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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에서 대상관은 질병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대상

관의 핵심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을 구성하는 구조

와 기능, 형기(形氣)와 형신(形神) 등의 대립적인 상관물을 

전일적 본체로 파악한다는 점인데 이것이 서양의학과 구별

되는 특질이다.
1)

  여기서 형은 인간의 구조형태학적 특성, 즉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인 ‘그릇(器)’으로서 ＜소문 육미지대

론＞
2)
에 “升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矣”라 한 것처럼 氣를 담아서 그의 승강운동양상을 

결정하는 구조적 원인*이다. 또 ＜소문ㆍ오상정대론＞
2)
에 

“根於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於外者 名曰氣立 氣止則

化絕”이라 한 것처럼 ‘그릇’은 신기(神機)를 내함한 직립 생

물체로서 무정물이나 기립물과 다르고 복행(伏行)구조인 

짐승과 본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주요인이다. 역으로 기(氣)

는 인체의 구조와 형태가 발현하는 운동과 생리기능 자체

이기도 하고 그러한 작용들의 동력을 총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런 정의에 기초하여 한의학이 기의학으

로 규정되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한의학적 대상관에 의

하여 부정되기 때문이며, 본 턱관절 분석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경＞과 ＜동의보감＞ 등을 보면 천인상응과 

형기상응의 인식론을 갖고 있으며 임상적으로도 형기상득

을 중시하여 형과 기를 분리할 수 없다.
3)
 곧 기와 상응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原因 중 形相因에 比定한 것인데,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철학적 의미를 차용하였다. (박영식, 플라톤철
학의 이해, 1984)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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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한의학 임상의 골수이다.

  기의 운동방식을 기기(氣機)라 하는데, 형기가 상득하여 

조화로운 생리기능과 작용이 나타날 때 기기가 조창(調暢)

된다. 이때 외부로 드러나는 생명활동과 작용 및 이에 내재

하는 형과 기를 인식하고 감응하는 작용이 신(神)이다. 따

라서 “인간은 직립한 형과 이에 내재한 기와 신이 반드시 

일체로, 동시에 작용하고 발현되는 존재(神機之物)이다”라
고 정의되며, 이것이 한의학의 대상관이다. 반면에 서양의

학은 해부학적 신체기관, 즉 구조와 형태에 대한 관찰을 통

하여 기술할 수 있는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의학도 

한때 정신분석이라는 별도학문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생물정신의학이라 하여 심리현상을 생화학적 현상으로 다

루고 있다. 

  최근 한의임상계의 연구경향을 보면 이론적으로 해부생

리학과 응용근신경학(AK)이론 등에 기초한 것이 많고, 한

의학적인 내용은 주로 간략한 문헌인용이나 개괄적인 언급

에 머물고 있다. 

  현재 한의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턱관절균형요법은 턱

관절과 경추연결구조를 중심으로 형체의 구조적 이상을 바

로잡아 생리기능과 발현상태를 정상화시킨다. 즉 형에 대

한 수기조작을 통하여 그 치료작용이 기와 신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대상관모델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아직 구조에 관한 진화론적인 비교연구는 없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교연

구를 통하여 구조이론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형기신의 관계를 기술할 것인지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본    론

1. 진화생물학적 분류에 기초한 인체의 구조분석

  인간의 체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물

의 계통분류 방법을 따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분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세포의 단다(單

多)여부, 대칭의 유무와 양상, 체강의 유무, 소화관의 유무, 

체절의 유무, 부속지와 관절의 유무, 골격의 성질과 위치, 

脊索의 유무, 기관계의 구조와 위치 등4)이 중요하다. 인간

은 이 중에서 다세포, 좌우대칭, 진체강, 진소화관, 체절・
부속지・관절, 내골격, 척삭과 척추, 오장기관계통 등을 가

지고 있으며, 이들이 구조해석의 기초를 이룬다.

