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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風水地理의 발생배경은 원시사회에서의 열악한 자연환경속에 부족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취길피흉(取吉避凶)의 관

념으로부터 풍수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풍수지리는 주로 이기풍수론과 형기풍수론의 두 분류에 의해

발전해 왔는데, 기 자체가 무형으로 실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없고, 특히 제1 주체인 땅(지기)은 자연적인 것으로 인간이 마

음대로 조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면에 인위적인 형상(家相)에 의해 천기를 잘 받아 지기의 공명현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현대의 풍수지리의 방향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지리의 사격(砂格)과 가상학(家相學)에 따른 건물에 대한 바

람의 영향을 무형의 상상으로만 평가해 오고 있는 지금까지의 방법과 달리 풍공학 및 공역학이론, 바람재난 피해 사례를 비

교 검토한 결과 보국명당과 가상학의 주장은 바람의 불규칙성 때문에 바람재난의 관점에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바람재난, 풍수지리, 보국명당, 형상, 사격, 가상학

ABSTRACT Based on the wind engineering, for the first time, a effects of wind in the Poongsoojiri is developed. The

fluctuating wind velocity is assumed as time-dependent random process described by the time-independent random pro-

cess with deterministic function during a short duration of time. The wind properties are represented by separation, turbu-

lence, eddies, wind profiles, turbulence intensity and surface roughness. In this papers, there were compared the effects of

wind engineering with the concepts of Poongsoojiri. 

KEYWORDS fluctuating, turbulence, eddies, turbulence intensity, Poongsoojiri

1. 서 론

風水地理의 발생배경은 원시사회에서의 열악한 자연 환

경속에 부족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취길피흉(取吉避凶)의

관념으로부터 풍수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족이 흥성하기를 원하는 고대인들은 생활하기 좋고

수확이 풍성해지는 장소 즉 생기(生氣)가 있는 곳에 부족

을 형성하고 죽은 자를 안장했다. 이러한 근본원인을 함의

(含意)하고 있는 풍수지리에서의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

水)의 줄임말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설명

되어지는데, 풍과 수는 자연환경적 요소로서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한편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인

자임을 알 수 있다. 장풍득수 즉 북서한풍(北西寒風)을 피

할 수 있는 지형과 물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지형에 따

른 인간의 고유한 생활 양식과 문화라는 다양한 인문학적

현상과 변화를 만들어 냈다.

위와 같이 풍수지리는 우리 인간이 자연환경에 순응하

며 동체(同體)로 공존하기 위한 지혜로서 최적의 길(吉)한

지형을 명당(明堂)이라고 개념화 시키고 그러한 명당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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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함에 있어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기

술적 논리들을 체계화하고 이론화를 전통지리학이라 할

수 있다.

정식으로 풍수지리의 정의가 정립된 것은 진 나라의 곽

박(郭璞, 276-324)의 “장경”에 의해서다. 이후 풍수지리는

시대에 따라 명칭과 내용이 다르게 발전해 왔지만, 우주의

기 즉 天氣(空氣), 地氣, 水氣가 근본적으로 취급되고 있으

며, 이들 중 제1의 주체는 땅(지기), 제2는 물(수기), 제3은

대기(공기)가 되며, 이러한 기들이 비록 보이지는 않고 만

져지지 않지만 우주에 가득하고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도

없는 곳이 없고 또한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여, 세상

만물의 운동과 변화를 결정하고 흥하고 망함의 가장 근본

요소로 보고 있다.

현대에서 발복의 차원에서 좋은 지기(생기)가 모여있는

장소(명당)를 풍(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수(기는

물을 만나면 멈추고)와 관계하여 분석하는 이론이 “풍수지

리”다. 지금까지의 풍수지리는 주로 이기풍수론과 형기풍

수론의 두 분류에 의해 발전해 왔는데, 기 자체가 무형으로

실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없고, 특히 제1 주체인 땅(지기)은

자연적인 것으로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면에 인위적인 형상(家相學)에 의해 천기를 잘

받아 지기의 공명현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현대의 풍수지

리의 방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맥(산맥)을 따라 생기가 모이는

혈지에 바람에 의한 기의 흩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격

(砂格)과 가상학(家相學)에 따른 바람의 영향을 무형의 상

상으로만 평가해 오고 있는 지금까지의 방법과 달리 풍공

학 및 공역학이론의 적용과 태풍에 의한 바람재난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풍수지리학적 개념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풍수지리의 원리1,2,3,4,5)

