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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파평윤씨 시조이신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태사공께서는 태조 왕건을 도와서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개국공신으로 태자를 교육
시키는 태사삼중대광에 봉해졌다. 파평윤씨는 고려 및 조선시대에 명문 가문으로서 많은 공신, 학자 및 왕비를 배출하였
다. 따라서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혈장을 비롯하여 각 사격을 검토하여 파평윤씨 문중의 발복을 음택터의 영향으
로 평가내릴 수 있는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파평윤씨, 윤신달 장군, 발복론, 풍수지리

1. 
  풍수 (Feng Shui)의 본질은 생기 (生氣)와 감응 (感應)이다. 이것은 고대 중국지리설, 풍수설의 본원인 청오경 (靑烏
經) 및 금낭경 (錦囊經) 의 두 경전에서 확인되었다. 즉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은 가화합체 (假化合體)인 형태가 분리되
어 화합이전의 진체 (眞體)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체는 정신과 뼈인데 정신은 우주의 정령계로 들어가고, 뼈는 뿌리 즉
땅으로 돌아간다. 이 땅으로 돌아간 뼈가 길기 (吉氣)에 감응하면 그 자손에게 행복을 미친다. 그것은 마치 동쪽산에 불
꽃이 나오면 서쪽산에 구름이 이는 것과 같은 동기상응 (同氣相應)과 친자감응 (親子感應)이 풍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곽정진, 2007; 무라야마 지준/최길성, 1990; 유철준, 2010; 장용득, 1976; 지종학, 2010; 지창룡, 2005; 최창조, 1992, 1996). 
본 연구에서는 파평윤씨 시조이신 태사공 윤신달 장군 (893-973) 음택터의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음택터의 발복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2.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 봉좌산 (鳳座山) 아래에 태사공 윤신달 장군의 음택터가 있다. 태사공 윤신달 장군께서
는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건국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태사공의 현손이신 문숙공 윤관 장군
(1040-1111)은 고려 중엽의 문무를 겸비한 명장으로서 파평윤씨의 중시조이다. 문숙공 윤관 장군은 아들 7형제를 두었는
데 후대로 내려가면서 수십개의 파로 분파되었다. 문숙공 윤관 장군께서는 고려 문종때에 문과에 급제 후 1107년 (고려
예종 3년)에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편성한 이후에 여진을 평정한 공으로 문하시중, 판상서리부사, 지군국중사가 되어
영평 (파평의 별칭) 개국백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본관을 파평으로 삼았다고 한다 (파평윤씨 대종회).        
  조선시대에 파평윤씨는 명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문과 340명, 무과 86명을 포함하여 총 1,424명의 과거 합격자를 배
출하였으며, 폐비 윤씨를 포함하여 왕비 5명과 정승 11명을 배출하였다. 

2.1 
  사신사는 혈의 사방을 둘러싼 것이다. 혈의 후방에 있는 것을 현무 (玄武), 전방에 있는 것을 주작 (朱雀), 좌측에 있는
것을 청룡 (靑龍), 우측에 있는 것을 백호 (白虎)라고 한다. 금낭경 (錦囊經) 에 의하면 현무는 정지하는 것이 좋고, 주
작은 다가와서 상무 (翔舞)하는 것이 좋고, 청룡은 지렁이처럼 길게 꿈틀거리고 뻗어서 둘러싸이고, 백호는 호랑이가 쭈
그리고 앉아서 서로 맞는 듯한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1.1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청룡에 대한 평가는 본인의 관점에 의하면 금낭경(錦囊經) 에 나오는 내용처럼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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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길게 꿈틀거리고 뻗어서 둘러싸이는 형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인작에 의하여 변화가 많
은 것으로 판단되며, 처음 묘역이 조성되었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혈장에서
판단하면 청룡부분의 위치가 백호에 비교하여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2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백호에 대한 평가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백호는 호랑
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맞는 듯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천마사와 아미사가 함께 병행하는 형태의 산세가 있어서 신비
롭기까지 하다. 풍수이론에서 천마사 (天馬砂)는 금성체의 두 개의 봉우리가 잇달아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말안장처럼
생겼다. 양택터나 혹은 음택터에서 이런 형태의 산세가 있으면 귀 (貴)가 보장된다. 천마사가 상격룡 (相格龍)이면 발복이
빠르고 지방장관이나 변방의 장수로 나아가고, 중격룡 (中格龍)이면 군수나 지방관청의 관리가 되며, 천격룡 (賤格龍)이면
병졸이나 목마지기가 된다 (박인태, 2008). 또한 손사 (巽巳) 및 정미 (丁未)향의 문필봉은 과히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2.1.3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현무에 대한 평가는 관모사 (冠帽砂)의 형태를 하고 있다. 관모사는 산의 형태가 마치 관
모와 유사한 귀사의 형국이다. 즉 산의 형태가 마치 옛날 벼슬하는 사람이 머리에 쓰던 사모와 비슷하다. 토산 (土山)으
로 되어 있으면 문신 (文臣)이 나오고 석산 (石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무신 (武臣)이 나온다.

