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韓醫學硏究院論文集 第18卷 3號(通卷 36號)                                          KOREA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Vol.18 No.3 2012

- 63 -

▒ 접수▸2012년 10월 28일    수정▸2012년 11월 24일    채택▸2012년 11월 29일
▒ 교신저자 김진미, 서울특별시 악구 학동 서울 학교 사범 학 9동 207-2호

  Tel 02-880-9052        Fax 02-882-0710        E-mail jmmaria@naver.com

四象體質, 八體質, 五行體質의 比  察

김진미

서울 학교 사범 학원 동과정 음악교육학과 박사과정

A Comparative Study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ight Constitution and Five 
Elements Constitution

Jin-mee Kim

Doctoral Degree of Mu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find out comparative results from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igh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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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 Searching the records, papers, documents and analyzing.
Results and Conclusion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ory is organized with Taeyang, Taeum, Soyang, So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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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 硏究目的

의학 뿐 아니라 체질론은 웰빙 시 에 큰 화두로서 

요즘 일반인들에게 체질이라는 용어는 매우 익숙하다. 

맞춤의학이나 개인의학 등에 한 관심이 매우 증 하

고 있고 이는 별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

의학계에서도 휴먼 게놈 프로젝트(HGP)의 결과를 활

용한 개인별 맞춤 예방, 맞춤치료라는 새로운 의료 시

스템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1)

우리나라의 경우 현 의 맞춤별 체질의학은 서양보

다 한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상의학이 

그러하다. 그러나 한 종류의 체질론만으로는 체질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움이 있고 이후 팔체질론을 비롯

한 여러 체질론들이 난립하고 있다. 

실재로 여러 한의원에서 사상체질과 팔체질, 10체

질 등등 여러 이론에 따라 각각 다 다르게 나왔다면서 

혼란스럽다고 하는 환자들의 경우도 있다. 가는 곳 마

다 체질이 다르다며 아예 한의원을 불신하게 되고 양

방병원으로 돌아가는 환자의 경우도 있다. 그리고 환

자의 경우 뿐 아니라 한의원 측에서도 체질이론을 전

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한의원도 많다.2)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한 가지 체질론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는 

1) 강기림, 황상문, 박소정, 채한, ｢세계 전통 체질 의학 비교 연

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15(3).

2) 김광현. ｢사상의학에서 각 체질별 기운의 방향특성｣. 사상체

질의학회지. 2009;21(1). pp.53-62. 에 의하면 사상의학은 

한국 한방진료에서 2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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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분명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체질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체질론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론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체질론이 절 적으

로 옳고 그 외는 사실상 학술적으로 배척되거나 무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각각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이론들이기에 객관적인 관

점에서 비교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3)

   

2. 理論的 背景

韓醫學에서 體質論은 一般大衆에게까지 널리 알려

진 理論이다. 西洋에서 古代 히포크라테스의 4體液

說4)과 기타 이론5)들이 있으나 醫學的으로는 전혀 發

達되지 못하고 理論으로 學界에 남아 있는 반면 韓醫

學에서는 古代 黃帝內徑에서 出發한 體質論이 久韓

末 東武 李濟馬 先生을 起點으로 四象體質 理論이 提

起된 이후 현재까지 한의학의 큰 흐름으로 학에 사

상체질학과가 따로 있으며, 사상체질학회까지 있어 매

우 활발한 연구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서적 

및 논문 등 그 이론은 일반인들에게 까지 널리 알려져 

체질식, 체질운동, 체질 인테리어 등등, 유행처럼 번지

고 있다.

그리고 1960年代 동호 권도원 박사의 ‘八體質論’이 

발표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와 임상이 펼쳐지고 있

다. 아직 학계에서는 그다지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침술계에서의 임상적 결과가 매우 뛰어나고 환자들의 

입소문이 번지면서 八體質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들

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최근 四象體質과 八體質을 비

3) 본 연구를 위해 체질을 조사해보니 사상체질로는 太陰人, 팔

체질로는 木陰人, 오행체질로 火多不及木體質 (오행체질의 정

확한 개념정의와 명명은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았다. 학문으로

서 오행체질의 연구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로서 각각의 체질론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황담즙질, 흑담즙질(우울질), 다혈질, 점액질의 4 체액론으로 

인체 유형을 구분하는 이론으로, 사상의학 계와 혈액형 계에

서 다음과 같이 비교하기도 한다. 황담즙질을 태양인과 AB형

에 비교, 흑담즙질을 소음인과 A형에, 다혈질을 소양인과 B

형에, 점액질을 태음인과 O형에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다.

5) 크레치머의 비만형, 세장형, 투쟁형, 발육부진형의 4체형과 시

가누드의 호흡형, 소화형, 근육형, 뇌형 등의 분류법, A.B.O식 

혈액형 분류법 등.

교한 박사논문이 나오기도 하 다.6)

그리고 五行體質 역시 참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동양 고전과 철학에서 나온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이론으로 음양오행에 따라 운명 뿐 아니

라 성격, 건강이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사상체

질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양의학에서 오행론이 중요

하 다.7) 그러나 일제시  이후 동양학, 특히 한국학

에 관련된 모든 분야는 미신 또는 사기, 거짓으로 배척

되었고 당시엔 한의학도 포함되었다.8) 그리고 아직도 

가장 미신과 사기처럼 여겨지는 분야가 오행체질론이

다. 그러나 전통은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고 본고에서 

비교 고찰의 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실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사상체질

뿐이나 실제 임상적으로 팔체질과 오행체질 기법이 시

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 체질별 어떤 내용이 있는 

지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3. 硏究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에서는 기타 특정 이론9)을 논하지는 않을 것

이다. 그 이유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사상체질, 팔체

질, 오행체질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0) 그

러므로 비교적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한의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요 체질론

으로 한정한다. 기타 이론은 醫學界보다는 易哲學系統

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각각의 체질론에 한 기본적이고 

6) 정용재. ｢사상의학과 8체질론의 비교 연구｣. 동국  한의  

박사논문. 2012.

7) 黃帝內徑을 비롯하여 무수한 중국, 한국 의서들이 陰陽五行

說에서 벗어나는 예는 많지 않다. 東醫寶鑑의 許浚 역시 시

간과 계절 등에 따라 환자의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 다.

