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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점성학의 질병예측 및 활용방안

조만섭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personality Disease Prediction of Classic Astrology

Man-Seob Cho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전점성학(Classic Astrology)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네이티브의 질병을 다스리는 구

조를 다르게 타고났다면 네이티브의 삶에서 질병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했다. 출생차트에

서 개인이 타고난 건강을 사인(Sign, 별자리)과 플래닛(Planets, 행성)의 강약, 애스펙트(행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 했다. 선

천적 질병을 다스리는 경우,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네이티브가 타고난 ASC 별자리와 픽스트 스타 그리고 플래닛과의 애스

펙트 관계를 살펴 연구했다. 후천적 질병을 다스리는 경우,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질병을 다스리는 6th하우스의 별자리과 

룰러, 플래닛의 강약을 살펴 판단했다. 운의 흐름을 통해서 들어 오는 질병의 경우, 네이티브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고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피르다리아(Firdaria)를 통해서 들어오는 플래닛의 기운과 강약, 플래닛과의 애스펙트 관계, 픽

스트 스타 등을 통하여 질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은 네이티브의 

ASC 사인(별자리)과 플래닛(행성)의 강약에 따라 네이티브(Native)의 건강상태가 다르게 주어진다. 그리고 후천적 질병은 건강

을 다스리는 6th의 상태에 따라 네이티브의 건강이 결정되며 운에서 들어오는 질병은 피르다리아에서 들어오는 플래닛과 애스

펙트의 관계에 따라 질병과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주제어  점성학, 천궁도, 질병, 6하우스, 건강

Abstract  In this study, in the Nativity birth chart of Classic Astr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If the natives are born with different structures to govern their diseases, diseases may appear differently in the 

lives of natives.' did. In the birth chart, an individual's innate health was analyzed through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sign, planets, and aspects. In the case of managing congenital diseases, we studied the aspect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ve's ASC constellation and the fixed star and planet in the Nativity Birth Chart. In the 

case of controlling acquired diseases, it was judged by examining the constellations, rulers, and planets of the 6th 

house that control diseases in the Nativity birth chart. In the case of acquired diseases, natives may be exposed to 

various accidents and diseases throughout their lives. So,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s through the 

energy and weakness of the planet coming through Pirdaria, the aspect relationship with the planet, and fixed star. 

As a result of the study, a native's health status is give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innate sign and planet in the Nativity Birth Chart. And it has been proven that the health of the native is 

determined by the state of the 6th House, who rules over disease, and the disease and accidents that come from 

Direction are determ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et and the aspect coming from Pirdaria. 

Key Words  Astrology, Zodiac, Disease, 6th Hous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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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 성학은 스토아학 의 철학사상인 원회귀(永

遠回歸)의 개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특정 시간에 발생

하도록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미래에도 동일한 순서 로 

다시 반복해서 정확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스토아학 의 

철학사상”이 깃들어 있다.

본 연구자는 고 성학(Classic Astrology) 이론을 

통하여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따라 네이티

의 타고난 건강 상태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네이탈(Natal) 출생차트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의 질병을 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질병 측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여자 6명 남

자 6명 모두 12명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를 분

석했다. 이 연구 분석을 통하여 선천  건강사례 4명 후

천  건강사례 4명, 운에서 들어오는 건강사례 4명을 연

구 분석하 다.

2. 이론  배경

기원  45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래스

(Empedoklcles, BC, 493~433)는 만물이 불, 흙, 공기, 물 

4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이래로 고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4원소 이론을 의학

으로 받아들 다. 그리고 인체의 구성이 네 가지 공기

( 액), 물( 액), 불(황담즙), 흙(흑담즙) 4원소로 이루어

져 있다고 하는 4체액설(四體液說)을 주장했다. 히포크

라테스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의 건강 상태를 분

석했다. 클라우디오스 톨 마이오스 (AD 83년경~168

년경)는 성학과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4원소 불, 

흙, 공기, 물과 4가지의 성질 한, 냉, 건, 습 그리고 네 개

의 체액설( 액, 액, 황담즙, 흑담즙) 이론이 혼합되어 

인간의 체질이 결정된다고 믿었으며 성학과 인간의 신

체 부   내장 사이에서의 계성을 도출해 냈다. 

