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학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 219〜 231, 1997

Hyungok J Kor Med 2 : 219-231, 1997

현곡학회

ISSN 1226-0932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
*
**
尹吉榮

는 物理學과 化學을 그대로 導入함으로서

第1序論
科學은 나날이
世界에서

進步하여

微視物理學의

齋來된 學理的缺陷을 解決하지 못하고 있

巨視物理學의

世界로 前進했고

原子化學의 進展을 보게 되었으며 이에 따

라 醫學도 많은 發展을 하여 戰前醫學과는
天攘의 差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解剖

學的所見을 基礎로 하고 無生物을 研究하

다.
여태까지 우리는 細胞가 모여 組織이 되

고 組織이 모여 器官이 되고 器官이 모여
生體가 構成되었으며 細胞는 蛋白質로 되
었고 蛋白質은 元素의 結合으로 되었으며

元素는 原子로 되었고 原子는 素粒子로 되

었으며 素粒子는 物質粒子이고 物質粒子의
立體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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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발표되었던 논문
을 모은 것이다.『慶熙大學校論文集』第
四輯에 發表한 바 있고, 玄谷선생님이 慶
熙大學校 醫科大學 生理學敎室에 계실
때 발표한 논문이다.
** 號는 玄谷이고 生沒年은 1911년-1987
년이다.

空間配列1)로

槪念으로부터

物質이

出發하여

生成한다는

解剖學的 所見의

形體的體系를 機械學的으로 秩序지우고 生
活活動現象을 物理學的으로 化學的으로 따
져보는데 그쳤다.
그러나 分析性에 依한 研究가 進行하면

進行할수록 生命現象에 損傷을 입히고 마
침내 生命을 破壞하며 精神은 깊숙히 幽閉

되고 神經系에 連結시키어 大腦中樞部에서

研究하나 神經內部에서 일어나는 精神活動
現象을 觀察할 方法은 아직 없고 다만 電

氣的 腦波의 研究가 進行되고 있을 뿐이
다.
細胞가 모여 組織이 되고 組織이 모여

器官이 되고 器官이 모여 生體를 構成한다

1) 원래의 원고에는 "究間配列로”라고 되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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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機械學的 觀念에 依한 組立論으로는 生

다 보고 原子結合이나 原子理論을 研究하

物의 發育成長現象을 說明할 수 없을 뿐만

며 系統器官組織만을 觀察하는 것 뿐이고

아니라 單一細胞體生物은 生命이 하나이고

아직까지는 生命現象을 生命으로서 分析研
究하는 科學的 方法이 없으니 滿足할만한

多細胞體生物은 多數生物의 集團이 아니면
많은 生命을 갖고 있다는 엉뚱한 結論에

結果에 到達하기 어렵다.

到達한다. 單一細胞體生物이나 多細胞體生

그런데 古典的 形態를 벗어나지 못한 中

物이 다 마찬가지로 全體의 生物이고 生命

國系 醫學인 漢醫學은 生命現象을 生命으

은 全體性을 띈 하나뿐인 것이다.

로서

分析研究하는 方法論을

마련하였고

生命의 가장 基本的인 物質로 여겨지는

가장 貴重한 全體性 觀察과 生命分析의 重

蛋白質을 分析해 보면 C HON의 四元素
의 要素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要한 經驗이 數千年 동안 成熟되어 스스로
西醫學과는 懸隔한 學術體系를 이루고 있

이 C・H O N의 物理學的 性質 또는 化學

으며 現在도 우리 國民保健의 一翼을 擔當

的 性質을 體系지워 蛋白質의 性質全部를

하고 西醫學의 未及한 點을 充足하고 있

알아 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C H O-

다. 西醫師들이 漢醫學의 哲學的 背景 및

N은 蛋白質과는 判異한 것이다. 蛋白質이
昇進하여 DNA나 RNA의 核酸이 되고 原

典的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보고 非

形質이2)되어 膜으로 싸여 形態를 維持하

科學的이라고 非難하는 것은 잘 理解할 수

며 原形質이 流動하면 하나의 細胞로서 生

있다. 그러나 空醫學이나 漢醫學이 다같이

命現象이 發顯한다. 이렇게쯤 되면 無生物
-비루스-生物이라는 變化過程을 推察할

生命을 對象으로 하고 生命現象을 研究하

수 있으나 本質的으로 無生物과 生物은 儼

的이라고 批評을 받게 되는 點과 漢醫學의

然히 다르다. 生命現象으로 生物은 生命現

學理運用으로 治療成果를 거두고 있는 事

象이란 槪念에 到達한다.

實은 看過할 수 없는 問題가 아닐 수 없

學理體系가 西醫學과 다르고 아직까지 古

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漢醫師들이 非生命

가지 方式으로 研究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
筆者는 이 點에 關心을 갖게 되어 漢方

化學的•物理學的•食餌的-刺戟的•環境條件

生理學의 方法論을 研究하게 된 것으로 漢

變化•應化現象•陶汰現象•發育現象-老衰現

醫學의 原論인『內經』에 散載되어 있는 生

象•死滅現象等 枚擧하기 어려울만치 複雜

理學說을 整理하며 漢方生理學의 方法論을

한 研究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찾아내고 科學的으로 檢討하여 그 科學性

現在 科學은 前記한 바의 여러 部門을 開

을

拓하고 있는 것이다.

分析研究하는 科學的 方法을 確立하고자

生命現象을 研究하려면 산 細胞를 여러

醫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生命現象을 가장 올바르게 認識하는 것인

밝힘으로써3)生命現象을

生命으로서

하는 意圖下에 本論에서 順次的으로 研究
를 進行한다.

데 人間個體를 分析해 가지고 細胞를 들여

3) 원래의 원고에는 "밝히므로서”라고 되

2) 원래의 원고에는 “形原質이”라고 되어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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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哲學的 背景을 檢討해 본다.

第 2 漢方生理學에 關한
陰陽論의 基礎理論

唯神論（唯心論에 包含하나 여기서는 分
取扱한다）을 背景으로 한 醫學은

離하여

여기서는 陰陽論의 全般的 問題를 取扱
하거나 本質的 問題를 深刻하게 파고 들자

는 것이 아니라 醫學의 背景과 理論體系로
서의 陰陽을 究明해 보려는 것이다.

信仰에 依한 心理療法의 效果를 거둘& 수
있으나 學術的으로 批判할때 學理가 없고
內容이 迷信으로 밖에 認定되지 않음으로

學術로 認定되지 않는다. 宗敎醫學이나 巫
醫가 이에 屬한다.
唯心論을 背景으로 하는 醫學은 成立될

第1章 醫學과 哲學的 背景

수 없다. 왜냐하면 唯心論은 客觀的 事項

을 無視하고 主觀에 依해 모든 것을 解決
宇宙나 人間個體의 本體는 무엇이냐 하
는 質問이 나왔을 때 그 對答은 區區하여
物•心•神의 攝理, 物心二元, 陰陽 等으로
여러가지4）說이 나오게 된다. 各者가 眞實

하다고 確信한 바를 말하였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하면 唯物論的•唯心論的•宗敎的•物

心二元論的•陰陽論的 認識이 다르기 때문
이다.

하려는 것이고 醫學의 對象은 主觀에 依해

마음대로 左右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唯心論의 醫學的 效果를 말한다면 自

己 心理療法의 效果는 있을 것이다. 或者
는 經驗醫學 卽 民衆醫學을 唯心論的 醫學

으로 말하는 수가 있는 듯한데 民間療法으
로 哲學的 背景도 確實치 않고 醫理도 없

는 것으로 醫學이라 할 수 없으며 醫學의

西歐에서는 唯物論과 唯心論이

두 潮流를

이루었고

哲學의

源泉이 되는 수는 있다.

中國文化圈內에서는

陰陽論이 모든 學問의 中樞說이 되다시피

되었었으나 現在에 와서는 西歐文化의 優

位性에 눌리어 東洋人의 生活에서 漸漸 멀

物心 二元論은 物과 心의 두 世界로 分

立되어 全一의 世界觀을 樹立못함으로 統
一的인 醫學의 世界를 形成할 수 없어 醫

學의 成立이 不可能하다.

어져 가고 있다.
哲學的

概念은$

그러면 唯物論을 背景으로 한 醫學은 成
哲學者에게만

必要한

立될 수 있을 것인가? 勿論7）成立될 수

것이 아니라 實際的 우리 生活에 影響을

있다. 唯物論은 客觀的 事項에

주며 모든 學問의 背景이 된다. 왜냐하면

賦與함으로 自然科學의 發展을 보게 되었

人間은 對象을 다룰때 對象觀을 세우지 않

으며

으면 그 對象을 다룰 수 없음으로 무슨 學

依해 一切對象을 物質로 規定한다. 自然科

問이고 반드시 哲學的 背景이 支配하기 때

學의 發源地인 西歐에서 成長한 西醫學은

문이다. 그러면 醫學도 學問인 以上 이에

自然科學的 方法을 導入하여 對象을 研究

벗어날 수 없으니 醫學의 成立을 可能케

함으로 客觀的으로 精密微細한 觀察이 可

絶對性을

自然科學은 唯物論의 哲學的 背景에

원래의 원고에는 "걷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7） 원래의 원고에는 "物論”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4） 원래의 원고에는 "여러가의”라고 되어

6）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원고에는 "樹念"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5）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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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的 方法을 繼續維持해 올 뿐으로 脱皮하

지 못하여 科學的 醫學으로는 많은 缺陷을

露出하게 되었다.

謬를8)犯하게 되어 醫術的缺陷을 지니게
되었고 科學이 過去에는 分析性과 歸納的

한 西醫學과 陰陽論을 背景으로 한 漢醫學

方法과 確定律을 信任하였지만 微視物理學

이 存在한 理由와 西醫學의 缺陷과 漢醫學

이 發展한 現今은 全體性이 더욱 巨大한

의 缺點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考察에서 唯物論을 背景으로

것을 알았고 歸納的 方法만으로는 不可能

第2章陰陽論的對象觀

한 境遇를 發見하였으며 科學者의 觀念이
優秀한 法則을 發見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統一原理를 希求하게 되었으며 不確定律이

우리가 對象을 經驗할 때 多面多樣한 經

認定되어 統計的 方法을 愛用하게 되었고

驗의 集約은 全一槪念을 形成하고 個個의

醫學은 다른 特殊科學과는 달리 認識에만

關係經驗에서 特殊性은 個別的 認識을 可

그치는게 아니라 實踐行動에서부터 始作하

能케 하고 一般性은 種과 類의 槪念으로

는 것이며 學校에서 學習하는 것은 過去의
醫學的 事項을 習得하는 것이니 醫學의 入

集約되며 이 集約이 上昇하면 또 다시 全
一概念으로 集約된다.

實例를 들어

門에 不過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醫學의

말하면 우리가 한 人間을

對象은 언제나 새로운 對象이며 臨床에 있

經驗할 때 그 人間에서 받은 多面的 多樣

어서는 最後의 目的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

的인 經驗의 集約은 A人間이라는 全一槪

는 思想材에 依하여 一貫된다. 이러한 事

念을 形成하고 特殊性에서 A人間과 他를

項을 考察하면 醫學에도 새로운 槪念의 導

分別하고 一般性에서 人種•人類로 集約된

入이 不可避하다는 것을 認識하게 된다.

다. 이 集約이 다시 動物生物로 集約되고

그러면 陰陽論을 背景으로 한 醫學은 成

無生物까지를 統合하면 有의 槪念으로 集

立될 수 있을 것인가? 陰陽論은 對象을 物

約되며 無의 經驗까지를 統合하면 또다시

心兩面으로 觀察되는 全一體의 生物로 規

全一槪念으로 集約된다.

定하게 되고 客觀的 事項을 無視하지 않음

이 全一槪念은 一切를 統合한 槪念으로

으로 옳은 對象觀을 가질 수 있고 醫學의

部分概念과 相對가 되며 全體性을 갖게 된

成立을 可能케 한다. 그래서 中國에서 일

다.

찍이9)漢醫學이 樹立되었던 것이나 中國

有와 無에서 變化를 觀察하고 時間과 空間

에 서는 政治• 其他 環境的 條件으로 科學의

에서 存在를 認識하고 場과 "에너지”에서

進展을 이루지 못하여 모든 分野의 發展을
가져오지10) 못하였고 이에 따라 醫學도 古

運動이 發顯하고 結合과 分離에서 物質이

이

全體槪念이

照會하는 經驗世界는

化生하고 盈과 虛에서 量이 나타나고 過去

와 未來에서 現在가 움직이고11)自와 他에

원고에는 “誤膠를”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9) 원래의 원코에는 "일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0) 원래의 원고에는 “갖어오지”라고 되
8) 원래의

서 意識이 發生하는 一切를 結合한 全一로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1) 원래의 원고에는 "움지기고”라고 되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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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이 될 때는 반드시 規定하게 되고 이 規

이 全一로서의 宇宙의 本體가 무엇이냐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이에 對하여『周

「繫辭」에서는

“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였고『老子』에는

“道常無名” •“有物混成

易』

Hyungok J Kor Med 2 : 219 - 231, 1997

定은 本體 그것을 自己經驗의 集約으로 規
定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宇宙의
規定한다면

空間일

本體를 幾何學的으로

것이고 物理學的으로

先天地而寂兮家兮獨立而不改周行而不殆可

規定한다면 "에너지”일 것이고 化學的으로

以爲天下母吾不知其名字之曰道” • “有無者同

規定한다면 物質일 것이고 宗敎的으로 規

出而異名同謂之玄玄之又玄衆妙之門” • “道可

定하면 神의 攝理일 것이고 東洋哲學的으

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等으로 道를 說明

로 道일 것이고 生物學的으로 規定하면 生

하고 “道生—
—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

命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本體는 우

物負陰而抱陽 冲氣以和”라고 하였고『淮南

리의 觀察方法이 다르면 다르게 經驗되기

子』에는 “規始於—
—不生故分而爲陰陽 陰
陽合化而萬物生故一生二二生三三生萬

때문이다.
本氣는 位라고 한 것은 現象化하는 “에

物”이라고 하였고 節齋蔡氏는 “太極을 主

너지”는 場이란 말로 오늘 物理學에서 場

로 말하면 太極은 陰陽에 先해 있고 陰陽

은 “에너지”의 無質量狀態라는 말과 類似

을 主로 말하면 太極은 陰陽의 內에 在한

한 槪念이라 하겠다. 우리가 形을 觀察한

다”하였고 程子는 “陰陽을 떠나서 道가 없

것은 位가 觀察된 것이고 氣를 觀察한 것

으나 陰陽은 氣니 形而下요 道는 太虛니

은 本氣가 觀察된 것이다. 이 本氣와 位는

形而上이라”고 하였고 朱子는 “陰陽은 一

本體의 陰陽形式으로 本氣는 陽이고 位는

而二요 二而一이라”고 하였다. 上述한 바

陰이다. 本體의 運動狀態에 依해 氣가 觀

는 東洋哲學上에서 宇宙의 本體를 論한 것

察되면 陽化氣라 하고 形이 觀察되면 陰成

으로 道는 本體를 表現한 것이고 陰陽은

形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本體의 運動狀態

"모멘트”라고 하겠다. 哲學上

에 따라 形으로 또는 氣로 發顯하고 形은

에서 말한 本體論의 理解를 돕고져 함이

構造로 氣는 機能으로 觀察되는 것이라 하

다.