8) 로 한의학을 업으로 삼던 집에서조차 자식들이 전수받기를 

거부하고 양의학을 전공하거나 한의사인 아버지를 침쟁이, 약

쟁이처럼 취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사실 한의학이 의학으로 

중에게 제 로 인정받은 지는 몇 십 년 되지 않았다.

9) 10체질론, 12체질론, 20체질론, 25체질론, 28체질론 등등. 물

론 김 원 선생같이 10체질론을 주장하는 한의사가 있으나, 

논자가 조사한 바, 그 내용을 보니 결국 사주 명식을 이용한 

오행체질로 판단되었다. 

10) 표현이 매우 강해보이긴 하지만 지금껏 조사하고 관련 서적

을 읽어 본 결과 사상체질, 팔체질, 오행체질에서 벗어난 예

는 그다지 발견하지 못하 다. 정말 이름만 다를 뿐 책 제목

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 다. 여기에 관한 더 깊은 조사는 새

로운 연구과제로서 논문을 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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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쓴다. 문헌

연구를 위주로 한다.

II. 本論

1. 四象體質

1) 한의학 사상체질론의 철학  淵源과 그 형성배경

(1) 格治藁에 나타난 사상철학의 탄생 배경11)
‘四象人’이라는 용어는 이제마 이전의 조선 의학사

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中國醫學

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용어다. 이 말은 格治藁
에서만 발견된다. 이 格治藁는 사상의학의 원전인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기에 앞서 1880-1893까지 

14년에 걸쳐 쓰여진 思想의 방황기록으로 東醫壽世

保元의 ｢性命論｣과 ｢四端論｣에 압축되어 있다.12) 

格治藁가 이제마의 저서 중 철학서라 본다면 東
醫壽世保元은 의학서라 볼 수 있다. 格治藁는 ｢儒
略｣ ｢反誠箴｣ ｢獨行篇｣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

간과 사회, 주변 세계에 관해 유학에서 추구하는 제반 

문제에 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과 시각으로 재

해석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反誠箴-太極｣에서 周
易 ｢繫辭傳｣의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이는 兩儀를 

생성한다. 이는 四象을 생성하고 이는 八卦를 생성하고 

八卦는 吉凶을 정하고, 吉凶은 大業을 생성한다.”13)는 

문장을 인용한 후 “太極은 마음(心)이요, 兩儀는 心과 

身이요, 四象은 事, 心, 身, 物이요, 八卦라는 것은 事의 

시작과 끝, 物의 뿌리와 말단, 心의 느리고 빠름, 身의 

앞섬과 뒤따름을 말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2) 黃帝內徑과 사상체질론14)
黃帝內徑에서 설명하고 있는 체질론은 크게 2가

11) 박주홍. ｢고  서양의학 체질론과 한의학 사상체질론의 형성

과정 비교 연구｣. 서울  의학과 의사학 전공 박사논문. 

2008. pp.177-194.

12) 鄭遇悅. ｢東武 李濟馬의 哲學과 醫學思想｣. 醫師學. 1994; 

3(2). p.220.

13) 沈鍾哲 譯解, 周易大韓曆法硏究所 南山堂, 1979.

14) 박주홍. 위의 논문 : pp.204-206.

지이다. 첫째는 ｢靈樞-逆順肥瘦｣ ｢靈樞-衛氣失常｣ 
｢靈樞-論勇｣에서와 같이 체질이 후천적인 섭생, 환경 

등의 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일반

적 체질론’이며, 둘째는 ｢靈樞-通天｣ ｢靈樞-陰陽二十

五人｣15)에서와 같이 체질이 후천적인 조건에 관계없

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일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類

型體質論’이다. 한의학계에서는 ‘類型體質論’의 성격

을 띤 ｢靈樞-通天｣의 五態人論과 ｢靈樞-陰陽二十五

人｣의 陰陽二十五人論이 사상체질론의 형성에 향을 

끼쳤다고 보는 경우와 ｢靈樞-通天｣ ｢靈樞-陰陽二十

五人｣과 사상체질론이 별개라는 2가지 의견이 있다.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辨證論｣에서 

“靈樞라는 책의 내용 중 太少陰陽人과 五行人에 관

한 이론이 있는데 이는 략 外形만 말하고 臟腑의 이

치는 깨닫지 못하 다.”라 하 다. 黃帝內徑을 의학

의 근원으로 그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는 있지만 

다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고 나타내면서 사상체질론의 

탄생이 黃帝內徑과 거리가 있음을 밝혔다.

(3) 張仲景의 傷寒論과 사상체질론16) 
“張仲景이 논한 太陽病, 少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

陰病, 厥陰病은 病症으로 이름을 지어 논한 것이고, 내

가 논한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은 人物로서 

이름을 지어 논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되며 또 꾸준하게 연구한 이후라야 그 뿌리를 찾고 그 

가지와 잎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東醫寶鑑과 사상체질론17)
許浚은 기존의 의학 이론들을 새로운 의학 체계로 

통합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內徑과 道敎정신을 도입하

여 ｢內徑｣ ｢外形｣편의 醫學原理篇을 만들고 이를 치료

편에 이용하여 證治醫學을 완성하 으며, 氣裏形表의 

形氣論的정신을 바탕으로 인체를 설명하고자 形象醫

學을 추구하 다.18)

15) 이곳에서는 陰陽五行學說을 토 로 하여 病者의 피부색, 체

형, 품성, 時令 등에 한 적응능력을 기준으로 25종의 體質

類型設을 나타내었다.

16) 박주홍. 위의 논문 : pp.206-207.

17) 박주홍. 위의 논문 : p.210.

