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사상인의 심신 섭생법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심

신(心身) 으로 불완 한 조건의 체질을 갖게 되

고 이 불완 한 상태는 로 균형이 잡히는 것

이 아니라 후천 으로 노력해서 균형을 얻는다

고 보았다. 질병이 비록 외 인 요인에 의해 병

이 된다 하더라도, 내 인 자기균형에 의해 질병

이 쉽게 낫게 되거나 질병의 유발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신 섭생법에서는 내 마음을 조

하여 기운을 다스림으로 질병을 막을 수 있고 

평소 몸의 증상을 잘 살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1. 태양인

기운이 쉽게 상승하는 태양인은 지나치게 화

내는 것을 조심해서 기운이 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평소 한 발짝 양보하며 조

한 마음을 조 하여 과격하기 쉬운 남성  기

질을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 평소 건강조건인 

소변량이 충분한가 찰할 필요가 있고, 입에서 

거품이나 침이 자주 고이고 명치 에 단단한 

덩어리가 있게 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생각할 수 있다. 태양인이 평소 건강한 사람처

럼 보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이나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면 병세가 

험한 상태이므로 히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2. 태음인

기운이 쉽게 속으로 가라앉는 태음인은 지나

치게 즐거워하는 것을 조심해서 기운이 안쪽으

로 들어가는 상을 억제하고, 평소 외부 일에 

심을 많이 갖고 밖으로 진취 인 생각을 가져

야 한다. 평소 건강조건은 신에 땀이 고루 잘 

나는 것인데, 만약 땀이 잘 나지 않거나 부분

으로 등이나 목덜미에만 땀이 나고 안면이나 손

발에 땀이 없으면 좋지 않은 상태로 생각할 수 

있다. 태음인의 병은 수분 사나 액순환이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것이므로, 신

으로 땀을 많이 흘려 수분 사를 돕고 변비와 비

만을 방지하여 심장의 부담을 여주는 것이 질

병을 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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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양인 

감정이 민하고 열이 쉽게 생기는 소양인은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한 다

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과 남을 과소평가

하는 감정을 자제하고, 평소 외부활동보다 내부 

일에 심을 많이 갖고 매사에 서둘러서 일을 벌

리는 것보다 차분하게 일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평소 변을 매일 규칙 으로 볼 수 있어야 건강

한데 만약, 변을 며칠동안 못 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 소양인의 병은 

열(熱)이 많고 수기(水氣)가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변비나 두통이 동반되면 유의해야 하고, 간혹 코

피가 나면 아무리 은 양이라도 이를 토 (피를 

토하는 증상)로 생각해야 하며, 입안에서 차가운 

침이 거슬러 올라오면 구토가 아니라도 구토로 생

각해야 한다. 한 풍이나 부종도 진 이 빠르

고 험한 병이므로 반드시 서둘러 치료해야 한다.

4. 소음인

지나치게 조용하고 소심하여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항상 남보다 한발 

앞에 나서는 극 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여성

인 기질로 인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도록 노력

하고, 불안한 마음과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

음을 버려야 한다. 소음인의 건강조건은 먹은 음

식이 소화가 잘 되어야 하며, 땀을 무 많이 흘

리면 좋지 않다. 열이 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과, 맑은 물 설사가 멎지 않으면서 아랫배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증상은 험한 증상이다.

Ⅱ. 사상인의 음식 섭생법

기계에서도 장비에는 유를 쓰고 어떤 기

계에는 경유를 쓰고 한 고  정 기계에는 맑

은 기름을 쓰듯이 사람도 체질이 다를 때 약도 

달라야 할 것이고 음식물 섭취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아무 것이나 계 없

이 먹어도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음식을 평소에 먹어

두면 건강에 매우 이로운 것이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아무것을 먹어도 계가 없지만 병이 들면 

음식물의 향을 받는다. 즉, 음식 종류에 따라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양의 음식에 한 생각은 주로 칼로리, 필수 