겠다. 이와 같은 考察에서 陽과 陰은 異名

現象世界의

『內經』에서는 “本氣位也 位天者 天文也
位地者地理也通於人氣之變化者人事也” •

이나 本體는 同一한 것으로 一而二요 二而
一인 것을 알 수 있다

“太虛寥廓肇基化元萬物資始五運終天布

그러면 生命을 對象으로 하고 生命現象

氣眞靈總統坤元九星懸朗七曜周施曰陰

曰陽曰柔曰剛幽顯旣位寒暑弛張生生化

을 研究하는 醫學은 生命이 主體가 되므로
本體는 生命으로 經驗되어지니 이에 따라

命曰神機” •“根于

本體를 生命으로 規定할 수 밖에 없다 그

外者 命曰氣立”•“陽之與陰也 異名同類 上

러므로 生物의 全體를 集約할 수 있는 概

下相會”•“陽化氣陰成形”“人生有形不離

念이 物質이 아니고 生命임을 알 수 있겠

陰陽” 等으로 本體를 말하고 人體의 生成

고 機能과 構造는 生命의 兩面性으로 機能

을 말하였다.

은 陽이고 構造는 陰이라고 할 것이다 그

化

品物咸章” •“根于中者

叙上한 바를 考察해 보면 全一概念이 照

러므로 構造를 나타내는 物質的 肉體는 陰

會하는 本體는 規定할 수 없는 것이나 對

이고 機能의 精華인 精神은 陽으로 肉身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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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은 二而一이요 一而二인 關係로 認識

屬性에 依한 것이고 天體의 運動은 天體가

되므로 “人間個體는 精神的 現象과

지닌 屬性에 따른 것이라면 生命運動은 生

物質的 現象으로 觀察되어지는 全一生命現

命이 지닌 屬性일 것이며 宇宙의 本體가

된

一元的인 것이라면 本體의 運動狀熊에 따

다. 그러므로 漢醫學은 上記한 바의 對象

라 粒子의 運動으로 天體의 運動으로 生命

觀을 갖게 된 것이다.

의 運動으로 發顯되고 觀察된 것이라고 할

하게

象인 生物”이라는 對象觀을 樹立하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生命力을 主體로 生物의 現象을

第3章 生物學上의 陰陽原理

說明해 본다. 生命力의 發現은 機能과 構

生命現象體가 生物이고 生物의 生活活動

造로 觀察된다. 機能은 隨形的 機能과 不

이 生命活動이며 生命活動이 生命의 發現

隨形的 機能으로 觀察되고 構造는 成分과

이며 生命의 發現은 生命力에 依한 것이니

單位로 觀察된다. 隨形的 機能은 人體의

生命이

全部 또는 部分의 形體的 變化를 따라 觀

生物은 生命現象으로

同一化하여

察되는 生理機能이고 不隨形的 機能은 形

生物의 主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生命의 主體는 무엇인가 하는 問

體의 變化를 觀察할 수 없이 發顯하는 精

題가 提起된다. 이 問題는 마치 電氣의 本

神現象이고 成分은 人體를 構成하는 成分

體가 무엇인가 하는 問題와 類似하다. 電

이고 單位라는 것은 成分을 構成하는 分子

氣의 本體는 무엇인지 모르나 電氣現象이

觀察되며 이것을 우리는 電力이라 부르고

다. 그러면 不隨形的 機能은 精神에서 神
字를 따서 "神”으로 表示하고 隨形的 機能

있다. 이와같이 生命現象이 觀察되며 이것

은 力을 意味하는 "氣”로 表示하고 構成分

을 우리는 生命이라고 부르고 生命力이라

은 生命物質을 意味하는 “血”로 表示하고

한다. 一般的으로 生命力하면 抽象的 槪念

分子로서의 單位는 精微에서 精字를 따서

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萬一 生命
力을 抽象槪念이라고 한다면 科學의 一切

“精으로 表示하면 人間個體는 "精”"'神” •
"氣，，•，，血，，의 四槪念으로 分析된다. 그러므

槪念은 抽象槪念에 지나지 않는다. 隨意筋

로 漢方生理學에서는 精神氣血을 人間個體

肉이나 不隨意筋肉의 運動에 依해서 發生

의 構成要素分析으로 하고 “同出而名異耳”

하는 動物學的 힘이나 熱 또는 心臟搏動時

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生命力이 機能과 構造로

에 發現하는 動作電流와 같은 電氣現象은

明瞭히

分化하느냐 하는 問題가 생기게 된다. 이

하지 않고 漠然히 物理學的•化學的으로 觀

것은 陽化氣 陰成形으로 說明한다. 卽 生

察하고 그 觀察事項에 依해 生命現象이 發

命力은 陽化하는 勢力과 陰化하는 勢力으

現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主客이 바꾸어진

로 分化되고 陽化하는 勢力은 機能으로 發

說明이라 하겠다.
原子內의 運動은 原子를 構成한 粒子의

現하고 陰化하는 勢力은 構造로 發現한다.

무엇⑵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를

外界物質이 生命現象圈內로 吸收되어 一連
의 運動을 함에 氣化하면 陽化로 體成分化

12) 원래의 원고에는 "무었'이라고 되어

하면 陰化한다.

여기서 우리는 物理學에서 物質의 實在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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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究明함에 에너지와 粒子는 物質本體의

"아인슈타인'의 別世로 想定된 速度에 對

兩面性이고 場은 空間이 아니며 에너지13)

한 數學方程式을 成立시킬 수 없게 되었

가 靜止하며 無質量 狀態에 놓인 것이니

다. 이 構想은 새롭고 보다 큰 好奇心과

場은 物質의 本體요 따라서 空間이라고 認

더불어 未知의 世界를 드러내기 위한16)하

識했던 것은 空間이 아니라 物質의 本體였

나의 計劃으로서 提唱되는 것이다”

다는 槪念에 到達한 것을 想起할 必要가

이 學說이 그 後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있다. 物理學이나 化學은 物質을 對象으로

그 内容이 어떤 것인지 모르나 다만 그러

함으로 對象觀에 依해 本體를 物質로 規定
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生命을 對象으로

한 構想과 試圖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하는 醫學에서 本體를 生命으로 規定하는

였는데 그 分子라는 말은 物質分子를 말한

것도 容認해야 할 것이다.

것이 아닌가 하며 이는 物質에다 主體性을

生命力을 主體로 할 때에는 解剖學에 依

다. “마-틴”博士가 分子라는 말을 使用하

두는데서 最後에 까지도 그 存在를 先行시

안되게

된

것이라 하겠다.

한 機械學的 體系보다도 生命現象의 全體

키지

性의 分析的 體系가 더욱 重要視하게 된

“마-틴”博士의 學說中에서 “身體를 構成하

分析的

는 모든 分子들은 優越性을 차지하려고 언

體系의 生理學的 構想을 말하기 前에 誌上

제나 鬪爭하고 있으며”라고 한 것을 “身體

에서 한번14)본 적이 있는 “구스타프「마

環境內에서 生命의 陰陽勢力이 消長運動을

-틴” 博士가 美國化學協會 會議席上에서

하고 있는 것이며”로 바꾸어 보면 그대로

發表하였다는「生物學上의 相對性 原理」라

生命力을 主體로 하는 漢醫學的인 構想이

는 記事를 紹介한다.

되는 것이며 生物學上에 陰陽原理를 導入

다. 그러면 生命現象의

全體性의

않으면

“疾患狀態를 身體的인 環境과 結付시키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卽 “身體環境內에

는 方式을 確立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身

서 生命의 陰陽勢力이17)消長運動을 하고

體를 構成하는 모든 分子들은 優越性을 차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傾向은 內外的 條

지하려고 언제나 鬪爭하고 있으며 이와 같

件으로 恒常 變異하고 있는바 이 變異가

은 傾向은 恒常 變異가 廣範하게 되면 疾

廣範하게 되면 陰陽勢力의 均衡에 蹉跌이

患狀態가 發生할

것이다. 萬一 身體內의

커져서 疾患狀態가 發生한다. 身體內의 어

어떠한 連關部分이 均衡을 잃게 된다 하더

떠한18)建關部分이 均衡을 잃 게 된다 하더

라도⑸ 그 治療는 簡單하다. 生物學上의

라도 그 治療는 陰陽調和만 恢復시키면 된

相對性을

“아인슈타인”의

結付시키는데

있어서의

相對性

原理와

數學上의

法則은

다”라는 것이 된다.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16) 원래의 원고에는 "드려내기 위하”라

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7) 원래의 원고에는 "이"가 빠져 있는데,
보충하여 넣었다.
18) 원래의 원고에는 "어떠흐卜”라고 되어
있는더】,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3) 원래의 원고에는 "에네-지”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4) 원래의 원고에는 "하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5) 원래의 원고에는 "하드라도”라고 되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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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陰陽離決精氣25）乃絶，從陰陽則生逆
之26）則死從之27）則治逆之28）則亂，

陰陽原理를 醫學에 導入시켜 前述한 바

上記한 陰陽理論의 範疇的 說明은 原理

와 같은 構想에 依한⑼ 生理學을 築造하는

法則性을 지녀 그 適用範圍가 넓음으로 拔

理論의 範疇的 說明으로『內經』에 散見되

萃했던 本文章의 文理的 解釋에 拘碍치 않

는데

이것을 研究하므로써

漢方生理學의

陰陽理論的 體系를 밝힐 수 있다. 原文을

고 拔萃한 文句自 體가 지 닌 것을 爲主로

研究를 進行한다.
註: “陰根於陽 陽根於陰”은『內經』에는

拔萃整理하여 研究材料를 提示한다.

知陽者知陰知陰者知陽，陽中有陰陰

없으나 다른 漢醫學書에서 볼 수 있고『內

中有陽，陰陽之道孰少孰多,2。）陰道偶陽道

經』에도 “本氣位也”니 “陽之與陰也 異名同

奇, 陽道實 陰道虛, 陽予기）之正 陰爲之主,

類 上下相會”니 하는 文句속에 이 意味를

從陰引陽從陽引陰，剛與剛陽氣破散陰氣

나타내고 있음으로 筆者가 揷入한 것이다.

乃消亡淖則剛柔不和經氣乃絶 ，陰根於陽

第1節 陰陽觀察의 序說

陽根於陰，陽化氣陰成形，陰靜陽躁，陽主
熱陰主寒，陰之所生和本曰和，陰者藏精起

亟22）陽者衛外爲固，陰在內陽之守也陽在

⑴知陽者知陰知陰者知陽

外陰之使也，陰氣內化陽氣外榮，陽和布和

本體는 一元的인 것이며 諸現象은 陰陽

陰氣迺隨，陰陽之要陽密乃固，陰平陽秘精

相對性 認識이다. 그러 므로 한 便을 認識

神乃治，陰氣者精則神藏躁則消亡陽氣者

한다면 그 反對便도 認識할 수 있다. 그러

精則養神柔則養筋煩勞則張 ，陰爭於內陽

나 그 用事는 다르니 人體生理•病理에 있

擾於外，陽氣幷23）于陰陽虛而陰盛陰氣
井24）于陽陰虛而陽盛，陽勝則熱陰勝則寒,

어 陰의 觀察과 陽의 觀察의 效用이 다르
다. 陰은 眞藏이고 陽은 胃肮의 陽이다. 陽

陰勝則陽病陽勝則陰病，重陽必陰重陰必

의 分割은 病處를 알 수 있고 陰의 分別은
生死를 알 수 있다.

19） 원래의 원고에는 “依하”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25） 원래의'원고에는 햬이라고 되어 있

20） 원래의 원고에는 "就少就多”라고 되

는데, 틀리다고 보아 횫로 바로 잡았
다
26） 원래의 원고에는 "陰陽”이라고 되어
있는데,『素問』1■四氣調神大論篇第2」의
원래의 원문에는 "之”로 되어있기 때문
에 이를 따랐다.
27） 원래의 원고에는 "陰陽”이라고 되어
있는데,『素問』「四氣調神大論篇第2」의
원래의 원문에는 "之로 되어있기 때문
에 이를 따랐다.
28） 원래의 원고에는 "陰陽”이라고 되어
있는데,『素問』「四氣調神大論篇第2」의
원래의 원문에는 "之”로 되어있기 때문
에 이를 따랐다.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
다.
21） 원래의 원고에는 “豫”라고 되어 있는
데, 틀리다고 보아 “予로 바로 잡았다.
22） 원래의 원고에는 "函"이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亟으로 바로 잡
았다.
23） 원래의 원고에는 "弁”이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幷"으로 바로 잡
았다.
24） 원래의 원고에는 “弁”이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幷"으로 바로 잡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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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陰陽之道孰少孰多

陽은 實한 것이고 陰은 虛한 것이다 그

陰陽의 分別은 偏差를 意味한다. 그래서

러므로 實한 陽은 주는 勢力이고 虛한 陰

多樣의 偏差에서 共通性과 相異性을 찾아

은 받아지니는 勢力이다. 이 現象은 電子

내고 그 偏差의 多少에 따라 陰陽이 分別

理論과 類似한

되니 本體의 運動의 偏差가 一切現象을 生

줄 곳을 찾고 (-)는 받을 곳을 찾는다는

하는 것으로 人體의 陰陽分析도 偏差를 分

化學上의 酸化와 還元을 聯想30)케 한다.

것으로 電氣的으로 (+)는

⑵從陰引陽從陽引陰

析하는데 不外하다.

