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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observer effect in quantum mechanics, the electron is 

shown either as particle or as wave depending on observer's intent. The 

particle, which is mutually separated, is connected to one each other by 

non-locality in quantum state exceeding time and space. The vacuum in the 

universe is not empty, and is filled with numerous elementary particles, 

which appear and disappear within the zero point field. The human bioenergy 

field, which is surrounded by the multidimensional energy field beyond the 

physical body, has an effect on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hysical body. 

A human being is connected with the zero point field through the bioenergy 

field, and the consciousness in each is being well reflected literally by 

the bioenergy field. 

 This study was attempt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life energy by 

proportionally activating the bioenergy field, with expecting that the 

conscious observation will have an effect as a method of revitalizing the 

bioenergy field.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 conscious observation 

is effective as an internal factor that activates the bioenergy field. 

Whether the bioenergy field is activated through the conscious observation 

was measured by using O-Ring test. And it was experimented whether the 

degree of activation in the bioenergy field is getting increased when 

repeatedly executing the conscious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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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eriment targeted 77 female students who are in university, and was 

progressed from Sept. 4 to Sept. 22 in 2007. Aiming to measure the degree of 

activation in the bioenergy field 0.6~5cm up on the surface of the human 

body, the experimental group measured the degree of activation in the 

bioenergy field by measuring from No.2 chakra to No.7 chakra, which are the 

center of energy and by adding up scores. It measured while observing how 

much No. 2~7 chakras were revitalized by concentrating consciousness with 

closing the eyes, and repeated up 4 times while taking a rest for 10 

minutes. The control group progressed just O-Ring test by repeating up 4 

times equally with the experimental group without any treatment. 

 The collected data was used by SPSS 12.0, and was calculated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percentage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in the research subjects. The similarity verification on 

each variabl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analyzed 

with t-test and χ2-test. The verification on the effects of conscious 

observation on the bioenergy field was analyzed with the repeated measure 

ANOVA.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that experimented the effects of conscious 

observation on the bioenergy field. First, the degree of activation in the 

bioenergy field for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executed the conscious 

observation, was indicated to be higher,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given having repeated conscious observation, 

the degree of activation in the bioenergy field increased considerably. As a 

result of this experiment, repeating the conscious observation leads to 

being conducive to activation of the bioenergy field. And the repeated 

observation in twice was more important than repeatedly observing sever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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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 연구 필요성

  100여 전부터 양자물리학이 발전되면서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 솔리톤(soliton)파, 입자의 얽힘

(entanglement), 비국소성(nonlocality), 원격작용(action at a distance) 등의 새

로운 개념이 생겨났다. 양자물리학이 설명하는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 직감적

으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파라독스(paradox)로 가득 차 있다. 뉴튼물리학에 

기초한 생물학과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을 생화학적 존재로 보고 약이나 수술을 이

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양자물리학의 영향

을 받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존재를 생화학적 존재

로만 보지 않고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에너지와 정보전달에 의해 유지되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James Oschman, 2007).  

  물질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근대과학은 객관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

한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양자역

학이 등장하면서 객관적인 대상은 파동-입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확률적으

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 과학의 객관성이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내용인 상보성(相補性, complementarity)과 비국소성(非局所性, 

nonlocality)의 개념은 파동-입자의 양자상태가 측정행위에 의해 붕괴(collapse)

하면서 물현(物現)되며 물현된 존재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다

가 측정방법에 따라 붕괴되면서 파동-입자의 상보적 특성 중 하나가 드러난다는 

양자역학적 해석의 의미는 측정하는 순간의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 만물이 적합한 

면을 드러낸다는 것이다(방건웅, 2004).      

  양자역학이 생물학에도 영향을 주어 양자생물학(quantum biology)이 등장하면서 

인간을 초양자장, 파동, 에너지, 소립자, 원자 및 분자 등으로 구성된 물질적, 에

너지적, 정신적인 다차원적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부분 속에 전체

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홀로그램(hologram)과 같이 인간을 전일적인 존재라고

도 말하고 있다. 이런 양자역학과 양자생물학을 근거로 한 양자의학은 의학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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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강길전, 2001).

  양자역학적 측정의 한계를 넘어서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멸하는 에너지의 

바다인 영점장(zero point field)의 이론에서는 질량이란 극성화된(polarized) 에

너지 덩어리이며 진공은 실제로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이 끊임없이 요

동치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 영점장은 우주가 스스로 창조하고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

든 일을 파동의 간섭현상으로 저장하고 기록하는 홀로그램의 기준파동 역할을 하

고 있다. 동양에서는 이런 진공의 잠재적 포텐셜에너지인 기(氣)의 바다를 일기

(一氣)라 하였다(방건웅, 2005).

  전통의학인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小宇宙)에 비유하면서 사람과 천지자연

(天地自然)이 모두 기(氣)에서 귀래(歸來)되었으며, 모두 이 기(氣)의 작용인 음

양오행(陰陽五行)의 규율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과 천지자연

이 상통(相通) 혹은 상류(相類)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인간을 우주와 

자연의 일부로서 인식하며 인체내부의 육체와 정신,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 전체

적, 유기적, 주체적으로 바라고 있다(류영수, 1997).    

  전통요가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다차원적 세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

주의 일부인 인간은 우주의 성질이 그대로 축소되어 같은 질서와 원리와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마음도 다차원적이라고 하고 있다. 인간의 다차원성

을 구성하는 에너지는 육체층, 생기층, 심층, 이성층, 복지층으로 되어 있으며 무

한한 우주 공간 속에 가득 차 있는 에너지인 프라나(prana)를 통해 인체를 유지해 

간다고 한다(안지용, 2005).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생체 내외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기(氣)가 

생체의 형상과 기능을 조절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에너지는 아직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서양에서는 생체

에너지 측정기술이 개발되면서 에너지의학(energy medicine)이 발전되고 있으며 

동양의학적 기법과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James 

Oschman, 2007). 

  또한 파동적 특성을 지닌 생체의 미약에너지인 생체정보(bio-information)와 생

명체의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생명장(life field)은 그 실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배후에서 생명 현상을 주관하고 있다. 모든 시스템들은 에너지와 

물질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직해 주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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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field)들에 의해서도 제어되며 이 장들은 생명체의 형태와 행동을 위한 청

사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유상구 등, 1998; 

Barbara Ann Brennan, 2000). 

  최근에는 생체로부터 발생되는 미약에너지(subtle energy)를 측정할 수 있는 새

로운 기계들이 나오고 있으며 에너지장을 촬영하는 장비도 개발되면서 생체에너지

장의 변화와 균형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김현원 등, 2007). 또한 

생체에너지인 전자기적 흐름을 제어하는 에너지 요법들로 침(acupuncture), 아로

마요법(aromatherapy), 플라워 에센스(flower essence), 두개천골요법

(craniosacral therapy), 치유적 접촉(therapeutic touch), 마사지(massage), 동

종요법(homeopathy), 레이키(reiki), 라디오닉스(radionics), 롤핑(rolfing) 등 

다양한 에너지 요법이 발전되어 왔다(James Oschman, 2007).