고 와 세에 이르기까지 의료인들은 생리학 , 해

부학  에서 환자들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

트를 분석했다. 그리고 성학을 활용하여 환자들의 질

병을 진단하고 측했다. 성학을 활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 에서 가장 뛰어난 업 을 이룬 니콜라스 

페퍼(Nicholas Culpeper)1)가 있다. 그는 환자들의 출

생차트를 통하여 네이티 를 지배하는 사인(Sign, 별자리)

과 래닛(Planet, 행성), 4원소를 기반으로 환자들의 부족

한 기운을 보충하도록 약을 처방하고 환자들을 치료했다. 

니콜라스 페퍼가 활동했던 세시 의 의사들은 성학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네이티비티 출생차트를 통하

여 환자들의 건강과 질병에 한 개념들을 발 시켰다. 

고 성학(Classic Astrology)은 개인이 출생한 연도, 

월, 일, 시간, 분, 출생한 도시 이름 등의 정보를 통해서 정해

지는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를 출력하여 인간의 

운명을 측함과 동시에 타고난 질병을 측할 수 있다.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개인의 건강과 질

병에 한 단은 세 가지로 나 어 진다. 첫째 어센던트

(Ascendant)를 통해서 개인이 선천 으로 타고난 질병

을 악할 수 있다. 둘째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

에서 후천 인 질병을 다스리는 6하우스를 통하여 출생

차트의 주인공(Native, 네이티 )의 질병을 악할 수 있

다. 셋째 피르다리아(Frdaria)를 통해 운에서 들어오는 

질병을 악할 수 있다. 

3. 고 성학의 질병 측

<Table 1> 질병예측 활용방안을 위한 기준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질병의 6하우스

와 련한 각 하우스 질병의 부 를 열 두 하우스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Nicholas Culpeper, M.D. 1616~1654 국의 식물학자, 본 학

자, 의사, 성학자.

선천  건강  1하우스

ASC

  ☌

(Conjunction) 

하는

픽스트 스타

1st 사인

1st 룰러

1st 디스포지터

계

☉과☽

후천  건강 6th 하우스

6th 의 사인
  ☌

(Conjunction) 

하는

픽스트 스타

6th 의 룰러

6th 룰러의 

디스포지터

6th 의 코로드

운에서 

들어오는 

건강

 피르다리아

메이  

피르다리아

 ☌

(Conjunction) 

하는

픽스트 스타
마이  

피르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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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2하우스와 인체부위 질병

  

다음 그림은 천궁도를 구성하는 사인(별자리)을 인체

의 질병과 련하여 각 부 별로 배치한 그림이다.

[그림 1] 인간을 소우주로 묘사한 그림(1300년경) 

뮌헨의 모나첸시아 도서관

개인의 출생차트에서 출생차트 주인공의 질병을 지배

하는 6하우스와 련하여 열두 사인(Sign)이 담당하는 

질병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열두 사인의 인체 부위 및 질병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일곱 래닛은 

네이티 (Native)의 각각의 장기에 직  응한다. 따라

서 래닛의 강 약에 따라 질병의 경 을 알 수 있다. 

래닛은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하우스 내에서 래닛(Planet)은 행 를 담당

한다. 따라서 래닛 에서 ♂(Mars, 화성)이 ☍

(Apposition), ☐(Square) 애스펙트((Aspect, 충을 맺는 

계)로 보게 되면 사고로 인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수술

을 해야 하는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

다음은 질병을 다스리는 6하우스와 련하여 일곱 래

닛(Planets)이 담당하는 인체 내의 질병을 나타낸 그림이다.

