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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 A A A Comparative Comparative Comparative Comparative Study Study Study Study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Human Human Human Human Body's Body's Body's Body's Polarity Polarity Polarity Polarity Pattern Pattern Pattern Pattern 

And And And And The The The The Sasang Sasang Sasang Sasang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Prescription   Prescription   Prescription   Prescription   

                                Yang, Dong-Choon

                                Advisor : Prof. Kyung-Rye Moon, M.D., Ph.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Chosun University

 We are in the new wave of alternative medicine based on the peculiarity 

of oriental medicine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western medicine 

and is a complement to it. The cry for constitutional medicine as 

individual-ordered medicine is becoming higher with rising need for 

unique identit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lthough there have been 

lots of studies and experimental tries to categorize the physical 

constitution of humanbeing, we have no absolute standard yet. 

 This thesis is about the unique energic pattern of polarity in 

humanbeing. We understand this as three dimensional space composed of 3 

axes, electricity, magnetism and spin and also apply this to 4 categories 

of constitutional medicine by Lee Je ma. This work will speed up the 

movement for searching objectively standardized category of physical 

constitution. Furthermore, this work can be a good chance to glance at 

the hypothesis that intrinsically physical constitution is not the 

result of physical structure or quantity but the very energic pattern 

which eventually decides the physical structure.  

 The original categorization of physical constitution by Lee Je ma has 

many limits and defects due to the restriction of the times. This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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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phenomenon only through observing it, so 

this can cause individually subjective judgement.

 This thesis is based on neither diagnoses by O.M.doctors nor 

standardized questionnaire, instead, we made the best use of 

persicriptions fixed by Lee Je ma as a comparison-index. All the 

perscriptions of Lee's are encoded on the MRT-premium, a kind of MRA and 

are based on "Dong Yi Shou Shi Bao Yuan"(Lee's notable work). After 

investigating relation between the energic pattern of polarity and the 

perscriptions of constitutional medicine through before and 

after-analysis of single group, we got the result that +NR group and +NL 

group are for Tai yang people, +SR group and +SL group are for Shao yang 

people, -NR group and -NL group are for Tai yin people, -SR group and -SL 

group are for Shao yin people, strengthening immune system and 

anti-oxidation ability and supressing vulnerability to stress. According 

to this result, we can conclude that +NR and +NL are for Tai yang people, 

-NR and -NL are for Tai yin people, +SR and +SL are for Shao yang people, 

-SR ann -SL are for Shao yin people.

 However, we also assure that this energic pattern of polarity in 

humanbeing makes sense only when the testee doesn't have problems in his 

energic field. When the testee's energic field is obstructed, we should 

diagnose his physical constitution after arrang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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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근대에 접어들어 서양의학은 자연과학을 도구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

의 의료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와 그로부터 발현하는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서양의학 역시 그 한계가 있으며, 최근 서구에서

는 그러한 지평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른바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 해외의료봉사단, 1997).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체의학은 침과 한약을 포함하는 한의학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의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50여 개가 넘게 있으며 현재 

7000여 명 이상의 의료인이 환자들에게 한방 진료를 하고 있다(한국정신과학학회, 

1997).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일컫는 동양의학이란 한마디로 중국의학을 가리

키는 것으로, 한국의 전통의학으로서의 독자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전통의학

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허준의『동의보감』도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적이라기보

다는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보편적 의료문화와 기술을 탁월하게 정

리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도일 것이다(김동영, 2006). 

  한편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제를 필두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 역사

와 문화의 독자성과 인류문화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가 국내외적

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전통과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통의학에 대한 독자

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가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의료계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라는 

형태로 다시 한 번 이분화되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중층적인 의

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의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적 한의학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

는 노력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 가능성의 선두에 이제마의 사상의

학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왜곡된 우리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바른 지평을 확보하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 서구 과학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모색의 실마리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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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제마 사상의학

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체질의 실체와 그 분류의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유용상, 2005).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상의학이 갖는 실용성을 넘어서 그 의학적 근거와 분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 전통의학의 독자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 전통의학의 정체성(停滯性)을 타파해온 역사적 실증을 

확인할 수 있고, 대체의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기 지양을 도모하는 현대의학의 

모색을 결정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인체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작용력

이 개체에 따라 그 극성의 패턴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을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러한 분류가 사상의학의 체질분류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구조화된 존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차원을 구성하는 축이 있어야 하고, 

이 축은 양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마틴 가드너, 1994).

  우리의 인체도 대극성(對極性)이라는 존재계의 기본적인 속성을 통해서 형성되

었으며, 따라서 일정 부분 존재계의 기본 요소인 극성으로 환원해서 이해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정종호. 2000).  

  그러나 이러한 극성을 성립시키는 분극작용도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되지 않는다

면 특정한 성질을 지닌 개체화 내지, 자기동일성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존재와 운동은 분극과 중화작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中澤吉

郞. 2006). 

  그리고 이러한 분극작용은 진화의 정도가 진행된 존재일수록 분극의 축이 다양

화되어 새로운 차원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화 과정은 일정한 패턴을 반

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분극 패턴을 찾게 되면 그 이후

의 복잡한 진행과정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 5 -

다.(프리초프 카프라 저, 김용정, 김동광 역. 1999)

  체질의학이라는 의학적 패러다임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과 이점이 여기에 있다

고도 할 수 있다. 인체에 대한 이러한 패턴적 인식은 비단 한 존재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의 혼란인 질병과, 그 질병을 원상회복하려고 하는 반응으로서

의 증상 역시 주어진 패턴 내에서 일정한 작용양식을 갖는다고 상정할 수 있다(로

버트 베케, 게리 셀든 저. 공동철 역. 1994).

  분극과 중화의 정도에 따라 특정한 속성이 규정되는데, 인체의 에너지장을 구성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축으로 전기, 자기, 스핀을 상정할 수 있고, 이 세 축이 

이루는 좌표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그 존재의 속성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오흥국, 오요한. 2005)(정종호.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축의 극성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8가지 패턴이 

이제마의 사상의학적 체질 분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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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이제마의 사상의학

  사상의학은 동무 이제마 선생이 19세기 말경 그의 저서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를 써서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별하고, 각 체질의 생리와 병리, 치료, 그리고 양생을 연구함으로써 만들어낸 

새롭고 독창적인 체질의학이다.

