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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타고난 성격을 알아야할 필

요가 있다. 그것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전점성학의 성격심리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네

이티브(Native)는 음양(陰陽)의 변화에 따라 성향과 성격심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행동은 

타고난 성격과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성격을 알면 직업의 선택과 변화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고전점성학의 성격심리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네이티브의 직업적성을 분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점성학, 천궁도. 4 원소, 성격심리, 체액설, 음양(陰陽).

Abstract Human beings have to do economic activities according to their aptitude and innate ability for a living. 
Human beings invest a lot of effort and spend a lot of time to gain social status and honor via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make their lives more valuable as members of society, first they should know their own nature. Because 
it is important for choosing a job. From a study on the use of personality psychology of classical astrology, it was 
found that the native shows disposi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nge of yin and 
yang. Since human behavior is determined by natural personality and the influenc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knowing personality makes people expect job choices and chang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elpful to 
classify native's occupational aptitude of personality type from research on the use of personality psychology of 
classical astrology.

Key Words  Astrology. Zodiac, 4 element, Personality Psychology, Humor theory, Yi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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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

랜 세월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인간

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성격을 이해하

는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로 MBTI가 있다. 그

리고 고대로부터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점성학

에서도 인간의 성격을 이야기 하고 있다.1) 점성학은 사

람들을 성격 타입으로 분류한 체계이다.(Atlas. 1975)2)

성격(性格)을 의미하는 말은 Personality(성격, 인격, 개

성)로써 라틴어의 Per와 Sonare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어로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의미했

다. 이후 Personality는 가면을 의미하는 말에서 개개인

의 성격과 개성, 인품 등을 의미하는 말로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개인이 타인과 구별되는 인격(人格)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기원전 450년 경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래스(Empedoklcles, BC, 493~433)는 만물이 불,

흙, 공기, 물 4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는 엠페도클래스

(Empedokl- cles)의 4원소를 의학적으로 받아들여 인체

의 구성이 네 가지의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구

성 되어 있다는 4체액설(四體液說)을 주장하였으며 이

를 토대로 인간의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어느 체

액이 신체 내에서 우세한가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체액설을 주장하였다.(이가림 역, 1980)3) 로마제국

시대의 그리스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클라우디오스 갈레

노스(Claudius Galenus)는 4체액설(四體液說)을 성격적

인 측면과 결부시켜 4원소 이론을 발전시켰다.

2. 4원소와 체액설

점성학에서는 에너지 방향에 따라 태양과 달이 있다

고 보며 이것을 행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능적 측면이라

1) 최성례(2010), ⌈MBTI 성격유형과 점성학 성격유형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

문, p. 2.

2) 이은옥(2012)⌈점성학에 기초한 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및 대학

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미치는 효과⌋,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5.

3) 최성례(2010), ⌈MBTI 성격유형과 점성학 성격유형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

문, p. 6. 재인용.

한다. 12별자리 유형인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

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등을 기능으로 설명

하는 반면 불, 흙, 공기, 물의 4원소와 하우스를 기질이

라고 설명한다.(유기천 역 2002)4)

<Table 1>  4원소와 체액설(四體液說)

4원소 체액설 Cardinal Fixed Mutable

불  
담 즙 질

(Choleric)
♈ ♌ ♐

흙  
우 울 질

(Melancholic)
♑ ♉ ♍

공기 
다 혈 질

(Sanguine)
♎ ♒ ♊

물   
점 액 질

(Phlegmatic)
♋ ♏ ♓

인간의 기질을 결정하는 4원소는 각각 양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부여하며, 음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불과 공기는 양성이며 상향적, 외향적

이다. 흙과 물은 음성이며 하향적, 내향적이다.5) 따라서

인간이 원소들을 어떻게 경험하는 가에 따라 4원소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조디악(Zodiac) 12사인(Sign)에서 카

디날(Cardinal), 픽스트(Fixed), 뮤터블(Mutable)사인이

기질에 영향을 미쳐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한다.