  모든 생명체는 탄성을 지닌 큰 비눗방울과 같은 생명장이란 캡슐 속에 들어 있

는 것과 같다. 그 캡슐들이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더 큰 생명장을 이루어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여 기를 소모하고 캡슐 속의 생명체

에게 충격을 가하여 상하게도 한다. 생명장은 생명체에 형성된 기의 장으로 생명

장이 외부나 내부의 압력에 의해 일그러지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정윤숙, 

2001). 이처럼 생체의 에너지장인 생명장의 균형과 활성화는 육체의 건강과 직접 

결부되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어떠한 요인들이 생체에너지장에 영향을 주는지 궁

금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에너지요법들은 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에너지 자극에 의하여 생체의 

내부의 에너지와 외부의 에너지장을 활성화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생체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자는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와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내부적인 요인에 대하

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식은 두개골 안에 국한된 감각조직이라는 신경학적 관점을 넘어서 의식이 장

(field)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어 가고 있다. 동양의 전통철

학과 과학적 실험들의 결과로 볼 때 의식은 개인의 범주를 초월한 영역으로 확장

되어 마치 양자장과 같은 특성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

친다. 또한 의식은 그 세기에 비례하여 계(system)에 질서를 부여하며, 의식의 세

기는 매순간 변하지만 주의력을 집중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의식장이 강해지고 



- 6 -

동조성이 높아질수록 계의 질서 정도가 뚜렷해지고 상승한다(Dean Radin, 1999). 

의식의 이런 특성으로 볼 때 생체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부적 요인으

로 생각된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관찰(측정행위)이 영점장으로부터 양자적 잠재에

너지를 붕괴시켜 에너지 덩어리로 입자화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체에너지장도 영점

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의식을 집중하여 의도적으로 관찰하면 잠재적 생체에너지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체에너지장을 활성

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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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범위

  인간의 생체에너지장(오라장)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

도 침투해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에너지로 가

득 찬 바다 속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생체에너지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생

체에너지장이 펼쳐져 있지 않은 공간은 없다. 생체에너지장은 각 개인의 건강과 

평안에 영향을 미치며 생체에너지장 속에 불균형한 에너지의 흐름은 불편과 불건

강을 만든다. 건강하지 못한 생체에너지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다(Barbara Ann Brennan, 2000). 생체에너지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양자물리학의 진보에 따라 물질과 에너지, 부분과 전체, 원인과 결

과, 관찰자와 객관적 대상 등의 구분과 정의가 불가능하거나 점점 모호해지고 있

다.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물리적 실상인 물질, 에너지 그리고 정보의 패턴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구분도 역시 모호해지고 있다. 이제는 전체에서 부분

을 떼어 놓을 수 없고 관찰자와 객체도 분리할 수 없게 한다. 관찰자도 전체에 포

함되며 하나의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영점장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파동-입자의 상보적인 양자상태는 

비가역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

다가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 실험방법, 선택된 측정기기 등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

다.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관찰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재간이 없게 된다. 주관적인 작용이 배제된 재현성이 보장된 객관성이 있는 실험

결과를 얻을 방법은 없으며 관찰자 효과(observer effect)를 피할 방법도 없다(방

건웅, 2005). 관찰자 효과는 관찰대상은 양자상태의 잠재성으로 존재하다가 관찰

자의 의식에 의해서 어떤 실체로 창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양자물리학적 해석을 응용하여 생체에너지장를 활성화는 방법으로 생체에너지장이 

활성화되었는지를 반복적으로 관찰하여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생체에너지장은 육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진동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체에너지장은 에너지를 유입하는 차크라(chakra)와 연결되

어 있으며 차크라의 활성화는 전반적인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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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활성화한다. 차크라는 각 층의 생체에너지장 사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

을 한다(Barbara Ann Brennan, 2000). 본 연구에서는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생명력의 저장센터인 차크라를 이용하고자 한다.

  셋째, 생체에너지장은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미약에너지(subtle energy)로 현재

까지 정밀한 측정기기로도 직접 측정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미약에너지를 측정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고 있으나 인간을 매개로 증폭하여 측정하는 수

준이어서 아직까지는 인간 자체를 센서(sensor)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미약에너지를 측정하는 도구와 장비로는 엘로드(L-rod), 나뭇가지, 추

(pendulum),오라미터(Aura meter), 오링테스트(O-Ring Test), 완력검사(applied 

kinesiology), 체열측정기(Thermograph), 킬리언(Kirlian)사진기, LFT, MRA, QRS, 

BRS, MRI, MRT, MERIDIAN 등이 있다. 또 GDV, PIP(Polycontrast Interference 

photography)는 간접적으로 생체에너지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설영상, 

2002; 김현원 등, 2007; 한형선, 2005). 본 연구에서는 생체에너지장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알려진 오링테스트를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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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여 스스로 생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대체의학적 요법

들에 응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의식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이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나. 의식적 관찰을 반복할수록 생체에너지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증가하는지

를 검증한다.

 4. 연구 가설

  의식적 관찰을 적용한 실험군은 생체에너지장의 센터인 차크라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체에너지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의식적 관찰을 반복할수

록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 상태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를 통해 검

증해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1 연구가설 : 의식적 관찰을 적용한 실험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와 대조

  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연구가설: 의식적 관찰이 반복되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 10 -

 5. 용어 정의

  가. 의식적 관찰(conscious observation)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집중하여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무의식적이고 주의가 가지 않는 상태와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명료한 의식 상

태에서 인체에 가장 근접한 생체에너지장의 차크라들을 눈을 감고 주의를 집중하

여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나. 생체에너지장(bioenergy field)

  살아있는 몸의 내부와 외부에 펼쳐져 있는 에너지장(energy field)으로 본 연구

에서는 인체의 외부에 여러 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에너지장을 말한다. 오라

(aura), 생명장(Life field), 생체전자기장(bioelectromagnetic field), 인간에너

지장(Human Energy field), 형태발생장(morphogenetic field)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나 본 연구에서는 생체에너지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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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

 1.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observer effect)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하는 연구를 위해 현대물리학에서 규명한 우주의 본질과 

에너지장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근대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은 객관적으로 실

재하며, 초기조건에 의해 원인이 결정되면 자연법칙에 따라 결과는 항상 일정하게 

결정되며, 물체들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국소적인 세계관을 근거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양자물리학이 등장하면서 물질론적, 기계적 세계관에 근거한 근대과

학의 전제를 흔들어 놓았다. 양자역학은 객관적인 대상이 파동-입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장한 하이젠베르크와 함께 상보성의 개념을 정리한 보어는 

파동과 입자의 특성이 동시에 드러나지 않으며 측정에 의해서 어느 특성이 나타나

는지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역학에 대한 보어의 코펜하겐해석(Copenhagen 

interpretation)을 지지하는 디랙, 파울리, 요르단, 보른 등은 위치, 운동량, 에

너지, 스핀 등과 같은 측정인자들이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비실재적인 것이며 관찰되지 전까지는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허구적인 것이라고 

한다.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 측정행위에 의해서 붕괴되면서 가능성들 중의 

어느 하나로 물현(物現)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드브로이, 봄, 슈레딩

거, 비기어, 벨 등 코펜하겐 해석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항상 확실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폰노이만은 측정기기와 측정대상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자계와 측

정기기가 모두 하나의 파동함수를 이룬다고 가정하면서 관찰자의 의식에서 붕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관찰자의 의식이 측정되는 대상을 창조한다고 본 것이

다(방건웅, 2005). 펜로즈(Roger Penrose, 1996)는 뉴런에 있는 미소세관

(microtubule)에서 파동함수의 붕괴가 일어나며 미소세관에 의해 양자역학과 의식

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블랙홀 개념을 처음 제시한 휠러(Wheeler)도 실재가 측정행위에 의해 선택된다

고 하였다. 측정하거나 관찰하는 순간에는 양자계의 입자적 특성이 어디에서 어떻

게 나타날지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으며 단지 어느 범주에서 입자적 특성



- 12 -

이 나타날 것인지 계산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어떤 현상이건 관찰되기 전까지는 실

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에버레트(Everett)의 병존우주(parallel universe)이론에서는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변수들마다 각기 별개의 실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파동함수 자

체는 독립적이고 측정 불가능한 존재이며 측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여러 개의 가

능한 세계들 가운데 한 세계가 드러나고 다음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또 무

수한 세계로 갈라진다. 실재는 파동함수 자체이며 관찰자의 의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관찰자에 의해 측정이 되면 파동함수에 의해 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화된다. 즉 동일한 공간에 여러 개의 세계가 중첩되

어 있으면서 각각의 관찰자들에게 다른 가능성들이 현실화한다. 한 관찰에 의해서

는 한 가지 확률만 현실화되므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

다(방건웅, 2005).