18) 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 編. 四象醫學. 集文堂. 2005.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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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濟馬는 事心身物論을 바탕으로 心身論的 인간관

을 제시하고 東醫寶鑑 氣裏形表 이론을 발전시켜 내

면의 氣와 외부의 形과의 관계에서 心이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 形心論的 이론의 바탕에서 사상

체질론을 완성한다. 許浚이 추구한 형상의학이 획일적 

형상의학이라면 李濟馬는 차등적, 체질병증 형상의학

으로 발전시켰으며, 이것은 사상인의 정신으로 나타나

게 된다. 즉 사상체질론은 기존의 天人관계의 인간관

에서 心身論的 인간관으로 바뀌어 인간 중심 의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19)

또한 “神農, 黃帝 이후 秦, 漢 이전까지의 病症藥理

는 張仲景이 전했고, 魏, 晉, 이후 隋, 唐 이전까지의 

病症藥理는 袾宏이 전하 고, 宋, 元 이후 明 이전까지

의 병증약리는 李梴, 龔信, 許浚이 전하 다. 만약 의학

자들의 공로와 업적을 논한다면 마땅히 張仲景, 袾宏, 

許浚을 첫째로 李梴과 龔信을 다음으로 볼 수 있다.20)

2) 사상체질 生理觀의 형성과정

李濟馬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그의 사상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밝

히고 있으며, 사상의 본체론적 구조는 太極-兩儀-四

象으로 이어지는 구조, 곧 心, 身, 事, 物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易理에서는 四象이 단

지 八卦로 분화하는 중간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마는 

사상이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실체적 개념인 事心身

物을 가리킨다고 보아 사상구조의 本體論을 설명하고 

있다.21) 

3) 四象臟腑論 

사상체질론의 장부론은 四焦와 四海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四焦22)는 인체에서 生化作用이 일어나는 

19) 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 編. 위의 책 : p.64.

20)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內用 再引用. 

21) 개인적으로 이제마의 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周易』에서

와 같이 四象은 八卦와 64卦로 분화화는 과정이라 여긴다. 

또 여덟 개로 세분하는 八體質이론이 더 易哲學的 의미와 

가깝다고 본다.

22) 四焦의 부위는 肺, 胃脘 부위를 上焦, 脾, 胃 부위를 中上焦, 

肝, 小腸, 부위를 中下焦, 腎, 大腸 부위를 下焦라 하 다. 

이런 부위적 개념은 실질 장부의 현  해부학적인 위치와는 

일치하지 않다. 오히려 사초의 부위적 개념에는 溫, 熱, 凉, 

寒의 四氣가 작용하는 부위적 개념에 더 중점을 두어 구분

공간이고 四海는 생화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이 모

여 있는 곳이다. 水穀의 溫熱凉寒 四氣는 체내에서 2

단계의 변화를 갖는데, 1단계는 津膏油液을 생성하여 

津海, 膏海, 油海, 液海에서 이루고, 2단계는 神氣血精

을 생성하여 膩海, 膜海, 血海, 精海의 後四海를 형성

하여 인체 각 기관의 정상적인 生理活動을 유지하도록 

한다.23)

4) 東醫壽世保元의 사상체질 病理觀24)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李濟馬는 “예로부터 

醫藥法方이 世間에 유행하며 여러 경험이 축적된 것을 

張仲景이 모아서 책을 저술하 다. 개 옛 의사들은 

사람의 마음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욕하며 기뻐하고 

성내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나치게 되어 병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음식물로 인해 脾胃가 상

하거나 風寒暑濕의 침범으로 병이 되는 줄만 알았다. 

그러므로 그 病論과 藥論이 모두 다 少陰人의 脾胃 水

穀으로부터 왔고 少陽人의 胃熱症을 치료하는 약이 간

혹 있으며 太陰人과 太陽人의 病情에 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여 인간 생활 속에서 나오는 갈등으로 인한 喜怒

哀樂의 性情의 偏着으로 인해 병이 생김을 강조하고 

있으며, 

“슬퍼하는 기운과 노하는 기운이 逆動하면 暴發하

여 위로 가서 竝合되며 기뻐하는 기운과 즐거워하는 

기운이 역동하면 浪發25)하여 아래로 가서 竝合된다.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역동하여 위로 가서 병합되면 

下焦인 肝腎이 傷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역동

하면 上焦인 脾肺가 傷한다.

또한 “太陽人은 사납게 노하고 심하게 슬퍼하는 일

이 있으니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少陽人은 몹시 슬퍼

하고 심하게 노하는 일이 있으니 반드시 경계해야 하

며 太陰人은 허랑(言行이 얌전하지 않은 것, 品行이 방

탕한 것)을 경계하고, 少陰人은 허랑하게 기뻐하고 심

하게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니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 編. 

위의 책. p.132.

23) 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 編. 위의 책. pp.142-143.

24) 박주홍. 위의 논문. pp.239-240.

25) 아무렇게나 발작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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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인간의 喜怒哀樂의 性情이 中庸之道를 상실

하면 이것이 곧 질병이 됨을 태소음양인의 체질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5) 사상체질 病理觀의 특징26)

사상체질의 병리관의 특징을 크게 心因論的 病因論

과 性情論的 病因論으로 나눈다.

(1) 心因論的 病因論

李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의 序頭에서 人

稟臟理와 人趨心慾을 함께 설명하여 心慾과 臟腑大小

와의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런 心慾의 흐름 자체

가 장부 소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

식하여 ‘棄禮而放縱(예를 버리고 방종함)’ 하는 것은 

太陽人의 心慾, ‘棄義而偸逸(의를 버리고 안일한 것만 

꾀함)’하는 것은 少陰人의 心慾, ‘棄智而飾私(지혜를 

버리고 사사로운 일을 꾸밈)’ 하는 것은 少陽人의 心

慾, ‘棄仁而極慾(어짊을 버리고 극도로 욕심만 좇음)’

하는 것을 太陰人의 心慾으로 보았다.

또 여기서 “五臟 중 心은 중앙의 太極이고 五臟 중 

肺脾肝腎은 四維의 四象이다. 浩然之氣는 肺, 脾, 肝, 

腎에서 나오고, 浩然之理는 心에서 나온다. 仁義禮智 

등 네 臟의 氣를 넓히고 채우면 浩然之氣가 여기서 나

오고, 비루하고 천박하고 탐욕하고 게으른 마음의 욕

심을 밝혀 변별하면 浩然之理가 나온다.”라 하여 心과 

肺脾肝腎 네 臟과의 관계를 太極과 四象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心慾과 臟腑大小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2) 性情論的 病因論

喜怒哀樂이라는 性情의 槪念은 黃帝內徑의 ‘七情’ 

또는 性理學의 ‘四端七情’ 중 ‘七情’의 槪念보다는 상

술했듯이 中庸에서 말하는 “喜怒哀樂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것을 일컬어 中이라 하고 발현되어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가리켜 和라 한다.)”에서의 喜怒哀樂을 性

과 情으로 구분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事心身物이라는 

四物類的 요약 정신에 의해 ‘喜怒哀樂’으로 새로이 설

26) 박주홍. 위의 논문. pp.242-246.

