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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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머리말

고 인들은 삶을 위하는 가운데 있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한 잡령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인지가 불가능한 갑작스럽게 닥친 큰 재앙은 그러한 잡

령들의 작용으로 믿었고, 그런 잡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사(辟邪)와 참마(斬魔)의 의례는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 다. 심지어는 국가차원에서도 나례(儺禮)1)와 같은 벽사의례가 행해졌다. 벽

사와 참마를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방식이 존재한다. 국가차원에서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

내는 것도 한 방식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든가, 무당을 통해 굿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의식은 이어졌다. 능묘 둘레에 융복차림의 무기를 든 십이지신상을 설치하는 것은 

사귀들을 제압하여 사자(死者)를 수호하고자 하는 염원이 들어있는 것이다.

조선시 에는 사인검(四寅劍)이라 불리는 벽사와 참마의 검이 제작되었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1) 고려 초엽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것으로 귀신과 역병을 물리치는 주술적 벽사의례이다. 궁중에서 시작하여 민

간에도 널리 퍼졌다. 민간에서는 섣달 그믐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악귀는 굉음에 놀라서 달아난다 하므로 그믐날 

밤에 마당에 불을 피우고 폭죽을 터뜨렸다. 조선시 에는 나례가 악귀를 쫓아내는 일 외에도 칙사의 접, 왕의 행차, 감

사의 접 등에 광 의 노래와 춤을 곁들여 오락으로 이용되는 등 그 자체가 일종의 집단적 가면희의 성격을 가지      

게 되었다. 황경숙, 2000,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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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인검은 다른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벽사와 참마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졌다. 사인검의 제작은 어느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검명(劍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가 겹치는 때에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 기준을 따르면 60년 마

다 한 번씩 검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적인 제약 외에도 재료 선정부터 검날과 손잡이에 새겨 넣

는 여러 글귀와 다양한 문양은 제작에 많은 경비와 정성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여러 단계

를 거쳐 제작이 완성된 사인검은 비로소 벽사와 참마의 힘을 지니게 되고, 이 검은 소장자를 사이한 

잡령들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한다. 사인검의 종류는 제작시기에 따라 삼인검(三寅劍)과 사인검으로 구

분할 수 있고, 손잡이에 새겨진 명칭에 따라서는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는 조선시 에 제작된 사인검과 삼인검 그리고 사인참사검을 그 상으로 

하 고, 연구방법적인 면에서는 사인검에서 표현된 다양한 문양과 그 상징성 그리고 그러한 상징성을 

벽사와 참마라는 측면에서 규명해 보았다. 본문에서 부득이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3종류의 검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인검이라 지칭하 다. 참고적으로 검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인검의 설명에 앞서 검의 시기별 변천과 종류 그리고 다른 무기류와는 다르게 검에서 상

징적인 의미가 두드러지게 되는 배경을 서술하 다.

Ⅱ. 우리나라 검의 역사와 종류

1. 검의 발달

검은 시 에 따라 재질이나 예리함이 점차 발달하 다. 본래 검(劍)이라는 한자에는 ‘밑동에서부터 

끝까지 고르고 순수하게 단련된 양날의 칼’2)이라는 뜻이 있다. 이 검이 인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

하는 것은 신석기 시 로 볼 수 있다.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패총에서 나온 골제단검(骨制短

劍)은 짐승의 다리뼈를 쪼개어 만든 것으로 끝부분을 갈아서 예리한 날을 세웠고 골수자리와 힘줄자리

는 혈조(血漕)3)처럼 움푹 들어가 있어 찌르는 기능이 유용했을 것이다. 

청동기 시 에 들어와서는 초기에는 마제석검(磨製石劍)이 등장하 다. 마제석검은 점판암(粘板巖)을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짧은 검이다. 마제석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손잡이가 없는 유경석검(有莖石劍)이다. 유경석검은 검신에 혈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게 된

다. 유경석검은 뿌리 부분을 자루에 꽂아서 사용하 다. 손잡이가 있는 석검은 유병석검(有柄石劍)이라

고 한다. 유병석검은 검신에 혈조가 있고 자루에 마디가 있는 것과 검신에 혈조는 없으나 자루에 마디

가 있는 것 그리고 검신에 혈조가 없고 자루에 마디도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마제석검은 인접한 중국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것이라고 할 

2) 한한 자전, 1998, 민중서림, 308쪽.

3) 수로(水路)같이 움푹하게 파진 날 끝의 모양새로 찌르기를 했을 때 피가 그 길을 따라 빠지면서 검을 빼기 쉽게 한다는 설

이 있다. 반면에 단순히 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혈조를 만든다는 설도 있다. 검뿐만 아니라 봉(代棒), 장창(長槍), 

일본도(日本刀)의 날에도 혈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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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석검은 동검(銅劍)이 보급되기 이전에 찌르는 무기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 진 것으로 석촉 

또는 석창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4) 짧은 석검은 사냥 보다는 개인간의 싸움 또는 호신(護身)의 측면에

서 효율적인 무기로써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 에는 다양한 무기가 등장한다. 이 시기의 표적인 무기는 청동단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청동단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이고 이 비파형동

검을 이은 것은 세형동검(細刑銅劍)이다. 비파형동검은 검신(劍身)이 마치 비파(琵琶)처럼 아래가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징은 검신과 검자루, 검자루맞추개돌 및 검자루맞추개틀 등으로 이루

어졌으며 조립식으로 된 것이다. 세형동검도 비파형 동검과 같이 검신, 검자루, 검자루맞추개 등으로 구

성되었으며 조립식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다른 점은 검신이 비파형동검보다 좁고 날카롭다는 것이다. 

