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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ternative

Shin, Ji-hoon

Advisor : Prof. Seo, Jae-hong, Ph. 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cientistic description never say without accidents." If someone 

could prove the contrary of it, the orthodox doctors may tell patients 

who are eager to know what has driven them to be sick the truth. But 

the subject is not solved yet, so the doctors can't say it. However the 

patients are not anxious the name but the meaning, the cause, and the 

result of disease. Although a lot of money and lives are supported to 

the medical treatment sufficiently in the world, the scientific medicine 

couldn't be improved well. That means the present scientific medicine 

reaches uppermost limit. Thus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CAM) began as a concept of holistic health. It is more 

meaningful than an accident, more respectful personality than I-it 

relation. But it is no wonder that CAM is shown not medicine but folk 

remedies because it is unstructured, omnipresent and immense. The 

Korean medicine of them is similar to the Chinese medicine, that get a 

big write-up the part of physical constitution. This manuscript makes 

CAM and the Korean medicine escape from each territory and 

rearranges many remedies of CAM by the theory of the Korean 

medicine. Though they are pseudo-science and so lose yet recognition 

from the public, this coordinative conspiracy is progressed for making 

healthier men, healthier society and healthier nature as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says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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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연구배경연구배경연구배경

                1. 1. 1. 1. 醫醫醫醫史史史史    속에서의 속에서의 속에서의 속에서의 대체의학대체의학대체의학대체의학

  의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다. 어떤 경험에 의해 생

겨났을 수도 있고, 전혀 무지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리라는 신념 속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의학은 시작되었으며, 

인간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고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의학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 출발점은 대체의학이나 정통의학, 한의학 어디서나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지역적으로도 다른 체계로 발전했지만, 시대적으로도 다른 체

계로 발전해 왔다. 

  선사시대부터 존재해오던 의학은 경험에서 출발하였겠지만, 어느 때부터 巫와 결합

되고, 神政에도 활용되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 시대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과

의 구분을 구분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인간은 이들 앞에 약한 존재였을 뿐이었다. 

질병은 신의 뜻으로 巫를 통해 나을 수 있는, 곧 신과 자연에 대한 복종이지, 결코 약

물의 힘으로 나으려고 하지 않은 시대였다. 

  이를 가장 먼저 탄핵한 것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서 시작한 마녀 사냥으로 이전에

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술법들이 종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에는 충분히 관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그 시대 날카로운 이념으로 종교적이지 못

한 것에 대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醫는 巫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

존의 巫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17세기 이후는 과학화를 위해 애쓰던 실학주의 시대였다. 그 당시 그다지 진보하지 

못한 과학 이론을 들어 실학주의가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라, 그 당시 어린아이와 같은 

과학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비판받을 수 밖에 없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서양의 가치관이 바닥으로 떨어지던 시기였던지라, 기독교식의 의학도 비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醫는 종교적인 의미를 떨쳐내고 과학적인 의미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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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애를 썼다. 

  미국에서는 1908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에 대해 의과대학의 실태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사업을 

벌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연구 사업은 의학이나 의학교육과는 인연이 

없던, 중등교육자인 플렉스너(Abraham Flexner, 1866-1959)에게 맡겨졌다1). 그리고 

그의 보고서로 인해 플렉스너의 전략이며 표어라 할 수 있는 ‘실험’과 ‘과학’에 기반한 

의학 연구와 교육은 과학주의(scientism)가 만연하던 당시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

켰다.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동종요법사 의과대학과 약초요법사 의과대학 등은 맥없

이 쓰러져 갔다. 역시 과학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함량 미달인 대부분의 흑인의

과대학과 여자의과대학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또한 과학이라는 상표로 

비정규 의료인(sectarian practitioner)에 대해 우위를 주장하던, 미국의사협회 쪽 의사

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리고 앞으로의 의학 교육은 더욱더 과

학에 기반한 것이 되어야 했으며 의학 연구와 긴밀한 관련을 갖도록 추동되었다.2)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을 통해 모든 철학, 역사, 과학, 종교, 무술, 의학 등에 유물론적

으로 변증하여 유심론에 대한 부정과 숙청 작업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중국 전통의학과

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3) 결국 중국 현대 의학은 유물론적인 중국의학일 뿐이다.

  한국이라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시대적 철학이 요구하는 이념으로 인해서

라기보다, 역사적인 비극으로 인한 단절이 있었다. 조선시대까지는 한의나 침의가 모

두 독자적인 활동 영역이 있었고, 주로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제식 교육에 의

해 수련을 하여, <표-1>에서와 같이 엄격한 시험제도에서 발전되어 왔었다. 

1) Berliner HS. A System of Scientific Medicine: Philanthropic Foundations in the Flexner Era. 

New York: Travistock, 1985, 97

2) 황상익, 20세기 초 미국 의학교육의 개혁과 <플렉스너 보고서>, 大韓醫史學會 춘계학술대회(1994. 5. 6)

3) 『동, 서 의학의 신체관』, 강신익(인제대학교 의과대학), 2001년 5월 26일 건국대학교 역사학대회 과학사분

과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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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조선 시대 한의, 침구 제도>4)

  그러나 1914년 10월 조선총독부는 민족의학 말살을 위해 한의 제도를 폐지하고, 의

관, 의생, 침술, 구술, 안마사 등의 유사의료업으로 격하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난은 

시작되었다. 광복 후 격하되었던 醫生은 다시 한의로 복원되었으나, 5.16 쿠데타 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폐지되어 버렸고, 아직까지 침구사는 불법인 상태로 남아 있다. 종

래 있었던 도제교육 식의 한약업사 제도도 역시 중국 중의학을 수입해와 대학에 한의

학과를 개설한 이후로 사경화되었고, 현재로서는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무

리 치료를 잘해도 불법이며, 한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한의학을 가지

고 평생을 살았더라도 6년간의 정규 한의학과 출신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다. 

  이러한 全時代, 全地域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체의학은 역사에서 다시 등장하였

다. 이것은 1992년 미국 국립 보건원(NIH)에 대체의학연구위원회가 설립된 후부터 라

고 할 수 있겠다. 건강이라는 말도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98년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대로라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상(well-being)인 상태”를 말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post modernism의 기본 이론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학은 의학으로서의 어떤 이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시

대 철학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시대 철학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화권에

서의 문화 양식도 의학을 결정짓는다. 종래 巫가 그 시대 이념이며 통치 기반이었을 

때는 毉였다가, 신학이 그 시대 철학일 때 의학은 신학 속의 의학이었고, 실학이 등장

4) 經國大典 禮典 諸科조에서 발췌

과별 講別 講書

한의학

誦 纂圖脈 銅人經 50세 이상이면 背講한다

臨文
瘡疹集 直指方 救急方 婦人大全 得效方 胎産輯要 

和劑方 本草 資生經 十四經拔彙

침구학

誦 纂圖脈 和劑指南 銅人經

臨文
直指脈 鍼灸指南 子午流注 玉龍歌 資生經 外科精要 

十四經拔彙 鍼灸摘英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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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는 과학 속의 의학이었다. 지금의 시대는 해체와 재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시대 철학 속에 의학은 해석되고 있다. 

                2. 2. 2. 2.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의미와 의미와 의미와 의미와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대체의학이라는 말 속에 대체(alternative)라는 말 자체는 교육에 있어서는 대안교

육, 에너지에서도 대체 에너지 등 찾아볼수록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게 되는, 

기존과는 다른 성격, 다른 시각으로 보는 관점 내지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철학 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을 띈 사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정통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있던 것들을 발굴해 내

어 현대식으로 알맞게 수정하는 것이기에 “대체”라는 말은 역사적인 면에서만큼은 모

순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자연의학”이나, “전인의학” 등의 좋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대체”라는 말을 하는 이유에는 대체라고 하는 말에 필연적으로 

“인식의 인식의 인식의 인식의 전환전환전환전환(paradigm (paradigm (paradigm (paradigm shiftshiftshiftshift5)5)5)5)))))”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과정에서의 본

질이야 “대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식 사고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체”라는 

용어로 접근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라는 말에는 “혁명적이고 혁명적이고 혁명적이고 혁명적이고 반사회반사회반사회반사회

적인적인적인적인”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의료 현실 - 표면적으로는 

상업주의로 전락해가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의학의 내용 자체 - 에 대한 

거부와 함께 더 나아가 혁명적, 비판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의

미상으로는 대체의학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라

는 용어를 썼을 때 함축하고 있는 바가 자뭇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대체의학은 정통성을 찾아야 하는 과업을 지니고 있다. 혁명적이고 반사회

적인 “대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왜 다시 정통성을 찾아야 되는지 반문할 수도 있겠

지만, 여기에서 정통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납득할 납득할 납득할 납득할 만한만한만한만한”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

다. 이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는 튼튼한 이론이 갖추어져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대체의

학은 수많은 임상 각과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 이들을 통합할 만한 이론적 기저(基

底)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구슬만 가지고 있다고 이것을 꿸 수 없으면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 한의학에서의 침술과 한약 요법 등의 몇 가지가 대체의학적

5) Thomas khun,『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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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에 속하고 있지만, 한의학적인 시각이라면 이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임상적

인 방법들에 이론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대체의학의 이론을 서양의학의 관점

으로 보는 몇 가지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의학의 이론과, 한의학적인 사고방식

이 훨씬 더 친밀한 토양이 되어 대체의학이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

야기이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한의학-대체의학-서양의학의 遭遇도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醫

가 시대나 지역에 따른 문화권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신학으로 철학으로 과학

으로 변모하며 醫學 또는 醫術로서의 기능을 가졌지만 醫는 신학이기도 하여야 하며, 

철학이기도 하여야 하며, 과학이기도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만지고 싶은 사람에게 대단한 희소식이 되

어 주다보니, 좋은 뜻으로 해보려는 사람도 비난을 듣게 되었고, 자기 요법만 최고이

고 다른 요법은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은 혼돈 중에 

빠질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대체의학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대체의학

은 예전의 말살정책이 무지와 오해로부터 기인하였는데 반해, 이제는 오명을 쓰고 무

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대체의학의 이론적 내

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이론적, 

실재적 접목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려 한다.

  먼저 한의학의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현대 서양의학과의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무척이나 심한 탓에 양자사이의 접목이 어려운 만큼 용어에 대한 재해석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문화혁명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해

왔던 唯心論은 쓸모없는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 과감하게 삭제하여 예전과는 단절된 의

학이 되어버린 중의학과는 좀 더 색다른 서술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의학의 개념

을 정립하는 것은 한의학의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대체의학을 이의 체계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의학이라고만 표현하였는데, 이것의 정식 명칭은 “보완 대체 의학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이지만 본고에서 대체의학이라고만 한 이유는 

현대 정통 의학(orthodox medicine)을 보완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생활 의학과 

비주류 의학, 자연 의학을 포괄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의학의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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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의 많은 요법들을 心理, 生理, 病理, 藥理, 治理라는 범주에 분류하였다. 이 범

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하는 여러 대체의학 요법들을 기술함으로써 한의학과 대체

의학의 접목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의학관과 서양의학관의 차이와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비교를 통해 

양자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양자사이의 접목 실현 가능성을 찾아 실재 임상에 양

자가 접목된 6건의 case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통합의 길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이 연구를 위하여 한의학과 대체요법을 통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임상적으로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실험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에 많은 제한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 자문과 지도와 임상, 검증에 있어서 의

사와 한약사가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醫案(case)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통

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만큼의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한의학과 대

체의학이 현실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한 첫 발로서 

제시한 것이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된 요법으로 생활 의학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요가의 

Jala-Neti, 사혈-부항, 쑥뜸, 정체 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몇 가지 요법만을 적용하

였고, 한약 부분에 있어서는 『東醫壽世保元』, 『東醫寶鑑』, 『方藥合編』의 서적을 

참조하였다. 광주에 있는 원제당한약방을 연구 장소로 선정하여 한의학 부분에 있어서 

4년 정도 도제식으로 수업하며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3개월 정도의 본격적인 연구, 

임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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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환자의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법의 특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지를 거쳐서 서양의학, 한의학, 대체의학적인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 과정을 거친 뒤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및 예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부작용의 

발생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론의 정립을 위해 Review Article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본고가 한의학에 대한, 대체의학에 대한 개론적 접근(introductive access)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헌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로 한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적들을 현

대 중의학, 한의학 서적과 비교하면서 기술하였고, 대체의학과 관련된 문헌을 이 한의

학의 체계 아래 두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본론본론본론본론

                1. 1. 1. 1. 한의학관과 한의학관과 한의학관과 한의학관과 서양의학관의 서양의학관의 서양의학관의 서양의학관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과학은 자연세계에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지식이며, 

과학이라는 용어는 무지와 오해로부터의 구별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며, 과학적인 방

법에 그 근거 기반을 두고 있다. 서양의학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 중심의 의학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학은 근거를 중심으로 하고, 의학은 이 과학을 중심으로 하니, 

의학은 과학이며,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르 콩트 누이(Lecomte du Nouy)는 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란 결국

에는 우연우연우연우연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님을 보여 주었다6).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

으로 하는데 겨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보편적 진리나 법칙은 우연우연우연우연에 불과하다는 것

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연히 그 복잡한 아미노산이 결합하고, 그렇게 해

6) Lecomte du Nouy, Biological Time, Methuen & Co., London,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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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토록 정교한 생명체가 나오기까지 과학에서는 모두 우연이라고만 설명할 뿐이다. 

이에 대해 “왜?”에 대한 물음은 어리석은 질문일 뿐이다. 돌연변이가 이처럼 줄곧 아

름다운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 하는데도, 과학의 대답은 “그

냥”일 뿐이다. 의학이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면 인간이 왜 병에 걸리는가에 대한 질

문에도 역시 “그냥, 우연히”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환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병균과 잘못된 만남을 하였으니 의사는 이 병균을 없애는 것이 임

무이다. 몸의 병균을 없앴으니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환자는 그냥 이전대로 살면 

된다. 다시 병들었더라도 그 병균만 제거하면 될 뿐이다. 

  또 무지와 오해로부터의 구별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였는데, 과학이 

알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또 잘 알고 있다고 한 그 분야에서도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한 것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 극히 일부분일 뿐

이며,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던 사실도 언젠가는 뒤집혀질 가능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이 이 과학을 基底로 한다면 이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을 다루게 되며, 의학적으로 알고 다루었던 일련의 시술도 언젠가는 비과학적

인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실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은 1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이 함유된 75개 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 중지 및 폐기 조치

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

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

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

근의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

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신속히 

수거, 폐기해 처분결과를 내달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도매상, 약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유중인 해당제품의 반품을 지시하

는 한편 일선 의사, 약사들에 대해서도 제품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

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 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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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이 들어 있는 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식

약청은 덧붙였다. 미국 식품 의약국(FDA)은 지난 2000년 PPA성분을 식

욕억제제로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경고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지난 2001년 4월 PPA 성분을 식욕억

제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루 PPA 최대복용량이 100㎎을 초과하

는 복합제나 단일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7) 

라고 하여, 지난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았던 제품이 이 시대에는 죄인이 되어 더 

이상 사용하면 안될 품목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시대에는 아주 뛰어난 효과

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변질하여 지금에만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과학으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의 과학으로 밝혀지면 비과학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당시 과학이 지금은 비과학이 되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과학科學이라는 말은 또한 분리분리분리분리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이 과학을 가장 중요한 수단

으로 보고 있는 의학이기 때문에 내과, 외과, 정신과 등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신(神)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린 지 오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역시 깨버렸다. 

인간의 몸도 안과면 안과, 피부는 피부과이지 이비인후과나 독특하게 서너 가지가 합

쳐졌을 뿐, 철저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리를 주장하는 이상, 의사에게 있

어서의 환자는 인간이 아니라, 물질일 뿐이다.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어떠하고, 이 

사람의 정신상태는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사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어느 감정 하나가 의사에게 작용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머니를 수술한다고 하여도 물질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

다. (물론 정신과적인 진료를 위해서라면 rapport를 형성해야 하고, 환자의 병력을 알

기 위해 여러 질문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고가고 있고 요즘 들어 이렇게 분과된 

의학에 대한 서양의학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추세이다8).)

 

  이에 반해 한의학은 분리가 분리가 분리가 분리가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통합통합통합통합을 주장한다. 예로 환자의 눈이 아픈 것은 

간에 이상이 있어서 눈이 아픈 것이라고 보며, 치료는 엉뚱하게 발에 침을 놓는다. 몸

7) "‘뇌졸중 위험’ 확인, 4년 동안 끌어", 『서울연합뉴스』2004. 7. 31.

8) Martin Buber, I and Thou, Free Press, 1971에서 Buber는 I-It의 관계에서 I-Thou의 관계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현대의학에서 진료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 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다시 찾아보자고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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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설명의 전부다. 왼 쪽이 아픈데 오른 쪽에 침을 

놓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만 몸은 낫고 있다. 환자의 몸에서의 관계뿐만 아니

라, 가세(家勢)가 갑작스레 기울어 발병했다고 보기도 한다.9) 병의 원인이 외부보다는 

주로 내부에서 기인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다발적인 원인으로 병이 생겼다고 본

다. 환자와의 관계가 긴밀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이, 환자 옆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없지 않다. 환자와 친했던 사람, 환자의 집안뿐만 아니라 환자를 지금 간호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통합을 하려 한다. 