  봄(Bohm)은 양자물리학의 표준해석법인 불확정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인간의 의식의 한계와 측정기구의 한계 때문에 불확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우주 자체는 관찰자가 관찰하지 않아도 초양자장(superquantum field)의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초양자장으로부터 파동으로 분화되고 파동으로부터 입자로, 입자

에서 원자가 분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찰자에게 감지되지 않는 숨겨진 변수

(hidden variable)가 있어서 초양자장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결정론적인 체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강길전, 2001).

  상보성(相補性, complementarity)의 원리와 함께 양자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비국소성(非局所性, non-locality)이다. 물리적 존재들은 겉보기에는 공간

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비국소적 존재이다. 입

자들이 서로 떨어져 에너지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 서로 아는 상

태로 존재하며 서로 그물망에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처럼 존재한다. 우주의 어

떤 구성요소도 전체와 독립적으로 떨어진 실체를 갖지 않으며 관측자도 전체성에 

포함된다. 비국소성에 의해 우주는 하나의 장(field)일 뿐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몬로(Christopher Monroe)와 그의 동료들은 증발

하는 베릴륨(Be) 원소의 밀도를 레이저로 측정하는 실험에서 측정 횟수가 늘어날

수록 베릴륨 원자가 레이저 빛을 받아서 들뜨는 확률이 점차 감소하였다. 즉, 레

이저 측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베릴륨의 증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릴륨 원자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졸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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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은 관찰 효과가 나타났다. 또 레게트(A. J. Leggett)는 초전자 양자간

섭장치(SQUID)를 이용하여 수행한 실험결과 전자와 같은 극미의 양자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크기가 큰 거시세계에서도 두 가지 상보적 특성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Amit Goswami, 1995). 관찰자효과에 대한 최근의 실험 결과를 종합

하면 확률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관찰에 의해 붕괴되면서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그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디 있었던 상보적 특성 중의 하나가 측정 방법에 

의해 선택적으로 드러난다는 해석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관찰자효과에 대한 최근

의 실험에서도 상보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실재가 있다고 것을 지지한

다(방건웅, 2005). 

  상보적 관계에 있는 양면적 특성 가운데 측정에 의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드러

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잠재적인 양자상태인 실재(reality)가 물현된 현상의 세

계는 특정한 파동의 파장에 의식이 공진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의식이 어느 부분

을 본다고 하는 선택작용이 없으면 관찰자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무의식적

으로 관찰하였을 때는 관찰자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의식적으로 관찰하면 관

찰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Amit Goswami, 1995).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만물이 양자상태에 있다가 측정하는 순간에 그 의도에 

따라 적합한 면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만물의 드러남은 관찰자인 인간의 의식에 따

라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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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체에너지장(bioenergy field)

  심신의 조화를 통해 건강과 안위를 증진시키는 요가(yoga)의 경전들에 따르면 

인간은 우주의 성질이 축소되어 그대로 같은 질서와 원리로 존재하는 소우주(小宇

宙)라고 말한다. 우주는 다차원의 세계이며 인간의 몸과 마음도 다차원적이다. 인

간은 존재의 질(質)과 차원에 따라 5가지의 몸(pancha kosa), 즉 육체적인 몸인 

육체층(annamaya kosa), 에너지적인 몸인 생기층(pranamaya kosa), 정신적 몸인 

심층(manomaya kosa), 지성적인 몸인 이성층(vijnanamaya kosa), 초월적인 몸인 

복지층(anandamaya kosa)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에너지인 프라나(prana, 氣)는 인체 내에서 5가지의 에너지인 프라나(prana 

vayu), 아파나(apana vayu), 사마나(samana vayu), 우다나(udana vayu), 비야나

(vyana vayu)로 분화되어 생기(pancha prana)로 작용하게 된다. 프라나는 인체 속

의 에너지 통로인 약 72,000개의 나디(nadi,氣道)를 통해 흐른다. 이다(ida, 陰의 

에너지통로)와 핑갈라(pingala, 陽의 에너지통로) 나디를 통해 코로 흡입된 프라

나는 육체적인 생명에너지를 통합하여 정신적 지복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척추 속 

중앙 통로인 수슘나(sushumna)와 서로 교차한다. 이 교차점들은 차크라(chakra) 

또는 신경에너지 중추센터라고 한다. 

  차크라(chakra)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또는 ‘원형’을 의미하지만 요가에

서는 ‘소용돌이’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정 진동율로 돌아가는 에너지의 원운동

을 의미한다. 차크라는 미세 프라나(sukshma prana)라고 하는 미세한 생명력이 활

동하는 중심센터이다.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과도 상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신경에너지의 중추센터라고도 한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차크라가 있지

만 요가에서는 주요한 7개의 차크라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7개의 차

크라는 그 위치에 따라 지배하는 신경과 내분비기관이 있으며 차크라의 색상, 연

꽃의 잎수, 얀트라(yantra,기하학적 도형), 만트라(mantra, 상징), 해당되는 5대 

원소, 생리기능, 정신기능 등과 결합되어 있으며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다

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요가에서의 각 차크라의 위치와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의 <표 1>과 같으며 색상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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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차크라의 위치와 특징

차크라

명칭

위치

내분비선

신경계

지배원소,색

만트라,꽃수

정신기능

(허약현상)

생리

기능
차크라 활성화하는 방법

1
물라다라

muladhara

회음부

생식선

미골신경총

地,적색,

LAM,4

성심리

(성억압,

수치심)

생식

복식호흡,무라반다

아쉬비니무드라,

박쥐(남),악어(여),현체

위

2
스바디스타나

svadhisthana

방광

부신

천골신경총

水,주황,

VAM,6

생존욕구

(죽음의 

공포)

체액

조절

배설

복식호흡,나우리,무라반

다,쟁기체위

3
마니푸라

manipura

배꼽

부신

요신경총

火,황색,

RAM,10

긍정적 안정

(부정적 

시각,분노,

불안)

소화

복식·쿰박호흡,우디아나

반다,활·메뚜기·전굴·비

틀기체위

4
아나하타

anahata

심장

흉선

늑간신경총

風,녹색,

YAM,12

믿음과 사랑

(의심,불신,

미움)