  기존의 의학이 『황제내경』과 『주역』을 중심으로 한 황로학파의 계통을 잇고 

있는데 비해, 사상의학은 실학의 대두로 발전하기 시작한 개신유학에 토대를 둔 

인간 중심의 철학이자 의학이다. 그는 체질을 분류할 때 사람의 어느 일정 부분만

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 언행과 성격, 체형 등에 이르기

까지 심신 양면에 있어서 다각도로 연구하였다(송일병. 1993). 

  동무 이제마는 그의 본체론적 입장을 태극과 양의와 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太極心也 兩儀心身也 四物事物心身也”라고 하여 우주만물을 일원적 본체(태극)

로 파악할 때 그것을 심心이라 했고, 이원적 본체(양의)로 파악했을 때 그것을 심

신心身이라 했고, 사원적 본체(사상)로 파악했을 때 그것을 사심신물事心身物이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무에게 있어서 사상은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실체적 개념

으로 팔괘는 이러한 사상의 양면 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상을 가장 주요한 본질

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사상(事心身物)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모든 현상과 사물은 사상 즉 사심신물로 귀납되어 설명되고 있고 이러

한 설명관계는 우주현상, 사회현상, 인체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복합적인 사상

구조를 형성한다(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1997).

  그리고 사상의학의 사상인은 몸(혹은 장기)과 마음의 사단(四端)을 기준으로 구

분하는 것이다. 즉 심신 양면을 관찰하여 심신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고 또 심과 

신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연구하여 그 유형을 나눈 것이다(송일병, 1993).

  사상의학의 진단은 일반 한의학체계와 마찬가지로 망진(望診), 문진(問診), 문

진(聞診), 절진(切診)이라는 사진(四診)을 통해서 체격, 체형, 생리적 기능, 심리

적 특성, 섭생, 기호품, 약물반응 병증들을 변상변증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사상진단학에서는 약물로 한증, 열증을 가르는 방법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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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태양인에게 오가피장척탕을 먹여 효과가 있으면 열다형이고, 미후도식장탕을 먹여 

효과가 있으면 한다형으로 본다.

  태음인은 갈근해개탕 열다한소탕을 먹여 효과가 있으면 열다형으로 보고, 마황

발표탕, 태음조위탕을 먹여 효과가 있으면 한다형으로 본다.

  소양인에게 형방패독산 또는 형방도적산을 먹여 효과가 있으면 열다형으로 보

고, 마황발표탕, 태음조위탕을 먹여 효과가 있으면 한다형으로 본다.

  소음인은 계지 혹은 천중계지탕, 단너삼계지탕, 계지부자탕으로 효과가 있으면 

열다형으로보며, 이중탕, 곽향정기산, 부자이중탕으로 효과가 있으면 한다형으로 

판정한다.(지만석, 지성광. 2002)

 2.  바이디지털 O-링 테스트(Bi-Digital O-Ring Test)

  이러한 고전적인 분류 방식 이외에도 현대에 와서 개발된 다양한 체질 분류 방

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쓰이는 방법의 하나로 오링테스트를 들 

수 있다.

  바이 디지털 O-링 테스트(Bi-Digital O-Ring Test)는 ‘오무라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유럽,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들, 미국, 일본 등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테스트는 원래 1970년대에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실험과 임상이 거듭

되어 왔다. O-링 테스트는 처음 응용 운동기능학(Applied Kinesiology)에서 힌트

를 얻은 것이지만, 연구 단계에서 과학적인 요소가 뒷받침됨으로써 탄생한 전혀 

새로운 테스트법이다.

  O-링 테스트의 결과는 종래의 검사법으로 확실하게 거듭해서 연구를 하였고 X

선, CT스캔, 혈액검사, 세균배양과 그 항생물질에 대한 감수성 테스트 등의 서양

의학적 검사법을 통해 진단의 정확도가 거듭 확인되었다.

  기본적인 테스트 방법은 환자의 한쪽 손 제1지에 다른 손가락을 붙여서 그 두 

손가락으로 둥글게 고리(O-링) 모양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검사자는 이 고리를 

손가락으로 벌리려고 하고 환자는 이와 반대로 저항하도록 만듦으로써 그대로 유

지하려고 애쓰는 환자의 손가락 힘의 강도를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오무라 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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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995)

  O-링 테스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운동역학 테스트도 체질 판별에 응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에 의하면, 운동역학 테스트

와 관련된 중요한 발견은, 역사상 최초로 사람은 시간이나 공간의 어디에 있는 것

이든 일체의 것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테스트 

자체는 개인적 의견이나 믿음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한다(데

이비드 호킨스,  백영미 옮김. 2007). 

  오무라 박사가 개발한 O-링 테스트와 독일의 볼 박사 이론을 한의학과 접목하여 

창안한 새로운 진단이론을 오베트(OBET:O-Ring Biology Test)진단법이라고 하는

데, 임상에 활용하여본 결과 새로운 진단법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황의현, 1998).

  이러한 테스트 방법이 체질 판별에 동원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마

가 말하는 체질이라는 것이 단순한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

니라 인간의 심리를 비롯한 에너지의 특성까지 다루고 있는데 반해, 기존의 검사 

장치로는 이러한 범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생체에너지장

 

  해롤드 색스턴 버어는 생체에서 측정되는 전자기적 에너지를 생명장(Life 

Field)이라고 불렀는데, 생명장은 같은 모양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주형과 같이 

유기체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생물성장의 배후에는 지금까지 알

려진 생물학적 프로세스 이외에 생물전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제시되어 왔다. 생물전기를 대상으로 행해져온 많은 연구에 

의하면 생명체 사이에는 극성 및 전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전기력장’이 존재하는 증거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장’과 ‘소

립자’의 상호의존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학적 패턴은 전기력장 및 

거기에 포함된 소립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 이론을 생물학에 적용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생물시스템에도 전위차나 극

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기력장도 또한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



- 9 -

다(Harolld Saxton Burr저, 神保圭志역. 1989). 

