒去冷): 왕이 여러 신하에게 봉록을 나눠주고 냉랭함을 없앤다.

창창임타(倡倡任他): 여자광대들이 거리낌 없이 춤춘다.

저양촉번(羝羊觸藩):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 받는다. 

취인쟁정(聚人爭政):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다툰다.

진려유사(震厲有事): 우레(진동)가 위태로우니 변고가 있다.5)

위 인용문 『송하비결』의 한 대목은 요즘 한국의 위태로운 정국을 암시하고 있다. 

2017년 12월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해이므로 권력이 기우는 건 너무도 당

연하여 주목할 게 못된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의 경우는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 

더구나 2016년 올해에 권력이 기운다는 건 단순한 레임덕을 일컫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씨는 『예언』에서 2016년의 국운을 보다 구체적으로 되짚는다. 우레가 진동

하여 변고가 생김은 경주 지진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국운을 보는 점사(占辭)에서 

여자광대들이 추는 춤은 국정농단이다.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 받는 건 국민의 질타

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공격함은 광화문과 서울광장에 100만 여명이 모여 하야

를 외치는 시위라고 해석된다. 

최근 김 씨에게 2016년 국운을 그렇게 푼 근거를 다시 물었다. 점을 쳐 얻은 뇌천

대장(雷天大壯     )괘 3효와 진위뢰(震爲雷     )괘 5효에 대한 풀이라고 했다. 같은 괘

를 얻었더라도 효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푸는 데는 그만의 비결이 있다. 오랜 경험

과 통계치, 나름의 직관이 있어야 적중률이 높다. 

2003년 국내 모 철강회사 임원이 김 씨를 급히 찾았다. 

“중요 장비 이상으로 하루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점검해 

봐도 안 되고, 검찰이 수사해도 오리무중이랍니다.”

점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역周易』이다. 흔히 『주역』은 동양 13경

의 대두뇌처(大頭腦處)라 하고 동양 최고 경전으로 친다. 오랜 옛날에 점서로 출발했

지만 주나라를 거쳐 춘추시대 공자 때에 이르러 십익(十翼)3)을 달게 되면서부터 윤리

와 철학서로 변모했다. 수시변역이종도(隋時變易以從道)라 하여 변화하는 만물의 이

치 가운데서 끊임없이 중도의 가치를 찾아가는 득중(得中)을 미덕으로 삼는다. 궁·

변·통·구(窮變通久), 곧 궁하면 변하고, 변하고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만고의 

이치로 미래를 예지할 수 있다는 최초의 인문서가 탄생한 것이다. 역은 말한다. 운명

을 알기 전에 먼저 중용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서예가 여태명 교수의 전서체 窮變通久(궁변통구) 휘호

원주에 사는 역학자 백오(白烏) 김성욱(52) 씨는 화제의 예언서『송하비결(松下秘

訣)』(2003)과 『예언』(2013)의 저자다. 김 씨는 주역에 밝아 강호의 역학자로 꼽힌다. 

김 씨는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사히 퇴임할 수 있을지 걱정된

다고 했다. 그는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등 세 후보가 대결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 훨씬 이전에 박근혜 당선을 예언한 바 있다.

3) <상전> <계사전><설계전><잡계전> 같이 경문에 대한 열 가지 해설. 

4) 『송하비결』(2003)

5) 『예언』(2013)

역학자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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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팔자를 들러봤다. 20대 손님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점을 재미로 봤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진학과 취업문제, 연애 문

제 같은 나름의 무거운 고민과 걱정 때문에 점집을 찾았다. 

서울 미아리 고개 옆 점집들

20대 남성 K씨도 심심하면 인터넷 점을 보고 꿈 해몽도 한다. 습관적으로 점에 의

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적중률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묻고 그때그때 

위안을 받으면 그만이죠 뭐.”

자신의 운명을 엿보는 정서가 참 심플하다. 점에 대해 아주 개방적인 젊은이들의 

새 풍속도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4년 점치는 20대 젊은이 비

율(29.6%)이 30대 이상보다는 적지만 1997년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많다. 