기원전 400년 경 엠페도클래스(Empedoklcles)로 부

터 시작된 4원소론은 히포크라테스를 거치며 클라우디

오스 갈레노스(Claudius Galenus)는 의학과 접목하여 4

체액설(四體液說)이로 발전시켰다. 중세에 들어와서 체

액설은 점성학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과학과 의학에 많

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이며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가 개인

의 심령적 원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에 사용했다.

고전 점성학에서는 네이티브(Native)가 타고난 출생

차트를 관찰하여 플래닛(Planets)과 사인(Sign) 및 4원

4) 최성례(2010),⌈MBTI 성격유형과 점성학 성격유형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창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

문, p. 2. 재인용

5) Geoffrey Cornelius & Maggie Hyde(1998), 『점성학』, 이두,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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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준 내용

음양 검사

기준

☉(Sol)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낮에

태어난 네이티브

☽(Luna)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밤에

태어난 네이티브

성격검사

기준

4원소와

체액설

불 양 뜨겁고 건조하다.

흙 음 차갑고 건조하다.

공기 양 뜨겁고 축축하다.

물 음 차갑고 축축하다.

직업적성

검사 기준

외향형

외향적 적극형의 직업

외향적 소극형의 직업

내향형 내향적 걱극형의 직업

내향적 소극형의 직업

혼합형 두 개 이상의 성격이 혼합된 형

소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성격심리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3. 고전점성학의 음양(陰陽)검사 기준

<Table 2> 천궁도와 12하우스의 음양

사인 ♈ ♉ ♊ ♋ ♌ ♍ ♎ ♏ ♐ ♑ ♒ ♓

하우스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11th12th

성(Sex)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서양의 점성학에도 음과 양이 존재한다. 서양은 음양

(陰陽)의 표현을 여성과 남성으로 표현한다. 남성(陽)의

의미를 가진 사인과 하우스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

여하고 여성(陰)의 의미를 가진 사인과 하우스는 부정적

인 의미를 담고 있다.6) Van rooji(1994)는 점성학의 선

사인(Sun Sign)에 따른 외향성과 내향성을 연구하였

다.7) 고전점성학에서는 12사인(별자리)과 ☉(Sol), ☽

(Luna)의 위치에 따라 음양(陰陽)을 판별하였다.

<Table 3>  점성학의 음양 검사 기준표

6) 조만섭(2012), 『출생차트해석을 위한 정통점성학』, 에세이퍼

블리싱, p. 173.

7) 이은옥(2012)⌈점성학에 기초한 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및 대학

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미치는 효과⌋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5.

인간의 탄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Sol)의

영향을 받아 낮에 태어난 사람과☽(Luna)의 영향을 받

고 밤에 태어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Sol)은 낮의 플래닛(Planet, 행성)이며 남성이고

정신인 동시에 자아를 의미한다.8) ☉(Sol)의 특성은 외

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조급하고 단순하며 율동적

인데 명분을 추구한다. 외면적으로 자신감을 나타내며

능동적, 독립적이며 공격적이다. ☽(Luna)는 밤의 플래

닛(Planet, 행성)이며 지구상의 모든 음성적인 것들과 여

성적인 것들을 나타낸다.9) ☽(Luna)의 특성은 내향적이

며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내심이 있고 세밀하고 사색적

이며 실리를 추구한다. 외면적으로는 약간 위축감을 나

타내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방어적이다. 양(陽)의 심

리구조는 외향적 사고로 사물의 외면과 현상(現象)을 보

는데 명분을 중시하며 정신적 만족을 추구한다. 개인의

장점을 발휘하는 데는 능숙하나 반면에 단체적인면의

호환(互換), 공생(共生), 공감(共感)기능은 떨어진다. 음

(陰)의 심리구조는 내향적 사고로 사물의 내면과 규칙을

관찰하는데 현실적인 면을 중시하여 물질적 실리를 추

구한다. 개인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는 미숙하나 반면에

단체적인 면의 호환(互換), 공생(共生), 공감(共感) 기능

은 탁월하다.10)