  쟝칸첸은 DNA가 실은 다만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일 뿐이고, 그 

정보를 실지로 전달하는 것은 생체전자기적 신호로 생각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생

체전자기장과 DNA가 함께 유전물질을 형성하며,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DNA는 유전정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며, 생체전자기장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연구 결과 그는 에너지와 정보를 주고받는 매개역할을 하는 생체전자기장이 극

초단파와 적외선 대역의 양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것을 바탕으

로 생체마이크로웨이브 장치를 고안했는데, 그 기능은 DNA에 기록된 정보의 전달

과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유전자로부터 나오는 미약한 에

너지 장을 이용하여 밀과 옥수수의 교배종을 만들었다. 이 실험은 미세한 에너지

의 생체전자기장, 생체의 정보시스템이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김현원, 2002). 

  동양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범주도 에너지적 언어로 이해하면 훨씬 

명료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음양에 대한 이해도 구체적인 전자기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원자수준에서 원소의 전기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떤 원자들은 전기적 양성이 되려는 경향이 세고 다른 원자들은 전기적 음성이 되

려는 경향이 세다. 분자수준에서도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지간에 양성과 음성

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또 미시적 수준에서 보아도 자연계의 모든 사물은 서로 

접촉하면 전자가 이동하면서(전자의 방출일이 다르므로) 전기량은 같고 부호는 반

대로 대전된다. 여기서 음 또는 양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은 분명 기로서의 전자

의 이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중시한다.

  열역학의2법칙에 의하면 열은 보다 더운 물체로부터 보다 찬 물체로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그 반대과정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이것도 분명 열에너지로

서의 기의 이동과 관련된다.

  이때 전기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더운 물체는 양으로, 찬 물체는 음으로 대전된

다. 무형인 자력선이나 전력선도 한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벡터성을 

띠므로 음양관계를 조성하게 된다.

  이상의 자료들은 사물과 현상들 간에 어떤 유형의 소립자 또는 무형의 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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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의 드나듦이 있어야만 음양 관계가 조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러한 

실재의 드나듦은 반드시 대립물의 상호작용 조건하에서만 실현되며 그 결과에 음

양이 필연적으로 산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만석, 지성광. 2002).  

4. 라디오닉스

  최근 양자물리학의 진전에 힘입어 ‘정보’라는 것이 단순한 기호나 메타포로서

가 아니라 물질이나 에너지와 같이 일종의 실제라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

러 물질, 에너지, 정보의 호환관계로 우주와 인체를 이해하는 관점들이 일반화되

고 있다(톰 지그프리드, 고종숙옮김. 2003).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인체의 에너지-정보적 측면을 진단하는 다양한 기기들

이 시도되어 왔는데, 라디오닉스 장치들도 이러한 접근 가운데 하나로 최근 컴퓨

터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라디오닉스는 1890년 미국의 의사 알버트 에이브람즈 박사(Albert Abrams; 

1863-1924)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에이브람즈가 연구 관찰한 결과에 의하

면, 신체의 각 장기와 조직들은 고유의 생체파동을 방사하고 있으며 이 파동은 마

치 전기처럼 구리도선을 따라 흘러갈 수도 있고 가감전기저항기에 의해 방해를 받

을 수도 있으며, 또한 특이한 전기저항 상태에서는 공명현상에 의해 다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체 파동은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는 비정상적인 파동상태로 변

하게 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파동상태를 타진법으로 진단해내는 것이다.

  그는 가변전기저항기를 설치한 상태에서는 마치 전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듯이 

생체파동의 흐름도 방해를 받아서 타진법을 통한 질병의 진단이 힘들어진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환자(또는 병든 세포조직)와 건강인을 서로 구리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 구리선의 중간에 가변적기저항기를 설치한 후 가변저항기의 다

이얼을 조절해가면서 계속 타진법을 행하다 보면 어느 특이한 지점, 즉 특정한 세

기의 전기저항에서는 환자와의 공명상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예를 들면, 암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를 타진할 때 전기저항이 50옴인 지점에서

만 건강인의 몸에서도 암환자와 같은 질병상태가 타진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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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은 가감전기저항장치에 대하여 공명을 일으키는 고유한 수치를 보여주었던 것

이다. 

  그 이후 라디오닉스 장치는 여러 사람들의 연구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로 개선되

고 현대화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1989년 미국의 로널드 웨인스탁(Ronald J. 

Weinstock)에 의해서 MRA라는 장치가 나오게 되는데, 기존 라디오닉스 장치가 9개

의 가면저항기 다이얼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진단 코드를 맞추는데 비하

여, MRA장치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어서 2천 종 이상의 진단 

코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MRA가 개발된 이후 유사한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국내에서 개발

된 MRT는 한의학적인 진단체계인 장부의 허실을 파악할 수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

난 고유한 체질을 감별하고 그 체질 특성에 따라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 되어 있다(백태종, 허창욱, 1999).

  이러한 장치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측정자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분석의 정확도

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숙련된 고급 측정자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정확도로 표

준시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생체정보 분석 시

에 발생할 수 있는 측정상의 오류는 여러 명의 측정자를 통한 비교검사

(Cross-Check) 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히 보완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다(유상구, 임무열 등, 1998).

5. 에너지의학

  물리학에 있어서 뉴튼적 세계관과 아인슈타인적 세계관의 차이는 의학의 문제에

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뉴턴의학과 아인슈타인의학의 주된 차이 가운데 하나는 인

체를 보는 관점이다. 뉴튼적 기계론자는 분자생물학적 접근이 복잡하긴 하지만, 

인체를 신경과 근육, 살과 뼈라는 구조물을 움직이는 일련의 복잡한 화학반응계로 

간주하고 있다. 물질적 신체는 궁극의 기계, 즉 복잡한 시계로부터 하나하나의 세

포 구조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분자기계로 생각하는 것이다. 

  새로운 물리학의 시각에서 물질이란 그 동결된 빛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

다. 물질의 파동/입자 이중성이라는 특성은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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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인체의 구조 특성을 시사하고 있다. 인체의 새로운 모델은 그 특성에 기초하

여 형성되게 될 것이다.