철제검은 단검과 장검으로 나뉜다. 단검은 알려진 것이 몇 자루 되지 않으나 평양시 정백동(貞栢洞) 

부조예군묘(夫租薉君墓)의 유품(그림 1. 참조) 중의 하나를 보면 날은 거의 직선을 이루며, 끝부분은 

밋밋하게 좁아들고 검신의 단면을 보면 가장자리보다 중앙이 더 볼록한 형태의 타원형이다. 검신의 전

반적인 모양은 세형동검과 비슷하다.5) 

철제장검은 황해도 은조군(殷組君) 운성리(雲城里) 토광목곽묘(그림 2. 참조)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 

단면이 능형이고 검신 끝부분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고 얇아졌으며 자루에 꽂는 뿌리가 있고 뿌리의 

바로 윗부분에는 청동으로 만든 날개 모양의 검코가 끼워져 있다.6)

<그림 1> 평양시 정백동(貞栢洞) 부조예군묘(夫租薉君墓)의 철제단검

<그림 2> 황해도 은조군(殷組君) 운성리(雲城里) 토광목곽묘의 철제장검

검(劍)은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제조술이 더욱 발전되기는 하나 실제 전투에서의 사용은 도(刀)에 비

해서 미비했다. 중국에서 도(刀)는 한나라 중기부터 군 에 급격히 보급되었다. 이는 군 체제가 보병위

주에서 기동력이 앞선 흉노 기병을 상 하기 위하여 기병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검(劍)보다는 도(刀)

가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곡선의 형태를 갖추며 한 쪽에만 날이 있는 도(刀)가 마상(馬上)에서 사용하기 

편하며, 갑주를 착용한 적을 공격하는데 위력을 발휘했고, 단기간에 배워 익히기 쉽기 때문이었다.7)

양측에 날을 세운 검은 사면팔방으로 찌르고 벨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도에 비해서 수련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예부터 ‘백일도(百日刀), 천일창(千日槍), 만일검(萬日劒)’이라는 말이 무술계에 있다. 

백일도(百日刀)란 도를 수련하는 데는 최소한 100일이 걸린다는 뜻이고, 천일창(千日槍)이란 창을 수련

하는 데는 1,000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만일검(萬日劒)이란 검을 수련하는 데는 만일(萬日) 즉 30년 

4) 金延鶴, 1972, 韓國の考古學 ｢靑銅器時代｣, 河出書房新社, 東京, 85쪽.

5) 이은봉 외, 1994,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36~37쪽.

6) 이은봉 외, 위의 책, 42쪽.

7) 張燿庭, 1997, 中國武術史, 人民體育出版社,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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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세월이 걸린다는 뜻으로 다른 무기에 비해 검이 그 만큼 수련을 완성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실제 전투에서 병력을 바로바로 계속적으로 충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훈련으로 성과

를 거둘 수 있는 도(刀)가 검(劒)보다는 널리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검(劒)은 그 성취가 어려운 만큼 실용적인 측면에서 누구나가 선호하여 휴 하지는 않았다. 그

러다 보니 일단 검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이는 곧 뛰어난 기예를 지니

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검을 소장한 사람은 검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는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는 해모수(解慕漱)가 강세(降世)할 때 조우진관(鳥羽之冠)을 

쓰고 용광지검(龍光之劍)을 찼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데 여기에서 검(劍)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다.

2. 검의 종류

검은 종류에 따라 권위의 상징, 벽사(劈邪)․참마(斬魔)･항요(降妖)의 목적, 신분의 상징, 또는   

장신구로서의 용도, 호신용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장자(莊子)의 ｢설검편(說劍篇)｣에는   

검을 천자검(天子劍)･제후검(諸侯劍)･서인검(庶人劍)8)으로 구분하여, 신분에 따라 추구해야 할 검 

을 상징화 하 고, 동문선에서는 앞의 천자검, 제후검, 서인검은 검의 말단이고 검의 근본은 여

래검(如來劍)･보살검(菩薩劍)･조사검(祖師劍)･도자검(道者劍)이라고 하 다.9) 이 네 가지 검은 모 

두 불교와 도교적 측면에서 검을 상징화 한 것이다. 다음 표는 검을 목적별로 분류한 것이다.

검의 종류 특징과 제조 비  고

신검
(神劍)

검날은 3척 2촌이고 손잡이는 8촌으로 검을 제작하여 용천수에 넣으면 물에서 뇌성이 울렸다
고 한다.(오주연문장전산고 ｢주검변증설(鑄劍辨證說)｣)

벽사, 참마, 
항요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기 또는 
특정한 방법으로 
만든 검들이다.

법검
(法劍)

도장경에 따르면 자년(子年), 신월(申月), 황도일(黃道日)의 7일 전에 미리 목욕재계하고, 3일 
밤낮으로 주문을 외우며 3근(斤)이 나가는 철을 가지고 검을 만드는 데 길이는 2척 4촌이라
고 한다.(오주연문장전산고 ｢주검변증설(鑄劍辨證說)｣)

삼원검
(三元劍)

216년이 경과된 철을 구하여 음력 5월 경일(庚日) 또는 신일(辛日)에 제조한다. 검을 만들면 
북두성 방향으로 절[寺]이 세 곳 모여 있는 곳의 냇물에 담군다. 귀신이 이 검을 두려워하여 
검에 복종한다고 한다.(오주연문장전산고 ｢주검변증설(鑄劍辨證說)｣)

사인검
(四寅劍)

양기가 가장 왕성해 지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만들어진 검이다. 
종류로 삼인검과 사인참사검이 있다.