양소, 함유된 성분 물질, 1일 섭취량 등을 구분

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의 음식은 

‘의식동원’(醫食同源)이라고 하여 매일 먹는 음식

물이 약물에 못지 않게 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음식물에 하여 단순히  양학에서 말하

는 열량의 개념 이외에도 약물을 악하는 방법

인 약의 기운과 맛(氣味)을 통해 음식물을 구분

하 다. 일반 으로 음식은 약물보다 기운과 맛

이 비교  립 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음식에서 오는 

피해를 뚜렷하게 알지 못하나, 면역기능이나 

항력이 떨어진 질병상태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장애를 쉽게 느끼게 된다. 개 음식물에 의해 

유발되는 피해는 성 이기 보다는 식 독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간 지속되

어 서서히 질병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상체질의학에서는 각 체질마다 독특한 성품

(性品)과 장기(臟器)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체질

마다 기운(氣運)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태양인(太陽人)과 소양인( 陽人)

은 기운이 쪽과 바깥쪽으로 쏠려 있고 소음인

( 陰人)과 태음인(太陰人)은 기운이 아래쪽과 

안쪽으로 쏠려 있다. 건강할 때는 인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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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균형을 조 하나, 만약에 지나친 감정

과 불규칙한 생활  음식을 편식할 경우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게 됨으로써 질병

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체질마다 독특한 

성품과 장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음식마다의 기

운과 맛을 이해한다면 체질에 알맞은 음식섭생

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음식과 약물 사용의 원칙

「제 신편 : 오복론」에서는 ‘인생의 즐거움

에는 장수(壽), 착한마음(美心術), 배움을 즐기는 

것(好讀書), 재산(家産), 출세(行世)의 다섯 가지

가 있는데 그  가장 앞서는 것이 장수이며, 장

수를 얻지 못하면 착한 마음 등의 모든 것은 무

의미하고, 비록 악인이라도 장수를 얻어야 한다’

고 하 다. 한 사람의 선악을 불문하고 장수해

야 한다고 하여 양생의 최종 목 인 장수를 시

함과 동시에 인간 생명에 한 존엄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장수를 이루는 수단은 한 

식이와 심화(心火)의 조 이라 하 으며, 장수를 

이루기 해서는 의약의 남용과 오용을 경계해

야 한다고 하여 양생과 의약에 한 사상의학의 

을 잘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장수를 이루기 해 가장 요한 것이 본상지

기(본상지기 : 본래 타고난 정기)의 유지이다. 본

상지기는 인체의 생명 유지 상태에 한 요지

표로 질병은 타고난 장부의 기운이 손상되어 나

타나는 상으로 보았다. 약을 복용하더라도 본

상지기가 부족하면 병의 회복여부를 알 수 없고, 

본상지기가 반 이상은 남아 있어야 약을 복용

하더라도 약의 기운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니, 

어느 정도 약을 쓰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본상지

기가 회복된 후에  써야 된다. 약의 기운은 객

(客)이고 장부의 기운은 주(主)이므로 약의 기운 

보다 장부의 기운을 더 배양하기 해 심신의 올

바른 섭생을 해야 하며 약의 기운과 장부의 기운

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된 연후에 

약을 써야 근심이 없게 되고, 약을 쓰더라도 기운

을 살펴 사용하며 병이 나으면 복약을 멈추어야 

하며, 과용이나 오용을 하면 그 화가 자신에게 올 

수 있으므로 경용(輕用 : 병에 비해 약을 무 약

하게 쓰는 것)과 용(屢用 : 병에 비해 약을 지

나치게 강하게 쓰는 것)의 부당성을 강조하 다. 