  분류학상 인간의 계통을 나누면 생물계(kingdom)-동물

계(animalia)-척삭동물문(chordata)-척추동물아문(verteb-

rata)-사지상강(tetrapoda)-포유강(mammalia)-진수하강(euthe-

ria)-영장목(primates)-진원아목(anthropoidea)-사람상과(homi-

noidea)-사람과(hominidae)4)-사람하과(homininae)-사람속

(hominini)-사람아속(hominina)-사람종(homo, Homo sapiens)5)

으로 기술된다.

  이러한 각 단계들은 물론 분류학적 기준들과 모두 관계

되는데, 인간의 생리와 병리적 질환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도 관련이 깊다. 이중에서 다세포성은 단세포와 다르게 세

포간 정보전달과 조율기능이 필수인데 이것이 결국 내부갈

등(internal conflict)을 최소화하면서 적응력(adaptations)을 

향상시켜 생존적합성(fitness)을 향상시켰음6,7)을 의미하며, 

메이너드 스미스가 말한 진화적 주요변이원(major tran-

sitions)에 포함된다. 이는 역으로 다세포생명체가 기본적으

로 세포간 상호관계와 조절시스템을 통하여 단세포적인 통

합성(singularity)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다세

포성의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사회성(eusocial 

superorganismality)8,9)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좌우대칭성은 구상, 원주상, 방사상, 양측방사

상(biradial), 비대칭을 포함한 동물계의 모든 형태구조 가

운데 약 99%를 차지할 만큼 일반적인데 진화계통의 초기 

삼배엽 단계부터 나타난 것으로 발생생물학적 발생, 분화

의 용이성10)뿐만 아니라 물리적 기동성을 확보하는데도 뛰

어나며11) 특히 전진운동에 적응적이다.4) 좌우대칭 중에서

도 체벽과 장, 즉 내외공간 사이에 액체가 차있는 빈 공간

(hydrocoele)을 체강이라 하는데 내장 기관의 복잡성과 신

축성을 가능케 하여 진화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중배엽

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것을 진체강(eucoelom)이라 한다. 

이중에서도 장체강(enterocoel)은 척추동물로 진화하며 체

절(뼈, 근육, 힘줄, 진피분절), 배설기관(신장, 수뇨관), 생식

기관(생식소), 순환기관(혈액, 혈관, 심장), 척삭 등이 발생

한다. 척추동물에서 이 척삭은 척주(vertebral column)로 대

체되며, 여기에 두개, 내장골(visceral skeleton), 지대(肢帶), 

관절부속지가 연결되고 근육이 골격에 풍부하게 붙어 있어

서 운동에 대비한다.4)

  척추동물아문은 어류강에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

강에 이르기까지 지구 동물계의 지배적 주류의 위치를 차

지한다. 여기서 두개와 척주(등뼈) 사이에 목(頸項)이 있고

(파충류 이상) 체표면은 피부, 비늘, 털, 깃털, 귀갑 등의 다

양한 형태로 변형되지만 모두 서식환경에서의 보호, 보온

기능을 담당한다. 두개부에는 뇌와 눈, 코 등의 감각기관을 

담는 두개강과 그 보호골격이 있고, 척주는 포유류에서 가

장 분화되어 경·흉·요·천·미추로 나뉘며 갈비뼈 및 가

슴뼈와 함께 오장육부를 담는 흉복체강을 구성하는데, 포

유류에서는 횡격막에 의해 완전히 구분된다.

