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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q�u�i�r�y �i�n�t�o �t�h�e �M�e�a�n�i�n�g �o�f “ �S�a�s�a�n�g�" �i�n �t�h�e �I �C�h�i�n�g �a�n�d �I�t�s
�R�e�l�a�t�i�o�n�s�h�i�p �t�o �t�h�e �S�a�s�a�n�g �M�e�d�i�c�i�n�e

�L�e�e �S�u�n�g�-�h�w 하�,�* �. �K�i�m 때 �-�h�y�o�n�*�*

�. �K�w�a�n�g �J�u �I�n�s�t�n�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w�a�n�g �J�u�, �K�o�r�e�a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S�o 미 �h �B�a�y�l�o �U�n�i�v�e�r�s�i�t�y�, �L�o�s �A�n�g�e�l�e�s�, �U�S�A

�.�.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E�m�p�e�r�o�r�'�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L�o�s�A�n�g�e�l�e�s�, �U�S�A

�P�u�r�p�o�s�e�:
�M�a�n�y �b�e�l�i�e�v�e �t�h�a�t �t�h�e �S�a�s�a�n�g �m�e�n�t�i�o�n�e�d �i�n �t�h�e �I �C�h�i�n�g �a�n�d �t�h�e �S�a�s�a�n�g �o�f �S�a�s�a�n�g �M�e�d�i�c�i�n�e �(�a�s

�e�x�p�o�u�n�d�e�d �b�y �D�r�. �L�e�e �)�e�-�m�a �i�n �t�h�e �b�o�o�k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 �r�e�f�e�r �t�o

�d�i�f�f�e�r�e�n�t �c�o�n�c�e�p�t�s�. �T�h�i�s �i�s �u�n�t�r�u�e�. �I�n �o�r�d�e�r �t�o �u�n�d�e�r�s�t�a�n�d �t�h�e �t�h�o�u�g�h�t �p�a�t�t�e�r�n�s �o�f �D�r�. �L�e�e �)�e�-�m�a �a�n�d �h�i�s

�b�o�o�k�,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c�o�n�c�e�p�t�s �o�f �t�h�e �I �C�h�i�n�g�. �T�h�e �I �C�h�i�n�g �w�a�s �t�h�e �m�o�s�t �r�e�s�p�e�C�t�e�d

�t�e�x�t �i�n �D�r�. �L�e�e �)�e�-�m�a �t�i�m�e�, �a�n�d �s�e π �e�d �a�s �t�h�e �f�o�u�n�d�a�t�i�o�n �u�p�o�n �w�h�i�c�h �h�i�s �m�e�d�i�c�i�n�e �s�t�o�o�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a�s�a�n�g �i�n �t�h�e �I �C�h�i�n�g �a�n�d �h�o�w �i�t �a�p�p�l�i�e�s �t�o �t�h�e �S�a�s�a�n�g

�M�e�d�i�c�i�n�e�.

�M�e ’ �h�o�d�:
�T�h�e �a�u�t�h�o�r�s �f�i�r�s�t �d�e�f�i�n�e�d �t�h�e �t�e�r�m �S�a�s�a�n�g �a�c�c�o�r�d�i�n�g �t�o �t�h�e �t�h�e�o�r�y �o�f �I �C�h�i�n�g�. �I�t �w�a�s �t�h�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o�r�i�e�s �o�f �m�o�d�e�r�n �s�c�i�e�n�c�e�. �I�n�f�e�r�e�n�c�e�s �w�e�r�e �m�a�d�e �a�s �t�o �h�o�w �S�a�s�a�n�g �c�o�r�r�e�s�p�o�n�d�s �t�o �t�h�e

�t�e�r�m�i�n�o�l�o�g�i�e�s �a�n�d �c�o�n�c�e�p�t�s �o�f �m�o�d�e�r�n �s�c�i�e�n�c�e�. �T�h�e �c�h�a�r�a�c�t�e�r�i�s�t�i�c�s �o�f �S�a�s�a�n�g �i�n�t�e�r�p�r�e�t�e�d �t�h�r�o�u�g�h �m�o�d�e�r�n

�s�c�i�e�n�c�e �w�e�r�e �t�h�e�n �a�p�p�l�i�e�d �t�o �t�h�e �p�h�y�s�i�o�l�o�g�y�, �p�a�t�h�o�l�o�g�y �a�n�d �p�h�a�r�m�a�c�o�l�o�g�y �o�f �S�a�s�a�n�g �M�e�d�i�c�i�n�e�.