체 으로 20 , 30 , 40 가 기나 정욕의 상

태가 서로 다르니 병세의 악화와 회복이 한 다

르므로 의약보다도 연령에 맞는 방과 조심하는 

태도가 더 요하다. 약의 기운이 지나치게 치우

치지 않는 평범한 약은 장복이 가능하지만 약 기

운이 무 강하여 본상지기를 핍박하면 안 되므

로 때로는 투약을 그쳐야 하며 병이 있는 사람은 

약을 먹되, 병이 없는 사람은 약을 먹지 말아야 

하고, 약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약을 장복해서

는 안된다. 마음 이와 행동은 조심하지 않으

면서 오로지 오래 살고 정력을 강하게 하겠다는 

욕심만 앞세워 보약만 자꾸 먹는다면 오히려 병

만 도와주고 병을 키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 하여 약을 복용하더라도 본상지기를 편안하

게 하면서 마음가짐을 맑고 고요하게 하고 주색

을 삼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 다.  그

리고 “사람은 하루 두 끼를 먹는 것이 마땅하며 

네 끼, 다섯 끼씩 먹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한 후에 다시 더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

이 하면 반드시 장수를 리리라!”라고 하여 불

필요한 과식이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당히 소식 하도록 하 다. 한 체질에 따른 올바

른 식이요법을 하기 해서는 체질에 합한 음

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체질에 해가 되는 음식

을 과식하거나 장기간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한

다. 체 이고 종합 인 시각에서 볼 때 사상의

학에서는 각 체질별로 약한 장부의 기능을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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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질병과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기 으로 보

고 섭생과 복약의 모든 양생 분야의 근간으로 삼

았다. 그러므로 음식 섭생도 약한 장기의 기능을 

보충하는데 을 맞추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

다. 각 체질의 약한 장기를 도와주는 것이 체질

인 취약 을 가장 효율 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

문에 약한 장기를 편안하게 해 주고 극 화시키

는 차원에서 음식을 맞추어 섭취함으로써 체질의 

정상 인 운 을 조 하는 것을 음식섭생의 목표

로 삼고 있다. 체질에 따른 식이요법은 건강을 증

진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방하는데 기본 바탕

이 되므로 음식물의 섭취에 있어서도 체질 인 

특성이 요하며 과식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일반 으로 체질을 이야기할 때 체질별 주의할 

음식이나 보약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상의학을 단지 손쉽고 간편한 건강 리 방법 정

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태음인이 

녹용과 쇠고기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처럼 

단지 음식이나 약만을 체질에 맞게 주의해서 먹으

면 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이야기가 오히려 들에게 설득력이 있

는 것은 사람들이 간편한 것을 좋아해서 생활섭생

을 다스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  한두 가지 약

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사상의학의 본래의 뜻은 이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마는 사상인의 생활  지혜에서 주  

(酒)․색(色)․재(財)․권(權)을 경계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용  생활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

는 자기수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음식을 

먹을 때 허기를 없앨 정도로 식사를 해야지 지나

치게 배불리 먹어서 오장육부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되고, 옷을 입을 때 추 를 이길 정도로 옷을 입어

야지 지나치게 따뜻하게 입어서 인체의 면역기능

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일을 함에 있어서 근면

하게 해야지 지나치게 안일하게 하여 기와 액순

환이 순조롭지 않게 해서는 안 되며, 재물을 모으

는 데 있어서도 알맞게 모아야지 지나치게 탐욕을 

부려 마음이 하고 좁아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 다. 즉, 음식섭생에 있어서도 도를 지키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질별, 병증에 

따라 알맞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지나치게 편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는 이로운 음식을 참고하고, 평소에는 해로운 음

식  나도 모르게 자주 찾게 되거나 많이 섭취하

는 음식이 있다면 자제하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좋다는 음식만 지

나치게 과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 체질식이의 활용

2.1. 태양인

태양인은 기운이 로 상승하기 쉬운 체질이므로 

기운이 맑고 평탄한 음식이나 맛이 담백하여 쉽게 

소화 흡수되는 지방질이 은 해물류나 소채류 등

을 복용함으로써 기운을 하강시키는 것이 좋다.