김만태 교수는 “20~30대는 점에 대해 솔직하다”고 말했다. 주선희 교수도 “관상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고 이를 공부하는 20대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금화씨도 

“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젊은이는 는다”고 했다. 

김씨는 주역 괘를 뽑았다. 뇌수해(雷水解    )괘 상육(上六)이 나왔다. ‘공(公)이 새

매를 높은 담 위에서 쏘아 잡으니 불리한 일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높은 담장 위’를 

CCTV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매에 해당하는 내부자를 살펴보라고 했다. 회사는 의심

되는 장비를 집중 감시해 10여 일 만에 범인을 잡았다. 과연 내부자 소행이었다. 

관상은 운세를 가장 빨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역술이다. 작고한 지창룡6) 선생은 

생전에 명관상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동대문운동장 옆에 있던 2층 사무실에서건, 

날이 저물면 지인들을 데리고 찾곤 했던 인사동 요릿집에서건 눈에 띄는 대로 관상을 

봐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아놓게 만들기로 유명했다. 

얼굴로 읽어낸 기구한 팔자타령에 대부분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그도 관상으로 미

래를 읽어내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함께 아는 지인들의 얼굴을 보고 미래를 점쳤

는데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대의 명인은 떠나고 없지만, 품속에 쌍권총을 지니고 다니며 

아낌없이 총알을 쏘았던 기행은 오래도록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그는 양복 주머니에 

지갑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에라도 흔쾌히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덕행으로 삼

았다. 

원광디지털대학 얼굴경영학과 주선희 교수는 관상을 ‘얼굴경영학’으로 센스 있게 

재해석한 전문가로 통한다.  

주 교수는 “관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여성의 광대뼈가 크면 팔자가 드센 과부상, 남편 잡아먹게 생긴 여

자라고 꺼려했지만 요즘은 대기업 사모님 상이라는 것이다. ‘물기가 촉촉한 눈’도 전

에는 도화기(색기)가 있는 걸로 봐서 피했지만 요즘은 감성적 눈으로 좋게 해석하는 

게 그 예라고 한다. 

외모지상주의는 성형열풍을 나았다. 취업을 위해, 보다 나은 결혼상대를 만나기 위

해, 혹은 예뻐지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국 사람들은 기꺼이 얼굴에 칼을 대는 풍

토다. 외신들은 그런 한국을 성형공화국이라고 놀린다.   

3. 현장 스케치

중앙일보기자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 문화국가연구소 연구원들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은 서울 미아리 고개와 종각, 종로3가, 압구정 일대의 사주 카페와 노점 

6)  1922~1999년, 명관상, 국풍 대접을 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학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와 역술인회의를 창립하고 오랫동안 이끌며 역술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힘썼

다. 『소설 풍수』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로, 취재와 집필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얼굴경영학 전문가 주선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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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는 도덕적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도둑질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점을 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김 교수의 ‘도덕적 제어장치 부재론’은 이른바 혹세무민하는 점의 부정적인 면을 상

기시킨다. 역술가에게 사회통념이나 평균치 이상의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도 없

는 노릇이다. 고객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최순실 일가의 전폭적인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패닉상태다. 아직 정확히 확

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여러 무당들을 제압하는 큰무당 기

질을 지녔고, 두 부녀가 70년대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한다. 그간 숱한 예언을 했는데 ‘여왕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쨌든 성공한 셈이고, 최

순실의 아이디어로 몇 년 안에 온다는 ‘통일대박론’은 국가 리더십이 공공연하게 천

명한 바가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들어맞아 몇 년 안에 정말 통

일대박이 나는 건 아닐까, 은근히 기대하는 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일찍이 공자는 『백서주역(帛書周易』 요편(要篇)에서 “100번 점을 쳐서 70번이 맞았

다”고 했다. 그만큼 맞으니까 점을 치라는 게 아니다. 공자의 확률이 70%였으면 다

른 이들은 더 형편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자로편(子路篇)에서 “사람이 

늘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 『주역』의 뇌풍항(雷風恒)괘에 

이르길, 그 덕성에 중심이 없는 이가 점을 치면 욕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 점을 치지 

않아야 하는 거다”7) 고 가르친다. 점을 통해서 덕성을 기르고 정의를 실천하기를 바

랐던 것이다. 