�R�e�s�u�l�t�s �a�n�d �C�o�n�c�l�u�s�i�o�n�:

�1�. �T�h�e �S�a�s�a�n�g �T�h�e�o�r�y �o�f �t�h�e �I �C�h�i�n�g �o�r�g�a�n�i�z�e�s �s�e�e�m�i�n�g�l�y �r�a�n�d�o�m �a�n�d �i�s이 �a�t�e�d �n�a�t�u�r�a�l �p�h�e�n�o�m�e�n�a �i�n�t�o

�f�o�u�r �d�i�s�t�i�n�c�t �g�r�o�u�p�s �a�c�c�o�r�d�i�n�g �t�o �v�a�r�i�o�u�s �a�t�t�r�i�b�u�t�e�s�.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e�a�c�h �o�f

�t�h�e�s�e �f�o�u�r �c�a�t�e�g�o�r�i�e�s �a�r�e �k�n�o�w�n �a�s �S�a�s�a�n�g�.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 �S�o�u 【�h �B�a�y�l�o 한의파대학 원론교실
�.�. 황제 한의과대학 윈론교실
교신저자 �: 김기현 주소�) �1�6���5 �V�e�n�r�w�a �B�l�v�d�.�, �S�u�i�t�e �2�4�, �E�n�c�i�n�o�, �C�A �9�1�4�3�6�, �U�.�s�.�A�. �T�e�l�) �(�8�1�8�)�5�0�1�-�8�2�2�7 �E�-�m�a�i�l�) 냄�l�Y�O�n�k�i�m�@�p 뼈�J�8�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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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흰 外 �1�,�,�: 주역의 ‘사상’과사상의학의 ‘사싱’의연관성에 관한 고항 �-

�2�. �T�h�e �S�a�s�a�n�g �T�h�e�o�r�y �o�f �I �C�h�i�n�g �h�a�s �a �s�t�r�o�n�g �c�o�r�r�e�l�a�t�i�o�n �t�o �t�h�e �T�h�e�o�r�y �o�f �R�e�l�a�t�i�v�i�t�y �a�n�d �t�h�e �T�h�e�o�r�y �o�f

�C�o�m�p�l�e�m�e�n�t�a�r�i�r�y�, �a�s �w�e�l�l �a�s �t�h�e �D�i�g�i�t�a�l �a�n�d �F�r�a�c�t�a�l �T�h�e�o�r�i�e�s�.

�3�. �B�y �a�p�p�l�y�i�n�g �t�h�e �S�a�s�a�n�g �T�h�e�o�r�y �t�o �v�a�r�i�o�u�s �f�i�e�l�d�s�, �t�h�e �s�e�e�m�i�n�g�l�y �u�n�r�e�l�a�t�e�d �p�r�i�n�c�i�p�l�e�s �o�f �p�h�y�s�i�c�s�,

�c�h�e�m�i�s�t�r�y�, �b�i 이 �o�g�y �a�n�d �m�e�d�i�c�i�n�e �c�a�n �b�e �s�e�e�n �a�s �p�a�r�t�s �o�f �a �w�h�o�l�e�.