1st 머리, 얼굴, , 귀, 악성궤양, 구내염, 구취,

2st 목 앞 뒤, 인후, 갑상선, 연주창

3st 어깨, 팔

4st 가슴, 폐, , 

5st 어깨 아래쪽, 등, 심장, 구리, , 간, 

6st 간, 신장, 장, 하복부 

7st 구리, 소장, 방 , 자궁, 생식기, 허벅지 

8st 척추, 서혜부, 항문

9st 퇴골, 엉덩이

10st 무릎, 무릎 주 의 근육

11st 정강이, 무릎부터 발목사이, 경골

12st 발가락, 발에서 생기는 모든 질병, 무좀

♈

머리, 머리나 얼굴의 가려움증, 얼굴, 기미, 얼굴의 피부병, 

얼굴의 흉터, , 귀, 치아, 치통, 수염, 귀머거리, 천연두,  

버짐, 백선,  피진, 사마귀, 담즙질이 과하여 생기는 질병

♉
목과 련한 질환, 음성, 인후, 갑상선 질병,   우울질이 

과하여 생기는 질병

♊ 어깨, 팔,  손, 견갑골, 액의 질환,

♋
가슴, 유두, 유방암, 흉통,  폐,  늑골, 비장, 옴, 간,  소화

불량, 과식, 액질이 과하여 생기는 질병

♌
심장, 척추, 횡경막( 쪽), ,  구리,  명치, 등, 담즙질

이 과도하게 많아 생기는 질병

♍

하복부, 횡경막(아래쪽), 장에서 생기는 우울질의 속성

을 가진 모든 질병, 복통, 변동이 심한 복통, 장, 설사, 

생식기의 기능 장애,  

♎
허리, 신장결석, 신장, 방 ,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쪽, 

골반주 , 과음  과식

♏
서혜부와 생식기, 방 염, 요도염, 음부, 배뇨곤란, 립

선 질환방 , 방 결석, 항문, 치질, 

♐ 허벅지 체, 좌골신경통, 가려움증 

♑ 무릎과 무릎주 , 우울질 과다로 인한 비듬과 가려움증

♒ 종아리, 경골과 발목

♓ 발목과 발, 족부 부종, 통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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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곱 플래닛이 담당하는 인체 부위

출처: 이시이시(2021), 운명을 읽는 방법 점성술 사전

개인의 출생차트에서 출생차트 주인공의 질병을 지

배하는 6하우스와 련하여 일곱 래닛(Planets)이 담

당하는 질병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했다.

<Table 3> 일곱 플래닛이 담당하는 네이티브 질병

4. 사례분석

4.1 어센던트(Ascendant)와 질병예측 활용방안

어센던트(Ascendant)는 네이티비티 개인의 출생차트

에서 출생차트 주인공인 네이티 가 태어날 때 동쪽의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사인(별자리)을 말한다. 1st(1하우

스)는 호라이즌 동쪽에서 시작하여 2하우스 커스 가 

시작되기 까지 다스린다. 어센던트와 1하우스는 네이

티 가 선천 으로 타고난 수명과 질병을 다스린다. 더

불어 1st(1하우스)는 네이티비티(Nativity)출생차트에서 

네에티 (Native)의 인품과 성격, 외모, 지  능력, 기질

(Temperament), 체질, 수명 등을 다스린다. 1st(1하우스)

의 래닛(Planets, 행성)들과 사인(Sign, 별자리), 1st(1하

우스) 커스 (Cusp)에 애스펙트(Aspect)하는 래닛들은 

네이티 의 기본 인 정보를 보여 다. 그러므로 1st(1하

우스)에 치하고 있는 래닛을 따라 는 1st(1하우스)의 

로드(Lord, Ruler)를 따라 네이티 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림 3]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사례 1. 1968년생 (여), 우울증과 시력저하

