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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적 천풍지풍 방풍법 ☺

♣  2015년  바람風 방풍법  ♣

[ 생년월일 :  1955년  ○월  ○○일  ( 밤 )  ]

♣ 올해 총평 :

∙ 올해는 지풍(地風)과 지귀풍(天鬼風)이 다가오는 해

이므로, 바람풍(風)이 몰려오면, 신체적 불상사나 사업

상 실패 등의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만약 파액풍(破厄風)이 강하게 작용하면, 가정불화, 

파탄, 직장, 사업, 장사 등에서도 심하게 어려움을 당

할 수 있다. 

♣ 월별 바람風 - 천풍지풍 방풍법

( 1월 바람風 )
•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되니,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다가온 

인연으로 인해 욕심과 재욕이 강하게 작용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남의 말을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 강력한 자신감과 도전심 때문에, 평형심을 잃고,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형국이다.

( 2월 바람風 )
• 인연에 미련을 버리고, 고민해서 벗어라. 새로운 인연들과의 거래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돈 거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칫 인현풍으로 궁

지에 몰리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재운과 재물운이 뒤따르는 강한 열풍이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

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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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바람風 )
• 손재수가 뒤따르게 되니, 사람을 조심하고, 재물상의 거래나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새롭게 만난 인연들은 주의깊게 살펴보고, 인과관계를 

유지토록 하라.

• 개인의 희망과 바램을 이룰 수 있는 기운이 다가오니, 목표 달성과 하는 

일에 오류와 실수 없이 처리해 나가야할 형국이다.

( 4월 바람風 )
• 얽히었던 인연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때인지라, 상황이 어려

워지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한다. 사람과 인연들 간의 말다툼이나 싸움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 바라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아

야 하고, 뜻을 이룰 수 있는 형국이다. 

( 5월 바람風 )
• 가정에 불화감이 감도니, 부부간, 가족 간에 오해와 불신을 줄여 나가야 

하며, 과신과 자존심은 화를 부르고, 가정에서는 양보와 화해해야 한다. 자칫 

가액풍으로 어려움도 예상된다.

• 허욕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니,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지면, 어

려운 난관에 봉착될 가능성이 있는 형국이다.

( 6월 바람風 )
• 그동안 문제가 되었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토록 하라. 만약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인내와 끈기로서 해결하게 되면, 

어려운 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과욕이 강풍으로 몰아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리한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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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바람風 )
• 좋은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하고, 좋은 귀인은 만나야 하는 때이다. 그러나 

귀인과 기회를 무리한 욕심과 과욕으로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 과도한 자신

감을 버리는 것이 좋다. 

• 의욕이 앞서다 만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

야 한다.

( 8월 바람風 )
• 돈이 나가면, 되레 들어오는 형국이니,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과감

하게 무리수를 두어도 괜찮은 형국이다.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으로 기회를 

무산시키지 말아야 하는 때이다.

• 강한 사욕으로 인하여 만사를 그르치게 만들어, 하는 일에 냉풍이 강하게 

몰아칠 수 있다. 

( 9월 바람風 )
• 너무 소심하거나, 신중하게 대처하지 마라. 손재수가 되레 재물운으로 변

하는 운이니, 능력껏 판단하여 만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 한치의 실수나 오류로 인하여, 돌풍이 몰아치듯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10월 바람風 )
• 자신과 자만으로 인해 주변 인연들을 무시하거나, 얽히는 일을 잘 막아야 

한다. 인연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이별수가 들어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

해 나가야 한다.

• 기회가 오더라도 잡지 못하면, 소용없으니, 마음을 허공에 두지말고, 신중

하게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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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風 이야기 ∙ 천풍지풍(天風地風) 방풍법(防風法) (창시자 보적)  
∙ 바람風이란? 인간은 타고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외적인 
환경과 여건의 변화와 작용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려움, 난
관, 고초, 고통, 고민 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데, 이
것이 바로 인간에게 불어오는 바람(風)이다.
∙ 인간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풍인데, 이를 잘 극복하
는 사람과 바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 바람
은 인간의 운세와는 상관없이도 불어오는 것이므로, 운이 좋다고 해서 바
람풍을 피해갈 수는 없다. 
∙ 바람風에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데, 천풍(天風), 천연풍(天緣
風), 지풍(地風), 지귀풍(地鬼風), 인풍(人風), 인현풍(人현風)으로 나누어진
다. 이러한 바람풍은 “보적의 수리사주”에 따라, 매년 해가 바뀌게 되면 
달라지기 때문에, 바람풍을 잘 피해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가꾸는 것이
다.
∙ 보적의 “바람風 방풍법”으로 행복한 한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10-8558-3000  - 카카오스토리, 패이스북, 카톡 이용가능 

( 11월 바람風 )
• 새로운 인연과 사람을 조심하라. 특히 새로운 인연이 지나치게 관심을 보

이게 되면, 경계를 하라. 미리 알고 있었던 지인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사 주의깊게 사람을 사귀도록 하라.

• 개개인의 영욕을 수확할 수 있는 적기인지라, 열심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

해 목표달성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 12월 바람風 )
• 이성과의 인연으로 얽히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인연들과는 

깊은 만남을 삼가고, 거래나 동업, 공동 사업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하는 일

에 동반되는 만남은 삼가야 한다. 

• 개인의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라, 최선을 다해 욕구와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