그러므로 인간의 성격과 심리는 낮에 태어난 사람과

밤에 태어난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4원소와 체액설에 따

라 음과 양의 차이가 다름으로 그에 따른 기질과적성이

다르게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낮과 밤의 분류에 따른 성격유형

구 분 성격유형 내용

외향형

(낮)

외향적 적극형
외향적이며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유형

외향적 소극형
외향적이며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유형

8) 조만섭(2012), 『출생차트해석을 위한 정통점성학』, 에세이퍼

블리싱, p. 75.

9) 조만섭(2012), 『출생차트해석을 위한 정통점성학』, 에세이퍼

블리싱, p. 85.

10) 김배성(2004), 『사주심리치료학』, 도서출판 창해,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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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형

(밤)

내향적 적극형
내향적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유형

내향적 소극형
내향적이며 소극적이고 세심한

성격유형

이상과 같이 점성학에서 낮의 출생차트와 밤의 출생

차트의 분류에 따라 <Table 4>처럼 4개의 성격유형(性

格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유형별 성격과 활용방안

<Table 5>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38 55

여 31 45

연령대

20대 8 11.6

30대 20 28.9

40대 22 31,8

50대 15 21.7

60대 4 5.8

고전점성학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 상담사

례남자 22명, 여자 18명 모두 40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출생차트의 성격유형을 분석하여 네이티브(Native)의

직업적 적성 활용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본 연구

자의 주장이며 네이티브의 출생차트 분석에 따른 직업

적 적성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➀ 외향적 적극형

<Table 6> 외향적 적극형 판단 기준

음양 구분 내용

☉(Sol), 낮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낮에 태어난

네이티브, ☉(Sol)이 호라이즌(Horizon) 위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

4원소
불, 흙, 공기, 물 4원소 중 양(불과 공기)이 강한

네이티브

불 ♈(☋), ♌(♄)

흙 ♍(☽), ♑(☿)

공기 ♊(♃), ♎(☊), ♒(☉, ♀, ⊗)

물 ♋(ASC, ♂), ♓(MC)

불+공기=(陽) 7

흙+물=(陰) 5

외향적인 성격으로 삶에서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이

며 두려움과 거리낌 없이 자신을 표현한다. 힘과 자신감

이 넘치며 솔직하다. 때로는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

기도 하지만 즉흥적인 행동으로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

게 드러날 때도 있다.

외향적 적극형은 행동이 크고 화려하며 자기의 주장

이 강하고 지배력이 강하여 타인을 리드하고자 하는 리

더로서의 마인드가 강하다. 또한 정치적 야망이나 성공

에 대한 야망이 커서 단체나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하기

를 좋아한다.

외향적 적극형의 직업적성으로는 정치인, 군인, 경찰,

사업가, 운동선수, 선동가, 개혁가, 건축가, 회장, 개발분양

책임자등 리더십과 모험심이 필요한 모든 직업과 서비스

업, 민원처리업무, 텔레마케터, 감정노동업무 등이 있다.

[그림 1] 외향적 적극형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네이티브는 ☉(Sol)

의 영향을 받아 낮에 태어난 사람이며 4원소 중 불 원소

두 개, 공기의 원소 다섯 개 모두 일곱 개를 가지고 있어

양(陽)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외향적이면서 적

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향적 적극형의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주인공은 명랑하고 적극적이며 특유의 인내력과 지구력

으로 끈질기게 노력하는 목표 지향적 성격이다. 밝고 화

려한 분위기를 좋아하며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

아 하며 행동력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매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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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다. 외향적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어울

리는 직업 중에 운동선수가 있는데 위 네이티브(Native)

는 운동선수로서 생활을 해오고 있다.

