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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성실히임하면모든게이뤄져

쥐띠: 양수(陽水)와 음토(陰土)의 만남이다.

정직하고 바르며 공명정대한 사람이나 조직이 인

정받는 괘이다. 요령은 통하지 않으니 내년에 큰

뜻을 품은 쥐띠 생들은 이제부터라도 자신과 남

을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면 모든 것이 이루

어지는 괘이다. 국가의 록을 먹거나 관급에 납품

을 하거나 연관되어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온다. 국가지원이 필

요한 사업가나 정부지원의 연구비를 투자 유치하는 연구기관이나 학

교의 리더자도 쥐띠 생이라면 좋은 기회가 온다. 다만 내년의 축토(丑

土)라는 관성(官星)은 자(子)의 양수(陽水)를 담을 그릇이 못된다. 자

신의 주관과 고집이 너무 세거나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모처럼 오는 좋

은 기회를 스스로 놓칠 수 있다. 결혼안한 처자에게는 좋은 인연이 보이

며 자손을 기다리는 남성에게는 좋은 자식 소식이 전해져 올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은 것 같다.

친구븡가족간동업이나돈거래는삼가야

소띠: 음토(陰土)와 음토(陰土)의 만남이다.

형제와 가족, 가까운 친구나 지인과 일희일비(一

喜一悲)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해이다. 친구 간

에 가족 간에 서로 동업이나 돈거래는 삼가는 것

이 좋다. 좋은 뜻으로 시작된 선의의 협업과 동업

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고 몰릴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불

경기가 호경기로 바뀌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모든 좋은 의미의 시작은 소가 일을 열심히 시작하는

양력4월, 5월, 6월부터 움직임이 보이니 꼼꼼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를 딸수 있을 것이다. 소는 묵묵히 일하고 주어진 일에 서는

결코 요령을 피우지 않는다.

사업분야재물운븣미혼남성은좋은인연

호랑이띠: 양목(陽木)과 음토(陰土)의 만남이

다. 결혼 하지 못한 미혼(未婚)인 남성에게는 좋

은 인연이 보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한

사람에게는 지난해의 암울한 시기를 넘어 재물이

들어오는 좋은 기회가 오는 해가 된다. 준비를 충

실히 하는 사람에게는 올해 들어오는 일을 감당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쏟아져 올 것이나 준비를 하지 않고 하

늘만 탓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있는 것도 빼앗기는 악운(惡運)의 끝이

될 것이다. 주식, 은행, 증권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투자가에게

도 더 없이 좋은 해 가 된다. 모든 계약을 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꼼꼼한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함에 화병(火病)까지 생

길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라. 남쪽에서 햇빛을 잘 받은 황토나 마사토를

집안에 갖다 놓으면 좋은 운(運)이 발생한다.

문서븡계약좋은기회븣과유불급새겨야

토끼띠: 음목(陰木)과 음토(陰土)의 만남이다.

소부(小富),중부(中富),갑부(甲富)중에 중부(中

富)이상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부(富)가 부(富)를 부른다는 말을 실감할 것이다.

큰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서가 계약이 되며

새 주인을 만나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재물 욕을 가지면 파산(破算)과 부도(不

渡)운(運)이 보이니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명심하라. 연구하고 개발하

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며

운동선수나 수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드러낸 사람에게도 큰 상을 받는 해

가 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해가 될 것이다. 자신에게 윗사람인 사

람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집안의 아버지 등 손윗사람에게 사

고 수나 큰 병이 보이니 염려가 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를 시켜야 한다.

배신하는운(運)븣동업븡금전거래주의를

용띠: 양토(陽土)와 음토(陰土)의 만남이다.

용이 소를 만나면 충돌이 되고 예상치 못한 파

(破)가 발생이 된다.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

를, 동료가 동료를 배신하는 운(運)이니 가까운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금전(金錢)거래는 하지

않은 것이 좋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미 투자된 금액보다 많게 가치가 상승 됐다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

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 매도(賣渡)하고 분산투자를 권하고 싶다. 올해

에 부동산으로 한 몫을 잡고 싶은 사람은 자제를 하고 잠시 관망하면

서 투자시기를 조율하라. 서두르다가 큰 낭패를 보일 수 있다.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나 공매를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온다. 또한 대

부 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행

운이 발생한다.

예상치못한귀인븣긍정적자세로도전

뱀띠: 음화(陰火)와 음토(陰土)의 만남이다.

가장 좋은 합(合)인 삼합(三合)중에 반합(半合)

에 들어가는 좋은 모양이다. 사업가에게는 좋은

귀인(貴人)을 만나게 되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합격의 결실이 보이고 운동으로 직업을 가진 사

람에게는 좋은 수상도 보인다. 특히 정치나 선거

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좋은 귀인(貴人)을 만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기 바란다.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있던 복(福)도 남에

게 빼앗기게 되니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어려

움에 처해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

게 나오고 닭띠생과 ㅅ, ㅈ, ㅊ 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

다 이뤘으나 20%부족한 운이니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

움을 청하고 협력을 구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병원, 자선사업,

봉사계통에 일하는 사람은 대박이 날 수 있고 청년 기업이나 중소기업

은 좋은 투자가나 나라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긍정적인 자세로 도

전해보길 바란다. 건강은 심혈관 계통이나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으

니 조심해야한다.

