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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풍수학의 흉지 중에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등고선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흉지를
유형화하고, 흉지와 복수경매 주택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복수경매 주택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발견하였다. 첫째, 각 행정구역의 주택유형별 점유비율에 따라서 경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은평구, 강서
구, 강북구 순이었고, 경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송파구(1.4%)였다. 둘째, 복수경매 주택의 입지와 관련
하여 주택의 고도와 복수경매 주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수경매 주택의 위치를 등고선
을 포함하는 GIS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중첩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
다. 첫째, 낙찰 횟수별 흉지율 분석 결과 자료의 부족으로 통계적 분석은 불가능했지만, 경매 물건의 낙찰
횟수가 높아질수록 풍수지리학적 흉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흉지 유형별로는
낙맥처에 가장 많이 집중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과협처였다. 셋째, 부동산 경매가 집중되는 특정한 지
역을 검토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라도 기존의 용맥 흐름상 흉지에 해당하면 그 기운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영향이 특정 흉지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풍수지리학, 부동산 복수경매 주택, 흉지이론, GIS 프로그램
ABSTRACT：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e real estate auction houses
in Seoul. The highest ratio of auction houses was Eunpyung-gu, and the co-relation between the
latitude and the inauspicious are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GIS program analysis,
three conclusions were found as followings; first, as the number of real estate auction was increasing,
the possibilities of locating on the inauspicious area was going on increasing, 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akmaek area was the most popular inauspicious location in Seoul which is the place
that mountain range grew radically down like a cliff. And next was Gwahyeup area which was the
place it grew radically narrow. Lastly, though the countor was erased by the Urban Land Subdivision
projects, the loci of the ominous atmosphere could not be evaded in some cases.
Key Words：Feng-shui, Multiple Real Estate Auction Houses, Inauspicious Location, G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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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풍수지리학의 고서에
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흉지이론 중 객관적인 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증이 가능한 흉지 유형을 추출하여 복수경매 주택
(複數競賣住宅)1)의 풍수지리학적인 특성을 밝히

풍수지리설은 토지에 대한 우리 민족의 기층적

는 것이다.

사상의 하나로서, 역사상 신라 이후 우리 민족의
토지 관념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다. 풍수사상은 통일신라 이후 당과의 문화적 교
류가 빈번할 때 전래된 것(김병도, 1980: 28)으로,

1) 시간적․공간적 범위

과거부터 우리는 땅을 정할 때 풍수(風水)를 중요

시간적 범위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공

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도읍의 입지를 선정하고,

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대

마을의 자리를 잡으며, 주택의 방향과 위치를 정

상으로 한다. 1994년도에서 2009년 9월까지 서울

하는 데 풍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시 내의 동일한 번지 안에서 부동산 경매에 1회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할 때, 조정의 토

이상 낙찰된 단독․다가구주택지이다.

론에서 얘기되는 풍수는 매우 절대적인 가치를 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자료가 완벽

닌 사상이었다(최창조, 1986: 221～240). 또한 그

하게 구축된 것은 1998년도부터이며, 부분적으로

후 경복궁과 종묘, 사직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기

구축된 시기는 1994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의 범위

관 및 시설을 설치할 때 풍수사상은 상당한 역할

를 1994년으로 설정하였다. 특별히 단독․다가구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풍수에 관한 논의

주택을 수집한 이유는 첫째, 단독․다가구주택은

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현대 도시계획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비교적 기존의 자

설계 분야에서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연에 순응하기 때문에 풍수에서 언급하고 있는 흉

하지만 풍수지리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없이

지론을 살펴보기 적합했다. 둘째, 아파트 등 공동

교조주의(敎條主義)적 신념만으로 설계이론에 도

주택은 층고에 따라 자연의 파괴도가 심할 뿐만

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연구는 풍수지

아니라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소유자가 다양하여

리학설을 검증하고 객관화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셋

수행되었다.

째,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다가구주택지가 소

풍수지리학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양택명당
의 입지 조건과 사람이 살지 말아야 하는 흉지(凶

규모 필지단위로 이루어져서 조사대상을 명확히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地)의 조건을 같이 이야기한다. 흉지에 입지한 거
주민에게 각종 사고와 재물의 손실과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2) 내용적 범위

풍수지리학의 이론 중에서도 흉지이론으로 한

1) 동일한 번지에서 다수의 경매가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 중 낙찰횟수가 2회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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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으며, 흉지이론 중에서 지형도면의 등고선으

2, 3, 4회 이상이 되는 경매에 중복되는 데이터를

로 길흉(吉凶)의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입수대살

정리하였다.

처(入首大殺處)와 산곡수살처(山谷殺水處)로 국
한하였다.
흉지이론으로 한정지은 이유는 첫째, 명당에 입

고서 정리

풍수의
흉지이론 정리

연구동향

1994~1997
개인회사

부동산 경매
자료 정리
(경매 1, 2, 3, 4회)

1998~2009
대법원

지한 주택을 규명하여 증명하는 것보다는 흉지에
입지한 주택이 현상학적으로 뚜렷한 특성이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둘째, 명당이론

서울시 등고선
분석
GIS program

보다는 흉지이론을 통해 일반인에게 풍수지리학
주택 부동산 경매자료와 등고선
GIS자료 중첩

에 대한 경각심 및 흥미를 일으키기 쉬울 것이라
고 판단해서이다.

복수 부동산 경매주택과
흉지입지와의 관계 해석

본 연구에서 흉지와 관련된 데이터로 복수경매
주택을 수집한 이유는 첫째, 주택과 관련하여 개
인적인 나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경매에서 복수로 낙찰되는 주택은 불길하
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
자가 구득한 부동산 경매자료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료구축의 용이성이다. 연
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득 경로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방법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셋째, 정리된 부동산 경매자료의 지번을 서울시
GIS 지적도의 지번 PNU코드와 연동하여 위치를
입력하고, 1997년도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등고
선을 GIS파일로 전환시켜 풍수지리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GIS 등고선파일과 중첩시
킨 이유는 주택입지의 길흉을 등고선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흉지의 가능성을 등고
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론고찰에서 자세하게 설
명하기로 하겠다. 풍수지리학적 흉지를 분석할 때,

연구의 방법은 다음 4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대형 개발로 인하여 등고선이 파괴된 지형은 1980

다. 첫째,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고서를 바탕

년도 서울시 항측 현황도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으로 풍수와 관련된 흉지이론을 정리하고 유형화

이루어지기 이전인 1920년대 일본총독부가 작성

하여, GIS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

한 경성부지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였다.