사진검
(四辰劍) 

양기(陽氣)가 왕성한 진년(辰年), 진월(辰月), 진일(辰日), 진시(辰時)에 제작된 검으로 현재 남
아 있는 검은 없다. 삼진검(三辰劍)도 있었다고 전한다.

칠성검
(七星劍)

북두칠성의 정기를 검에 담아 주술적 목적으로 사용한 검이다. 도교에서는 현천상제가 칠성검
을 지녔다고 한다.

상방검
(尙方劒)

황제로부터 총애하는 신에게 하사되어, 황제를 신해서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갖는 
권위를 갖는다. 상방(尙方)은 한나라 때 천자가 사용하는 기물을 담당하는 기구 또는 벼슬을 
지칭하는 말이다.(한서 ｢주운전(朱雲傳)｣)

황제를 신하는 
권위의 상징

패검
(佩劍)10)

고려시 에는 엄격한 패검(佩劍) 제도가 있어, 신분의 고하에 따라 각기 다른 검으로 장식을 
했다.

신분의 고하를 
상징

장식검 문인(文人) 또는 학사(學士)들이 패용하여 속인과 다르게 보이기 위하여 휴 한 검이다. 장신구로서의 역할
호신검 호신의 목적으로 휴 하 던 검을 말한다. 실용적인 목적

<표 1> 검의 종류

8) 천자검은 모든 제후들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제후검은 제후가 다스리는 국가안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며, 서민검은 투계와 같이 서로 찌르고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9) 동문선 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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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인검

1. 사인검의 개념과 제작

조선시 에는 사인검(四寅劍), 삼인검(三寅劍),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이라 불리는 양날의 검이 제작되어 오늘

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검은 사이하고 요사스러운 것을 없애며, 마(魔)를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참사검(斬邪劍) 중의 하나이다. 언제부터 이런 종류의 참사검이 제작되기 시작했는지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필요

로 한다. 단지 중종 37년(1542)의 기록을 보면 사인검의 제조가 조선시  초기부터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 …… 차자(箚子)를 보니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가 내정에 몰려있다…… 공장이는 다른 일은 별로 

없고, 다만 별조궁(別造弓)과 사인검(四寅劍)을 만드는 일이어서 공장이의 숫자가 많은 것이다. 지금 

같은 흉년에 정지하라고 명하는 것은 곤란하지는 않으나, 별조궁은 여느 때에 변방의 장수와 수령에게 

상사(賞賜)하는 것이므로 군무(軍務)의 일이기에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다. ……사인검은 해마다 주조

(鑄造)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년(임인년)에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종(祖宗) 때의 옛일이며, 올

해가 마침 인년이므로 주조하라고 명하 다. 이제는 일이 거의 끝나서 다음달 중에는 끝날 것이라 한

다. 그런데 이제 멈추라고 명한다면 뒷날 다시 만들 때에는 그 폐단이 더욱 심할 것이므로, 일을 멈추

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뜻을 정원(政院)은 알라.……”11) 

사인검에 관한 기사가 처음 나온 것은 연산군 때이다. 연산군 12년(1499)에 “사인검을 200자루 제

작하라”는 전교가 있다. 또한, “시인(市人)을 가두고 사인검(四寅劍)을 만들기 위한 잡물(雜物)을 바치

도록 독촉하 다”는 내용이 나온다. 중종 에는 사인검을 제작 하는 데 있어서 내관(內官) 사약(司鑰) 

등이 사리(私利)를 위해 폐단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과 여러 차례 사인검의 제작을 중지해 달라는 건의

가 신하들로부터 있었다.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은 선조의 딸 정숙옹주(貞淑翁主)의 남편이며 자신의 장남인 동양

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에게서 사인도를 선물로 받고는 “…… 나에게 사인이란 이름의 칼이 있어/땅 

귀신을 두렵게 하고, 천신과도 통한다(我有刀兮名四寅/ 地祇兮通天神)……”는 ‘사인도가(四寅刀歌)’를 

지었다. 위의 기사들을 보면 왕실에서 사인검의 제작이 행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실에서 개인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뛰어난 유학자인 신흠 같은 사람이 ‘사인도가’를 지을 정도라

면 민간에서는 사인검의 효력에 해서 상당히 믿고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사인검은 12간지 중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 이렇게 4인

(寅)이 겹칠 때에 제작하는 것이다. 이 때가 양(陽)의 기운이 가장 강성해 지려는 순간12)이므로 검을 

10) “패검은 형체가 길고 날이 예리하며, 은[白金]과 오서[烏犀]로 섞어 만들었다. 상어가죽으로 칼집을 만들고, 옆에는 고리를 

만들었다. 색 끈, 혁 , 상옥체(象玉彘), 봉필(琒珌) 등으로 매단 것은 옛날의 유제(遺制)이다. 문위교위(門衛校尉)와 중검

랑기(中檢郞騎)는 누구나 찼다.” 서긍 저, 조동원 외 역, 고려도경(高麗圖經), 황소자리, 183쪽.

11) 조선왕조실록 중종 37년 임인. 