- 이로운 음식 : 메 , 머루, 다래, 포도, 감, 

앵두, 모과, 순채나물, 송화가루, 해삼, 붕어, 

조개, 게 등

- 해로운 음식 : 얼큰하고 매운 자극성 음식이

나 지방질이 많은 탁한 음식

- 응 약재 : 오가피, 모과, 다래, 솔잎, 붕어 등

2.2. 태음인

태음인은 체구가 크고 장기능이 좋은 편이

어서 항상 과식하기 쉬워 비만이나 고 압, 변비 

등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자극성 있는 식품이

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면서 과식하는 습

을 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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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로운 음식 : , 콩, 고구마, 율무, 옥수

수, 땅콩, 미, 쇠고기, 우유  유가공 식

품, 밤, 잣, 호두, 은행, 무, 도라지, 당근, 더

덕, 고사리, 미역, 다시다, 김, 마, 해조류 등

 - 해로운 음식 : 닭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마늘, 생강, 후추, 꿀, 인삼, 커피 등

 - 응약재 : 산약, 오미자, 원육, 갈근, 녹용, 

웅담, 사향, 맥문동

2.3. 소양인

소양인은 소화기에 열이 많고 성격이 하기 

쉬우므로, 성질이 서늘한 음식이나 소채류, 해물

류를 복용하여 열을 식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

 - 이로운 음식 : 보리, 팥, 녹두, 배추, 오이, 상

치, 우엉뿌리, 호박, 가지, 수박, 참외, 딸기, 

바나나, 인애 , 생굴, 해삼, 멍게, 복, 새

우, 가재, 잉어, 돼지고기, 생맥주, 빙과류 등

 - 해로운 음식 : , 마늘, 고추, 생강, 후추, 

닭고기, 개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꿀, 

인삼 등

 - 응약재 : 숙지황, 산수유, 구기자, 생지황, 

지버섯

2.4. 소음인

소음인은 소화기의 기능이 약하고 소식하는 

체질이므로 항상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나 약간

의 자극성 있는 조미료가 좋다. 무 기름진 음

식이나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생식(生食)하는 것

은 소화에 향을 미쳐 설사  소화불량을 일으

키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 이로운 음식 : 찹 , 차조, 감자, 벌꿀, 닭고기, 

개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양젖, 명태, 도미, 

조기, 멸치, 민어, 사과, 토마토, 복숭아, 추, 

시 치, , 마늘, 생강, 고추, 겨자, 후추 등

- 해로운 음식 : 냉면, 참외, 수박, 냉우유, 팥

빙수, 생맥주, 보리밥, 돼지고기, 가루 등

- 응약재 : 인삼, 부자, 황기, 당귀, 천궁, 계피

체질에 따른 음식섭생은 체질 인 취약 을 

균형과 조화라는 입장에서 인식되어야지 지나치

게 확  해석하여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고 한두 

가지만을 과식하거나, 장기간 섭취한다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3. 체질별 음식의 효능

3.1. 태양인 

3.1.1. 교맥(蕎麥) : 메

메 은 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음식

을 먹고 나서 속이 울 거리고 아침에 먹은 것이 

녁 때 넘어오거나 녁에 먹은 것이 아침까지 

울 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속을 개운하게 만든

다. 설사, 곽란, 딸꾹질, 뱃속의 장이 자주 뭉칠 

때 효과가 있다.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변

이 굳은 사람에게 좋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후끈거리는 열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좋

은데 이런 사람들이 메 을 먹게 되면 기운이 난다. 

3.1.2. 포도

포도는 기를 늘리고 힘을 배양하며 살을 운

다. 소화불량에 좋으며 신진 사를 진하며 만

성 호흡기 질환에도 유용하다. 뿌리를 달여 먹으

면 이뇨제의 기능을 할 뿐더러 신경통, 통에

도 좋다. 잎 말린 것을 달여 먹으면 이뇨작용을 

하여 부기를 빼고 입덧으로 토하는 데 좋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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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를 매일 먹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어든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포도가 액

순환을 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3.1.3. 낙지

성질이 차고 맛이 단 낙지는 피로가 심할 때 

섭취하면 좋다. 낙지는 액을 만들고 기운을 나

게 하며 간의 생성 작용을 돕고 신진 사를 왕성

하게 한다. 그러나 몸이 차고 소화기 이 약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1.4. 솔잎

오장육부를 고르게 하고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한다. 깊은 잠을 못 자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 

탈모, 염, 가려움증 등에 좋다. 이것은 생체

조직의 산화  환원과정을 진시키고 수렴성 

소염작용과 지  작용을 하는 것과 련 있다. 