  우리들 신체 시스템과 더욱 고차의 에너지계 사이의 연속성이 있다. 이들 미세

에너지계는 인간존재의 기능 전체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질적 신체체

계는 역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계 가운데 하나일 뿐, 폐쇄계에서는 거리

가 멀다. 기존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유리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 모든 

계는 바로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겹쳐져 있다. 

  물질도 동결된 빛의 일종인 이상, 특정한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물

질적 물체와 에테르체의 차이는 단순하게 주파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주파수가 

다른 다양한 에너지는 동일 공간 내에 공존할 수 있고, 서로 파괴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주지의 사실이다. 

서로 다른 주파수가 비파괴적으로 동일 공간을 차지한다는 에너지에 관한 원리는 

이론상으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물질에도 응용할 수 있다. 소위 물질과 에테르질

도 고유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전파와 같이 간섭 없이 동

일 공간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에테르체의 에너지주형, 즉 홀로그래픽한 에너지장

의 주형은 인체의 물질적 구조 위에 겹쳐져 있다(Richad Gerber, 2001).

  데이비드 봄(David Bohm)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초양자장으로부터 분화

되는데, 에너지가 분화하는 과정을 보면 초양자장이 중첩되어 파동이 되고, 파동

이 중첩되어 에너지가 되며, 에너지가 중첩되어 소립자가 되며, 소립자가 중첩되

어 원자가 되고, 원자가 중첩되어 분자라는 물질이 된다. 따라서 에너지, 마음, 

물질 등은 동일한 질료로부터 만들어 진다. 이와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초양자장으로부터 분화하기 때문에 부분 속에 전체의 정보가 들어 있다. 이것을 

홀로그램 모델이라고 한다.

  봄은 우주를 홀로그램이라고 말함으로써 수학적 언어로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마음 같은 

것도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강길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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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체 매트랙스

  

  세포생물학 연구를 통해 생체 기능의 조절이 신경계의 활동이나 호르몬의 작용

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핵, 세포골격 및 세포의 기질 등은 연속체를 형

성하여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생체매트릭스라고 하는 연속체는 고체

물리학적 반응이나 전자 및 광자에 의한 진동 등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외상 치유나 질병에 대한 방어반응 등의 통합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체 매트릭스의 진동은 레이저와 비슷한 코히어런트파가 포함되어 있다. 생체

조직에 엄격한 규칙성과 결정성이 있으며, 이 구조가 코히어런트 진동을 만들어 

내서 특정 에너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전기, 자기, 탄성, 소리, 열, 중력, 빛 등의 각종 에너지가 

생체 매트릭스를 통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중 몇 개

의 에너지만 치유력이나 생명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생체에는 몇 가지 에너지계

가 존재하며, 그러한 계가 다양한 형태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제임스 오슈만 

저, 김영설, 박영배 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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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으로, 인체의 공간적 구조가 갖는 에너지 극성 

패턴을 측정해서 이 패턴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서 제시하는 사상체질과

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유양돌기를 기준으로 인체를 상하로 나누어 전기의 +극과 -극 중 

어느 극을 부착할 때 힘이 들어오는지, 액중선을 기준으로 인체를 전후로 나누어 

자석의 N극과 S극 중 어느 극을 부착할 때 힘이 들어오는지, 정중선을 기준으로 

인체를 좌우로 구분해서 좌선형 코일과 우선형 코일을 부착했을 때 어느 경우에 

힘이 들어오는지 O-링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리하여 각각의 경우를 결합하

면 8가지 패턴의 집단이 나온다. 

  이어서 이 8집단에 해당하는 각 피험자의 평상시 면역력, 항산화력,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동의수세보원에서 제시하는 체질처방 가운데 어떤 처방 

군이 인체의 건강 지표로서 측정한 면역력, 항산화력, 스트레스를 높여주거나 낮

추어주는지를, MRT라는 일종의 생체자기공명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 비교한다.

 2. 연구 대상 

 

  체질은 질병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특정 그룹을 

정하지 않고, 스스로 질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광주의 모병원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8개의 극성 패턴 마다 10명 이상이 되도록 무작위적으로 선정했다.

 3. 연구 도구

  가. 리튬전지: 인체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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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하나인 전기의 극성을 이용해서 인체의 힘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전기의 극성

은 인체의 상하방향에서만 상대적인 힘의 변화를 보이므로 인체의 상하축의 극성

을 측정하는데 쓴다.

  나. 자석: 표면에 N, S가 표시된 500가우스 페라이드자석을 사용했다. 이 실험

에서는 자력의 크기인 가우스나 자석의 재질과 같은 변수는 의미가 없다. 단지 

N-S의 극성이 구별되는 자석이면 어떤 종류건 상관이 없다. 자석의 극성은 인체의 

전후 방향에서만 힘의 변화를 보이므로 인체의 전후축의 극성을 측정하는데 쓴다.

  다. 코일: 두 개의 코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감긴 우선형 코일

이고, 다른 하나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감긴 좌선형 코일이다. 코일은 인체의 좌우

방향에서만 힘의 변화를 보이므로 인체의 좌우축의 극성을 측정하는데 쓴다.

  라. MRT: 피험자의 면역력, 항산화력, 스트레스 정도를 0에서 +21까지 수량화해

서 측정하고, 다시 체질약 처방이 각 극성 패턴의 면역력, 항산화 작용, 스트레스

에 미치는 정도를 0에서 21까지의 범위로 수치화해서 읽어낸다.

 

   (1) 태음인 처방: 태음조위탕, 갈근해기탕, 마황정천탕, 마황정통탕, 열다한소

탕, 청폐사간탕, 한다열소탕, 갈근승기탕, 조리폐원탕, 마황발표탕, 보폐원탕, 녹

용대보탕, 공진흑원단, 조각대황탕, 갈근부평탕, 우황청심원, 조위승청탕, 청심연

자탕.

 

   (2) 소음인 처방: 황기계지부자탕, 인삼계지부자탕, 승양익기부자탕, 인삼관계

부자탕, 승양익기탕, 보중익기탕, 황기계지탕, 천궁계지탕, 궁귀향소산, 팔물군자

탕, 백하수오군자탕, 향부자팔물탕, 계지빈하생강탕, 인삼백하오관중탕, 당귀백하

오관중탕, 신밀탕, 인삼오수유탕, 관계부자이중탕, 오수유부자이중탕, 관중탕, 계

지탕, 사역탕, 향소산, 계지부자탕, 인진사역탕, 인진귤피탕, 벽력산, 향사육군자

탕, 견정산, 곽향정기산, 십전대보탕, 독활팔물탕.