정된 李濟馬의 獨創的인 槪念이다.27)

6)東醫壽世保元에서의 사상체질 攝生觀28)

太陽人은 懶怠와 酒食을 경계해야 하고, 少陽人은 

驕奢와 侈色을 멀리하여야 하며, 太陰人은 貪慾과 財

物을 淸廉히 하여야 하며, 少陰人은 偏急과 權勢를 경

계하여야 한다고 하 는데 이와 같은 攝生의 내용들은 

기존 의학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2. 八體質論

1) 기원 및 분류

1960년  발표한 권도원 선생의 八體質針法은 사상

의학에서 길이 연구하지 못했던 침법 분야의 일  발

명이었다. 약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던 사상의학에 

비해 팔체질 의학은 침법과 식이요법 중심으로 발전되

어 왔다. 체질침의 속효성이 치료하는 의사나 치료받

는 환자 모두에게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이며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상의학의 약물을 병행.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29)

즉 사상체질론은 유학자이자 한의학자인 이제마 선

생의 철학과 유학이 주 배경으로 주로 성정, 체형, 섭

생, 약물치료에 중점을 둔 반면 침구학의 전문가인 권

도원 선생의 팔체질론은 침치료를 주 근간으로 삼는다. 

팔체질은 체질을 4개로 분류하는 사상체질과 달리 

肝이 가장 강한 木陽체질, 쓸개가 가장 강한 木陰체질, 

肺가 가장 강한 金陽체질, 大腸이 가장 강한 金陰체질, 

脾臟이 가장 강한 土陽체질, 胃가 가장 강한 土陰체질, 

腎臟이 가장 강한 水陽체질, 膀胱이 가장 강한 水陰체

질로 나뉜다. 

27) 全國 韓醫人 四象醫學 敎室 編. 위의 책. p.102.

28) 박주홍. 위의 논문. p.259.

29) 배철환. 8체질과 사상의학으로 풀어보는 몸. 산해. 2002.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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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팔체질의 기본 원리30)

팔체질의 기본원리 중 五臟六腑 중 腦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상에서 말하는 肺脾肝腎에 각각 神靈魂魄이 

들어있어 생명을 위하므로 腦死의 경우 생명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본다.31)

木陽체질은 肝>腎>心>脾>肺, 木陰체질은 膽>小

腸>胃>膀胱>大腸, 金陽체질은 肺>脾>心>腎>肝, 金陰

체질은 大腸>膀胱>胃>小腸>膽이며 土陽체질은 脾>

心>肝>肺>腎, 土陰체질은 胃>大腸>小腸>膽>膀胱, 水

陽체질은 腎>肺>肝>心>脾, 水陰체질은 膀胱>膽>小

腸>大腸>胃의 순으로 臟腑의 大小가 다르다.

火陽, 火陰體質은 없다. 사상의학에서 五臟之心 中

央之太極也라 하여 心 즉 火는 중앙에서 임금님처럼 

나머지 장부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火는 

체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聖人과 衆人을 구별하는 

것이라 언급하 다. 그리고 각각의 오행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火는 형태가 없어서 火體質은 없는 

것이다. 만약 존재한다 해도 火나 熱로 바뀌기 때문이

다. 그러나 팔체질에서 火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며 각 

체질에서 火가 작용하고 그 체질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 우주를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토성이 배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

서 火에 속하는 장기 즉 心腸 小腸 心包 三焦32)는 자율

30) 배철환. 8체질과 사상의학으로 풀어보는 몸. 산해. 2002. 

pp.35-36.

31)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서양의학에서 뇌사를 사망으로 처리

하는 것과 상반된 의견이다.

32) 心包와 三焦 : 서양의학의 신경계에는 錐體外路(extra pyramidal 

tract)라는 중추신경계의 延髓(medulla oblongata)부위에 존

재하는 신경로가 있다. 이는 같은 연수부위에 존재하는 추체

로(pyramidal tract)라는 신경로와 구분되는 운동신경과 관

련된 특정 부위를 넓게 지칭하는 말이다. 추체외로계는 이 

추체로계의 운동에  따른 근육의 긴장, 이완 등의 운동을 반

사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제어탑과 같은 것이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조화된 운동이 어렵게 되어 근육의 

강직과 의도하지 않은 떨림이 생기는 파킨슨병(Pakinson's 

disease)이나 부자연스러운 춤을 추는 듯 한 동작을 하는 

무도병(chorea)등이 그것이다. 또 다른 서양의학이 개념을 

빌린다면 심포와 삼초는 신경계나 내분비계와 비슷하다. 그

렇다 해도 신경계나 내분비계 그 자체는 아니다. 심포와 삼

초는 추체외로계처럼 존재하는 장기가 아니다. 무형의 기능

으로서만 존재한다. 심포와 삼초는 타 장부들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권능에 의해 자신의 기를 생성하고 그를 

통해 타 장부들의 조화로운 기능을 이루게 하는 절 적 기

능을 갖는다. 심포와 삼초를 뺀 장부를 五臟五腑라 한다. 心

腸을 언급할 때 素問 ｢宣明五氣編｣에 나오는 ‘心腸神’은 

신경계의 역할을 담당하며 난치병에서 주요한 임무를 

하므로 체질침으로 치료할 때 이들 장기를 동원한

다.33) 

3) 사상체질과 팔체질의 비교

사상체질은 肺, 脾, 肝, 腎 4장부의 2원적 원리로 구

분한다. 즉 太陽人은 肺大肝小, 太陰人은 肝大肺小, 少

陽人 脾大腎小, 少陰人 腎大脾小로 가장 큰 장부와 가

장 작은 장부만 비교하 다. 

팔체질은 심장을 포함한 5장부의 강약 순서를 다 배

열한다.34) 즉 木陽체질은 肝>腎>心>脾>肺, 木陰체질

은 膽>小腸>胃>膀胱>大腸, 金陽體質은 肺>脾>心>

腎>肝, 金陰體質은 大腸>膀胱>胃>小腸>膽이며 土陽

體質은 脾>心>肝>肺>腎, 土陰體質은 胃>大腸>小腸>

膽>膀胱, 水陽體質은 腎>肺>肝>心>脾, 水陰體質은 

膀胱>膽>小腸>大腸>胃 순으로 장부의 강약이 배열

된다.