넷째, 부동산 경매다발지역과 경매다발주택인

둘째, 부동산 경매자료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

복수경매 주택을 추출하여 부동산 경매 낙찰횟수

(1998년 이후)와 사설 경매정보지인 지지옥션,

에 따른 풍수지리학적 흉지와의 연관성과 입지특

굿옥션 홈페이지(1994～1997년)에서 직접 수집

성을 해석하였다.

하여 정리하였다. 수집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
택의 부동산 경매 자료를 바탕으로 낙찰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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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동향 및 풍수의 흉지론

계를 설명하려는 연구에서 시작하였다.
시대적으로 80년대 논문은 전체의 9.2%를 차지

1. 관련 연구동향

하였고, 피상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70년

풍수지리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국회도서관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은 총 392개였다.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에 5건의 학위논문에 그
쳤던 것이 80년대에 36건으로 늘어나더니, 2000년
대로 오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72건에 이르
게 되었다. 이중에서 박사학위 논문은 35건으로,
이는 학계에 있어서 하나의 연구테마로 보아 결코
적지 않은 논문의 수이며, 풍수지리학의 연구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연도별 풍수연구 학위논문 발표 수
발표연도
1970년대(1970~1979)
1980년대(1980~1989)
1990년대(1990~1999)
2000년대(2000~2009)
합계

학위논문
5(1.3%)
36(9.2%)
80(20.3%)
272(69.2%)
393(100.0%)

대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마을2)을 사례로 연구하
거나, 경관이나 건축3)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
를 찾으려 노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90년대의 풍수연구는 전체의 20.3%를 차지하
였고, 80년대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다. 당시
에는 도시계획에의 적용가능성을 찾으려는 연구4)
와 풍수지리와 주택과의 관계를 연구5)하려는 분
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과 과학적인 접근을 모
색하여 지금까지의 풍수학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최근 2000년대의 연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총 272개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였다. 친환경
주의 개발과 전통사상에 대한 관심으로 풍수와 관
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 논문들에 비해 심도 있는 내용과 분석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풍수를 제목으로 하

직접 실험 및 계량화6)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과

는 최초의 논문은 1970년대 손정목(1974)의 연구로

학적이고 객관화된 접근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

풍수이론을 소개하는 정도였으며, 박시익(1978)은

였다. 2000년대에는 풍수를 생태7) 및 친환경8)의

한국 풍수지리사상의 발생배경과 건축공간과의 관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구, 풍수와 주거와의 관계를

2) 조민철(1989)은 전통사회는 자연 지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사회였기에 마을자리 선정 및 주거의 배치계획 차원에서 건물의 좌향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전통마을로 양동, 하회, 외암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성들을 일반화시켰다.
3) 박시익(1986)은 산의 모양을 형태와 방향에 따라 분류하고, 건축물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산의 형태를 정확히 해석하여 바람
직한 현대 건축물의 형태를 주장하였다.
4) 김대은(1992)은 현대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모색해 보고, 도시계획에 풍수지리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김승완(1999)은 풍수가 한국 주택입지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며 성별, 학력별, 종교별, 소득 등에 따라서 인지하는 풍수적인 요소에 따라서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6) 천인호(2008)는 경매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데이터로 풍수적 분석과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불명확한 풍수 분석요소와 분석과정이
노출되지 않은 결과로 오히려 의미 없는 통계가 되었고, 아파트 경매데이터는 같은 동의 경매에 나오지 않은 다른 주택들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내포하고 있어 데이터를 선정함에 있어 한계점이 있었다.
7) 김은주(2000)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풍수지리사상이 환경, 심리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주장하였다.
8) 이동걸(2004)은 풍수지리의 환경친화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풍수지리에 반한 지역의 경우 자연 재해의 피해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얼마
나 더 많은지를 살펴보았다. 풍수지리 원리에 의한 명당 공간 구성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입지나 지형 조건은 어떤 것이라도
태풍이나 풍수해 등 각종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했으며, 태풍 등으로 풍수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과 강릉 지역, 김해 한림 지역, 거제 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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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연구9), 조상의 묘와 후손의 관계에 대해서

說)에 있는 것처럼 목(木)․화(火)․토(土)․금

실증적으로 밝히려 시도한 연구10) 등이 있었다.

(金)․수(水)라고 해서 처음의 목(목은 봄의 기

지금까지 분석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과

(氣)로, 봄이 되면 양풍(良風)이 부는 데서 바람

학적 접근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風)이라고 함)과 마지막의 수(水)를 합쳐 이 세

러나 연구 대상 및 내용은 명당이론 및 명당마을

상의 천지(天地) 모두는 목(木), 즉 풍(風)으로 시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풍수지리에서 중요

작하여 수(水)로 끝나고 다시 풍(風)으로 돌아간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흉지에 대한 연구는 전

다고 하는 대자연이나 우주를 이해하는 동양적인

무한 것이 사실이다.

사고방식에서 온 것이다(김이중, 2005: 18).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풍

산맥은 풍수지리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

수지리학의 흉지이론을 중심으로, 이를 현대적 의

념이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모든 산들은 곤륜산(崑

미로 해석하고 규명하는 것은 연구의 범역을 넓히

崙山)12)을 뿌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고,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

러한 산맥들을 따라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기운

단된다.

(地氣)이 흐른다고 한다.

2. 풍수의 정의
풍수11)란 지면(地面)의 형세를 인간의 길흉(吉

3. 풍수에서의 흉지론
1) 살(殺)의 종류

凶)에 비추어 보는 운명술이다. 원래는 묘(墓)의

풍수지리학에서 경고하는 살(殺)은 크게 산(山)

상(相)을 볼 때에 사용되었던 학문을 풍수라고 불

에서 오는 살과 수(水), 향(向)에서 오는 살로 나

렀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토지를

뉠 수 있다. 산은 정(靜)하니 음(陰)이고, 물과 향

보는 학문인 지리(地理), 가상(家相)을 보는 양택

은 동(動)하니 양(陽)으로 판단한다. 살은 음과

(陽宅) 등을 모두 종합해서 풍수학이라고 부른다.