2.1.4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주작에 대한 평가는『금낭경(錦囊經) 에 나오는 내용처럼 주작이 상무 (翔舞)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안산 및 조산이 태사공 음택터를 향하여 아른거리고 있다. 수성, 목성 및 토성의 조산이 멀리서 대국의
형세의 나타내고 있다.    

2.2 
  음택풍수의 핵심은 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사신사의 형국이 최상이라도 혈이 진혈이 아닌 경우에는 허화 (虛
華)에 해당된다.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경우 사신사를 포함한 사격은 너무나 훌륭하여 사격만으로 판단할 경우에
는 최고의 명당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의 관점에 의하면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경우 혈장이 가로방향
(좌향방향) 22.9m, 세로방향 20.0m에 해당되며 형국은 봉황포란형 (鳳凰抱卵形)을 나타내고 있다. 박인태 (2008)에 의하면
봉황은 매우 상스러운 새인 만큼 대통령이 아니면 봉황 무늬를 할 수가 없다. 풍수지리에서도 봉황에 관련된 혈은 제왕
지지라는 뜻이므로 용혈도 상격이고 국세가 크다. 봉황은 혈의 발복이 매우 커서 성인, 현인, 귀인을 비롯하여 제왕, 왕후
장상이 배출된다. 학문과 문장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부와 귀는 저절로 들어오는 형국
이다. 봉황의 가슴 및 날개안쪽에 혈이 있고 안산은 알이 있다. 오동나무, 대나무 및 구름과 같은 사격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는 조성된지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엄청난 생기 (生氣)가 음택터에서 발산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 또한 이 음택터가 명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정성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김성원, 
2011). 다음 Photo 1(a)-(d)는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3. 
  본인이 개발한음택터의 정량적인 평가기준 (Ver. 1.5, 2009/06) Sheet을 이용하여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정량
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인이 설정한 기준은 총 20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청룡, 백호, 조산, 안산, 현무, 혈
장, 수구 및 귀사격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본인의 경우 혈장이 90점의 배점으로 전체 점수의 45%를 차지하고 있
다. 그리고 음택터의 등급에 따른 정량적인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인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경우 200점 만점에 132.8점을 나타내고 있으며,국반급
명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평윤씨의 경우 시조이신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영향으로 많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으며, 또 후손들이 훌륭한 음택터에 들어가서 중시조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파평윤씨 문중의 발복이 계속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좌향은유좌묘향 (酉坐卯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행으로 판단
하면 금국 (金局)이다. 일반적으로 유좌의 경우 제왕방을 나타내며, 혈장앞에 못 또는 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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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1(a) : Photo 1(b) : 

      

    Photo 1(c) : Photo 1(d) : 

Table 1. 음택터의 등급에 따른 정량적인 기준

분류 기준 비고

특반급 명당 시조급

국반급 명당 시조급

도반급 명당 중시조급

향반급 명당 중시조급

양호한 터

4. 
  본 연구에서는 파평윤씨 태사공 윤신달 장군 음택터의 정성적 및 정량적인 환경풍수학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성적인
평가는 본인의 평가를 박인태 (2008)의 내용을 비교하였고, 또한 정량적인 평가는 본인이 작성한음택터의 정량적인 평
가기준 (Ver. 1.5, 2009/06)를 이용하여 판단하면 200만점에 132.8점을 취득하여국반급 명당에 해당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기준은 개인적인 평가기준에 해당되어 아직까지 보편적인 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한 음택터의
환경풍수학적 기준 또한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과 더불어 제도권내 학문으로 유입된지
얼마되지 않은 풍수학의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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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음택터의 정량적인 평가기준 Sheet (파평윤씨 윤신달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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