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 기초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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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론(龍論)

1. 풍수 기초 용어
2. 山(산)은 별이며 용이다.
3. 용의 종류
4. 행룡에서 결지까지 
5. 용론의 주요 용어

이론 강의

2 혈론(穴論)

1. 혈(穴)의 정의와 혈성(穴星)

2. 혈형(穴形)

3. 혈장(穴場)

4. 증혈법(證穴法) - 심혈(尋穴)

이론 강의

3 사론(砂論)

1. 사(砂)의 개념

2. 사(砂)의 유형

3. 사(砂)의 형태

4. 사(砂)의 현대적 해석

이론 강의

4 수론(水論)

1. 水論 : 물[水] - 수관재물(水管財物)
2. 水의 삼세(三勢) : 득수, 취수, 거수
3. 수성(水城)
4. 수세(水勢)
5. 명당, 형국론

이론 강의

5 풍수향법 기초
1. 풍수 나침반 개요 
2. 나반의 이해
3. 풍수향법의 활용

이론 강의

6 장사법(葬事法)

1.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2. 묘지와 분묘의 설치

3.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4.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령8조)

5. 자연장지의 설치 기준

6. 석물, 시설물 설치기준

7. 사망전 표지 마련

8.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이론 강의

7 부동산 풍수 개요

1. 우리시대의 풍수로서 부동산 풍수 
2. 우리시대의 부동산 풍수론
3. 좋은 땅, 좋은 건물의 여러 기준
4. 음양론의 도입 : 상대적 가치체계
5. 오행론의 도입 : 융합적, 프랙탈적 

가치체계
6. 전통풍수이론에서 부동산풍수이론으로 

이론 강의



주별 학습계획

주 주 제 학습 내용 강의 유형

끌어오기
7. 살기와 설기의 이론 끌어오기

8 땅 보기

1. 지령(地靈)은 인걸(人傑)이다

2. 터의 위치보기

3. 형기적 관점에서 터의 모양보기

4. 터의 질기 : 토질, 수맥

5. 터의 량기 : 평면적 규모와 

입체적 규모 보기

6. 터의 역사성

이론 강의

9 건물 보기

1. 건물을 풍수적으로 본다.

2. 대지분석(Site Analysis) : 

건축하기 전 지역 분위기 읽기

3. 건물의 형태 : 형기

4. 건물의 속 들여다보기 : 질기, 량기

5. 현대 도시에서의 건물의 생기와 살기

이론 강의

10 용도 풍수

1. 용도 풍수란?

2. 용도에 따른 상대적 명당

3. 부동산의 용도 구분과 궁합

4. 건축물의 다양한 용도 구분

5. 용도의 형국론적 이해

이론 강의

11 도로 보기

1. 길의 성격

2. 도로의 위계성

3. 도로를 용으로 본다.

4. 용의 입수와 도로

5. 부동산 풍수의 형국론

6. 도로의 형기, 질기, 양기

7. 도로에 접하기 

8. 도로살

9. 길거리 풍수와 교차로 풍수

이론 강의

12 양택 풍수

1. 양택 풍수

2. 양택 풍수서

3. 재난풍수의 관점에서 택지와 대비

이론 강의

13 양택풍수 향법
1. 양택삼요법

2. 현공풍수향법
이론 강의

14 건축법
1. 법의 체계와 용어

2. 풍수관련 규정
이론 강의



주별 학습계획

주 주 제 학습 내용 강의 유형

15 양생풍수와 풍수컨설팅

1. 양생풍수(養生風水) 

2. 풍수컨설팅 

3. 생활풍수사 비전

이론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