�4�. �S�a�s�a�n�g �M�e�d�i�c�i�n�e �c�a�t�e�g�o�r�i�z�e�s �h�u�m�a�n �m�o�r�p�h�o�l�o�g�y�, �p�h�y�s�i�o�l�o�g�y�, �p�a�t�h�o�l�o�g�y �a�n�d �p�h�a�r�m�a�c�o�l�o�g�y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d�e�f�i�n�e�d �b�y �t�h�e �S�a�s�a�n�g �T�h�e�o�r�y �o�f �t�h�e �I �C�h�i�n�g�.

�5�. �G�r�o�u�p�i�n�g �n�e�w �d�i�s�c�o�v�e�r�i�e�s �o�f �m�o�d�e�r�n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m�e�d�i�c�i�n�e �a�c�c�o�r�d�i�n�g �t�o �t�h�e �S�a�s�a�n�g

�T�h�e�o�r�y �w�i�l�l �b�r�i�n�g �t�o �l�i�g�h�t �t�h�e �i�n�t�r�i�c�a�c�i�e�s �o�f �t�h�e �S�a�s�a�n�g �T�h�e�o�r�y �w�h�i�l�e �f�a�c�i�l�i�t�a�t�i�n�g �t�h�e �i�n�c�o�r�p�o�r�a�t�i�o�n �o�f

�m�o�d�e�r�n �s�c�i�e�n�c�e �i�n�t�o �S�a�s�a�n�g �M�e�d�i�c�i�n�e�.

�K�e�y �w�o�r�d�s�: �I �C�h�i�n�g�, �S�a�s�a�n�g �T�h�e�o�r�y�, �D�i�g�i�t�a�l �T�h�e�o�r�y�, �F�r�a�c�t�a�l �T�h�e�o�r�y

초 혹

�1�. 연구 배결 �:

사상의학의 ‘사상’은주역의 ‘사상’에서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주역이 난해하다연 사상의학의 원전인

『동의수세보원』도난해하기 때문에 주역의 사상과 사상의학의 사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다 �. 따라
서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선생의 생각과 「동의수세보원�J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기초학문인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 그리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사상의 의미를 이해하여 그것이 사상의학에 어

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법 �:

먼저 “사상”이라는 개념을 주역의 이론으로 밝혔다 �. 그리고 현대과학에 사상을 비교하여 상호 연관성을

유추하였다 이렇게 이해된 ‘사상’이사상의학의생리�, 병리 �, 약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

�3�. 연구 결괴와 결론 �:
�l 주역의 ‘사상’은우주 �, 인체 �, 윤리 둥의 독립된 개체를 전체로 놓고 그 대표되는 특성의 차이에 따라 �4가

지 상으로 나뷔었다 �.
�2�. 주역의 사상은 현대과학의 상대성이론 �, 상보성이론 �, �D�i�g�i�t 외이론 �, �F �r�a�c�t 혀이론에 동에 해당된다 �.

�3�. 현대과학의 각 분야인 물리 �, 화학�, 생물 �, 의학은 각기 다른 분야로서 일관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보

인다 �. 그러나 여기에 주역의 사상올 둥장시킴으로서 현대과학의 각 분야들의 전체적인 상호 연관관계를

찾게 됨을 알 수 있다�.
�4�. 사상의학은 인간의 체질�, 생리 �, 병리 �, 약리 작용들올 주역의 사상이 갖고있는 �4가지 특성에 따라서 �4가

지 �g�r�o�u�p 으로 구분하였다 �.

�5�. 사상의 각 특성을 알기 위해서 현대 물리 �, 화학 �, 생물 �, 의학의 새로운 사실들을 사상에 따라 �g�r�o�u�p 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현대과학올사상의학에 도입하는 작업올 용이하게 해주고 사상의학을 이해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이다�.