12) 동양학적으로 보면 가장 왕성한 순간은 이미 쇠퇴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므로 오히려 양(陽)의 기운이 왕성해지

려는 순간을 더 양적(陽的)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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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면 왕성한 양의 기운이 검에 깃들어져서 음(陰)한 사귀(邪鬼)13)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졌다.14) 

여기에서 인년, 인월, 인일에 검을 제작한 경우는 삼인검이라고 하 다.15) 벽사와 참마의 목적을 완성

하기 위해 사인검의 제작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금기(禁忌) 사항이 많았다. 더욱이 많은 시간과 인

력과 경비가 투입되어야 함으로 개인차원에서 제작할 수는 없었고 국가나 관(官) 차원에서 그 제작이 

이루어졌다.16) 중종 24년(1493)의 기록을 보면 사헌부에서 사인검을 만들기 위해 미리 산역(山役)을 하

고 사장(私匠)을 모아야 하므로 폐단이 많으니 사인검 제작을 멈출 것을 아뢰고, 이에 그 제작을 중지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기가 간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인검의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주검변증설(鑄劍辨證說)｣에 실려 

있다. “철이 백팔십년이 되었거나 천년고철 혹은 고사철(古寺鐵)을 가지고 인년, 인월, 인일에 주조

하면 삼인검이라 하고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제작하면 사인검이라고 한다. 또는 가을 경신    

(庚申) 일, 유시(酉時)에 김씨 성을 가진 장인 또는 경신(庚申), 신유(辛酉)년에 출생한 장인을 찾아서 

태을(太乙) 방향에 화로를 설치하고 36번에 걸쳐 철을 불에 달군다. 매번 왼손으로 유자결(酉字訣) 

을 꼭 만들고, 검주문을 한 번 읊는다. 검면을 두들기기 전과 후에는 검면에 음양두(陰陽斗)를 새기

고 북두칠성을 순(順)과 역(逆)으로 그린다. 은과 동 또는 순금으로 상감할 때도 꼭 주문을 읊는다. 

잡인이나 개와 닭, 중[僧], 비구니, 효부(孝婦), 불결한 사람 등의 접근을 금한다. 검을 만든 후에는 

술, 과일, 흰닭[白鷄], 향촉을 준비하여 단을 마련하고 검을 제지낸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사인

검의 제작에 금기와 절차 등이 분명하며 그 제작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사인검의 검면에 새겨져 있는 글귀와 별자리 그리고 손잡이[劍柄]와 코등이 [鏢]17)에 새겨

진 여러 무늬들은 사인검의 제작이 도교와 불교 그리고 주역(周易)과 고  천문학적 관념에 뿌리를 두

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2. 형태와 특징

1) 일반적인 형태

보통의 사인검은 날의 한 면에는 사인검이라는 검명과 검결18)이 전서체(篆書體)로 금입사 또는 은입

사 되어 있고(그림 3. 참조), 반 쪽 면에는 북두칠성과 동서남북 28수를 포함한 천문도가 금입사 또

는 은입사 되어 있다. 그 외에 날에는 북두칠성만으로 금입사 하는 경우도 있고, 날에 산스크리트어(범

어)19)가 금입사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검의 손잡이 부분인 검병은 당초문양을 배경으로 은입사하거나, 

13) 예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邪氣)나 잡령은 음적인 기운이 뭉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14)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인불제사(寅不祭祀)라 하여 인일(寅日)에 제사를 지내거나 귀신에게 빌지도 않았는데 이는 인 

일에 양의 기운이 강하여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 

획, 135쪽 참조

15) 현재 사인검을 제작하고 있는 이상선(고려도검왕검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지금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 가운데 인(寅)이 

세 번 들어가기만 하면 삼인검이라고 한다고 한다. 

16) 민간에서 사인검이 제작되었다는 기록은 현재 없다.

17) 손잡이와 검날의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적의 병기로부터 손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민승기, 위의책, 114쪽.

18) “四寅劍 乾降精坤援靈日月象岡澶形撝雷電 運玄坐推山惡玄斬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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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문 등의 길상무늬20)로 장식한다. 검병에 검명을 은입사한 것도 있다. 검병의 끝에 해당하는 병두

(柄頭)는 여의두문(如意頭紋)21)형태로 만들거나, 병두 부분에 세 하게 천문도를 금입사 하기도 하고 

투각된 길상형태의 장식을 만들기도 하 다. 코등이 부분은 연화문, 귀면문 등의 길상문양(그림 4~5. 

참조)으로 장식하 다. 

<그림 3> 육군박물관 소장 - 검면에 북두칠성과 28수 별자리를 상감

<그림 4> 고려대박물관 소장의 사인검-병두는 

여의두문(쇠코무늬)으로, 코등이는 

귀면문으로 장식하였음

  <그림 5> 고궁박물관 소장의 삼인검과 사인참사검 

- 손잡이의 당초문 문양과 북두칠성 

문양을 확인할 수 있음 

칼집은 나무로 만들어서 어피와 여러 장식을 한 것이 남아있다. 전체 길이는 전장이 약 56cm 정도

부터 135cm 정도까지 다양하다. 중량은 일반적인 검에 비해 무겁게 제작되었다. 같은 모양과 크기의 

검을 보기가 힘든 면에서 보면 제작 당시에 형태와 구조에 해서 정해진 기준은 없었던 거 같다. 제

작 때 마다 여건에 따라서 또는 검을 만드는 장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모양과 크기가 정해진 거 같다.

19) 사인검을 보면 코등이의 앞뒷면에 ‘옴마니반메홈’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도 있다. 이 '옴'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이

고, ‘마니’는 ‘지혜’를 뜻하며, ‘반메’는 '자비’를 뜻한다. 그리고 ‘홈’은 마음을 뜻한다. 즉 우주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의 마

음에게 퍼진다는 뜻으로, 축언이라고 볼 수 있다. 티벳 불교에서는 이 말을 평소 인사말로 사용하는데 “더 이상 사바세계

의 윤회로써 태어나지 말게 해 달라”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20) 예로부터 상서로운 것을 바라는 인간의 소망은 실재하지도 않는 상상의 동물이나 꽃을 만들었고, 그것을 주변에서 실제로 

나타내려고 여러 무늬를 생각해냈다. 신령스럽고 상서로운 동물로는 룡･기린･봉황･가릉빈가(迦陵頻伽) 등을 즐겨 썼고, 상

서로운 꽃으로는 보상화(寶相華)를 많이 썼다. 연화무늬도 연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기보다는 흙탕물 속에서 꽃을 피우

는 것이 마치 세속에서 불도를 닦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어 준다는 의미에서 길상무늬의 뜻이 더 컸던 것이다. 보

주무늬와 길상수복(吉祥壽福)이 모이는 곳이라는 만(卍)자를 쓰는 것도 삿된 것을 없애고자 하는 불교적인 길상무늬이다. 