  원숭이가 속하는 영장목(primates)은 직립가능한 척추구

조와 대뇌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수족지가 5개이고 흉곽 안

에 쇄골을 가지며,12) 사람과인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양족직립보행의 안정화 과정과 대뇌용량의 급격한 증가과

정에서 일생 동안의 질병유형 및 병리기제가 형성된다. 진

화의학에서는 이러한 직립과 양족보행이 6백∼4백만년 전 

지구 전체의 기온이 내려가면서 울창한 삼림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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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지와 개활지 등으로 바뀌면서 수상(樹上)으로부터 지상

의 넓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수렵채집을 해야 했던(wading)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13,14)이라 설명한다. 어쨌든 인간의 구

조적 특징이 직립보행구조로 진화되면서 척추, 골반, 하지

의 평직구조, 보행시 중력중심 이동의 최소화로 에너지 소

모도 최소화되고, 장거리 보행과 달리기가 가능하게 된 대

신 균형감각과 지탱이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프리카 

폐어(Protopterus annectens)도 흔적만 남은 지느러미로 몸

을 일으켜 앞으로 나간다15) 하고, 터키에서는 사족보행을 

하는 가족16,17)이 있는 것을 보면 진화에는 여러 방식이 있

는 것 같다.

2. 한의학에서의 승강론적 인체구조 분석

  한의학에서 인체의 구조를 전신적으로 종관(縱觀)하는 

방법은 관찰하기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경＞과 ＜난경＞에서는 삼초가 전신을 포라(包

羅)하면서도 인체를 세로로 삼분하여 부위별로 납ㆍ화ㆍ출

의 기능적 독립성과 연계성을 이루는 공간단위로 관찰한

다. 다만 해부학적으로 정위할 수 있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

아서 실제로는 오장육부를 결합하여야만 보다 구체적인 생

리기능과 병리를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중하초를 중심으로 심신, 간폐와 비위간에 일어

나는 역동적인 승강작용을 인체의 거시적인 중심생리기능

으로 설정하는 이론과 해석체계를 형성하였다. 이고(李杲)

는 “三焦 …主持諸氣 以象三才之用. 故呼吸升降 水穀往來 皆

待此以通達. 是以上焦在心下 主內而不出 中焦在胃中脘 主腐

熟水穀 下焦在臍下 主分別淸濁 出而不內”18)이라 하고, 장개

빈(張介賓)도 역시 유경부익에서 삼초를 삼재(三才)와 

결부시켰다. 

  둘째로 인체는 중심위치인 천추(배꼽 횡선)에서 천기와 

지기가 서로 승강하면서 위아래로 기교(氣交)가 일어나는 

상하운동 구조로 되어 있다. 소문ㆍ육미지대론2)에 “上下

之位 氣交之中 人之居也. 故曰天樞之上 天氣主之, 天樞之下 

地氣主之, 氣交之分 人氣從之…氣之升降 天地之更用也…升

已而降 降者謂天, 降已而升 升者謂地…故高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라 하여 인체의 생명현상은 천지의 기가 상하로 

오르내리는 운동에 의해 변화하는 것인데 그 중심은 천추

에 있다. 발산(發散), 청경(清輕), 온열(溫熱)하는 성질을 가

진 천기(陽)가 실은 응렴(凝斂), 중탁(重濁), 한량(寒凉)한 

성질을 갖는 지기(陰)가 올라가서 생긴 것이며 그렇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다시 내려와야 한다. 이것은 주역의 물상

으로 비유하면 지천태괘에 해당하며 인체의 기기로 비유하

면 수화기제괘에 해당한다. 또한 슈뢰딩거는 물질의 변화

특성인 엔트로피에 대해 생명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로서

의 네겐트로피(negative entropy)를 제시하고 entropy=k 

logD (k는 Boltzmann 상수 3.2983×10−24 cal/oC, D는 물체

내 원자무질서도의 양)와 −entropy=k log(l/D)로 공식화하

였다. 즉 생명체는 “…움직이고, 외부와 물질을 교환하는 

활동(metabolism)”을 함으로써 열역학적 평형이라는 죽음

을 면하고 무기물보다 훨씬 오래 지속하는데,
19) 이것은 화

수미제의 물리적 자연상태에서 수화기제의 역자연적(逆自

然的) 통합질서로의 변화인 승강운동과 흡사하다.