陰을 따라 陽이 끌리고 陽을 쫒아 陰이

⑶陽中有陰陰中有陽

一切現象 事物은 陰陽을 떠날 수 없는

끌린다. 이 現象은 磁氣現象과 類似하다.

것으로 어디고 陰陽은 있는 것이지만 純陰

人體에 있어서는 外部刺戟이 內部에 反應

과 純陽의 存在는 意識할 수 없으므로 現

을 일으키고31)內部의 異變이 外部에 發顯

象은 陰과 陽으로 分別되나 陰으로 나눈

하며 左에 刺戟을 주면 右에 反應이 나타

것은 다시 陰과 陽으로 分別되고 陽으로

나고 右에 刺戟을 주면 左에 反應이 나타

나눈 것도 다시 陽과 陰으로 分別된다. 그

나며 上에 刺戟을 주면 下에 反應이 나타

러므로 시§를 陰陽으로 分析하고 陰陽으

나고 下에 刺戟을 주면 上에 反應이 나타

로 分析된 것을 또 陰陽으로 分析한다.

난다.
⑶ 剛與剛陽氣破散陰氣乃消亡 淖則剛柔

⑷陰道偶陽道奇
現象事物의 發展이 一元的 本體의 無限

不和和經氣乃絶

變化라면 客界現象이나 反省的 思惟도 本

剛은 陽을 말하는 것이고 淖는 陰與陰을

體의 無限變化過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

말하는 것이다. 陽과 陽이 合하면 陽氣는

므로 이것이 自然數의 生成發展의 根據라

破散되고 陰氣消亡하며 陰과 陰이 合하면

統一로

陰陽이 不和하여 經氣가 絶한다. 이 現象

統一에서 分化로 陰陽辨證的 發展을 한다.

은 電氣理論이나 磁氣現象에서도 볼 수 있

그래서 :::::: 와 같이 發展하여 自然數의 1

다.

면

全一에서

對立으로, 對立에서

•2・3 4・5・6・7・8・9・10을 生成하니 1-3-5-7-

叙上한 바와 같은 考察에서 陰陽現象의

9는 奇로 陽이고 小4・6・&10은 偶로 陰이

一般性質은 電磁物理學과 非常히 類似함을

된다. 그러므로 全一이 分하여 陰陽이 되

볼 수 있다.

고 陰陽이 合化하여 現象事物이 生하는 것
第3節陰陽生理現象

으로 奇는 陽을 偶는 陰을 表示한다. 叙上

한 바는 陰陽現象의 分化發展을 說明한 것
⑴ 陰根於陽 陽根於陰

이다.

이것은 本體論서부터 出發하여 生理現象
第2節 陰陽現象의 一般的 性質
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30) 원래의 원고에는 "連想”이라고 되어

⑴陽道實陰道虛陽予29)之正陰爲之主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31)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29) 원래의 원고에는 "豫”라고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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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說明하는 것이다. 陰陽의 本體는 一元

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陰陽 두 勢力이

的이고 陰陽現象은 相對性的이다. 位는 本

調和하여 均衡을 이루므로 肉體와 機能을

氣를 根據로 認識되는 것같이 人間個體의

共有하며 生命現象을 發顯하는 것이다.

生理現象에

있어

⑶陰靜陽躁

形體變化는 機能活動을

根據로, 機能活動은 形體의 變化를 根據로

一切現象을 分析할 때 躁動하는 것은 陽

發顯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構造的 變化를
일으키고32) 機能的 變化는 構造的 變化를

이고 安靜하는 것은 陰이다. 그러므로 運

動이

일으키며33) 一部構造의 變化는 一部機能의

例를 들어보면 에너지보다는 氣體•液體•固

變化를 일으키고34) 一部機能의 變化는 一

體가 될수록 安靜狀態가 되어 形體가 分明

部構造의 變化를 일으킨다.35)또 寒熱現象

해지는 것이니 陰으로 移行하는 것이고 이

을 觀察하면 寒은 熱을 起點으로 熱은 寒

에

을 起點으로 하는 相對性 認識이고 寒熱의

될수록 運動狀態가 擴大되어 形體가 次次

本體는 寒도 熱도 아닌 “에너지”다. 一切

로 消失되는 것이니 陽으로 移行하는 것이

現象이 다 그렇게 認識되는 것으로 相關性

다. 그러므로 에너지와 氣體를 比較해 보

이 있다.

면 氣體는 陰이고 에너지는 陽이며 氣體와

亢進하면

反하여

陽이고 沈靜하면 陰이다.

固體에서

液體•氣體에너지가

⑵陽化氣陰成形

液體를 比較해 보면 氣體는 陽이고 液體는

이에 對하여는 이미 위에서 말한 바가

陰이며 液體와 固體를 比較해 보면 液體는

것은 陽이고 形化하는 것은 陰이니 氣化하

陽이고 固體는 陰이다. 人體에 일어난 現
象에 있어 躁36)動은 陽이고 沈靜은 陰이며

는 것을 陽氣라고 하고 形化하는 것을 陰

推進機能은 陽이고 抑制機能은 陰이며 機

氣라고 한다. 그러므로 陽化氣는 陽氣이고

能을 抑制하는 物質은 陰이고 機能을 亢進

陰成形은 陰氣이다. 또 陽氣를 陽勢力, 陰

시키는 物質은 陽이다.

있다. 本體가 現象化함에

있어

氣化하는

⑷陽主熱陰主寒

氣를 陰勢力이라고도 한다.

生命力은 陰氣와 陽氣로 分化되어 陽氣

陽化에는 運動의 亢進과 熱이 發生하여

는 機能化하고 陰氣는 構造成分化하니 機

氣•動•熱로 分化하고 陰化에는 運動不振과

能化하는 것을 用이라하고 構造成分化하는

寒이 發生하여 形•靜•寒으로 分化하여 形

것을 體라 한다. 萬若에

氣•靜動•寒熱의 現象이 나타나니 陽은 氣

構造成分化하는

陰氣만이 있으면 生命은 物質로 轉化할 것

와 熱과 動을 主하고 陰은 形과 寒과 靜을

이고 反對로 機能化하는 陽氣만이 있다면

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寒熱만을 들어

形體가 消滅되어 生命現象은 發現할 수 없

말한 것이다.
⑸陰之所生和本曰和

32)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33)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며”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34)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35)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킨다”로 되어
있는더】,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內經太素』에는 "陰之所生 和本曰味”라
고 되었는데 여기서는 王氷本을 따른 것이

다. “和本”은 註에 依하면 和陽을 말한 것

36) 원래의 원고에는 "燥”라고 되어 있는

데, 틀리다고 보아 '塚'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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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陰은 形을 말한 것으로 物質이다. 物

에 達하여 人體를 護衛하는데 在表의 氣는

質의 生한 바는 和陽 卽 陰陽이 中和된 것

內臟에 달린 것이고 氣는 在表하여 內臟을

이란 말이다. 前述한 바에 依하면 氣化한

守護한다. 그래서 內部와 外表는 相關性이

것은 陽이고 形化한 것은 陰인데 여기에서

는 陰인 物質을 陰陽中和體라고 하여 새로

있다
⑻ 陰氣內化 陽氣外榮 陽和布化 陰氣迺

운 面을 나타내고 있다. 物質과 에너지를

隨

比較할 때는 氣는 陽이고 物質은 陰이지만

陰氣 卽 物質이 內部에서 氣化하여 外表

純陽이나 純陰은 存在할 수 없는 것으로

에 達하면 陽氣가 外表에 旺盛해진다. 또

氣는 氣대로, 物質은 物質대로 陰陽이 調

陽氣가 陰氣와 調和하여 生化를 베풀면 陰

和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또 陰

氣는 이에따라 成形한다. 이 現象은 西醫

陽의 差를 들어보면 物理學的으로 物質은

學에서 말하는 異化作用 및 同化作用과 類

電氣的 中和體다. 그러나 化學的으로 보면

似한 것이다.

鹽酸•알카리가 發生한다. 酸은 陽이고 알

⑼陰陽之要陽密乃固

카리는 陰이다. 또 에너지에 있어서도 中

陰陽關係에

있어서는 陽氣가 秘密하여

性粒子가 있고 (-)荷電粒子와 (+)荷電粒子

陰氣와 밸런스38)가 맞아야 한다. 만약 그

가 있다.

렇지 못하여 不及하든지 太過하면 안된다.

陰은 形을 말한 것이고 陽은 氣를 말한

太過한 것을 陽强이라고 하는데 陽强하면
밸런스39)가 맞지 않아 陰氣가 消耗하여 없

것으로 物質的인 것과 에너지 的인 것을

어진다.(陽强萬能密陰氣乃絶) 그러므로 緊

表示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體成分은

要한 것은 陰陽이 充足하되 陰陽의 均衡이

物質的 分子를 收藏하였다가 時時로 生活

맞아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⑹陰者藏精起亟37)陽者衛外爲固

에너지를 放出하는 것이고 氣化한 에너지

(10)陰平陽秘精神乃治

는 藏器活動과 身體活動을 하게 하고 溫度

精神도 따로 分立되어 있는 것 이 아니 므

를 保存케하여 生命活動을 護衛함을 말한

로 陰氣가 平常을 維持하고 陽氣는 이에

것이다.

充足할만큼 充滿하면 精神狀態가 平穩해진

⑺陰在內陽之守也陽在外陰之使也

陰은 物質 또는 內臟을 말한 것이고 陽

다.
前述한 바의 ⑴에서 仰)까지의 陰陽論的

가장 骨子가 되는 部分이다.

은 氣 또는 外表를 말한 것이다. 氣는 物

生理理論의

質의 外表로 發顯하니 物質은 氣의 內部에

이것은 現代知識으로 檢討해 볼때 主體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氣는

物質에 두지 않고 生命에다 두기 때문에

內部에 있는 物質에 支配되는 것이고 物質

物質的 에너지라고 할 것이 生命的 에너지

은 外部의 氣로 包圍된 것이라고 할 수도

卽 生命力으로 表現되었고 恒常 全體性的

있다. 人體에 있어서도 內臟은 시§內部에

觀察理論으로 分析性인 것같이 分明한 限

있어 外表의 軀殼으로 包圍되고 氣는 外表
38) 원래의 원고에는 "바란스로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37) 원래의 원고에는 “函으로 되어 있는

39) 원래의 원고에는 "바란스로 되어 있

데, 틀리다고 보아 “亟”으로 바로 잡았
다.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229 -

제3의학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 219〜231, 1997
현곡학회

界와 指稱事物의 明瞭性이 부치는 感을 주

Hyungok ] Kor Med 2 : 219-231, 1997
ISSN 1226-0932

다. 여기서는 本體가 陰으로 陽으로 變化

나 客觀的 合理性이 認定되며 融通性이 있

하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陽氣가 陰部로

음을 엿볼 수 있다.

侵入한다는 것은 氣化하는 勢力이 陰化하
는 勢力으로 反轉한 것이고 陰氣가 陽部로

第4節 陰陽蹉跌의 現象

侵入한다는 것은 陰化하는 勢力이 陽勢力
으로 反轉한 것을 말한 것이다.

⑴陰氣者精則神藏躁則消亡陽氣者精

⑷陽勝則熱陰勝則寒

則養神柔則養筋煩勞則張
體內에는 物質이 充滿하고 藏器에 에너

陰氣가 勝하면 寒하고 陽氣가 勝하면 熱
한다. 人體에

寒熱變化가

일어나는 陰陽

지源을 充分히 保有하면 生命力을 收藏하

兩勢力의 消長때문에 發顯한 現象이다. 陽

지만 潛在 에너지가 躁動하면 潛在 에너지

盛하면 陽이 勝하고 陰盛하면 陰이 勝하며

가 氣化散發하여 消亡되어 버림으로 形化

陽虛하면 陰이 勝하고 陰虛하면 陽이 勝한

하는 陰氣는 精華해야 하고 氣化하는 陽氣

다. 陽盛이라고 하는 것은 氣化作用亢進，

는 精華하면 生命力을 기르고 運動이 適當

推進機能興奮•寒生産亢進•寒發散低下를 말

하면 柔和하여 筋을 養하고 運動이 過多하

하는 것이고 陽虛라고 하는 것은 氣化作用

여 疲勞하면 元氣를 傷한다.

不振•推進機能沈靜•熱生産不振-熱發散亢進

⑵陰爭於內陽擾4。)於外

을 말하는 것이며 陰盛이라고 하는 것은

物質이 體內에서 相爭하면 外表에 過한

形化作用亢進•抑制機能興奮•熱發散亢進'熱

陽도 擾41)動한다. 그러므로 內部藏器의 活

生産低下를 말하는 것이고 陰盛이라고 하

動이 均衡調和를 잃지 말아야지 萬一 蹉跌

는 것은 形化作用不振•抑制機能沈靜•體內

을42) 일으키면 達表하는 陽氣도 動搖를 일

物質缺乏을 말하는 것이다.

으켜43)外部機能이 不利하고 九竅가 不通

⑸陰勝則陽病陽勝則陰病

하며 身體가 脆弱해진다.

陰氣가 勝하면 陽이 病되고 陽氣가 勝하

⑶陽氣並于陰陽虛而陰盛陰氣並于陽
陰虛而陽盛

면 陰이 病된다. 勝者는 邪요 弱者는 邪의
原因이 된다.
⑹重陽必陰•重陰必陽

陽部의 陽氣가 陰部에 侵入하면 陽部의

陽氣는 虛해지고 陰部의 陰은 盛해지며 反

이 말은 陽極生陰 陰極生陽•陽極似陰 陰

對로 陰部의 陰氣가 陽部에 侵入하면 陰部

極似陽의 두 意味를 갖고 있다. 그러면 陽

의 陰氣는 虛해지고 陽部의 陽은 盛해진

極生陰 陰極生陽을 먼저 밝혀 본다. 氣候
變化를 考察해 보면 寒氣가 極度에 達한

40) 원래의 원고에는 "攪로 되어 있는데,

冬至를 陰質이라고 하면 이 陰을 起點으로

틀리다고 보아 “擾로 바로 잡았다.
41) 원래의 원고에는 "攪”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擾로 바로 잡았다.
42) 원래의 원고에는 “蹉趺을”이라고 되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
다.
43)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켜”로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陽은 싹트기 始作하니 冬至에 一陽이 始生
한다. 이 始生한 陽은 量的 增加를 일으키
며44) 마침내 陽熱의 質로 變하고 夏至에

44)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며”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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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陽熱이 極度에 達한다. 그러면 또

五運六氣論의 基礎理論

다시 陽을 否定하는 陰이 싹트기 始作하니
一陰이 始生하고 이것이 量的 增加를 하여

여기서는 五運之氣論의

全般的 理論을

陰寒의 質로 變한다. 이와같이 人體에 있

取扱하자는 것이 아니고 漢方生理學에 있

어서도 陽氣가 極盡하면 陽氣는 消退하고

어서의 性格과 理論體系를 究明해 보려는

陰氣가 生長하며 陰氣가 極盡하면 陰氣는

것이다.

