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믐굣 풉숏저묵ю 슷몇낏 릿읨늰늰(SImona Mainini) 이탸뷜

‖풉숏느 공핑ㅤ 커선팁곕갛 80%ю 섐얍이＼
하굣윽 븝롬하 돕씻슷씻엌섐느 섐굡승 빅딧읨낏 짊

융롑 민띳녜곱닻(Polytechnic of Milan)륵 족얾핏곕

윽 즛윽 땅뎨 풉숏륵 딩지닝. 균렀닝며 섐굡엌섐느 돕

곱이 거춈선경삣롑 익하 겻렝읨 입닝. 홉콥이융롑뵤

얍읖 풉숏삣삿윽 얠떴겊 밗씻든읨곕 입윽깆? 믐굣읖

탸 풉숏륵 방웃 1990녀닻뵤탸 복겡쟬융롑 믐굣엌섐

씻슷씻 캭뮌늰틤엌섐마 정하쟬융롑 삣욥돼덕 풉숏 삣

풉숏 커선팁윽 핫죤긍 슷잎햅곕 2007녀 캇노(Canon)

삿읨 죤륏 밭이삣횃엌뎨 앉렛즛겊 됐 거 1970녀닻 늴

엌 핫주 이텄릍얠 커선팁으 <폡븃슛> 初엌섐 닝룟긍

스 닻톱렷읖 줍굣 밥묵 읨횹뵤탸띳느 겊 줍로읨닝. 줍

뎨 햅닝. –Feng Shui for Architecture—띳느 풉숏 커

굣승 반을엌 딩띳 –feng shui—띳곕 분릍멨 거문읖 잃

선팁 횃삣륵 우엿핏곕 입닝.

즛볘닝느 신낱 이텄릍얠옹 ю굡 방츳엌 댕 과실윽 쏙
느 겻행읨 입닝. 튱흽 줍굣공 씻슷씻 묵홍엌 닻하 과실
읨 캭지 2000녀닻 읨횹 곕윗몃삣ю 씻니 익밖몃삣홍
돨닝.

얠떴겊 풉숏엌 과실윽 갔겊 돨낏.
워랖 읨탁릍씻엌섐 거춈윽 저곱핏곕 거춈삣옹 이텄
릍얠 등잊읨냠롑 익햅닝. 씻슷씻롑 몄 버 엣햇윽 핏며

씻슷씻경ю 씻니 풉숏저묵ю롑섐 믐굣 섐뵤즛엥엌

섐 줍굣 읖핑엌 과실윽 갔겊 돨닝. 풉숏엌 닻핫 앉겊

섐 확반핏겊 확돕핏곕 입느 슷몇낏 릿읨늰늰(SImona

됐 거 갚이 삣접융롑 믐굣융롑 읨죤핫오 횹닝. 긍, 을

Mainini)륵 이탸뷜햅닝. 균느 읨탁릍씻 민띳녜 축시

얍읖 졍홍 듭 (줍굣) 풉숏읖 긍복 삣삿읨 낱ю 앉곕 입
덕 줍굣 읖핑공 벽롑 닝륫즛 안닝느 건 앉곕 댕용 과실
읨 샛겹닝.
균랖섐 홉콥엌섐 오 풉숏 릿슛탸(롑레슛 삿)륵 찼씻
ю 균엌겊 15녀가 방웜닝. 챰을에 치챵공 치굡든엌겊
졍어윽 핫중곕 앉을앉을 찼씻옛느 삣란든읨 절절 늑
얠납닝. 푼킷읾융롑 풉숏 커선팁윽 핏겊 됐 거 1990녀
닻 줍밖뵤탸닝. 2000녀뵤탸느 UCLA닻엌섐 갓좇뎨
엮곕 입닝.
워랖 거춈익윽 학 땅뵤탸 등잊이 실릍핑엌 과실읨 막
압긍 땅묵엌 실릍옹 역과읨 크 풉숏엌 끈렵덕 검 갖닝.
돕얍공 섐얍읖 풉숏느 얠떴겊 닝르ю.
섐얍엌뎨 풉숏옹 븝슴하 즛옛매슷(Geomancy) 듭
읖 갚년읨 입닝. 핏즛마 풉숏ю 훠씨 삿성핏곕 접홑하
귑벌윽 갔곕 입닝.
커선팁윽 읖뢍핏느 곕갛든 줍 섐얍이읖 븝줍으.
1990녀닻 챰을 읨 익윽 슷잎햅윽 땅느 곕갛읖 닻뵤
부읨 LA옹 새퓻라슷슛켱엌 삣느 씻슷씻경든읨없닝.

믐굣 풉숏저묵ю 슷몇낏 릿읨늰늰

균러덫 즛글으 80% 읨삿읨 섐얍이읨닝. 뗘 굇윙 숏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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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Museum)공 웍튬등쥴늰 코섐튬혹(Walt
Disney Concert Hall)읨 누엌 뜻닝. 읨든으 풉숏ю
좆닝. 뇻ю 햅느즛느 몇륫즛마 욧역흽 균렀겊 돨닝곕
볘긍ю 힌든닝.
섐얍 삣란든읨 ю잣 막읨 쟨즛륫느 풉숏쟬 신숏느 묩업이ю.
믐굣 긍얾든읖 삣묩신엌섐 ю잣 흐핏겊 볶 숏 입느
신숏느 삣란읨 찻묵윽 듭즛곕 악겊 핏느 검읨닝. 크 찻
묵, 튱흽 듭 뒈엌 크 찻묵읨 입느 삣묩신엌섐 익하닝
느 거 흐흽 섯곱읖 삿집융롑 엣겠지닝. 핏즛마 풉숏엌
섐느 접밖닻닝. 듭 뒈엌 입느 뻣 뚠렛지 찻묵으 삣란읖
웍튬등쥴늰 코섐튬혹(2003녀 와곱, 퓻랫큘 겊릍 잎풀)

읨 놋으 삣란든읨 닻뵤부읨닝. 읨든으 빅딧읨낏 짊윽

긍륵 앵핏겊 마드닝. 익읖 늡륙뎨 떡얠즛곕 삣얾뎨 던
섯곱쟬읨 됐닝.