  또한 과학이 무지와 오해로부터 구별된 지식을 소유한다고 하지만, 非科學과 未科學

의 영역 구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비해, 한의학은 절대적인 절대적인 절대적인 절대적인 법칙법칙법칙법칙 속에 모든 자연 

현상을 귀납시키려 한다. 詩經에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10)”의 구절

에서와 같이 어떤 절대적인 법칙은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의 가장 핵심에 있는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우연이 우연이 우연이 우연이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인연인연인연인연((((因因因因緣緣緣緣))))임을 강조한다. 병은 반드시 사람이 병이 오도록 

만들고, 방치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병이 발생한 것임을 주

장하며, 그 원인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지, 병균을 떼

어내려고 하는 수술과는 다르다고 하는 관점이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반복적인 잘못된 생활습관(기독교에서는 죄로 볼 수 있는)이 병을 만들었다

고 본다. 동양철학에서는 맹자가 말한 “反求諸己11)”와 관련이 깊다. 내경에서는 正氣

存內 邪不可干12)이라 하여 몸의 정기가 잘 보존되어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

장이다. 

9) 帝曰 凡未診病者, 必問嘗貴後賤, 雖不中邪, 病從內生, 名曰脫營; 嘗富後貧, 名曰失精; 五氣留連, 病有所幷. (素

問, 疏五過論篇 第七十七) 황제가 말하기를 병의 진단이 잘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전에 권세가였다가 떨어

진 집안인지, 아니면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물어보아 병이 속병으로 기인한 것인지, 

감정이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아 발병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10) 詩經, 嘉言第五,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만물에 법칙이 있게 하시었네, 사람마다 이 이치를 붙잡고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

11) 孟子曰:  ｢愛人不親反其仁, 治人不治反其智, 禮人不答反其敬. 行有不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

之.<孟子,離婁章句上> 맹자가 이르기를,“남을 사랑하였는데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사랑을 되돌아 보고, 

남을 다스리려는데 뜻대로 안되면, 그 지혜를 돌아볼 것이며, 남을 예로 대했는데 답례가 없으면 그 공경함

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일이다. 행했는데 얻지 못하였다면 모두 자기에게서 그것을 찾아야 할지니 

그 몸이 바르면 천하가 모두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12) 黃帝內經 素問 刺法論篇 第七十二, 정기(몸의 바른 기운)가 몸에 있는데, 어찌 사악한 것(병)이 깃들 것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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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이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문의 목적과 근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서의학은 반목(反目)할 수 밖에 없었다. 

<표-2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비교>

  과학은 가설이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증명을 하니, 과학에서 보는 경험은 

실험이 아닌 효과 있는 가설 정도로만 취급을 하게 된다. 아무리 수 백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술에 사용되어왔더라도 실험실에서 동일한 조건과 대조군 등의 실험실 조건

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실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1907년도에 606번째 실험

에서 성공한 매독 치료제 salvarsan606이나 해열제로 익히 잘 알고 있는 aspirin 역

시 민간에서 활용하던(대체의학적인) 어떤 특성을 실험실에서 규명하여 조제, 판매되

는 과학적인 의학약품이라고 한 예에서와 같이, 과학적으로 본 대체의학과 한의학은 

단순한 가설일 뿐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말하는 이른 바 직관이라는 것은 일련의 경험(직접적인, 간접적인)

들에 의해 발생한다. 가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확고하다. 일련의 경험들은 어

떤 원리에 의해 생성, 소멸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상황을 보고 “어

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어떤 일관된 법칙의 적용을 깨닫게 되면 그 법칙 

속에 풀고 싶었던 문제나 상황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은 보편타당한, 누구나 설명만 하면 납득, 공감

할 수 있는 법칙이 된다. 이러한 법칙은 상위 법칙에 절대로 위배되지 않고, 연역적이

든, 귀납적이든 최상위 법칙만큼은 다소 아주 특수한 상황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더

라도 보편타당하므로 “절대적13)”인 것이 된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점은 우

서양의학과 서양의학과 서양의학과 서양의학과 과학과학과학과학 한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철학철학철학철학 대체의학대체의학대체의학대체의학

목적목적목적목적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   진리와 법칙에 귀속   치료가 아닌 치유

근거근거근거근거   과학   철학   민간 처방

방법방법방법방법   과학적 방법   경험적 방법

도구도구도구도구   기계나 수술(객관적 자료)   영감이나 직관   

관점관점관점관점
  객관적(일원론적)   주관적(다원론적)   주관적

  미시적   거시적(전인성)

영역영역영역영역   visible   sensible   u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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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아직 모르는 것일 뿐,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절대 법칙 속에 있으며, 그 법칙에 

의해 정치, 교육, 지리, 의학 등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 

  동양과 대체의학에서는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양의 주장에 대해 “실험실 

밖의 실험(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며, 직관에 의해 병인과 약물을 적용하려고 한다. 개

체의 특수성은 절대로 실험실 상황같이 조작된 곳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변수가 많

으므로 실험실은 매우 좁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양의학에서는“사람을 실험 도구

로 삼은 극히 비윤리적인 행위”를 경험이라고 한다며, 매우 극악한 邪道로 보고 있다. 

2차 대전 중 일본과 독일에서 했었던 마루타 실험과 같은,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세포주나 기타 다른 동물에 대해 먼저 실험을 하고, 안정성이 밝혀지면 

그 때에 인간에 대해 실험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윤리라고 하면서 말이

다.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므로, 비합리적인 의학이 되어버린 것이다. 반면

에 동양에서는 끔찍한 수술이나, 강력한 항암제를 동원해 病原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서양의학을 비윤리적(살인적)인 의학이라고 매

도한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렇게까지 대립적인 구도에 놓여있다. 

  또한 영역면에 있어서 서양의학은 “보이지 않는(invisible)"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

다가 좋은 기계와 학문의 발전으로 인하여 ”마침내 보이게 되면(visible)" 그 때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그때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경락(經絡)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되며, visible한 해부학에 근거를 두지 않고, 느낄 

수 있는(sensible) 장상(藏象)에 의해 설명이 되는 것이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

학을 하는 사람들은 해부학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수박 겉핥기

정도로 밖에 보지 않으려 하며, 서양의학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 대체의학에서는 이에 대해 “쓸모 있는 지(usable)"에 관심

을 둔다. 그렇다고 서양의학에서 하는 수술이나 화학약품 등의 폭력적이고 비자연적인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가장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

을 뿐이다. 

13) 天地雖大 其化均也 萬物雖多 其治一也(莊子, 天地) 천지가 비록 크더라도 그 변화는 항상 고르고, 만물이 

비록 많다하지만 그 다스리는 것은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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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서양 정통의학에서도 지금까지 주변화해 온 “전인성”에 대한 요구를 과학성 

내에서 수용하려 하며, 한의학에서도 협진(協診)이라는 이름아래 서양의학과의 접촉점

을 찾으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辨

證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둘 사이의 접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바이다. 접촉의 

과정에서 비록 원만하지 못하더라도 “철학+과학”이어야 하고, “경험+실험”이어야 하

며, “微視+巨視”여야 한다. 한의학은 과학적이 되어야 하며, 서양의학은 좀 더 경험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자 사이의 조우를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 속에서 대체의학은 

좀 더 한의학에 가깝다. 아무리 중의학, 조선의학, 한의학, 황한의학이라고 나뉘어 있

어도 결국 가장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어로는 모든 민족 의학을 포괄하는 대체의학

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취지 역시 대체의학을 동양적으로 설명하며, 한의학을 대체의

학으로 설명하여 조우(遭遇)하게 하였다. 조우(遭遇)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서로의 필요성을 찾고, 공통점을 찾아가며 만나는 것이지, 우연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조우는 이후 서양의학과도 조우할 것이

라 본다. 

                2. 2. 2. 2. 한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공통점공통점공통점공통점

  대체의학이란 한 마디로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자연의 치유 능력에 맞추어 조

율해주고 복원시켜주는 의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체의 면역 기능과 회복 능력을 

증강시켜 주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접근 방식을 동원하게 되며, 환자를 전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고 그 신체적인 병변 부위에만 치중하는 치료가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찰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치료를 행한다. 그러기에 한의학과 

대체의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성과 전체성과 전체성과 전체성과 유기성유기성유기성유기성에 초점을 둔다.

  한의학은 取象比類(어떤 한 현상이나 물질을 선택하여 다른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작업)라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서 긴밀한 유기성을 나타내고 있

다. 음양과 오행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여러 가지 현상 및 물체를 대입하여 비슷한 성

질이 있다 하면 분류시키는 방법으로 서양의 분석, 귀납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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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된다. 

  장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쓸모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람이 딛고 있는 땅 이

외의 부분을 제거한다면 그 사람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리 

쓸모 없어 보이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딛고 서있지 않더라도 연관되어 

있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며, 치료에 있어서도 함께 눈여겨 보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 바로 인간이 아니라 인체라고만 본다면, 이는 환자를 물질로 

보고, 병의 원인은 거의 바이러스에 의해서이며,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한 부분만을 

담당하여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인체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고 치료를 하자면 정신 감정

상태, 최근의 정황, 가정 환경, 직장에서의 문제, 사회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인체내부

에서도 뭔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좋지 않아졌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처방을 하게 된다.

  둘째, 병의 원인이 virus때문이라기 보다 인체의 면역 면역 면역 면역 기능기능기능기능에 초점을 둔다. 

  질병에 기초하는 의학(disease - centered)이라기보다는 환자 중심(patient - 

centered)의 의학인 셈이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식의 치료법은 많이 없고, 

대신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 인체로 병원균을 내보내게 하는 방식의 치료법이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몸의 pH에 이상 변화가 생기게 되면, 피 속에 있는 여러 미생물들

이 모양의 변화, 혹은 돌연변이 상태를 거쳐 pathogenic 상태로 변하게 되며, 몸의 효

소들도 비활성 상태가 되면서 발병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발달된 

진단 기계로써 측정할 수 없는 “좋지 않은”상태까지도 병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면역기능이라든지 병이 옮겨서 붙어 살만한 조건을 제거하기 때문에 병의 근

본을 치료한다고 말한다. 

  셋째, 병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과보건과보건과보건과 양생양생양생양생((((攝攝攝攝生生生生))))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이분법적으로 건강과 질병을 절대로 뚝 잘라 나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태는 건강

과 죽음이라는 연장선의 어디엔가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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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보건과 질병>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현재의 기술, 각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진단기계와 의사의 능

숙한 기계 조작기법에 의해 드러난 드러난 드러난 드러난 것만것만것만것만 ③으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된다. ③이 아닌데 

치료를 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과잉진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②라는 것

을 의사와 환자 모두 알고는 있지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기다려야기다려야기다려야 한다. 

  한편 한의학과 대체의학은 ①에서 ⑤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treat의 대상이 된다. 바

로 養生과 攝生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기 쉽고, 치료기에 있는 사람

은 낫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완전한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초월적인 존재

가 된다고 하는 覺醒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LSD같은 각성제를 먹지 않고도 각성 상

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수 밖에 없다. 

  넷째, 화학적인 약품을 지양하고, 생약성분생약성분생약성분생약성분으로 치료한다.

  여기에서 생약이라고 말한 것은 화공약품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편의상 생약이라고는 

하였지만 한약과 생약에는 용어상의 차이점이 있다. 한약이 한의학적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천연물, 가공된 약제, 혼합 약

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생약이라는 것은 서양의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천연물을 가공하고 유효 성분을 규명하여 약리 효과를 입증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

다. 

  화공약품으로서가 아니라 치료에 부작용이 적고, 일상적일 수 있는 생약이 효과적이

라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밥상만 제대로 차려먹어도 가장 좋은 영양제 하루에 200개

씩 먹는 가치를 한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생약이다. 

  다섯째, 민간 처방을 다수 포함하며 비과학적비과학적비과학적비과학적이라도 치료 효과가 있으면 포함한다.

  화공약품이 어떠한 것인지는 다음의 말을 빌려보기로 한다.

  제약회사들은 약물요법제와 그 수많은 의약품을 만들고, 그 모든 것에는 

①good health ②low condition ③illness ④untreatable ⑤death

easy

positive vitality

dis-ease

suffer, pain
disease, virus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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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라면, "암을 치료받

는 동안에는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함." 또는 "우리의 약은 진실로 암

세포만을 공격함." 따위로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환자의 모

공(毛孔)에도 암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암 치료약을 먹으면 머리가 빠집니

다. 그들 말이 맞고 머리가 빠진다면, 모공세포도 암세포였다는 말밖에 되

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즉, 암세포뿐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공격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들의 약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해대는 물질입니다. 제약회사는 대강 이러한 존재입니다.14) 

라고 한 바와 같이, 항암제나 항생제는 일종의 고성능 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면역체계와 병균이 싸우고 있는데, 그곳에 고성능 폭탄을 투하하듯 항생제나 항암제를 

투여하면 병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면역도 죽게 된다. 말 그대로 玉石俱焚하는 

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 해도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썼다면 의사 면허정지 사

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치료방법은 의사 재량이지만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쓴다면 환자가 보호 대

상이 아닌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7일 자궁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 치료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산부인과 전문

의 안모(52)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녹차 추출물의 항암효과가 알려져 있

지만 검증, 실험은 동물이나 세포주 실험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사람에 대

한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학문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

치료실험이 정당화되려면 환자에게 치료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효과

와 안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4) 로레인 데이 박사의 비디오 증언 "암, 이젠 두렵지 않다"(Cancer Dosn't Scare Me Anymore!)를 번역(역

자 : 안상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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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씨는 98년 12월부터 3년간 자궁경부종양 환자들에게 녹차 추출물로 

만든 연 고제를 바르고 녹차추출물 캡슐을 투여해 환자 중 60%가 낫는 

효과를 얻었지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로 의사의 품위를 훼손했

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15)

  항암제의 경우는 부작용이 아무리 심각해도 합법이고, 60%의 고효과와 함께 부작용

이 없는 녹차추출물 처방은 위법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아마 10년 안에 녹차추출물로 

만들어진 자궁근종 치료제가 제약회사로부터 나오면 이것은 그때부터는 합법적이 되는 

것이다. 제약회사에게는 이 말이 귀가 솔깃한 고부가 아이템이 될 수 있겠지만 제약회

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검증되지 검증되지 검증되지 않은않은않은않은””””이라는 말처럼 두려운 게 없

다. 당장 치료효과가 있는데도 학문적으로 검증을 받기까지 환자는 죽든지 말든지 기

다리는 수밖에 없다. 바로 의학은 과학이며, 과학은 증거중심주의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이며,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면 과학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옳지

만 이래야만 의학이라고 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의사 역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치료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다시 동일한 조건과 상황을 재현할 수 없는

데도 똑같이 치료효과를 내라고 한다면 힘들어 할 수 밖에 없다. 말은 분명히 객관적

이라고 하였지만, 병원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

보자.

  징코민은 독일 제약회사가 동북아 지역 은행잎에서 찾아 낸 획기적인 

약리효과의 성분으로 밝혀졌고, 이를 약제화하여 세계적인 상업적 히트 상

품이기도 했다. 그런데 올 해 봄 과학학술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Science] 지에 징코민 약효에 대한 반박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징코민의 약효가 있기는 하지만 허브 차 한 잔 마시고 있을 수 

있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징코민의 효과는 허

상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과학자는 물론 징코민에 

대한 과학적 성분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은행

잎의 약제화는 비과학적 현상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징

15) "임상실험 없이 치료, 의사 면허정지 사유된다",『매일경제』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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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민의 제약회사 측은 입장이 달랐다. 우선 상당 수준의 임상 실험을 거쳐 

그 약리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치료 진전이 없었던 기존의 화

학 성분 약제 복용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없는 최대의 약효를 이미 검증했

다는 것이다. 이 두 입장을 살펴 볼 때 입장 차이가 분명해진다. 한 쪽은 

화학적 성분실험의 결과 징코민 성분이 혈액순환에 관한 그 어떤 인과 작

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그것의 화학성분이 

화학구조식으로 인과작용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실험과학의 지나친 횡포이며 또한 아주 좁은 의미의 실험태도라고 

항변한다. 최소한 임상의 측면에서 은행잎에서 징코민 성분이 추출되었으

며 징코민 성분은 분명히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임상효과를 증명

했다고 한다. 물론 그 임상결과를 공개했다.16)  

  이 외에도 어떤 한 약물이 좋다고 하면 느닷없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 무수히 많

은 사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매일 먹고 있는 밥상과 

목욕할 때 쓰이는 용품 역시 찬반 양론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논란의 대상이

며, 우리는 어느 쪽이 이길 때까진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구경꾼에 불과할 뿐

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이 

있어야 하는데, “실험실 안에서만”으로는 늘 부족하다. 실험실 안에서 100%였다고 하

더라도 실험실 밖에서는 오차도 있고, 부작용도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과학이 

다음 세대에 가서는 “잘못된” 것인 경우도 의학사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과학은 어디까지나 비과학적인 셈이 된다. 결국 과학은 비

과학 영역을 개척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과학 내에서의 비과학이 계속 생겨

나고 있는 것이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어가도 다시 담장 안에서는 모순과 부정이 일어

나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과학인 것이다. 학문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받고나서도 

언제 반박당할지도 모른다. 동양의 의학은 차라리 낫다. 과학적인 기술(description)도 

없고, 변증방법(예를 들어 8강변증-음양표리한열허실) 역시 원시적인 접근에 불과한, 

수사학과 철학에 근거를 둔(과학적인 방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동양의 의학은 그래

도 수 천년 드넓은 동양권을 지배해왔다. 동양의 의학의 근거라면 黃帝內經이 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수많은 학자들의 임상결과(醫案)가 축적되어 data를 만들었다. 이

16) 과학사상47호 범양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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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의학의 과학적인 방법 전부라면 전부다. 이러한데도 의학으로서의 사명은 충분히 

감당하였다고 본다. 