消退하고 陽氣가 生長한다. 陽極似陰 陰極
似陽은 한 假狀을 말하는 것으로 實은 寒

第1章 生理學에 五運六氣的 構想

甚한데 熱症과 類似한 症을 發하고 實은

熱甚한데 寒症과 類似한 症을 發함을 말한

第1節 五運六氣의 槪括

것이다. 自律神經 現象에서도 볼 수 있다.

運氣論은 天體運行에 따르는 氣象의 變

⑺陰陽離決精神乃絶從陰陽則生逆

之45）則死從之46）則治逆之47）則亂

陰陽 兩勢力이 均衡調和를 잃어 乖離하

化가 地球에 미치는 影響을 理論的으로 說

明한 것으로 그 理論의 根據가 되는 것은

면 生命力은 消滅되어 神機化滅함으로 精

自然象이 다.
溫帶地方의 氣候는 四時季節이 分明하여

神現象은 사라지고 生命은 끊어진다. 陰陽

春夏秋冬의 氣候를 잘 알 수가 있다. 이

調和를 잘 지키면 生하고 逆하면 生命을

春夏秋冬의 四節候에서 雨期가 많은 期間

잃는 것이며 陰陽이 調和하도록 治하면 癒

을 더 分別하여 長夏로 하면 四節候로 나

하고 逆하면 變亂이 일어난다.

뒤었던 一年間이 다시 五節候로 區分되어

叙上한 바의 ⑴에서 ⑺까지가 陰陽蹉跌
의 現象의 가장 中心이 되 는 部分이다. 이

五時가 된다.
그러면 1年의 氣候는 春溫•夏暑•長夏濕

것은 現代知識으로 檢討해 볼때 大體로 理

（雨期）•秋淸•冬寒으로 分類된다.

解되며 客觀的으로도 合理性은 認定된다.

春은 溫하여 草木이 다시 發生하고 夏는
熱하여 草木의 成長이 推進되므로 茂盛하
고 長夏는 濕하여 草木들이 腐敗하여 그

第 3 漢方生理學에 關한

중에서 버섯벌레같은 것들이 代生하니 腐

敗는 新生物로 統合되는 現象이고 秋는 淸
45） 원래의 원고에는 "陰陽”이라고 되어
있는데,『素問』「四氣調神大論篇第2」의

원래의 원문에는 “之”로 되어있기 때문
에 이를 따랐다.
46） 원래의 원고에는 "陰陽”이라고 되어
있는데,『素問』「四氣調神大論篇第2」의
원래의 원문에는 "之”로 되어있기 때문
에 이를 따랐다.
47） 원래의 원고에는 "陰陽"이라고 되어
있는데,『素問』r 四氣調神大論篇第2」의
원래의 원문에는 “之”로 되어있기 때문
에 이를 따랐다.

燥하여 茂盛하던 草木들이 落葉지고 成長

이 抑制되며 冬은 寒하여 草木이 枯死하나

明春이 되면 다시 草木이 發生하는 것이니
發生할 氣運을 封藏하고 있는 沈靜狀態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觀察에서 春•夏•長夏•秋•冬의
5時의

作用을 分析하는데 發生에서

生을

따서 生氣, 成長에서 長을 따서 長氣, 化生

에서 化를 따서 化氣, 收縮에서 收를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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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溫이 淸凉하며, 冬에는 氣溫이
氷雪이 地上을 덥는다.

寒하여

그래서 季節에 따라 春에는 風이

收 藏의 變化가 生하는 것으로 說明한다.

일고

그러므로 生氣를 發生力으로, 長氣를 推進
力으로, 化氣를 統合力으로, 收氣를 抑制力

夏에는 熱火를 發하고 長夏에는 濕을 發하

으로, 藏氣를 沈靜力으로 말할 수 있다.

한다고 보았으며 燥는 收縮을 意味하는 것

이 五種力을 五行의 木火土金水로 表示

한

것이

고 秋에는 淸燥를 發하고 冬에는 寒을 發
이고 淸은 熱氣의 收縮으로 本質이 同一하

五運이다. 陰陽論的 對象觀에서

다고 보아 燥와 淸을 合하여 燥로 表示하

“太虛寥廓肇基化元萬物資始五運終天布氣眞

고 熱과 火는 同類이나 本과 標가 달라 熱

靈云云”의『內經』原文을 提示한 바 있는

은 五氣發顯의 本源이고 火는 熱에 따라

데 여기의 “五運終天”이 바로 이 五種力을

發하는 風濕燥寒과 같이 相隨하는 現象으

말한 것이다. “太虛寥廊”은 位를 말한 것

로 보아 熱을 君火, 火를 相火라 하여 風

것은 現象化하는

寒熱濕燥火를 氣候의 基本現象으로 본 것

이며

“肇基化元”이라는

本氣라는 말이고 “萬物”은 現象事物을 말
하는 것이며 “眞靈”은 現象化하는 基礎材

이 元氣다.
이와같이

料로 物理學에서 말하는 에너지 粒子와 같

나타나는 五時의 現象을 主運이라 하고 五

現象事物의

時에 따라 年年히 一定하게 風寒熱濕火의

다. 그러므로 位는 本氣로서

資始가 되니 宇宙의 一切現象이 運行（宇宙

年年히

一定한 節候現象으로

氣象이 나타나는 것을 主氣라고 한다.

空間에

그러나 氣候는 그렇게 單純한 것이 아니

꽉 차면 眞靈에너지 粒子）의 氣가 布散된

라 複雜性을 띠고 있다. 南北極은 五時가

다는 것이다.

다 寒하고 그 다음 地域은 淸凉하며 熱帶

의

運動에서

始發함에

五種力이

九星七曜라든지

地方은 五時가 다 炎暑가 大端하며 亞熱帶

地球가 化生하고 運行에 따라 氣候의 變化

는 그 다음으로 덥고 溫帶는 氣候가 溫和

가 일어나 地上에 季節의 變化를 일으켜

하여 五時現象이 分明하다고 하나 이것도

生長化收48）藏의 現象을 發顯한다고 考察한

地理의 高下에 따라 다름은 勿論 年年이

데 서 宇宙의 作用力 이 發生力• 推進力 統合

달라서 寒溫의 早晩이 있고 風寒暑火濕燥

力• 抑制力 沈靜力으로 發顯한 것으로 觀察

의 氣象이 아무때나 일어나기도 한다. 이

한 것이다.

로 因하여 地上의 草木 其他生物의 生活活

이와같이

하여

天體의

이 五時季節은 原則的으로 一定한 節候

動現象에 많은 影響을 끼친다. 年年히 變

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春에는 溫하고 冬寒

하는 節候的 變化를 客運이라고 하고 年年

에 封藏되었던 氣運이 始發하는 때라 春風

히 變하는 氣象을 客氣라고 한다.

節候와 氣象의 變化를 60年의 循環으로

이 일어나 風勢가 많으며, 夏에는 熱하여

暑熱을 發하고 火炎을 뿜으며, 長夏에는

想定하고 理論을 展開하여

濕氣가 大端하고, 秋에는 草葉이 乾燥하고

萬物이 生긴 것과 60年間의 節候氣象의 變

創造說로부터

化와 風物의 影響을 論한 것이 五運六氣論
48） 원래의 원고에는 “牧”이라고 되어 있

이다.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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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生理學의 運氣論的 體系

發顯한다고 보고 動을 主로 陽을 分하고

靜을 主로 陰을 分한다. 動은 初發에는 加
運氣論中에서 生理學을 構想하는데 影響

速運動으로 에너지가 增加되나 차츰 차츰

된 部分만을 要約하여 紹介하고 이에 따르

加速運動은 收縮되어 稽留狀態가 되면 에

는 生理學的 體系의 構想을 살펴본다.

너지는 減退의 傾向을 띄고 마침내는 에너

運氣論에서는 “本氣位也”라 하는 本體論

지가 消盡되어 停止狀態에 到達할 段階에

에서 運行을 導出하여 一切現象을 運動으

이른다. 그러므로 陽은 少陽이 長陽이 되

로 說明하고 있다. 位는 宇宙場인 空間이

고 長陽이 老51）陽이 된 것이라고 한다. 長

요 本氣는 宇宙力이다. 그러므로 "宇宙場

陽은 少陽과 老陽의 中間이라고 하여 陽明

（空間）과 宇宙力은 一元的 本體의 兩面的

이라고 하고 老陽은 大陽이라는 뜻에서 .太.
陽이 라고 하여 少陽• 陽明• 太陽의 三陽으로

現象이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空間이 上•下•左 右•前.後의 六合의 內

分析한다. 靜은 太陽을 지나면 停止되어

라고 하여 六區分法으로 氣의 消長을 論하

陰으로 轉化하여 陰氣가 가장 많은 때라

고 時間을 五時에 따라 五區分하여 形의

太陰이라고 하고 停止하면 다시 運動할 態

盛衰를 論하였다. 이 理由는 本氣는 空間

勢를 갖추게 되니 에너지인 陽으로 轉化하

의 六次元에 따라 基本的인 六氣를 代生하

기 始作하여 陰이 적어지므로 少陰이라고

고 位는 運行에 따르는 五時로 區分（空間

하고 陰이 陽으로 轉化하면 運動을 일으키

에 螺旋形으로 投影된 時間을 意味함）되어

니52） 二陰交盡으로 陰이 다 盡했다고 하여

것이다.

厥陰의 三陰으로 分析한다. 運動이 일어나

그러므로 地氣는 上昇하여 天의 六氣가 되

면 또 加速運動이 發生하니 少陽으로 轉化

어 氣象의 風寒暑濕燥火가 되고 天氣는 下

한다. 그 運行方向을 보면 陽은 少陽에서

降하여 生長化收藏의 盛盛을 일으키니 五

前進하여 陰에 到達하는 것이고 陰은 後退

生,長•化49）•收•藏을

代生한다는

化生한다.

하여 陽에 到達하는 것이니 陽進陰退라고

모든 現象을 述한다.

人間은 宇宙의 小分體로 宇宙全體와 共範

한다.
少陽은 加速運動때문에 熱을 發하니 이

律을 가져 全體的 關聯性을 가지 며 獨 自的

것을 火라고 하고 陽明은 에너지의 收縮傾

活動을 한다.

向이니 燥라고 하고 太陽은 에너지가 消盡

運과 六氣가 相合하여

이와같은 觀點에서

萬物이

南面하여 上下左右로 宇宙의 方位를 定

하였으니 寒이라고 하고 太陽은 陰成形으

하면 太陽과閃）地球의 運行의 陽從左 陰從

로 形化하니 濕이 라고 하고 다시 運動을

右가 되고 上者는 右行하여 下行하고 下者

하려면 에너지를 發生해야 하니 少陰은 熱

는 左行하여 上行하는 것이 된다. 前後는

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發生하면 動하니 厥

左右로 上下는 外內로 同一化한다. 陰陽의

陰은 風이라고 하여 太陽寒•陽明燥,少陽火

六氣가

，少陰熱,厥陰風•太陰濕으로 六氣와 三陰三

49） 원래의 원고에는 “代”라고 되어 있는

51） 원래의 원고에는 "考”라고 되어 있는

氣의

消長때문에

風寒熱濕燥火의

데, 틀리다고 보아 “化로 바로 잡았다.

데, 틀리다고 보아 “老로 바로 잡았다.

50） 원래의 원고에는 "와”라고 되어 있는

52）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니”라고 되

어 있는더〕,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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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을 結付시켜 六氣는 本이고 三陰三陽은

니 宿度가 1日에 36分이 되고 1辰에 1008

標라고 한다.

分을 運行한다.

또 陽盛者를 火라고 하고 陰盛者를 水라

1年은 24節候로 區分한다. 2節候를 合하

고 하며 陽傾向을 木이라고 하고 陰傾向을

면 12節候가 되는 것으로 陽曆의 12月이

金이라고.하며 中和者를 土라고 하여 五行

된다.

主運과 主氣가 있어 一定한 分度를 따라

으로 表示하는바 이들을 五運이라고 하며
五運은 本이고 六氣는 標라고 하니 春은

位置가 定해진다.

木이고 夏는 火이고 長夏는 土이고 秋는

客運과 客氣가

金이고 冬은 水로 秋는 陰傾向이고 春은

變化가 일어난다.

있어

太過•不及•正常의

司天과 在泉이 있어 上半年은 司天이 下

陽傾向이며 夏는 陽이고 冬은 陰이며 長夏

半年은 在泉이 主宰한다. 또 四間氣와 五

는陰陽中間이다.

運行에서 遲速이 생기고 遲速에서 寒熱

時가 있고 中見이 있다. 少陽之上中見厥陰,

이 생기며 寒熱에서 淸濁이 생기고 淸濁에
서 輕重이 생기며 輕重에서 形의 盛衰가

陽明之上詞中見太陰，太陽之上中見少陰，厥

나타나 形과 氣로 分化되며 淸濁燥濕으로

上中見陽明이 되어 天地間에 在하여

分化되고 遲速은 風을 發하여 風•寒•熱•火

한다.

陰之上中見少陽，少陰之上中見太陽，太陰之

運氣에 主客에 따라 變化가 있고 變化에

•燥•濕이 分出되니 氣의 多少와 形의 盛衰
가 나타나 現象化한다.

그러므로 六氣는

는 有勝無復과 勝復이 있다.

南政과 北政이 있어 少陰君火가 主가 되

陰陽의 消長이고 五運은 陰陽의 盛衰이다.
燥는 乾하고 暑는 熱하고 風은 動하고

고 脈에도 應과 不應이 있다.

濕은 潤하고 寒은 凝하고 火는 溫한다.

亢害承制의 理가 있다.

司天•在泉에 따라 化物의 理가 있다.

風寒은 在下하고 燥熱은 在上하고 濕氣

以上은 運氣論을 要約한 것이다.