 

   (3) 소양인 처방: 형방도적산, 도적강기탕, 형방사백산, 활석고삼탕, 독활지황

탕, 형방지황탕, 십이미지황탕, 지황백호탕, 인동등지골피탕, 숙지황고삼탕, 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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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탕, 황련청장탕, 형방패독산, 양독백호탕, 양격산화탕, 방풍통성산.

 

   (4) 태양인 처방: 오가피장척탕, 미후등식장탕.

  마. O-링테스트: 오무라 요시아키에 의해서 표준화된 O-링테스트 양식에 따라, 

전기의 +극과 -극이 인체의 상부와 하부에서 각각 어느 극이 가해질 때 손가락의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지, 자석의 N극과 S극이 인체의 전방부와 후방 부위 어

느 쪽에 작용할 때 손가락의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지, 좌선 코일과 우선 코일

이 인체의 좌반부와 우반부 어느 쪽에 부착될 때 손가락의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

지는지를 통해서 피험자를 8가지 패턴의 집단으로 구별한다.

 



- 17 -

   <그림 1> 8가지 극성패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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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SS NNNN

LLLL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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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LL

＋＋＋＋

NNNN SSSS

RRRR

[-NR]

＋＋＋＋

LLLL

――――

NNNN SSSS

RRRR

[+NR]

――――

LLLL

＋＋＋＋

SSSS NNNN

RRRR

[-SR]

＋＋＋＋

LLLL

――――

SSSS NNNN

RRRR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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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1. 조사대상의 극성 패턴 확인

  모든 사람은 인체는 유양돌기를 좌우로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부와 하

반부로 나눌 수 있고, 이 기준 하에서 인체 상반부의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이 전

지의 +극성을, 인체의 하반부의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이 -극성을 부착하고 O-링 

테스트를 한다. 

  이 때 힘이 들어오는 사람과 그 반대인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상반부+, 하반부-

일 때 힘이 들어오는 경우를 +라고 정의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라고 정의한다.

  모든 사람은 액중선을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 이 기준 하에서 인체 전반부의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이 자석의 N극을, 인체 

후반부의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이 자석의 S극을 부착하고 O-링 테스트를 한다. 

  이 때 힘이 들어오는 사람과 그 반대인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 N극, 후반

부 S극일 때 힘이 들어오는 경우를 N이라고 정의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S라고 정

의한다.

  모든 사람은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반부와 우반부로 나눌 수 있고, 이 기준 

하에서 인체 좌반부의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이 좌선형 코일을, 인체 우반부의 어

느 지점이든 상관없이 우선형 코일을 부착하고 O-링 테스트를 한다. 

  이 때 힘이 들어오는 사람과 그 반대인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좌반부 좌선형

(L), 우반부 우선형(R)일 때 힘이 들어오는 경우를 R이라고 정의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L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인체를 전극, 자극, 스핀 방향이라는 상대적 힘의 방향의 차이에 따

라서 세 축의 방향을 정하고, 이 세 축을 결합하면 그림2와 같이 +NR, +NL, +SR, 

+SL, -NR, -NL, -SR, -SL이라는 8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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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극성 조합 패턴 

상상상상(+)(+)(+)(+)

하하하하(-)(-)(-)(-)

전전전전(S)(S)(S)(S)

후후후후(N)(N)(N)(N)

전전전전(S)(S)(S)(S)

후후후후(N)(N)(N)(N)

좌좌좌좌(L)(L)(L)(L)

우우우우(R)(R)(R)(R)

좌좌좌좌(L)(L)(L)(L)

우우우우(R)(R)(R)(R)

좌좌좌좌(L)(L)(L)(L)

우우우우(R)(R)(R)(R)

좌좌좌좌(L)(L)(L)(L)

우우우우(R)(R)(R)(R)

+SL+SL+SL+SL

+SR+SR+SR+SR

+NL+NL+NL+NL

+NR+NR+NR+NR

-SL-SL-SL-SL

-SR-SR-SR-SR

-NL-NL-NL-NL

-NR-NR-NR-NR

 2. 조사대상의 심신 건강도 측정  

  가. 면역력 측정

  먼저 피검자에게 아무런 조건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MRT를 통해서 피검자의 

면역력을 최하 0에서 최고 +21까지 사이에서 어느 정도인지 측정한다. 

  그리하고 나서 MRT에 코드화된 사상체질 처방(태음인 처방, 소음인 처방, 소양

인 처방, 태양인 처방) 각각이 주어졌을 때 피검자의 면역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시 측정한다. 

  나. 항산화 능력 측정

  위의 면역력 측정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항산화 능력의 차이를 측정한다.

  다. 스트레스 취약성 정도 측정

  위의 면역력 측정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스트레스 취약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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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검증과 분산분석, 사후검증법

  사전 검사한 피험자의 극성 패턴과 체질 처방 적합성 정도를 짝t검증(paired 

t-test)과 분산분석(F검증) 그리고 사후검증법(sheffe)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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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혈액형, 질병유무를 조사한 결과 

표1에서와 같이 성별은 여자가 약간 많았고, 나이는 30대에서 50대가 주로 분포되

었으며, 혈액형은 A형이 36%, B형이 22.1%, O형이 26.7%, AB형이 15.1%를 차지했

다. 그리고 대상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4.2%로 질병이 없는 경우 55.8% 

보다 적었다.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8 44.2

여 48 55.8

나이

0~9세 이하 2 2.3

10~19세 이하 9 10.5

20~29세 이하 9 10.5

30~39세 이하 12 14.0

40~49세 이하 15 18.6

50~59세 이하 25 29.1

60~69세 이하 8 9.3

70~79세 이하 5 5.8

혈액형

A형 31 36.0

B형 19 22.1

O형 23 26.7

AB형 13 15.1

질병
유 38 44.2

무 48 55.8



- 23 -

 2. 패턴별 연구결과

  가. -NL패턴

  면역력은 t검증에서 태음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방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태음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다. 