중심 단어 �: 주역 �, 사상이론 �, �D�i�g�i�t�a�l 이론 �, �F�r�a�c�t�a�l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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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체짙의확회지 제 �1�2 컨 쩌 �1 호 �:�m�J �-

�I�. 繼 뚫

한의학은 의학의 기초가 수학 �, 몰리 �, 화학이 아니

라 음양 �, 사상 �, 오행이라서 수학 �, 물리 �, 화학만올 배

워온 한의학 학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 음양오행론
을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배우더라도 음양오행론올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올 정도로 반복적인 훈련

올 받은 것이 아니다 �. 음양오행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한의사들이 이해하는 한의학은 �\�0�0 년

전에 음양오행론만올 실생활에 적용하던 한의사들

이 이해하던 한의학과 거리가 멀다 �.
특히 사상의학은 종래 한의학의 오행론적 이론체

계를 가진 한의학을 사상적 이론체계로 해석한 한

의학이라 오행적 이론체계에 익숙해 있던 중국이나

미국의 한의사들에게는 더욱 큰 혼란올 준다

사상의학은 역사도 짧고 연구서적도 부족하여 사

상의학과 관련되는 서적은 한 권이 아쉽다 �. 사상은
역경의 용어이니 역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해된 사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사상의학을 이

해하기 어려울뿐더러 현대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역경은 이제마 선생 당시에는

기초과학 서적에 해당하니 사상의학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역경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사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사상의 이론체계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면 이제

마 선생처럼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적용시

킬 수 있다 �. 이제마 선생 당시의 학자들의 관심사는

성리학이기 때문에 �, 선생은 성리학에 사상의 이론체

계를 적용시키면서 사상의학의 타당함을 주장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가 성리학이 아나기 때문에

사상의학을 『동의수세보원』처럼성리학의 용어로

설명하연 더욱 이해가 힘들다 �. 수학�, 툴리 �, 화학에

익숙한 현대의 한의학자들에게는 사상체계의 과학

적 해석이 사상의학올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고 그

방법이 이제마 선생 당시에는 몰랐던 �, 현대의학이

발견한 중요한 의학적 사실들을 사상의학에 편입시

킬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용기를 내어 사상체계의 과

학적 해석을 시도해본다 �.

�I�I�. 本뚫

�1�. 역경의 문와업직 속의 사상

『易經￡에“易有太極是生兩嚴 兩嚴生四象 四象生

�J�\ 촬”라 하였다
�1�)�,�2�)

그후에 나용 역경의 주해서들은

이것올 〈그립�1�.�> 같이 도해한다 그리고 이제마 선

생은 역경의 용어들을 �( �)속과 같이 정의 했다
�3�)

�.�- 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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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상의 패들은 음효와 양효가 상하의 위치에 각

기 다르게 배열되어 각 사상의 성질을 잘 표현해주

고 있다 �. 음의 속성과 양의 속성을 아는 사랍은 사

상의 패만 주의 김게 관찰하면 각 사상의 서로 다

른 성질을 쉽게 알 수 있다 �.
사상은 음양에서 다시 한번 분화한 것을 일걷는

다 �. 음속에 음적인 연과 양적인 연이 있는데 음적인

연은 태음이 되고 양적인 면은 소음이 된다 �, 양속에

음적인 연은 소양이 되고 양적인 연은 태양이 된다 �.
이 도해는 족보처럼 수직적으로는 사상 중에 한

가지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고 그것이 어느 팔패를

생성하는가와 수명적으로 다른 사상들과 어떤 관계

에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
이 도해는 어느 일 물의 분화 패턴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 일 물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구성성분

들의 집합체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 태극은 음과 양

이라는 구성성분의 집합체이기도 하고 사상의 집합

체이기도 하고 팔패의 집합체이기도하다 �. 인간은 소

우주이며 태극에 해당한다 �. 인간은 한 개의 세포�(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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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란�)에서 수없이 분화된 서로 다른 세포들의 집합

인데 이 도해는 이것을 아주 쉽게 나타내고 있다 �.
수정란 한 개가 분화하여 �2개로 분화하고 다시 �4개

로 분화하고 �8개 �, �1�6 개 �, �3�2 개 �,�6�4 개 로 분화하여

인체의 수많은 세포가 되고 그것이 모인 것이 한

인간이다 �. 이러한 분화는 한 방향의 분화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집합이 될 수도 있다�.
�6�4 패 중에 성질이 비슷하나 약간 차이가 있는 패