심폐

흉식·복식·쿰박호흡,우

디아나반다,요가무드라,

코브라체위

5
비슈다

vishudha

인후

갑상선

경신경총

空,청색,

HAM,16

창의력,모방

(창의력부족)
소리

완전호흡,사란다반다,쟁

기·물고기체위

6
아즈나

ajna

미간

뇌하수체

송과체

意,남색,

OM,2

이해와 편견의 

영지력

(불이해,편견)

정신

교대호흡,삼바비무드라,

명상,참선,전굴체위,비

파리타카라니

7

사하스라라

sahasrara

정수리

송과선

백회

無意識,

백색,

AUM,1000

일체의 상응

(심신부자연)

심신

종합

조절

정뇌호흡,비파리카카라

니,물구나무서기,사바아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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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크라의 위치와 색상

  차크라는 정신과 신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있다. 차크라가 계발되

지 않으면 1번은 생명력(정력)이 약하고 2번은 죽음의 공포가 많으며 대소변과 생

리가 불편해지고 3번은 체온이 냉하고 소화력이 약하여 안정감이 없으며 배짱이 

없고 4번은 의심이 많고 포용력과 수용력이 약해 사랑과 자비심이 부족하게 되고 

5번은 창의성이 부족하여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6번은 이해력이 부족하여 편견, 

독선과 아집이 강하게 되고 7번은 영성이 계발되지 못하여 자연성과 상응성(相應

性)을 모르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이루지 못한다. 요가에서는 자신 스스로 조화

롭고 정상적인 생명현상을 발현하기 위하여 육체를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4가지의 

층으로 된 생체에너지장과 차크라의 계발과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안지용, 2005).

  또한 은비학(隱秘學)적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4가

지 층의 생체에너지장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층은 육체에 가까운 순서대로 

에테르체(etheric body), 아스트랄체(astral body), 멘탈체(mental body), 코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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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 body)라 불린다(한형선, 2005). 인체의 에너지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심리

치유사이자 과학자인 바바라 앤 브렌넌(Barbara Ann Brennan, 2000)은 인간의 생

체에너지장인 오라(aura)를 위치, 빛깔, 밝기, 형태, 밀도, 유동성과 기능에 따라 

7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녀는 생체에너지장과 에너지센터인 차크라가 다음의 <표 

2>와 <그림 2>와 같이 결합되어 존재한다고 하였다.

<표 2> 생체에너지장(오라)의 위치와 특성

생체에너지장(오라체) 차크라
소와

동혈
색깔

음

조
분비선 신체 관장부위

앞위치/기능,

뒤위치/기능

영계
케테르체

(정신적측면)

75~105

cm
7 972

보라

/백색
G 송과선

뇌윗부분,

오른쪽눈
크라운센터/영성

영계
천상체

(감정적측면)

60~75

cm
6 96 남색 D

뇌하수

체

뇌아랫부분,

왼쪽눈,귀,코,

신경계통

이마센터/개념적,

정신적중심센터/

의지주관

영계
에테르형판체

(육체적측면)

30~60

cm
5 16 청색 A 갑상선

기관지,성대,

허파,식도

인후센터/수용,책

임감,

목맨밑쪽센터/직

업 의지

아스트랄계
아스트랄체

(교량역할)

30~45

cm
4 12 초록색 G 흉선

심장,혈액,미

주

신경,순환계통

심장센터/베푸는 

사랑,

양어깨사이센터/

자만심,외적 의지

물질계
하위

정신체

7~20

cm
3 10 황색 F 췌장

위장,간,쓸개,

신경계통

태양총센터/우주

적 지식,

횡경막센터/건강 

의지

물질계
하위

감정체

3~10

cm
2 6 주황색 D 생식선 생식계통

음부센터/성적 

수용,

천골센터/성적 

의지

물질계
하위

에테르체

0.6~5

cm
1 4 적색 G 부신 척추,신장

미저골센터/생명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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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체에너지장의 7층 구조와 7 차크라

 

  차크라는 그것들이 속해 있는 에너지체를 활성화하고 있으므로 그 체 속의 질병

의 상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 차크라는 우주로부터 유입되는 기본적

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구성 성분에 따라 나디(nadi)라 불리는 에너지의 통로를 따

라 신경계통, 내분비계통,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의 유입되는 과

정은 <그림 3>과 같다.



- 19 -

<그림 3> 유입되는 기초에너지의 신진대사 경로

  

  불교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티벳, 이집트 등 여러 문화권의 성자들

의 그림에서 머리 둘레에 후광과 같은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인체를 둘러

싸고 있는 생체에너지장를 직접 보거나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체에너지장을 촬영하여 보여주는 장치가 개발되

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39년 전기기술자 세미온 킬리

안(Semyon D. Kirlian)에 의해 개발된 「킬리안사진기」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

명체의 미약한 에너지장를 보여주게 되었다. 생체에너지장이 전기장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광하는 것을 영상화하여 컴퓨터로 분석하는 장치인 GDV(Biological 

Emission & Optical Radiation Stimulated by EM Field Amplified by Gaseous 

Discharge with Visualization by Computer Processing), 생체에서 방사되는 생체

광자(bio-photon)와 조명과의 간섭효과에 의해 생체에너지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PIP(Polycontrast Interference Photography) 등은 생체에너지장을 영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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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장치이다. 이 장치들을 통해 보여지는 생체에너지장의 모습은 <그림 4>와 같

다. 생체에너지장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는 MRA(Magnetic Resonance 

Analyzer), LFT(Life Field Tester), MIRS(Mangnetic Inspired Resonance 

Spectrometer), QRS(Quantum Resonance Spectrometer), Quantum FAFA 등이 사용되

고 있다(한형선, 2005). 많은 장비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는 있지만 생체에너지장

은 아주 미약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측정하는 사람의 능

력과 숙련도가 무척 중요하다(유상구 등, 1998). 

<그림 4> PIP와 GDV의 생체에너지장 측정이미지

  

  미약한 생체에너지장을 측정하는 도구로 아직까지는 인간을 능가할만한 것이 없

으며 인체 자체를 센서(sensor)로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인간이 가진 

감정과 선입견 때문에 다소 재현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인체를 도구로 생체에

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엘로드(L-rod), 나뭇가지, 추(pendulum), 응용운동역

학(applied kinesiology), 오링테스트(O-ring test) 등이 있다(설영상, 2002). 

  생체에너장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명체의 발현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1930년대 미국 예일대 해롤드(Harold 

Saxton Burr) 교수는 수정란과 무정란의 생체에너지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는데, 그는 생명체의 외부에는 형상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는 에너지장이 

존재하며 이 틀에 의해 세포가 제멋대로 분열하지 않고 특정 형태로 분열해간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너지장 형태로 존재하는 이 틀을 생명장(life field)이라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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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전자기장을 연구하는 중국인 장칸젠(Chiang Kanzhen) 박사는 생체전자기장

이 DNA가 저장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정보의 전달과 접수는 극초단파

의 파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가 고안한 「무선정보 전달 장치」를 통

해 오리의 생체전자기장을 달걀에 쪼인 후 부화시키자 500개의 달걀에서 모두 480

마리의 병아리가 부화되었고, 이중 25%는 발에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었으며 80%는 

머리모양이 오리처럼 넓적했고 70%는 목이 길어졌으며 90%는 오리처럼 닫힌 귓구

멍을 갖고 태어났다. 이 실험은 미세한 생체에너지장이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변

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생명체에는 탄성을 지닌 큰 비눗방울과 같은 생체에너지장이라는 캡슐 속

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 캡슐들이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더 큰 생명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여 기(氣)를 소모하고 캡슐 속의 생명체에게 충력을 가하

여 상하게 하기도 한다. 생체에너지장은 생명체에 형성된 기(氣)의 장(field)으로 

생체에너지장이 외부와 내부의 압력에 의해 일그러지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정윤숙, 2001). 루퍼트 셀드레이크(Lupert Sheldrake)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

에너지장은 생명체의 형태와 행동을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며 생명체를 제어한다

고 하면서 형태발생장(morphogenetic field)이라 불렀다(Barbara Ann Brenn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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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링테스트(O-Ring test)

  모든 생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과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실재(實在)로 존재

하는 생체에너지, 즉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은 현대과학의 발달로 많은 분

야에서 그 실체가 규명되어 가고는 있지만 생체에너지는 물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생체에

너지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생체에너지(氣)를 기계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인체

를 이용하여 생체에너지를 측정하고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황의현, 

1999).