3.1.5. 오가피

몸이 찬 사람들의 근육과 를 단단하게 한다. 

만성 염, 근육경련, 근육통, 팔다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 한 액 순환을 진하여 뭉친 

피를 풀어주기 때문에 타박상에도 좋다. 

3.1.6. 차(茶)

태양인에게 어울리는 약차로는 솔잎차, 감잎차 

등이 있다. 특히 솔잎차는 특유의 부드러운 향내

와 동시에 담백하고 시원한 성질을 보여 태양인

을 편안하게 해 다. 

3.1.7. 태양인이 주의해야 할 음식

고추, 겨자, 카 와 같이 맵거나 자극성 있는 

조미료, 닭고기, 개고기, 염소고기 등 모든 육류, 

꿀, 커피, 인삼차, 꿀차와 같은 열기가 있는 음식

은 피해야 한다. 계피를 태양인이 먹게 되면 피

부 발진과 같은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와 같

이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섭취하 을 경우 

의 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구역, 구토

를 유발할 수 있다. 

3.2. 태음인

3.2.1. 잣(海松子)

폐를 포함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어서 만성 기 지염이 있을 때 기침과 

가래를 없애 다. 장기능 약화로 인한 노인 변

비에도 좋다. 평소 얼굴이 붉고 어지러운 사람들

의 풍 방에 효과가 있으며 손발이 리고 

이 약한 사람에게도 좋다. 잣은 약효가 부드러

워서 오래 먹어야 효과가 있다.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지나치게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에 주의해야 한다. 

  

3.2.2. 밤(栗子)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아서 장기능을 강

화시켜주는데 먹어도 뱃속이 허한 사람들에게 

좋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의 다이어트 식품으

로 애용된다. 설사를 그치고 부기를 내리며 물

살을 빠지게 한다. 때문에 배탈, 설사가 잦고 땀

이 많은 사람에게도 좋다. 한 오장육부를 튼튼

하게 해서 몸을 보하며 당히 먹으면 피부가 윤

이 나고 고와진다. 단, 변비가 있고 몸에 열이 많

은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3.2.3. 연근(藕) 

날것으로 먹으면 열을 내리고 번열과 갈증을 

풀어 다. 성장기 아이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거

나 몸이 약해서 코피를 흘리면 연뿌리를 갈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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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반면, 익 서 먹게 되면  기능을 좋게 하

여 소화력이 향상되고 설사를 그치게 한다. 연밥

도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불안 조, 어지럼증이 

있을 때 약용으로 사용한다. 단, 몸이 차고 소화

기 이 약해서 헛배가 부르며 변비가 있는 사람

은 많이 섭취하면 안된다. 

3.2.4. 매실

신맛은 폐기운을 순환시키며 떫은 맛은 설사

를 그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폐기운이 

약해 오래된 해소병, 기침, 목이 붓고 아  증상

에 효과 이다. 한 기운이 약해서 나타나는 여

러 가지 출 증상을 다스리고, 갈증을 그치게 하

며, 몸에 열이 많아서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

게 좋다. 

3.2.5. 도라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이 쓰다. 호흡기 질환

에 사용되는 표 인 약재이자 음식으로 고름

을 빼내는 작용이 강하다. 기 지의 분비기능을 

항진시켜 가래를 삭이고 목이 아  때에 효과가 

있다. 만성 편도선염, 기 지염, 인후염 등에 

두루 사용한다. 