♄

오른쪽 귀, 이명, 난청(청력상실), 탈모증상, 의 통증, 

치통, 치아, 비장, 방 의 질병, 통풍, 옴, 나병, 말라리아, 

결핵, 황달,  부종, 수종, 장골 주 의 통증,  폐와 흉부의 

, 우울증, 만성질환, 백일해, 풍으로 인한 마비, 식사

량 감소, 한성(寒性)의 질병, 체액 상실로 인한 한증

♃

폐, 폐의 염증, 후두염, 간, 늑막염, 늑골, 연골, 동맥, 맥, 

정액과 애액, 심계항진, 뇌졸 , 경기, 경련, 맥과 몸 

체의 풍사, 간염, 코  주 의 통증, 두부의 질병 

♂

얼굴의 상처와 흉터, 고름, 농양, 열사병, 고열, 성 열

병, 간질, 왼쪽 귀, 신장, 생식기, 담낭, 결석, 염병, 황

달, 등창, 담즙질이 과하여 생기는 모든 피부질환, 천연

두, 설사, 이 형성되는 질병

☉

뇌, 심장, 여자의 왼쪽 , 시력, 남자의 오른쪽 , 심

통(화병), 염증, 심한 복통, 졸도,   담즙질 과잉으로 인

한 의 염증과  질환

♀

자궁, 성기, 매독, 임질, 지속 발기증, 젖가슴, 유두, 정

액과 애액, 성  불능, 자궁 기능이상, 배뇨곤란, 소변

과 련된 질병, 오심구토,만성구토, 소화불량

☿ 뇌, 정신, 사고, 사고력, 정신질환, 기억력,  신경성 질

환, , 손, 기, 언변, 졸도,  기면증, 말더듬이, 목쉼, 

기침, 간질, 타액 분비과다, 발,

☽

여자의 오른쪽 , 남자의 왼쪽 , 뇌, 소장, 여성의 월

경, 생리통, 방 , 미각, 간질, 마비, 종기, 심한 복통,  설

사, 소화기 의 질환, 병리  체액에서 비롯된 모든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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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ASC는 사인 ♑ 

03° 18′에 치하고 있다. 1하우스는 인간의 머리와 얼

굴 등을 다스린다.2) ASC 커스 (Cusp)가 퓨 디그리

(Few Degree, 0°부터 10°사이)에 놓이면 흉터나 상처는 

얼굴의 1/3 되는 곳에 생긴다.3)  네이티 (Native)는 

오른쪽 썹에 힌 상처의 흉터를 가지고 있다. 머리 

쪽으로는 가마가 있는 곳에 돌에 힌 흉터가 있다. 

ASC사인이 커스 에 걸린 치를 보고 네이티 의 머

리 어떤 부 를 다치게 될 것 인지, 상처가 생길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부 를 조심해

야 한다. 네이티 가 선천 으로 타고난 건강을 볼 때 

태어난 계 과 ☽의 치를 같이 본디.  출생차트에서 

차트 주인공이 태어난 계 은 ☉이 ♓에 치하고 있으

므로 2월 겨울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

상 액질(물)의 체질을 타고났으므로 액질(물)과 

련한 질병을 타고난다. 

출생차트의 주인공 네이티 는 액질의 질병인 우

울증과 인기피증으로 인하여 몇 년간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다. 재도 간혹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병

원을 다니고 있다. 루미나리(luminary) ☽(루나)는 출생

차트의 주인공이 태어나는 시간에 은하수의 남쪽 ♐

7°~17° 사이의  ♐10° 34′에 ☽(Luna, 달)가 치하고 

있다. 루미나리가 은하수의 북쪽이나 남쪽에 치하면 

선천 으로 매우 안 좋은 시력을 타고 난다.  출생차

트의 주인공은 선천 으로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 두꺼

운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출생차트의 주

인공이 선천 으로 타고난 건강은 출생차트 주인공의 

신체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리엄 릴리(2007), 크리스천 성술 1, 좋은 방, p.90에서 1하

우스는 당사자의 머리와 상응한다. 리엄 릴리(2008), 크리스천 

성술 3, 좋은 방, p.153에서 1하우스 로드는 네이티 의 목숨과 

기질에 직  여한다. 

3) ASC가 해당 사인의 반부(0도~9도)사이에 치할 때 머리  

쪽에 이나 사마귀 는 흉터가 있을 것이다.

[그림 4]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사례 2. 1975년생 (여), 이명과 시력저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ASC는 사인 ♎ 

17° 11′에 치하고 있다.  네이티 는 머리의 2/3 되

는 지 인 귀에서 나는 이명으로 고생하고 있다. 스트

스를 받으면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한다.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네이티 가 태어난 계 을 보면 ☉(sol. 

태양)이 ♊에 치하고 있으므로 네이티 는 에 태어

났다. 은 4원소 상으로 다 질(공기)에 해당한다. 그러

므로  네이티 는 다 질 인 질환에 노출이 될 수 있

다.  네이티 는 조 만 신경을 쓰면 다 질의 질병인 

어지러움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고 했

다. 그리고  ☉(sol. 태양)이 은하수 북쪽 ♊ 21°~♋ 1°에 

치 하고 있다. 루미 리(Luminary) ☉ 는 ☽가 은하

수의 북쪽이나 남쪽에 치할 때 네이티 는 선천 으

로 매우 안 좋은 시력을 타고 난다.  네이티 도 시력

이 매우 좋지 않아 높은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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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사례 3. 1985년생 (남), 정신질환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네이티 가 태어날 때 동