양의 상극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풍수사상의 원점은 풍(風: 공간)을 살려서 수(水)

(장익호, 1998a: 247). 이때 살이 발생하는 구체적

가 좋은 곳을 선택해 살려는 극히 당연한 발상에서

인 원인은 ‘주택의 입지가 잘못된 경우’와 ‘주택의

나온 것이다. 또한 풍수란 음양오행설(陰陽五行

방향이 산의 방향과 불배합할 경우’, 또는 ‘물이 사

마을, 부산시립공원묘원 유실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지로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이태식(2007)은 대구지역의 부동산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풍수지리와 법원 경매부동산의 주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풍수지리와
양택지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최초 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풍수지리학적 분석과 과학적인 분석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풍수지리의 기본원리와 산맥론과 제반살론(諸般殺論), 입향론 등 풍수지리학의 제반이론를 고찰하지 못했으며, 실증적 주택조
사에서 풍수지리와 전혀 관련 없는 요소로 악취와 지자기장, 기압을 측정하였다.
10) 박채양(2006)은 ‘묘지의 위치가 후손의 번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조건으로, 산봉우리와 그 주변에 있는 묘지와 그 묘지 후손들의 개체
수 번성과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는 입수에 이상이 있으면 정상인 경우에 비하여 자손의 절자율(切子率)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주대(2006)는 조상 묘지의 경사도와 지형의 차이 등이 자손의 개체번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 가문의 족보와 조상의 묘를
조사하여 급경사묘 가문은 완경사묘 가문보다 후손 개체수의 증가율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11) 곽박(郭璞)이 쓴 ‘장경(葬經)’에서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 즉, “바람을 감추어서 물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2) 중국의 전설에서 멀리 서쪽에 있어 황하강의 발원지로 믿어지는 성산(聖山). 지금의 에베레스트 산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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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지점(파구)이 불길한 방향일 경우’와 ‘중

팔살은 산맥이 내려오는 방향과 주택이 앉혀지는

요한 위치에 있는 산의 암석이 나올 정도로 파괴

방향의 배합으로 살을 구분하기 때문에 도시 속에

되었을때’라고 한다.

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

풍수에서 경고하는 살(殺)의 피해현상은 요사

했다. 또한 사신사파괴살은 사신이라는 좌청룡,

패절(夭死敗絶)13), 멸문지화(滅門之禍), 자손패

우백호, 북현무 그리고 남주작에 해당하는 동서남

절(子孫敗絶)14), 그리고 인패자패참상(人敗資敗

북 4개의 주산을 파괴하는 경우로 그 사례를 전

慘狀)15)이

도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있다.

산에서 오는 살은 용상팔살(龍上八殺), 입수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살의 종류 중에서 주로

살(入首大殺), 산곡수살(山谷水殺), 사신사파괴

산의 등고선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입수대살과

살(四神砂破壞殺) 등이 있다. 물에서 오는 살은 황

산곡수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천대살(黃泉大殺)과 황천소살(黃泉小殺)이 있으
며, 주택의 향에서 오는 살에는 생래파왕살(生來

2) 풍수지리학 고서에 나타난 흉지론

破旺殺), 왕거충생살(旺去沖生殺), 묘고대황천살

입수대살처(入首大殺處)에 대하여 청오경(靑

(墓庫黃泉殺), 그리고 절태수살(絶胎水殺)이 있

烏經)16)에서는 “인생 백년이 되면 죽음으로 변하

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니, 형체를 떠나 참(우주)으로 돌아가, 정신만 입
문하고, 뼈와 해골은 땅속 뿌리로 되돌아가는데,

<표 2> 살의 원인과 종류
원인
살의 종류
山 龍上八殺, 入首大殺, 山谷水殺, 四神砂破壞殺
水 黃泉大殺, 黃泉小殺
向 生來破旺殺, 旺去沖生殺, 墓庫黃泉殺, 絶胎水殺

풍수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살의 종류 중
물에서 오는 살은 현재 많은 도시화에 의하여 그
길을 찾기 어려우며, 향에서 오는 살의 경우 각 주
택의 향을 살펴야 하는 미시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등고선을 기반으로 연구
가 가능한 산에서 오는 살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을 주 원인으로 하는 살의 종류 중에서 용상
13)
14)
15)
16)

길한 기운이 감응하면 많은 복을 사람에게 미치게
한다. 동쪽 산이 화기를 토하면 서쪽 산에서 구름
이 일어나는 것이니, 혈이 온화하여 길하면 부귀
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혹시 그렇지
못하면 자손이 외롭고 가난할 것이다. 민둥산(童
山), 맥이 끊긴 산(斷山), 돌산(石山)과 함께, 용
이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산(過山), 홀로 있
는 산(獨山)을 가까이 하면 능히 새로운 재앙이
생길 것이고, 능히 이미 있는 복도 소멸시킬 것이
다(정경연, 2009)”17)라고 기술하고 있다.
금낭경(錦囊經)18)에서는 집을 짓거나 묘자리

요사패절은 어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자손패절은 후대에 자손이 끊기는 것을 의미한다.
인패자패참상이란 사람도 재물도 모두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한나라(3세기) 때 청오자가 저술하고 양균송 선생이 주석을 단 최초의 풍수 경전이다. 주요내용은 음양 이법과 생기, 산의 형상이며 간결하
게 기술하였다. 이 책은 후대의 풍수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17) “東山吐焰, 西山起雲, 穴吉而溫, 富貴延綿. 其或反是, 子孫孤貧. 童斷與石 過獨逼側 能生新凶, 能消已福.”
18) 진나라 시대(明帝, 322~325) 때 곽박이 저술한 서적으로 이때부터 풍수이론이 체계적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책으로 인해 풍수가
중국 왕실과 상류 계급층에 널리 알려졌는데 당나라 현종이 이 책을 비단주머니 속에 넣고 보라고 하여 ‘금낭경’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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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지 말아야 할 5곳을 구체적19)으로 이야기하