3.2.6. 무

무에는 녹말 분해효소가 들어 있어 소화를 

진시킨다. 기를 내리고 담을 삭히기 때문에 기침

이 심하고 가래가 많을 때 좋다. 매운맛 때문에 

기를 내리는 효능이 있으므로 기운이 약한 사람

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3.2.7. 은행

씨를 살짝 볶아 한약재로 사용하는데 특히 만

성 기 지 천식의 기침을 억제하고 호흡곤란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은행잎에서 추출되는 성분

은 몸 속의 콜 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압을 낮

추는 작용이 있어 고 압, 당뇨, 심장병 등 성인

병의 방과 치료에 보조 요법으로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은행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0개 이상 먹으면 몸에 열이 오르고, 구

토,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량 섭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3.2.8. 차(茶)

갈근(칡)뿌리는 태음인 체질에 가장 효과 이

다. 태음인 체질의 감기, 피로, 근육통, 열에 매

우 효과가 있으므로 상복하여도 좋다. 차로는 율

무차, 미차, 둥굴 차, 매실차 등이 좋으며, 특

히 율무차는 부종을 제거하며 배뇨작용에 뛰어

난 효능이 있다.

3.2.9. 태음인이 주의해야 할 음식

당귀를 태음인이 복용하게 되면 설사를 유발

할 수 있으며 닭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등의 육

류를 먹거나 인삼, 꿀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얼

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

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3. 소양인

3.3.1. 돼지고기(豬肉) 

성질이 차고 몸이 여 고 마른 기침을 할 때 

효과가 있다. 양소가 풍부하며 기운을 보해주

고 변을 잘 통하게 한다. 족발은 임산부의 젖

이 잘 나오게 하며 돼지기름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여러 가지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쓴다. 단, 

몸이 찬 사람과 살이 많은 사람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게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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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수박(西瓜) 

수분과 당질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을 없애며 

갑갑증을 풀어주고 , 만성 신장염에 효과가 좋

다. 그러나 몸이 차고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 설

사를 자주 하거나 평소에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3.3.3. 알로에

몸에 열이 많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한다. 성질이 차서 체내

의 열을 내려주고 변이 오래 몸 속에 차 있어

서 체내 열이 쌓여 생기는 어지럼증, 두통, 가슴 

답답한 증상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 이다. 한 

몸에 열이 많아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생리가 

나오지 않는 여성들의 생리를 조 한다. 

3.3.4. 복분자(산딸기)

특히 남자들의 양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발기

부족 등의 증상을 치료하며, 소변량이 거나 밤

에도 소변을 자주 볼 때, 허리와 무릎 등의 

이 아 거나 시린 경우, 사타구니가 축축한 경우

에 좋다. 일을 무리하게 한 후 몸의 체액이 고갈된 

상태를 충당시키고 을 밝게 하며, 기운을 도와 

몸을 가볍게 한다. 여성의 불임에도 효과가 있다.

 

3.3.5. 팥

이뇨 효과가 있어 부기를 치료하고 만성 신장

염이나 뚱뚱한 사람들의 액 순환장애를 도와

다. 한 황달이나 종기에도 사용한다. 단, 소

화기가 약하고 마른 사람이 과다 섭취 시 기운이 

빠지며 속이 냉해지므로 주의한다.

3.3.6. 구기자

신장기능을 좋게 하고 폐와 호흡기 기능을 

원활하게 해 다. 스트 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꾸 히 먹으면 윤기 있는 피부과 정신  여유를 

찾을 수 있다. 한 흰머리를 검게 하고 을 

맑게 하며 힘 과 를 튼튼히 한다. 남성의 양

기를 강화시키고 여성의 아랫배 통증과 허리 시

림을 낫게 한다. 이러한 구기자는 몸이 마르고 

성질이 하면서 쉽게 피로한 사람들에게 효과

가 좋다.

3.3.7. 숙지황

몸 속의 정수를 더해주고 남성의 양기부족이

나 여성의 액부족을 개선하는 약재로 쓰인다. 