쪽 지평선에 떠오른 사인(Sign, 별자리)는 사인 ♍이며 

ASC(Ascendant)는 ♍ 20° 43′에 치 하고 있다. ASC

는 사인 ♍ 21° 43′에 치한 픽스트 스타(Fixed Star) 

데네볼라(Denebola)4)와 ☌(컨정션)을 하고 있다.5)

네이티 가 태어난 계 을 살펴보면 ☉(Sol, 태양)이 

사인 ♒에 치하고 있으므로 겨울에 태어났다. 겨울의 

계 은 4원소에서 액질(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네이

티 는 액질과 련한 질병에 노출될 쉬 있다. 

루미 리 에서 ☽(Luna, 달)는 사인(Sign, 별자리) 

♉ 25° 29′에 치하여 로얄픽스트스타 카풋 알골

(Caput Algol)6)과 ☌(컨정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이티 (Native)는 선천 으로 정신질환을 타고 났음

을 알 수 있다. 

네이티 는 어린 시 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더욱 심해져서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이후 정신병원에 몇 번씩 입원과 퇴

원을 반복했다고 했다.

4) Denebola(데네볼라)의 기운은 정신질환, 질병, 행복이 질병이 

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연합 등의 의미를 가진다.

5) 조만섭(2012), 『출생차트 해석을 한 정통 성학』, 에세이 

퍼블리싱, P.477

6) 카풋 알골(Caput Algol)은 단두 , 목베임, 교살, 학살, 등을 의

미 한다.  

[그림 6]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사례 4. 1969년생 (남), 뇌종양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네이티 가 태어날 때 동

쪽 지평선에 떠오른 사인(Sign, 별자리)는 사인 ♈이며 

사인 ♈를 다스리는 래닛(Planet, 행성)은 ♂(Mars, 화

성) 이다. ♂는 죽음과 수술을 다스리는 8th(8하우스)에 

치하고 있다. ASC(Ascendant)는 사인 ♈에서 2° 51′

에 치하여 픽스트 스타 디 다(Difda)7)를 ☌(컨정션)

하고 있다. 사인 ♈는 인체 부 에서 머리를 다스린다. 

네이티 가 선천 으로 타고난 질병에 해서는 

ASC(Ascendant)를 본다. 따라서 네이티 는 장차 머리 

부 에 심각한 질병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티 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머리가 아 서 

고생을 했는데 결국 뇌종양 정을 받았다.

4.2 6th 하우스 질병과 네이티브(Native)의 질

병을 예측하고 활용하는 방안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여섯 번째 치

한 6th 하우스는 네이티 가 인생을 살면서 후천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보여 다. 6th 하우스는 네이티

의 질병과 질병의 원인 그리고 결과를 보여 다. 6th 하

우스는 질병이 네이티 에게 주는 고통과 치료의 유무

를 보여주며 질병이 만성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단

7) 디 다(Difda) 자기 괴, 실경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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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치료가 끝날 것인지를 보여 다. 6th 하우스는 신

체부 에서 배꼽 아래부분과 장, 소장부 에서 엉덩

이까지 다스린다.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6th 하우스

는 네이티 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천 으로 발 되는 

질병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질병을 다스리는 6th 하우스

를 통하여 네이티 의 건강 상태를 악하고 질병을 

측하여 방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그림 7] 후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사례 1. 1969년생 (여), 간과 생식기 질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여섯 번째 치

한 6th 하우스 사인 ♐는 네이티 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후천  질병을 다스린다. 

질병의 6하우스 커스 는 사인 ♐ 28° 37′ 걸려있다. 

사인 ♐는 인체 부 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다스린다. 