  과학도 제대로 과학적이지 못한데 비과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은 분명 잘못이다. 과학이 이러한데 의학이 꼭 과학적일 필요는 없다. 아니 과학적이

어야 하긴 하는데 비과학적일 수도 있으며, 비과학이라고 하여도 오류가 아니라면 목

적상 타당하다고 본다. “윤리적”이라는 말에는 개인차가 크겠지만, 치료라는 목적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과학은 靜的인데 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인체는 너무나 

動的이다. 변수가 많다는 말을 넘어서 과학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 보면 미과학(未科學)이라는 큰 바다 위에 과학이라는 조그만 배가 여기저기 표류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대체의학은 아직까지 과학자들에게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었던 그 미과학을 존경한다. 미과학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

과 그의 창조물, 자연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이며, 미과학을 조금씩 알아가며 과학화하

는 길을 택한다. 미과학적인 한의학이나 서양의 여러 치료법들에게 객관성을 부여하자

는 것이지, 과학을 버리고 무조건 미과학만을 택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은 없다.17) 

한의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양의학 역시 그렇고 대체의학 역시 완전하다고 보

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진정한 醫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무시하고 

자기 것만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대두될 것이다. 

  

  여섯째,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예방예방예방에 가깝다.

  대체의학의 별명 중에 holistic health라는 말이 있다. medicine이라고 하지 않고 

health라고 한 것은 함의가 더 큰 이유에서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

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각자의 신체에 대

해 능동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재정상 medicine에 지출하는 것보다 health에 투자하는 

17) 괴델의 정리는 새로운 공리계에 대해서도 또 다른 결정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떠

한 공리계도 완전히 닫혀지고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공리계도 불완전하다. 이

는 공리계의 경계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불완전성, 그것을 열린 경계를 뜻하는 것이

고, 새로운 명제가 공리로서 들어와 앉을 수 있는 여백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불완전함의 미덕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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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개인적으로나 정부에서나 유익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공통점을 통해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결합시켜 다음과 같은 통합의학

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3. 3. 3. 3. 한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대체의학의 차이점차이점차이점차이점

  그렇다고 한의학과 대체의학이 모두 같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 한의학

이라고 한다면 중의학과 같으며 대체의학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의학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체의학과는 엄연히 다른 법률적

인 체계를 갖춘 정통의학이 된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이원화된 

정통의학이며, 중의학이나 대체의학은 비정통의학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된다면, 한의

학과 대체의학을 통합하자는 것은 서양에서는 이미 대체의학 내에서 한의학이라는 독

특한 내용을 부각시켜 다른 종류의 대체의학을 유목화시키는 작업으로 이 논문의 취지

를 보아야 할 것이며, 한국에서는 정통 한의학의 원리에 비정통의 대체의학 요법들을 

분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의학이 철학에 기반한 의학인데 반해 대체의학은 아닌 민간 처

방 중심이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철학이라고 하면 연역적 방법으로, “어떤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추구하며, 민간 처방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에 있어서 볼 때, 경험에서 시작했

었더라도 동양에서의 과학은 분명히 상위 단계의 개념과 논리적으로 맞아야만 한다. 

하지만 대체의학은 너무도 넓은 지역과 시대를 거쳐 저마다의 이론을 가지고 독자적으

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있어서 어떤 연역적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극

히 비현실적인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한의학의 침술이나 한약, 쑥뜸 등의 치료 요법이 부분적으로 대체의학으로 서양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대체의학이 정통의학권의 인

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이 되는 철학을 한의학은 버릴 수 없다. 그 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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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면 당장 과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원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

는 게 한의학이다. 실재로 한방의 과학화라는 입장에서 많이 시도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 중심의 의학이 아니라, 실재적으로 어떤 약물의 성질을 분석하여 이것이 어떤 질

병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을 

하자는 것은 한의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이들의 통합을 위하여 한의학의 이론에 대체요법을 배

열하였다. 해체주의가 가지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는 또 다른 구성

을 추구한다. 니체가 철학을 詩的 경구들로 대체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territory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대체요법을 대체요법으로만 두려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을 한의학으로만 두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해체하여 다른 구성으로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 같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을 같게 만들어야 하므로 통

합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4. 4. 4. 4. 통합된 통합된 통합된 통합된 의학의학의학의학

  1999년 말에 미국 의학회지인 JAMA에서 NIH에서 각분과 연구소의 소장들에게 

2020년 의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한 적이 있다. 보완 대체의학(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의 director인 

Stephen E. Straus, MD는 "2020년에는 엄격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현재 보완 대

체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의 예방법 및 치료법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존 정통의학 교육 및 치료에 포함될 것이며 보완대체의학이란 용어는 통합의학

(Integrative medicine)이라는 용어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 "약초

(Herb), 영양보충제 (nutritional supplements) 들의 생리학적, 약리학적 효과가 밝혀

져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고 신경생리학의 발달로 침술, 명상과 위약효과(placebo 

effects) 등에 대한 기전이 밝혀질 것이고, 통합의학의 영역은 단순한 학문이나 개념이 

아닌 인류 건강에 중요하게 사용되어질 진료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placebo effects는 지금에 와서야 인간의 정신이 어느 정도로 인간의 육체에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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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통합의학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통합에 대해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한

다. 

        가가가가) ) ) ) 환자를 환자를 환자를 환자를 전인으로 전인으로 전인으로 전인으로 보는 보는 보는 보는 시각시각시각시각

  유기체라는 말은 다 알고 있지만 의학에서만큼은 별 상관없듯이 환자를 조각으로 보

는 게 현대의학이다. 눈이 아프면 눈을 다루어야지 발에 침을 놓는다고 눈이 낫지 않

는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신 역시 요즘 들어서 많이 인식했지, 그다지 중

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환자에게 있어서의 인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의 말

만 잘 듣고, 약만 잘 먹으면 낫게된다는 것이다. 전인적이라는 말, 유기체라는 말에 관

심없으면 환자는 결국 몸이 이리저리 조각난 뒤에야 안과는 안과로 정신과는 정신과로 

내과는 내과로 비뇨기과는 비뇨기과로 치료해야 한다. 차라리 일시적으로는 그게 편할

지도 모른다. 부버가 “학문은 살아 있는 육체를 대상으로 한 검시(檢屍)”라고 하였듯

이, 현대의학은 살아 있는 인간을 부분으로 나누어 전체적인 기능은 간과한 채 인체 

각 부분이 평균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 검사하고 있으며 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생리학만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다 알 수 없다. 부분의 합은 결코 전

체일 수 없다는 시각은 예전부터 있어왔으며 환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물질로만 보자면 환자에게 이 병은 무엇이고, 어떤 원인에 의

해 생겼으며, 어떻게 관리해야 옳은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의사는 숙련된 솜씨로 병

변부위를 말끔히 제거하면 그만이다. 수술은 잘되었는데 환자는 죽었다는 말이 결코 

농담만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그냥 하나의 실험체일 뿐이지 인격은 없다. 아

니 없어야 옳다. 그러나 환자는 실험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민감한 생명체로서 반응

한다. 통계자료에는 없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든지, 어린 시절 큰 수술의 경험이 정신적

으로 이상반응을 가진다든지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의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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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전인적인 시각과 부분적인 시각의 차이>

  병을 한 쪽에만 국부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조망이 필

요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에 질병을 초래할 수 있고, 육체 역시 정신에 대해서도 

그러할 수 있다고 보고 전인의 상태로 보려는 시각을 의미한다. 

        나나나나) ) ) )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사회사회사회사회, , , ,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환경을 환경을 환경을 환경을 포괄하는 포괄하는 포괄하는 포괄하는 의학의학의학의학

  한편 전인이라는 말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중에 사회와 환경의 결합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의학이 할 일이 아니고 사회와 정치, 교육, 환경 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단

정지을 수도 있겠지만 치유의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자꾸 

고질적으로 친구들만 만나면 술을 찾고, 알코올의존도가 심해지는데, 친구들의 모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 중독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환

자만의 치료는 반복되는 병원 왕래만 가져올 뿐이다.

        다다다다) ) ) )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병인을 병인을 병인을 병인을 통합시키는 통합시키는 통합시키는 통합시키는 시각시각시각시각

  병은 하나만 발생하기 어렵다. 어느 한 병인에 의해 여러 증상이 생기는 것을 증후

군(症候群)이라고 하는데 그 병인을 관찰하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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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자세히 관찰하다보면, 체질의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과 공통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만한 사람들

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중풍, 당뇨 등의 질병에 쉽게 걸리는데, 이는 또한 체질의학에

서 “태음인”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병을 하나씩 분류하면 전문적으로 다룰 수는 있

겠지만, 몸 전체적인 질병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병이 단독으로 하나만 발생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전혀 없다. 병은 인간의 면역이 

쇠하여져서 오는 것으로 놓고 보자면, 여러 병이 함께 몰려오는 것이 된다. 특별히 일

련의 공통된 체형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식이

다. 

        라라라라) ) ) ) 모든 모든 모든 모든 학문과 학문과 학문과 학문과 종교를 종교를 종교를 종교를 포괄하는 포괄하는 포괄하는 포괄하는 의학의학의학의학

  우리는 누구나 한 조각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모든 진리를 가지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의학을 의학으로만 대해서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의학적으로 치료를 완벽하게 했는데, 엉뚱하게 종교에서 오는 스트레스, 내지

는 자기 강박관념을 이기지 못해 다시 그 병에 발병하게 된다면, 이것은 몸의 여기저

기가 아픈데, 한 곳만 만져주어 낫게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쿠라(cura)라고 불리기도 

하는 브라질의 민간 의학은 종합적 치료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쿠라는 서양의학, 

심령치료, 약초 요법, 동종요법, 아메리칸 인디언 치료법, 아프리카 원주민 치료법 등

을 중합한 것이다. 쿠라는 치료받아야 할 개인에게 효과가 있을만한 모든 방법을 소중

하게 생각한다.18) 이러한 쿠라처럼 의학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치료과정에 있어서의 통합의학은 여러 방면의 협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계는 의약분업19)을 시행하고 있다. 의사는 처방전만, 아니 수술이나 주사

18) 『뉴에이지 혁명』매릴린 퍼거슨/김용주 옮김, 정신세계사,1994, p348 

19)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

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

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

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240년 독일 황제 프리드

리히 2세의 의약법이 의약분업의 효시이며, 독일·프랑스·미국 등 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널리 시행하

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약분업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의료수요자의 불편 및 의료업자와 약사의 지역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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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록된 내용의 약을 약사에 의해 짓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처방전에 기록된 약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약간의 교육만 받는다면 

조제가 가능하는 것을 굳이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는 불편과, 나라에게는 보험비 과

다 지출 문제까지 일으켜야 하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하였다면 밤에 복통이나 염좌, 생리통 등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이 간단하게 구

입하지 않겠는지, 여하튼 주석에 써둔대로 문제점이 많지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대

해 대체의학에서는 “의료 통합”을 주장한다. 한의사, 의사, 대체의사(수기, 식품, 정

신...), 필요하다면 약사, 교사, 종교인까지 동원하여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 

종합하여 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전을 내어놓고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

과 치료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서양의학이 추구하는 것은 의학은 “과학

만”이었다. 과학 이외의 과정은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의학 본래

의 과정은 그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교육의 과정도 있으며, 필요

하다면 정치적인 조치에 환자의 환경까지도 바꾸어야 하는 총체적인 하나의 사회활동

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3년 개정약사법에 1999년 7월 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

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도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 의료계·약계·언론계·학

계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행이 1년간 연기되었다. 1999년 5월, 다시 시행방안을 협의해 정부에 건의한 

뒤 같은 해 9월,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역시 같은 해 12월 7일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해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뼈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없

고, 반드시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만 받아야 하며,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

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 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는 심한 정신질환자,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 및 나병 환자, 결핵환자,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대상 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진

단용약·예방접종약·희귀약품·방사성의약품 · 신장투석액 ·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등은 병·의원에서도 직접 조

제·투약할 수 있다. 또 의사는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되, 약사는 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 성분·

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는데, 약사는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후에 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약사의 임의 조제에 대해 적용

하던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받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장기간 진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국민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였고, 약계 또한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등 의약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전 

국민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정책에 혼선을 빚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비의 과다 지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등 2001년 현재까지도 의약분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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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병 하나에 대한 처방전만을 써주는 것은 마치 수 백명의 도적들에게 총 하나 들

고 싸우라는 것과 같다.

  절대적으로 독립된 학문은 없지만, 의학은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한의학이라는 표

현은 어떠한가? 민족의 의학임을 강조하려고 한 의도는 좋지만, 한국 사람만의 의학이

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의학은 과학만 될 수 없고, 한의학도 동양이라는 넓은 시각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체의학에서는 우선 통합의학임을 내세운다. 하버드대학의 하이야트는 “의사만이 

건강의 영역에서 유일한 중심인물인 때는 이미 지나갔다, 의사가 얼마나 유능하든 간

에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이 의료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

면 의학적 치료는 아무리 잘 시술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의 대

부분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생물학적 과학, 수학, 

공공 정책, 경영, 신문방송학, 윤리학, 교육학뿐만 아니라 법학과 경제학으로부터의 자

료 입력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의학은 이미 넓어졌다. 의학은 더 이상 의학일 수 없다. 식생활에 있어 병이 생긴다

는 것을 알았고,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종교가 잘못되고,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모두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만큼 의학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바른 길을 제시

해주어야 한다.

        마마마마) ) ) )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간의 의사간의 의사간의 교감교감교감교감

  대체의학에서는 환자와의 교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문

제에 대해 한 시간 이상도 들어주는 것을 전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들어

주는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인격으로 대하고, 그 인격

과 이야기하면서 뒤틀어진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일반 의사들이 5분도 채 되지 않

은 시간에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바바바바) ) ) ) 식품과 식품과 식품과 식품과 약품의 약품의 약품의 약품의 통합통합통합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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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꼭 약이어야 하고, 식품은 전혀 약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일반 시각과는 달리 

食藥同原을 주장한다. 우리의 먹거리 자체가 병인이 될 수 있고,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 본다. 식이요법을 비롯하여, 각종 유기농 제품 및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계발하는 움

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인적(holistic)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집적, 통합시키려는 대체의학의 공모

는 정통의학에서 주장해온 “specific cause”에 의해 “specific disease”가 발병하여 

“specific therapy”로 치료하자는 dogma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시각이다. holistic이라

는 말은 whole에서 나온 말이다. “전체”를 규정하면서 어디까지가 전체에 해당하는지

는 잘 알 수 없지만 의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치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5. 5. 5. 5. 그간의 그간의 그간의 그간의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성과 성과 성과 성과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까지는 그 한의학과 대체의학 각각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우수한 한의, 중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대체의학 부문으로도 연구

가 “민간의술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편견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을 만큼 괄목할 만

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의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과 논문을 살펴볼 때, 중

의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며, 해석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곳곳에 있었다. 

        가가가가) ) ) ) 한의학 한의학 한의학 한의학 부문부문부문부문

  가장 먼저 오류의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罷極이라는 설명20)에 대해 張志聰이나 陳

九如는 動作勞甚謂之罷21)라고 하여 疲勞라고 보기도 하였고, 李今庸은 “罷에서 윗 부

20) 帝曰 藏象何如? 伯曰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其華在毛, 其充在皮, 爲陽中之太陰, 通於秋氣. 腎者, 主蟄封藏之本, 精之處也, 其華在髮, 其充在骨, 

爲陰中之少陰, 通於冬氣.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 其充在筋, 以生血氣, 其味酸, 其色蒼, 此爲陽中

之少陽, 通於春氣.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

脣四白, 其充在肌,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凡十一藏, 取決於膽也. 『素問』《六節藏象論篇 第

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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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삭제하여 能字로 보고 極자는 피로로 보아서 罷極은 피로를 이긴다”라고 하였

다.22) 丹波元堅은 이와는 반대로 罷자에서 能자를 삭제하여 四極으로 보고 肝이 筋을 

주관하므로 四極은 四肢라고 하였고23), 王氷은 肝이 筋을 주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

다.24) 張胡靈은 罷자를 李今庸의 說과 마찬가지로 能으로 보았고 極자는 의미를 棟으

로 보아서 罷極을 인체에서 용마루처럼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고는 의미로 보았다.25) 

  대체로 疲勞를 푸는 根本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인체

에서 가장 피로를 느끼기 쉬운 부위가 目과 筋인데, 肝이 이를 주관하고 있으니, 罷極

을 피로를 느끼는 근본, 내지는 피로를 이기는 근본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하지만『素

問』《擧痛論》에서는 "勞則喘息汗出 內外皆越 故氣耗矣"라 하였으니, 피로를 푸는 처

방도 補氣를 위주로 하는 "勞者 溫之以氣" 즉, 補脾에 대한 補中益氣湯과 補腎에 대한 

六味地黃湯 등을 주요하게 사용한다. 간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주20)에 보이는 내용은 어느 한 臟의 특성이 계절과 상관되는 점을 밝

힌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臟의 생리적인 특징과 정신 의식, 그리고 그 장의 象과 

음양에서의 위치, 계절과의 일치성을 밝힌 글이다. 肝의 앞에 있는 腎의 경우 主蟄封

藏之本 이라 하였으니, 腎의 藏精 기능이 冬季 封藏의 특성과 상관하니 腎을 冬에 歸

屬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肝도 春季에 應하려면, "罷"를 "擺"

로 해석해야 풀이가 가능해진다. 즉, 擺는 "開, 搖"의 의미가 있으니, 冬季에 封藏되었

던 강물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擺極은 肝의 疏泄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곧 疏泄의 調暢氣機, 調暢情志, 助陽消化 등의 肝 기

능이 마치 봄기운처럼 인체에 퍼지게 된다. 또한 음양의 위치상 "陽中之少陽"이라고 

하였으니 少陽의 "生風動血"하는 특성과도 일치하게 된다. 또한 極은 사전에 나온 그

대로 "窮極하다"나, "지극하다"로 봐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본다면, "간이 封藏되었던 

혈액을 소통시키는데 지극히 하는 근본이 된다" 라든지 또 封藏과 연관지어 본다면, "

腎으로 인해 封藏되었던 血(藏血은 肝이 담당하지만 封藏시키는 그 근본은 腎에 있

21) 張隱庵:《黃帝內經集注》, “動作勞甚, 謂之罷極, 肝主筋, 筋主運動, 故爲罷極之本.” 