2.1 이기풍수론(理氣風水論)

풍수지리학에서 이기풍수론이라 함은 지형에 대하여 자

연철학적 관점에서 지표(地表)의 구성 성분인 산과 물을

방위와 관련지어 동양철학사상의 음양오행론으로 해석하

여 인간과의 길흉관계를 규명하려는 자연지리이론(自然地

理理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풍수론은 산과 물에 있어서

형(形)과 세(勢)라는 외부형태와는 상관없이 어떤 방위에

산과 물의 형체(形體)가 위치하는 형국(形局)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음(陰)과 양(陽), 오행(五行)의 상생상극(相生相

剋)의 기운(氣運)이 작용하고 지형의 환경요소로서의 풍

(風)과 수(水) 또한 음양오행운동에 의한 작용으로 인간에

게 길흉(吉凶)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철학적 관점에서

이론화한 것이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형태는 음성(陰性)과 양성

(陽性) 또는 오행(五行)의 기(氣)에 의하지 않는 것이 없으

며, 현재의 지형점에 대한 땅의 형상과 자연환경변화요소

인 풍수(風水) 또한 우주변화 에너지인 기권(氣圈)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기풍수론의 요체(要諦)가 되는 음양사상(陰陽思

想)은 자연계의 변화와 순환의 이치를 음기(陰氣)와 양기

(陽氣)의 상호작용과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剋)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일종의 자연관(自然觀)이며 우주관(宇宙觀)이

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宇宙)은 둥글다는 천원사상(天圓思想)

에서의 천원(天圓)은 방위적 표현으로 사방 360도의 원(

圓)을 의미하며 15도씩 24방위로 구분하여 15도 1방위를

궁(宮)으로 명명(命名)하여 24방위를 24궁으로 하여 우

주의 기(氣)를 각각 배속시켜 철학적 이론의 체계화를 이

루었다.

따라서 이기풍수론에서는 우주의 모든 방위에 대해 현

재의 지형 점을 중심으로 크게 24방위라는 방위인자(方位

因子)를 규정하고 배정하여, 각각의 방위는 음양오행에 의

한 고유한 기운인 에너지를 갖고 있음으로 기(氣)의 상생

상극관계로서 인간과의 길흉여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서 자연환경 변화요소로서의 풍(風)과 수(水)에 방

위인자(方位因子)라는 새로운 철학적 요소를 가미하여 용

혈사수향(龍穴砂水向)에 음양오행을 적용하는 자연철학적

지리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형기풍수론(形氣風水論)

형기풍수론은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특정지역이나 지점에

대한 지형을 관찰하고 분석하되 지표의 구성성분인 산과

물의 형상을 천조지설(天造地設)에 의한 자연적 형상으로

보고 그러한 지형들은 자연의 변화와 원리에 따라 이치가

존재함으로 제각각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

았다.

그러므로 특정의 지형이 갖는 형상은 그 형상이 갖는 독

특한 기(氣)가 존재하며 지형의 형상에는 풍(風)과 수(水)

라는 자연환경요소가 영향을 미치므로 지형의 형상과 자

연환경요소 그리고 인간과의 삼각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지형지세의 형상적 이치를 깨닫고 자연에 대한 순응(順應)

과 역행(逆行)에 따른 길흉관계를 규명하려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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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기풍수론은 지형의 외부적 형상과 지형환경

변화인자인 풍수(風水)에 의한 결과물로서 지표(地表)의

주형성체(主形成體)인 산과 물에 대한 연구와 분석 및 활

용에 있어 그 형(形)과 세(勢), 형국(形局)에 대한 자연과학

적 접근을 통한 구명(究明)의 논리로써 설명할 때, 단지 음

양오행론을 활용할 뿐 이기풍수론처럼 자연형상과 풍수라는

환경인자 및 방위인자가 전적으로 음양오행운동의 동기

(動氣)에 의해 형성되고 작용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때문에 형기풍수론에서는 산과 물의 형(形)과 세(勢)를

매우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며 지형환경 변화인자로서의 풍

수(風水)와 지형구성체(地形構成體)로서의 산과 물의 형세

(形勢)를 구분한 후에 음양오행론을 적용한 후 자연지형을

해석하여 명당(明堂)의 대소(大小)와 취용여부(取用與否)

를 결정짓는 생활과학적 자연지리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3. 양기(陽基) 및 양택(陽宅)의 일반론

풍수지리학의 형기풍수론에서 다루고 있는 양기 양택의

일반론을 살펴보면 양기, 양택의 길지(吉地)는 산진수회

(山盡水回)하고 환포장풍(環抱藏風)으로 형성된 형국(形局),

즉 산이 다하고 물이 궁체(弓體)로 휘감아주고 청룡과 백

호가 둘러 안고 있어서 지기(地氣)의 누설을 방지하고 외

부의 흉살(凶殺)을 방어하여 국내(局內)에서 이루어지는

땅을 말한다.