심장에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또 心柱

神明이라는 심장이 정신적인 면을 주관한다는 말이다. 이는 

서양의학의 심장의 혈액펌프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심장

의 서양의학의 기능과 유사한 것을 찾자면 ‘心柱血脈’이 있

다. 이는 심장이 혈관을 주도하는 것으로 펌프기능보다는 혈

액순환을 돕는 脈管系(vascular system)를 관할한다는 의미

에 더 가깝다. 주석원. 8체질 의학의 원리. 통나무. 2007.

33) 배철환. 위의 책. p.85.

34) 주석원. 8체질 의학의 원리. 통나무. 2007. pp.137-138.

에 의하면 체질을 이론적으로 도출하면 20개이나 체질 배열 

양단에 심장이 오는 것을 뺀다. 심장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

다면 너무 쉽게 흥분하는 심장으로 폭발하거나 인체가 제

로 시동되지 못하고 꺼져버릴 것이다. 즉 자연도태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火가 양극단에 오는 火木土金水, 火木水土金, 

火土金木水, 火土木水金, 金水木土火, 金土水木火, 水金土木

火, 水木金土火 이 8개를 빼면 12배열이 남는데 현재 8체질

만 인정하므로 나머지 4배열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4배열은 木火水金土, 木水金火土, 土火金水木, 土金

水火木 이다. 이 4배열을 제 9배열이라 칭한다면, 실제 임상

에서 치료환자 부분인 8체질 내에서 치료가 된다. 金陽, 

金陰, 土陽, 木陽, 木陰의 빈도가 90%이상이다. 水陽이나 水

陰체질은 아주 가끔 내원하고, 土陰체질은 거의 오지 않는

다. 土陰체질은 빈도가 희박하기 때문이고 水陽, 水陰체질은 

나름 건강관리를 잘 하고 또 우리나라의 매운 음식과 인삼, 

홍삼 등, 보기 보양 약재들이 널리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병

에 걸릴 비율이 적고, 자가치료로 건강을 다른 체질에 비해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8체질로 치유가 안 되는 

임상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을 9배열의 환자로 분류

하 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3배열 즉 10, 11, 12

배열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실재 임상에서 보지는 못하

으나 심도 있는 체질이론의 연구를 이해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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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차이점은 땀의 배출문제인데 東醫壽世

保元四象草本券에서 이제마 선생은 “太陽人, 太陰人

은 땀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少陽人, 少陰人은 땀을 흘

리면 좋지 않다.”35)고 한 반면 권도원 선생은 “金체질

과 水체질은 땀을 흘려선 안 되고 木체질과 土체질(土

陽체질)은 땀을 많이 내는 것이 좋다.”36)고 한 점이 

특별한 차이점이다. 

4) 사상체질과 팔체질의 련성37)

(1) 목음, 목양체질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태음인의 

비율은 49.8%로 다른 체질보다 높아 목음, 목양체질

은 태음인과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음, 수양체질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소음인의 

비율은 65.2%의 비율로 다른 체질보다 높아 수음, 수

양체질은 소음인과 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토음, 토양체질로 진단된 상자들 중 90.9%가 

소양인으로 진단되어 다른 체질보다 월등히 높아 토

음, 토양체질은 소양인과 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팔체질 확신도와 사상체질 확신도가 올라갈수록 

사상체질과 팔체질 진단결과에서 태음인은 목체질로, 

소음인은 수체질로, 소양인은 토체질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5) 팔체질 확신도와 사상체질 확신도가 올라갈수록 

사상체질과 팔체질간의 연관성 강도가 상승하고 있었

으며 이런 점은 두 체질 이론의 상관관계가 매우 긴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장은수, 김호석, 정종욱, 유종향, 임정아, 이시우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木체질의 경우 太陰人과 절반 정

도의 일치를 보 으며, 水체질의 경우 少陰人과의 연

관성이 높았으며, 土체질의 경우 少陽人과 매우 연관

이 높았고, 太陽人과 비교 상인 金체질의 경우 연구

상이 적어 판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35) “太陽太陰 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 身體乏汗則

無病 多汗則有病.”

36) 주석원. 8체질 의학의 원리. 통나무. 2007. pp.317-324.

37) 장은수, 김호석, 정종욱, 유종향, 임정아, 이시우. ｢사상체질

과 팔체질 진단결과의 연관성에 한 예비연구｣. 한국한의

학연구원논문집. 2008;14(2). p.98.

3. 五行體質

1) 기원  분류

五行說의 가장 오래된 기원38)은 書經의 ｢洪範｣이
다. 이는 오행학설사에서 획기적인 저작이다. 洪範九

疇에서는 9가지 범주를 논하며 오행을 가장 앞세워 이

야기 하고 있다. 오행을 가장 앞세우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매개이자 구성요소이기 때문

이다. 그 이후 오행설은 漢代에 이르러 周易의 陰陽

說과 더불어 생성되고 전개되었다. 

黃帝內徑은 체질론의 시발점이다.39) 이는 전반 9

권은 ｢素問｣, 후반 9권은 ｢靈樞｣로 구분된 총 18권의 

醫書이다. 이들이 포괄하는 내용은 양생과 예방, 음양

장상(방부의 생리, 병리를 반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

을 포괄), 경락학설, 치료법 등이다. 그 외에 침구법, 

탕약, 안마, 기공 등의 치료법, 약성이론, 운기학설 등

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봐야하는 이유는 체질론

이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黃帝

內徑 ｢靈樞｣에 五態人論, 陰陽25人은 체질론의 중요

한 단서가 된다. 오태인론은 사상체질에 직접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음양25인은 음양오행론을 인체에 

적용한 최초의 단서이다. 음양25인론을 보면 木, 火, 

土, 金, 水형이 다뤄지고 경락학설이 적용되어 있다. 

물론 이들 체질론은 사상체질론과는 다르나 이론적 토

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黃帝內徑의 오태인론에는 太陽人, 少陰人, 少陽

人, 太陰人, 陰陽和平人 다섯이다. 오태인론의 태음인

은 겉으로는 겸허하고 사람을 하는 데에 주도면 하

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본 후에 자

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또 피부색이 검고 신체가 장

하고 자세가 구부정하다. 소음인은 작은 이익을 탐하

고 질투심이 많으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외

모는 고결해 보이나 서 있으면 불안해 보이고 걸을 때 

기어가는 듯 힘이 없다. 태양인은 사를 논하길 좋아

하며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도모하던 일이 비록 

실패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득의양양하여 오만해 

38) 백승헌. 주역으로 보는 이제마의 사상체질. 중앙생활사. 