    陳九如:《黃帝內經今義》,正中書局, 臺北, 1986년

22)王琦 等 編著 : 黃帝內經素問今釋, 56쪽. 能은 耐와 같다.

23)素問紹識 : 或曰罷極當作四極, 四極見湯液醪醴論, 卽言四肢 肝其充在筋, 故云四極之本也.

24)夫人之運動者, 皆筋力之所爲也. 肝主筋, 其神魂, 故曰 肝者罷極之本, 魂之居也.

25)李國卿 主編 : 素問疑識61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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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精을 血裹精하여 인체 내, 爪에 이르기까지 소통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

체적으로 조명해볼 때, 『素問』《六節藏象論篇 第九》의 문장에서 나온 "以生血氣" 

즉, 血 방면에서는 藏血을 하여 筋과 爪에까지 疏泄을 하고, 氣 방면에서는 調暢氣機

를 하여 肺와 함께 氣機昇降의 外輪으로 上昇, 下降을 담당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보

면, 또한 肝과 腎의 위치가 대등해진다. 하나는 封藏이요, 하나는 疏泄이니 생리적으로 

상호대립 하면서 평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지라, 李中梓가 『醫宗必讀』에서 乙癸同

源이라고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肝과 腎의 상호작용이 대립과 호근호용면을 고려할 

수 있으니 피로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맹자에

서 舍生而取義라고 하면서 捨를 舍로 표기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렇듯 황제내경이 오랜 기간 著作되어 오며, 사람들의 첨삭이 있다보니, 용어 사용 

면에서 의미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현대한

의학에서 脾에 대해서는 이자(pancrea)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십이지장, 이자. 지

라 등으로 풀이해야할 부분도 있으며, 십이지장은 다시 膽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기까지 

하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의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음양오

행을 중국에서 설명한 그대로 번역한 수준에 머무르다보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음양

과 오행의 개념 정립마저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의, 한의학의 이런 오류들을 미약하나마 수정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론의 정립에 있어서 중의학이 유심론이라고 과감하게 삭제하고, 불성실하게 해석을 내

린 것에 대해 이론을 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체의학과 조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나나나) ) ) ) 대체의학 대체의학 대체의학 대체의학 부문부문부문부문

  시중에서는 서로 자기 요법을 소개하는 책이 부지기수로 많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해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

다.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책으로 무작정 서술되어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 큰 

화를 입는다든지, 자기 경험을 위주로 소개하는 저급한 수준에 이르는 책들까지 각양

각색 등장하여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 어떤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적 장치가 없다면 더 큰 문제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서적뿐만 아니라 대체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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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혹 그와 비슷한 좋은 이름을 걸고 어떤 사이비적인 치료술로 사람들을 곤경에 빠

뜨리기까지 하는데, 이런 치료법 위주의 소개로 일관되어 오던 대체의학에 있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전세일의 『보완대체의학』이나, 오홍근의 『자연치료의학』 등의 책은 대체의

학을 소개하고 어떤 요법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개론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다다다) ) ) ) 양자 양자 양자 양자 사이의 사이의 사이의 사이의 통합에 통합에 통합에 통합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부문부문부문부문

  그러나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결합시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우열은 『한의학과 대체의학』26)에서 한의학자의 입장에서 본 대체의학을 

기술하였으나, 한의학의 기본 이론과 함께 醫學史를 중심으로 대체의학이 생성된 배경

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정성택의『한의학과 대체의학』에서는 역시 둘 사이의 

관계보다는 양자를 따로 따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전세일의 『보완대

체의학』에서 특이하게 대체의학을 동양적으로도, 서양적으로도 풀이하였고, 대체의학

을 임상에서 질환별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한의학적인 치료와 대체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임상에서 5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한의학

적인 치료와 대체의학적인 치료를 병행 사용해 본 결과를 토대로 그 효과성을 분석한 

후, 이를 게재하는 case를 실었다. 참고로 이에 대한 실험은 환자와의 동의 하에 한약

업사와 협진하여 분석한 실험이었고,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26) 계간 과학사상, 2001겨울호 p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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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축농증축농증축농증축농증((((부비동염부비동염부비동염부비동염;sinusitis);sinusitis);sinusitis);sinusitis)

고객명 이  ○  ○ 성  별 남 생년월일 1990.9.21

가  족 부모 키
연락처

직  업 중학교 1년 몸무게

주소 旣치료, 旣복용약
비염으로 인한 

치료

생활환경

가정 환경은 원만하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교에서 말수가 적고, 간식을 

매우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함. 학원 때문에 잠을 잘 못자 자꾸 책상에 

앉아서 졸음. 코를 자주 후빔.

主訴 축농증으로 인한 집중력 상실, 콧물 과다

스트레스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데 소심한 성격 탓에 화를 내지 못하고, 안으로 

삼키므로 더욱 악화

사진

망진-전체적으로 둥근 체형

문진-피부상태는 약간 건조하나, 별다른 증상은 없음

    -소화기능에 장애는 없으나 시험기간에 잦은 설사(과민성대장증후군)

절진-滑(담습에 의한)

추진 다른 기능은 이상 없으나, 폐가 약하고, 코에 염증이 심함

체질 태음인

소견

태음인이 잘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의 하나로 肺氣가 작아 이와 관련한 

기능이 약해졌고, 특히 책상에 앉아 조는 버릇과,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자주 코를 후비다 보니 염증이 발현되는 것으로 사료됨. 자세가 좋지 않

아 허리 상태를 점검하였으나 아직은 별 이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정체요

법은 차후 시행.

요가의 Jala Neti-죽염수를 이용하여 비강 청소

운동 요법(조깅으로 심폐근 강화)

자세 교정(책상에서 졸지 않게, 허리가 휘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공부)

침술(迎香穴 留鍼)

한약처방 :麗澤通氣湯

(黃芪, 蒼朮, 羌活, 獨活, 防風, 升麻, 乾葛, 甘草, 麻黃, 川椒, 白芷, 生薑, 大棗, 蔥白)

기타-손으로 코를 후비지 못하게 하여 병균 침입을 차단

일시 치료방법 및 처방 치료결과, 만족도

2005.05.24 한약 및 침술 迎香穴 留鍼으로 다소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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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축농증>

2. 2. 2. 2.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대상포진대상포진대상포진대상포진(pregnant, (pregnant, (pregnant, (pregnant, herpes herpes herpes herpes zoster)zoster)zoster)zoster)

제반 치료 방법 교육 였으나, 시술 후 기분이 좋아짐.

2005.06.07

한약 복용

Jala Neti를 비롯한 운동

과 자세 교정이 잘 되었는

지 확인

자세 교정 및 손으로 후비는 버릇은 조금 남

았다고 함

2005.07.05 이상 유무 점검 이상 없음

한약과 침술은 멈추고  지속적으로 운동, Jala Neti 치료를 하도록 권장함.

추후 가을과 겨울에 재발할 확률이 높으므로 11월 중 검진 요망 확인.

고객명 윤 ○  ○ 성  별 여 생년월일 1977.08.28

가  족 기혼 키 163
연락처

직  업 무 몸무게 52

주소 旣치료, 旣복용약 없음

생활환경 결혼한 지 8개월이지만, 시험 공부로 인해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됨. 

主訴 1주일 전부터 우측 둔부 대상포진(직경 6Cm), 盜汗

스트레스 시험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자주 피곤

사진

몸이 왜소하지만 상체에 비해 하체가 큼. 임신 중독증은 없음. 

설사 및 묽은 변

땀이 많음

추진 대상 포진이외 별다른 질병은 없음

체질 소음인

소견

소음인으로서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지 않고 의자에 자주 앉아 있다보니, 임

신으로 인해 갑자기 살이 올라 둔부에 살이 접히고, 虛熱로 인해 잠잘 때 땀

이 나는 도한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대상포진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

하지만 임산부인 관계로 약이나 기타 처방이 곤란함.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일어나는 수포성(水疱性) 피부질환으로 우측 

둔부에 발생하여 피부과 및 산부인과에서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부과

에서 capsaicin을 함유한 연고로 외용약으로만 처방을 받고 Corticost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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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임산부 대상포진>

                3. 3. 3. 3. 태음인 태음인 태음인 태음인 병증병증병증병증

나 Acyclovir를 임신중이므로 내복약으로 처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용약만

으로 3일 동안 치료를 했으나, capsaicin 성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본 치료를 시행함.

사혈, 부항 후 쑥뜸 치료(임산부의 특성상 伏臥자세로 쑥뜸할 수 없으므로, 前臥位 상태에

서 쑥 훈증요법으로 대체.

아로마테라피

비타민 B1, B2와 비타민 E 복용

살리실산 섭취를 위해 자감초탕 소량 복용

기타 - 무리한 공부 금지

일시 치료방법 및 처방 치료결과, 만족도

2005.03.28

사혈, 부항 후 쑥뜸 치료

아로마테라피(라벤더오일)

비타민 B1, B12 섭취

살리실산 섭취를 위해 자감초

탕 소량 복용

상당량의 어혈을 사혈

확산 기미는 보이지 않음

2005.03.30 〃 〃

2005.04.01 〃 〃

2005.04.03 〃 〃

2005.04.05 〃 많이 회복됨

2005.04.12 〃 다시 미세하게 하지로 내려옴(소양감)

2005.04.14 〃 〃

2005.04.16 〃 〃

2005.04.18 〃 커지지 않고 가라앉음

2005.05.19 아이 출산시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으로 전염은 없었고(단순포진이 아니므로) 

2005.10월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음. 1차 대상포진 초기에 조치했었더라면 상처자국이 

크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임.

고객명 신 ○  ○ 성  별 남 생년월일 1974.09.21

가  족 미혼 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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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태음인 병증>

직  업 몸무게

주소
旣치료, 

旣복용약

고환이 아파 비뇨기과에 

다녀온 후 서혜부에 고통 

호소 

생활환경 과도한 공부로 인한 체력 소모, 좋지 않은 고시원 환경

主訴
背부위에 어루러기, 疝증, 지속적인 설사, 약한 치질, 어깨-목 결림, 집중력 

부족, 체력저하, 두통, 피로

스트레스 시험 공부에 대한 중압감

사진 몸이 크진 않지만 살이 많음

추진 주소이외 별다른 이상 없음

체질 태음인

소견

태음인으로서 땀이 많이 나는 데다 피부가 약한데,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

되어 살다보니 등 부위에 진균이 서식하게 되었고, 찬 물로 몸을 씻다보니 

냉증이 발현되어 설사와 산기를 일으킴. 과도한 공부 및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 저하.

selenium sulfide 2.5%, ketoconazole 2%의 처방으로 어루러기를 치료할 

수 있었으나, 계속되는 기타 여러 가지 질병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없

없으므로 본 치료를 시행함. 

뚜렷한 소변 욕구나 발열, 오한 등의 전립선염 증상이 없었는데도 비뇨기과

의 doxycycline, minocycline, co-trimoxazole 등의 항생제로 된 전립선염 

치료제를 복용한 결과, 서혜부 상의 림프선 상의 동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별

다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질병들까지 치료를 할 목적으로 본 치

료를 실시.  

한약처방 : 補陰益氣煎(熟地黃, 人蔘, 山藥, 當歸, 陳皮, 甘草, 升麻, 柴胡, 加味-半夏, 南星)

치질 부위에 온찜질 요법

운동요법

휴식

일시 치료방법 및 처방 치료결과, 만족도

2005.04.05 한약 및 온찜질 교육

2005.04.12 운동 방법 교정

2005.05.10

별이상 없이 완치는 되었지만, 담습이 많이 발

생하는 체질이므로 음식물 섭취에 대해 주의 

사항을 일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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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임산부의 임산부의 임산부의 임산부의 순산순산순산순산

<표-7, 순산>

                5. 5. 5. 5. 소음인 소음인 소음인 소음인 주병주병주병주병

 

고객명 윤 ○   ○ 성  별 여 생년월일 1977.08.28

가  족 기혼 키 163
연락처

직  업 무 몸무게 52

주소 旣치료, 旣복용약 대상포진

생활환경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主訴 대상 포진 발생 후 약간의 불안감 

스트레스 없음

사진 대상 포진 완치

추진 태아 상태 정상

체질 소음인

소견 임신 9개월째에 접어 들어 순산할 수 있도록 함

한약 처방 : 達生散(大腹皮, 甘草, 當歸, 白朮, 白芍藥, 人蔘, 陳皮, 蘇葉, 枳殼, 砂仁)

            해산당일(佛手散-當歸, 川芎) 

아로마 : jasmin과 myrrh, frankincense를 이용한 출산 후 자궁 수축 및 강화 

쑥뜸-지음혈

운동요법-1시간 이상 걷기

일시 치료방법 및 처방 치료결과, 만족도

2005.05.01

한약 처방 및 쑥뜸

(집에서도 계속 쑥뜸을 할 수 

있게 지도)

2005.05.19 아로마 요법 예정일보다 10일 정도 당겨져 출산.

순산한 후 산모의 상태도 호전되었으며, 아이도 붓기가 빠져 태어나, 2005.10월 재차 확인

할 때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 지속적으로 산모에게 쑥뜸과 아로마 요

법 권장.

고객명 이  ○   ○ 성  별 여 생년월일 1981.03.05

가  족 부모 키
연락처

직  업 교사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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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소음인>

                6. 6. 6. 6. 태음인과 태음인과 태음인과 태음인과 소음인에 소음인에 소음인에 소음인에 적용해 적용해 적용해 적용해 본 본 본 본 葛葛葛葛根根根根湯湯湯湯    

  같은 약이지만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먼저 

葛根湯이라는 약은 “목과 등허리가 당기고 오슬오슬 춥고, 땀이 나지 않고 바람기가 

싫은 감기 증세가 나타나며, 추위를 싫어하고 열이 나며 충혈 증세가 있고, 땀이 나지 

주소
旣치료, 

旣복용약
없음

생활환경 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를 하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함. 

主訴 피로, 소화불량(무엇을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픔), 설사, 생리통

스트레스 학교 생활에서 오는 피로의 누적

사진 寒

추진 복부냉증, 생리통

체질 소음인(태음인의 특징도 다분히 가지고 있음)

소견

여름의 특성상 소화기관이 냉해지기 쉬운데, 소음인의 특성상 소화기능이 약

한데, 여름철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먹다보니 속이 냉해져서 소화불량이

나 생리통이 악화되었으며, 소음인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매진하다보니 과로하여진 것이라 사료됨.

한약 처방-健理湯(人蔘, 乾薑, 桂皮, 白朮, 白芍藥, 甘草)

식사-영양요법

심리 안정을 위한 휴식

요가를 통한 명상 호흡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생리통증 완화coriander, ginger 등으로 소화를 돕고, majoram, 

cinnamon 등으로 생리통증 완화

일시 치료방법 및 처방 치료결과, 만족도

2005.07.10

한약 처방

식사-영양요법

심리 안정을 위한 휴식

요가를 통한 명상 호흡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생리

통증 완화

치료 결과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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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몸과 등이 뻣뻣한 감기에, 또한 눈 ·귀 ·코에 염증이 있을 때나 두드러기 ·천식 

등의 증세에 처방한다. 葛根 4g, 麻黃2.8g, 桂枝, 芍藥, 甘草 각 2g, 生薑 3쪽, 大棗 2

개를 달여 마신다.”고 되어 있지만, 太陰人에게 아주 유용한 약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황의 ephedrine27) 성분으로 인하여 심장의 박동을 강화하므로 태음인이 이 약을 복

용하는 경우에는 각성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해 심

장의 박동이 강화하며 혈류량이 증가하므로 체내에 고여 있던 전해질도 땀과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되었다. 이런 종류의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게 하여 다이어트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심장에 무리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체내에 전해질이 많은 태음인에

게는 이 약이 배출하게 하는 효과적인 약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전해질의 양이 부족

한 소음인에게 이 약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절반 정도 복용하게 하였는데도, 교감신경

의 작용이 과다하게 일어나 체력 소모가 심해졌던 사례가 있었다. 