다만 양기지(陽基地)는 장룡(長龍)으로 산진처(山盡處)

에 혈처(穴處)가 넓고 물이 합취(合聚)하거나 만곡(彎曲)

하며 사각도(砂角)도 크게 교결(交結)하고 조공(照拱)하

며, 국세(局勢)가 넓고 관활(寬闊)하여 평화로워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즉 양기(陽基)는 일편(一片)의 평지(平地)

로 평포(平鋪)된 곳에 물이 있고 국세(局勢)가 관할하여

평화로운 곳이니 양기는 일편으로 형성된 관평(寬平)한

땅을 말한다.

그러므로 양기지는 음택지(陰宅地)보다 역량(力量)이

크므로 국세(局勢)가 넓을수록 결작(結作)이 커서 상격

(上格)은 수도(首都)나 대도시가 되고, 그 다음은 군읍

(郡邑) 정도가 되며, 작은 것은 향촌(鄕村)이 되는 땅을

말한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공공다중(公共多衆)이 기

거(起居)하는 넓은 택지, 즉 향촌이상의 넓고 평평한 택

지를 양기지(陽基地)라 하고 개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양택지(陽宅地)이라 하며 양택(陽宅)은 건

축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2.4 보국명당(保局明堂)

풍수지리는 크게 묘지와 관련된 음택풍수와 2.3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택과 관련한 양택풍수로 분류되나, 둘

다 좋은 터를 고르는 이론이나 방법은 똑 같다. 즉, 용세론

(龍勢論), 혈세론(穴勢論), 사격론(砂格論), 수세론(水勢論),

향법론(向法論)으로 즉 용혈사수향(龍穴砂水向)을 풍수지

리의 5대 요소라 한다. 즉 음택이든 양택이든 용혈사수향

에 의해 결정된 다음 장사법과 산 사람을 위한 건물을 세

우는 것이다.

1) 龍: 산맥의 변화하는 모습이 마치 용과 같아 산의 능

선을 용이라 하고,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지기는 이 용맥

을 따라 전달되는데, 산줄기가 활발하게 변화하며 흐르면

살아 있는 용으로 생기가 넘치는 땅을 생왕룡(生旺龍)이라

하고, 생왕룡에는 생룡(生龍), 강룡(强龍), 순룡(順龍) 복룡

(福龍) 등이 있다. 변화 없이 일자로 쭉 뻗으면 생기없는

땅을 사절룡(死節龍)이라 하고, 사절룡에는 사룡(死龍), 약

룡(弱龍), 겁룡(劫龍), 퇴룡(退龍), 역룡(逆龍), 살룡(殺龍)

등이 있다.

2) 穴: 혈은 생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며, 기세 생왕한 용이 행룡을 멈춘 곳에 혈을 맺고, 용이

변화해야 지기가 생동하고, 용이 멈추어야 지기가 융결(融

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즉 용진(龍盡)해야 혈적함이 풍수

지리의 원칙이 된다. 생기가 넘치는 용에서만 결지하는 혈

지는 항상 양기(陽氣)가 넘치고 수려(秀麗)하고, 견고(堅固)

하면서 유연(柔軟)하고(흙이 밝고 부드러우면서 단단), 맑

은 물은 여러 골짜기에서 나와 혈을 감싸고돌아 환포해 주

며, 이러한 물이 생기를 가두고 보호해주며, 혈 주변의 산

들인 사격은 아름답고 귀한 형상으로 혈을 감싸 보호해 바

람으로부터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3) 砂: 혈의 생기가 바람에 흩어지지않도록 주변을 감싸

주고 있는 산을 말하며, 혈의 좌측에 있는 산을 청룡(靑龍),

우측에 있는 산을 백호(白虎), 혈의 앞에 있으면 안산(案山,

朱雀), 뒤에 있는 산을 玄武, 안산 너머에 있는 산을 조산

(朝山)이라하고, 현무 뒤로는 主山(小祖山, 中祖山, 太祖山)

이 있다. 