21) 여의는 범어로 아누루타(Anuruddha)라 하며, 아나율타(阿那律陀)로 음역된다. 여의는 불교 전래와 동시에 인도로부터 들

어온 것으로 설법･법요･논의를 할 때, 그리고 승려의 위의(威儀)를 바로잡는 지물(持物)로 사용되었다. 그 모양이 호미 

형상으로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긁을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는 데 이에 인간의 뜻 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의’라고 

칭하게 되었다. 여의두문(쇠코무늬)은 중국에서 도교가 흥성할 당시 지버섯과 서운(瑞雲) 등의 상서로운 형상을 본떠 

도안한 것으로 길상을 상징하고 축복을 의미한다. 민간에서는 만사형통을, 도교에서는 길상과 장수를, 그리고 불교에서는 

승려의 높은 위덕(威德)을 나타내며, 나아가 보살의 지물로도 쓰이는 매우 상서로운 문양이다. 곽동해 지음 ․ 김동      

현 감수, 2002, 한국의 단청, 학연문화사, 188~1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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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1) 검결(劍訣)

사인검의 검날에 전서체로 새겨 넣은 내용은 “四寅劍 乾降精坤援靈日月象岡澶形撝雷電 運玄坐推山惡

玄斬貞”이다. ‘四寅劍’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고 ‘撝雷電’ 다음에 띄어쓰기가 되어있다. ‘乾降精坤援靈日

月象岡澶形撝雷電’은 주역(周易)의 이치가 들어있고 ‘運玄坐推山惡玄斬貞’는 도교적 이치가 들어있다.

<그림 6> 육군박물관 소장의 사인검 - 검결을 전서체로 금입사

건강정(乾降精)의 건(乾)은 하늘의 형체이며, 하늘의 성정(性情)이고 양(陽)이라 했다. 건(乾)괘와 곤

(坤)괘 만이 지니고 있는 원(元)･형(亨)･이(利)･정(貞)의 사덕(四德)은 만물을 비롯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이루게 하며, 완성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정(乾降精)이라면 생명을 내린다(탄생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곤원령(坤援靈)에서 곤(坤)은 건(乾)의 상 되는 개념으로 땅의 성정(性情)을 지니고 있으며 음(陰)이

라 할 수 있다. 원(元)･형(亨)･이(利)･정(貞)의 사덕을 갖추고 있으나 건(乾)과는 달리 앞서나가지 않고 

뒤따르는 유순하고 보조해 주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곤원령(坤援靈)은 만물의 (靈)을 도와준

다는 의미이다. 

일월상(日月象)은 이에 해와 달이 형상을 갖추게 되며, 강전형(岡澶形)은 산과 강이 모양을 갖추고, 

위진뢰(撝震雷)는 벼락과 천둥을 보좌한다는 것으로, 건강정에서 위진뢰까지는 천지자연의 조화를 상징

하고 그 힘이 검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운현좌(運玄坐)에서 현좌(玄坐)22)는 원시천존23)을 상징하는 것으로 운현좌는 원시천존의 힘을 움직인다는

(빌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추산악(推山惡)에서는 원시천존의 법력을 가지고 산처럼 큰 악(惡)을 물리치

며, 현참정(玄斬貞)에서는 현묘한 힘(도력)으로 악(惡)을 물리치고 비로소 바름을 굳게 지키게 되는 것이다. 

사인검에 새겨진 검결은 사인검에 천지조화의 힘을 담아 악을 없애고자하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겸결을 전서체로 상감한 것은 글자체가 부적처럼 신비롭게 보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강원도 삼척

시 정상동(정라진)의 육향산(六香山)에는 남인의 수 던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현종 2

년(1661)에 삼척부사로 있을 당시 세운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가 있다. 당시 삼척은 해파가 심하여 

조수가 읍내까지 올라오고, 홍수 때는 오십천이 범람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 다. 이에 허목이 직

접 쓴 글을 비석으로 만들어 정라진(汀羅津) 앞의 만리도에 세우니 바다가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 후 

22) 천계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3계 36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천계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살인과 도둑질, 사음(邪淫) 등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욕계 가운데 태황황

증천(太皇黃曾天)부터 칠요마이천(七曜摩夷天) 사이의 6개의 천계에 갈 수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위에는 재난이 미

치지 않는다는 사범천(四梵天)이 있고 그 위에는 삼청경(三淸境)이 있으며, 한층 더 위가 원시천존이 있는 라천(大羅天)

이다. 원시천존은 라천의 중앙에 있는 현도옥경(玄都玉京)에 거한다. ‘현좌(玄坐)’는 현도옥경에 거하는 것을 상      

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보노리따다 저, 최준식 역, 도교사, 분도출판사, 2000, 40쪽 참조.