사인 ♐를 다스리는 래닛은 ♃(Jupiter, 목성)이며 ♃는 

인체 부 에서 간과 폐를 다스린다. 질병을 다스리는 6th 

하우스의 룰러 ♃는 3하우스 사인 ♎(5° 41′)에 치하

여 흉성(♄과 ♂)의 의미를 지닌 ☋과 컨정션을 하고 있으

며 힘을 잃었다. 그러므로  네이티 는 엉덩이 부 와 

간과 폐가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몸이 피곤하여 한의원에서 진맥을 받으면 항상 간과 

폐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한 조 이라도 

무리를 하면 바로 질염에 걸려서 힘들고 불편하다고 했

다. 이런 출생차트 구조를 타고난 네이티 는 무리를 하

지 말고 컨디션 조 을 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8] 후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사례 2. 1968년생 (남), 뇌전증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여섯 번째 치

한 6th 하우스 사인 ♊는 네이티 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후천  질병을 다스린다. 

네이티 (Native)의 후천  질병을 다스리는 6th의 

커스 (Cusp)는 사인 ♊ 16° 47′에 걸려있다. 질병을 

다스리는 사인 ♊의 룰러 ☿8)는 사인 ♏ 22° 28′에 

치 하고 있으며 ℞(Retrograde) 하고 있다. 그리고 흉성

의 픽스트 스타(Fixer star, 항성) 우  알하이(Unuk 

alhai)9) 질병을 다스리는 래닛(Planet) ☿는 힘을 크게 

잃어 매우 약하다.

이 네이티 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20 에 뇌 증(간

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꾸 히 약을 복

용하고 있다. 약을 복용하면 뇌 증 증상이 나타나도 약

하게 지나가는데 약을 복용하는 것을 놓칠 때에는 뇌

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는 뇌와 련한 

정신질환을 다스리는 래닛(Planet)이므로 더욱 심각

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여섯 번째 치한 

8) <Table 3> 일곱 래닛(Planets)이 담당하는 네이티 의 질병

에서 수성 ☿는 사고력, 뇌, 정신질환, 신경성 등을 다스린다.  

9) 우  알하이(Unuk alhai) 자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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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하우스는 후천 으로 타고나는 질병을 의미한다. 그

래서 네이티 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취약하게 타고

난 부분이 사람들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알 수 있다.

[그림 9] 후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사례 3. 1976년생 (여), 생식기 질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여섯 번째 치

한 6th 하우스 사인 ♏는 네이티 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후천  질병을 다스린다. 

네이티 (Native)의 후천  질병을 다스리는 6th의 커

스 (Cusp)는 사인 ♏ 12° 18′에 걸려있다. 질병을 다스

리는 사인 ♏의 룰러 ♂는 사인 ♍ 27° 42′에 치 하고 

있다. 사인 ♍ 27° 42′에 치한 ♂는 1st 하우스 사인 ♊ 

27°31′에 치한 ☽를 ☐로 보고 있다. 

사인 ♏는 인체 부 에서 생식기를 다스린다. 사인 ♏

를 다스리는 ♂는 생식기를 다스리는 물의 래닛 ☽를 ☐ 

한다. 이것은 출생차트의 주인공인 네이티 가 장차 생식

기 질환으로 고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출생차트의 

주인공은 30  반에 자궁을 제 하는 수술을 받았다. 

인간은 삶에서 가장 약하게 타고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네이티 는 가장 약하게 타고난 부분이 먼  

질병으로 드러나는데 이 경우 네이티 의 생식기 질환

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후천적으로 타고난 건강

사례 4. 1987년생 (남), 간암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여섯 번째 치

한 6th 하우스 사인 ♐는 네이티 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후천  질병을 다스린다. 

네이티 (Native)의 후천  질병을 다스리는 6th의 커

스 (Cusp)는 사인 ♐ 21° 20′에 걸려있다. 질병을 다

스리는 사인 ♐의 룰러 ♃는 사인 ♓ 22° 06′에 치하

여 룰러(Ruler)를 얻었다. 사인 ♓ 22° 06′에 치한 ♃

는 5th 하우스에서 사인 ♐에 치한 래닛(Planets) ♀

와☽를 ☐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인 ♓에서 룰러를 얻

은 ♃는 ASC(Ascendant)를 길한 △으로 보고 있다. 이

것은 출생차트의 주인공인 네이티 가 인생을 살아가면

서 장차 간 질환으로 고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의 주인공 네이티 는 간암에 

걸렸다. 간의 질병을 다스리는 ♃는 사인 ♓에서 룰러를 

얻어 힘이 매우 강하고 ASC를 △으로 으로써 기에 

발견되어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후천 으로 들어

오는 질병을 다스리는 6th 하우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발 됨을 알 수 있다.