  1971년 굿하트(George Goodheart) 박사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근육 시험 

방법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오던 중 모든 근육의 강약 정도는 그 근육에 상응하는 

기관의 건강과 병변에 관련성을 가진다는 획기적인 발견을 하였다. 운동역학의 기

본 원리는 근육이 인체에 유익하지 않는 자극을 접할 때면 순간적으로 약해지고 

이로운 자극을 접하면 순간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1970년대 말 다이아몬드(John Diamond) 박사는 응용운동역학(applied 

kinesiology)을 행동운동역학(behavioral kinesiology)으로 발전시키면서 물질적

인 자극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지적인 자극에도 근육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운동역학을 이용하여 알레르기검사, 영양검사, 약물검

사에 응용하고 미술, 음악, 얼굴의 표정, 억양의 변화,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 여

러 종류의 심리적 자극에까지 응용하게 되었다. 운동역학의 반응은 피험자의 믿음

이나 소양, 지적인 견해, 이성이나 논리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험자

가 약한 반응을 보일 때는 대뇌반구끼리의 불협화음이 동반된다는 사실도 드러났

다. 또한  피험자들이 이미 공개된 허위 사실들을 들을 때는 한결 같이 약한 반응

을 보이고 반대로 이미 증명된 진실을 들을 때는 어느 때나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착안하여 호킨스(David Hawkins)박사는 진실과 허위에 대한 운동역학적 반응

을 연구하였으며 인간의 의식세계나 생체에너지장에 대한 분석도 이 방법을 통하

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성일, 1998).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본인 의사 오무라 요시아키(大忖惠昭, 1995)에 의해 개

발된 오링테스트는 응용운동역학(applied kinesiology)에서 힌트를 얻어 시작되었

지만 임상 실험 연구와 과학적 요소가 결합된 전혀 새로운 테스트법이다. 오링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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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는 인체 자체를 센서(sensor, 감지기)로 하여 인체의 정보를 손가락의 근력 

차이로 검사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피검사자의 엄지(제 1지)와 다른 손가락

을 오링(둥근 O자형으로 붙임)으로 만들게 한 후 검사자의 손가락을 그 속에 끼워 

근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올바르게 만들어진 오링을 <그림 5>와 같이 검사자

가 일직선상으로 당기면서 오링을 만든 손가락이 저항하는 힘을 통해 장부의 이상 

유무나 약물과 음식물의 적합성을 측정한다.    

  오링테스트는 비싼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신의 장기 이상과 순환 장애

를 발견해낼 수도 있고 약물의 유효성과 독성을 판별하기도 한다. 오링이 쉽게 벌

어지면 인체에 무익하거나 비정상을 나타내고 오링이 벌어지지 않으면 인체에 유

익하거나 정상임을 의미한다.

<그림 5> 올바른 오링의 당김법

  김성일(1997, 1998)은 오링테스트의 통계학적 분석연구에서 오링테스트는 실물

로 검사하는 방법과 종이에 적힌 정보만 가지고 하는 종이검사 모두 동일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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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오링테스트는 인체가 물질로부터 

방사되는 고유의 파동을 감지해내는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집단

의식이나 의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신체의 강약으로 진실과 허위를 알려준다고도 볼 

수 있다.

  오링테스트를 통해서 방사에너지를 감지하고 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테스트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

다. 검사자나 피검자의 선입견이나 염력, 피검자가 테스트 중에 팔이나 손가락을 

뻗는 방향, 피검자가 응시하는 시선의 방향, 피검자가 응시하고 있는 색상과 도

형, 피검자가 약이나 음식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피검자가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켜놓은 근방에서 테스트할 때, 피검자가 수맥의 영향권에 위치해 

있을 때, 피검자의 주요 경혈에 금속이나 자석이 닿아 있을 때, 검사자와 피검자

의 손가락 힘의 차이가 클 때, 검사자와 피검자가 서로 힘을 가하는 순간을 맞추

지 못할 때, 검자사가 정신 집중이 되지 않을 때, 검자사나 피검자가 맨발로 지면

위에 있거나 신발에 자석이나 금속을 깔고 있을 때 등이다(박진수, 1998).

 

  오링테스트를 실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검사자와 피검자는 허리를 곧게 편 채 서로 마주보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동

일한 방향을 유지한다.

나. 피검자는 오른손의 팔굽을 편 채로 팔을 쭉 뻗는다.

다. 검사자는 손을 당기는 동안에 알고 싶은 정보를 계속 생각한다.

라.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당기지 않도록 하고 서로 힘을 가하는 순간을 맞추기 

위하여 검사자는 피검자가 알 수 있도록 “하나, 둘, 셋”하고 구령을 붙이고 손

가락을 당긴다.

마. 피검자는 손가락을 고리형태로 만들고 검사자의 두 손도 피검자와 마찬      

가지로 고리형태를 만든 다음 수평방향으로 당긴다.

바. 검사자는 피검자 손의 힘을 100으로 했을 때 90정도의 힘으로 당긴다.       

이것은 손을 당겼을 때 고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손가락이 약간 벌어지는 정도

이다. 

  오링테스트는 가장 정교하고 생명력을 가진 사람을 기계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

체에너지장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때는 피검자가 바라보는 방향, 생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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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움직임, 음식, 약, 금속 등 주위의 정보나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

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황의현, 1999). 오링테스트는 생체에너지장에 영향을 주

는 요소들까지 측정될 정도로 민감한 테스트이므로 생체에너지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볼 때 생체의 발현,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생체에너지장의 에너지센터

인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의식적 관찰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차크라가 활성화된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도구로는 인체를 측정 도구로 하는 오링테스트를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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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design)로서, 반복실험 설계(repeated 

treatment design)에 의하여 연구한다.

 2. 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대상은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G시 소재 S대학의 여학생을 대상

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의 표출하였다.

  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나. 경추에 장애가 없어 손가락에 힘을 적절하게 줄 수 있는 자

  다. 의식적 관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자

  라. 오링테스트의 경험이 없는 자

  위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중 실험군은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

까지 40명이었으며, 대조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로 같은 기

간 중 37명으로 총 7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상대

로 오링테스트 실험 전에 제 특성을 조사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의 나이, 키

(cm), 체중(kg), 결혼 여부 등 일반적인 특성과 생체에너지장의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특성을 조사하였다. 질병 특성으로는 현재 진단 받은 질병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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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험 유무, 최근 1주일 이내 심한 스트레스 경험 유무와 현재 약물 복용 유

무를 조사하였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최근 경험 목록(장현갑 등, 2006)으로는 

다툼, 질병, 죽음, 결혼, 이혼, 주거 변화, 수면 변화, 식사 변화, 사회활동 변

화, 재정상태 변화, 배우자와 논쟁, 법규 위반, 대인관계 악화, 임신 등으로 하였

다.  