며, 입수처(入首處)에 혈을 정하면 수년 내에 필

고 있다. “첫째, 기는 흙으로 흘러 다니는 것이므

패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속사(俗師)들

로 석산(돌산)에는 묘를 써서는 안 된다. 둘째, 기

이 용을 모르고 점혈(點穴)한다는 것이 가소로운

는 형(形, 용맥과 혈)을 따라 오는 것이니 단산(맥

일이며, 이같이 혈후(穴後)의 내맥(來脈)에 장사

이 끊긴 산)에는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 셋째, 기

를 지내면 물과 불이 상극으로 만나는 자리로 패

는 세(勢)를 멈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세가 지나가

절(敗絶)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는 과산(過山)에는 장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넷

(장익호, 1998a: 203～204).

째, 기는 용이 모여야 하는 것이므로 홀로 떨어진

유산록23)(장익호, 1998b)에서는 경기도 과천

산에는 장사를 지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는 땅

과 양주군 노고산의 사례를 들어 입수대살처에 입

에서 만물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어야 하므로 민둥

지한 묘들이 패절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

산에는 장사를 지낼 수 없다. 따라서 민둥산, 단산,

이러한 고서의 흉지론을 토대로 입수대살처를

석산, 과산, 독산은 새로이 흉을 생기게 하고, 이미
있는 복도 소멸시킨다고 하였다.”

다음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산(過山)은 혈을 만들기 위해 산맥이 흘러가

호순신의 지리신법20)에서는 입수대살처를 다

는 곳인 ① 과협처(過峽處), ② 결인속기처(結咽

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반드시 그 멈추는 곳에

束氣處), ③ 낙맥처(落脈處), ④ 기복행룡처(起伏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은 내룡과 혈처가 멈추면

行龍處), ⑤ 위이행룡처(逶迤行龍處), ⑥ 도속처

기 역시 따라서 멈추기 때문이다. 기가 멈추면 생

(到續處)로 세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6가

기를 얻어 탈 수 있다. 그러므로 풍수에 능한 사람

지 용맥(龍脈)의 박환(剝換)24) 과정이 일어나는

은 그 형세가 멈추는 곳을 타는 것을 따르며, 높은

곳과 산곡수살처를 합쳐 총 7가지 흉지를 연구의

곳에 머물러 그 형세가 오는 곳을 타는 것을 따르

대상으로 하였다.

지 않는다.”(김두규, 2001: 192).
유산록과 용수정경의 저자인 장익호21)는 입수

4. 입수대살 및 산곡수살의 유형

대살처(入首大殺處)에 대하여 용수정경22)에서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흔히 혈후평평(穴後平

1) 입수대살처(入首大殺處)의 정의

平)하게 늘어난 곳에 혈을 정하여 패절(敗絶)하

입수(入首)란 용(龍)25)의 머리가 들어오는 곳

였음을 수없이 많이 보았으므로 삼가야 할 것이

을 뜻하며, 용이 혈(穴)26)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19) 山之不可葬者五, 氣因土行 而石山不可葬也. 氣因形來 而斷山不可葬也. 氣以勢止 而過山不可葬也. 氣以龍會 而獨山不可葬也. 氣以生和 而童山
不可葬也. 經曰 童斷石過獨 生新凶, 消已福.
20) 중국 송(宋)나라 풍수(風水) 학자인 호순신(胡舜申)이 저술했다.
21) 장익호, 1913~2005, 동경 와세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70년간 看山에 몰두하여 근대시대 풍수지리학의 권위자로 칭송되고 있다.
22) 풍수지리학에 있어서 학술적 체계를 갖추어 출판된 최초 지침서로 산맥론과 수구입향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p. 203～204).
23) 도선국사 결록과 각종 비결록을 검증하며 전국의 방방곡곡을 답사한 결과를 저술한 명당 기행서
24) 용맥(龍脈)이 수많은 행룡(行龍)과정을 거치면서 산의 거칠고 험악한 모든 악살을 털어내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과정을 뜻한다.
25) 산맥(山脈) 또는 산(山)을 총칭하여 용(龍)이라고 부른다. 산의 능선을 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산맥의 흐름이 마치 용과 같기 때문이다.
26) 음양이 합쳐지고 산수의 정기가 응결된 곳으로 풍수에서 추구하는 명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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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입수처(入首處)27)란

이를 통해 입수대살처에 집을 짓거나 장(葬)을

박환(剝換)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통상적으로 혈

치르면 과도한 기운으로 인해 사람에게 물질적,

에서부터 혈 뒤의 산까지를 일컫는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박환법(剝換法)이란, 고봉(高峰)에서 산의 능
선을 따라서 생기 에너지가 낙맥(落脈)하면서 도

3) 입수대살처의 유형과 산곡수살처

속(到續)하고, 위이(逶迤)하거나 기복(起伏)하고

과협처(過峽處)는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를 이

혹은 과협(過峽)하거나 결인속기(結咽束氣)하여

어주는 고개로, 가늘고 낮은 부분으로 용의 기복

악산(惡山)의 조잡한 살기를 탈피(脫皮)하고 좋은

(起伏)에서 복에 해당하는 낮아지는 부분이 과협

기운으로 변화하는 행룡(行龍) 방법이다.

이다. 보통 ‘○○고개’라고 부르는 곳으로 <그림 3,
4>와 같다.

<그림 3> 과협처
<그림 2> 혈(穴)과 주변의 사(砂)

2) 입수대살처의 부정적 작용

이때 조종산으로부터 연결되어 온 산들이 물을
만나 멈추기 전까지 박환하면서 나쁜 기운을 벗어
버리고 혈(穴)을 형성하는 것인데, 박환이 이루어
지는 곳은 정화되지 못한 생기에너지가 강하게 집
중되며, 조잡한 나쁜 기운과 상극의 살(殺) 기운

<그림 4> 과협처 등고선도

이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고 본다. 따라서 박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입수대살처이다. 특히 용맥(龍
脈)의 힘이 강하게

지나가고28),

낙맥처(落脈處)는 하나의 산봉우리에서 다른

상극(相剋)의 살

산봉우리로 연결되는 능선상의 급경사면을 말하

기운(殺氣運)이 퍼져가는 입수대살처에서 거주하

며, 결인속기처(結咽束氣處)는 과협처와 비슷하

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다.