가 둘씩 모여 �3�2 패가 되고 �3�2 패 중에 비슷한 것 두

패가 하나로 되어 �1�6 패가 되고 이렇게 �8패 �, 사상 �,

음양 �, 태극이 되는 것처럼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 �, 뼈 �, 혈관�, 혈액 �, 신경 동의 조직이 되고 이것

들이 다시 모여 오장 둥의 기관이 되고 이 기관들

이 모여 정신과 육체를 만들고 이들이 한 인간이

되는 양방향의 분화와 집합을 모두 도해하고 있다 �.
이 도해에서는 음 속에 음과 양이 들어 있고 양

속에도 음과 양이 들어 있다는 것올 보여주고 있다 �.
태극에 붉은 색 영역과 푸른 색 영역이 있는 것은

태극이라는 하나가 음과 양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올 표시한다 �. 음에서 음을 보다 많이 갖고

있는 태음과 음올 보다 적게 갖고 있는 소음으로

나누는 것은 음 속에 음양이 있다는 표현이 된다 �.
음양은 상대적인 표현 방법이므로 절대적인 양이나

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이 보다 적은 쪽이

양이 되며 양이 보다 적은 쪽이 음이 된다�.

태극 �, 음양�, 사상�, 팔패를 기본적인 수학으로 표시

한다면 �1�/�2 의 음과 �1�/�2 의 양으로 구성된 것이 태극이

고 전체의 �1�/�4 의 음과 �3�/�4 의 양으로 구성된 것이 양이

고 �1�/�4 의 양과 �3�/�4 의 음으로 구성된 것이 음이다 �. �1�/�8

의 양과 �7�/�8 의 음으로 구성된 것이 태음 �, �3�/�8 의 양과

�5�/�8 의 음으혹 구성된 것이 소음 �, �3�/�8 의 음과 �5�/�8 의 양

으로 구성된 것이 소양 �. �1�/�8 의 음과 �7�/�8 의 양으호 구

성된 것이 태양이라 할 수 있다 �.

생체에서는 이 도해에서 보여주는 이 패턴이 아

주 잘 적용된다 �. 수정란의 분화가 거듭되면 수많은

세포가 되는데 이 개개의 세포는 음적인 성질과 양

적인 성질을 구비하게 된다 음양의 분포가 비슷한

세포끼리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조직을 이룬다�.

예를 들어 음과 양의 비율이 �8�8�9�7�5�6 �: �1�1�0�2�4�4 인 세

포는 �8�8�9�7�5�7 �: �1�1�0�2�4�3 인 세포나 �8�8�9�7�5�8 �: �1�1�0�2�4�2 인

세포들 처럼 음양의 떤차가 비슷한 것끼리 어울려 하

나의 조직을 이룬다 �. 다시 인체를 구성하는 전체의

조직들 중에 음양의 연차가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 하

나의 장부를 이룬다 �.

이 도해에서 각 분화단계에서 음올 모두 합한

량과 양을 모두 합한 량의 비율은 음과 양이 �5�0�: �5�0

이 된다

이 도해는 우주 생성의 패턴이고 모델이기도 하

지만 어떤 사물이나 작용을 인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사랍이 어떤 사물올 다른 사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물의 성질과 다른 사물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 성질의 차이점을 분명

히 알기 위해서는 스무고개처럽 예�, 아니오 질문을

거듭해 나가야한다 �. 이 도해에 의하면 두 번 반복되

는 질문에 사상중의 한가지가 결정되고 세 번 반복

되는 질문에 팔패 중에 한가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

다 �. 이렇게 �6번 반복하는 질문에 �6�4 패의 한가지를

다른 �6�4 패와 구분해낼 수가 있다 �. 이러한 인식방법

은 컴퓨터가 서로 다른 사물이나 명령을 인식하는

방법과 같다 �.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작용

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서로 다른 성

질은 음인가 양인가의 반복되는 질문에 의해서 그

구분이 명확해진다 �. 큰 슈퍼마켓 안에 있는 수많은

물건 하나 하나가 예�, 아니오가 중복된 바와 틈새

공간들의 집합인 바코드로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과같다

이 도해는 일종의 분류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이
것이 분류 패턴이고 모델이므로 이 방법에 의해 어