4.3 피르다리아 운으로부터 들어오는 네이티

브(Native)의 질병을 예측하고 활용하는 방안

네이티비티(Nativity) 개인의 출생차트에서 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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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질병이란 어센던트(ASC)와 련하여 출생차트

의 주인공 네이티 (Native)가 선천 으로 타고난 질병도 

아니고, 네이티 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의 하우스인 

6th 하우스의 향으로 후천 으로 발병하는 질병도 아니

다. 바로 세운 피르다리아(Firdaria)를 통해서 들어오는 

래닛(Planet)과 항성(恒星, Fixed Star)의 ☌(Conjunction)

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 는 질병을 의미한다.

[그림 11] 세운(Minor)에서 들어오는 건강

사고 또는 질병 1. 1962년생 (남), 심장질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어센던트(ASC)

는 사인 ♍ 10°11′에 치하고 있다. 출생차트 주인공

의 질병을 지배하는 하우스는 사인 ♒가 다스리 6th 하

우스이며 질병의 시그니피 이터(Significator)는 룰러

(Ruler)는 ♄이다. 2015년 5월 15일 피르다리아(Firdaria)

에서 메이 (Major) ♃, 마이 (Minor) ♄이 운으로 들

어왔다. ♄은 6th 하우스 질병을 지배하는 시그니피 이

터(Significator)10)이며 질병을 다스리는 6하우스에서 

룰러를 얻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룰러의 강함을 이기는 

℞(Retrograde)가 있어 매우 약해졌다. 11하우스에서 ☉

은 고독과 슬픔, 질병을 다스리는 12하우스 사인 ♌에서 

룰러를 얻어 강하지만 가장 약한 12하우스 이던트의 

사인에서 룰러를 얻었으므로 그 강함은 상쇄된다. 질병

10) 시그니피 이터(Significator);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별

의 시그니피 이터(Significator) ♄은 질병의 6th 하우

스에서 11th 하우스의 ☉을 ☍(Apposition)으로 본다. 네

이티 는 만성 인 심장질환에 걸릴 것을 암시한다. 사

인 ♌의 ☉은 심장을 의미한다.11) 네이티비티 출생차트

의 피르다리아(Pirdaria)에서 ♄이 세운(Minor)으로 들

어올 때 심장수술을 했다. 그러므로 네이티비티

(Nativity) 출생차트의 분석 결과 피르다리아(Firdaria)

에서 세운(Minor)이 들어올 때 네이티 (Native)는 인

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세운(Minor)에서 들어오는 건강

사고 또는 질병 2. 1967년생 (여), 자궁질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에서 래닛 ♀는 생

식기를 다스린다. 래닛 ♀는 역시 생식기를 다스리는 

사인 ♏ 7° 47′에 치하고 있다. 래닛 ♀는 죽음과 

질병을 다스리는 8th 하우스에서 비아컴버스타

(Viacombusta, 태양이 지나는 길)12)에 치하여 타버렸

다. 그리고 사고와 수술을 의미하는 래닛 ♂는 ♀를 

(Square, 흉한 계)로 보고, 질병의 6th 하우스에 치한 

⊗(Portuna)를 ☍(Apposition, 흉한 계)으로 보고 있다. 

 차트의 주인공 네이티 는 피르다리아(Pirdaria)에서 흉성

11) <Table 3> 일곱 래닛이 담당하는 네이티 의 질병에서 ♄은 

만성질환을 다스린다.

12) 비아컴버스타(Viacombusta, 태양이 지나는 길; ♎ 15°~♏15°까

지를 으미하며 이 두수에 ☉(솔)을 제외한 보든 래닛들이 들어 있

으면 태양의 강한 열기에 의해 모두 타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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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래닛 ♂가 세운(Minor)로 들어올 때 자궁 제 수술을 받았다. 

[그림 13] 세운(Minor)에서 들어오는 건강

사고 또는 질병 3. 1952년생 (남) 교통사고

네이티비티(Nativity) 개인의 출생차트에서 주인공인 

네이티 (Native)가 태어날 때 동쪽의 지평선에 떠오르

는 사인(Sign, 별자리)는 사인 ♐이다. 사인 ♐를 지배하

는 래닛(Planet, 행성)은 ♃(Jupiter, 목성)이다. 래닛 

♃는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주인공 네이티

(Native)를 다스린다.