따라서 -NL패턴은 태음인 처방약에 의해서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항산화력도 t검증에서 태음인 처방약 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태음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다. 따라서 -NL패턴은 태음인 처방약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

다. 

  스트레스는 태음인 처방약의 경우에만 사후 평균값이 떨어지고, 사후검증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L패턴에게는 태음인 처방약이 건강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2> -NL 패턴의 체질 처방별 효과 t와 F 검증

구분 체질처방

체질처방별 효과 t 검증 (사후-사전) 차이 분산분석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값 p 값

차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면역

력

태음인약

16.40

20.32 -5.621 0.000* 3.92 2.05

111.659 0.000*
4<3<

2<1

소음인약 15.60 5.314 0.000* -0.80 0.45

소양인약 8.94 9.367 0.000* -7.46 2.36

태양인약 4.50 15.162 0.000* -11.90 2.32

항산

화력

태음인약

16.20

19.49 -2.333 0.045* 3.29 4.22

40.761 0.000*
4<3<

2<1

소음인약 14.90 1.594 0.145 -1.30 2.51

소양인약 7.25 9.064 0.000* -8.95 2.95

태양인약 4.70 11.857 0.000* -11.50 2.85

스트

레스

태음인약

4.40

1.28 2.687 0.025* -3.12 3.42

17.060 0.000*

1<

(2=3)<

4

소음인약 5.24 -2.157 0.059 0.84 1.20

소양인약 7.01 -3.721 0.005* 2.61 2.11

태양인약 8.98 -6.319 0.000* 4.58 2.17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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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R패턴

  면역력은 t검증에서 태음인 처방약 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태음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NR패턴은 태음인 처방약에 의해서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항산화력도 t검증에서 태음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태음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NR패턴은 태음인 처방약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태음인 처방약의 경우에만 사후 평균값이 떨어지고, 사후검증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R패턴에게는 태음인 처방약이 건강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3> -NR패턴의 체질 처방별 효과 t와 F 검증

구분 체질처방

체질처방별 효과 t 검증 (사후-사전) 차이 분산분석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값 p 값

차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면

역

력

태음인약

16.40

20.67 -4.641 0.001* 4.27 2.72

63.706 0.000*
4<3<

2<1

소음인약 14.63 2.614 0.028* -1.77 2.08

소양인약 8.01 7.607 0.000* -8.39 3.33

태양인약 3.93 13.22 0.000* -12.47 2.80

항산

화력

태음인약

16.80

20.47 -4.114 0.003* 3.67 2.63

78.813 0.000*
4<3<

2<1

소음인약 15.74 3.833 0.004* -1.06 0.85

소양인약 8.58 8.512 0.000* -8.22 2.90

태양인약 4.30 13.628 0.000* -12.50 2.72

스트

레스

태음인약

3.00

1.31 2.24 0.052 -1.69 2.30

11.775 0.000*

(1=2)<

(2=3)<

(3=4)

소음인약 4.17 -2.115 0.064 1.17 1.70

소양인약 5.07 -2.666 0.026* 2.07 2.39

태양인약 8.15 -4.666 0.001* 5.15 3.37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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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L패턴

  면역력은 t검증에서 소음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방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소음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다. 

따라서 -SL패턴은 소음인 처방약에 의해서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항산화력도 t검증에서 소음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소음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SL패턴은 소음인 처방약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소음인 처방약의 경우에만 사후 평균값이 떨어지고, 사후검증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L패턴에게는 소음인 처방약이 건강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4> -SL패턴의 체질 처방별 효과 t와 F 검증

구분 체질처방

체질처방별 효과 t 검증 (사후-사전) 차이 분산분석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값 p 값

차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면

역

력

태음인약

16.62

14.42 4.865 0.000* -2.20 1.58

244.850 0.000*
3<4<

1<2

소음인약 20.22 -9.435 0.000* 3.60 1.30

소양인약 3.69 25.312 0.000* -12.92 1.74

태양인약 7.25 17.721 0.000* -9.36 1.84

항산

화력

태음인약

17.23

15.49 4.735 0.000* -1.73 1.25

374.424 0.000*
3<4<

1<2

소음인약 20.15 -11.843 0.000* 2.92 0.86

소양인약 4.39 29.823 0.000* -12.84 1.50

태양인약 8.26 22.788 0.000* -8.96 1.38

스트

레스

태음인약

3.38

4.20 -4.74 0.000* 0.82 0.61

83.263 0.000*

2<

(1=4)

<3

소음인약 0.67 8.33 0.000* -2.72 1.14

소양인약 7.78 -9.45 0.000* 4.40 1.64

태양인약 5.39 -7.627 0.000* 2.01 0.9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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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SR패턴

  

  면역력은 t검증에서 소음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방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소음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다. 

따라서 -NL패턴은 소음인 처방약에 의해서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항산화력도 t검증에서 소음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소음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NL패턴은 소음인 처방약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소음인 처방약의 경우에만 사후 평균값이 떨어지고, 사후검증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L패턴에게는 소음인 처방약이 건강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5> -SR패턴의 체질 처방별 효과 t와 F 검증

구분 체질처방

체질처방별 효과 t 검증 (사후-사전) 차이 분산분석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값 p 값

차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면

역

력

태음인약

16.30

13.46 6.336 0.000* -2.84 1.33

157.682 0.000*
3<4<

1<2

소음인약 19.72 -7.344 0.000* 3.42 1.43

소양인약 3.91 17.474 0.000* -12.39 2.15

태양인약 8.04 15.895 0.000* -8.26 1.56

항산

화력

태음인약

16.60

14.97 4.332 0.002* -1.63 1.14

166.860 0.000*
3<4<

1<2

소음인약 19.79 -5.743 0.000* 3.19 1.67

소양인약 3.52 18.466 0.000* -13.08 2.10

태양인약 8.06 15.678 0.000* -8.54 1.61

스트

레스

태음인약

3.60

5.87 -2.483 0.035* 2.27 2.78

22.484 0.000*
1<

(2=3=4)