23) 도교에서 숭배의 상으로 최고신을 지칭한다. 시 에 따라 태상노군, 옥황상제로 바뀌기도 하나 략 당나라 이후에는 

원시천존이 최고신으로 여겨진다. 구보노리따다 저, 최준식 역, 2000, 도교사, 분도출판사, 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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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가 다시 일자 숙종 36년(1710)에 이를 모사하여 현재의 정상동 육향산에 세워 조수를 막았다.24) 

비석에 새긴 글을 ‘동해송(東海頌)’이라 하는데 내용은 육경(六經)에 뿌리를 두고 도가적이며 주술적인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전서체로 되어 있는데, 사인검에서도 검명이나 검결을 새길 때 반드

시 전서체로 하는 것은 그러한 면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2) 북두칠성과 28수 

사인검은 한 쪽 날에는 검명과 검결을 상감하고, 다른 쪽 날에는 북두칠성을 포함하여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黃道)25)에 있는 28수의 별자리를 상감하 다.(그림7 참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서는 수천 년 전부터 하늘의 별에 이름을 붙이며 천문 사상을 키워왔다. 중국의 별자리 지식이 우리나

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한나라 때 부터이다.

<그림 7> 이십팔수와 북두칠성 中國天文考古學 262쪽

24) 김의숙․전상국 편저, 1997, 강원전통문화총서 민속편, 국학자료원, 242~243쪽.

25) 태양의 궤도면은 평면이 아니지만, 평면이라 보고 그 평균궤도면을 황도면(黃道面)이라고 한다. 이것은 적도면과 23° 

27'쯤 기울어 있고, 황도상의 적도를 가로지르는 두 점이 춘분점과 추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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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검에 북두칠성을 새긴 것은 도교적 향으로 보아야 한다. 도교에서는 북두칠성을 신격화 하고 

있다. 북두칠성신이 진황노인(眞黃老人)의 명을 받아 천지수 삼관과 함께 지상의 인간이나 사자(死者)

들의 공과 과실, 선악을 조사한다고 하여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받았다고 한다. 또한 백

사(百邪)와 흉폭한 기운을 없애주는 요결은 북두칠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북

두를 받드는 것이 팔난(八難)26)을 초월하여 장수를 누리게 해준다고 믿어졌다.27)

천문학적으로도 북극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고구려 천문도를 토

로 새긴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列次分野之圖)’의 별자리 그림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태양이 지

나는 길인 황도(黃道)와 남북극 가운데로 적도(赤道)를 나타내었다. 또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들

이 총망라되어, 황도 부근의 하늘을 12등분한 후 1,464개의 별들을 점으로 표시하 는데 이 그림을 통

해 해, 달, 5행성(수성, 금성, 토성, 화성, 목성)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그 위치에 따라 절기를 구분

할 수 있었다.

세종 왕 때 이순지가 편찬한 천문류초에는 하늘을 크게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 이 곳에 각기 신

령한 동물의 형상과 짝을 맞추었고, 다섯 별자리 구역을 다시 중궁(中宮) 3원과 사방 28수로 나누었

다. 중앙의 3원은 자미원(紫微垣)28), 태미원(太微垣)29), 천시원(天市垣)30)을 말하고 28수는 황도와 적

도 부근에 분포되어 있는 별을 지칭한 것이다.(표 2 참조) 중국에서는 7세기경부터 하늘의 별을 3원과 

28수의 구역으로 나누어 세분하는 전통이 세워졌다. 3원과 28수 구역 안에 있는 별들은 또다시 여러 

작은 별자리들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28수의 첫째인 각수라는 별자리 집단 안에는 45개의 별들이 

평도, 천전, 진협 등 15개의 별자리들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밝은 별 2개로 된 별자리 하나가 각수(좌

각)라는 지역 표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28수라는 별자리들은 예외적으로 낱 별자리의 이

름이면서 그 구역의 이름도 된다. 이들 별자리의 이름은 지상의 이름을 하늘에 옮겨 놓은 것들이다. 

임금이 사는 궁궐과 여러 관리들의 이름, 곡식창고, 궁궐 바깥을 감싸고도는 강(은하수)과 그 위를 떠

가는 배와 나루터, 하늘의 도시, 강 건너에 주둔하고 있는 군 와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하늘의 별자

리에 붙여 놓았다.31) 

이는 천체의 움직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향을 미치고 있다는 동양적 사고관을 그

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인검의 날에 28수를 상감한 것은 세상사를 좌우하는 별들에 깃들여 있는 신령

스러운 힘이 검에 전달되어 사이한 잡령의 접근을 막고자 한 것이다.

26) 배고품, 갈증, 추위, 더위, 수재, 화재, 칼부림, 질병을 지칭하여 팔난이라고 한다.

27) 구보노리타다 저, 이정환 역, 2004, 도교의 신과 신선 이야기, 뿌리와이파리, 157쪽.

28) 큰곰자리를 중심으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를 말한다. 상징적으로는 천자(天子)의 자리에 비유함

29) 사자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별자리로 자미원･천시원과 더불어 삼원(三垣)이라 한다. 천자(天子)에 비유함

30) 뱀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별자리로 자미원･태미원과 함께 삼원(三垣)이라고 한다. 천자(天子)에 비유함

31) 박창범, 2003,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김 사, 85~88쪽.