  나. 오링테스트 

   (1) 연구자 훈련

  연구자는 오링테스트를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실험 전 1개월에 걸쳐 오링테

스트를 훈련하였다.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오링테스트의 검사자는 1인으로 

제한하였다.   

   (2) 오링테스트 전 주의사항 

  오링테스트 전 다음의 주의사항을 연구대상자 모두에게 숙지시켰다. 

   - 오링테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는 고개를 반듯하게 유지한다.

   - 피검자의 팔꿈치를 몸에서 20cm정도 떨어지게 유지한다.

   - 피검자의 몸에서 시계, 반지, 귀걸이, 안경 등 금속성 물질과 전자제품을 떼  

어 놓는다.

   - 피검자들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보게 하고 허리와 척추를 바로 세운다.

   - 검사자와 피검자가 서로 힘을 가하는 순간을 맞추기 위하여 검사자는 “하

나,  둘, 셋” 하고 구령을 한 후 손가락을 당긴다.

   - 피검자는 측정할 차크라 부위에 왼손을 대고 그 부위를 의식하도록 한다.

    (3) 손가락 힘의 판정

  연구대상자의 손가락의 힘을 오링(O-Ring)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다음의 <표 

3> 과 같이 점수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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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오링테스트 점수판정표

점수 손가락의 벌어지는 정도

1 오링이 간단하게 완전히 벌어진다.

2 1과 3의 중간정도 벌어진다.

3 1의 반 정도 벌어진다.

4 오링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때 5점 이상인지 조사한다.

5
검사자의 제 1지-제 2지로 만든 손가락 고리로는 벌어지지 않지만, 제 

3지를 보태서 당기면 벌어진다.

6
제 1지-제 2지와 제 3지를 사용해도 벌어지지 않지만, 제 4지를 보태서 

당기면 벌어진다.

7
제 1지-제 2지,제 3지,제 4지를 사용해도 벌어지지 않지만, 제 5지를 

보태서 당기면 벌어진다.

8 제 5지까지 모든 손가락을 사용해도 벌어지지 않는다.

  (4) 검사손가락 찾기

  검사자와 피검자 사이에 힘의 차이가 너무 두드러질 경우 테스트의 결과가 명백

하게 나오지 않으므로 힘의 균형이 맞는 손가락을 찾아야 한다. 피검자의 제 1지

와 제 2지를 오링으로 만들고 검사자의 제 1지와 제 2지의 손가락 고리로 당겼을 

때 4점을 유지하면 피검자의 제 1지와 제 2지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만약 피검자

의 손가락의 힘이 너무 세면 제 1지와 제 3지, 제 1지와 제 4지, 제1지와 제 5지

로 차례로 오링을 만들어 검사자가 제 1지와 제 2지의 손가락 고리로 당겼을 때 4

점을 유지하면 피검자의 해당 손가락을 사용하여 측정한다(오무라 요시야키, 

1995).

  (5) 측정할 각 차크라의 위치

  바바라 앤 브렌넌(Barbara Ann Brennan, 2000)은 인체와 가장 근접한 첫 번째 

층의 생체에너지장을 에테르체(etheric body)라 하였는데 에테르체는 인체의 표면

에서 0.6~5cm 정도 뻗어 나와 분당 15~20사이클 정도의 속도로 맥동하고 있다고 

한다. 에테르체는 인체의 매트릭스(matrix, 元型)가 들어 있으며 이 매트릭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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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인체의 형태가 결정된다. 에테르체의 차크라들은 모두 육체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빛의 그물로 만들어진 소용돌이처럼 보인다. 각 차크라는 깔대기 

모양을 하고 몸의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뻗어 나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차크라 

지름이 약 15cm정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에너지장의 첫 번째 층인 에테르체

의 전면부 차크라를 대상으로 인체 표면에서 0.6~5cm 내에서 측정하며 그 측정 위

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측정할 차크라의 명칭과 위치

차크라의 순서 차크라의 명칭 인체 전면 차크라 위치(경혈 기준)

2 천골차크라 중극과 기해사이(단전)

3 태양총차크라 중완

4 가슴차크라 단중

5 목차크라 천돌과 염천사이

6 머리차크라 인당

7 정수리차크라 백회

 

 4. 측정 방법

  대조군 대상자만 별도의 장소에서 모이게 하여 오링테스트와 차크라에 대하여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 후 각각의 피검자의 육체에 가장 근접한 첫 번째 층의 생체

에너지장의 에너지센터인 2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까지 차례로 왼손을 갖다 대

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오링테스트를 실행한 후 10분간 쉬게 하였다. 2번 차크라부

터 7번 차크라의 측정 점수를 합산하여 1회 생체에너지장 측정값으로 기입하였다. 

다시 2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를 측정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2회 생체에너지장 

측정값로 기입하였다. 대조군은 아무런 처리없이 10분 간격으로 4회까지 측정을 

반복하였다. 

  실험군 대상자만 별도의 장소에 모이게 하여 오링테스트와 차크라에 대하여 간

단한 교육을 실시한 후 각각의 피검자의 육체에 가장 근접한 첫 번째 층의 생체에

너지장의 에너지센터인 2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까지 차례로 왼손을 갖다 대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오링테스트를 실행한 후 10분간 쉬게 하였다. 1회 측정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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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의 측정 점수를 합산하여 1회 생체에너지장 활성화

도로 기입하였다. 실험군은 측정시 눈을 감고 측정할 차크라의 위치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마음 속으로 집중하도록 독려한 후 오링테스트

를 진행하였다. 하나의 차크라를 측정하고 나면 잠시 집중으로 인한 피로가 발생

하지 않도록 10초간 휴식하게 한 후 다음 차크라를 측정하였고 1회에서 4회까지 

반복하는 사이에는 10분간 휴식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조사 및 실험결과

의 양식은 <부록 2>와 같다.

 5. 자료 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은 SPSS 12.0KO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

다.

  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test와 χ
2
-test로 분석

하였다.

  다.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에 미치는 효과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으로 분석하였다.

  라. 통계 처리의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시 소재 S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가. 연구대상자는 모두 의식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자이므로 의식적 

관찰이 어려운 환자일 경우는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나. 연구대상자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남성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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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링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의 특성, 실험 공간의 특성, 지구전자

기장의 특성, 실험자와 연구자의 의식 상태 등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라. 연구대상자들이 차크라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볍게 집중해 보도록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집중하는 강도를 통제하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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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과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가.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40명, 대조군 37명으로 총 77명이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으로 구성된 실험군의 나이는 평균 20.08(± 2.60)이었고 키는 평균  161.63(± 

5.36)이었으며 체중은 평균 53.33(± 8.02)이었으며, 미혼자는 40명(51.9%)이었고 

기혼자는 0명(0%)이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으로 구성된 대조군의 나이는 평균 20.76(± 3.56)이었고 

키는 평균 161.49(± 4.25)이었으며 체중은 평균 52.30(± 6.64)이었으며, 미혼자는 

35명(45.5%)이었고 기혼자는 2명(2.6%)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에 관한 동질성 검증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특성
실험군 (n=40) 대조군(n=37)

t p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나이 40 20.08 2.60 37 20.76 3.56  .965 .338

키 40 161.63 5.36 37 161.49 4.25 -.125 .901

체중 40 53.33 8.02 37 52.30 6.64 -.610 .544

특성 실험군n (%) 대조군n (%) χ
2

p

결혼

여부

미혼 40(51.9%) 35(45.5%)
2.220 .136

기혼 0(0%) 2(2.6%)

  이상으로 볼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33 -

(p>.05)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실험군 대상자 중 현재 진단 받은 질병을 보유한 대상자는 5명(6.5%)이었고 질

병이 없는 대상자는 35명(45.5%)이었다. 과거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명(1.3%)이였고 수술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39명(50.6%)이었다. 최근 1주일 이내 

스트레스를 경험한 대상자는 21명(27.3%)이었고 없는 대상자는 19명(24.7%)이었

다. 실험일 현재 약물을 복용한 대상자는 4명(5.2%)이었고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

는 36명(46.8%)이었다.