<Table 7> 외향적 적극형 판단 기준

음양 구분 내용

☉(Sol), 낮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낮에 태어난

네이티브, ☉(Sol)이 호라이즌(Horizon) 위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

4원소
불, 흙, 공기, 물 4원소 중 양(불과 공기)이

강한 네이티브

불 ♈(⊗), ♌(☊, ☉)

흙 ♍(☿, ASC)

공기 ♊(MC, ♂), ♎(♀), ♒(♄, ☋)

물 ♓(☽, ♃)

불+공기=(陽) 8

흙+물=(陰) 4

[그림 2] 외향적 적극형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

는 ☉(Sol)의 영향을 받아 낮에 태어난 사람이며 4원소

중 불 원소 세 개, 공기의 원소 다섯 개 모두 여덟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양(陽)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으

로서 외향적이면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향적 적극형의 출생차트의 주인공은 명랑하고 적

극적이며 지배력과 창조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특히

자기표현이 강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지배력이 뛰어난 조

직력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성

향을 지녔다. 이러한 성향의 구조를 가진 네이티브

(Native)는 자신이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을

때탁월한능력을발휘한다. 위출생차트의주인공은24년

간제법큰규모의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운영자이다.

➁ 외향적 소극형

<Table 8> 외향적 소극형 판단 기준

음양 구분 내용

☉(Sol), 낮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낮에 태어난

네이티브, ☉(Sol)이 호라이즌(Horizon) 위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

4원소
불, 흙, 공기, 물 4원소 중 음(흙과 물)이 강한

네이티브.

불 ♈(♂), ♌(MC), ♐(♄)

흙 ♉(♃), ♍(☋),

공기 ♊(♀)

물 ♋(☿, ☉, ☽), ♏(ASC, ⊗), ♓(☊)

불+공기=(陽) 4

흙+물=(陰) 8

외향적 소극형은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

위의 분위기를 활기차고 좋게 만드는 뛰어난 능력을 가

지고 있다. 마음에 악의를 품지 않으며 타인과 잘 협력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주변 환경의 변

화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소심하

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이들은 일을 함에 있어 불도

저처럼 강하게 일을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것 보다는 무

리하게 앞서 나가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능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들은 이지적이면서도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며

실리를 추구하는성향으로세밀한분석과 통찰력을 바탕

으로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을 지향한다.

외향적 소극형에 적합한 직업으로는 사무직, 행정직,

비서, 작가, 기획자, 음악가, 심리학자, 상담사, 경영분석

가, 광고업무, 통계업무, 기자, 방송, 성직자, 통계업무,

연구업무, 은행원, 등 창의성과 세밀함이 돋보이는 직업

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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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향적 소극형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

는 ☉(Sol)의 영향을 받아 낮에 태어난 사람이며 4원소

중 흙 원소 두 개, 물의 원소 여섯 개 모두 여덟 개의 음

(陰)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음(陰)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외향적이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외향적 소극형의 출생차트의 네이티브는 물질에 대

한 욕구가 강하여 젊어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성향은 외향적 적극형의 사람에게 적

합한 구조인데 외향적 소극형의 사람에게는 사업이 적합

하지않다. 이네이티브(Native)는사업을하다가결국어

려움을 겪게 되고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다. 사업이 자신

의성향에맞지않음을 깨닫게되고빚을갚기위해서은

행에계약직으로일을시작했다고했다. 2년이지난현재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은행원으로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Table 9> 외향적 소극형 판단 기준

음양 구분 내용

☉(Sol), 낮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낮에 태어난

네이티브, ☉(Sol)이 호라이즌(Horizon) 위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

4원소
불, 흙, 공기, 물 4원소 중 음(흙과 물)이 강한

네이티브.