2002. pp.20. 22-23. 24-26.

39) 全國 韓醫人 四象醫學敎室 編. 四象醫學. 集文堂. 2005. 

pp.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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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쉽고 오금 부위가 희다. 소양인은 자존심이 매

우 강하고 뽐내며 자신을 선전하고 외교적인 일에는 

능하나 내부적으로는 친근한 사람이 없다. 서 있을 때 

머리를 높이 쳐들고 걸을 때 몸을 흔들길 좋아하며 뒷

짐을 지는 습관이 있다. 음양화평지인은 음양의 기가 

조화롭고 혈맥이 순조롭게 운행된다.

｢靈樞經｣속에는 태소음양 오행인론이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외형을 얻었을 뿐, 장부의 이치는 깨닫지 못

하고 있다. 

2) 周易과 五行論

‘醫源于易’ 동양의 의학은 易學에서 나왔다. 周易
과 음양오행론의 원리를 통해서 한의학의 이론적 토

인 방제학, 본초학, 침구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가 

구성되어 있다. 周易은 방 하고 심오한 책이다 우

주의 운행법칙을 기호화하고 상징화한 동양적 과학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의학 연구에서는 周易과 음

양오행론을 깊이 연구하고 있지 않다. 음양오행론을 

미신 취급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40)

이제마 선생의 東醫壽世保元, 格致藁에는 周
易에 한 논의가 거의 없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의 성정론을 비롯하여 내용은 거의 周易과 음양오행

론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四象의 원리 역시 周易
의 四象의 원리와 동일하다. 인체 五臟의 心을 周易
의 太極과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41)

3) 周易의 원리로 본 생리의 구조42)

太極은 心臟(마음)이며 頭腦, 四象은 肝, 脾, 肺, 腎

이다. 太極 두뇌는 陰陽으로 左腦와 右腦로 나뉘고 四

象은 八卦43)를 형성하여 생리적 변화를 구성한다. 

乾卦

天은 두뇌의 생리로 하늘의 光氣를 받는다.

兌卦

澤은 폐와 장의 생리로 氣를 흡수하고 탁한 기를 

40) 백승헌. 주역으로 보는 이제마의 사상체질. 중앙생활사. 

2002. pp.43-45.

41) 백승헌. 위의 책. pp.46-48.

42) 백승헌. 위의 책. p.96.

43) 乾兌離震巽坎艮坤으로 각각 天澤火雷風水山地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각의 方位, 動物, 色, 家族構成員들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臟腑 配屬만 본다.

배설한다.

離掛

火는 심장과 소장의 생리로 血을 순환, 생성한다.

辰掛

雷는 손과 발, 四肢의 생리로 에너지를 교차, 진동, 

활동하게 한다.

巽卦

風은 간과 담의 생리로 신경을 조절한다.

坎卦

水는 신장과 방광, 자궁, 전립선의 생리로 精을 생

성, 배설한다.

艮卦

山은 비장과 췌장의 생리로 에너지의 運化를 담당한다.

坤卦

地는 위장과 12지장의 생리로 에너지를 소화, 흡수

시킨다.

   

4) 四柱 構成과 五行體質

하늘의 시간이 체질을 구성한다. 즉 生年月日時의 

四柱構成이 체질을 구성한다는 원리이다. 체질분석을 

하면 거의 체질과 기질, 타고난 병증이 일치되었다. 사

주팔자를 보는 것과 체질분석을 하는 것은 방법론에서 

음양오행론의 기본 원리는 같지만 공식을 풀어내는 원

리와 관점이 다르다. 체질분석은 운명예정설이 아니라 

인체의 생리와 병리를 중심으로 파악한다.44) 

陰陽五行論은 오행인 木, 火, 土, 金, 水가 각각 陰陽

이 있어 10개의 天干45)과 12地支46)로 나눈다는 것이

다. 이 天干, 地支에도 각각 陰陽五行이 들어 있다. 이

것을 10天干, 12地支라 명명하고 천간 지지의 배합에 

따라 60甲子로 구성된다. 60甲子 陰陽五行은 서로 성

질에 따라 작용하고 변화한다. 즉 相生, 相剋하면서 운

명, 성격, 건강 등에 향을 미친다. 60갑자 천간, 지지

44) 오행체질을 판별함에 있어 四柱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

한 방법이다. 周易의 원리를 적용하는 예도 있으나 周易
은 八卦와 더 친하므로 팔체질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45)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서 甲 陽木, 乙 陰木, 丙 陽火, 丁 陰

火, 戊 陽土, 己 陰土, 庚 陽金, 辛 陰金, 壬 陽水, 癸 陰水. 

로 각각의 陰陽五行이 배속된다.

46)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로서 子 陰水로 쥐, 丑 陰土로 소, 

寅 陽木으로 범, 卯 陰木으로 토끼, 辰 陽土로 용, 巳 陽火

로 뱀, 午 陰火로 말, 未 陰土로 양, 申 陽金으로 원숭이, 酉 

陰金으로 닭, 戌 陽土로 개, 亥 陽水로 돼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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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호논리학으로 인체의 장부설, 경락설, 약재, 약

물, 방제에 이르기까지 음양오행론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음양오행론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는 

黃帝內徑을 비롯한 제반 한의학은 설명되기 어렵다.

그런데 사상체질이나 東醫壽世保元은 경락학설, 

장부론, 병리학설에 관한 오행론에 한 언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사상체질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사상체질은 오행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상체질을 음양오행

론의 원리로 풀어 해설한 책이 전무하다.47) 

5) 天干 地支와 臟腑와의 계48)  配屬

甲-膽囊, 乙-肝臟, 丙-小腸, 丁-心臟, 戊-胃臟, 己-

脾臟, 庚-大腸, 辛-肺, 壬-膀胱, 癸-腎臟,

子-腎臟, 丑-膵臟, 寅-膽囊, 卯-肝臟, 辰-十二指腸, 

巳-小腸, 午-心臟, 未-脾臟, 申-大腸, 酉-肺, 戌-胃

臟, 亥-膀胱. 여기서 脾臟과 膵臟은 완전히 다른 기능

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서로 인체생리와 사를 조율하

는 작용을 한다. 