                    고찰고찰고찰고찰

  이상과 같은 많은 요법들이 실재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고, 그 효

과성도 또한 매우 컸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키며, 발병시키는 인자들

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키는데 중점을 둔 방법이었다. 

  case 1에서는 축농증으로서의 자세한 검진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속적인 

27) 화학식 C10H15NO. 녹는점 38.1℃. 4종의 이성질체(異性質體)와 그 라세미체가 있는데, 보통은 L-에페드

린을 가리킨다. 마황(麻黃)의 알칼로이드로 백색 결정성 분말이며, 물 ·알코올 ·클로로포름에 녹고 쓴맛이 있

다. 1887년 동공확대성 물질로 마황에서 발견된 유효성분이며, 약전명(藥典名)은 염산에페드린이다. 교감신

경흥분제 ·진해제(鎭咳劑) ·진정제 ·발한제이며, 기관지 천식 때의 기관지 확장, 척수마취 또는 침윤마취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도 사용하며, 폐기종 ·백일해 ·알레르기 증에 내복, 또는 점비제(點鼻劑) 

·흡입제 ·스프레이제로서 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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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 등으로 인해 치료 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시도였고, case 2는 양방 외용약

이 효과를 못 거두고, 임신기의 치명적인 위험 때문에 내복약을 처방하지 못한 경우였

다. 그리고 case 3은 독특한 질병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case 4와 5는 순수한 한약처방(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에 대체요법을 

부가적으로 추가시켜 보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case 6은 감기약으로 사

용되는 갈근탕이라는 처방에 대해 체질별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처방 역시 체

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가설 하에 해본 실험이었다. 이들 모두 “통합

(coordination)"과 동시에 “보완(complement)"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

었다.

  그 과정에 있어서 case 2가 증상 개선의 효과를 보였다. virus의 존재 유무에 대해

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질병의 치료 및 완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으나, 발병했

던 부위가 현저히 호전되었고, 더욱이 조기 발견했던 하지 부위에 대해서의 조기 치료

는 상처 부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치료되었다. 모두 만족할 만큼의 결과는 나왔지만 

과학적 방법에 의한 정규적인 실험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case 6의 경우, 한방

에서 감기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이지만, 특별히 몸살 감기를 치료하는 약으로 활용

하는 약이지만 체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남용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특별히 사상체질적인 접근 및 활용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case 1, 3, 5에 보

여진 사상체질적인 접근은 그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병과 해결 및 예방 방법에 대해 

아주 뛰어난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case6은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체질에 따라 약을 

달리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에게 여

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환자 중심의 의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으며, 특별

히 아로마테라피의 시술은 환자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고, 치료효과도 매우 높았다

는 것은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병행하여 시술하는 방법에 대한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고찰해 본 결과를 토대로 먼저 한의

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체의학의 요법들을 그 이론 아래 분류하여 보았다. 

이는 개론적 설명을 통하여 이론의 정립을 확고히 하려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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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한의학한의학한의학한의학, , , , 대체의학대체의학대체의학대체의학, , , , 서양의학의 서양의학의 서양의학의 서양의학의 계통 계통 계통 계통 비교비교비교비교

<표-9, 한의학, 대체의학, 서양의학의 분류>

  위의 <표-9>는 심리, 생리, 병리, 약리, 치리의 순서에 입각하여 모든 의학을 구분

해 본 것이다. 

        가가가가) ) ) ) 心心心心理理理理

   심리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영역에 대한 학문을 의미한다. 단순한 뇌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人格이라고 할 수 있는 知, 情, 意에 대해, 그리고 영혼에 대해 다루

心理 生理 病理 藥理 治理 기타

변증법 正 反 合

한의학 性理學

臟腑

精神氣血津液

經絡

皮膚, 四肢...

體質과 養生

病因

病機

辨證

藥性

調劑

診

處方

臨床

醫史學

의학윤리

의학법규
대체의학

최면

아유르베다

명상

...

척추교정

두개선골

족부학

요가, 정골

기공

테이핑

영양요법

식이, 절식

동종

尿䭜

해독요법

...

신경,언어

홍채진단

산소요법

추진단

...

서양의학
신경정신과

심리, 상담

해부, 생리

생물학...

운동요법

병리학

임상병리
약리학

외과학

이비인후

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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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문이다. 종교나 철학에서부터, 음악이나 문학, 미술 등의 모든 문화와 관련된 영

역은 인간의 정신을 표현하고 가꾸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전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대체의학적인 분류 방법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영성-심리요법에 속한다.

 (1)(1)(1)(1)성리학성리학성리학성리학

  사람을 아는 것, 論語에서는 樊遲라는 제자가 知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이 知人28)이었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 과정 모든 것이 知人의 과정이 아닐까 한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

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도 무척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에서는 惡의 

발생을 喜怒哀樂의 過不及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다.29) 예로 怒가 적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이에 따라 피해가 생긴다고 하였다. 황제내

경에서는 이러한 감정상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질병을 아래 

주석과 같이 정의하였고30)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怒則氣上 ⇒ 怒則氣逆 甚則嘔血及飱泄 故氣上矣 

② 喜則氣緩 ⇒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 

28) 樊遲問仁. 子曰 愛人, 問知 子曰 知人. 樊遲未達. 子曰 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論語, 顔淵)번지가 인을 묻

자 공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고, 아는 것은 무엇이냐 묻자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번지가 

잘 모르자 반듯한 것을 굽은 것에 대면 굽은 것을 펼 수 있다 하였다.

29) 所謂脩身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懥, 則不得其正; 有所恐懼, 則不得其正; 有所好樂, 則不得其正; 有所憂患, 則不

得其正. 心不在焉, 視而不見, 聽而不聞, 食而不知其味. 此謂脩身在正其心. 소위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

르게 함에 있다 하는 것은 몸(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바를 수 없고, 두려워함이 있으면 바를 수 없고, 즐기

는 게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을 수 없으며, 걱정하는 게 있어도 그 바른 것을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있어

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눈은 보고 있는데 본 게 없고,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들리는 것도 없고, 먹긴 먹는 

것 같지만 그게 무슨 맛인지 기억하지 못하니, 몸을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大

學)

30) 帝曰 善. 余知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勞則氣

耗, 思則氣結, 九氣不同, 何病之生?   歧伯曰 怒則氣逆, 甚則嘔血及飱泄, 故氣上矣.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 悲則心係急, 肺布葉擧, 而上焦不通, 榮衛不散, 熱氣在中, 故氣消矣.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

還, 還則下焦脹, 故氣不行矣. 寒則腠理閉, 氣不行, 故氣收矣. 炅則腠理開, 榮衛通汗大泄, 故氣泄. 驚則心無所

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勞則喘息汗出, 內外皆越, 故氣耗矣.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留而不

行, 故氣結矣.(素問, 擧痛論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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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悲則氣消 ⇒ 悲則心系急 肺布葉擧而上焦不通 

      ④ 恐則氣下 ⇒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下矣

      ⑤ 寒則氣收 ⇒ 寒則腠理閉 (玄府塞) 氣不行 故氣收矣

      ⑥ 炅則氣泄 ⇒ 炅則腠理開 榮衛通 汗大泄 故氣泄矣

      ⑦ 驚則氣亂 ⇒ 驚則心無所依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⑧ 勞則氣耗 ⇒ 勞則喘息汗出 外內皆越 故氣耗矣

      ⑨ 思則氣結 ⇒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

  성리학에서는 이에 대한 극복을 存其心, 養其性31)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가지

고 있는 性은 仁義禮智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 하늘이 인간에게 준 고유한 것인데,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이 곧 수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性은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

력해야 하지만, 악이 발생할 수 있는 情은 過不及되지 않은 中和의 상태에 있어야 한

다는 것이 성리학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2)(2)(2)(2)正正正正心心心心과 과 과 과 심신의학심신의학심신의학심신의학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름하여 심신의학이라고 부르

고 있다.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고질적인 습관을 만들고, 이의 습관은 질병

을 야기시킬 수 있다. 황제내경에서는 망령되게 주색에 빠져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 욕심내어 절제할 줄 몰라 병에 이르러 수명을 단축한다32)고 보았다. 인간에게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存其心, 養其性이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절제하고, 

31)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殀壽不貳, 修身以俟之, 所以立

命也.(孟子, 盡心章맹자가 말하길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성을 알야야 한다. 성을 안다는 것은 하늘을 

안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수양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요, 명을 세우는 것이다. 

32) 歧伯對曰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 食飮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終其

天年, 度百歲乃去. 今時之人不然也,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眞, 不知持滿, 不時御

神, 務快其心, 逆於生樂, 起居無節, 故半百而衰也.기백이 대답하길, “옛날 사람들은 그 도를 알고, 음양의 순

리를 따르며, 술수를 알맞게 조화하고, 음식에 절도가 있으며, 생활에 일정한 리듬이 있고, 수고하기를 잊지 

않고,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움직여서 그 수명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

고, 술을 음료수처럼 마시며, 망령된 것을 당연한 듯 여기고, 취하면 방사에 빠져들어 그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 그 진기를 고갈시켜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그 마음을 유쾌하기만 힘서 즐거움을 창조하는 법을 

거스리고, 생활에 절제가 없으니 50도 되지 않아 쇠합니다.”라고 하였다.(素問, 上古天眞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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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마음을 바르게 하

지 않고, 그 몸을 방만하게 내어버려둔 상태에서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다. 생체 리듬

이 깨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쉽

게 감염된다. 이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자기들에게 맞는 곳에서 기생하여 번

식하는 것이지, 우연한 결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

는 논리와도 일치한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33)

  병이 생긴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의 회복은 자기가 그렇게 살던 방법에서 탈피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병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

사가 교육적으로 환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다. “왜 그 병이 들게 되었는가?” 환자

는 그것을 궁금해 하지만, 그것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한

다.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아무 좋은 약으로 치료한다

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하고, 약에 대한 내성만 강화되어 훨씬 지독한 병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3)(3)(3)(3)긍정적인 긍정적인 긍정적인 긍정적인 믿음믿음믿음믿음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은 후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믿음이다. 종래에는 placebo 

effect도 단순한 위약효과 수준으로만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정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케 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nocebo effect가 피실

험자들에게 불활성 물질을 투여하고 그것이 두통을 일으킨다고 말했을 때, 2/3이 실제

로 두통을 호소했던 것과 관련지어, 부정적인 마음(믿음)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나을 

수 있으리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질병에 대해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케네스 펠레티어박사는 크게 성공한 남녀 5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가를 연구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33) 요한복음 5장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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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한다는 것이었고, 다음이 정신이나 신체활동을 제어하는 생체자기제어

(Biofeedback)이었으며, 어떤 형상을 마음에 떠올리는 심상화(Visualization)등이 나열

되어 있었다. 

        (4)(4)(4)(4)주의집중과 주의집중과 주의집중과 주의집중과 명상명상명상명상

  인간의 주의 집중은 불가능을 초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비록 생소하지만 자

기 몸에 대해 주의 집중하여 명령을 하게 되면, 몸이 그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을 발견

했다. 예를 들어 복숭아에 대해 alerg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복숭아인줄 모르

고 먹었을 때는 전혀 alergy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기억을 상기시켜 어떤 원인에 의해 몸에서 IgE나 IgG 항체가 네 가지 정도되는 유형

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주의력을 끄는 무언가에 대한 몸의 특수한 반응은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과민성방광염으로, allergy로, 소화 

불량으로, 사람마다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

력이 우리 자신의 몸에 긍정적인 반응도 유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의학에서 따로 마음의 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철학과 종교가 의학과 더불어 있음에 의해서였다고 본다. 의사도 따로 있긴 

하였으나, 儒醫라고 하여, 유학자이면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육체를 치유하는 것은 동양의 유학이나, 서양의 기독교나 그 원리는 같았다. 그

러나 서양의학은 이를 한동안 인간의 정신, 심리를 invisible하기 때문에 정규 의학과

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중국 또한 유물정책을 시행하면서 유심론을 삭제하여 한의학 

과정 중에까지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대체의학에서는 예전 의학과 종교, 철학이 그랬

던 것처럼 인간의 정신이 육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나나나) ) ) ) 生生生生理理理理

(1)(1)(1)(1)기본 기본 기본 기본 물질물질물질물질

  생리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바른 운동이나 습관 등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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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한 치료법을 의미한다. 인간에 대해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언급하는 이론

으로 서양의학의 해부학, 동양의 장상학, 경락학 등이 있다. 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정

상적인 생리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들 수 있다. 체질의학이나 양생 등에 대해서까지 언

급한다.

  서양에서는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 수준부터 분자를 거쳐, 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 

계통에서 하나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현미경 등의 과학장비를 통해서 보고하였지만, 

동양에서는 인체를 구성하는 종류를 精, 神, 氣, 血, 津, 液 등의 추상적이고 단순한 명

칭으로 부르고 있다. 

<그림-2, 한의학의 개념>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形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정한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며, 

精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

하는 말이다. 이에 반해 氣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정한 형태로 존재

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이 神이라 할 

수 있다. 氣와 神은 기능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精과 形은 물질적인 측면을 의미하면

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물질에서 가장 상위 개념은 形이며, 그 하위 개

념을 精이라고 하고, 기능에서는 神과 氣로 설명하는 것이다. 한의학이 어려운 것은 

이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문학적이며,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다보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인 의학과의 결합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의학이 해부생리학적인 설명이 되는 게 가장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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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라 여기고 이에 대한 작업을 해보기로 하였다. 

(가) 精

  素問 金匱眞言論에서는 “夫精者 身之本也(무릇 정이라는 것은 몸의 근본이다)”라고 

하였고, 靈樞 決氣篇에서는 “兩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부모의 신이 만나 결

합하여 이에 형체를 이루니 가장 먼저 시작된 개념이 바로 정이다)”라고 하였으니 精

이라는 것은 생식에서의 精이 됨과 동시에 모든 물질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하여 생성된 그 처음부터 모든 물질은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

으니, 세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의 기본 단위를 

설명하기도 하니, 단백질이나, 기타 많은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인간의 

장부에서 끊임없이 음식물로부터 精을 섭취하여 精을 만들어 전신에 공급하는 과정이 

바로 신진대사이다. 모든 생물이 精을 섭취하고, 精을 통해 자손을 번식한다. 精은 세

포이며, 세포 속에 있는 물질들도 모두 精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 및 염색

체 등도 모두 精이라는 말 하나로 귀속된다. 한의학에서 과학의 부재로 인해 광범위하

게 精을 정의하였다면, 서양의학에서는 이 精을 세분화하여 보고 있다. 

 

<표-10, 精의 개념>

  또한 모리시타 게이이치의 주장을 따르면, 

“‘피르호의 세포설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의학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세포만으로 이

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몸에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 조

직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지방 조직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세포 조직이 아니다. 

황문근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 세포를 이어주는 결합 조직에도 세포는 없으며, 경조

한의학 서양의학

精

(생식)

(섭취)

(물질의 

기본)

세포 정자, 난자, 민무늬근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림프구...

세포내 물질 핵, 핵소체, 리보소체, 골지복합체, 형질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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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도 전형적인 세포 구조는 없다. … 세포분열 등의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34)

라고 하여 세포이외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까

지 모조리 간편하게 精이라고 부른다. 이 글자를 분석해보면, 米는 아주 작은 낱알갱

이를 의미하며, 靑은 丹(붉은 씨앗)이 땅 위로 올라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精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성장하는 것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글자이다. 

  이 精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물질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옳다고 본

다. 외부 방어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氣의 역할이며, 기능을 말하고 있기 때문

이다. 

(나) 氣

  氣는 물질로서의 의미보다 기능으로서 의미가 더 있다. 精이 물질로서 존재한다면 

그 형태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능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氣 역시 세포에서, 세포내 물

질에서, 조직에서, 계통에서, 하나의 생명체에서 모두 다른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精과 形이 어떤 氣와 결합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기의 기능은 상당부분 해부생리에서 말하는 교감 신경의 작용과, 

면역 기능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4) 森下敬一, 자연의학의 기초, 태웅출판사, 2003 p83~85

기능 의미 설명

推動作用

기 자체의 활력과 추동

  기능 - 인체의 생장발육, 각 臟

腑 경락 등 조직기관의 생리활동, 

       - 血의 生成 및 運行, 津

液의 생성과 수포 및 배설을 추

동, 촉진

○ 五臟之道 皆出于經隧 以行血氣 血氣不和 

百病乃變化而生(素問 調經論)

○ 氣能生血, 氣能生津 / 能行血 能行津...

“氣는 자체적인 활력과 升降出入이라는 운동

을 통해 체내에서의 여러 방면의 생리활동을 

추동..” 생장발육이 더디거나 早衰, 血虛, 津

液虧少, 血瘀, 痰水濕

溫煦作用
“氣 자체의 끊임없는 운동과 氣가 

推動한 臟腑, 經絡 등의 여러 조

氣實者 熱也, 氣虛者 寒也

○ 夫臟腑虛 則內生寒也(諸病源候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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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1, 氣의 작용>

(다) 血과 津液

  血은 脾胃運化(소화작용)에서 일어난 水穀의 精氣가 營氣와 폐의 작용을 통하여 적

색의 액체로 변하여 心과 氣의 추동작용에 의하여 脈管내를 순행하는 것이며, 脈을 통

해 전신을 流行하며 臟腑 지절에 영양과 자윤 작용을 한다. 한편 진액은 인체 정상수

액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림프액과 상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혈의 생성에 대하여 동양과 서양의 입장 차이가 있다. 동양에서는 소화 과정

직기관에서의 생리활동으로 생산

된 열량.”