소음인약 1.16 7.966 0.000* -2.44 0.93

소양인약 7.22 -7.794 0.000* 3.62 1.38

태양인약 5.01 -5.839 0.000* 1.41 0.73

  * p<0.05



- 27 -

  마. +NL패턴

   면역력은 t검증에서 소양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소양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NL패턴은 소양인 처방약에 의해서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항산화력도 t검증에서 소양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소양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NL패턴은 소양인 처방약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소양인 처방약의 경우에만 사후 평균값이 떨어지고, 사후검증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L패턴에게는 소양인 처방약이 건강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6> +NR패턴의 체질 처방별 효과 t와 F 검증

구분 체질처방

체질처방별 효과 t 검증 (사후-사전) 차이 분산분석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값 p 값

차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면

역

력

태음인약

16.00

8.91 13.074 0.000* -7.09 1.90

148.917 0.000*
2<1<

4<3

소음인약 4.18 16.888 0.000* -11.82 2.47

소양인약 19.68 -10.758 0.000* 3.67 1.21

태양인약 14.07 3.555 0.004* -1.93 1.90

항산

화력

태음인약

16.69

8.56 12.52 0.000* -8.13 2.28

159.728 0.000*
2<1<

4<3

소음인약 4.28 26.982 0.000* -12.41 1.64

소양인약 20.35 -6.863 0.000* 3.65 1.89

태양인약 14.96 2.996 0.011* -1.73 2.02

스트

레스

태음인약

4.31

6.60 -6.246 0.000* 2.29 1.30

56.873 0.000*

3<

(4=1)

<2

소음인약 10.02 -8.325 0.000* 5.71 2.37

소양인약 1.28 5.887 0.000* -3.02 1.81

태양인약 5.10 -3.462 0.005* 0.80 0.8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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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NR패턴

  면역력은 t검증에서 소양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방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소양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다. 

따라서 -NL패턴은 소양인 처방약에 의해서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항산화력도 t검증에서 소양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소양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NL패턴은 소양인 처방약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소양인 처방약의 경우에만 사후 평균값이 떨어지고, 사후검증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L패턴에게는 소양인 처방약이 건강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7> +NR패턴의 체질 처방별 효과 t와 F 검증

구분 체질처방

체질처방별 효과 t 검증 (사후-사전) 차이 분산분석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값 p 값

차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면

역

력

태음인약

13.90

6.38 9.127 0.000* -7.52 2.61

13.543 0.001*
(2=1)<4

<3

소음인약 3.34 9.401 0.000* -10.56 3.55

소양인약 19.20 -5.359 0.000* 5.30 3.13

태양인약 11.18 3.85 0.004* -2.72 2.23

항산

화력

태음인약

15.40

8.10 8.14 0.000* -7.30 2.84

21.524 0.000*
2<1

<4<3

소음인약 4.29 16.019 0.000* -11.11 2.19

소양인약 20.04 -7.059 0.000* 4.64 2.08

태양인약 14.19 3.699 0.005* -1.21 1.03

스트

레스

태음인약

4.50

7.13 -4.717 0.001* 2.63 1.76

11.955 0.001*
3<4

<1<2

소음인약 10.05 -8.676 0.000* 5.55 2.02

소양인약 1.32 9.895 0.000* -3.18 1.02

태양인약 4.99 -17.697 0.000* 0.49 0.09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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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SL패턴

  면역력은 t검증에서 태양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방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태양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다. 

따라서 -NL패턴은 태양인 처방약에 의해서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항산화력도 t검증에서 태양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태양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NL패턴은 태양인 처방약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태양인 처방약의 경우에만 사후 평균값이 떨어지고, 사후검증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L패턴에게는 태양인 처방약이 건강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8> +SL패턴의 체질 처방별 효과 t와 F 검증

구분 체질처방

체질처방별 효과 t 검증 (사후-사전) 차이 분산분석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값 p 값

차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면

역

력

태음인약

16.00

3.44 22.026 0.000* -12.56 1.68

231.868 0.000*
1<2

<3<4

소음인약 6.95 21.734 0.000* -9.05 1.25

소양인약 14.68 3.079 0.013* -1.32 1.31

태양인약 20.46 -7.766 0.000* 4.46 1.70

항산

화력

태음인약

15.50

4.04 10.532 0.000* -11.46 3.21

61.066 0.000*
1<2

<3<4

소음인약 7.42 8.987 0.000* -8.08 2.64

소양인약 13.95 2.96 0.016* -1.55 1.60

태양인약 20.21 -4.494 0.002* 4.71 3.09

스트

레스

태음인약

3.90

8.97 -9.99 0.000* 5.07 1.51

84.585 0.000*
4<3

<2<1

소음인약 6.20 -5.961 0.000* 2.30 1.15

소양인약 4.46 -4.421 0.002* 0.56 0.38

태양인약 0.87 8.706 0.000* -3.03 1.04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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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R패턴

  면역력은 t검증에서 태양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방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태양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다. 

따라서 -NL패턴은 태양인 처방약에 의해서 면역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항산화력도 t검증에서 태양인 처방약만 사후 평균값이 크고, 분산분석에서도 처

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후검증에 의하면 태양인 처방약이 가장 값이 크

다. 따라서 -NL패턴은 태양인 처방약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태양인 처방약의 경우에만 사후 평균값이 떨어지고, 사후검증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NL패턴에게는 태양인 처방약이 건강

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표9> +SR패턴의 체질 처방별 효과 t와 F 검증

구분 체질처방

체질처방별 효과 t 검증 (사후-사전) 차이 분산분석

사전

평균

사후

평균
t 값 p 값

차이 

평균

표준

편차
F 값 p 값

사후

검증

면

역

력

태음인약

13.20

3.94 9.626 0.000* -9.26 2.90

53.099 0.000*
(1=2)

<3<4

소음인약 6.94 7.05 0.000* -6.26 2.67

소양인약 11.47 2.387 0.041* -1.73 2.16

태양인약 19.29 -5.748 0.000* 6.09 3.23

항산

화력

태음인약

14.30

4.10 8.987 0.000* -10.20 3.41

59.732 0.000*
(1=2)

<3<4

소음인약 7.40 9.677 0.000* -6.90 2.17

소양인약 12.45 2.669 0.026* -1.85 2.13

태양인약 19.90 -5.937 0.000* 5.60 2.83

스트

레스

태음인약

4.10

8.50 -5.189 0.001* 4.40 2.51

29.472 0.000*

4<

(3=2)