수난당하는해븣과욕븡모험은자제해야

말띠: 양화(陽火)와 양수(陽水)의 만남. 가장

강한 불(火) 가장 강한 물(水)이 만나는 격(格)

이다.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부딪히면 자신은 물론

이고 주변까지 파괴시키는 힘을 가진다. 양(陽)

의 기운이 음(陰)의 기운이 약해진다. 음(陰)은

여성과 어린아이를 상징한다. 힘이 약한 사람들

이 수난을 당하는 해이다. 오(午)와 자(子)는 서로 상충(相沖)이 된다.

예상치 못한 사건과 재난(災難)이 겹쳐질 때이니 과욕(過慾)을 부리지

말고 기존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모험을 자제(自制)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것은 역학계의 정설이다. 부딪힘과 충

동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후손이 약한 사

람은 좋은 자녀 운이 있고 스포츠 선수 같은 몸으로 하는 직업인들은

좋은 기회가 온다. 또한 군인이나 경찰 의사 같은 살(殺)이 강한 직업

에 있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온다. 건강상으로는 허리나 관절 같은 뼈

계통의 만성 통증을 조심해야한다. 땅과 나무의 기운이 상충(相沖)의

기운을 상쇄시켜준다. 힘들고 지칠 때 주변의 산이나 나무가 우거진 숲

을 거닐어 보라. 좋은 운이 발생할 것이다.

치열한다툼등내부적으로는충돌하는기운

양띠: 음토(陰土)와 음토(陰土)의 만남. 서로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놓치고 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다툼과 예상치 못한 사

건을 조심해야 한다. 양과 소는 서로 같은 기운이

면서 내부적으로는 충돌하는 기운이다. 서로가

양보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대립하는 두 존

재 모두 큰 난관에 빠지는 운이다. 부동산업계나 대부업, 시행이나 ,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큰 기회가 오는 해이다. 특히 상대방의

불운(不運)이 나의 행운이 될 수도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비일비

재하게 발생되는 해이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로 부동산이 폭락되면 그

것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돈을 벌고, 빌려간 돈에 이자와 담보 등으로

큰 이득을 얻는 개인이나 회사가 있게 되고,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대 제약회사와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것이

특히 양띠 생들에게 많이 해당된다.

계약 성사븡수험생에게는 합격 운 좋은결과

원숭이띠: 양금(陽金)과 음토(陰土)의 만남.

팔고 싶은 문서가 팔아지며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는 시험 합격 운과 좋은 결과가 보인다. 재주를 부

리는 원숭이가 성실한 소를 만나서 좋은 기운이

보이니 게으르던 사람은 부지런해지고 잔재주만

믿고 깊이가 없었던 사람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운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주식을 하

는 사람은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와 가치투자에 눈을 뜨면 좋을 것

이고 부동산도 단기간에 수익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

며 투자에 눈을 뜨는 것이 좋을 것이다. 로또를 바라거나 일확천금을 욕

심으로 갖으려 한다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운이다. 주로 아랫사람보다

는 윗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나를 끌어주는 귀인의 등장으로 난관

(難關)을 극복하는 해이다.

숙원했던열매가열리는해븣시기븡질투삼가

닭띠: 음금(陰金)과 음토(陰土)의 만남. 올해

는 좋은 일이 연달아 발생되고 숙원 했던 열매가

드디어 열리는 해이다. 다만 교만하거나 지나치

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올해의 운

(運)은 좋은 운이나 시기나 질투로 인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구설수나 예상치 못한 변수도

보이니 더욱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품성이 결정적인 결과를 좌우하

게 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는 해가 되고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 정치인이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 의

외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올해는 숨겨져 있는 금(金)의 기운으로 오랫동

안 묵혀두었던 부동산이나 주식이 좋은 가격에 매매될 수 있고 숨겨진

나의 재능이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해가 되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운이강하고그릇이큰사람에게기회올것

개띠: 양토(陽土)와 음토(陰土)의 만남. 기운

(氣運)이 강하고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큰 기회

가 온다. 군인이나 경찰, 검찰, 교도관등 법과 형

(刑)을 집행하는 강한 직업의 사람이나 수술이나

생명을 주관하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응급 구

조사 같은 사람에게는 승진이나 표창장등 높은

명예가 보인다. 또한 이러한 직업을 갖으려는 사람에게도 좋은 결과가

보이니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나 남을 해하고 사

회적인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강한 처벌

을 당할 수 있으니 바른 마음과 정도(正道)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부동

산에서 경매일을 하는 사람이나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서 이득

을 보는 사람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하지만 큰 욕심을 내서 투

자를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용기를내도전하면만족할만한결과얻어

돼지띠: 음수(陰水)와 음토(陰土)의 만남. 작

은 물이 물길을 따라 큰 바다로 나가가는 격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귀인(貴人)이 도와주는 격이

다. 도전이나 모험이 필요한 사람도 겁을 내지 말

고 용기를 내어보면 자신이 원했던 성과 이상의

좋은 결과가 보일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

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승진이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올

해는 수기(水氣)와 목기(木氣)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 즉 수산업이나 해양업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농업이나 조경, 건축

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확장이나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 있고 도와

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자만심이 있

는 것도 빼앗길 수 있으니 자중하고 자신을 낮춰야 한다.

吉凶禍福은자신이만드는것븣바른言行으로正道걸어야

<국립민속박물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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