는 在中央하고 火氣는 遊行其間한다. 宇宙

는 自己53）運動으로 晝夜五時의 運行을 하
니

天度가 三百六十五度四分之一이다. 天

度에는 日行과 月行이 있으니

自應

이에

對하여 仔細한 것은 運氣論을 研究하기 바
라며 이것에 끝인다.

漢方生理學에서는 運氣論을 生理學에 導

日行은 365
日

入하여 生理現象을 體系지움에 身體環境內

되고

의 陰陽運行을 天度에 따라 365度 4分의 1

閏年에는 13月이 된다. 天度를 五區分하여

로 定하여 經穴 365•箇를55）選定하고 陰陽

生•長•化•收•藏의 分度를 定하니 72日 05

의 運行方向에 따라 陽從53
56）左 陰從右로 肝
55
54

日 25刻（一日 水下百刻）이 되고 1月의

數는 29日餘가 되며 月數가 12月이

度가 되고 六區分하여 氣의 多少의 分度를

54） 원래의 원고에는 "上”이 없는데, 틀리

定하니 60日 87刻이 된다.

다고 보아 보충해 넣었다.

天度 365度 4分의 1이 月度로 나누어 12

55） 원래의 원고에는 "을이라고 되어 있

辰이 되고 每辰마다 28夜에 28宿을 運行하

는데, 틀리다고 보아 "를로 바로 잡았

다.
56） 원래의 원고에는 "徒”라고 되어 있는

데, 틀리다고 보아 "從”으로 바로 잡았
다.

53） 원래의 원고에는 “巳”라고 되어 있는

데, 틀리다고 보아 “己로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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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은 右에 있으나 左로 行하고 脾氣는 左

五運六氣 槪念은 陰陽論的 思考가 天文

있으나 右로 行하고 上者는 右行하니

學에 導入되어 天文學을 陰陽理論으로 體

氣는 右요 下者는 左行하니 血은 左로 行

系지움에 陰陽이 天性體象觀察에 따라 分

하고 上은 陽이고 下는 陰임으로 中身以上
은 陽이고 中身以下는 陰이며 前後가 左右

化된 槪念이다.
그런데 이 槪念은 天文學的 觀察事項의

와 同一化하니 背는 陽이고 腹은 陰이 되

體系로 發展함과 同時 占星學的 體系로 發

며 上下가 外內로 同一化하니 外는 陽이고

展하여 混線을 이룬채 그대로 醫學에 導入

內는 陰이 되며 365穴은 12月에 12經으로

되어 占術的 豫知論과 科學的 事項이 混同

體系지우고 閏月을 따라 奇經八脈을 定한

되어 科學的 發展에 많은 障碍가 되었다.

에

그러나『內經』著作者가 人體生理와 病

다.
또 五運六氣에 主運과 主氣가 一定한 位

理에 五運과 六氣의 理論을 導入한 것은

置를 가짐에 따라 이를 表現하는 五臟六腑

占術的 豫知論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

를 定하고 燥熱은 左上하니 熱은 心으로

니고 觀察事項의 體系化에 있었던57）것이

燥는 肺로 表示하고 風寒은 左下하니 寒在

다. 그런데 一部 漢醫師들 中에는 이 點을

腎으로 風은 肝으로 表示하고 濕은 在中央

理解하지 못하고 占術的 豫知論에 蠱惑하

하니 濕은 脾로 表示하고 火는 遊行其間하

여 占術醫學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지도 않

니 三焦火가 遊行한다.
또 客運과 客氣가 運行하는 것과 같이

다.
또 漢醫學이 陰陽 .五運• 六氣를 基礎理論

臟腑氣血이 12經의 365穴을 運行하며 晝夜

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흔히 말하기를

7} 있는 것같이 人體에 榮衛의 循環이 있

陰陽論은『周易』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天

고 宿度 一千八分이라 이에 따라 榮衛는

文,地理• 數學• 醫學.其他 社會의 모든 分野

經絡을 50回 循環하며 寒熱이 生하며 淸濁

에 浸透된 것이니 漢醫學의 陰陽說도 占術

輕重과 遲速往復이 있고 體內에도 風寒暑

의 陰陽說과 同一한 것이고 五運六氣 亦是

濕燥火의 作用과 生長化收藏의 作用이 있

卜術에 活用하는 것이라 漢醫學은 占術과

고 이에 따라 消長生剋에 太過•不及과 正

같은 迷信이고 그릇된 判斷을 하는 수가

常의 變이 있으며 司天과 在泉을 따라 人

있는데 이것은 옳은 判斷이 아니다. 왜냐

身의 上半身과 下半身을 각각 主宰하는 氣

하면 漢醫學의 全書籍을 通해 보거나 現在

가 있고 有勝無復과 勝復의 現象이 나타나

漢醫師들의 臨床을 보아 그것이 占術的 醫

며 亢害承制의 理가 있고 少陰君火가 主가

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되는 것과 같이 人體에도 心臟이 君火가

『周易』에 있는 陰陽論이 天文 • 地理• 數學

되어 主가 된다는 構想體系로 人間個體에

•其他 社會 모든 分野에 導入된 것이 아니

서 觀察되는 生理現象을 體系지워 生理學

며 古代 中國의 學術上 唯一한 方法論이

을 築造한다.

陰陽論이었으며『周易』도 陰陽論者에 依하
여 著作되었던 것으로 推察되는 것이며 其

第2章 生命現象의 分析

57） 원래의 원고에는 “있어던”이라고 되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
다.

第1節 醫學의 五運的 五臟과 六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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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 學術도 陰陽論者에 依해 된 것이며 古

그러면 이 六氣와 五運的 五臟이 어찌하

代社會에서는 占術이 人事의 가장 重要한

여 生理나 病理에 合理性을 가졌는가 하는

事項이 되었음으로 占術이 모든 分野에 浸

것을 具體的인 觀察事項을 通해서 科學的

透된 것이라 하겠다. 設使 陰陽이『周易』

으로 明瞭히 밝힐6。)必要가 있다.

에서 나왔다 하더라도58)各 分野에 따라

各各 달리 發展한 것이니

第2節 六氣가 內包한 科學性

同一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假令 澱紛으로 떡• 엿•술•초
氣象을 要約하여 風寒暑濕燥火로 表示한

를 만들었다고 하여 同一視할 수 있을 것

인가? 同一視할 수 없을 것이다.

것이 六氣라는 것은 이미 위에서 알았거니

그러면 醫學에 있어서의 五運六氣를 考

와 이 六氣가 어찌하여 生理現象을 研究하

본다.『周禮』에서는 病理를 外感과

는데 絶對的으로 不可分의 重要한 要素가

察해

內傷의 二種으로 兩分하고 外感과 內傷의

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 生物이 生存하려

原因을 六氣로 나누었는데 外感의 原因으

면 環境條件으로 風度•溫度•濕度의 適當한

로는 陰陽• 風雨•晦明을 들었고 內傷의 原

條件이 必要하다. 이 風度•溫度•濕度는 氣

因으로는 喜 怒•哀•樂•愛•憎을 들었다. 또

候에 따르는 것으로 氣象의 六氣와 同一한

『禮記』에서는 人體의 五運的 五臟을 心은

關係를 갖고 있다. 溫度의 變化는 濕과 燥

土로 脾는 木으로 肺는 火로 肝은 金으로

로 나타나고 風度의 變化는 風勢의 强弱,

腎은 水로 定하였다.

卽 動搖의 强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內經』에서는 六氣를 風•寒 暑•

이 氣候의 變化가 人體에 影響되며 人身

濕•燥•火로 定하고 五運的 五臟을 肝은 木

은 이 影響에 反應하여 內部機能에 變化를

으로 心은 火로 睥는 土로 肺는 金으로 腎

일으키니61)때에 따라서는 生理를 도와 生

은 水로 定하였다.

理的 好調를 띠게 되고 때로는 生理를 害

이와 같이 서로 다른 記事를 볼때 以外

쳐 病理現象을 發하는 것으로 溫度•風度 •

어떠한 要約下에서만 生命現象은

의 六氣說과 五運的 五臟說이 또 있었을

濕度의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中에서 風 寒，

發顯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六氣와 肝木•心火•脾土•肺

그러므로 이 環境條件을 벗어난 生理現

金• 腎水의 五運的 五臟을 取하였다는 것은

象은 空想的으로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

『內經』著作者의 經驗的 歸納에서 이루어

나 現實에 있어서는 絶對로 環境의 影響을

졌을 것이며 臨床運用에 效果를 거둔다59)

받지않는 生理現象을 觀察할 수는 없는 것

는 것은 科學性이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고

으로 生理現象自 體가 環境的 刺戟과 合力

漢方醫學에 있어 數千年間에 아무 異論이

또는 分解를 일으키 며62) 發顯한 現象이다.

暑濕•燥•火의

없었다는 것은 客觀的 事項과 矛盾되지 않
음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60) 원래의 원고에는 "맑힐”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61)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니”라고 되

58) 원래의 원고에는 "하드라도”라고 되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62)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며”라고 되
어 있는더L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59) 원래의 원고에는 "걷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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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環境을 忘却하고 生理學을 硏究

하면 强 卽 亢進이 되고 a度以68)下로 下降

한다면 옳은 認識에 到達할 수 없을 것이

하면 弱 卽 不振이 될 것이다.
이러한 觀察에서 溫度•風度•濕度의 變化

다.

人身은 氣候의 溫度•風度•濕度만이 아니

와 生理現象變化의 關係를 數式的으로 研

라 身體環境內에는 溫度•風度•濕度의 關係

究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體溫計의

가 成立된다. 人身의 溫度는 體溫으로 適

計數만으로는 滿足할 수 없으며 a度의 基

當한 體溫을 保持하여야지 萬一 上昇하면

準이 個體에 따라 다를런지도 알 수 없는

熱이 되고 下降하면 寒이 된다. 또 適當한

濕度를 保持하여야지 萬若에 水分이 많으

일이다.
環境條件을 風度.溫度•濕度로 말한 것은

면 濕하고 적으면 燥한63)다. 人身의 風度

基本的인 條件이며 其外에 일일히 들 수

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動搖의 强

없으리만치 複雜多端하고 內部條件도 複雜

弱으로 運動狀態를 表示한

것이다. 例를

하다. 그러나 一切를 集約的으로 表現하면

들면 循環運動• 細胞의 活動 • 藏器器官의 活

廣義의 新陳代謝와 廣義의 刺戟으로 表示

動 分泌活動 .筋肉運動• 神經活動 等이 適當

할 수 있다. 이 新陳代謝와 刺戟은 機能變

해야지 萬若 亢進하면 强하고 不振하면 弱

化를 일으키고69)다시 六氣的 現象으로 轉

하다.

化하여 觀察되는 것으로 一切條件이 溫度•

이 內部의 溫度 • 風度• 濕度의 變化는 內

風度•濕度로 集約되는 것이다

그러면

部機能의 蹉跌로도 일어나지만 外部의 氣

實地로 生物의

生活活動現象을

前述한 바에 依하여 生命이 存禮할려면

觀察해 본다.
生細胞를 觀察하면 環境의 溫度가 極度

外部環境의 溫度• 風度• 濕度와 內部自 體의

로 上昇하든지 極度로 下降하면 死하고 適

溫度, 風度• 濕度의 適當한 條件을 갖추어 야

當한 溫度에 놓이면 生理現象이 活潑한 것

候와도 關聯性이 있다.

한다는 것을 明瞭히 알게 되었다.

을 볼 수 있고 濕度에 있어서도 濕度가 極

그러 면 生存에 好適한 限界內의 溫度,風

度로 높거나 極度로 낮으면 死하고 適當하

度•濕度를 a度로 定하자! 그러면 溫度에

면 生理現象이 活潑한 것을 볼 수 있고 風

있어서는 a度 以上으로 上昇하면 熱이나

度에 있어서도 氣流가 過極하거나 氣流가

火가 되고 a度 以啊下로 下降하면 寒이 되

停止하면 死하고 氣流가 適當하면 生理現

고 濕度에 있어서는 a度以65)上으로 上昇하

象이 活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適

면 濕이 되고 a度以66)下로 下降하면 燥가

當한 溫度와 適當한 氣流와 適當한 濕度를

되고 風度에 있어서는 a度以67)上으로 上昇

맞추어주면 生理現象이 活潑하다. 또 細胞
內部現象을 觀察하면 內部의 溫度•濕度,運

63) 원래의 원고에는 “하”라고 되어 있는

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67) 원래의 원고에는 “以"가 없었는데, 틀

64) 원래의 원고에는 “以”가 없었는더】, 틀

리다고 보아 보충하였다.

리다고 보아 보충하였다.
65) 원래의 원고에는 “以”가 없었는데, 틀
리다고 보아 보충하였다.
66) 원래의 원고에는 “以”가 없었는데, 틀
리다고 보아 보충하였다.

68) 원래의 원고에는 “以"가 없었는데, 틀

리다고 보아 보충하였다.
69)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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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狀態가 適當해야 生理現象이

活潑하지

溫度가 極度로 上昇 또는 下降하든지 濕度

또는 喪失되므로 滿足할만한 結果를 얻을
수 없다.

가 極度로 上昇 또는 下降하든지 運動狀態
에 異狀이 일어나면 死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生命現象을

일으키는70)힘을

生命力을 作用에 따라 分析하고 分析된 槪

念을 基礎로하여 生命現象을 分析研究하고

그러므로 六氣는 生物이 生存할수 있는

物理學的 化學的•解剖生理學的으로 觀察硏

基本條件인 溫度•風度•濕度의 三要素가 內

究한 事項을 이와 關聯시키어 生命力으로

容이 되었음으로 生理學이다. 病理學에 合

統一시키는 科學으로서

理性을 갖게 되어 實際臨床에서 科學性을

다.