  셋째, 경항을 중심으로 두부를 천(天), 체간을 지(地)로 

보는 천원지방의 관점이다. 소문 태음양명론2)에 “陽者 天

氣也 主外, 陰者 地氣也 主內…喉主天氣 咽主地氣”라 하였으

니 목에 있는 인후를 천지의 분기점으로 삼은 것이다. 또 

소문 음양응상대론2)에 “天氣通於肺 地氣通於嗌…穀氣通

於脾”라 하였으니 천기는 코로 마시고 지기는 입으로 먹는

데, 코와 입의 중간을 ‘인중(人中)’이라 명명하고 그 주치를 

교통천지, 성신개규한다고 기술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목이 천지를 나누면서도 동시에 연합시키는 

분기점이자 교통처라는 점이다. ＜강희자전＞에 ‘要’는 “腰
와 통한다” 하고, ＜설문해자＞에는 “몸의 가운데이니 사람

이 허리에 혼자서 손깍지 끼고 있는 모양”(象人要自臼之形)

이라고 하였는데, 목도 요(要)처럼 잘록하게 묶여서(約束) 

굴신과 내외회전이 자유롭다. 

  목은 기항지부인 두뇌와 12관 장부 전체를 담고 있는 몸

통을 연결하기 위해 12경락계통과 기경팔맥이 직간접적으

로 유락(維絡)하는20)
 협애한 요로로서 상화가 역상하여 옹

알(壅遏)하는 곳이기도 하다. 해부학적으로도 목은 전방의 

경(cervix)과 후방의 항(nucha)으로 나누어 앞에는 갑상선

과 부갑상선 및 경동맥과 귀밑으로 미주신경이 있고 뒤에

는 척추와 내부의 척수신경이 있어서 전신적인 에너지대사

활성과 장부기능조절 및 근골격과 피부의 감각 및 운동기

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처이다. 한편 영추 사객2)에 “願聞

人之肢節 以應天地奈何…天圓地方 人頭圓足方以應之”라 하

여 地方을 足方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양족이 직립

자세에서 전신종축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기혈과 정신의 

승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한다.

  넷째, 선ㆍ도가에서는 의가와 달리 수련과 양생을 중시

하기 때문에 인체구조를 이해하는 방식도 몸의 지감각과 

관련되어 있다. 의서인 동의보감에 반영된 선가(仙家)의 

이론을 보면 정기신이 삼단전과 삼관(三關)을 따라 순환승

강하면서 뇌와 흉복을 기르는 것으로 설명한다. ｢내경ㆍ신

형｣4)을 보면 仙經에 “腦爲髓海 上丹田, 心爲絳宮 中丹田, 

臍下三寸 爲下丹田, 下丹田 藏精之府也, 中丹田 藏神之府也, 

上丹田 藏氣之府也…背後有三關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
關 水火之際曰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 若得斗柄之

機斡運 則上下循環 如天河之流轉也”라 하고 소강절은 “神統

於心 氣統於腎 形統於首, 形氣交而神 主乎其中 三才之道也”
라 하여 신후(身後)의 삼관을 따라 정기가 승강왕래하면서 

전면의 상하 단전에 정기를 저장하고, 승강교통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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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단전에 신(神)이 생성저장 및 되먹임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승강유전이 아닌 정위적 대립관계로 

보면 통형(統形)하는 머리와 통기(統氣)하는 신(腎, 下丹

田)의 사이에서 통신(統神)하는 심(心)이 교통을 주재한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    찰

  현대의 인류는 사회적 환경조건이 주요한 스트레스원임

에 반해 고대로 올라갈수록 자연환경의 영향을 온전히 받

게 된다. 자연환경이란 곧 기후지리적 조건으로서 사람과 

천기 및 지기 삼자관계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시켰다. 이것

이 천지인 삼재사상이며 특히 동양고대의 3수문화권에서 

기본적인 인식체계로 작용하였다. 천기는 곧 기후환경이며 

호흡을 통한 에너지 생성과 호흡기 감염병에 직결되어 있

고, 지기는 지리환경으로서 기후조건과 함께 동식물의 식

생을 결정하며 음식을 통한 에너지공급과 소화기질환의 유

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천지라는 환경과 사람이라는 생명체의 

상호관계는 한 문명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가 

탄생하여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진화역사에 적용된다. 

