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례와 택일
* 전 차시 일괄 오픈이 아닌 순차 오픈 과정입니다.

  세부 학습내용은 학습계획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별 학습계획

주 주 제 학습 내용 강의 유형

1 가정의례와 택일의 개론

1. 가정의례의 정의

2. 가정의례의 필요성과 범위

3. 택일의 정의

4. 택일의 목적과 종류

5. 택일을 하기 위한 기초지식

이론강의

2 택일의 이론적 배경

1. 음양오행설

2. 십간십이지와 십간십이지의 음양오행

3. 십이지의 충·형·해·파

4. 하도·낙서의 이해

5. 선후천팔괘의 이해

6. 구궁설의 이해

이론강의

3 혼례 및 혼례 택년·월

1. 혼례의 의미

2. 혼담의 정도와 절차

3. 사성과 연길

4. 혼례식장에서 남녀가 서는 위치

5. 혼례 택월

이론강의

4 혼례 택일(길신)
1. 혼례택일에서의 길신의 종류

2. 혼례택일에서의 길신의 의미

3. 혼례택일에서의 길신

이론강의

5 혼례 택일(흉신)
1. 혼례택일에서의 흉신의 종류

2. 혼례택일에서의 흉신의 의미

3. 혼례택일에서의 흉신 파악

이론강의

6 혼례 택일 및 택시 예제
1. 예제를 통한 혼례택일

2. 예제를 통한 혼례택시
이론강의

7 상례 및 상례택일

1. 상례의 의미와 자세, 목적

2. 현대식 상례 절차

3. 상례 택일의 과정

4. 소렴의 의미, 대렴(파빈) 택시

5. 파빈 택시, 발인 방위, 하관 택시

6. 삼우제 날짜

7. 합장(合葬) 및 제사에서의 남녀 위치

이론강의

8 제례(기제사)와 명절제사

1. 기제사의 의미

2. 기제사를 모시는 대상, 의미, 자세, 날짜

3. 기제사에서의 주의사항

4. 기제사 절차

이론강의



주별 학습계획

주 주 제 학습 내용 강의 유형

5. 기제사 축문

6. 지방(紙榜)

7. 기제사와 명절제사의 차이점

8. 기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바른 위치

9. 명절제사의 종류와 장소

9 묘지수리 택일

1. 묘지를 수리하는 날

2. 묘지수리는 청명과 한식

3. 묘지수리 택일

4. 예제를 통한 묘지수리 택일

이론강의

10 이사 택일

1. 황제택경에서의 이사 지침

2. 이사방위 선택

3. 이사에서의 아홉 방위[구기법]의

4. 예제를 통한 이사 방위

5. 이사택일의 길신(마땅한 날)

6. 이사택일의 흉신(꺼리는 날)

7. 예제를 통한 이사택일

이론강의

11 개업 택일

1. 개업택일의 길신

2. 개업택일의 흉신

3. 예제를 통한 개업택일

4. 개업택일 축문서식

이론강의

12
가옥건축 및 

가옥수리 택일

1. 황제택경에서의 좋은 가상

2. 황제택경에서의 가옥의 5허와 5실

3. 황제택경에서의 가옥과 묘지에 관한 지침

4. 택리지에서의 좋은 주거지 조건

5. 건축(成造) 택년

6. 건축 좌향

7. 시역 및 상량식 택일

이론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