妥當하다고

하겠

그런데 漢方生理學에서는 天文學的 槪念

發揮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六氣는 占術的 豫知論과는 스

인 宇宙力의 基本的 分析槪念인 發生力 推

스로 다른 것으로 外內環境條件을 生體에

進力• 綜合力• 抑制力 沈靜力의 五運을 導入

結付시켜 觀察하는 것이다. 어떠한 生命現

하여 生命力의 基礎的 分析概念으로 하고

象도 外內의 環境과 連結되지 않은 것은

이것을 五臟과 結付시켜 五運的 五臟槪念

없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잘 認識되고

을 形成하고 이 五運的 五臟의 發生機能 •

않되는 差가 있을 뿐으로 全體性的 움직임

推進機能 • 統合機能 - 抑制機能 • 沈靜機能으로

속에서 全體的 關聯을 가지며 獨立的 現象

生命現象을 分析하였다. 그러면 이 五運的

으로 觀察되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

五臟이 實際로 對象을 分析하는데 合理的

이 全體性의 意味는 重要한 것인데 分析해

이며 客觀的으로 妥當性이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分斷된 現象된 分析性에만 치우친

밝혀 본다.
于先 五種勢力的 機能의 相互關係를 理

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論的으로 展開해보자. 人間個體의

生命活

第3節 五運이 內包한 科學性

動은 發生機能이 없이는 推進機能이 發顯

生命活動現象을 觀察分析하는데는 生命

營爲될 수 없으며 推進機能에 依하여 生活

을 抹殺하고는 不可能하며 또 個體의 生命

活動이 推進됨에 抑制機能에 依하여 發生

現象은 個體의 全體에서만 觀察되는 것이

機能을 抑制하지 않으면 亢進을 調節할 수

될 수 없고 推進機能이 없이는 生活活動이

니 生命을 抹殺시키지 않고 全體를 破損하

없는 沈靜機能에 依한 沈靜이 없이는 發生

지 않으며 觀察하여야 할 것이다.

機能이 發顯할 수 없고 統合機能이 없이는

그러나 그렇다고 生命을 生命 生命했자

全體的 統一을 이룰 수 없다.

認識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方法으

그러므로 生命活動은 이 五種機能의 調

로든지 分析綜合하는데서 認識되어지는 것

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니 發生機能

이다. 그러나 物理學的으로 化學的으로 解

에 依하여 推進機能이 發顯하고 推進機能

剖生理學的으로 分析 研究한다는 것은 對

에 依하여 統合機能이 發顯하고 統合機能

象을 物質로 보고 物質에다 主體性을 줄때

70)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는”으로 되

에는 그것만으로 可能하지만 生命이 主體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
다.

가 될 때에는 그것만으로는 生命이 破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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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도 自己活動임으로 生命力은 沈靜作用

에 依하여 沈靜機能이 發顯하고 沈靜機能

을 한다. 이렇게 보아 生命力은 發生力•推

에 依하여 發生機能이 發顯한다.

進力•統合力•抑制力•沈靜力으로

또 反面으로 沈靜機能은 推進機能을 抑
制하고 發生機能은 統合機能을 抑制하고

것은 合理性이

分析하는

있고 客觀的 妥當性이

있

다.

抑制機能은 發生機能을 抑制하고 推進機能

그러면 이 生命力의 五種分析으로 生命

은 抑制機能을 抑制하고 統合機能은 沈靜

現象의 基本現象을71)說明해 본다. 發生力

機能을 抑制하는 拮抗的 相關關係가 있다.

은 發動을 일으키고花)推進力은 生命活動

그러면 이것을 具體的으로 認識하는데는

을 推進시키고 統合力은 榮養을 主司하고

生命現象의 基本條件을 分析해 보는 것이

抑制力은 呼吸을 主司하고 沈靜力에 依하

가장 손쉬운 일일 것이다. 生命條件은 運

여 排泄과 生殖을 한다. 그래서 生命은 自

動狀態에 있다는 것, 運動은 自己發生이라

己運動으로 新陳代謝와 成長을 하고 生殖

는 것, 新陳代謝를 한다는 것, 成長을 한다

을 한다. 그러므로 一切現象은 이것이 基

는 것, 生殖을 한다는 것이다.

本이 되어 發展한 現象에 不外한 것이라고

生命現象이 推進될려면 運動狀態에 놓여

할 수 있다.

져야 하며 運動狀態가 休止하면 生命은 消

失된다. 그러므로 運動은 生命의

그러면 이 現象을 가장 簡單한 單一 細

推進을

胞體生物에서 觀察해보자. 細胞는 核과 原

意味하는 것으로 生命力은 生命推進作用을

形質과 膜으로 構成되었다. 生命現象이 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運動의 發顯은

續하는 限 原形質은 運動狀熊에 놓여 있고

自己發生에 依한다. 그러므로 生命力은 生

生命을 喪失하면 原形質의 運動은 靜止한

命推進運動의 發生作用을 하고 있음을 알

다. 그러므로 原形質의 運動은 生命現象을

있다. 生命力은 生命現象을 調節하는

推進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細胞

作用을 한다. 그 調節은 亢進을 抑制하는

가 生活活動을 하는데는 에너지를 供給해

것이니 抑制作用이다. 生命體는

야 하고 에너지를 供給함에는 體內物質이

수

自己消盡

으로 內部가 空虛해져서 乖離崩壞되는 것

分解한다. 分解된 物質은 刺戟을

을 營養을 吸收하여 全體的 統合을 維持한

고而)刺戟反射로 原形質의 運動이 發生하

다. 이것도 生命의

自己的 活動이니 生命

고 原形質의 運動으로 物質交代가 되어 分

力은 統合作用을 하고 있는 것이다. 榮養

解物質이 한곳으로 沈靜되면 膜外로 排泄

일으키

아니라 内部에

된다. 이로 因하여 細胞는 自己消盡을 일

蓄積되어 成長한다. 그러므로 成長은 生命

으켜74) 乖離崩壞되므로 膜에서 榮養物質을

吸收는 다 消費되는 것이

活動의 推進이 進行하는 途中 統合作用과
沈靜作用의

複合現象이라고 할수

71) 원래의 원고에는 의”라고 되어 있는

있다.

더〕,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生命이 生活活動을 함으로 생긴 廢物質이

72)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內部에 蓄積만 한다면 生命持續이 不可能

73)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하므로 沈靜淨化하여 排泄한다. 또 生命은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自己機能形態를 沈靜시켜 遺傳子를 만들고

74)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켜”로 되어 있

이것이 成長하면 排泄함으로 生殖한다. 이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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吸收하여 補充하므로 全體的 統合을 이룬

I
呼吸現象이
發顯함으로 排泄現象이 發顯한

다. 細胞가 物質을 分解하여 에너지를 얻

다고 보아 發生機能은 推進機能을 推進機

는 것은 酸素의 吸收로 되는 것인데 酸素

能은 統合機能을 統合機能은 抑制機能을

가 無作定 吸收되면 分解亢進으로 生命이

抑制機能은 沈靜機能을 沈靜機能은 發生機

危險하므로 呼吸으로서 깨스와 酸素를 適

能을 生한다고 볼 수 있다.

當히 交換하여 이를 調節한다. 그러나 細

그러면 反對面으로 考察해보자. 生物實

胞는 終末에는 老死하고 만다. 그러면 生

驗에 있어 呼吸을 抑制하면 에너지 發生이

命은 끊어진다. 그러므로 細胞는 老衰하기

低下되고 에너지 發生을 亢進시키면 營養

前에 自己 機能形態를 沈澱시켜 內部的 排

이 低下되고 營養의 消耗를 制止시키면 排

泄로 核分裂이 일어나고 이것이 成熟하면

泄이 低下되고 排泄을 亢進시키면 生命活

外部排泄로 細胞의 分裂을 일으켜75) 新生

動이 低下되고 生命活動을 亢進시키면 呼

細胞를 生産한다.

吸이 頻數해진다. 呼吸이 頻數해지는 것은

이와 같이 單一細胞體生物의 生命現象에

呼吸抑制 低下를 意味한다.
그러므로, 沈靜機能은 推進機能을79)抑

서 發生力• 推進力• 統合力• 抑制力 沈靜力 이
拮抗關係를

制하고 推進機能은 抑制機能을 抑制하고

考察해 본다. 細胞에 있어서 物質刺戟없이

抑制機能은 發生機能을 抑制하고 發生機能

는 原形質의 運動은 發顯할 수 없고 原形

은 統合機能을 抑制하고 統合機能은 沈靜

質의 運動없이는 生活活動이 推進될 수 없

機能을 抑制한다고 볼 수 있다.

觀察된다. 그러면 五種機能의

고 生活活動으로 自己消耗가 일어나지 않

여 기서 우리는 相生• 相剋的 現象이 觀察

으면 榮養吸收運動이 發顯할 수 없으며 吸

된다고 할 수 있다. 人體의 모든 機能이

收한 物質을 에너지化하지 않으면 呼吸運

다 單一細胞生物에서

動이 發顯할 수 없고 呼吸에 따라 吸收된

分化發展에 지나지 않으며 五臟은 이 五種

酸素의 化學作用으로 廢物質이 생기지 않

機能分化의 代表的 器官이다.
六氣와 五臟의 關係를 觀察하면 發生機

으면 排泄運動이 發顯할 수 없다고 볼 수

能의 亢進이나 不振은 運動의 强弱을 發生

도 있다.
그러므로 排泄物質이 發生함으로 刺戟이

發顯하여 刺戟反應을 일으키고花)刺戟反應
이

發顯함으로

觀察한 五種機能의

原形質의

運動을

일으키

고77)原形質의 運動이 發顯함으로 榮養吸

하고 推進機能의 亢進은 熱을 發生하고 統
合機能의

亢進은

濕을

發生하고

抑制機

能80)의 亢進은 燥를 發生하고 沈靜機能의

亢進은 寒을 發生한다.

前述한 바와 같은 觀察에서 五運的 五臟

收 現象을 일으키고78)榮養吸收를 함으로

은 生命力을 五種勢力의 基本勢力으로 分
75)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켜”로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76)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79) 원래의 원고에는 "推進機能을”이 없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보충하였다.
80) 원래의 원고에는 “能”이 없었는데, 틀
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77)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78)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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析한 槪念으로 生理學이나 病理學에 合理

나 이것으로 肝臟의 獨特한 機能을 表示한

性을 갖게 되어 實際臨床에서 科學性을 發

것이라 할 수 없다. 肝臟의 作用은 아직까

揮하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도 未知의 部分이

있으며 人體內의 한

化學工場이라고 할만큼 化學的 일을 하고
第3章 五種勢力의 分化

있다. 그래서 體內에 이롭지 못한 有毒한

物質을 無毒한 物質로 만들고 血液中의 過
人間個體의 形態나 內部의 構造는 古來

剩한 血糖을 에너지源인 글리코겐을 만들

로부터 오늘과 같은 人間個體의 形態를 所

어 貯藏하였다가 血液의 血糖이 不足하면

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單一細胞體生

이를 補給해주고 運動時에는

物의 形態로부터 周圍環境의 影響을 받음

된다. 運動은 筋의 收縮으로 일어나는 것

에 그 環境에 適應한 生存이 可能하도록

이며 筋의 收縮運動은 筋肉內에 있는 글리

局所的 要約에 따라 機能이 分化되어 專擔

코겐이 分解하여 에너지를 얻음으로 可能

的 器官이 形成되므로 自然히 多細胞體가

한 것이다. 그러므로 運動發生을 觀察할때

되어 그 形體가 커지고81）이에 따라 더욱

筋肉과 肝臟이 一連을 이루고 있음을 볼

環境變化에

수 있으니 肝臟과 筋肉을 運動發生器管系

따라 必要한 器官이나 部分은 不必要한 器

統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며 肝臟의

官이나 部分은 退化消失되는 變化가 反
復82）하여 오는 中에 現在와 같은 高度로

가장 獨特한 意義는 運動發生에

複雜한 機能分化가

일었으며

에너지源이

있다 할

到達하였으라는 進化論的

것이다.
單一細胞體生物일때는 그 構造가 簡單하

推測과 母體內의 胎原細胞의 簡單한 組織

여 모든 機能이 分化되지 않았으나 多細胞

에서 三胚葉이 생기고 이 胚葉이 分化되어

體生物이 되면 各 機能이 分化됨에 따라

各 器官이 發生하여 發育成長한 것이 複雜

運動發生機能의

한 人間個體라는 것을 생각할때 모든 것이

産의 分化過程을 살펴보면 여러 物體中의

前述한 바와 같이 生命力의 五種勢力의 分

어느 種에

化發達이라는 것을 더욱 確信케 한다.

內側에 突起를 내밀고 突起한 部分이 細胞

發達한 人體에

器官도 分化된다. 運動生

있어서는 表面에

있는 細胞가

그러면 細胞의 五種勢力이 複雜한 分化

體보다도 잘 收縮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 人體의 各 器官이 된 過程을 推察해 보

이것이 一種의 筋肉의 原型이라고 할 수

기로 한다.

있는 것으로 運動發生器官圈）의 分化를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生物의 運動은 內
第1節 發生機能의 分化

部의 原形質의 運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形體의 變化 또는 位置의 移動에까지
여태까지는 膽汁을 生産한다는

發展하게 되고 高等動物이 되면 巨軀의 身

것만으로 消化器管系統으로 보았다. 그러

體를 움직이고 많은 힘을 一時에 쓰게 되

肝臟을

는 動作이 必要해지며 筋肉에서 에너지를
81） 원래의 원고에는 크지고로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83）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82） 원래의 원고에는 “返復”이라고 되어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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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筋收縮運動을 하면 筋肉이 消耗되어

는

萎縮된다. 그러므로 이를 補充하고 또 많

白血球는 食喰作用을하는 것이니 淋巴球와

은 에너지를 쓰게 될 때 에너지源을 供給

類似한 것으로 淋巴系統에 歸屬시키고 榮

하는 器官84）이 必要하게 되어 肝臟이 생긴

養物質은 消化器官89）系統을 거쳐 吸收되는

것이라고. 그 分化過程을 推察하면 肝臟을

것이니 消化器系統에 歸屬시키고 異化物質

發生機能의 代表的 臟器로 보게 된다.

은 排泄될 것이니 排泄器官90）系統에 歸屬

것이니

呼吸器官88）系統에

歸屬시키고

原形質의

시키고 心筋은 運動을 發生하니 肝臟器官

物質分解機能으로부터 全身에 分布된 隨意

系統에 歸屬시키면 心臟의 獨特한 機能은

筋肉과 肝臟에 이르기까지를 肝臟槪念으로

무엇인가 하는 問題가 남게 된다.