4) 水: 물(양)은 생기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멈추게하는

성질이 있으며, 따라서 용맥이 멈추어 혈을 맺으려면 반

드시 앞에 물이 있어야 하고, 혈지를 감싸주듯 환포해주

어야 한다. 물길에 따라 하염수, 용호수, 주작수가 있고,

사격과 물이 교합하는 형상에 따라 목성수, 화성수, 토성

수, 금성수(제일 귀한 형상), 수성수가 있고, 수구는 혈

앞 물흐름의 출구를 말하는데 한문이라하여 관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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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국명당: 명당은 혈 앞의 많은 산들이 둘러싸고 물이

합수하여 생기가 결합하는 평탄한 곳으로 내명당과 외명

당이 있으며, 길한 명당으로 교쇄명당(交鎖明堂), 주밀명

당(周密明堂), 대회명당(大會明堂)이 있고, 흉한 명당으로

반배명당(反背明堂), 경도명당(傾倒明堂), 광야명당(曠野

明堂), 겁살명당(劫殺明堂)등이 있고, 보국명당의 크기에

따라 국가의 수도에서부터 개인의 양택 및 음택지가 될 수

있다. 보국명당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2.5 보국명당의 개념에 의한 양택지

2.5.1 길한 양택지

·배산임수

·보국

·산의 모양이 단정, 깨끗, 면배에서 면 선택

·맥을 받는 땅

·후고전저 지형과 앞이 평탄 한 곳

·통풍이 잘되고 햇볕을 잘 받는 지형

·땅이 밝고 단단하며 배수가 잘 되는 지형

·나무나 잔디가 잘 자라나는 지형

2.5.2 흉한 양택지

·골바람을 받고, 물이 속수 배반하는 지형

·능선이 날카롭고 험준하고 바위 지형

·깨지고 부서진 지형

·뒤가 낮고 앞이 높은 지형

·홀로 돌출되거나 경사가 급한 지형

·도로 아래, 절벽, 낭떠러지 주위, 골짜기

·폭포소리가 들리는 지형

·지기를 불득의 암석 자갈, 모래, 황토 지형

·매립지, 수맥이나 유골이 있던 지형

·대로변이나 교차로가 있는 지형

·큰 나무 밑의 택지

·산을 절개하거나 골짜기를 보토한 지형

·고목이 서 있던 지형

·점토가 많아 질퍽거리는 지형

·먼지가 자주 일어나고 부석부석한 지형

·도로가 등을 돌리고 있는 지형

·경사진 도로 지형

·도로가 택지를 행하여 똑바로 난 지형

·택지 앞으로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도로지형

·택지를 대각선으로 비껴 가는 도로

·택지보다 높은 도로

·도로가 삼각점을 이루는 지형

·택지 뒤의 도로

·택지 뒤의 도로

·택지에 비해 넓은 도로

·택지를 사면으로 둘러싼 도로

2.6 가상학(家相學)

양택은 땅의 기운인 지기에 관련되고, 가상학은 하늘의

기운인 천기에 관련된 것 이 나, 땅은 자연적인 것으로 인

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가상은 사

람이 얼마든지 조절하여 천기를 잘 받을 수 있는 건물의

형태나 배치를 할 수 있다.

2.6.1 건물의 모양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모양(○)

·고지대 낮은 건물과 낮은 층(○)

·건물바닥전체가 지면과 접하는 구조(○)

· 1층이 공간인 구조물(×)

·주택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는 구조(×)

·건물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

·건물의 하단부가 상단보다 넓은 형태(○)

·앞면과 뒷면이 분명해야 함(○)

2.6.2 지붕의 형태

·중심이 발달된 지붕(○)

·가운데가 푹 꺼진 지붕(×)

·높낮이가 일정한 지붕(○)

·가운데가 높고 양 옆이 낮은 지붕(○)

·가운데가 낮은 지붕(×)

·지붕과 실내공간 사이에 천장이 있는 지붕(○)

·슬래브 지붕(×)

·지붕 용마루가 처지지 않고 반듯한 형태(○)

그림 1. 보국명당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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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아파트 풍수

·단지가 산을 등지고 있는 형태(○)

·단지 앞이 평탄한 지형(○)