떤 공통성올 갖는 그룹의 구성원들을 분류할 수 있

다 �. 족보에서 아버지 형제들이 둘이라연 그들의 음

양적 성질에 의해 음양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의 형

제들이 �4이라면 그들의 음양적 성질에 의해서 사상

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우리 형제들로부터 태어난 자

식들이 �8명이라면 그들의 음양적 성질에 의하여 �8패

로 분류할 수 있다 �. 이 분류 방식으로 분류한 후에

그 해당하는 사물에 음양 �, 사상�, 팔패의 용어를 써서

이륨을 붙이연 번호를 붙이거나 서로 연관관계를 알

수 없는 이름올 붙여주는 것보다 이름만 화도 그들의

성질올 연상하기 좋다

또한 지도에서 경도와 위도를 말하는 것처럼 이

도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어 다른 사물

들과 수직 �, 수평적 연관관계를 알 수 있다 �. 이것이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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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마 선생이 의학을 설명하는데 있어 역경의 용

어인 사상을 사용한 이유일 것이다 �r東武自註」에서

는 心을 태극이라 말했고
�4�) �r格致훌 � 反誠歲 �a 에서는

편명을 팔패의 이룸으로 했다
�)

방위를 분류할 때 동서나 남북�,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고 보다 세분해서 동서남북 �, �4 방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더 세분하여 �8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더 세분하여 �1�6�, �3�2�, �6�4 끝없이 분류할 수 있다�.

하루의 시간올 오전과 오후 둘로 분류할 수 있다 �.

더 세분하여 새벽 �, 정오 �, 황혼 �, 자정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 더욱 세분하여 �8�, �1�6�, �3�2�, �6�4 로 나눌

수 있다 �.

일년의 기후를 더울 때�, 추울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봄�, 여릅�, 가을�, 겨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더
세분하여 �8�, �1�6�, �3�2�, �6�4 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때 중요한 것은 �4 이상으로 나누

어도 그 구성요소들올 음양적 성질을 달리하는 �4

개의 큰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수많은
방위 중에 �4방을 언급할 때가 많고 더 나누어도 되

는 계절 중에 사계절을 주로 언급하는 것은 넷으로

나누었을 때 그 서로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으면

서도 전체의 연관관계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누연 나눌수록 서로의 구별은 명확해지나 나누연

나눌수록 전체적 연관관계는 모호해지기 때문에 넷

으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적당하다 �.
이제마 선생이 �8 패의 이륨을 따서 문장의 제목을

짓고 각 사상인의 表病과 짧病 �8 가지 병증을 말하

면서도 사람의 체질과 주위환경 �, 윤리 �, 생리 �, 병리 �,

약리를 넷으로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상서로의

구분과 전체적인 연관관계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

기 때문이다‘

�2�. 사상의 의미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가

지로 분류되고 그 성질의 차이점이 분명한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연 각 사상의 성질을 잘 알 수 있다�.

기후는 寒 �, 熱 �, 溫 �, 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차

이점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 이것올 음양으로 나누

어 보연 온열은 양이 되고 한량은 음이 된다�. 이들
올 다시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 양 중에 양인 열은

태양이 되고 양 중에 음인 온은 소양이 된다 �. 음 중

에 음인 한은 태음이 되고 음 중에 양인 량은 소음

이 된다 �.