○ 衛氣者熱氣也 凡肌肉之所以能溫 衛氣之功

用也(讀醫隨筆)

防禦作用

衛氣가 全身肌表를 보호하고 腠理

의 開闔을 調節하여 皮毛통한 외

사침입방어 

 “氣, 血, 津液, 臟腑, 經絡 등에

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리기능이 

종합적으로 작용”

○ 衛氣者 爲言護衛周身 溫分肉 肥腠理 不使

外邪侵犯也(醫旨緖餘)

○ 邪之所湊 其氣必虛(素問 評熱病論) : 衛

氣, 肺主氣

固攝作用

 “血, 津液, 精液 등의 액체 상태

의 물질이 특별한 원인없이 유실

되는 것을 방지”

○ 蓋脾統血 脾氣虛則不能收血, 脾化血 脾氣

虛則不能運化, 是皆 血無所主 因而脫陷妄行

(景岳全書)

○ 人以衛氣固肌表 衛氣不固則表虛自汗 而津

液爲之發泄也(景岳全書)

氣化作用

氣化는 氣의 운동과 이에 따르는 

각종 변화, 각종 氣의 生成 및 그 

대사, 精氣血津液의 생성 및 代射

와 그 相互轉化(물질이나 에너지

전화, 장부와 연관된 氣血津液精

의 상호전화와 수포를 주관함) 

㉠ 氣의 化生 : -脾胃는 음식물에서 水穀精

氣 分化하여 營氣와 衛氣 생성

               -肺가 흡입한 淸氣와 결합하

여 宗氣생성 

               -腎中의 先天之精이 水穀精

氣로부터 자양받아 元氣생성

㉡ 淸氣가 轉化하여 濁氣로 됨

生命活動의 本質은 氣化作用 : 陽化氣陰成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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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생성된 것35)으로 보는데 비해 서양에서는 골수조혈설36)의 입장을 취한다. 

동양에서 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했던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3, 혈액과 장의 관계>

  우선 소장에서 융모(villi)가 영양소를 흡수한다. 이것이 간문맥을 통해 肝에 들어가 

glycogen의 형태로 포도당이나 기타 여러 영양소를 저장하다가, 다시 心의 혈관을 타

고 肺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있은 뒤, 전신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게 된

다. 그리고 腎에 들어가 여과해서 다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여과된 나머

지의 물질은 체외로 배출되며, 최종적으로는 脾를 구성하는 하나인 지라를 통해 그 생

명을 다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설이 바로 모리시타 게이이치가 주장했던 

장조혈설이다. 

“융모 조직에 부착된 음식물(살아있는 물질)은 융모 상피 세포로 흡수되어 그 세포 안

에서 소화되면 음식물은 그 세포로 완전히 동화한다. 즉, 음식물은 융모 상피 세포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융모 조직에 있었던 융모 상피 세포는 안쪽으로 밀려난

다. 하나의 세포가 새로 생겨나면 하나의 상피세포는 안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융모 

조직은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의 내강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가지 밀

려는 융모 상피 세포는 적혈구 모세포로 변화한다. 한 개의 융모 상피 세포가 한 개의 

35) 中焦受氣取汁 變化而赤 是謂血 (靈樞 決氣) 여기에서 中焦는 脾胃를 말하며, 受氣取汁은 脾胃가 飮食物을 

運化하고 水穀精微를 생성하여 營氣, 津液 등을 化生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變化而赤은 氣化作用으로 營

氣, 津液이 변화되어 血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6) 森下敬一, 자연의학의 기초, 태웅출판사,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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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 모세포로 변하는 것이다.”37)

  血의 역할은 인체의 臟腑. 形體, 九竅 등 조직기관의 생존과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

과 감각기능에 필요한 영양을 滋潤하며, 정신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가 된다고 하

고 있다.38) 

  위에서 설명한 氣와 精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직, 계통과 구조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氣와 血, 氣와 津液이 모두 유기적인 결합으로 물질+기능을 설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는 정, 기, 혈, 진액 등과 같지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계통 구조를 가지게 된다. 

     (2)(2)(2)(2)인체의 인체의 인체의 인체의 계통계통계통계통

37) 전게서, p104~105

38) 血盛則形盛 血弱則形衰(金匱鉤玄),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素問 五臟生成

編)

合 삼음삼양 역할 동양 서양 조직 및 기관

1合 태음, 양명 흡수와 방출
폐, 대장 호흡계 피부조직 衛, 氣

위, 비 소화계 소화기관

2合 소음, 태양 순환
심, 소장 순환계 혈관, 림프관 營, 血

방광, 신 비뇨, 생식계 골격계

3合 궐음, 소양 場

심포, 삼초 내분비계 호르몬계 神

담, 간 신경, 정신계
감각, 근육계

신경계

合合合合 영향영향영향영향 장부장부장부장부 음양음양음양음양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능기능기능기능 주관주관주관주관 비고비고비고비고

1 燥濕

肺 太陰 호흡 피부

大腸 陽明 배설

胃 陽明 소화

脾 太陰 대사 肉

2 寒熱 心 少陰 순환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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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인체의 계통과 三合>

  위의 표에서와 같이 삼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合은 그 자체로도 

네 개씩 합쳐진 것이며, 삼합이라고 하면 4x3, 12가 되어 인체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

할 수 있게 된다. 경락의 순환은 위의 순서로 말미암고, 장과 부가 연계되는 것도 마

찬가지이다. 특히 경락은 가슴에서 시작하여 팔이나 발로 갔다가 다시 가슴으로 오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1합, 2합, 3합이라고 하였다.

(가) 호흡계(Respiratory system)와 소화계(Digestive system)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을 방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天氣

를, 다른 하나는 地氣를 흡수하여, “陰味出下竅, 陽氣出上竅39)”하니, 天氣=陽氣, 地氣=

陰味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外界에서 내부로 옮겨졌다가 내부에서 다시 외부로 

옮겨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질병은 조습의 부조화로 생기는 병이 폐

와 대장에 관련된 질병이다. 燥邪에 의해 폐와 대장의 질병은 대표적으로 이고, 濕邪

에 의해 담과 설사 등의 증상이 생겨난다.

<표-13, 一合에서의 燥濕관계 >

① 폐, 대장 

39) (素問, 陰陽應象大論) 음의 미는 아래 구멍으로 나오고, 양의 기는 윗 구멍으로 나간다.

小腸 太陽 조혈

膀胱 太陽 비뇨기

腎 少陰 생식기 골, 골수

3 風火

心包 厥陰 정신

三焦 少陽 임파선

膽 少陽 내분비

肝 厥陰 사유 근육

장부의 장부의 장부의 장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관건관건관건관건 질병 질병 질병 질병 예예예예

燥
肺, 胃 - 喜濕惡燥

脾, 大腸 - 喜燥惡濕
燥濕의 균형

폐-축농증

위-소화불량

濕
비-소화불량

대장-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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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부는 外氣의 통로가 된다. 폐나 대장 역시 몸 속에서 생성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魄과 관련이 있다. 바깥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인체에 있어서 우선 피

부와 코를 비롯한 각종 호흡계와도 상관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피부 역시 호흡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열과 함께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와 피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비, 위 

  두 장부는 地氣를 흡수하는 것이다. 전체 소화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서, 위는 밑

으로 내리는 작용을, 비는 전신에 퍼뜨리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肌肉의 발달에 관

여하는데, 비위 기능이 좋을 때, 더욱 풍성하게 된다. 

  이 1합은 일차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면역기능을 갖는다. 병사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나) 순환계(Circulatory system)와 비뇨생식계(Urinary & Retroductive system)

  2合은 평형과 조절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혈액의 순환으로 몸 전체에 균형을 

잡아 주고, 비뇨기계를 통해 남는 양을 내어보내는 일, 그리고 생식하여 어느 한 종이 

멸종되지 않게끔 유지시켜주는 일을 의미한다. 한편 이들은 寒熱의 작용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 

 <표-14, 二合에서의 寒熱관계 >

①심과 소장

장부의 장부의 장부의 장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관건관건관건관건 비고비고비고비고

寒 心, 膀胱 - 喜熱惡寒

腎, 小腸 - 喜寒惡熱
寒熱의 균형 ※여기에서 腎은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함.

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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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腸에서 각종 영양물질을 수송하며 만들어진 피는 心과 心이 주관하는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心이 하는 일은 이 血을 전신에 부족함이 없이 포산시켜주는 역할이다. 심

장의 박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에서의 작용도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② 방광과 신

 

  방광은 비뇨기과를 담당하며, 신은 생식과 관련한다. 물론 kidney를 腎이라고 할 때

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생식계통이며, 혈액을 여과하는 실제의 kidney는 방광의 기

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방광의 기능을 통하여 인간은 인체 내에 체액을 평형 상태로 

만들며, 대사과정의 산물인 암모니아 등을 배출한다. 생식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독특하게 이루어진다. 물질이 충족되고, 삶이 여유로운 곳에서는 생식이 잘 되지 않는

다. 그리고 먹이사슬에서 상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생식기능은 약하다. 어려운 위기가 

닥치거나 먹이사슬의 하위권에서라면 생식기능은 활기를 띄게 된다. 이것은 자연이 모

든 종들의 균형과 평형, 조화를 맞추는 작용이라고 사료된다. 

(다) 내분비계(Endocrine system)와 신경정신계(Nervous & Psychological system)

  3合은 風火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운동에너지와 열에너지의 관계를 

말하며 이것은 동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인간의 감정, 정신, 무의식, 혹은 무의

지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감각기관(sense 

organs)에 의한 중추, 말초 신경기관(central, peripheral nervous system)의 작용에 

의한 약간의 근육, 골격계통(muscular, skeleton syste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

해서, 그리고 불수의적으로 작동되기도 하고, 감각기관(sense organs)에 의해 작동도 

되는 내분비 계통(endocrine system), 정신계(psychological system) 등을 다루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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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三合에서의 風火관계 >

①심포와 삼초

  원래 장부의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언급하였듯이 추가가 된 것으로 심포는 

장에 추가가 되고, 삼초는 부에 추가가 된 것이다. 심포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내

경에서 心主40)라는 표현이 있으며 그의 병으로 煩心, 心痛이 있다 하였으니, 정신 기

능을 의미하는 것이며, 감정과 의식, 무의식 등을 포괄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삼초는 

心主인 심포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에서는 삭혀지고, 아래 방광에서는 체액이 고이게 된다. 三焦가 決瀆之官

이며 水道出焉41)이라고 한 구절에서 보아, 이는 체액과 관련된 림프와 내분비 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담과 간

  담과 간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현대의학적 명칭과는 전혀 다르게 뇌에서 그 답을 찾

았다. 장상론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간과 담이 현대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화기관에 관계하는 정도이지 정신적인 사유 기능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실

질 장기가 아닌 膽은 決斷을 주관하며42), 실질 장기가 아닌 肝은 謀慮를 주관43)한다

고 하였으니, 간이라 명명하였지만 실은 판단, 기억 등의 뇌의 작용을 의미하며, 담은 

이로 인한 신경계통의 작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간과 담으로 분류하였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경락에 있어서 간경과 담경은 

40)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靈樞, 經脈)

41) 素問, 靈蘭秘典論

42)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素問 刺法論) 담을 쓸개로 해석을 하다보니 중의학에서 中淸之官이라고 말을 하

기도 했는데, 인간의 감정이 過不及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正確하게 작용하여 결단을 하는 정신 기능을 

의미한다고 본다.

43)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素問 刺法論) 간은 장군에 비유할 수 있고, 모려가 이에서 나온다.

장부의 장부의 장부의 장부의 특징특징특징특징 관건관건관건관건 비고비고비고비고

風 心包, 膽 - 喜風惡火

肝, 三焦 - 喜火惡風
風火의 균형 사유와 동작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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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이나, 간질, 신경 계통의 질환, 중풍 등의 치료 혈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 병리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간과 담의 질병은 두통이나, 간질, 

신경 계통의 질환, 중풍 등의 뇌 질환 증세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계통적인 접근은 현대해부학과 관련을 짓기 위해 한의학을 위의 체계대

로 편성하여 보았던 것이다. 해부학의 구성 원리에 맞추어 조금이라도 서로 이해가 쉬

울 수 있도록 용어 정리를 하였으나, 동양에서 사용했던 추상적인 용어의 함의를 파악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으나, 아래에 등장하는 경락, 장부, 체질 등의 학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3) (3) (3) 경락학설경락학설경락학설경락학설

  위에서 언급했던 삼음삼양의 표리관계를 이용한 三合으로 계통을 나누어, 그 순서를 

정했다면, 그 순서에 맞게 氣가 순행하는 통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경락학설의 관점

이다. 다음에 설명할 오장육부는 정지된 구조물이며,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질과 기능

이 인체를 어떻게 순환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현대의학에서는 당연히 혈관을 통한 

영양과 산소의 이동을 말하면서 기의 통로가 되는 경락에 대해서 지금의 과학으로 찾

을 수 없으니 없는 것이라 단정하고 이의 효과마저 부인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경락은 우선 생리적인 기능으로 오장육부에서 만들어진 물질과 기능을 체내 곳곳에 알

맞게 분포시키며, 또 질병이 인체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치료를 할 때 이를 

이용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경락은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이동하는 선과 같다. 이 

선이 끊어지지 않고 12경락을 돌고, 락맥과 기경맥 등을 돌고 돌아 인체 전신을 순행

하여, 인간이 활동하며, 그 선에서 특별히 중요한 점들을 침구 치료나 부항 등의 요법

을 이용해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선을 이용해 맛사지를 하여 전신의 기를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선에 있는 점을 특별히 經穴이라고 하는데, 이 

곳에 침과 뜸을 놓아 자극도 하고, 血을 빼기도 하면서 인체의 균형을 맞추기도 한다. 

침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경락이다.  

(4) (4) (4) (4) 장상학설장상학설장상학설장상학설

  藏象에서 藏이라는 말은 “감추어진”이라는 의미이다. 고대에는 전쟁이라든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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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로 인해 시체가 널려있을 경우도 많은데, 더욱이 왕의 신분이라면 산 사람이라도 

해부는 가능했을 텐데, 해부학적인 개념으로 인체 내부 장기를 모두 다 알았다면 藏이

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단순

히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기를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작용과 다른 장

기, 기관들과의 상호 관계를 언급해야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현상을 장상이라고 하는 것

이다. 속에 감추어진 것은 외부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중국 의학의 중심은 五臟이다. 기항지부가 되었건, 육부가 되었건, 모두 이것은 오장 

중심의 생리 속에서 설명되는 것이며, 오장 중심의 병리 속에서 설명되는 것일 뿐이

다. 뇌의 기능이 밝혀져 인간의 정신 기능이 모두 뇌에 있음을 알게 되면 오장 중심의 

구도를 바꾸지 않고, 腦에도 오장의 기능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실질적인 명칭인지, 추상적인 명칭인지 모호하게 되어진 것이다. 명확하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 문학이나 철학이지, 절대로 과학은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행을 중심으로 

모든 기능을 오장이라는 이름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므로, 그 의미를 사용할 때는 그 

압축된 의미를 풀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① 肝

  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疏泄과 藏血이라고 하였다. 疏泄에서의 疏는 “성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해독과 분해를 한다는 의미이며, 泄은 “새어 나오는 것”을 의미

하니, 어디로든지 뻗어 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 藏血은 피를 

저장한다고 하였으니, 소화기관에서 만들어낸 영양물질을 저장하고, 혈류량을 조절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자세히 나열해 보면, 

  첫째, 간의 疏泄기능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기

능, 즉 대사기능을 한다. 장으로부터 흡수된 음식물들은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간에서 적절히 변화되게 되며, 여러 조직에서 영양소를 이용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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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폐물들은 다시 간으로 운반되어 처리되는 것이다.

  둘째, 간의 疏泄기능은 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인 담즙을 만들고 

이를 담도를 통해 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담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

러 영양소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영양결핍이 생기게 된다.

  셋째, 간의 藏血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몇 가지 영양소들을 보관하는 기능을 한

다. 

  넷째, 간의 藏血에서 우리 몸이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알부민,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및 콜레스테

롤 등이다. 간의 병이 심하여 알부민을 잘 만들지 못하게 되면 몸이 붓는 현상(부종)

이 생기게 되고, 혈액응고와 관계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면 멍이 잘 들고 잇몸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의 疏泄기능으로 술(알콜), 약물 및 우리 몸에서 생긴 여러 가지 독소

를 해독하는 작용이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 빌리루빈이라는 독소가 형성되고 있는데 

간은 이 빌리루빈을 적절히 처리하여 담즙을 통해 배설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간의 

기능이 나빠지면 빌리루빈이 몸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간 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은 약을 복용할 경우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여 약에 의한 부작용이 증강될 수 있다. 

  素問 刺法論에서 肝은 將軍之官이라 하였는데, 생리적으로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하며, 성격이 강하고, 용맹하다고 하였으니, 울체되는 것을 싫어한다. 군주인 

心이 주관하는 血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리적으로 이를 반역하여 심혈관 질

환을 일이키기도 한다. 