굳이 점을 치지 않고도 지난 30년간 미국 선거결과를 무려 아홉 번이나 연거푸 족

집게처럼 맞춰온 교수가 있다. 미국 아메리칸대 앨런 릭트먼 교수다. 그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해서 적중했다. 

그가 의지한 건, 주역이나 사주, 관상 같은 신통한 예지력이 아니라 과학적 예측기

법과 역사적 통찰력이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선 결과와 선거 환경을 분석, 집권

당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핵심 요소로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1860년부터 1980년 사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13개 명제8)를 만들었

던 것이다. 그에 대한 ‘거짓’ 답이 6개 이상이면 선거 당시 집권당이 재집권에 실패한

다고 본다. 이들 명제 중 ‘거짓’ 판정이 많을수록 집권당의 안정성이 훼손된 상태여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노천 점집

강남의 열성 엄마들은 일찍부터 자녀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 예가 

많다. 유학을 다녀오거나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추세다보

니, 사주상담을 통해 미리 운세를 알아보는 신 풍속도가 펼쳐진다. 

이 문명한 세상에 강남 사는 사모님이 어떻게 자신의 2세가 가야할 길을 점쟁이에

게 묻겠는가? 그래서 역술가에 대한 명칭도 점쟁이가 아니라 인생 컨설턴트나 상담

가로 불린다. 이들 가운데는 박사급 고학력자가 많다. 

“이제 더 이상 열심히만 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와요. 강남

에 살면서 처음부터 목표설정을 정확히 하고 매진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요. 세계

적인 기업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경우처

럼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빨리 찾아내고 올인해야 가능하지 않겠어

요?”

압구정동에 사는 40대 여성 J씨의 지론이다.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주는 긍정효과를 믿는다는 그에게 사주팔자는 자녀들 진로의 팀이다. 

십년 후 혹은 이십 년 후, J씨의 자녀들은 과연 뛰어난 창업자의 길을 걷게 될까? 인

간은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지만 정해진 길로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는 움직이는 것이어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김만태 교수는 “운명론에 빠지게 하며 중독을 

일으킨다”고 경고한다. 어떤 점 중독자는 어떤 색깔의 옷을 사야하고, 어디에 가야하

고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이 많단다.

앨런 리트먼 교수

김만태 교수

7)  子曰 南人이 有言曰 人而無恒이면 不可以作巫醫라 하니 善夫 不恒其德 或承之羞라하니 子曰 不占而已矣니라.

8)  △집권당이 중간선거 후에 그 전 중간선거 때보다 더 많은 하원의석 보유, △집권당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가 없다, △집권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 △유력한 제3당 또는 무소

속 후보가 없다, △선거운동 기간이 경기 불황기가 아니다, △집권당 정부가 국가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주고 있다 △현 대통령 재임중 지속된 사회불안이 없다 △현 정부가 

주요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다 △현 정부가 외교 또는 군사 정책에서 주요한 성공을 이뤘다, △집권당 후보가 카리스마가 있거나 국민적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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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과 이를 이용해 사

익을 취하려는 무속인의 음모까지 더해져 마을 수호신 무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

국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만다.

2) 점의 ‘부정적’ 역할

폐쇄적인 마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과 무속인(점)의 역할이 두드러진 영

화로 약 700만명의 관객을 모은 2016년 흥행작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내용과 결론

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무속인 ‘일광’의 선명한 역할에 대

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딸 효진이 광기에 사로잡히자, 아버지 종구는 무속인 ‘일광’을 

불러들인다. 그가 이전 사건들에서 굿을 했음에도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미 그

의 굿이 효과 없음을 입증한 셈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주는 

극도의 공포와 흥분 속에서 또다시 비이성적 선택을 한다. 그러나 ‘일광’은 사람들의 

공포심과 나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반악마적인 존재다. “미끼를 물

어버렸구먼”이라는 혼잣말을 통해서도 그의 캐릭터를 잘 알 수 있다. 영화 후반부에

는 마을 수호신 무명의 저항에 ‘일광’의 힘이 좀 약화되지만, ‘일광’은 마을을 무사히 

빠져나가고, 이미 잘 짜놓은 ‘일광’의 교란작전과 각본대로 사람들은 이 끔찍한 불행

의 원인과 대책도 모른 채 몰살당하고 만다.

