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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끝에서 우주를 읽다

지남반, 지남철 혹은 패철 등으로 불리는 윤도(輪圖)는 지남성(指南性)이 있는 바늘, 

즉 자침(磁針)을 활용하여 지관들이 음택과 양택 등 풍수지리를 보거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보기 위해 사용하던 일종의 나침반을 말한다. 

윤도는 중심에 자침을 두고 24방위를 기본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에 쓰인 방위들로 구

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음양, 오행, 팔괘, 십간, 십이지 및 24절후가 조합을 이루며 배

치되어 있다. 때문에 윤도는 고대 동양인들이 우주의 순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나

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로 체계화한 음양오행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정번호 110.

윤도장 | 윤도를 제작하는 장인.

전통기술

윤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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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질서를 담다

지남철의 시원은 중국 한(漢)대까지 올라간다. 그때 이미 풍수점(風

水占)에 쓰였다고 보며 기원전 4∼5세기엔 자석침을 빙빙 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기원전 2700년경에 지남차(指南車)가 만

들어져 치우와의 전투에서 황제는 이것을 이용하여 안개 때문에 길을 

잃은 병사들에게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결국 치우를 사로잡았다는 전

설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윤도가 쓰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

만, 삼국시대에 윤도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천문학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아 윤도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시대 신라의 박사(博

士)제도 중에 천문박사가 있었고, 백제에서는 천문학을 담당하던 일

관부(日官部)를 두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사신도를 보아도 당시

에 음양오행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윤도

조선,지름19㎝,두께2㎝,

국립민속박물관소장.

•사진출처: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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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일신라 말에 승려 도선(道詵)에 의해 풍수도참 사상이 발달

하면서, 윤도는 집터를 보는데 중요한 기구가 되었고 고려시대까지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가 되면 이전 기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윤도(輪圖)’라는 명칭이 실록에 보인다. 선조 33년

(1600)에는 명나라에서 온 지리에 밝은 이문통(李文通)이 나경(羅經)

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윤도처럼 생겼다고 했

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윤도가 쓰이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나경이라는 명칭으로 윤도와 같은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7년(1731)에는 허원(許遠)이라는 사람이 새로 지남철을 만들었

는데, 해의 그림자를 취하여 남북을 정하니 그 법이 아주 정밀했다. 

또한 영조 18년(1742)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중국에서 구해 온 천문

도(天文圖)와 5층 윤도가 모두 천문, 지리의 쓰임에 요긴한 것이므로 

본떠 만들기를 청해 허락했다. 관상감에서 윤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윤도에 별자리로 점을 치는 점성술의 요소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절후 등이 있는 것과 일치한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풍수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윤도가 다양한 용도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뱃사

람이나 여행자들이 방향을 보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천문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의 휴대용 해시계에 정확한 남북을 정하는데도 윤도가 필요

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휴대용 해시계에는 간단한 윤도를 함께 붙이

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사대부들은 부채의 끝에 작고 단순한 모양의 

2, 3층짜리 윤도를 만들어 매달고 다니기도 했다. 부채에 매단 선추

(扇錘)는 12방위 또는 24방위만을 표시한 소형 지남침으로 가장 실용

적인 멋을 가졌으며, 그 아름다운 조각과 더불어 조선의 독특한 휴대

용 나침반으로 발달하였다.

이렇듯 윤도는 묘자리를 보는 지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

용하게 쓰이던 생활 과학 도구였다. 그러나 해방이 된 후 서구의 문

물의 영향으로 윤도와 관련된 학문들이 미신으로 격하되어 윤도 역시 

잊히게 되었다. 지금은 몇몇 지관들과 가보(家寶)로 소장하기 위해 찾

는 사람들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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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를 만드는 사람들

윤도는 집터나 묘터를 정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 터의 중심에 윤

도판을 놓고 자침이 걸리지 않고 남북을 가리킬 수 있도록 수평으로 

놓는다. 자침이 남북으로 고정 되면 윤도판을 돌려 자(子)를 북쪽에, 

오(午)를 남쪽으로 놓아 자침과 판의 자오선이 일치되도록 고정시킨

다. 그 다음 실을 집짓는 방위에 따라 길게 연장하여 표시를 한 후 집

터를 잡는다. 풍수에 따라 터를 잡는 일은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근본 

윤도장 김종대 보유자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이야기여행    315



개념으로 하고 있다. 즉 자연의 법칙과 형상을 따름으로서 길복을 누

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같은 윤도를 만드는 사람을 윤도장이라고 한다. 먼저, 나무로 둥

근 판을 만들어 중심부에 작은 원을 파내어 자침을 끼워 둔다. 몸체는 

대추나무를 잘 말려서 사용하는데 뒤틀림이 적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간혹 윤도 윗판을 상아로 만드는 고급스러운 것도 있다. 윤도판 몸체

를 금속으로 만들면 자침의 자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

들지 않는다. 

자침은 쇠바늘을 불에 달구어 남북을 가리킬 수 있도록 끝을 뾰족

하게 만들고, 중심에는 구멍을 뚫어 침에 걸 수 있도록 한다. 중심 침

에 올려놓았을 때 좌우 중심이 맞아야 하고, 회전이 잘 되도록 한다. 

자침은 자석에 15∼30분 정도 붙여두면 자성이 생겨 남북을 가리킬 

수 있게 된다. 윤도의 상판 원과 방위 글자는 대부분 칼로 새겨두지만 

윤도장 김종대 보유자 작품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침에 자력 입히기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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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다.

윤도 제작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마을에서 300여년 넘

게 이어져온 기술로 조선시대에는 흥덕현(興德縣)에 속해 이곳에서 

만든 윤도는 ‘흥덕 패철’이라고 불렸다. 방향이 정확하고 견고해 전통 

나침반으로는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오고 있다. 

김씨·한씨·서씨 집안을 거쳐 김정대의 조부인 김권삼과 백부인 

김정의에게 전해졌고, 가업을 이어 받은 아들 김종대가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김종대는 소질이 있으니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백부의 

유언으로 윤도일을 시작하였다. 그가 쓰는 도구들은 모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200~300년은 족히 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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