허리가 아 고 발기력이 약하며 사타구니 이 

축축하고 소변 기가 약하며 사소한 일에도 짜

증이 나고 꿈 속에서 몽정을 하며 조루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한 여성의 생리 불순, 불임증, 

유산 등의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단, 성질이 

탁하여 소화에 장애를 주므로 소화력이 약한 사

람에게는 합하지 못하다. 잘못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키고  운동을 떨어뜨릴 수 있다.

3.3.8. 녹두

몸 속에 열이 많은 경우 녹두를 섭취하면 몸 

속의 열기가 사라지고 가슴이 시원해진다.  머

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한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단,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고 소화기 이 

약한 사람이나, 속이 차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

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 

3.3.9. 차(茶)

장에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는 보리차, 산수

유차, 녹차 등이 좋다. 특히 산수유차는 소변을 

이롭게 하고 두통과 귀 울림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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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소양인이 주의해야 할 음식

태음인 약물인 갈근(칡)을 소양인이 먹게 되면 

구역, 구토를 할 수 있으며 닭고기를 다량 섭취

하 을 경우 양독발반(陽毒發斑 : 열성 피부병)

이 생길 수 있다. 인삼도 소양인이 복용할 경우 

얼굴 쪽으로 상열감이 심하게 생길 수 있으니 주

의해야 한다. 

3.4. 소음인

3.4.1. 닭고기(鷄肉) 

몸이 허약하여 잔병치 가 잦고 소화기 이 

약해서 밥맛이 없는 이에게 양식으로 좋다. 노

인 에서 기운이 없고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

시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단,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잠을 깊게 자지 못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3.4.2. 꿀(蜂蜜) 

꿀은 흡수가 뛰어나 속이 차고 가 약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구역질이 날 때 복용한

다. 한 술을 마신 다음에 속이 울 거리고 숙

취가 회복되지 않을 때도 좋다. 단, 몸에 열이 많

아서 목이 자주 마르고 열이 얼굴 로 올라오는 

사람이 지속 으로 먹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번

열감이 느껴지므로 주의한다. 

3.4.3. 마늘(大蒜) 

따뜻한 성질이 있어 신진 사를 활발하게 하

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말 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찬 사람이 복용하

면 효과가 있다. 한 액의 분비를 진시키고 

액순환을 진하여 신체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콜 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억제하기도 한다. 단,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달아오른다거나 , , 목, 입에 염

증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주의한다. 

3.4.4. 쑥(艾葉)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부인병, 특히 자궁출

을 멎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한 추 를 심

하게 타는 사람에게 좋으며 몸이 차서 일어나는 

복통과 설사에 좋다. 손발과 아랫배가 항상 차고 

생리통이 있으며 불임인 경우 장복하면 효과가 

있다. 성질이 따뜻하므로 몸에 열이 많거나 변비

가 심한 경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3.4.5. 계피

성질이 뜨겁고 맛은 달고 맵다. 따라서 몸이 

차고 기운이 약한 사람, 소화기 이 약해 찬 것

을 먹으면 배가 아  사람에게 좋다. 특히 아랫

배가 아 고 만져보면 딱딱한 것이 느껴질 때 계

피를 먹으면 효과가 좋다. 소변이 힘없이 나갈 

때도 장기간 복용하면 효과가 있으며 을 이

롭게 하므로 손발이 시리고 릴 때도 사용한다. 

그러나 쉽게 흥분하고 몸에 열이 많아서 갈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한다. 