   

6) 干合  干剋

천간은 10개이며 각각 합과 극이 있다. 甲己 合은 

土, 乙更 合은 金, 丙辛 合은 水, 丁壬 합은 木, 戊癸 

合은 火로 변화한다. 그리고 甲庚 剋, 乙辛 剋, 丙壬 剋, 

丁癸 剋, 戊甲 剋한다. 

즉 干支가 상징하는 장부가 서로 합하고 극하는 과

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간합과 간극은 정도가 간

지 전체의 비중으로 볼 때 地合, 地沖보다는 약하고 四

柱의 전체의 균형 및 분포를 계산하여야 정확하게 판

단할 수 있다. 

   

7) 十二地支의 臟腑配屬49)

  

47) 백승헌. 28체질론으로 쉽게 풀이한 동의수세보원. 하남출

판사. 2000. pp.36. 39. 40.

그러나 역시 이제마의 사상이 오행과 무관하다는 관념에 

한 반론에 관한 규명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48) 백승헌. 위의 책. p.41.

49) 김광수, 강정수. ｢十二地支의 原理로 본 사상의학에 한 연

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3). p.691.

(1) 寅申巳亥의 臟腑配屬

 寅木은 높이 자라나서 가장 위에 있으니 上焦로 보

고 巳火는 표층에서 피어올라가니 中上焦로 보고 申金

은 땅 위아래에 넓게 퍼지니 中下焦로 보고 亥水는 땅 

아래로 흘러가니 下焦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肺, 胃脘

은 寅木에 脾, 胃는 巳火에, 肝, 小腸은 申金에, 腎, 大

腸은 亥水에 배속할 수 있다. 

(2) 子午卯酉의 配屬50)

모든 만물은 體用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肺의 體는 

金이지만 用은 木으로, 4, 9金의 4는 수렴하고 9는 발

산한다. 肝의 體는 木이지만 用은 金으로, 3, 8木의 3

은 발산하고 8은 수렴한다. 肺는 숨을 내쉬고 들이마

시는데, 내쉬는 것은 發散 즉 木氣의 작용이고 들이마

시는 것은 金氣의 收斂작용이다. 肝은 양분을 疎泄

하고 피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疎泄은 木의 發散

작용이고, 肝臟血의 저장은 金의 收斂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心은 중심에서 피를 생성하고 공급하며 五

臟六腑에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2, 7火의 2는 

收斂하고 7은 發散한다. 心陰의 작용은 血에 생명력을 

넣는 것이고, 心腸의 작용은 압축력에 의해 골고루 퍼

져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心은 중심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火의 속성을 그 로 유지하면서 水와 旣

濟를 이룬다. 脾는 5, 10土로 5는 發散하고 10은 收斂

하며 統血하는 작용으로 新舊血을 조절하고 津液을 四

肢末로 보내는 작용과 五臟六腑의 津液을 조절하는 작

용을 한다. 腎은 1, 6水의 1은 發散하고 6은 收斂하는 

體用을 가지고, 下焦에서 精을 저장하는 한편, 心과 肺

에 水를 雲霧처럼 피어오르게 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본성인 水를 가지고 있는 濕이 心腸의 火와 旣濟를 이

룸으로서 안개처럼 피어올라 心肺, 脾胃, 肝腎의 燥濕

이 조절된다. 이렇듯 인체의 昇降浮沈, 呼吸出納, 氣水

液穀의 분배는 天氣와 地氣에 의해 조절되고 人氣인 

性情에 의해 유지 보존되는데, 이는 질서 정연하게 움

직인다.

五臟은 人身의 중심이면서 自體는 움직이지 아니하

므로 陰臟이라 하고, 六腑는 陽으로 장 자체가 움직이

기 때문에 陽腑라 한다. 六腑에는 用的인 면이 드러나

50) 김광수, 강정수. 위의 논문. pp.6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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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胃脘은 上焦에 居하면서 津을 생산하고 온몸

에 溫氣와 津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胃는 中上焦에 居

하면서 膏를 생산하고 온몸에 熱氣와 津을 나르는 역

할을 하고, 小腸은 中下焦에 居하면서 油를 생산하고 

온몸에 凉氣와 油를 나르는 역할을 하고, 大腸, 膀胱은 

下焦에 居하면서 液을 생산하고 온몸에 寒氣와 液液을 

나르는 역할을 한다. 六腑는 음식물의 거친 양분을 인

체에 필요한 정미로운 양분으로 만드는 기초 양분 

섭취 작용을 하는데, 五臟과 六腑의 溫熱凉寒이 한 곳

으로 편중되면 病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 조절

을 하게 된다. 이 기능을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에
서 水穀이 納於胃하여 脾가 衛之하고 出於大腸함에 腎

이 衛之한다고 하 다. 또한 脾腎과 肝肺가 迭爲補瀉

하고 迭爲進退한다고 하여 沖合과 體用의 작용으로 설

명하 다.

驛馬인 寅申巳亥는 움직임, 역동성, 추진력을 말하

는 것으로 자연히 거친 부분이 있고, 桃花인 子午卯酉

는 꼼꼼함, 장식력, 치장, 섬세함으로 표현된다. 따라

서 驛馬는 六腑에서 거친 氣水液穀을 津膏油液으로 바

꾸고, 桃花는 五臟에서 津膏油液을 정미로운 膩膜血精

으로 만들어서 神靈魂魄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3) 辰戌丑未 

驛馬인 寅申巳亥와 桃花인 子午卯酉의 氣작용은 겉

으로 드러나나 辰戌丑未 庫藏은 十二地支의기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저장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

면서 변화의 軸으로 變을 조절한다. 모든 臟器는 沖合

을 할 때 辰戌丑未에 함장되어 있는 물질을 보내어 이

루어지기 때문에 辰戌丑未는 은행역할을 충실히 수행

한다. 

8) 地支의 合, 冲, 破, 刑, 害, 元嗔들과 臟腑와의 계51)  

이들 十二地支의 陰陽작용은 合刑沖破害怨嗔52)에 

51) 김광호, 강정수. ｢十二地支의 原理로 바라본 사상의학에 

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지. 2004;18(3). p.693.