<1

소음인약 5.62 -3.428 0.008* 1.52 1.35

소양인약 4.22 -0.382 0.711 0.12 0.96

태영인약 1.36 6.402 0.000* -2.74 1.3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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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논의논의논의논의

  체질의학에 대한 의의와 효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러한 논의 이전에 과연 체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체질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선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

뜻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체질을 진단하는 기관마다 그 결과가 다

르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마의 사상체질의학이 나온 지 1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

고, 국내의 유수한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원들에서 체질의학을 정규 진료하고 있

으며, 대중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질에 따른 섭생법등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에너지 극성 패턴을 8가지로 분류하고, 이 패턴들이 이제

마의 사상체질 처방과 상관성이 있고, 따라서 인체의 극성 패턴을 측정하는 것만

으로도 피험자의 이제마식 체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동안 시도된 사상체질의 객관화 연구과정을 살펴보면, 형태학적 연구, 설문

지를 이용한 연구, 진단기를 이용한 연구, 체질변증의 연구 등이 있다. 이 중 진

단기를 이용한 연구에는 노선호(1993)와 김정렬 등(1995)의 O-Ring Test 방법을 

이용한 연구, 조봉관 등(1993)의 자율신경과 체액전해질 분석에 대한 연구, 지용

규 등(1993), 조봉관 등의 적외선 체열진단기를 이용한 연구, 한주석 등(1995), 

차철주(1996)은 EAV(Electroacpuncture accoding to Voll)를 이용한 연구, 기타 

희수식 맥진기, 양도락, 홍채진단기를 이용한 연구, 유전자 분석에 의한 진단 등

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진단기기를 이용한 사상체질 진단은 첫째 측정치의 사상

의학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둘째 재현성이 의심되고, 셋째 진단기기의 표준화

가 안 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송일병, 1998).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MRA의 일종인 MRT는 인체가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무의

식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기적 변화를 분석하기 때문에 

측정자 자신이 바로 생체정보 분석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윤상구와 임

무열, 오상문 외 4인, 1998). 즉 측정자에게 측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물질이 

주어지면 어떠한 종류의 정보에 의해서 오퍼레이터가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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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피부저항, 물리적인 피부의 특성(탄력성 등) 또는 손동작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를 전기적 신호로 측정하여 인체와 사물간의 공명 또는 비공명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체가 센서 또는 증폭기로 사용되어 그 차이가 가시적

인 전기 특성으로 증폭되어 계측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박민용과 진승환, 장석윤외 

2인, 1999) 이러한 분석기의 문제점은 측정자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숙련이 필요

하고 또한 측정과정에서 측정자 자신이 정보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

인 판단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방건웅, 2000).

  본 연구에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MRT나 O-링테스트와 같은 방법이 일정한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면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조건만 충족시킬 수 있

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체질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

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에 가장 적합한 약물이나 식품을 그 때 

그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에너지테스트 방식의 진단체계를 통해서 기존의 체질한의학 처방

의 적합성을 찾는데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의약품과 식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

로 환자의 개인적 체질 특성에 맞추어 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 33 -

ⅦⅦⅦⅦ.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대체의학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갖는  

의학적 근거와 분류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동양 전통의학이 스스로 정체성(停滯性)

을 타파해온 역사적 실증을 확인하고, 대체의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의학의 자기 

지양을 도모하는 일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인체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작용력

으로 상정한 전기, 자기, 스핀이 개체에 따라 그 극성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분류가 사

상의학의 체질분류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양돌기를 기준으로 인체를 상하로 나누어 전기의 +극과 -극 중 

어느 극을 부착할 때 힘이 들어오는지, 액중선을 기준으로 인체를 전후로 나누어 

자석의 N극과 S극 중 어느 극을 부착할 때 힘이 들어오는지, 정중선을 기준으로 

인체를 좌우로 구분해서 좌선형 코일과 우선형 코일을 부착했을 때 어느 경우에 

힘이 들어오는지 O-링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리하여 각각의 경우를 결합하

면 8가지 패턴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이 8집단에 해당하는 각 피험자의 평상시 면역력, 항산화력, 스트레스 

정도를 MRT로 측정하여 동의수세보원에서 제시하는 체질처방 가운데 어떤 처방 군

이 인체의 건강 지표로서 측정한 면역력, 항산화력, 스트레스를 높여주거나 낮추

어주는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인체의 극성 구조에 따라 특정한 약물 처방에 대한 반응이 일정한 상관

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NR과 +NL은 이제마의 태양인 체질 처방에서 면역력 향상, 항산화력 향상, 스트

레스 감소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SR과 +SL은 소양인 체질처방에서, -NR과 -NL

은 소음인 체질처방에서, -SR과 -SL은 태음인 체질처방에서 각각 마찬가지의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의 의미는 전기, 자기, 스핀이 갖는 극성이 인체의 상하, 전후, 좌우라

는 위상적 구조에 대한 적합 패턴에 따라 인체의 특성이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분류가 이제마의 사상 체질 분류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본 연구의 인체 극성 분류와 이제마의 체질처방의 상관 형태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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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을 보이는데, 자기 극성 패턴과 가장 대척점에 있을수록 체질처방은 오히려 

인체의 건강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전기, 자기, 스핀이라는 각각의 극성이 갖는 체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전기의 극성 패턴에 따라서 체질

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다시 자기적 극성 분류에 의해서 태음, 소음, 소양, 태양

이라는 사상체질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스핀의 방향성에 따라 다시 한 번 분류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4

가지로 분류된 처방군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스핀의 방향이 갖는 의미가 밝혀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만약 피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스

핀의 방향도 고정적인 체질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해서 8가지 체질로 분류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증상의 반영이어서 체질은 4가지가 될지 확인할 수가 있

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가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는 동안 확인된 사실로 피험자의 에너지장에 일종의 에

너지 중첩 현상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고, 이 경우 이렇게 중첩된 에너지장

을 지우지 않을 경우 본래 자기의 체질 패턴과 다른 극성 패턴이 검사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에너지 극성 패턴에 의한 체질 분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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