3.4.6. 당귀

당귀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찬 사람에게 피

를 만들어주고 피의 순환을 진하여 생리불순

을 정상화시키고 생리통을 없애 다. 한 장

의 운동을 진시켜 변을 잘 나가게 하기 때문

에 노인들의 만성 변비에 사용한다. 기타 액순

환 장애로 인해 어느 부 에 어 이 뭉쳤을 때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지 이나 타박상에 사용

하기도 한다. 단, 몸에 살이 많고 수분 사가 늦

은 사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에 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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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염소고기

성질이 매우 뜨거워 몸이 차고 추 를 타는 

체질에 좋다. 허약한 것을 보해주며, 소화기 을 

튼튼히 하고 기운을 돋우어 다. 그래서 흑염소

를 먹으면 밥맛이 좋아지며 강장효과가 있다. 몸 

속의 피를 보충해 주는 작용이 있어 산  산후의 

보 에 좋으며, 몸이 약해서 흉막염이 나타나거

나 오래된 폐결핵 환자에게 좋다. 단,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붉으며 구갈이 있고 쉽게 허기가 지

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몸이 뜨거운 사람이 염

소고기를 먹으면 소화 장애, 변비, 설사, 두드러

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4.8. 차(茶)

추, 생강차는 액순환이 잘되고 소화기

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음인에게 좋은 약

차이다

3.4.9. 소음인이 주의해야 할 음식

태음인 약물인 황을 소음인이 먹게 되면 심

한 설사를 할 수 있으며 소고기를 생으로 먹게 

되면 이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성질이 차가운 메 을 다량 섭취하 을 경

우 부종이 생기며 참외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

다. 돼지고기 한 성질이 매우 차고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소음인은 쉽게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냉면, 참외, 

수박, 찬 우유, 맥주, 보리밥, 가루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Ⅲ. 사상의학  양생법

지혜로움을 시기하고 능력 있음을 질투하는 

것은 천하의 가장 많은 병이요,

지혜로움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거이하는 

것은 천하의 제일 좋은 약이다.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樂善 天下之大藥也.)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생명활동의 에

지원인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해서 올바른 음식물의 섭취에 많은 심을 쏟

았다. 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음식물에 해서 

양학에서 다루는 열량개념 이외에 음식의 

효능을 요시하 고, 음식과 약물을 기미론(氣

味論)을 이용한 방법으로 그 성질을 규정하 는

데, 음식의 식이 (食餌的) 효능은 기보다 맛을 

심으로 5미를 조 하여 5장의 균형을 유도하

고, 음식의 약이 (藥餌的) 효능은 맛보다 기

의 편향성을 이용하여 음양균형을 유지시켰다. 

질병이 성 으로 진행되면 이를 치료하기 

하여 약물을 이용하지만, 질병이 오랜 시간에 걸

려 만성 으로 서서히 진행되면 성질이 비교  

완만한 음식을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 다. 

물론 기미론 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은 약물보다 성질의 편향성이 어서 온, 열, 

평, 량, 한(溫, 熱, 平, 凉, 寒)의 성질  비교  

평(平)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

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서는 음식에

서 오는 피해를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

지 잘 먹고 소화시킬 수도 있겠으나, 면역기능이

나 항력이 떨어진 질병상태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장애를 쉽게 느끼게 된다. 개 음식물에 

한 해독은 성 이기 보다는 장기간에 거쳐 

계속되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면 서서히 질병을 

유발시키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장기 인 안목

에서 볼 때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은 최상의 

보약이 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독이 되

어 발병을 유인하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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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게 된다. 음식을 섭취할 때 체질에 따라 

합하게 하면 각 체질마다 장기의 소기능이 

조 되는데, 기능이 과다 항진된 장기는 기능이 

억제되고 기능이 약한 장기는 기능을 도와주어 

평형이 되도록 해 다. 즉 음식의 섭취에 있어서 

양인(陽人)은 기운을 하강시키는 방법으로 음성

(陰性) 경향의 음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음인(陰

人)은 기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양성(陽性) 

경향의 음식으로 균형을 맞춘다. 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마음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요한 면이 있다. 마음 이와 인 계

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도움이 되는 방법과 

인 계에서의 처신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

서 각 체질에 따른 수양과 섭생을 통해 심신을 

조 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체질의 장단 을 잘 악하여 체질

에 따른 섭생법을 조 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하

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