52) 六合: 寅亥, 巳申, 午未, 辰酉, 卯戌, 子丑. 三合: 寅午戌 , 申

子辰, 亥卯未, 巳酉丑. 沖: 寅申, 巳亥, 子午, 卯酉, 丑未, 辰

戌. 破: 寅亥, 巳申, 子酉, 午卯, 戌未, 丑辰. 害: 寅巳, 申亥, 

卯辰, 子未, 丑午, 酉戌. 怨嗔: 寅酉, 申卯, 子未, 丑午, 巳戌. 

刑: 亥亥, 酉酉, 午午, 辰辰, 子卯, 三刑: 寅巳申, 丑戌未.

沈載烈, 淵海子平精解 名文堂. 서울, 1999. pp. 11-28.

의해 원활하게 돌아가니 이 작용들이 없으면 만물은 

生長化收藏을 못한다.

(1) 合

形을 완성시키고, 유지시키며, 안정시키고, 서로 연

결하는 통로작용을 한다. 

(2) 刑

단단한 合을 造化하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며, 움

직이게 한다. 刑은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현상을 말

하고, 법의 집행, 법에 의한 통제, 질서, 규칙, 수축, 

결, 수정을 의미한다. 刑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사지골

절통, 사지의 뒤틀림, 꼬이는 증상 등의 형벌을 가하는 

증상이고, 수술은 丑戌未 三刑과 관련된다. 

(3) 沖

충돌, 발전, 변화, 확장을 의미한다. 沖은 급성으로 

급격한 변화를, 克은 치 상태와 오행의 적당한 조화

를 유발한다. 沖은 다듬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현상

으로 沖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터져서 나오는 증상으

로, 鬱 중에서 沖까지 가는 표적인 증상으로 下血, 

衄血이 있다. 갑자기 말라 비틀어  진다든지, 四肢가 

구급하거나, 四肢痲痺 등은 沖을 당한데 刑罰까지 겸

해진 증상들이다.

(4) 破

고립과 헤어짐, 변동의 작용을 하면서 불필요한 모

서리를 제거하고 견제한다.

(5) 害

속에서 병드는 벌레, 균, 바이러스 같은 것을 가려내

는 작용으로 미리 안 좋은 害가 올 것을 예측해서 비

하는 것도 害의 작용이다. 따라서 害에는 앞으로 다가

올 害를 예방하는 작용, 실제로 害를 당해 臟器를 傷하

는 작용이 있다. 인체에 기생충이 있음으로써 인체 자

체 방어를 하게 되어 큰 힘을 발휘하는데, 만약 나쁘게

만 생각하면 怨嗔의 작용이 되는 것이다.

(6) 怨嗔

怨嗔은 慢性的이고 痼疾的이고 끈질기다. 刑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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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臟器가 규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破작용으로 자

축거리면서 변동 작용을 일으키고 모난 것이 걸러지

며, 害의 작용으로 원히 지속되지 않고 소모되어 없

어지는 것이 있으므로 生滅이 있게 된다. 合이 되어야 

장기가 유지되며, 合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서로 빌려 

온다. 즉 沖을 合으로 극복해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 사주구성의 五臟六腑의 요소들과 合, 沖, 破, 

刑, 害 들의 관계에 따라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

는 것이 오행체질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53) 

예를 들어서 사주 구성에 木이 많고 본인의 몸 즉 

日干이 甲木이면 사주구성으로 봐서도 木體質 즉 太陰

人 또는 木陰人, 木陰體質로 볼 수 있다. 陽木인데 왜 

木陰이냐고 질문하면 안 된다. 장부배속 원리상 肝臟

은 甲木이 아니라 乙木이므로 八體質論에서는 陰陽이 

五行體質論과 반 가 된다. 그것을 꺼려서 10체질

론54)에서는 오행체질처럼 陽干支를 陽體質로 陰干支

를 陰體質로 구분하기도 한다. 

Ⅲ. 結論

그러므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체질이론

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四象體質

동무 이제마 선생이 創案한 體質論으로 사람들은 太

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4가지 체질로 분류될 수 

있다. 각 체질은 容貌, 性情, 病理, 生理, 攝生이 다 다르

53) 五行體質을 四柱體質과 관련의 직접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는데 사주 외에 사람의 체질을 오행으로 풀어내는 

방법에 해서는 아직은 연구한 바가 없고 혹 사주 외의 방

법에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고 싶기도 하다. 관상학이나 골

상학에서 신체부위와 오행을 접목하는 예가 있긴 하나, 개인 

신체의 전체적인 음양오행의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54) 四柱 10天干에 따라 體質을 10개로 보고 甲을 木陽, 乙을 

木陰, 丙을 火陽, 丁을 火陰, 戊를 土陽, 己를 土陰, 庚을 金

陽, 辛을 金陰, 壬을 水陽, 癸를 水陰體質로 나눠서 分類하

는 體質論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甲이 쓸개 乙이 肝臟이라

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陰陽의 名稱만 다를 뿐이다. 

김 원. 10체질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쌤앤파커스. 2011. 

므로 각각의 체질에 맞는 攝生, 病理 治療를 해야 한다.

2. 八體質

동호 권도원 선생이 발표한 八體質論이다. 이는 2개 

臟腑의 大小만 구별한 사상체질과 달리 五臟 즉 肝, 

心, 脾, 肺, 腎의 大小 구분으로 체질을 8개로 나누었

다. 각각 木陽, 木陰, 土陽, 土陰, 金陽, 金陰, 水陽, 水

陰체질로 나뉜다. 사상체질이 병리와 약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팔체질은 針法이 주요하다.

3. 五行體質

陰陽五行論에 근거한 가장 오래된 체질론으로 간단

히 말해서 四柱 八字에 나타난 陰陽五行의 干支로 장

부의 大小 强弱, 合, 沖, 破, 刑, 害 등을 적용하여 체질

을 구분하는 이론이다. 

오행체질은 음양 오행론에 근거하여 건강상태 뿐 아

니라 性格, 環境, 運勢 등을 綜合하여 判斷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아류들을 낳았고 아직 개념적 정

의도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의학적인 면

에서는 가장 인정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각각의 체질론은 나름의 전통과 근거와 임상적 실습

이 있으므로 어느 특정한 이론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서로서로 참고하는 것이 정확한 체질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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