2009년 5월 14일 피르다리아(Pirdaria)에서 메이 와 

마이  운이 동시에 래닛 ☿로 바 었다. 래닛 ☿는 

사인(Sign, 별자리) ♍와 ♊의 룰러다. 피르다리아에서 

☿가 들어올 때 사인 ♍와 ♊가 활성화 된다. 이때 사인 

♊ 20° 52′에 ☌(컨정션) 하고 있는 항성(Fixed star) 

벨라트릭스(Bellatrix)13)가 활성화된다.

피르다리아에서 ☿가 사인 ♈ 29° 52′에 치하여 

4th 하우스 들어온다. 래닛 ☿의 디스포지터

(Dispositor)는 래닛 ♂이며 사인 ♏ 5° 48′에서 룰러

를 얻어 강한 듯 보이지만 ℞(Retrograde)함으로써 힘을 

잃었다. 래닛 ♂는 세운 ☿와 ASC룰러이며 네이티

를 다스리는 래닛 ♃를 ☍(Oposition, 어포지션, 흉한 

계)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네이티 는 길을 걷

13) 벨라트릭스(Bellatrix); 오리온의 왼쪽 어깨-수다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불명 , 성질: 인포춘, 마르스와 머큐리.

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후진하며 튀어나온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척추를 다치는 상

을 입어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림 14] 세운(Minor)에서 들어오는 건강

사고 또는 질병 4. 1974년생 (여), 유방암

네이티비티(Nativity)출생차트에서 2015년 3월 22일 

세운(Minor)로 래닛 ♀(Venus, 성)가 2nd 하우스로 

들어와서 사인 ♎에서 룰러를 얻어 매우 강하다. 사인 

♎의 ♀는 인체 부 에서 생식기를 다스린다. 생식기를 

다스리는 ♀는 10th 하우스에서 생식기와 젖가슴을 다스

리는 ♋ 18° 42′에 치하고 있는 래닛 ♄과 ☐

(Square, 흉한 계)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네이티 는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길성의 래닛 ♀가 룰러를 얻어 강하지

만 흉성의 래닛 ♄과 흉한 애스펙트(Aspect) 계

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운에서 들어오는 래닛 

♀가 길성이며 룰러를 얻어 힘이 매우 강하므로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가 잘 되었다. 

5. 결론

 세계의 많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는 에

드가 이시(Edgar Cayce)의 리딩에 따르면 래닛이 인

간에 미치는 향력에 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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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보다 가까이 있는 래닛들이 인간이 탄생하

는 때에 지배력을 행사한다. 한 인간이 탄생하는 

때에 본인의 의지와 상 없이 특정한 행동양식과 

성향을 의식에 주입 시킨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 

상황을 경고하여 특정한 시간에 불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학이 훌륭한 역할을 한다.”

                 에드가 이시(Edgar Cayce)

그러므로 네이티티(Nativity)의 출생차트를 통하여 네

이티 (Native)의 질병을 악하고 분석하여 건강을 

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첫째 네이티티(Nativity) 출생차트를 통하여 네이티

(Native)를 다스리는 ASC 사인과 룰러의 강약, 픽스

트 스타와 래닛의 애스펙트 계를 통해서 선천 으

로 타고난 질병을 악하고 측할 수 있다는 것이 사례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둘째 네이티티(Nativity) 출생차트를 통하여 네이티

(Native)의 질병을 다스리는 6th 하우스는 네이티 의 

후천  질병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6th 하

우스의 룰러와 픽스트 스타 그리고 래닛과의 계를 

살펴 네이티 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게 될 질

병에 하여 악하고 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례연

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셋째 네이티티(Nativity) 출생차트를 통하여 피르다

리아(Firdaria) 운의 흐름에서 래닛이 네이티비티 출

생차트에 미치는 향력을 통하여 네이티 가 경험하게 

될 질병을 악하고 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례연구

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

차트를 타고 난다.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의 구조에서 네이

티 는 타고난 기질과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질병의 구조

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증명되

었다. 그러므로 출생차트에서 질병의 구조를 악하고 분

석하여 측할 수 있다면 네이티 가 장차 경험하게 될 질

병을 리하고 방을 하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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