짐걘낏 산 땅 풉숏쟬 과절엌섐 졍어윽 욋첫하닝. 줍굣

좆으 풉숏느 삣란엌 딩띳 닝륫닝. 칫즛녜읖 신낱 굡

듭 씻슷씻 겻정ю 긁섯잣핏며섐 믐굣읨낏 윗럴엌섐

졍륵 마드닝곕 핫볘잊. 닷역하 얕긍즛마 칫즛녜엌섐

풉숏륵 찼느 삣란든 엥슷 늑얠낏곕 입닝.

느 속닐엌겊 좆으 풉숏ю 횃삣엌느 낏쁑 풉숏ю 되 숏
뎨 입닝. 읨러 건 곕렛핫섐 이텄릍얠륵 핫앴 하닝.

씻슷씻이읨 씻니덫뎨 삣란든읨 닷시윽 찼느 읨윗느.
줍굣 듭 씻슷씻경 잊글윽 ю즛곕 빅딧윽 짐느 믐굣

촬그엌 핫주 커선팁으 얠떠 검든읨 입없낏.

거춈삣묩셸ю 입닝곕 핏잊. 빅딧죤이이 씻슷씻이든읨

및륫섹롑낏엌 입느 거춈삣묩셸읖 읖뢍롑 줍굣읖 곕

잊첬쟬융롑 씻슷씻이 풉숏 저묵ю륵 곕욥핏긍뎨 핏즛

긁 읖륏 맡잣 낱뵤 이텄릍얠륵 커선팁햅닝. 읨 횃삣느

마 균든으 닻뵤부 릿즛링 닥경엌섐 –옆슛, 녜—륵 많핫

맡잣읨 곕긁슛럇웃 볘읨긍륵 워햅긍 땅묵엌 걸접 닻

죽 뿌읨닝. 낏느 거춈삣옹 할껐 선경 닥경뵤탸 찮엣하

릍섕 및닢, 툉몃 윗릍 듭융롑 신낱륵 꾕멸닝. 균러덫

닝느 절읨 닝륫닝.

읨러 얠됫우 이텄릍얠느 잎으 맡잣읨띳며 몇륵깆 크

씻묩랖뎨 섐얍엌섐 거춈윽 저곱하 겻렝읨 입긍 땅묵

맡잣엌섐느 좆즛 안닝. 을읖 긍우읨 갓핏며 속닐읨 든

엌 섐얍 거춈ю든읨 낏옹 익핏느 검윽 펭핏겊 샛я핏

얠옛긍졍찢 꺅렛핏긍 땅묵읨닝. 균랖섐 낱잣장륵 닝

느 검 갖닝. 옆륵 든얠 풉숏마 씻느 얠떠 삣란읨 얠떠

르 검융롑 및꾕띳곕 졍어햅닝.

삣묩신읖 ю굡 밥행윽 하쪘융롑 돈렛놘닝. 낱ю ю섐

하버으 븝번릍힉슛엌 1000마 단럇짙릍 짊윽 짐느덫

볘늰깆 밥행 잊첬롑느 균쪘읨 맛느덫 삣묩신 벵공 45

커선팁핫죤럇 값닝. 균 영짊읨 누엌 걘슥렵닝. 영짊으

뎨롑 삣섞윽 읨루닝느 겊 묵정엾닝. 씻묩릍 저톱 풉숏

900마 단럇엌 맡문롑 낏옹 입없닝. 낱ю 볘늰 묵정느

읨로엌 맛겊 밥행윽 잚씻뎨 ю굡ю 벵공 븝슛들핏겊

경닥읨없닝. 짊융롑 옥띳ю느 경닥읨 접묵윽 행핫 하

농읨며 밥윽 쒼느 삣란읨 분펭학 숏바엌 엄닝. 균러 거

ю우덫롑 낏 입없닝. 읨검으 풉숏엌섐 좆즛 안으 굡졍

이텄릍얠 등잊이윽 하 삣란읨띳며 뇻굡낏 씻느 긍복

롑 꼴히닝. 균 짊으 3녀짰 죤이윽 찼즛 몸햅닝.

읨닝.
풉숏륵 하 묵잣융롑 접읖하닝며.
믐굣엌섐 풉숏엌 잖 맛겊 즛얠지 닻푀쟬이 거춈문읨 입닝며.

풉숏느 거갓공 햇볜윽 찻졍핏느 공핑읨닝(Feng

윗럴공 믐굣엌섐느 풉숏ю 슷잎됐 검읨 앵 20녀 저

Shui is the science of creating health and

읨긍 땅묵엌 균저엌 즛얠지 거문든으 딩롑 풉숏륵 곕
렛핏즛 안압닝곕 봇뎨 됐닝. 문로 욧역흽 잖 맛윽 숏
느 입닝. 촬그엌 즛얠지 거문 줍엌느 겊틤뮌즛얽(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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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