영화 ‘곡성’에서 살 날리는 굿을 벌이는 무속인 일광

3) 영화 속 ‘점’의 의미

길흉을 점치는 행위가 점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흉함을 피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

이 있을 것이다. 이 영화에서도 마을에 불행이 일자, 무당 ‘일광’이 등장한다. 문제는 

전혀 신비하지 않지만 명쾌하지 않은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AI시대에 정밀한 통

계를 기반으로 한 예측모델을 갖춘다면, 말로만 신통방통이지 적중률이 그리 높지 않

은 점은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하겠다. 

오늘날 점을 치면서 과연 공자처럼 ‘덕(德)’과 ‘의(義)’를 추구하는 이가 얼마나 될

까. 나라의 안위를 위해 점을 쳤던 국사(國師)의 명맥은 사라지고 요행만을 점치는 

술가(術家)들 세상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Ⅱ.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점’의 역할과 의미 

1. [곡성](2016)

1) 줄거리

곡성이라는 마을에 낯선 외지인(일본인)이 나타난 후 의문의 연쇄 살인사건이 벌

어진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며 마을이 발칵 뒤집힌다. 경찰은 집단 야생 버섯 

중독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리지만, 모든 사건의 원인이 그 외지인 때문이라는 소문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 경찰 ‘종구’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여인 ‘무명’을 

만난 후, 외지인에 대한 소문을 확신하기 시작한다. 결국 딸 ‘효진’이 피해자들과 비

슷한 증상으로 아파오기 시작하자, 종구는 이성을 잃고 외지인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

린다. 절박한 마음에 무속인 ‘일광’까지 불러들여 살 날리는 굿을 벌여보지만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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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만 몰리는 ‘오다메’를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 ‘오다메’의 노력을 통해 샘의 영혼을 

믿게 된 몰리는 ‘오다메’와 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을 막아내고 ‘오다

메’의 몸을 통해 잠시나마 샘과도 마지막 조우를 하게 된다.

2) 점의 ‘긍정적’ 역할

‘오다메’는 변변찮은 실력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근근이 먹고사는 사기꾼 점성술사

다.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미리 정보를 빼내 영험한 척 가장하고, 영매를 자처해 죽은 

이들까지 불러내 산 사람과 만나게 해준다며 연극을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상을 

떠돌던 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절박한 샘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위험에 빠진 몰리

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점성술사로 분한 우피 골드버그는 비록 초반에는 무

식하고 비도덕적인 사기꾼 점성술사로 등장해 일반적인 점성술사의 저속한 이미지를 

대변하지만, 점차 샘의 진심에 동화되어 아름다운 연인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을 이어

주는 코믹하고 친근한 영매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영화 속에서 결정적 역할

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대 스타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다.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죽은 영혼인 샘을 돕는 점성술사 오다메

3) 영화 속 ‘점’의 의미

 ‘오다메’는 영혼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불행한 연인의 애절한 사랑을 이어주고 위기

에 빠진 이를 돕는 역할까지 한다. 물론 가난하고 무지한 점성술사 ‘오다메’는 매 순간 

유혹에 빠지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려 하지만, 점차 샘의 신실함에 동화되어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녀의 갈등은 매우 인간적인 것들이어서 어쩌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하다. 다만 천국행을 예약할 정도로 도덕적인 샘의 도움을 받아 갈등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믿고 의지하는 무당이 인간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파고들

어 사업을 하거나 혹은 검증 불가능한 자기착각에 빠졌을 때도 과연 나약해진 인간이 

이를 피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영화를 만든 나홍진 감독은 말한다.

 

“무속인들은 매일 자기 안에 신이 들어오길 기도한다. 몸에 신이 아닌 잡귀 같은 

게 들어와도 신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 악한 영들이 모여서 몸에 들어왔

는데 그걸 신 내림으로 착각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무속인의 말이나 

행동이 전부 이상해지다가 나중에 결국 영에 사로잡혀 죽는다고 한다.”