진화생물학적인 발전과정에 따른 인체구조 분석을 통하여 

다세포간의 신경연결과 소통은 본질적으로 통합성과 사회

성을 의미하며, 음양오행론이 장기간의 상호관계와 조절을 

통하여 유기적 정체(整體)를 형성한다는 개념과 비유할 수 

있다. 좌우대칭과 두개흉복강의 3체강 및 체절, 관절, 척삭, 

척주 등은 형상의학에서의 주조어갑류(走鳥魚甲類) 분류와 

삼단전과 배삼관에 상응하고 전후좌우의 근골격운동을 수

행한다. 특히 직립 이후 양족보행 및 출산과 포유를 하면서 

기혈 혹은 정기신의 운행방식이 승강으로 대체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진화적 변화는 침팬지 단계에서 치아가 절

단교합이었다가 사람종(Homo sapiens)에서 언어, 사유, 도

구사용과 함께 두뇌용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화과정에서 

감정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며, 화식(火食)

과 요리용 칼과 포크(cleaver와 carver)의 사용은 문치와 구

치를 대체하여 작은 이빨과 턱, 피개교합으로 변화시켰다.21) 

  이처럼 장구한 진화사적 과정으로부터, 인체의 생리기구

와 병리기전을 형성하는 주요인자들은 현재의 인체구조에

도 내면화하여 천지인 삼재의 논리가 연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핵심은 세 개로 나뉜 좌우대칭의 체강구조와 

직립한 척추구조(三關)가 전후로 상응하고 그 종축을 따라 

기혈 및 정기가 상하로 승강순환한다는 점과, 사족복행에

서 양족직립구조로의 변화는 중력중심의 이동을 최소화시

킴으로써 장거리 보행과 달리기능력의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만큼 길어진 종축상의 좌우균

형 압력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

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치아교합의 급격한 변화와 함

께 두면부 자세 및 신경성 근육스트레스의 증가와 맞물려 

천지의 교계처이자 두뇌를 지지하는 경추 및 턱관절에 더 

직접적인 부하를 주었다. 

  턱관절균형의학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종축상의 불균형

에 주목한다. 즉 틀어진 척추(spine)에 담긴 내부 기관은 그 

구조와 기능도 자연히 비정상화되므로 틀어진 골반(pelvis)

과 두개골(cranium)에 담긴 장기와 기능들도 관련된 질환

을 일으킨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병처는 서로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조역학적으로 축추

(axis)가 척추구조의 불균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

한다. 그러나 이 축추를 직접 수기조작하여 교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턱관절 근처를 지나는 삼차신경

은 축추와 연결되고 9개의 뇌신경은 척추와 연결된 136개

의 근육을 조절하고 있어 축추균형과 척추신경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과 불균형은 이의 

교합상태와 저작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여기에

는 직접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교합과 

저작활동 및 자세와 부정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형성

된 턱관절의 이상을 교정하고 유지하는 장치 및 운동과 침 

등의 방법으로 전신, 특히 두면경흉부와 척추, 골반, 사지 

등에 초래된 근신경긴장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22) 

  이렇게 보면 척추 종축을 따라 세 체강 안에 있는 조직기

관들의 기능적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천지의 교계점에 

있는 축추의 뒤틀림을 근본원인으로 보고 그 교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악관절에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기실은 본론의 진화론적 분석에서 본 것처럼 악관절과 

축추의 상호관계는 직선적 선후관계라기보다는 동시적 기

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 하면 두개골의 하면인 

대후두공과 환추가 연접하면서 두개골을 지지하기도 하지

만, 동시에 측두 하방의 악관절면에 의해서도 좌우로 지지

를 받음으로써 두개골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악관절의 상하좌우전후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축추를 통한 척추 전체의 재정렬과 동시에 두

개골을 입체공간 축상에서 재정위시키는 두 가지 효과(整

形)를 가져 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척수신경과 뇌척수액뿐

만 아니라 추골동정맥, 총경동정맥, 미주신경을 포함한 뇌

신경의 흐름이 복구되고, 결과적으로 뇌와 부신, 갑상선, 성

선간 호르몬작용도 정상화되면서(調氣) 정신신경기능이 

안정(調神)될 수 있다. 