  대조군 대상자 중 현재 진단 받은 질병을 보유한 대상자는 3명(3.9%)이었고 질

병이 없는 대상자는 34명(44.2%)이었다. 과거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0명(0%)이었고 수술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37명(48.1%)이었다. 최근 1주일 이내 

스트레스를 경험한 대상자는  15명(19.5%)이었고 없는 대상자는 22명(28.6%)이었

다. 실험일 현재 약물을 복용한 대상자는 1명(1.3%)이었고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

는 36명(46.8%)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 특성에 대한 동질성의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

다.

<표 6> 실험군과 대조군의 질병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특성 구분 실험군n (%) 대조군n (%) χ
2

p

현재 질병 

진단유무  

무 35(45.5%) 34(44.2%)
.398 .528

유 5(6.5%) 3(3.9%)

수술 

경험유무

무 39(50.6%) 37(48.1%)

.937 .333
유 1(1.3%) 0(0%)

최근 1주일이내 

스트레스 경험유무

무 19(24.7%) 22(28.6%)
1.104 .293

유 21(27.3%) 15(19.5%)

현재 약물 

복용유무

무 36(46.8%) 36(46.8%)
1.686 .194

유 4(5.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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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군 간의 질병 제 특성에 따른 동질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p>.05) 두 집단은 동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검증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4회 반복 실험하여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를 측정한 결과, 실

험군은 1회 측정에서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평균 19.73(표준편차 3.83)이었으

며, 의식적 관찰을 실행한 2회 측정에서는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평균 22.45

(표준편차 4.12)로 1회보다 증가하였으며, 의식적 관찰을 실행한 3회 측정에서는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도가 평균 22.18(표준편차 3.30)로 2회보다 감소하였으며, 

의식적 관찰을 실행한 4회 측정에서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평균 22.67(표준편

차 3.56)로 3회보다 증가하였다.   

  대조군은 1회 측정에서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평균 19.54(표준편차 3.83)이

었으며, 2회 측정에서는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평균 20.57(표준편차 4.02)로 1

회보다 증가하였으며, 3회 측정에서는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평균 20.57(표준

편차 4.26)로 2회와 동일하였고, 4회 측정에서는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평균 

20.84(표준편차 4.75)로 3회보다 증가하였다.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반복 실험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의식적 관찰이 미치는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의 변화

특성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 측정(n=77)

1회 2회 3회 4회

관찰  

실험군

(n=40)

19.73

(3.83)

22.45

(4.12)

22.18

(3.30)

22.67

(3.56)

대조군

(n=37)

19.54

(3.83)

20.57

(4.02)

20.57

(4.26)

20.84

(4.75)

*결과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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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적 관찰이 반복됨에 따라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도 차이는 F=13.825, 

p=.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의식적 관찰이 반복됨에 따라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의식적 관찰과 각 군은 F=2.381, p=.082로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군에 대한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를 반복 

측정한 결과 각 군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의 변화에 따

른 의식적 관찰의 반복과 각 군 간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의 변화에 대한 반복적인 의식적 관찰과 각 군 간의 

2-way repeated ANOVA 분석결과

Source S.S df M.S F p

반복 관찰 216.816 2.5 86.722 13.825 .000*

반복 관찰*각 군 37.336 2.5 14.933 2.381 .082

각 군 36.491 3.080 .083

*p<.05

 

  위와 같이 의식적 관찰과 각 군은 상호작용 효과가 없으므로 반복요인 효과를 

검정한 결과, 1회 측정과 2회 측정 간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차이가 있으나

(F=29.286, p=.000) 2회 와 3회 측정, 3회와 4회 측정 간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

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군에 따라 1회 측정과 2회 측정간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차이가 있으나(F=5.998, p=.017) 2회와 3회, 3회와 4회 

측정 간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 1회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보다 2회에 증가되었으며 3회와 4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반복요인 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9>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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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에 미치는 반복요인효과 분석

개체-내 대비 검정 S.S df M.S F p

반복관찰 

1회 측정 대 2회 측정 270.584 1 270.584 29.286 .000*

2회 측정 대 3회 측정 1.454 1 1.454 .177 .675

3회 측정 대 4회 측정 11.404 1 11.404 1.741 .191

반복관찰

*각군

1회 측정 대 2회 측정 55.416 1 55.416 5.998 .017*

2회 측정 대 3회 측정 1.454 1 1.454 .177 .675

3회 측정 대 4회 측정 1.014 1 1.014 .155 .695

*p<.05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의 평균 변화는 다음의 <그림 6>과 같

다.

<그림 6> 각 군별 생체에너장 활성화도 평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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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의식적 관찰을 적용한 실험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

도가 대조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보다 평균은 더 높게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제 1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의식

적 관찰이 반복되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증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제 2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 38 -

ⅤⅤⅤⅤ. . . . 논의논의논의논의

  생체에너지장은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아직은 그 실체를 감지하기 힘든 미약한 

에너지장으로 인체의 내부와 외부에 펼쳐진 진동적 특성을 가진 다층적인 장이다. 

생체에너지장은 인체의 발생과 유지에 필요한 정보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생체에너지장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 삶의 기록과 의도가 담겨있

다. 생체에너지장의 형태는 그 사람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의식장

(field of consciousness)이라 불리기도 한다(Dean Radin, 1999).

  생체에너지장은 상보적인 양자 상태와 같이 잠재적 상태이지만 자신의 의식이 

생각과 신념의 필터에 의해 의식적으로 관찰해온 측면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식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체에너지장이 활성화된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

고 관찰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런 측면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적 현실세계는 이미 의식의 작용에 의해 정합성(整合性)이 

붕괴(崩壞, decoherence)되어 감각기관이 거시세계의 입자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

추고 인식하기 때문에 극미 세계에 적용되는 양자상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같이 

느낀다(방건웅, 2005). 우리의 의식은 비국소성의 양자상태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잠재적 측면과 현실 세계를 감지하는 표면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적인 의

식은 비국소성과 같은 초상적(超常的)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린 맥타카트, 2004). 