  간과 관련된 기능으로는 筋을 주관한다고 하였으니, 간의 정신적 기능으로 인해 근

육이 움직이는 厥陰風木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 57 -

<표-15, Cori cycle >

②心

  동양에서는 심을 가장 중요한 장기로 꼽았다. 그러나 心은 심장만을 언급하지는 않

는다. 심장과 관련된 모든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心의 영역은 넓다고 하

겠다. 혈관의 총 길이가 120,000Km라고 하였으니, 주먹만한 심장의 박동으로 그 길

이를 다 돈다고 할 게 아니라, 근육과도 협조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나름대로 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심은 뇌의 연수와 관련하며, 교감-부교감 신경

에 따라 작동되는 기관이므로,  靈樞 邪客篇에서 “心者 五臟六腑之大主也 神明之所舍

也”이라 하여 心이 왜 君主가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정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

라고 하며 정신의 기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문학과 어울리지, 과학과는 어울리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오장육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心이다. 군주는 직접 나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

라 일을 적당히 분배하여, 온 나라 곳곳에 필요한 만큼 물자를 보내주는 “최소한의 권

Skeletal muscle Liver

glycogen glycogen

  운동
    Blood

glucose6-phosphate glucose6-phosphte

             glucose 

pyruvate pyruvate

    Blood

Lactic acid 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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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지향한다. 다른 장부들은 혈에 산소를 용해시키거나, 영양물질을 흘려보내거나, 

여과해주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심은 혈을 추진시켜 온 몸에 분배하는 기능

을 한다는 것이다. 

 ③ 脾

  脾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형태적으로 보면 이자(pancrea)를 말한다고 할 수 있지

만,  십이지장(duodenum) 및 지라(spleen)를 의미할 때도 있고, 소장(small intestine)

의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까지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십이지장을 놓고 다시 膽이라고 설명된 부분도 있으며, 소장을 설명하면서 십이지

장을 다시 설명하기도 할 정도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곳이 많다. 장으로서의 이

자의 현대적인 의미는 소화에 긴밀한 적용을 한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분비함으로

써, 소화를 시키게 하는데 이의 장소가 십이지장이 된다. 이 십이지장에는 기항지부인 

담에서 나오는 담즙이 분비되고, 육부인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내려오고, 장인 이자

에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나와서 통합되니, 膽을 決斷이라고 한 것이 이런 이유이기

도 하다. 脾主升淸한다고 하였으니 해부생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을 찾으려면 십이지장

과 소장에서 소화된 영양물질을 간문맥으로 전달하여, 간에 저장하였다가 온 몸에 포

산시키는 일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肺

  肺는 인체 내부의 기와 외부의 기가 교통하는 장소이다. 넓은 의미로 호흡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의미하므로, 피부, 코, 후두 등과 관련짓게 된다. 이의 정신적인 기능으로

서는 무언가를 누르는 기능이 있다. 위에서부터 무언가를 눌러주는 金의 속성을 지녔

다고 보는 견해이다. 

⑤ 腎

  腎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이다. 하나는 생식기능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변을 담당하는 기관인 동시에,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할 아랫배를 의미하기도 

하며, 골, 수,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부이기도 하는 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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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藏精, 生精에서 시작되었다.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 뇨를 

생성하여 방광에서 尿를 저장하는 것, 고환에서 정을 생성, 보관하는 것, 골밀도, 골에 

골수가 충만한 상태, 뇌의 기억 기능 모두 腎의 藏精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⑥ 5 layers(象)

  동양에서는 장상을 내부 실질 장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체를 층(層)으로 구분하여 각기 장부에 배속을 하였다.

<그림-4, 장과 인체 층의 관계 >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체의 가장 겉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肺系가 

된다. 그 다음의 층은 脾, 근육층은 肝, 골격계는 腎으로 두었고, 心은 순환계로서 내

부 골격인 腎부터 가장 겉 부분인 肺까지 닿지 않은 곳이 없는 혈맥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았다. 한자는 그 음이 같으면 그 의미도 적잖이 상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면, 心=深, 腎=伸, 脾=肥또는 費, 肝=間, 肺=蔽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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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본고의 장상학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장상학설이 곧 해부생리학적

인 의미로서의 명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즉 동양의 장상학설은 그 계통면에 있

어서나 경락학설에 있어서도 장상학설에서의 의미는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병리적으

로 보면,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장상학설로 보든 경락학설로 보든 그 병리

적인 문제성은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5) (5) (5) (5) 骨骨骨骨格格格格系系系系

  대체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특징 중에 “현대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생긴 질병에 

대한 치료”에 탁월하다는 것이다. 비록 동양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정체 요법이나 

카이로프락틱 등은 모두 正을 추구하는 인체의 生理에 근거를 두고 있는 치료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정체운동의 예만 들어보기로 하겠다. 

  정체운동이란 “자신의 몸에 이미 나타나 있는 불균형과 비대칭적인 변형은 물론 여

러 가지 질병들을 스스로 개선시키고 한편으론 건강하고 바른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하

는 자율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맹자에 “愛人不親 反己仁, 治人不治 反己智, 禮人

不答 反己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라는 구절이 있다. 남을 사랑하였는데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다스리려는데 뜻대로 안되고, 자기는 힘써서 공경한다고 했는데 전

혀 뜻대로 안될 때, 그 사람을 무조건 탓할 게 아니라 자기 탓부터 할 수 있어야 한

다. 아니 자기 탓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결코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더 나아질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정체요법에서 보자면,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어느 누구

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한다. 어느 누가 허리를 비틀어서 평생토록 

구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 병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사소한 잘못된 자세 하나가 인체의 불균형을 만들고, 인체의 불균형이 질병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의 상태가 正으로 복귀하면 인간에 잠재되어 있던 자연 치

유력이 증가하여, 질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질병뿐만 아니라 병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들은 무척 많다. 아직까

지 질병으로 보고되지 않더라도, 과학이 발전하여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병으로 규정하

더라도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과학이 규정하는 질병의 종류보다 훨씬 민감하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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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게다가 인간이 자각하지 못하는 일련의 요소들까지 추가하자면 실로 막대하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정체요법에서는 “바르지 못한(歪)”으로 총체적으로 규정한다. 

척추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척추와 척추의 접합 부위가 잘못되어 생기는 일련의 

고통에, 척추신경과 관련있는 인체의 모든 기관의 병증을 척추로 진단하는 것이다. 척

추의 측만 상태는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하여 관측하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을만큼 

“표현되는” 양태이다. 드러나기 때문에 진단이 그만큼 용이하며, 진단이 용이한 만큼 

치료의 경과와 상태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척추 측만의 증상은 증후

군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매우 다양한 고통을 인간에게 주고 있다. 이것을 병원에서는 

보조기를 도입하여 무조건 곧게 해놓고 장시간 묶어놓는 방법을 통해 시술하려고 하지

만, 정체 요법에서 가장 먼저인 것은 “왜 이렇게 되었나?” 본인이 직접 자기의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앉는 모습에서부터 누워있는 자세 평상시 하고 있는 일들을 되

새기다보면 자기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허리가 휘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가

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다. 

㉠ 치료술이 아닌 운동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존도는 종교지도자에 대한 그것보다 더 높다고 보여진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依支가 아니라 意志이다.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

로 나으려고 노력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으로 꾸준하게 운동하는 요법이기 때

문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된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일제식이 아닌 개별식

  요가의 자세 및 체위와 상당히 유사점이 있지만 “개별성”에 바탕하였다는 점에서 요

가와 다르다.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 획일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쓸모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것이 바로 정체요법이다. 

  정체요법에서 주장하는 관점은 整을 통해 正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개인에

게 적합한 운동을 통해 바르게 하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카이로프락틱은 관

절의 위치를 교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정체요법과 같지만, 수기에 의한 물리적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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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뼈를 제자리에 환원시키려는 입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환자를 대단히 빠

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발병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크다. 환자의 고

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과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도 

또한 취사선택해서 합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6) (6) (6) (6) 체질의학체질의학체질의학체질의학

  한국 한의학의 정수를 체질의학으로 두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질의학은 엄청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체질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할 영역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체질에 대한 정의가 명확

하지 못하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소음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태음인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검사질문서만 봐도 4개 중에 맞는 답을 선택

하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아닌데”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심쩍게 지나가기 일쑤다 

보니 체질이라고 하면 알다가도 모를 심오하면서 엉터리같은 모순적인 이론이 되어 버

린다. 

 사상체질의학에서 말하는 이론은 앞에서 언급했던 정적인 음양 체계(2, 4, 8, 12...)를 

따른다. 음양의 다소에 관해 사람을 각기 구분하였다. 이런 식의 구분을 한 이유는 같

은 증상에 같은 약을 사용했는데 한 사람은 듣고 다른 사람에게는 듣지 않더라, 환자

들을 살펴보니, 그렇게 생긴 사람은 또 그와 비슷한 질병을 가지게 되더라는 데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도 비만한 체형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당뇨와 고혈압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체질을 태음인이라고 규정하고, 이 체질의 특징을 성격이나, 습

관, 좋아하는 음식 등의 다각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는 어떤 음식이 효과가 좋고, 어떤 음식이 해가 되는지 판단하며, 그 체질의 그 병에

는 바로 그 약을 사용하라는 처방전까지 기록해 놓은 이제마의 역작임과 동시에 한국 

한의학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의학의 특징으로, 유전병에 관한 인식을 하였고, 심신의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

며, 개체성을 중시한 개별화된 처방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체의학적으로 사람을 치유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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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를 보고 체질을 파악한 뒤, 그 체질에 맞는 요법을 사용하고, 주의해야 할 음식

과 해야 할 운동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데서 시작하여, 개별화된 처방-어떤 

한 질병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맞추어진 처방을 해주며, 평생 동안 어떤 

식으로 체질을 가꾸어 가는지에 대한 교육까지도 해줄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太陽人-肺大肝小

少陽人-脾大腎小

太陰人-肝大肺小

少陰人-腎大脾小

라고 하는 것은,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항진

과 쇠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太陰人-肝大肺小의 경우, 肝氣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生風動血하여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나, 뇌졸중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간과 관련한 근육이 발달하였지만, 운동부

족으로 인해 어깨 결림이나 근육통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내장 근육의 경련으

로 인해 분돈현상44)까지 생길 수 있는 체질이다. 肺小로 인해 폐와 관련된 기관의 병

증, 곧 축농증이나 인후통 등이 생길 수 있다. 폐와 관련된 기관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피부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피부 호흡을 근거로 피부를 폐에 종속시

켰다. 肺小로 인해 피부까지 약하다는 것은 곧 피부병에 저촉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의학을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놓고 살펴볼 수 있다.

44) 배꼽 아래에 동기(動氣)가 있는 것을 신기(腎氣)라고도 하고 분돈(奔豚)이라고도 한다. 분돈이란 신과 관련

된 적(積)의 이름이다. 5가지 적 가운데서 배꼽 아래에 생긴 분돈으로 기운이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제일 위급한 것이다. 이 병은 본래 신에 적이 있을 때 상한의 사기가 하초에 들어와 부딪치면 생기는 것인

데 그 증상이 발작하면 마치 돼지가 달아나는 것과 같이 기가 위로 치민다. 대체로 속에서 진기(眞氣)가 허

하고 수기(水氣)가 몰려서 흩어지지 못하다가 기와 부딪치게 되면 분돈이 생긴다. 이 병 때에 아무리 발산시

켜야 할 증상이 나타나거나 설사시켜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땀을 내거나 설사시키는 것은 다 좋지 않

다. 이런 데는 이중탕(理中湯, 처방은 상한문(傷寒門)에 있다)에서 白朮을 빼고 肉桂와 赤茯苓을 넣어서 주로 

쓴다. 그것은 육계가 분돈을 내몰고 복령이 신에 있는 사기를 없애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출을 빼는 것은 이

것이 비토[土]를 보해 주어 신수를 억누르게 하고 신(腎)을 마르게 하며 기를 막히게 하기 때문이다[단계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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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체질의 구분-1>

  이러한 그래프는 음양의 다소로만 나누어진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람

마다 火를 구심점으로 하여, 여러 특성들을 약간씩은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사람의 성격이나 많은 생리적, 병리적 특징들이 어느 한 곳에 집

중된 것이 아니라 %로 나누어져 가장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체질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림-6, 체질의 구분-2>

  이 그래프 선들의 의미에 관해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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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체질의 구분-3>

로 볼 수 있다. 少로 의 음양다소의 문제는 수곡의 문제, 곧 소화와 관계되는 성향이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太는 기액의 대사 문제라고 병리적으로 관찰해볼 수 있다. 

  중의학이 장부의 병변으로 모든 질병을 귀속시켜온 의학이라면, 일본의 의학은 황한

의학이라고 하여, 어떤 질병에 대한 자세한 증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기술

하여 놓은 藥典과 같다. 한의학은 이것을 각 사람에게 개별화시켰다. 이 세 가지의 의

학이 통합이 된다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이다. 본고에서 사용되

었던 체질에 기초한 대체의학의 접목 실험 역시 매우 결과가 좋았었고, 더욱이 서양의

학에도 접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사람의 체질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진다면, 그 체질이 잘 걸릴 수 있는 질병군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 예방의

학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치료 역시 개별화된 처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다다다) ) ) ) 病病病病理理理理

  인간의 병의 원인과 발병 기전, 그리고 병의 경과(病機)에 대해 다루는 영역이다. 인

간이 왜 병에 걸렸는지, 그 병의 특징은 무엇이며,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다루는 영역이지만, 대체의학에서는 심리, 생리, 약리 중심의 의학이므로 이에 대해 잘 

다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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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인이라는 것은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서양의학에서는 세균류, 미생물

이나 바이러스 등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동양과 대체의학에서는 병의 원

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  體質虛弱        �

正虛   �  臟腑機能의 減退 �  根據  --->  邪氣는 正氣의        - 機體의

       �  抗病能力 低下   �                정황에 따라   --->   機能失調  -->發病 

                                             작용              또는 障碍 및

                                                                 氣質的損傷  

       � 外因 : 六淫外感    �         ↗

邪氣 --  內因 : 七情內傷    � 條件 ↗

       � 不內外因 : 飮食所傷�    

                   勞逸過度

                   蟲獸所傷

<그림-8, 병리>

  정기가 허약하다는 것은 피로가 쌓였다는 말과 함께 병이 걸릴 위험 상태에 있는 것

을 말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위에서 언급했던 <표-3>에서 ①good health일 때는 

많은 병인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지만 ②low condition부터는 正虛의 상태로 

邪氣가 들어올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의학과 대체의학적인 치료는 근거

가 되는 허약 상태를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양의학

에서라면, 무균 상태로의 처치를 말한다. 재발할 위험이 있더라도 邪氣를 제거하는 것

이 바로 서양의학의 역할이다. 또 사기를 규정하는 것도 차이가 난다. 

 <표-3 보건과 질병>

  대체의학에서 병리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병인에 대해 명확한 설명

이 없는 단순한 요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적인 표현 형식이나 현대 의학의 

①good health ②low condition ③illness ④untreatable ⑤death

easy

positive vitality

dis-ease

suffer, pain
disease, virus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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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표현 방법대로 기술하게 된다. 

  동양적인 표현의 邪氣는 현대의학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병원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

라 특정 병원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신문 기사는 감기와 추위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엄마들의 잔소리'가 옳다는 최초

의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고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BBC 방송은 웨일스의 

과학자들이 최근 실시한 실험을 통해 몸이 차가워지면 더 쉽게 감기가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디프 일반감기센터의 과학자들은 180명의 자원봉사

자들 가운데 절반인 90명을 뽑아 얼음을 담은 찬물에 20분 동안 맨발을 담그게 

했다. 찬물에 발을 담근 그룹에서는 29%가 5일 만에 감기에 걸렸으나 찬물에 노

출되지 않은 다른 그룹에서는 감기가 걸린 사람이 9%에 불과했다. 일반감기센터

의 로널드 에클레스 소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해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어머니들의 상식이 과학적으로 옳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말했

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감기에 덜 걸리게 되는 과학적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

한 것이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위축되고 그러면 혈류가 느려져 바이러스와 

맞서 싸워야할 백혈구가 입과 코 등 호흡기 말단으로 잘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인체에 들어오게 되고 저항력이 약한 사람

은 곧바로 감기에 걸리게 된다. 에클레스 소장은 "어떤 사람은 효과적으로 바이러

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게 된다"며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감기예방에 유리하다"고 말

했다.45)

  한의학에서 말하는 外因은 병의 원인이 風寒暑濕燥火의 六淫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연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邪氣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內因은 인간의 감정에 의한 육체적 손상에 대해 서술을 하였고, 

不內外因이라는 것은 痰을 주로 말하는데,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런 병인이 인체의 면역력과 싸우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병기라고 이름하였

다. 질병은 거세어지고, 정기는 허약해진다면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간주한다. 

45) “감기예방.. 엄마 상식이 옳아”, 연합뉴스, 200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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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실험에서 태음인 주병으로 분류된 case 3은 대표적인 正虛상태에서 시작된 질

병이라고 보인다. 이 경우 치료는 정기를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비뇨기과에서 잘

못된 진단으로 전립선에 해당하는 약을 복용하다보니, 병이 정관을 통해 림프쪽으로 

전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자에게 한의학에서는 疝증이라고 분류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항목인 듯 하다. 만성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허에서 시

작되어 사기가 거세지므로 치료가 어려운 제반 질병을 말한다. 

