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기로부터 우리의 몸을 가끔 뒤 흔들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구의 거대한 자석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다.
을 가르킨다.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피는 잘 아는 대로 철분이 주성분인 붉은 피톨의 헤

모글로빈이 주성분이다.
을 돌고 있다.

지구의 어디에서도 지남철은 남북

그런데 우리의 피는 심장에서 엄청난 힘으로 펌핑이 되어 우리 몸

피가 심장을 통해서 강력한 펌핑이 되면 일부가 마찰로 인해 전기적인 성질

을 띄게 된다.
자석 앞에 철 가루를 놓으면 당겨서 붙는 것은 너무나 잘들 안다.

마찬가지로 자석을 놓아

둔 곳에 전기적인 성질을 띈 알맹이를 던지면 자석에 의해 운동방향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흐르는 피도 자석의 힘에 의해 흐름에 영향을 받

그 영향은 방향에 따라 작게 또는 크게 받게 되고, 사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컨

디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고루 깔려 있다.

어떤 부분은 머리에서

발의 방향으로 또 어떤 부분은 몸의 한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부분으로 즉 피의 흐름은 어떤
부분에서는 수평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수직으로 흐른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피가 흐

르지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석의 방향은 남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

리가 어느 방향으로 누워서 잠을 자느냐에 따라 혈류의 부분부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어느 부분은 정상적인 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구자석의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반대로 피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 몸

의 피의 흐름이 몸의 부분에 따라 방향이 다르게 되므로 어느 특정 한 방향으로 맞추어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우리가 집을 정하면 잠자리가 일정하게 되어 항상 한 방향으로 자게
되는 데 이것은 좋지 않게 된다.

가끔씩 잠자는 방향을 바꾸어주어 특정방향으로의 혈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자기에 의한 영향은 대개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건강이
나쁜 사람이나 노약자들은 자고 일어나서 몸이 개운치 못함을 느끼게 될 때 이런 현상을 의
심할 필요가 있다. 즉 잠자리가 가볍지 못할 때는 잠의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