87

조
선
시
대

사
인
검⁀
四
寅
劍‿
의

연
구

방위 오행 정(精) 28수와 3원 별자리 설명

동 목 창룡(蒼龍)
각(角)/항(亢)/저(氐)/방(房) 

심(心)/미(尾)/기(箕)
저(氐-창룡의 가슴), 방(房-배), 기(箕-배설물)

북 수 현무(玄武)
두(斗)/우(牛)/여(女)/허(虛) 

위(危)/실(室)/벽(壁)

두(斗-뱀과 거북이 얽힌 모양), 우(牛-뱀), 

여(女-거북), 허위실벽(虛危室壁-뱀과 거북이 얽힌 

올챙이 모양)

서 금 백호(白虎)
규(奎)/루(婁)/위(胃)/묘(昴) 

필(畢)/자(觜)/삼(參)

규(奎-백호), 루위묘(婁胃昴-새끼호랑이), 

필(畢-호랑이), 자(觜-기린 머리), 삼(參-기린 몸)

남 화 주작(朱雀)
정(井)/귀(鬼)/류(柳)/성(星) 

장(張)/익(翼)/진(軫)

정(井-주작의 머리), 귀(鬼-눈), 류(柳-부리), 

성(星-목), 장(張-목에 먹이 넣는 곳), 익(翼-깃), 

진(軫-꼬리)

중앙 토 황룡(黃龍)
자미원(紫微垣)/태미원(太微垣)/천시원

(天市垣)

헌원(軒轅)이 황룡, 성수(星宿)와 장수(張宿)를 

머리로 베고 있고, 류수(柳宿)와 정수(井宿)에 

꼬리가 걸려 있으며, 삼태(三台)에 몸을 비춤

<표 2> 28수와 3원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86쪽 참조

Ⅳ. 맺음말

시 적으로 단병기인 검(劍)의 출현은 선사시 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사시 를 거쳐 청동기 시 까

지는 검의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았다. 따라서 짧은 검을 가지고 많은 적을 상 하기는 어려움이 많았

을 것이다. 반면에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항시 몸에 휴 하기가 좋고 위급한 순간에는 자신의 몸을 보호

할 수 있는 유용한 호신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었으나 찌르기[刺]와 점(点)을 찍는 듯한 공격이 주가 

되는 검은 베기를 위주로 하는 도(刀)에 비해 실제 사용에 있어서 고도의 숙련과 능숙한 사용을 위한 

절 적인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용적인 면에서 빨리 배우고 빨리 숙달할 수 있는 도의 사용이 검

보다는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반면에 검은 개인적인 호신의 용도와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화되었다.

사인검은 검의 상징적 의미가 극 화 된 것의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

해지려는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제작되는 사인검은 검날의 한 쪽 면에는 사기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검결을 전서체로 금 또는 은으로 상감하고, 다른 쪽 면에는 북두칠성 또는 북두칠성과 

28수 별자리를 같이 상감하 다. 또한 코등이 부분과 검두 부분에도 다양한 길상무늬를 조각하 다. 

검을 만들고 나서는 술, 과일, 흰닭[白鷄]과 향촉 등을 준비하여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렇

게 함으로써 양(陽)적인 힘이 극 화된 사인검은 음(陰)적인 사기(邪氣)를 물리치는 벽사와 참마의 힘을 

지니게 되고, 소장자는 사인검을 소장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한 잡령들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정, 넓게는 왕실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인검은 제작의 준비 단계부터 완성까지 여러 복잡한 절차와 금기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살상용 

무기로서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벽사와 참마라는 상징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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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인검의 종류

번호 명칭 크기(㎝) 소 장 처 특    징

1

삼인검 130.0
국립고궁

박물관

칼날의 한 면에는 삼인검이라는 검명이 전서체로 은입사 되었고,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이 은입사 되었다. 손잡이의 한 쪽 면에도 삼인검이라는 검명이 새겨

져 있고, 전체적으로 당초문으로 장식하 다. 병두는 삼엽의 모양.

2

사인참사검 134.0
국립고궁

박물관

칼날의 한 면에는 사인참사검이라는 검명이 전서체로 금입사 되었고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이 금입사 되었다. 검명이 없는 쪽의 손잡이에는 사인참사

검이라는 검명이 있고 전체적으로 당초문으로 장식하 다. 병두는 삼엽의 

모양.

3

삼인검 134.4 육군박물관
손잡이에는 삼인검이란 검명이 전서체로, 칼날의 한면에는 북두칠성이 금입

사 되어 있다. 손잡이는 연화, 당초 무늬 등으로 장식.

4

삼인검 115.6 육군박물관

칼날의 한 면에는 삼인검이라는 검명이 전서체로 금입사 되었고, 다른 면에

는 북두칠성이 금입사 되었다. 검명이 있는 쪽의 손잡이는 연화, 당초문으

로 장식하 고 다른 쪽은 삼인검이란 검명을 은입사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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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인검 56.5 육군박물관

슴베를 포함한 검신을 제외하고 모든 부속이 없는 상태이나 칼날의 모양과 금

입사 된 내용은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사인검이다. 슴베의 끝 쪽에는 

검신을 자루에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칼날의 한면에는 사인검

의 검결이, 다른 한면에는 북두칠성을 위시한 28수의 별자리가 금입사로 새겨

져 있음.

6

사인참사검 134 육군박물관

사인참사검이라는 검명이 전서체로 검신에 새겨져 있고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

이 금으로 상감 되어 있다. 손잡이에는 길상무늬로 장식 되었고, 병두는 연화

문 문양으로 장식.

7

사인검 67 육군박물관
사인검의 검결 27자와 별자리가 금으로 상감 되었다. 손잡이는 동으로 되어 있

고 사인검이라 금상감.

8

삼인검 102 육군박물관

검신의 한 면에는 북두칠성과 28수 천문도가 장식되었고 다른 면에는 사인검의 

검결이 상감 되어 있다. 코등이에는 옴마니반메홈의 6자진언이 범어로 앞뒤로 

금입사 되어 있고, 검두의 여의두문 앞뒤로 천문도를 세미하게 금입사하 다. 