이와같이

考察에서

細胞內의

擴大시키고 肝臟을 發生機能의 代表的 臟

人體는 心臟이 週期的 運動을 繼續할 때

器로 보고 肝臟槪念을 더욱 擴大시켜 人間

血液이 流動하여 血管을 흐르고 各 細胞內

個體內의 運動發生機能은 다 肝臟에다 統

의 原形質의 流動이 繼續하며 生命活動이

合시키면 一切 發生機能은 肝臟으로 表示

推進되어 生存하는 것 이 나, 反對로 心臟의

할 수 있고 이 肝臟은 解剖學的 肝臟槪念

搏動이 休止하면 血液이 血管內를 흐를 수

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解剖學的 肝臟은

없게 되며 各 細胞內의 原形質의 流動이

狹義의 肝臟이고 發生機能으로서의 肝臟은

停止되어 生命現象이 消失되므로 完全死에

廣義의 肝臟이라 하겠다.

이른다. 이와같이 生命活動現象에 重要한
役割을 하는 心臟을 補助的 器官이라고 할

第2節 推進機能의 分化

수는 없다.
單一細胞體生物일때는 그 構造가 簡單하

이제까지는 循環器官85）系統을 血液•血球

여 直接 膜外에서 營養物質을 吸收하고 異

，血漿과 血管•動脈•靜脈•毛細血管으로 보

化物質을 膜外로 排泄하며 膜에서 呼吸하

고 血球는 白血球와 赤血球로 血漿은 모든

고 原形質의 流動으로 物質을 內外로 運搬

榮養物質과 其他物質을 溶解한 液體로 分

하지만 多細胞體가 되면 內部에 있는 細胞

析하였으며 그 機能을 榮養物質과 酸素를

는 다른 細胞에 싸여서 吸收,排泄•呼吸이

各 器官86）細胞에 供給하며 異化物質을 排

不可能하게 된다. 그래서 細胞間에 間隔이

泄하는 것을 돕는 補助器官87）으로 解釋하

생기게 되고 이것이 發達하여 管을 이루고

였다. 그러나 다시 綿密히 따져 볼 必要가

原形質의 流動運動이 管內에까지 延長되어

있다. 赤血球는 酸素와 炭酸까스를 交換하

內部의 細胞가 營養物質의 吸收와 異化物

質의 排泄과 呼吸을 할 수 있게 되니 이것
84）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이 一種의 血管의 原型이라고 할 수 있으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88）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85）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89）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86）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90）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87）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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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細胞가 많아지면 吸收할 物質과 排泄할

볼 수 있으니 여기서 除外하고 다시 脾臟

物質이 많아져서 混合되기 쉬우므로 出入

을 집어 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

의 通路가 分化되어 動脈과 靜脈이

되고

면 血液內의 營養은 淋巴의 仲介에 依해

通路가 길어지면 流動力이 弱해져서 管内

吸收되고 細胞에 分配하여 脾臟은 淋巴系

에 停滯되므로 心臟의 器官이 생기게 된

統에 屬하는 臟器로 볼 수 있는 點이다.

것으로 그 分化發展過程을 推察할 수 있으

胃 小腸 •大腸을 綜合한 代表的 器官을 胃

니 心臟의 機能도 原形質의 流動機能과 다

로 表示하고 消化液腺을 綜合한 代表的 器

없는 것이니 推進機能의 代表的

官을 膵臟으로 表示하고 營養供給系統을

를 것이

代表하는 器官을 脾臟으로 表示하며 다시

臟器라고 하겠다.
全身에 血液을 循環시키는 힘이 心臟（解

消化液腺을 綜合한 膵臟과 營養供給系統을

剖的 所見）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表示한 脾臟을 統合하고田）脾臟으로 表示

수는 없다. 왜냐하면 心臟이 材料學的으로

하여

보아서 그만한 힘을 내는데 견디어 낼 수

全部를 表示하는 代表的 器官으로 하면 이

없기 때문이다.

脾臟은 解剖學的 所見의 器官이 아니고 全

그러므로 血液循環은 心臟活動外에 血管

消化液腺의

全部와 營養供給系統의

消化器官系統을 集約한 槪念의 脾臟이 된

作用도 생각

다. 이와같이 解剖學的 所見을 떠나서 集

케 되는 것이니 兆가 넘는 人體構成 成分

約的으로 表示해야 할 必要性이 어디에92）

活動•毛細管現象•渗透壓들의

의 細胞內 原形質의 流動도 이에 影響될

있느냐 하면 單一細胞體生物에 있어 營養

것으로 推測된다.

物質을 吸收• 消化하는 機能이 分化된 것 이

이와 같은 考察에서 原形質의 流動에서

기 때문에 이것을 簡單히 表示하기 위함이

이르기까지를 心臟槪念으로

다. 다시 말하면 單一細胞體生物에서 觀察

擴大시키고 이 心臟을 推進機能의 代表的

한 바의 統合機能은 榮養을 主司하는 것이

臟器로 삼고 여기다 人閭個體內의 生命活

니 이 機能이 그와 같이 여러 器官으로 分

動推進機能을 統合시키면 一切의 推進機能

化發展한 것임으로 다시 統合機能으로 統

은 心臟으로 表示할 수 있고 이 心臟은 解

一시키고자 함이다. 그러면 單一細胞體生

剖學的 心臟槪念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物에 있어 各 器官이 分化된 過程을 밝혀

解剖學的 心臟을 狹義의 心臟이라고 하고

보아야 하겠는데 이는 單純하지 않아 앞으

推進機能으로서의 心臟은 廣義의 心臟이라

로의 많은 研究가 必要한 것이다. 다만 單

하겠다.

一細胞體生物이 膜內로 吸收한 營養物質을

부터

心臟에

原形質內에서 受理하고 原形質의 流動으로
第3節 統合機能의 分化

全身에 分配하던 것이 分化되어 그 處理器

官이 複雜化된 것이고 이와 같이 複雜하게

消化器官系統으로 흔히 口腔 咽頭•食道•
胃•胃液腺•小腸•腸液腺•大腸肛門•肝臟•膽

91） 원래의 원고에는 "統合하여”라고 되

囊•輸膽管•膵臟•膵液腺과 唾液腺 等을 든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
다.
92） 원래의 원고에는 "어데”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다. 그러나 肛門은 排泄器官系統으로 볼
수

있으며

肝臟은 運動發生器官系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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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化된 것은 榮養物質이 變한데 起因된 것

이와같은 考察에서 細胞의 呼吸으로부터

이라고 하겠으며 榮養運搬은 原形質의 流

赤血球를 通해 肺臟에 이르기까지를 肺臟

動의 發展인 血液循環에 依據하고 있는 것

槪念으로 擴大시키고 이 肺藏을 抑制機能

이라고 하겠다.

의 代表的 臟器로 삼고 여기에 人間個體內

이와 같은 考察에서 原形質內의 榮養吸

의 抑制機能을 統合시키면 一切의 抑制機

收로부터 全身의 營養에 關한 面과 全消化

能은 肺臟으로 表示할 수 있고 이 肺臟은

器官系統으로 擴大시키고 이것을 脾臟으로

解剖學的 槪念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解

表示하여 統合機能의 代表的 臟器로 삼고

剖學的 肺臟은 狹義의 肺臟이고 抑制機能

여기다 人間個體內의 統合作用을 統合시키

으로서의 肺臟은 廣義의 肺臟이라 하겠다.

면 一切의 統合機能은 脾臟으로 表示할 수
第5節 沈靜機能의 分化

있고 이 脾臟은 解剖學的 脾臟과는 달라진
다. 그러므로 解剖學的 睥臟은 狹義의 脾

臟이라고

하고 統合機能으로서의

排尿器官系統으로

脾臟은

腎臟•輸尿管膀胱尿

道가 있어 體內에서 不必要한 物質을 體外

廣義의 睥臟이라고 하겠다.

로 排泄하고 肛門은 排便하며 또 生殖器官

系統으로 精巢나 卵巢가 있어 精子나 卵子

第4節 抑制機能의 分化

를 排出하고 子宮은 胎兒가 成熟하면 排出

喉頭•氣管支•肺臟이며

한다. 그러므로 排尿器官系統과 肛門과 生

外部에서 酸素를 吸收하고 體中에서 新陳

殖器官系統을 合하여 排泄器官系統으로 볼

代謝의 結果 發生한 物質을 排出한다.

수도

呼吸器官系統은

있다. 그러면

一切 排泄器官系統을

單一細胞體生物일때는 그 構造가 簡單하

集約하여 腎臟으로 表示하면 腎臟은 排泄

여 膜에서 直接 呼吸하고 이 呼吸은 原形

器官系統의 代表的 器官이 될 것이다. 왜

質의 流動에 依해 全體에 波及되어지는 것

이렇게 할 必要가 있느냐하면 單一細胞體

이지만 多細胞體生物이 되면 그 構造가 커

에

있어 排泄과 生殖은 沈靜機能에 依한

지며 많은 細胞로 되어 直接 呼吸할 수 없

것이고 多細胞體生物이 되면 그 構造가 複

게 되며 그 機能이 複雜해져서 呼吸調節의

雜해져서 簡單히 核分裂과 細胞의 分化로

形態로만은 生命活動의 調節을 하기 어렵

生殖을 하던 것이 分化되어 生殖器官系統

게 되므로 抑制機能은 呼吸調節外의 여러

으로 發展하였고 原形質의 流動으로 異化

가지 形態로 變化發展하고 呼吸을 專擔하

物質을 運搬하여 體外로 排出하던 것이 排

는 肺臟이 생기게 되고 各 細胞들의 呼吸

尿器管系統으로 分化하여

을 可能케 하기 위하여 赤血球가 생겨 血

原形質內에서 原形質의 流動으로 異化物質

發展한

것이며

管內를 流動하게 된다. 그러므로 單一細胞

이 運搬되던 것이 血管內에서 血液의 流動

에 있어서 呼吸物質이 原形質의 流動으로

으로 運搬된 것이므로 이것을 沈靜機能으

全身에 運搬되는 것과 같이 血液循環的으

로 統一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 各 器官

로 全身에

運搬되는

것이다.

呼吸器官의

分化發展過程은 아직 研究가 不足하여 다

93) 원래의 원고에는 "밀고'라고 되어 있

음 機會로 미루고93)여기서는 省略한다.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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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單一細胞體生物에서 多細胞體生物이 됨

나 心肝의 意味는 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에 따라 分化發展한 過程을 밝혀야 하겠는

모든 機能을 推進시킨다는데 있는 것이며
心肝器官95）系統은 推進機能을 發揮하는 器

데 이것은 아직 研究치 못하였다.

이와같은 考察에서 各 細胞의 分裂增殖

官系統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더 極微하

과 異化物質 排泄로부터 血管을 通해 排尿

게 보면 心肝을 構成하는 各 細胞內에도

器官系統에 이르름과 아울러 肛門과 生殖

五藏機能이 觀察된다. 이와같은 考察은 心

器官系統을 綜合한 것을 腎臟의 槪念으로

肝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肝•脾•肺•腎의

擴大시키고 이 腎臟을 沈靜機能의 代表的

四臟도 同一한 것이다.

이와같은 生理學的 構造는 單一細胞의

臟器로 삼고 여기에 다시 人間個體內의 沈

沈靜機能은

生物이 다 多細胞體의 生物이 다 全一體의

腎臟으로 表示할 수 있고 이 腎臟은 解剖

生物로 全體性을 띈 단 하나의 生命現象이

學的 腎臟槪念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解

니 그 크고 적기가 各各 다르다. 그 現象

剖學的 腎臟은 狹義의 腎臟이고 沈靜機能

이 複雜하여 單一細胞體生物로부터 數兆에

으로서의 腎臟은 廣義의 腎臟이라 하겠다.

達하는 生物이 있으나 基本構造는 同一한

靜機能을 統合시키면 一切의

것으로 그것의 分化發展임을 알수 있고
第4章 五臟과 陰陽

그 分化發展系統의 體系를 發見할 수 있는
것으로 五臟은 結局 生命現象의 基本構造

第1節 基本構造로서의 五臟

라는96）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觀察은 모든 現象을 五臟機能

前述한 바에 依하여 廣義의 五臟槪念을

의 均衡과 蹉跌 또는 亢進과 不振으로 說

理解하게 되었다. 廣義의 五臟은 五種機能

明할 수 있게 하며 外來的인 精神的 條件，

을 代表하는 臟器로서 크게 보면 全身에

微生物的 條件 • 氣候的 條件 및 其他 에너

아니닿는 곳이 없고 極微하게 보면 細胞內

지的 條件과 內部的인 精神的 條件,機能的

에도 存在하는

것으로 器官•組織•細胞中

條件•物質的 條件 및 吸收와 排泄이 다 五

어느 곳이고 이 五臟機能은 存在한다. 一

臟機能을 亢進시키거나 抑制시키는 作用으

例를 解剖的 所見의 心臟에서 考察하면 心

로 觀察할 수 있는 것이며 이 五臟은 生命

臟을 形成한 筋肉은 肝臟器官系統에 屬하

力의 陰陽勢力으로 統合되어 全一生命으로

고 赤血球는 肺臟器官系統에 屬하고 白血

歸一되는 것이니 全一生命인 主.體에서 一

球와 營養物質供給은 脾肝器官系統에 屬하

切現象을 演繹할 수 있으며 모든 經驗的

고 異化物質排泄은 腎肝器官94）系統에 屬한

歸納을 이 體系에 담을 수 있다• 生理學的

다. 이 와같이 考察하면 心肝은 肝• 脾• 腎,

•化學的•解剖學的 觀察도 이 體系에 統合

肺의 四器官系統이 모여서 된 것으로 心肝

할 수 있으므로 分析性 觀察과 全體性 觀

自 體는 分解되어 그 意味를 喪失하는 것 이

察을 相補하여 보다 正確한 認識에 到達할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
95）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96） 원래의 원고에는 "하는”이라고 되어

94） 원래의 원고에는 "管”이라고 되어 있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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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振을 일으킨다97)는 것은 蛋白質에 따라

수 있다.

PH가 다르며 蛋白質은 中性의 兩性物質로

第2節 陰陽氣의 協關

그 活動의 極大•極小値를 示하는 것과 類
似하고 化學的으로 酸化와 還元에 따르는

全一生命은 形化와 氣化의 陰陽勢力으로

酸과 알카리를 聯想케 하며 別使가 五臟機

分化하여 機能과 構造로 發顯하고 機能은

能을 推進 또는 抑制시켜 全體的 機能을

神과 氣로 構造는 精과 血로 分化되고 이

統攝하는 陰陽의 陰陽氣가 된다는 것은 마

精神氣血이

人間個體의

構成要素가 되어

치 神經協關과 液體協關과 類似하다.

