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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일을 입력하면 자신

에게 맞는 바이오리듬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바이오리듬은 9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던 학설로,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유사과학 영역에 속해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컨디션을 신체와 감성, 지성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는 점이 재미있고, 나만의 리듬 조절을 위해 건강 

주기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바이오리듬이란?

바이오리듬(Biorhythm, 생체리듬)은 신체, 감성, 지성을 구

분하여 생체 활동의 컨디션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곡선으로 표시된다. 각 지수가 양일 때는 고조기, 음일 때는 

저조기라고 부르며, 고조기와 저조기가 연결되는 날, 지수

가 0이 되거나 양이었던 지수가 내려가 음이 된 첫날을 위

험일이라고 한다.    

어디서 유래되었나?

이 표시는 신체, 감성, 지성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신체

는 23일, 감성은 28일, 지성은 33일 주기로 한다. 이 패턴

의 조합에 따라 세 가지 생체리듬이 인간에 영향을 미치고, 

능력과 활동 효율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래는 1906

년 빌헬름 플리스라는 독일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열병의 발

생을 연구하면서 인체에 23일 신체주기와 28일 감성주기

가 있다고 주장한데서 출발하였다. 여기에 오스트리아의 인

스브룩 대학 공학 교수, 알프레드 텔쳐가 자신의 학생들을 

연구하여 지성의 33일 주기설을 추가했다. 

바이오 리듬은 과학? 아직은 No!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 방식은 같은 날에 태어난 모

든 사람이 같은 리듬과 주기를 가졌다고 보기에 비과학적이

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직 과학적인 데이터

가 부족하여 공식적인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신봉하려는 태도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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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리듬은 여성의 일반적인 생리주기인 28일과 비슷하고, 

인간의 특징을 신체와 감성, 지성리듬으로 나누어서 접근, 해

석하는 방식은 흥미롭다. 바이오리듬은 산업재해 사고의 예

방과 능률 향상을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운동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도 한다.

어떻게 해석할까? 

3가지가 모두 고조기일 때는 ‘절호의 찬스, 당신의 날’이 된

다. 신체와 감성이 고조기이고 지성이 저조기라면, ‘활기차게 

기분이 생동하지만, 지성 리듬이 저조기에 있으니 모든 일에 

사려 깊게 행동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체는 고조기이고, 

감성과 지성이 저조기라면, ‘신체 상태는 활력에 넘치고 있으

나, 감정을 주의해야 하고, 지성 리듬 또한 저조하므로 모든 

결정에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셋 중 

둘 이상이 저조기이거나 위험일로 나올 때에는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컨디션 관리에 유념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내 의지가 내 삶의 주인공!

그렇다면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내 몸과 컨디션이 알려주는 패턴을 

잘 읽자. 

2) 너무 지쳤을 때는 쉬었다 가자. 휴식도 경쟁력이다. 

3)  항상 좋을 수는 없다. 불안정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

이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4) 함께 혹은 스스로 기분 전환하는 방법을 찾자.   

5)  즐거운 생활을 위한 나만의 균형 잡힌 생활 리듬을 만들자. 

나만의 건강 리듬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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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건강 리듬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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