 

이처럼 미스터리를 미스터리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결국 반대로 우리를 죽이는 치

명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잘 보여준다.

2. [사랑과 영혼](1990)

1) 줄거리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성공한 젊은 금융가 샘 팻. 어느 날 밤, 연인 몰리 와 

연극 <맥베드>를 보고 오는 길에 청혼한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갑자가 나타난 괴한

의 습격을 받아 샘이 죽고 만다. 유령의 신세가 되어 사랑하는 몰리 곁을 떠나지 못

하고 배회하던 샘은 자신을 죽인 강도에게 몰리마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

연히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돌팔이 점성술가 ‘오다메’를 만나 몰리에게 위험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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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다. 그러나 ‘오라클’은 다양한 선택을 제시할 뿐 그 어떤 미래도 강요하지는 않는

다. 왜냐하면 ‘오라클’ 또한 네오의 선택과 그로 인해 펼쳐질 새로운 미래가 궁금했던 

것이다. 물론 네오가 일반적인 선택을 할 경우 펼쳐질 미래를 ‘오라클’은 잘 알고 있

다. 반면 네오가 의외의 선택을 하면 할수록 ‘오라클’은 그 누구보다 인간을 더욱 깊

이 이해하게 되고 완벽한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오라

클’은 비록 프로그램의 일부이지만 일반적인 점쟁이나 예언자가 아닌 관조자이자 호

기심 많은 창조주처럼 머물다 때로는 인간을 현명하게 인도하고 때로는 그 약점을 부

추기며 매 순간 전체의 조화를 위해 전편에 걸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영화

는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작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에게 조언하는 ‘오라클’

3) 영화 속 ‘점’의 의미

인간 사회에서 점쟁이나 무당, 혹은 예언가의 역할은 대부분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당대 이익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곧 타인, 혹은 타 집단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그러나 매트릭스의 ‘오라클’은 전체의 조화를 위해 존재한

다. 처음에는 매트릭스의 완벽성을 위해 존재했지만, 이후에 매트릭스가 자체 바이러

스에 감염되어 인간과 매트릭스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들의 공존을 위해 ‘인

간다운’ 위험한 모험까지도 감행한다. 흡사 동양철학에서 천지화육(天地化育)에 참여

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전형 같다. 인간이 우주 안에서 우주와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중재자의 역할 말이다. 실제로 영화에서 ‘오라클’은 사랑이 깊은 어머니, 혹은 현명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해 극도의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안정감 있는 조율자로서 분

위기를 유도한다.

은 하되 결국 바른 선택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미래를 예측하는 점보다는 인

간과 영혼을 잇는 영매의 역할이 두드러진 영화이지만 일반적인 점이 행할 수 있는 가

장 긍정적인 역할인데다 두 역할이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므로 이곳에서 다룬다. 

3. 매트릭스 I, II,Ⅲ(1999~2003)

1) 줄거리

인공지능 AI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 인간은 기억마저도 AI

에게 빼앗기고 기계가 만든 가상 프로그램 세계인 ‘매트릭스’를 실제 세계로 착각하

며 기계의 에너지원으로서 소모품처럼 살아간다. 이를 깨달은(일종의 시스템 버그) 

소수의 인간들이 매트릭스를 탈출하여 매트릭스와 현실 세계(시온)를 오가며 기계로

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찾는다. 메시아로 선택받은 평범한 프로그래머 

‘네오’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진 자신의 운명을 매순간 의심하지만, 매트릭스를 지키

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싸우고 도움을 받기도 하며 점차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 매트

릭스 세계에 대항한다.

2) 점의 ‘이상적’ 역할

매트릭스는 보다 ‘인간적인’ 완벽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독립적 프로그램인 ‘오라클’을 파견(생성)한다. ‘오라클’이 인간을 깊

이 이해하게 되자, ‘오라클’은 인간의 일반적인 선택과 행위의 패턴을 읽게 되고 결국 

미래도 예측 가능하게 된다. 자신의 역할을 의심하던 네오가 찾아와 그녀에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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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물으면 번거롭고

  번거롭다면 나는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인내가 필요하리라.”