기는 하나, 혈처 가까이 있는 내룡의 기운이 혈 앞

27) 입수처의 위치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소조산인 주산에서 혈까지를 입수룡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학자는
부모산인 현무봉에서 혈까지를 입수룡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혈에서 제일 가까운 변화처까지만 입수룡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8) 등고선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로 제한되지만, 일반적으로 험준한 고산(高山) 혹은 등고선의 낙차 변동이 심한 곳과 등고선 간격이 조밀한
곳은 용맥의 기운이 센 곳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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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뭉쳐 튀어나오기 직전의 낮은 곳으로, 등고
선의 표고는 비슷하나 동물의 목 부위처럼 잘록한
부분을 가리킨다(<그림 5, 6, 7> 참조).

출처: 정통풍수지리학회 홈페이지
<그림 8> 기복행룡처와 위이행룡처

<그림 5> 낙맥처와 결인속기처

<그림 9> 도속처 등고선도

<그림 6> 낙맥처 등고선도

<그림 10> 기복행룡처 등고선도
<그림 7> 결인속기처 등고선도

도속처(到續處)는 산봉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나
뉘어져 흘러가는 모습으로 산맥의 분기점을 의미
하고, 위이행룡처(逶迤行龍處)는 능선이 마치 뱀이
구불구불하게 기어가는 모습처럼 용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좌우로 굴곡(屈曲)하는 모습으로 작
은 언덕이나 야산을 행룡할 때 주로 나타난다. 기복
행룡처(起伏行龍處)는 등고선이 솟았다가 다시 낮
아지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그림 8>과 같다.

<그림 11> 위이행룡처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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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정한 이유는 첫째, 동일한 번지 내
에서 경매에 2번 이상 낙찰되어 주인이 바뀌었다
면, 일반적 경매에 이르는 과정이 아닌, 사회적 통
념상 불길한 집에 해당될 것이란 이유였다. 둘째,
풍수적 흉지에 입지한 주택의 거주민은 부정적인
일을 겪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적이고 가정사와 관련된 내
<그림 12> 산곡수살처(골짜기) 등고선도

용이어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경제적 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복수

마지막으로 산의 등고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매 주택30)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흉지인 산곡수살처(山谷水殺處)29)는 등고선이 파
인 곳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골짜기라고 한다.

2. 분석요소 및 분석의 과정

본 연구에서는 풍수의 흉지 중에서 지형도의
등고선 분석으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한 입

<표 3> 분석요소

수대살처 6곳(과협처, 결인속기처, 낙맥처, 도속

분석항목

처, 기복행룡처, 위이행룡처)과 골짜기에 해당하
는 산곡수살처를 대상으로 하였다.

풍수적
흉지
유형

산곡수살처

골짜기, 비탈면

입수대살처

과협처
결인속기처
낙맥처, 도속처
위이행룡처
기복행룡처

Ⅲ. 분석의 틀
1. 분석의 가정

분석요소

분석도구

GIS 분석

1) 데이터 추출 과정

온라인 경매 검색엔진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와
서울시 행정구역의 복수경매 주택과 풍수학적

지지옥션을 사용했으며, 굿옥션의 경매자료도 부

흉지론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적으로 참고하였다. 1994년부터 2010년 전까지

가정하였다.

서울시 행정구역에서 경매에 나온 단독․다가구

① 풍수적 흉지에 입지한 주택의 거주민은 재
산, 건강과 각종 사고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것이다.
② 부동산 경매다발지역과 복수경매 주택은 풍
수지리학적 흉지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주택 물건은 10,215건이 수집되었다.
복수경매 주택을 추출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
터 10,215개 중 9.1%에 해당하는 오류데이터 933
개(오류데이터 311개와 중복데이터 622개)를 제
외한 9,282개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9) 산곡수(山谷水)나 평지에서 세수가 혈전으로 직충(直冲)하면 살수(殺水)가 되는 것이다. 산의 골짜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수맥이 많이 흐르
며, 음(陰)기운이 강한 곳이어서 사람이 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30) 실제로 서울에서 주택기준으로 경매물건의 비율이 0.19～0.60%인 점을 감안한다면 복수로 경매에 넘겨진다는 것은 불길한 기운이 있다고
볼 수 있다(우형달, 2008: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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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울시 내 부동산 경매 주택의 분포도

여기서 발생된 오류데이터의 원인은 행정동이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폐합되면서 소실된 지번이거나, 대형개발로 인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1차 분석은 풍수지리

해 지번이 소실된 경우이다. 또한 필지는 존재하

학의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요소

나 주인이 없는 집이거나 필지는 있으나 주택이

에 대한 풍수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분석

허물어져 폐가된 경우가 있었고, 자료를 수집하고

요소를 바탕으로 GIS에서 연동된 지번의 데이터

PNU코드로 연동하면서 발생한 오류와 중복데이

를 하나씩 확인하여 풍수적 흉지를 판별하여 요소

터 622개가 있었다. 이를 제외하고 총 9,282개의

별로 기입하였다. 셋째, 풍수지리학계에서 전문가

자료를 바탕으로 1회부터 최다 6회까지 낙찰된 경

로 평가받는 학자와 풍수지리학회에서 10년 이상

매 주택을 추출하였고, 분포는 <그림 13>과 같다.

공부한 회원에게 자문을 구해 등고선과 중첩된 데
이터를 3차에 걸쳐 확인하였다. 다음의 사항을 반

2) 분석요소 및 분석의 과정

영하여 GIS프로그램의 등고선 지형도를 통해 입

풍수지리학적 흉지와 경매주택과의 연관성을

수대살처(과협처, 결인속기처, 낙맥처, 도속처, 기

분석하기 위해서 추출된 부동산 경매 데이터를 서

복행룡처, 위이행룡처)로 정의한 6곳과 산곡수살

울시 GIS 지적도의 PNU코드와 연동하여 위치를

처를 포함하여 풍수지리학적 입지특성을 분석하

입력하고, 1997년도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등고

였다.