  이러한 생리기능 회복이 한의학적으로는 경락기혈의 순

환통조, 수화의 승강, 삼초의 통리, 기기의 조창이고, 본론

에서 다룬 천기와 지기의 승강상인(相因)이자 소강절이 말

한 “神統於心하고 氣統於腎하며 形統於首하되 形氣交하며 

神이 主乎其中하는 三才之道”이다. 여기서 ‘形統於首’는 한

의학에서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그 논리적 단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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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추 사기장부병형2)에 “首面與身形也 屬骨連筋 同血合於

氣耳…十二經脈三百六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其

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 其別氣走於耳而爲聽, 其宗氣上出於

鼻而爲臭, 其濁氣出於胃 走脣舌而爲味, 其氣之津液 皆上燻于

面”이라 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두면과 그 아

래의 신형(身形)은 근맥피육을 포함한 경락계통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지방에 속한 장부가 화생한 기, 혈, 진액의 상

하교통과 공급에 의해 천원인 두면의 관규를 자양하고 감

각기능을 산출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역으로 추론하면 신

형의 기능과 영화는 수면(首面)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전신기

능(形)은 두면(首)에서 統合˙ ˙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런 상관관계에서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수(首)가 형을 

통제˙ ˙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턱관

절균형의학에서 굴신회전이 자유로운 옥침관과 그에 연결

된 악관절(形)을 이용하여 전신기능과 질병(氣) 및 정지상

태(神)를 조절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신

경해부생리학적 지식을 사용하였지만 그 안에는 한의학에

서의 형기신론, 정신기혈론, 삼초ㆍ기기출입승강론, 천지기

교론, 기우기화(器宇氣化)상응론 뿐만 아니라 선도가의 삼

관단전을 통한 정기신양생론 등이 종합되어 있으며, 진화

생물학적으로도 악관절균형조절을 통한 치료기전의 논리

적 타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기승

강론을 한의학의 치법과 방제 및 침법 등에도 부연확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전문적인 논술이므로 여기서

는 다루지 않는다.

결    론

  턱관절균형요법은 악관절과 축추의 연결관계를 중심으

로 치아교합면의 구조적 이상을 바로잡아 악관절과 축추 

정렬상태를 교정함으로써 두면부와 척추를 중심으로 한 전

신의 질환과 병리상태를 정상화시킨다. 이러한 치료의 메

카니즘 속에는 진화론적으로 다세포간의 조절통합성, 좌우

양족대칭 보행구조의 균형용이성과 전진기동성, 고등한 호

모 사피엔스로의 진화 등과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길어

진 종축척추구조의 세 체강 안에 조직기관들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좌우균형 압력이 증가하고, 치아교합의 저작습관 

변화와 맞물려 경추 및 악관절균형에 부하를 증가시켜온 

불리한 기작들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기승강론적으로는 

천원지방설에 따른 경항관절과 인익부위를 중심으로 형기

신이 교제하며 장부가 조절되는 것인데, 특히 악관절과 축

추정렬이라는 정형을 통하여 조기와 조신에 이른다. 이와 

함께 삼초의 출입승강, 배삼관과 삼단전의 정기신 승강왕

래, 천추를 중심으로 한 장부음양수화의 상하승강기전 등

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화론과 기기승강이론

을 바탕으로 치료이론과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전용방제와 

침법의 탐색에도 두루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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