·단지를 사방의 산들이 감싸고 있는 형태(○)

·단지가 산이나 능선의 면에 위치한 형태(○)

·단지를 물, 도로가 안쪽으로 감싸주는 형태(○)

·고지대의 단지(×)

·복개천, 습지, 쓰레기 매립지의 단지(×)

·대로변이나 고가도로가 지나는 단지(×)

·경사가 심한 지형의 단지(×)

·고밀도 고층 단지(×)

·동이 지맥을 받는 형태(○)

·주변 산들이 단정하고 깨끗 단지(○)

·생땅위에 건립한 단지(○)

·햇볕을 잘 받는 단지(○)

·도로가 단지를 곡선으로 감싸고 있는 단지(○)

·담장이 있는 단지(○)

·산을 절개한 면과 바로 서 있는 단지(×)

3. 풍공학의 특성6,7,8,9,10,11)

3.1 바람의 성질

공기(대기)의 기압차와 지구의 자전에 의해 발생하는 바

람은 발생지역과 풍속에 따라 다르게 명명되지만, 우리나

라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태풍이며, 이러한 바람은 시간과

공간, 지표면의 형태에 따라 불규칙(不規則)하게 변화하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3.2 바람의 수직분포

바람의 풍속은 지표면에서는 영으로 가정하지만, 지표

면으로부터 높이 상승할 수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

기이동과 지표면과의 마찰에 의해 지표면 부근에서는 풍

속이 감소되기 때문이며, 지표면에서 올라갈 수록 지표면

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풍속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산, 언

덕 및 경사지 정상부근에서는 지형의 특성에 의해 풍속이

증가되는데 각 지형에 따라 1.05~1.61배 증가한다. 

이와 같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바람의 수직분포는 일

반적으로 지수법칙인 다음 식 (1)로부터 나타낸다.

(1)

여기서, α: 고도분포지수

 V(z): 높이에서의 풍속

 V(zref): 기준높이 에서의 풍속

 zref: 기준높이

식 (1)에서의 고도분포지수 α는 지표면의 형태에 따라

즉 도심지(0.3-0.4), 교외지역(0.28), 개방지역(0.16)을 나타

낸다. 식 (1)의 수직분포에서 풍속은 지상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지만 어느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풍속의 크기가 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풍속을 경도풍이라 하고, 경도풍 높

이도 지표면에 따라 도심지(500 m), 교외지역(400 m), 개

방지역(270 m)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그림 2에서는 조

도변화에 따른 풍속의 수직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X: 경사지의 상단부로부터의 거리

 D: 경사지의 고저차

 Z: 지표면으로부터의 거리

 θ: 경사각

 Eg: 할증계수(Uz/Ux)

3.3 대기의 난류강도 및 적분스케일

자연의 바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동하며 흐르는데,

이러한 자연풍이 지표면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비정상 불

규칙 변동(非定常 不規則 變動, Nonstationary random fluctuating)

V z( ) V zref( ) z

zref

--------  ⎝ ⎠
⎛ ⎞α=

 

그림 2. 조도구분에 따른 풍속의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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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와(亂渦, turbulence eddies)흐름이 되지만, 해석의 간

편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 식 (2)와 같이 가정 한다.

(2)

여기서, : 평균풍속

 u(t): 정상적인 변동성분

난류가 얼마나 강한가 및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난

류강도 및 난류적분스케일을 이용한다. 난류강도는 다음

식 (3)으로 나타낸다.

(3)

여기서, σ
u
(z): 변동성분의 표준편차

식 (3)의 난류강도는 바람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을 수록 증가 즉 개방지역 < 교외지역 < 도심지역 순으

로 증가한다. 난류의 이동은 서로 크기가 다른 많은 와의

중첩에 의해 형성되는데, 각 와에는 다른 크기의 파장,

주파수를 가지는데, 이러한 난류의 평균적인 크기를 나

타내는 양을 난류의 적분스케일 이라 한다. 난류의 적분

스케일도 지상에서 올라갈수록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림 3은 난류의 적분스케일 나타내고 있

다. 3.2, 3.3절에서 나타낸 바람의 현상들은 그림 1의 보

국명당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3.4 건물주위 공역학적 현상(흐름)

경계층내에서 바람이 건물을 만나면 바람이 불어오는

풍상측의 형태, 입사각, 건물의 깊이, 높이에 따라 박리현

상, 재부착, 풍직각 방향과 풍하측에 와류가 발생한다. 이

러한 와류에 의해 건물에서는 풍상면 및 직각방향으로 진

동이 발생하여 건물의 사용성을 저하 시키고, 거주자에게

불안정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불규칙 와류 현상에 관

한 해석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함수의 식으로 나태

내지지만, 본 논문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바람의 영향에

대한 형상학적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

는 도식적 형태만을 나타내고자 한다.