선을 GIS파일로 전환시켜 풍수지리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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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시 복수경매 주택의 선정 및 분석

구 5%였고, 그 다음 강서구 4.7%, 강북구 2.9%, 서
대문구 2.8% 순으로 나타났다. 경매율이 가장 낮
은 지역은 송파구 1.4%였고, 용산구와 강동구․성

1. 자치구별 경매율 분석

동구가 각각 1.5%, 노원구가 1.7%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주택 경매가 가장

행정동별로는 은평구 갈현동(6.4%)이 가장 높았

많이 발생했던 자치구는 은평구였으며, 가장 적은

으며, 다음으로는 응암동(5.5%), 역촌동(5.5%), 그

지역은 송파구였다.

리고 녹번동(5.1%) 순이었다. 강서구에서는 화곡동

<표 4> 자치구별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경매주택 비율

구분
은평구
강서구
강북구
서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구로구
양천구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동작구
광진구
동대문구
관악구
노원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송파구

2005년 주택 유형별
현황(호)
주택
단독․
다세대
(총합)
다가구
105,950 52,333 24,853
136,531 32,984 13,614
76,276 22,847 22,152
79,199 21,068 22,639
92,716 14,198 10,228
48,160 6,443 10,534
76,241 8,785 22,353
93,851 16,460 15,220
115,081 22,725 12,565
37,321 9,927 14,466
90,070 21,305 19,996
101,757 16,393 32,047
132,329 16,493 8,647
29,521 5,592 8,260
82,427 4,895 18,695
96,971 13,396 7,917
87,072 18,116 20,565
61,097 14,718 17,685
77,262 6,585 25,303
101,155 23,197 25,542
177,782 8,471 8,962
91,120 12,816 12,730
53,301 9,274 16,864
72,733 11,444 15,185
133,799 40,037 11,007

주택
비율
(%)

경매
건수

23.5
10.0
29.0
28.6
11.0
21.9
29.3
16.2
10.9
38.8
22.2
31.5
6.5
28.0
22.7
8.2
23.6
28.9
32.7
25.3
5.0
14.0
31.6
20.9
8.2

1,233
635
633
642
288
290
615
417
332
382
484
733
192
174
392
166
390
334
460
449
155
191
253
221
154

경매율
(%)
5.0
4.7
2.9
2.8
2.8
2.8
2.8
2.7
2.6
2.6
2.4
2.3
2.2
2.1
2.1
2.1
1.9
1.9
1.8
1.8
1.7
1.5
1.5
1.5
1.4

단순히 단독․다가구주택의 경매건수만으로 경
매다발지역을 분석하였을 때는 은평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각 행정구역의 단독․다가구주택별 점유비율에
따른 경매율을 확인한 결과 가장 높은 지역은 은평

(4.9%)이 가장 높았고, 등촌동(4.5%)이 다음이었다.

2. 복수경매 주택의 선정
서울시 행정구역별 경매 낙찰자료 10,215개 중
오류데이터 933개를 제외한 9,282개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변화정도를 감안하여 동일한 번지 내에
서 발생한 낙찰 횟수를 1회, 2회, 3회, 4회 이상으
로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행정구역별 낙찰건수
구분
은평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구로구
종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양천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
중구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계

1회
낙찰
961
625
554
561
537
525
425
419
386
348
343
327
329
230
298
268
253
231
200
180
169
148
149
140
135
8,741

2회
낙찰
85
30
28
18
32
37
15
11
28
18
15
28
19
77
8
8
10
5
5
2
4
4
2
2
7
498

3회
낙찰
12
2
6
3
1

4회 이상
낙찰
4
1
1
1

1
1
1
1
1
2
1
1
1
1
1
32

11

계
1,062
657
588
580
573
564
440
430
415
367
358
355
349
308
307
276
265
237
206
183
174
152
152
142
142
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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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물건 9,282개를 GIS프로그램으로 연

등고선에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GIS등고

동하기 위해 PNU코드로 전환하여 도면상 지적도

선도와 GIS에 기 입력된 낙찰물건을 중첩하여 분

와 행정구역도, 등고선과 중첩시켜 분포도를 확인

석이 이루어졌다.

하였다. 1회 낙찰건수는 8,741건, 2회는 498건이었

낙찰횟수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낙찰 1회 물

으며, 3회 낙찰건수는 32건이었고, 4회 이상은 11

건은 25m 미만에 3350건, 38.3%가 분포하였고, 해

건이었다.

발 25~35m에 1,662건, 19%가 분포하였으며, 높이

<그림 13>에서 보는 것처럼 낙찰물건들의 분포

35~50m에는 1,807건, 20.7%가 분포하였다.

도는 강북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북지역에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표 6> 등고선별 낙찰물건의 분포표

것과 상관성이 있다.
또한 2회 이상의 낙찰물건은 한 행정구역에 집

1회
낙찰

2회
낙찰

3회 4회 이상
건수 비율(%)
낙찰 낙찰

100m 이상

180

8

중되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지역

100~50m

1,742

96

의 경제적 상황과 지형적 상황 등과 더불어 풍수지

50~35m

1,807

리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5~25m

1,662

25 미만

3,350

202

9

4

3,565 38.41

계

8,741

498

32

11

9,282

3. 복수경매 주택의 분포

188

2.03

13

4

1,855 19.98

92

4

3

1,906 20.53

100

6

1,768 19.05

<표 5>에서처럼 동일한 번지에서 2회 낙찰된

낙찰 2회 물건은 해발 25m 미만에 202건(40.6%),

물건 498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은평구로 85

높이 25~35m에는 100건(20.1%)이 분포하였다.

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양천구 77건, 강서구 37건,

낙찰 3회 물건은 50~100m에 40.6%(13건)가 분

강북구 32건, 성북구 30건 순이었으며, 다발지역

포하였고, 25m 미만에 9건(28.1%)이 분포하였다.