손잡이에는 부적이 새겨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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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인검 75.5 고려 학교박물관
사인검의 검결과 북두칠성과 28수 별자리가 금입사 되어 있다. 황동으로 장

식을 하 다. 코등이 부분은 귀면문으로 장식을 하 고, 검두는 여의형태.

10

삼인검 130.5 고려 학교박물관

북두칠성에 좌필성, 우보성이 포함된 9성이 금입사로 칼날에 장식되어 있

다. 반 편에는 삼인검이라는 명문이 전서체로 금입사 되어 있다. 손잡이

에는 당초문을 은으로 입사함.

11

삼인검 59 고려 학교박물관
사인검 검결과 북두칠성 및 28수 별자리가 금입사 되어 있다. 여러 길상

무늬가 은입사 되어 있음.

12

사인검 71 경인미술관 사인검의 검결과 북두칠성, 그리고 28수 별자리가 금입사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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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Joseon Sain-gum

Lee Sung-Gon

Ancient people believed that invisible evil spirits existed in their lives. At that time, it 

was thought that the ghosts caused unexpected disasters, so they were interested in 

‘Byuksa’ and ‘Chama’-some kinds of exorcism-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spirits.

In the Joseon dynasty, exorcising swords called ‘Sain-gum’ were produc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royal family. Originally the purpose of a ordinary sword was to defend 

oneself or defeat enemies, but they were made to drive the ghost away, not for killing.

Sain-gum was manufactured when four ‘Ins’, that is to say ‘In’-year, ‘In’-month, 

‘In’-day, and ‘In’-hour fell on a moment. The moment comes around once in 60 years 

when the power of ‘yang`’ is about to be strongest. The sword made in this time had the 

power of yang, and had the power to the ghosts of ‘yin’. Therefore, only having it 

performed exorcism.

In order to make the exorcising sword there were several taboos and procedures. The 

Great Bear was inlaid with gold or silver on one edge of the sword, and the name of the 

sword ‘Sain-gum’ and the song of the Book of Changes and Taoism were inlaid with a 

seal character. Also, the hilt was decorated with auspicious signs such as an arabesque 

and a lotus flower. After completing the sword, a religious service was performed with 

alcohol, fruit, white chickens, and incense and candles on the altar.

The sword was too heavy to be proper for general purposes. After considering all the 

factors, it is thought that the sword was made for a symbolic purpose as exorcism, not 

for a killing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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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时代四寅剑の研究 

　　　　　　　　　　　　　　　　李 星 坤

古代人は生活を営む上で、人間に害を与える目に見えない雑霊が存在すると信じていた。当時、

人々の認識では理解不能な突然降り懸かった災いは雑霊の仕業と見なし、雑霊から身を守るため、辟

邪(へきじゃ)と斬魔(ざんま)に多くの関心を払った。

朝鮮時代においては、四寅剣(サインゴム)と呼ばれる辟邪と斬魔用剣が王室の主 の下で製作され

た。本来、一般的な剣の目的は敵の攻撃から身を守ったり、相手を制圧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が、四

寅剣は殺傷するために製作されたのではなく、目に見えない邪悪な雑霊をはね除けるための辟邪と斬

魔用に製作されたものである。

四寅剣は寅年、寅月、寅日、寅蒔すなわち四寅が重なる日に作られた。四寅が重なる日は60年に一

度戻ってくるもので、陽気が も盛んになるときである。そのとき、作られた剣は陽気を持ち、陰

(イン)で邪悪な雑霊をはね除けるため、剣を所蔵するだけで辟邪と斬魔が実現される。

四寅剣の製作には数々のタブーと手続きが存在する。 の片面には北斗七星もしくは北斗七星を含

む二十八星宿(星座) 図が金または銀で象眼されており、もう の片面には四寅剣という剣の名や易

経と道教思想が含まれている剣歌が篆書体で象眼されている。柄にも唐草文や蓮華文といった吉祥模

様が施された。また、剣を製作したあとには、酒や果物、白鶏、線香、ろうそくなどを用意し、祭壇

をつくって祭祀を行った。

四寅剣は一般的な剣よりはるかに重い。こうした点から見ても、四寅剣は人を殺傷するための武器

として製作されたのではなく、辟邪と斬魔という象徴的な目的を実現するために製作されたことがわ

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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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时代四寅剑的研究

李 星 坤

古人相信生活中存在一些加害于人类的杂鬼，那些不可理解的突发性灾难就是这些杂鬼作祟而致。

因此，为保护自身安全，当时的人们普遍关心如何避邪和斩魔。

朝鲜时代，在王室的主导下特制了避邪和斩魔用剑――四寅剑。人们用剑一般是为了在受到攻击时

保护自己或 控制别人，而四寅剑的目的不在于此。

四寅剑是在寅年、寅月、寅日和寅时四个寅重合在一起的特殊时间制作而成的。四寅重在一起的时

间60年一遇，被认为是阳气 旺盛的时候。这时制作的剑也就被认为秉赋充沛的阳气而能驱逐邪恶的杂

鬼。一般来说，只要收藏此剑就能避邪和斩魔。

制作四寅剑有各种禁忌和程序。剑 上用金银镶嵌有北斗七星或 包括北斗七星的28宿内容的装饰，

用篆书刻写“四寅剑”三字和包含周易和与道教有关内容的剑诀。剑柄上则刻唐草纹和莲花纹等多种吉祥纹

样。制作完成后，还要准备酒、水果、白鸡和香烛等东西进行祭祀。

四寅剑很重，以至于不 合象一般剑一样使用。由以上事实可知，四寅剑不是出于一般目的而有的

武器，而是为避邪和斩魔而特制的象征性武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