몽괘는 교육에 관한 괘다.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

리석은 돼지가 풀을 뒤집어쓰고 있는 형국처럼 ‘몽(蒙)’한 상태를 회초리로 쳐서(가르

쳐서) 밝게 깨우쳐주는 게 바로 교육이다. 

노형의 암자에서 몇 달을 공부한 요제프는 세계를 전체 속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얻

게 된다. 노형이 점쳐서 얻은 몽괘는 이상적인 교육 주(州) 카스탈리엔의 설립 목적

이기도 하며 이 소설 『유리알 유희』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헤르만 헤세는 그

가 살았던 망조든 세상의 구원의 빛을 이상적인 교육에서 찾았고, 이 작품에 대한 착

상을 주역에서 찾았던 것이다.

요제프는 마리아펠스 수도원의 유리알 유희 교사로 간다. 거기서 베네딕투스 수도

원으로 여행을 떠니기 전, 요제프는 쑥대를 갈라 역점을 친다. 절묘하게도 화산려(火

山旅     )괘를 얻는다. 여행을 뜻하는 이 괘의 점사를 풀이하니, “작은 일로써 이룬다. 

나그네는 인내하면 길하다”는 내용이었다. 수도원 임무를 마치고 카스탈리엔으로 돌

아온 요제프는 마침내 유리알 유희 명인에 오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요제프 명인

의 인생마침은 익사다. 이상적이지만 폐쇄된 카스탈리엔 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나와 

친구 데시뇨리의 아들을 가르치던 중,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하지만 이는 결코 흉하지 않다. 먼저 물에 뛰어들어 그를 불러들인 소년에 대한 사랑

의 순난자(殉難者)이기 때문이다. 『주역』 택풍대과(澤風大過    )’괘 효사에도 ‘과섭멸

정(過涉滅頂)이니 흉하나 허물이 없다’고 했다. 물에 빠져 죽어서 흉하지만 허물은 없

다. 인생의 종막이란 대개가 그렇기 마련이다. 욕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여기서 유리알 유희란 무엇일까. 갖가지 명상의 형식을 갖추지만 본질은 사색과 성

찰, 곧 생각의 유희다. 그 유희를 통해서 최적의 가치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주역에서 

말하는 득중(得中)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Ⅲ.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소설 속의 점

1946년 노벨문학상작 『유리알 유희Das Glasperlenspiel』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

하는 작가 가운데 하나인 헤르만 헤세(1877~1962)의 소설이다. 

서기 2400년 경, 한 익명의 전기 작가가 2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전설적인 ‘유리

알 유희’ 명인의 자료를 모아 그의 일대기를 그리는 미래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25세기 어느 날 되돌아본 지난 20세기는 <잡문시대>에 지나지 않았다. 살풍경한 기

계화, 도덕적 타락, 예술의 불순화, 양차 세계대전과 독가스로 가득한 인간정신이 황

폐화된 시대였다. 이런 20세기 중반, 뜻 있는 사람들이 스위스 산간지방에 카스탈리

엔이라는 영재학교를 세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수도사처럼 수양하며 철학과 수

학, 과학, 음악, 명상 등 모든 학예를 종합한 연구를 통해 이상향을 구축한다. 교육을 

통한 이상향 만들기 프로젝트인 셈이다.

주인공 요제프 크네히트는 이 카스탈리엔에 뽑혀가서 영재교육을 받는다. 졸업 후, 

중국고전을 연구하면서 『주역』에 흥미를 느낀 요제프는 전설적인 은둔자 ‘노형(老兄)’

을 찾아간다.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노형은 서죽(筮竹)을 갈라 주역점을 친다.

“산수몽(山水蒙     )괘(卦)로군. 이 괘는 청춘의 어리석음[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소. 위에는 산[艮], 아래는 물[坎], 산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니, 이는 청춘을 비유

한 것이고 풀이하면 이렇소.

  청춘의 어리석음이 뜻을 이룬다.

  내가 젊고 어리석은 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젊고 어리석은 자가 나를 구한다.

  첫 점으로 가르치긴 하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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