의 비율은 은평구 17.1%, 양천구 15.5%, 강서구

4회 이상 낙찰 물건은 등고선 50~100m와 등고선

7.4%, 강북구 6.4%, 성북구 6% 순으로 나타났다.

25m 미만에 각각 4건씩 36.4%가 분포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행정구역은 노원구와 서초구, 강
남구였다.
동일한 번지에서 낙찰 3회 물건 32건 중에서는
은평구가 1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서대문구 6건,

이에 낙찰횟수가 많은 경매물건은 특정한 높이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절반 이
상의 경매물건이 25m에서 100m 사이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북 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발지역의 비율은
은평구 37.5%, 서대문구18.8%, 강북구 9.4%, 성북

Ⅴ. 복수경매 주택과 흉지와의 관계 분석

구 6.03% 순으로 나타났다.

1. 경매 횟수와 흉지율
4. 등고선별 분포도
GIS프로그램에 연동된 낙찰 물건 총 9,282개를
경매가 발생한 주택들이 지형적 특성상 일정한

낙찰횟수별로 분류하여 풍수적 흉지율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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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낙찰횟수 1회에 풍수적 흉지는 1,502건으로

풍수학적 흉지 유형별 입지비율은 전체적으로

17.2%였고, 낙찰횟수 2회에 풍수적 흉지는 119건

낙맥처와 과협처가 각각 47.0%와 42.4%로 전체

으로 23.9%가 해당되었고, 낙찰횟수 3회에 풍수

의 89.4%에 달하였고, 산곡수살처가 7.8%였다.

적 흉지는 11건으로 34.4%가 해당되었으며, 낙찰
횟수 4회 이상의 풍수적 흉지는 5건으로 45.5%를
차지하였다. 위의 결과로 낙찰횟수가 높아질수록
풍수지리학적 흉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경매 횟수와 풍수지리적 흉지율31)
낙찰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단독 ․ 다가구
주택 경매(건수)
8,741
498
32
11
9,282

풍수적 흉지
(건수)
1,502
119
11
5
1,637

풍수적
흉지율(%)
17.2
23.9
34.4
45.5

<표 8> 풍수지리학적 흉지의 분석요소
입수대살처
산곡
결인
기복 위이 수살처
경매 횟수 과협처
낙맥처 도속처
속기처
행룡처 행룡처
1회
646 21 734 11
3
87
2회
39 11 29
40
3회
6
1
4
4회 이상 3
2
계
694 33 769 11
0
3 127
비율(%) 42.4 2.0 47.0 0.7
0.2 7.8

계
1,502
119
11
5
1,637

2. 흉지 유형별 거시적 해석
1) 과협처와 낙맥처에 입지한 복수경매 주택

흉지에 입지한 낙찰횟수 1회인 경매물건 1,502
건 중 낙맥처와 과협처가 각각 48.9%(734건),
43.0%(646건)로 전체의 91.9%를 차지하였고, 골
짜기인 산곡수살처가 5.8%(87건)에 달하였다.
풍수지리학적 흉지에 입지한 낙찰횟수 2회인
경매물건 119건 중 39건인 32.7%가 과협처에 입
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골짜기에 경매물건 40건,
33.6%가 입지하였다.
풍수학적 흉지에 입지한 낙찰횟수 3회인 경매물
건 11건 중 6건인 54.6%가 과협처에 입지하였다.

<그림 14> 과협처에 입지한 복수경매 주택

그 다음으로 낙맥처에 경매물건 4건(36.4%)이 입
지하였다. 또한, 결인속기처에는 1건이 입지하였

<그림 14>는 동일한 번지에서 4회 낙찰물건 1

다. 풍수지리학적 흉지에 입지한 낙찰횟수 4회이

건과 1회 낙찰물건 5건이 과협처에 위치한 GIS도

상 경매물건 5건 중 3건이 과협처에 입지하였다.

면이다. 산맥은 A지점에서부터 C지점으로 흘러가

그 다음으로 낙맥처에 낙찰물건 2건이 입지하였다.

는데, B지점에서 긴밀한 과협을 하고 있다. 과협

31) 서울시 단독주택 전체가 얼마나 풍수지리적 흉지에 입지했는지를 확인하고, 경매주택의 흉지율과 비교해야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지만, 서울
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자료의 구득 및 분석의 내용이 방대하여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단독주택의 복수 경매는 순전히 풍수적
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개인의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연구에서 배제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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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는 입수대살처 중 세분화한 요소로서 B지점은
산맥이 흘러가면서 박환을 하는 곳이라 하겠다.
이에 B지점은 흉지에 해당하며, 낙찰 4회 물건과
1회 물건이 다수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결인속기처의 복수경매 주택

<그림 16>에서 결인속기처에 해당하는 B부분
에 복수경매 주택(낙찰 2회 1건, 낙찰 1회 4건)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낙맥처의 복수경매 주택

<그림 15>는 3회 낙찰물건 1건과 1회 낙찰물건
5건이 과협하면서 낙맥하는 곳에 위치한 GIS도면
이다. 낙맥처 주변에 입지한 복수경매 주택을 보
여주고 있는 <그림 15>에서와 같이 용맥이 A지역
에서 C지역으로 넘어가면서 B지역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낙맥(落脈)하는 지역과 여러 가지 방
향으로 맥이 흩어지는 C지역은 도속처로서 복수
경매 주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7> 산곡수살처의 복수경매 주택

2) 결인속기처 및 산곡수살처의 경매 주택 입지

결인속기처는 과협처와 비슷하기는 하나, 혈처

<그림 17>은 골짜기에 해당되는 산곡수살처를

가까이 있는 내룡의 기운이 A에서 C로 흐르면서

보여주고 있다. A지점에서는 낙찰 2회 물건 1건과

중간의 잘록한 부분으로, 등고선의 표고는 비슷하

낙찰 1회 물건 4건이 연속적으로 위치해 있고, B

나 동물의 목 부위처럼 잘록한 B부분을 가리킨다.

지점에는 낙찰 2회 물건 1건과 낙찰 1회 물건 4건
이 입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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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 흉지의 미시적 해석

騰空形)을 만들고, 다시 부천의 할미산에서 분지
하여 원미산을 거쳐 수명산을 지나 ‘A산’에서 낙

경매다발지역으로 추출된 곳을 분석하는 중에

맥하여 ‘봉제산’에서 끝을 맺는다.