불 ♈(MC), ♐(♃)

흙 ♑(☋)

공기 ♊(☽), ♎(⊗), ♒(☿)

물 ♋(ASC, ☊), ♏(♄), ♓(☉, ♂, ♀)

불+공기=(陽) 5

흙+물=(陰) 7

[그림 4] 외향적 소극형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

는 ☉(Sol)의 영향을 받아 낮에 태어난 사람이며 4원소

중 흙 원소 한 개, 물의 원소 여섯 개 모두 일곱 개의 음

(陰)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음(陰)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외향적이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외향적 소극형의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는 종

교생활을 열심히 하며 성경공부에도 관심이 많다. 그녀

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현재는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를 겸한 비서로서 직장생활을 하

고 있다.

➂ 내향적 적극형

<Table 10> 내향적 적극형 판단 기준

음양 구분 내용

☽(Luna), 밤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밤에 태어난

네이티브, ☉(Sol)이 호라이즌(Horizon) 아래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

4원소
불, 흙, 공기, 물 4원소 중 양(불과 공기)이 강한

네이티브

불 ♌(☋), ♐(♂, ♃, ♀)

흙 ♉(MC, ♄), ♍(ASC), ♑(☿, ☽)

공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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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0

불+공기=(陽) 7

흙+물=(陰) 5

내향적 적극형은 부드럽고 조용하며 말수가 적고 내

성적인 모습 이면에 끈기와 노력으로 자신이 정한 목표

를 이루어 가는 강인한 외유내강의 성격을 지녔다. 내향

적적극형은감각과현실에의지하는경향이매우강하여

물질에 집착하고 미래를준비하며 내실을 다지는 성향을

지녔다. 이들은고결하며겸손하고동정심이많고헌신적

이다.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고 충성심도 강하다. 남을 잘

믿고 쉽게 용서하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향적 적극형에 적합한 직업으로는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교육가, 공무원, 학원 강사, 연구원, 과학자, 의

사, 기술자, 의약업, 화장품 등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

으로 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적합하다.

[그림 5] 내향적 적극형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

는 ☽(Luna)의 영향을 받고 밤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4

원소 중 불 원소 4개, 공기 원소 세 개 모두 일곱 개의

양(陽)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양(陽)의 기운이 매우 강

한 사람으로서 내향적이면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향적 적극형의 출생차트를 타고난 네이티브는

신념이 강하고 주관이 확고하여 자신이 결정한 바는 확

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

러나지 않게 행동하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타인의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며

일관성 있는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이

론적인 분석력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며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사

람이다. 내향적 적극형의 출생차트를 타고난 네이티브

는 고등학교 역사교사로서 공무원생활을 하며 미술사에

도 조예가 깊어 미술역사에 관한 책도 출판했다.

<Table 11> 내향적 적극형 판단 기준

음양 구분 내용

☽(Luna), 밤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밤에 태어난

네이티브, ☉(Sol)이 호라이즌(Horizon)

아래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

4원소
불, 흙, 공기, 물 4원소 중 양(불과 공기)이

강한 네이티브

불 ♈(♂, ♀, ☽, ☋), ♌(♄)

흙 ♉(ASC, ☿, ☉), ♑(MC)

공기 ♎(☊), ♊(♃, ⊗)

물 0

불+공기=(陽) 7

흙+물=(陰) 5

[그림 6] 내향적 적극형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네이티브는 ☽

(Luna)의 영향을 받고 밤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4원소

중 불 원소 다섯 개, 공기 원소 세 개 모두 여덟 개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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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양(陽)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내향적이면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는 지적이면서도 명예

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다. 도량이 넓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 물질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출생차트의 네이티브는 기계공

학을 전공하여 기술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④ 내향적 소극형

<Table 12> 내향적 소극형 판단 기준

음양 구분 내용

☽(Luna), 밤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밤에 태어난

네이티브, ☉(Sol)이 호라이즌(Horizon)

아래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

4원소
불, 흙, 공기, 물 4원소 중 음(흙과 물)이 강한

네이티브

불 ♌(♃), ♐(☿)

흙 ♉(☊), ♍(♂),

공기 ♎(ASC), ♒(⊗)