3.5 바람재난의 피해 사례

건축물이나 산림 및 도로 시설물들은 일반적으로 계절

풍에 의한 피해는 없으나 태풍과 같은 강풍, 순간최대 돌

풍, 강한 와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바람재난을 발생시키는 현상들은 2절의 풍수지리

적 영향과 3.2-3.4절에서 나타난 현상들의 상호 작용에 의

해 발생한다. 본 절에서는 바람재난의 현상과 풍수 지리적

영향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

풍에 의한 바람재난 피해 사례를 조사한 일부를 그림5에

서 나타내고 있다. 

4. 풍수지리와 풍공학적 현상의 비교

그림 1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보국명당에서 혈

지의 위치와 사격의 크기와 방향은 일정하고 또한 혈지의

건물들도 방향과 규모가 일정하다는 사실과 그림 2, 그림

3, 그림 4로부터 바람은 지표면의 특성, 방향, 크기에 따라

비정상 불규칙 변동 현상으로 나타내진다는 사실 알 수

있었다. 위의 두 현상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음으로

나타내지는 보국명당과 동적으로 양을 나타내는 도로,

물길 등과는 다르게 바람은 양이면서 불규칙성(임의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람이 현무, 좌청

룡, 우백호의 뒤에서, 안산의 앞에서만 불어온다고 생각

할 수는 절대 없다. 그림 5 태풍의 피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람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일정한 풍속

보다는 산, 도로, 건축물 등과 같이 물체들에 의해 발생

하는 불규칙한 난류의 영향이 절대 적이라는 사실은 풍

공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2.5절의 양택지와 2.6

절의 건물의 형태를 적용하기에는 모호성이 많다는 사실

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풍수지리는 막연하게 보국명당은 바람으로

부터 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2, 3장에서 나타낸

내용과 그림 1, 2, 3, 4 및 실제 태풍 피해 사례를 비교분

석해보면 즉 풍공학의 관점과 공역학상의 특성으로부터

보국명당과 가상의 형태에 따른 바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자

료를 얻기 위하여 수치해석이나 풍동실험의 시행이 요구

된다.

U t( ) U u t( )+=

U

Iu

σu z( )

U z( )
-------------=

그림 3. 난류의 적분스케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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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풍수지리의 기본개념인 용혈사수향에 의

한 보국명당과 가상학의 형태와 기를 흩어지게 하는 불규

칙 변동현상의 와류에 관한 풍공학 및 공역학적 이론과 태

풍피해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풍수지리에서 막연하게 평가되었던 바람의 영향

그림 4. 물체주위의 공역학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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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풍공학적 이론과 실제 바람재난 피해를 파악한 결과 풍

수지리학적 주장은 바람의 불규칙성 때문에 바람재난의

관점에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풍수학적 지형과 건축물에 의한 불규칙한 와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바람재난이 발생하는 사실을 풍공학

과 태풍의 피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풍수지리와 바람재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잘 알려진 많은 명당과 건물들을 선정해 풍동실험

을 하고, 이로부터 표준화하여 최적의 모델을 도출한다면

풍수지리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정경연 (2009), 부자되는양택풍수, 5판, 평단 p.88~246.

2.박정해 (2009), 명십삼릉 풍수지리, 문예원, p.73~114.

3.김광제 (1998), 좋은 땅·집터, 홍익출판사, p.13~235.

4.신평 (2006), 풍수양택 통론, 관음출판사, p.65~82.

5.생활풍수인테리어연구회 (2008), 생활풍수, p.14~30.

6.국토해양부 고시 (2009), 2009건축구조기준, p.71~94.

7.건설교통부 (2001), 풍하중해설 및 설계, p.10~39.

8.김영문 (1998), 풍동실험가이드북, 한림원, p. all.

9.김영문 (2002), 건축물의 내풍설계, 한림원, p.55~122.

10. Simiu (2006), Design of bui. & bridges, p.1~65.

11. Simiu (1996), Wind effects on Str-, p.135~194.

그림 5. 태풍의 피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