풍수지리학적 흉지라고 분석된 지역에 부동산 경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지역은 A

매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확인하였다. 경매에

에서 B까지 재차 과협을 하는 행룡처이며, 특히

나오는 주택들의 집중도와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

일정한 부분 B에서 D지점까지는 입수대살처에 해

해서는 기존 연구대상인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데이터로 분석이 불가하여 다세대주택의 데이터
를 추가시켜 필지별로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사례지역은 한남정맥에서 뻗어온 작은 지맥 하
나가 넘어가는 입수대살처 중에서 과협처에 해당
한다. 사례지역은 백두대간에서 뻗어온 한남정맥
으로부터 이어지는 산들이 한강에 이르러 끝나는
곳이다. 한남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지하여 의왕
시의 광교산을 세우고 안산에 수리산을 걸쳐 흘러
간다.
이때 수리산의 주혈(主穴)인 비룡등공형(飛龍

<그림 19> 경매다발지역의 지적도

<그림 18> 경매다발지역의 풍수지리학적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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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르는 곳에 3회

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낙찰물건이 4건, 2회 낙찰물건이 5건으로 집중 발

부동산 경매주택과 관련해서, 1994년부터 2009

생하고 있으며, C에서 D지점에는 보다 더 많은 복

년 9월까지 대법원 경매자료와 2개의 개인기업 자

수경매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료를 중심으로 수집된 10,215건의 경매건수에서

있었다.

오류 자료를 제외하고 총 9,282건의 자료를 분석

이를 미시적으로 필지단위까지 살펴보면 <그림

하여 복수경매 주택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지점으로 기맥(起脈)하

음 두 가지를 발견하였다. 첫째, 각 행정구역의 주

는 곳인 C지역에 경매물건이 집중되었다.

택유형별 점유비율에 따라서 경매율이 가장 높은

<그림 19>에서 블록 단위로 보면 주택의 절반

지역은 은평구(5.0%)였고, 그 다음 강서구(4.7%),

이상이 복수경매 주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강북구(2.9%), 서대문구(2.8%) 순이었으며, 경매

이런 상황은 경매 발생의 일반적 원인32)으로 설

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송파구(1.4%)였다. 이는

명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단독주택의 점유현황이 강북지역이 높은 것과 상

결국, 부동산 경매가 집중되는 특정한 지역을

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복수경매 주

검토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라도

택의 입지와 관련하여 낙찰횟수가 높은 경매물건

기존 용맥의 흐름상 흉지에 해당하면 그 기운을

은 특정한 높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영향이 특정 흉지 지역에 집

며, 이는 주택의 고도와 부동산 복수경매 주택과

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수경매 주택을 등고선을 포함하는 GIS 프로

Ⅵ. 결론

그램에 위치를 입력하여 풍수적 분석을 시행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요약 및 결론

첫째, 낙찰횟수별 흉지율 분석 결과, 1회 낙찰
물건이 전체 흉지에 입지한 주택의 92%를 차지하

본 연구는 풍수학의 흉지 중에서 객관적으로

고 있어 통계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였지만, 경매

분석이 가능한 등고선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건의 낙찰횟수가 많아질수록 풍수지리학적 흉

흉지를 유형화하고, 흉지와 복수경매 주택과의 관

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둘째, 흉지 유형별로는 낙맥처에 가장 많은 47.0%

이를 위하여 풍수상의 흉지 중에서 산으로부터

가 집중해 있었고, 다음으로는 과협처(42.4%) 였

기인하는 입수대살처(낙맥처, 과협처, 결인속기

다. 또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산곡수살처는 7.8%를

처, 도속처, 기복행룡처, 위이행룡처)와 산곡수살

차지하고 있어서, 이 3개의 유형이 거의 대부분

처 등 총 7개의 유형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97.2%)이었다.

이 유형은 등고선을 통하여 좀 더 객관적인 분석

셋째, 부동산 경매가 집중되는 특정한 지역을

32) 경기침체에 의한 소득감소 혹은 무리한 대출(소득 대비 대출금액 과다), 투자목적 상실(주택가격 하락) 등이 일반적인 경매에 이르는 경위라
볼 것이다(정해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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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라도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존 용맥의 흐름상 흉지에 해당하면 그 기운을

이번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간과했던 풍수지리학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영향이 특정 흉지지역에 집

의 흉지론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였고, 또한 유

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화했으며, 이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
였다. 이는 미신으로 치부된 풍수지리를 좀더 객

2.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
공하는 데 의미가 있겠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복수경매 주택이 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풍수지리학적 흉지인 입

생한 원인을 경제적, 사회적, 도시적으로 종합 분

수대살처는 공원 혹은 녹지를 조성하여 주택지를

석하여야 하나 단지, 풍수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분

형성하지 못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

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풍수지리학적 분석요소

곡수살처인 지역은 주택지를 계획함에 있어 재검

의 한계이다. 입향에 관한 분석요소를 제외하고

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풍수지리학의 현상을 실

등고선 분석이 가능한 입수대살처와 산곡수살만

증하는 논문과 풍수지리학적 흉지이론에 대한 활

으로 한정지어 보다 더 위험한 용상팔살과 황천대

발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살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한계이다. 셋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대법
원에서는 과거 경매자료를 열람하는 데 제한적이
어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구득함에 있어 어려움
이 있었다. 공인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
더 신뢰받는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넷째,
주민 인터뷰의 한계점이다. 1년 동안 다양한 인터
뷰기법과 설문을 시도하려 했지만, 안 좋은 일을
남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서상 인터뷰
에 수없이 실패하였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 인
터뷰를 통하여 히스토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풍수지리학적 흉지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다
양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결과만으로 한정지었다.
풍수지리적으로 흉지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경제
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각종 사고와 건강 등의 불
운이 겹칠 수 있으나 그러한 현상을 분석할 데이
터의 부재로, 분석데이터를 경매주택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복수로 경매된 주택이
완벽한 흉지의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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