물 ♋(MC, ☽), ♏(♀, ☉, ☋), ♓(♄)

불+공기=(陽) 4

흙+물=(陰) 8

내향적인 성격으로 내성적이며 소심하여 자신의 주

장보다는 타인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내향적 소극형은 음(陰) 전체가 강한 사

람으로서 감상에 잘 젖는 감상주의자이며 타인의 정서

적 반응에 감정이입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말 수가 적고 고결함과 덕망을 갖추고 있으며, 절제력과

신중함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때에 따라 이들은

비도덕적이고 염세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답할 정도로

아둔하고 게으른 면이 있다.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내향적 소극형의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

심리를 읽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향적 소극형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으로는 문

화예술가, 언어학자, 사상가, 종교인, 철학자, 의료인, 간

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임상병리학, 교

육가, 상담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7] 내향적 소극형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

는 ☽(Luna)의 영향을 받고 밤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4

원소 중흙 원소 두 개, 물 원소여섯개 모두 여덟 개의

음(陰) 원소를 가지고 있어 음(陰)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내향적이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는 예의바르고 친절하

며 이지적이며 우아하다. 이 네이티브는 자신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을 배려하

는 마음이 크다. 출생차트의 네이티브는 요양보호사로

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일을 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

가고 있다.

<Table 13> 내향적 소극형 판단 기준

음양 구분 내용

☽(Luna), 밤

네이티비티 출생차트에서 밤에 태어난

네이티브, ☉(Sol)이 호라이즌(Horizon)

아래에 떠있을 때를 의미한다.

4원소
불, 흙, 공기, 물 4원소 중 음(흙과 물)이 강한

네이티브

불 ♌(♂, ☉)

흙 ♉(ASC, ♄), ♍(☋, ☿, ♀), ♑(MC)

공기 ♎(☽, ♃)

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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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기=(陽) 4

흙+물=(陰) 8

[그림 8] 내향적 소극형

네이티비티(Nativity) 출생차트의 네이티브(Native)

는 ☽(Luna)의 영향을 받고 밤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4

원소 중흙 원소 여섯개, 물원소 두 개모두여덟 개의

음(陰) 원소를 가지고 있어 음(陰)의 기운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내향적이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출생차트에서 네이티브가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는 별자리는 사인 ♉이며 사인 ♉를 다스리는 플

래닛은 사랑과 예술을 다스리는 ♀이다. 이 네이티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

보며 삶을 살고 있다.

5. 결론

최근 들어 점성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인간 이해에 있어 심리학과 점성

학이 깊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담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11) 존 로저스(Rogers, John)가 쓰

고 유기천이 번역한 『점성학 첫걸음』에서 숙달된 점

성가는 정신분석가보다도 훨씬 쉽고 빠르게 개인의 비

밀스런 기질을 알아낼 수가 있다12)고 주장하고 있다. 그

11) Atlas, 1976; William, 1999; Debette, 2006.

12) 존로저스(Rogers, John)(1995), 『점성학첫걸음』, 정신세계사, p.18.

래서 본 논문에서는 고전점성학과 성격심리 활용방안에

서 살펴 본 외향적 적극형, 외향적 소극형, 내향적 적극

형, 내향적 소극형의 4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별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업선택을 연구해 보았다. 유형별 성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ol)의 영향을 받아 낮에 태어난

사람과 ☽(Luna)의 영향을 받고 밤에 태어난 사람으로

나누고, 불, 흙, 공기, 물 4원소를 음양으로 나누어 인간

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지금

까지 심리점성학에서 별자리 위주의 성격분류방식을 벗

어나 점성학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

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성

격과 심리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고전점성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간의 심

리와 성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용어의 정의

1 사인(Sign) 점성학 용어로 별자리를 의미한다.

2
네이티비티

(Nativity)
출생천궁도

3 네이티브(native) 출생천궁도의 주인공

4 플래닛(Planet)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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