라라라라) ) ) ) 藥藥藥藥理理理理

  약리는 인간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약물을 섭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며, 각 

약의 특성과 조제 방법 등에 대한 영역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 활용하는 화학약품

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자제하고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길러진 생약을 위주로 한

다. 약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고 보는 영역일 수 밖에 없는데 이

는 사람의 식습관에 불균형적인 식사에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질에 맞고, 인체의 기

능을 도와주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 

((((가가가가) ) ) ) 四四四四氣氣氣氣와 와 와 와 五五五五味味味味를 를 를 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심으로 본 본 본 본 藥藥藥藥理理理理

  四氣는 溫熱凉寒의 네 가지로 火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약성을 논의하는 것을 말한

다. 가지고 있는 자체의 성격으로 분류하였기보다, 인체에 미치는 작용을 가지고 분류

한 것으로 보인다. 

  溫藥은 强壯, 補益을 하는 약으로 人蔘, 黃芪, 白朮, 山藥 등의 補益藥과 開胃하는 

蒼朮, 厚朴, 藿香등의 芳香化濕藥, 그리고 通經絡으로 獨活, 木瓜 등의 祛風濕藥과, 活

血하게 하는 川芎 등의 活血藥, 止瀉로서 訶子, 散寒으로麻黃, 桂枝, 生薑, 葱白등의 發

散風寒藥, 溫裏로서의 吳茱萸 등의 溫裏藥이 있다. 

  熱藥은 發熱, 散寒, 發汗을 위주로 하는 附子, 乾薑, 肉桂등의 溫裏藥과 興奮, 刺戟을 

하는 海狗腎 등의 助陽藥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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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凉藥은 補陰藥으로 沙蔘, 麥門冬, 凉血止血藥로 大薊, 小薊, 地楡, 槐花, 淸虛熱藥으

로 銀柴胡, 發散風熱藥으로 薄荷, 牛蒡子, 菊花 등이 있다.

 寒藥은 淸熱瀉火藥으로 石膏, 知母, 淸熱燥濕藥으로 黃芩, 黃連, 黃柏, 淸熱凉血藥으로 

犀角, 生地黃, 淸熱解毒藥 : 金銀花, 連翹, 淸虛熱藥으로 地骨皮, 靑蒿, 凉血止血藥으로 

側柏葉, 攻下藥으로 大黃, 芒硝, 蘆薈, 涌吐藥으로 瓜蒂, 常山, 藜蘆를 분류하였다.

  이에 반해 五味는 水로 본 분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이 역시 약 자체의 

성분을 분석한 것이라기보다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판단한 자료이다.

  酸味는 能收能澁한다고 하였는데, 체표와 체내에 대해 각각 다른 작용을 가진다. 체

표에 대해 能收하고 체내에 대해서는 滋潤한다. 酸味가 들어오게 되면, 체표에서는 斂

汗, 斂氣, 澁精, 縮尿, 止帶, 止血하지만, 체내에서는 침이 고이게 하고,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담즙의 분비를 자극하고, 유산균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소

화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기능을 가지게 된다. 

  辛味는 酸味와 반대로 能散能潤能橫行한다고 되어 있으나, 체표와 체내에 대해 酸味

와 상반된 작용을 한다. 즉 체표에서는 땀을 發散하고, 行氣活血하지만, 체내에 있어서

는 전혀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酸味와 辛味는 이렇게 길항작용을 함으로써 인체 내 체액을 효과적으로 조율한다. 

음식에 있어서도 辛味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胃에 있어야 할 진액 등이 부족하게 

되어 궤양 등의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苦味는 鹹味와 길항 작용을 한다. 나트륨-칼륨 펌프46)에 있어서 나트륨을 鹹味로, 

46) '№+과 Ｋ+을 능동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전'을 가리켜 '№+ ― Ｋ+ 펌프'라 한 다. №+／Ｋ+펌프를 통해 

세포 내외의 항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 ― Ｋ+ 펌프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하다. 촉매성 하위 단

체는 밖의 Ｋ+과 결합하고 이어서 탈 인산화가 일어나서 단백질의 입체구조가 바뀌어 Ｋ+을 안으로 수송하

게 된다. №+이 안쪽에 있는 부위와 결합하고 인산화 되면서 또 다른 입체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을 바깥

쪽으로 수송하게 된다. 다음 순간에는 바깥쪽에 있는 Ｋ+과 다시 결합할 태세가 갖추어지고 이 회로는 다시 

반복된다. 이 펌프는 두 가지 다른 이온을 막의 반대 방향으로 수송하므로 대향수송(antiport)의 기능을 수

행한다. №+ ／Ｋ+ 펌프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보통 세포가 소모하는 에너지의 3분의 1까지 소비한다. 

신경세포에서 장시간의 신경활동 후 이온경사를 회복할 경우에는 이 수치는 3분의 2까지도 상승한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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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을 苦味로 정의하면 이 둘의 길항 작용이 세포내외의 작용으로 보여진다. 苦味는 

能瀉能燥能堅하여 降泄, 瀉下, 燥濕, 堅陰의 작용을 하며 鹹味는 能下能軟堅柔軟作用을 

한다고 하였으니, 이 역시 길항의 이치를 잘 가려 섭취를 해야 한다. 

  이 네 가지의 味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甘味인데, 能補能和能緩하는 전해질이

나 포도당 등의 개념이 집약된 것이다. 酸味와 辛味이건, 苦味는 鹹味이건 모두 중앙

의 甘을 어디로 이동시키는가에 따른 배열이다.

  각각의 약성들은 또다시 인체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약성들로 다시 

분류되었다. 이것은 약물의 복잡한 화학식에 의한 작용을 분석한 자료라기보다는, 인

체에 직접 투입하여 실험한 약물들이었다. 이런 약성을 가지고 식생활에 이용하여 신

체를 관리하였으며, 이는 병인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도 활용되었다.

  질병의 특성 중에 어떤 것은 인체를 굳게 만들 수 있다. 감기에 걸리더라도 뒷목이 

뻣뻣하게 굳는 등의 증상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연하게 풀어주고, 땀을 통해 발산

시켜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한의학에

서는 추구하여 왔다. 질병 각각에 대해 약효가 드러나는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인체

를 場으로 하여, 일어나는 현상에 관한 연구였던 것이다. 

  위의 四氣와 五味를 가지고 아로마에 대해서, 기타 여러 동종 약물이나 요법에 대해

서도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ylang ylang(cananga odorata)같은 것은 성욕촉진이

나 기분환기, 탈모 등에 효과를 가지고 흥분, 자극을 하는 熱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세포에서는 수송되는 №+과 Ｋ+의 비율이 1:1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펌프는 휴지전위를 결정하는 수동적 

이온의 경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러나 교환율이 1:1이 아닐 경우에는 펌프 자신이 막전위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펌프를 전기 발생적(electrogenic) 펌프라 고 부른다. 신경 활동의 가장 중요

한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Ｋ+)이다. 그리 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 또한 중요하다. 나

트륨과 칼륨이온은 크기가 작 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 단백질 분자는 크기가 커서 원형질막을 통과할 

수 없으며 축색 안에 그대로 남게 된다. 휴지상태에서의 나트륨 이온 농도는 막을 중심으로 세포의 바깥쪽

과 안쪽이 약 10:1 정도로, 바깥쪽에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 기울기는 아주 

가파르다. 칼륨 이온은 이와 반대로 축색의 내부에 훨씬 많다. 이러한 분포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축색의 원형질막이 수많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펌프는 한 번 가동될 때마다 

나트륨 이온 3개를 축색 밖으로 보내고 칼륨 이온 2개를 축색 안으로 보낸다. 이러한 펌프작용을 통해서 №

+과 Ｋ+이 쉴 새 없이 이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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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여, 각 체질에 맞게 섭취 및 복용하게 하는 것과, 편성된 氣味

를 정상적으로 환원시키는 것, 오염으로 인한 음식물의 파괴, 인스턴트 식품의 만연 

등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한 질병과 이에 대한 치료가 藥理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내용이다.

  한편 동종요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의 이치는 동종의 물질을 써서 치료한다는 유사

성의 법칙(Law of Similar)에 근본을 두고 있어 유사요법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환

자의 증상 또는 원인을 억제하거나 증상과 반대되는 작용을 유발시켜 치료하는 것을 

이종요법(異種療法, allopathy)이라고 한다. 질병의 증상은 질병을 없애려는 인체의 자

구노력을 반영하므로 증상을 질병의 일부가 아니라 치유과정의 일부로 파악한다. 증상

을 억누르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현대 서양 의학의 치료법과 달리, 환자의 병적 

상태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자연약품을 복용케 함으로써 자가면역능력을 깨우쳐 

스스로 치유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인체의 반응은 발열을 하여, 

병원균이 더 이상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막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콧물이 

나오고 있고, 목에 침입한 균들에 대항하느라 목이 붓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낫기 위한 인체 내부의 반응이지, 병균의 독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증상과 

같은 성질의 약을 복용한다는 것은 인체를 도와 외부로부터 침입한 邪氣를 제거하는 

일련의 치료 행위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극미량의 동종의 약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희석

되어 있긴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정도로 극미량이다. 이 약물을 만듦에 있

어서 Succussion이라는 진탕법을 사용하는데, 물질에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약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한의학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효소요법”이 있

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에는 효소의 자극이 필수적인데 Dr. Edward 

Howell은 "효소는 삶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다"라고 했다. 즉 효소가 없으면 미네랄, 

비타민, 호르몬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효소치료에 사용하는 효소는 크게 식물에서 

추출한 효소와 췌장효소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성 효소는 소화기능을 강화시켜 인체

의 생명력을 증진시키는데 반해 췌장효소는 소화계 및 면역계에 모두 작용한다. 소화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많은 급만성 질환의 상태가 쉽게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인해 약리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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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약리를 통해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치료자가 잘 선택해서 결정할 문제이기도 할뿐더러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식습관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강하게 함으로써 치료와 양생을 더욱 균형있게 조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마마마마) ) ) ) 治治治治理理理理

  치리는 낫는 이치에 대한 영역이다. 약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치료하거나, 여러 방법

을 통해 나을 수 있는 치료와 함께 어떤 병인가 진단에서 치료, 치료 후 회복, 회복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까지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 다룬다. 임상의 실재에 대해 다

루기도 한다.

((((가가가가))))진단진단진단진단

  서양의학에서는 각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진단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단

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많은 기계를 사용하여 병을 진단하는데 비

해, 한의학에서의 진단법은 四診合參을 기본으로 한다. 四診이라는 것은 望, 聞, 問, 切

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진단을 해

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체적인 진단은 그 사람이 가장 크게 고통을 호소하

는 主訴이외에 기타의 질병을 찾아내고, 그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며, 그 병의 경과까지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진단에 동원된 

자세한 상담으로 인한 치료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진단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곧 

치료의 실패를 의미한다. 진단이 자세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완치에 대해 손을 놓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진단에 대한 기법들을 소개하여, 이를 통합시

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① 체질의 진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질을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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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망진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체질을 진단하면 좋겠지만, 체질 역시 여러 가지 방

법을 동원하여 특징을 분류해야 한다. 침을 통해 하는 방법에는 각 체질이 잘 걸리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는 혈에 침을 淺刺하여 환자에게 그 느낌을 물어보는 

방법을 통해 진단할 수 있고, 체질 음식이나 체질 약을 가지고 복용한 결과나, 식습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추진단(다우징)

  대체의학의 진단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추진단법은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직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방법으로 

수맥을 찾을 때나 정유를 찾을 때도 사용한다. 진단자는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기력을 보존하는 수련을 해야 정확도 면에서 좋아진다. 문제는 질병에 대해 너무나 예

민한 반응을 보임으로 현대의학의 최신 기계라고 하더라도 포착하기 어려운 질병까지

도 질병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현대의학의 최신 기계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더 

잘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추의 진단에 대해 회의와 불신이 들 수도 있다. 그러

나 체질진단에서 나온 데이터와 같은 응답을 보인다면 이것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③ 四診

  

  동양의 전통적인 진단법인데 望診은 환자의 “神色形態”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聞診

은 청각과 후각을 동원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問診을 통해 가

족의 병력이나 땀의 유무, 식습관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切診이라는 것은 醫師가 손끝으

로 환자의 일정한 부위에 觸摸按壓하여 질병의 변화와 체표의 반영을 이해하는 진단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담

  환자와의 교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환자와 상담을 할 때, 치료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자에게 왜 이 병이 생겼을까 대화하는 중에 환자는 자기의 잘못이 



- 74 -

무엇이었는가 알 수 있도록 의사는 産婆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의사에 대해 신뢰

를 가지게 되는 것은 치료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나나나) ) ) ) 치료치료치료치료

  모든 진단이 끝나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환자에게 치료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치료의 순서도 정해야 할 것이고, 치료의 범위와 기간도 책정해야 할 것이다. 

<표-16,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분류>

  위의 표는 현재 대체의학에서 분류하고 있는 요법별로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편성해 

본 것이다. 표에 해당하지 않은 체질의학은 한의학과 대체의학 전반에 걸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이론이며, 또 요가는 수기자연요법에 분류하였지만 다른 범주와도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한 공모(conspiracy)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 명은 의료팀에 의해 완벽하

게 치유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수기자연요법 면역식품요법 영성심리요법

한의학

침구

사혈 및 부항

경락 맛사지

기공 치료

한약

식이요법
철학

대체의학

아로마 요법

테이핑

카이로프락틱

요가

두개천골

정골 및 정체요법

효소 요법

금식 및 절식

영양 요법

분자정형

생약 및 동종

요료

최면 및 명상

심신의학

오락, 미술, 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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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결론결론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어떤 식으로 조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간의 논문과 연구 자료를 살펴볼 때 각각의 논의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양자 사이를 접목함에 있어서는 자료가 부족하였던 관계

로 미진한 내용이 있었다. 

  지난 의학사를 살펴봄으로써 대체의학이 역사에서 어떻게 있어왔나 살펴봄과 동시에 

의학이라는 것이 의학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이념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실학-과학주의의 의학만이 전부가 아니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실학주의의 등장으로 종교적인 의료

행위가 종교와 그 운명을 같이 했듯이, 지금의 시대에 이르러 과학주의 의학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의학이 지금과 다른 이념에 결부되려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세대의 의학이라는 것은 통합의학이 될 것이라는 소견이

었다.

  종교적 이념에서 시작된 의학은 巫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신에 대한 기

도와 신적 치유를 나타내는 일련의 치료 과정을 집약하는 말이 바로 毉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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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종교시대가 추락하던 17세기에 실학주의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종교는 그 권위

를 실추하게 되었고, 새로운 과학에 입각한 의학이 탄생하였던 것을 醫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약물을 의미하는 酉(酒)를 그 밑바탕에 두었다. 이러한 과학적 의학은 

서양에서만 있어온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유물론이라는 명칭으로 종래 유심론적인 

것들을 숙청하는 사건까지 포함한다. 지금의 시대에 이르러 의학은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과학의학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업화된 의학에 

대해, 짧은 진단에 대해, 과학적인 의학의 효과가 지난 시기에 있어왔던 질병에 대해 

확실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과학주의 의학이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실이다47). 이러한 시점에서 치료를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대변할 수 있는 통합의학의 

등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시대에 비종교적,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당했던 방

법들이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고, 그 이론을 서서히 갖춤으로써 사람들의 전인

적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 개념으로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연구했던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조우 역시 이러한 통합의학으로 진

행하는 의학의 변이 과정에 동참하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양

자 사이의 공통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한

의학이나 대체의학의 그 근본이 같은 점에 착안한 것이었고, 둘 사이의 결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접목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자료였지만 

그 가능성을 실험해본 결과로서, 의사가 인지하는 치료효과와 환자가 인지하는 만족도

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은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조우가 실현 가능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양자 사이의 접목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의학의 용어가 

현대 의학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이것을 현대의학적인 용어의 설

47) 의학의 전문 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치료 기술

이 발달되고 있는데도 왜 줄곧 만성 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인가?“라는 갈등과 의문에 부딪히고 있다.(오홍

근, 『자연치료의학』, 정한PNP, 2004. p49), 

    예를 들어 영국에서 무작위로 고른 350명의 심장 관상 동맥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병원에서 집

중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사망률이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들의 사망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연방 

대변인은 최근에 소위 암과의 전쟁을 가리켜 ‘의료계의 베트남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백억 달러의 맹공

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학교 교육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약품과 

보다 정교한 방사선 및 수술 치료법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매릴

린 퍼거슨, op. cit., pp311)에서와 같이 현대 의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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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더불어 대략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개관만을 다루려는 

본고에서는 다룰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양자 사이의 접목을 위하여 심리, 생리, 병리, 약리, 치리와 같은 계통으

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 방법은 기존의 대체의학 분류 방법인 수기자연 요법, 

영성 심리 요법, 면역 식품 요법이 횡적인 치료법 위주로 구성된 데에 비해, 이러한 

계통적 분류는 종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각각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대략적인 요법을 기록하였다. 동양적인 관점에 의해 재편성된 대체의학은 한층 

더 강화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종래의 치료 요법만을 소개했었던 기술 방식에서 탈피

하여 대체의학에 이론을 접목함으로써 대체의학의 이론적 취약점을 극복하려 하였다. 

  이론에 있어서, 그리고 임상에 있어서 조사해 본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조우는 더욱 

많은 실험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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