  딘 라딘(Dean Radin, 1999)박사는 우리의 의식이 중력이나 전자기장과 같은 고

전적인 장(field)의 개념을 넘어선 비국소적인 양자장(量子場)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의식이 개인의 범주를 초월한 영역까지 확장되어 어

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며 의식의 세기에 비례해서 계(system)에 질

서를 부여하기도 하고 주의의 강도에 따라 집단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방

건웅(2005)박사는 인류의 집단의식은 오랜 역사를 걸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지식

과 경험의 축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의식을 갖게 될 때 공간의 영점장에서 각

인된 집단의식에 영향을 받아 입자적 특성에 초점이 맞춰진 습관적인 인식작용으

로 인하여 양자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런 양자적 잠재 상태를 표면 의식에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상 세계에 주

의를 집중하고 있는 표면 의식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기존의 습관적인 인식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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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벌어지는 고정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양자상태의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새로운 현실은 잠재적인 양자상태로부터 의식이 창조해내는 과

정이다. 만물을 양자 상태 그대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meditation)을 들 

수 있다. 명상은 인식의 작용이 잦아지고 집단의식의 작용에 의해 붕괴된 지금의 

현실 세계 이전의 우주의 전모를 볼 수 있게 한다. 명상이 붕괴된 현실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의식적 관찰은 양자 상태를 붕괴시켜 현실화시키는 창조의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영점장과 연결된 생체에너지장도 생명체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생명의 근원이며 잠재적인 양자상태이다. 비활성화된 배후의 생체에너지

장도 의식적 관찰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만물이 영점장 안에 있듯이 우리의 생체에너지장도 영점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양자 상태의 실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 역시 의식

의 선택적 관찰을 통해 활성화할 수도 있고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 의식을 집중하

여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는 활성화상태’에 집중한다면 의식은 기존의 인식작용

의 틀에서 벗어나 활성화된 생체에너지장의 측면을 드러내게 된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의식적 관찰을 반복하여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하는 측

면에 집중하다보면 생체에너지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계속 측정을 반복하여도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도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주의를 집중하여 의식적 관찰을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생체에너지 활

성화도 평균이 더 높게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못한 것은 대조군도 

주의를 집중하여 의식적 관찰을 하지 않았지만 오링테스트 실험과정에서 측정 행

위 자체가 생체에너지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조군의 의식

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를 측정할 방법은 없다. 어떤 실험에

서도 측정행위와 측정대상을 분리시킬 수 없는 관찰자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실험과 달리 염력이 작용하는 실험에서는 실험 횟수를 늘려도 실험 

결과의 신뢰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의식과 물질의 상호작용은 실험계 전체에 영

향을 주어 실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시 구성되면서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방건웅, 2005). 

  생체에너지의 기본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극성(極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원, 1997). 마찬가지로 생체에너지장도 활성화될 때 극성 특성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실험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면서 활성화되지 

않고 3회 측정에서 감소된 것처럼 극성반전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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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횟수가 4회에 한정되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생

체에너지장을 수차례 반복 측정하여 극성 특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2회에서 측정된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가장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2

번째에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실험 전체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측정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생체에너지장의 활성

화하려는 의도와 집중은 2번으로 충분하고 그 이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다. 

  바바라  앤 브렌넌(Barbara Ann Brennan, 2000)은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경락과 차크라를 충전시켜주는 요가 체위와 유사한 일상적인 운동, 빛깔

호흡명상, 진동운동, 집중명상 등을 권하고 있다. 또 생체에너지장을 정화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휴식, 목욕, 일광욕, 수정과 같은 보석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요가에서도 차크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5가지 다중성(Pancha 

kosa)을 개발하기 위해 체위(Asana), 호흡법(Pranayama), 정화법(Suddhi Kriya), 

응념(Dharana), 명상(Dhyana) 등의 수련체계를 이용하고 있다(안지용, 2005). 최

근에 등장한 Quantum FAFA와 같은 파동요법장치는 각 차크라에 해당하는 공명주파

수코드를 이용하여 인체의 차크라 체계를 분석하고 공명주파수 자극을 이용하여 

차크라를 활성화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한형선, 2005).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하는 단전호흡(丹田呼吸), 기공(氣功), 태극권(太極拳), 

치유적 접촉(therapeutic touch), 침술(acupuncture), 마사지(massage), 두개선골

요법(craniosacral therapy), 심상요법(imagination) 등 다양한 대체요법과 더불

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의식적 관찰을 병행한다면 자신을 바라

보는 관찰행위 자체가 영점장으로부터 유익한 에너지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의식을 집중하여 자신의 차크라가 충전되면서 인체를 둘

러싼 생체에너지장이 활성화된다고 의식하고 받아들이면 그 과정 자체가 생명에너

지의 흐름을 활발하게 하여 육체적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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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스스

로 생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대체의학적 요법들과 함께 

응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의식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것

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둘째, 의식적 관찰이 반복되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증가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소재 S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

구(quasi-experimental design)로서, 반복실험 설계(repeated treatment design)

에 의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

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40명, 

대조군 37명으로 총 77명이었으며 실험 전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 특성을 조사하였

다. 실험군은 인체표면에서 0.6~5cm 내에 있는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중심센터인 2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까지 측정하여 점수를 합산하

여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 측정값으로 하였다. 눈을 감고 의식을 집중하여 2~7번 

차크라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관찰하게 하면서 측정하였으며 10분간 휴식하면

서 4회까지 반복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과 같이 4회까지 반복 측정하였으나 눈을 

감고 차크라가 활성화된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오링테스트만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KO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test와 χ2-test로 분석하였다. 의식적 관찰이 생체

에너지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동질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식적 관찰을 적용한 실험군은 의식적 관찰을 하지 않는 대조군보다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의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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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 관찰이 반복됨에 따라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평균이 더 증가되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개체내 대비검정 결과, 의식적 관찰의 반복이 생체에너지장 활

성화도에 미치는 효과는 2회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로 증가되었고 3회와 4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의식적 관찰을 적용한 실험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

도가 대조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보다 평균은 더 높게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의식적 관찰을 적용한 실험군의 생체에너지

장 활성화도와 대조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제 1 연

구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의식적 관찰이 반복되면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는 

증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의식적 관찰이 반복되면 생체에너지

장 활성화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제 2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의식적 관찰을 적용한 실험군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

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조군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효과

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육체적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에너지장

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의학적 요법의 도움과 함께 생명의 주체로서 자

신의 의식적 노력의 반복도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강화시키

는 방법으로 의식의 역할을 이해하고 대체요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식과 생체에너지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가.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남성이나 환

자 등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정 도구에 의하여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나.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을 활성화한 후 활성화 상태를 유지시키는 기간

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 인체 외부의 생체에너지장 활성화가 인체 내부의 생체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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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록록록

 <부록1>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대체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의식적 관찰이 생체에너지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생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식의 작용 원리를 다양한 대체의학적 요법들에 

응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자료와 실험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연구에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09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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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및 및 및 및 실험결과실험결과실험결과실험결과

피검자 검사자 검사일자

 □ 피검자의 일반특성

성별 나이(만) 키(cm)

체중(kg) 결혼여부 학력

 □ 피검자의 질병 특성

 현재 진단받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최근 1주일이내에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습니까?

(다툼,질병,죽음,결혼,이혼,주거변화,수면변화,식사

변화,사회활동변화,재정상태변화,배우자와 논쟁,법규

위반,대인관계악화,임신)

①예    ②아니오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 실험결과

실험부위 1회 2회 3회 4회

 2.스바디스타나 차크라

 3.마니푸라 차크라

 4.아나하타 차크라

 5.비슈다 차크라

 6.아즈나 차크라

 7.사하스라라 차크라

생체에너지장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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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Effect of Bioenergy Field Activation 

 by Conscious Observa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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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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