細胞를 形成하고 이 細胞의 機能이 分化하
第 4 精神의 基層部로서의 五臟

여 五臟의 構造와 機能으로 發展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五臟을 構成하는

것은

精神氣血이며 五臟機能은 陰陽勢力이 分化

生物의 一切活動을 自己機能形態의 保存

發展한 것이다. 五臟機能을 全一生命力의

이라는 槪念으로 集約하면 生物의 一切活

分化體系에서 細察하면 推進機能은 陽勢力

動은 自己機能形態의 保存을 위한 生命活

이고 沈靜機能은 陰勢力이고 發生機能은

動이다. 生命이 어떠한 經路를 밟아서 發

陽傾向勢力이고 統合機能은 陰傾向勢力이

顯하였는지는 모르나 生命이 發生함으로부

고 統合機能은 이 陰陽 兩勢力을 聯結統合

터 生命의 歷史는 열렸고 生命의 世界는

하는 陰陽中性의 勢力이다. 이것을 直線座

展開되었을 것이다. 이 生命의 歷史•生命

標線으로 表示하면 全一生命力은 直線으로

의 世界는 生命이

나타나고 五種勢力은 線上의 點目으로 表

기 위한 歷史요, 世界다.

自己機能形態를 保存하

示되어 全一生命의 分化임을 나타내게 된

生命은 誕生으로부터 自己機能形態를 保

다. 이 全一生命力이 陰陽勢力으로 分化發

存하기 위해서 活動을 한다. 이것이 生理

展함에 正使와 別使로 分化하고 正使는 五

活動의 根本이고 精神活動의 根本이라 하

臟機能과 構造로 分化發展하여 消長盛衰運

겠다. 그러나 生命이 自己機能形態를 保存

動을 함으로 各臟의 機能이 發顯하는 것이

하는 活動을 하나 宿命的인 環境의 阻害와

며 別使는 全體的으로 總括하는 勢力이 되

自己消盡이란 悲劇이 따른다.

어 陰陽으로 分化되고 이것이 다시 陰陽으

여기서 生命活動은 環境의 應化와 改造,

로 分化한 것이 陽氣와 陰氣다. 그러므로

그리고 自己消盡의 補充이라는 槪念이 照

陽中의 機能을 亢進시키는 것은 陽氣이고

會하는 活動을 展開한다. 그러나 最終에는

機能을 抑制시키는 것은 陰氣이며 또 陰中

死에 終着하고 만다. 이 最後의 死에 直面

의 機能을 亢進시키는 것은 陽氣이고 機能

한 生命은 機能形態를 遺傳하기 위하여 生

을 抑制시키는 것은 陰氣다. 이것을 가르

殖活動을 한다.

켜 陽中에 有陰이고 陰中에 有陽이라고 한

이 生存을 위한 生命活動은 肉體的 生理

다. 그러면 理解를 돕기 위하여 洋方學理

活動과 知能的 精神活動으로 分化되어 肉

와 比較하여 본다. 五臟의 各各의 陰陽은
中和되었으면서도 陰陽이 다르고 五臟機能

97)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킨다”라고 되

에 陰陽化가 일어나면 五臟機能의 亢進과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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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的 生理活動은 現存을 위한 器官活動과

는 것이고, 志라고 하는 것은 作强官能을

遺傳을 위한 生殖活動으로 分化되고 環境

말하는 것이다.

에 適應하도록 進化하며 知能的 精神活動

推進機能에 依해 神明官能을 일으키고99)

은 現存을 위한 求食活動•對敵活動•環境改

發生機能에 依해 衝動官能을 일으키고1附

造活動과 繁殖을 위한 求性活動으로 發展

抑制機能에 依해 檢閱官能을 일으키고 I。。

하며 環境에 適應하도록 進化한다.

沈靜機能에 依하여 沈靜意識機能이 일어나

그래서 이 複雜하고 多樣性을 띤 活動이

作强官能을 일으키고102) 統合機能에 依하

綜合되 어 文明• 文化의 世界가 創造되 고 그
속에서 生命은 生命活動을 繼續하므로 精

여 意識機能이 일어나 人格官能을 일으
켜103) 表面에 나타나는 것으로 作强官能과

神은 環境의 關係鍛鍊에 따라 發育成長에

人格官能이 精神現象의 본바탕이 된다. 이

變化를 일으키나98) 生命活動現象으로서의

各官能은 環境의 刺戟的 反應으로 發展成

肉體와 分離하여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長한다.
그러므로 五種機能인 五臟에다 그 基底

다.
構造와 機能은 全一生命現象의

를 두고 五種機能에 따라 일어나는 生理的

兩面性으로 生物을 떠나서 精神發顯을 觀

性質로서의 傾向性을 發見하고 이것을 精

察할 수 없음으로 精神活動이 不隨形的 機

神構成의 基本要素로 한 것이다.

生物의

神明官能이란 生物의

能으로 觀察되 나 器官• 組織 • 細胞의 活動과

活動現象中

가장

分斷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機

神明한 精神發顯의 힘을 말한 것이다. 生

能에 따라 精神의 傾向性이 發顯되어 基本

命이 存續해야 精神이 發顯하는 것이니 生

構造로서의 深部의 基層을 이루고 이것이

命活動의 推進機能이다. 그러므로 肉體的

發展成長하여 多樣性을 띠게 된 것으로 보

으로 觀察하면 生命活動을 推進하는 心臟

고 精神機能의 構造를 5分析하면 形體的

活動이고 精神的 傾向으로 觀察할때는 本

機能과 다름없이 五種機能이 되니 卽 推進

能的 生의 欲望傾向으로 心臟活動과 神明

機能•發生機能•統合機能•抑制機能■沈靜機

官能은 同一機能의 兩面的 活動 또는 觀察

能이 된다.
그러므로 人間精神은 過去의 原始狀態에

이라고 하겠다.
衝動官能이란 沈靜精神狀態에서 意識的

있어서는 簡單한 傾向性이었던 것이 漸次

精神으로 發動시 키 는 精神活動 이다. 그 러

發展하여 現在와 같은 精神活動을 하게 된

므104)로 發生機能이니

肉體的으로 觀察하

것으로 推察된다.
99)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라고 되

漢方에서 精神的 要素로서 神이라고 하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는 것은 神明官能을 말하는 것이고 魂이라

100)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라고 되

고 하는 것은 衝動官能을 말하는 것이고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01)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라고 되

意라고 하는 것은 人格官能을 말하는 것이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고, 魄이라고 하는 것은 檢閱官能을 말하

102)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고라고 되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03)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켜”라고 되어

98) 원래의 원고에는 "이르키나”라고 되

있는더),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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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肝臟活動이고 精神的 傾向으로 觀察하

■
依한
自己化傾向은 어떤 欲求가 생각키는

면 精神의 衝動傾向性으로 肝臟과 衝動官

氣分으로 發展하고 作强官能에 依한 潛在

能은 同一機能의 兩面活動 또는 觀察이라

傾向은 性慾氣分으로 發展한다.

하겠다.

萬若에 體內에 榮養이 消耗되고 胃内에

檢閱官能이란 欲望的 衝動이 無秩序하게

消化物質이 없으면 이것이 傾向性을 刺戟

發動하면 도리어 生命存續에 不利 危險하

하며 먹을 것을 생각케 된다. 自己環境에

므로 適當히 抑制하는 精神活動이다. 그러

酸素가 不足하면 抑壓感을 느끼게 되고 强

므로 抑制機能이니

肉體的으로 觀察하면

迫感이 일어나며 悲哀가 깃들고 肝臟系統

肺臟活動이고 精神的 傾向으로 觀察하면

에 血分이 過剩하면 頑强하고 잘 興奮하며

抑壓傾向性으로 肺臟과 檢閱官能은 同一機

怒하기 쉽고 心臟活動이 圓滑하면 明朗하

能의 兩面活動 또는 觀察이라 하겠다.

고 生氣가 充滿하여 喜悅을 느끼고 生殖機

作强官能이란 意識事項을 淨化하여 沈靜

能이 亢進하면 性慾이 일어나고 生活活動

意識으로 存置하므로 無意識化하였다. 衝

이 極度로 沈滯하면 恐怖가 일어난다. 그

動을 받으면 意識化할 수 있는 精神活動이

러므로 이 傾向性이 基層이 되어 情緖와

다. 그러므로 沈靜機能은 肉體的으로 觀察

觀念이 形成되는 것이라 하겠다.

하면 腎臟活動이고 精神的 傾向으로 觀察

이와같은 氣分은 弛緩 興奮 緊張•沈靜•

觀念傾向性으로 腎臟과 作强官能은

鬱欲의 狀態로도 나타난다. 鬱欲狀態는 緊

同一機能의 兩面的 活動 또는 觀察이라고

張은 아니며, 그렇다고 沈靜도 아니고 興

하였다.

奮이나 弛緩도 아니다. 그것은' 暴發하면

하면

人格官能이란 衝動을 받아 일어나는 精

興奮도 될 수 있고 持續하면 沈靜도 될 수

神的 現象을 自我的으로 統合하여 한 人格

있으며 急迫해지면 緊張도 될 수 있고 弱

的으로 統一發顯하므로 自己意識化하는 精

化하면 弛緩될 수도 있는 狀態를 말한 것

神活動이다. 그러므로 統合機能이니

이다. 喜하면 弛緩되고 怒하면

肉體

興奮되고

的으로 觀察하면 脾臟活動이고 精神的 傾

悲하면 緊張되고 恐하면 沈靜되고 思하면

向으로 觀察하면 意識活動으로 脾臟과 人
格官能은 同一機能의 兩面的 活動 또는 觀

鬱欲해진다.
喜悅은 快活明耕한 精神活動으로 氣和志

察이라 하겠다.

達하여 氣血이 順通함으로 氣緩해진다. 人

精神의 基本構造가 되는 基底는 叙上한

間의 가장 좋은 表現이고 滿足하고 즐거워

바와 같으니 神明官能에 依한 生의 欲求傾
向은 生의 欲望으로 發展하고 衝動官能에

하는 表示로 神氣가 舒暢하고 生理作用이
活潑105）해지지만 暴喜나 喜樂이 無極할 때

依한 衝動的 傾向은 어느 目的에 내밀리는

는 太緩해져서 도리어106）生活活動을 傷하

衝動氣分으로 發展하고 檢閱官能에

依한

여 虛損을 일으키고 甚하면 精神이 異狀해

抑壓的 傾向은 까닭없이 無自覺的으로 抑

지고 心臟의 異變을 일으켜 危險한 狀態에

壓하려는 氣分으로 發展하고 人格官能에
105） 원래의 원고에는 “活發”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06） 원래의 원고에는 "혀"라고 되어 있

104） 원래의 원고에는 "모'라고 되어 있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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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기도 한다.

迫害를 하고 싶은 것은 抑制機能에 依한

人間은 思索함으로 모든 것을 正確히 認

識하고 生命을 保護할 수 있지만 思慮不息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지려는 物欲은 統合機
能에 依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内在的 要素가 어떠한 刺戟을

하면 氣가 漸히 留發하여 聚結함으로 消化

不良을 일으키고 虛해짐으로 恐懼와 憂愁

받으면 程度에 따라 氣分으로 感情으로 觀

怫憶하여 意識活動의 異狀을 일으키니 一
般性이 喪失되고 執着性이 强해진다.
悲는 節制가 甚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呼
吸이 不利하여 熱氣가 在中함으로 氣가 消

念으로 發顯한다.

耗되고 生氣가 傷함으로 喜忘하고 愁憂不

와 關聯하고 있음으로 外性的 條件과 內性

解하여 夜臥不安하고 意識活動에도 影響을

的 條件 또는 精神的 條件과 여러 가지 觀

끼치며 마침내 抑制機能이

念이 形成되는 것이라 하겠다.

自傷하여 治節

精神의 五種機能이 調和되면 喜怒悲思恐
이 不起하는 것으로 不偏中正의 精神狀態

를 갖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活動하고 外部

을 잃게 되면 發狂한다.
어떠한 衝動이 意識的 表現을 取함에 成

第 5 綜括, 生命現象의
分析科學으로서의 意義

功하면 快感을 일으키고 成功치 못하면 不

快感을 일으키고 頑剛하면 憤怒한다. 憤怒
로 興奮이 暴起하면 沈靜活動이 傷하여 健
忘이 甚함으로 迷惑不治하고 抑制活動에도

異常을 일으켜 狂不精하니 發狂한다.

沈靜活動이 勝하면 生活機能이 退却하여
氣가 上昇치 못함으로 下脹하여 猶豫不決
로 懷疑狀態에 빠져 恐懼한다. 恐懼가 甚
하면 精液이 自下하고 善忘症을 發한다.

그러므로 推進機能은 永生의 欲望의 源
泉이 되고 發生機能은 思考奔逸 作業心迫・

嗜好•好奇心의 源泉이 되고 抑制機能은 自

虐•强迫感•攻擊•殘忍의 源泉이 되고 統合

機能은 固執•物欲의 源泉이 되고 沈靜機能
은 性慾의 源泉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人間이 永遠히 살기를 願하고
無限의 快樂을 追求하는 것은 推進機能에
依해 일어나는 것이고 幸福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무엇이고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

叙上한 바를 綜括하면 漢方生理學에서는
陰陽•五運•五氣를 數千年前에 導入하여 漢
醫學的 特殊理論을 成立하고 現今까지 傳
統的으로 踏襲하여 왔던 것이며 科學性이
充分한 것으로 漢醫學의 모든 學理의 基礎
가되어 臨床醫學에 效果를 거두게1°7）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一部 에 서 漢醫學의 學理가 陰陽 , 五運• 六
氣로 說明되었다하여 占術的인 迷信과 同

一視하고 無條件 排擊하는 것은 哀惜한 일

이다. 漢醫學의 學理가 그런 것이 아님은
이미 위에서 밝혀졌다. 漢醫學은 다만 對

象을 觀察한 事項을 分析研究하면 生理學
의 보다 새로운 世界를 들여다108）볼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은 發生機能에 依한 衝動이고 理想을

원고에는 "거두”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08） 원래의 원고에는 "드려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다고 보아 바로 잡았다•

107） 원래의

그리고 異性을 그리워하고 性的 合體를 바

라는 것은 沈靜機能에 依한 것이고 어느
찰나 哀傷을 느끼고 自殺하고 싶고 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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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않으면 아니될 몇가지 點이

있

다. 첫째로 漢方生理學의 方法論을 理解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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