방위의 성질을 사상으로 분휴할 수 있다 �. 해가

떠오르는 동쪽과 해가 가장 오랜 시간 비치는 남쪽

은 양에 속하고 해가 지는 서쪽과 해가 가장 짧은

시간을 비치는 북쪽은 음에 속한다 남쪽은 양 중에

양에 속하므로 태양 �, 동쪽은 양 중에 음에 속하므로

소양이고 서쪽은 음 중에 양에 속함으로 소음 북쪽

은 음 중에 음에 속하므로 태음에 속한다 �. 같은 태

양에 속하는 열과 남쪽 �, 같은 소양에 속하는 온과

동쪽 �, 같은 태음에 속하는 한과 북쪽 �, 같은 소음에

속하는 량과 서쪽은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 �. 이것이
각 사상의 성질이다 �.

�1�) 률질과 에너지 양연의 대립관계로서의 사상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의 구성물질을 물질과 에

너지 두가지 상태로 본다 .“ 에너지가 모여 물질로

되고 물질은 분해되어 에너지로 된다고 생각한다

아인쉬타인은 이 관계를 �E�=�m�c�2 으로 방정식올 만들

었다

『中和葉�7�)�� 에서는 “原其始也-切萬有 未有不乎氣

推其終也 未不變於形 是知萬物 本-形氣也’‘라고하

여 萬物의 本이 -氣와 -形이라는 같은 견해를 보

여주고 있다 또�, “息者消之 消者息之 息者氣之聚 消

者形之散 生育長養 흙之息 歸根復뼈 謂之消‘’라하

여 陰陽消息、이 氣之聚와 形之散으로 현대 물리학의

견해와 같다 이제마 선생은 우주에 해당하는 태극

의 네 가지 구성성분인 사상올 事心身物이라 하였

다
�H�)

주관적인 소우주인 인간 구성성분을 心과 身 �,

인간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우주의 구성성분올 事와

物로 구분하였는데 用�(작용 �)에 해당하는 心과 事는

에너지에 해당하고 體 �( 형체 �)에 해당하는 身과 物은

물질에 해당한다 �.
만물의 변화가 물질과 에너지 상태의 변화를 반

복한다 할 때 물질은 에너지화 하는 중간 단계가

있고 에너지는 물질화 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 에너

지화 �, 에너지 �, 물질화 �, 물질의 �4 단계가 있다�. 이 �4

단계를 음양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에너지화와

에너지는 양에 속하고 물질화와 물질은 음에 속한

다 �. 에너지는 보다 활동적인 상태로 태양에 �, 물질은

보다 靜적인 상태로 태음에 �, 에너지화는 소양에 �, 물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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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는 소음에 속한다 �. 물의 변화 상태도 �<그립 �2�.�>

와 같이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띠
뽑

�+

띠
멜담흉�]

그림 �2�.

얼음은 태음에 속하고 수증기는 태양에 속하고

얼음이 녹아 수증기로 변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물

은 소양 �, 수증기가 웅집하여 얼음으로 변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물은 소음에 해당한다�. 물에는 소양에

해당하는 불과 소음에 해당하는 물이 있는데 같은

물도 그 상태에 따라 성질이 달라 다른 질병을 치

료하는 것이 �F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

�9�)

�2�) 사상과 차원

음과 양이 대립되는 것처럼 소양과 소음은 상하

로 대립되고 태양과 태음은 좌우 혹은 전후로 대립

된다�. 소와 태는 차원이 다르다�. 태양인이 힘欲進而不

欲退하고 소양인이 뀔欲畢而不欲借하는
�1�0�)

것이 태소

음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

같은 차원 내에서 태양은 태음화 하고 태음은 태

양화 하고 있고 소양은 소음화 하고 소음은 소양화

하고 있다 만물은 정체하지 않고 격동하기 때문에

태양의 모습을 잠시 보이는가 하면 태음의 모습을

잠시 보일 때가 있다 소양과 소음도 마찬가지로 같

은 차원에서 서로 반대의 상태를 잠시 보일 때가

있다 체질을 감별할 때 태양인이 때로 태음인의 성

질을 보일 때도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인체는 크게 네 개의 뺨이 있다 맨 위로 頭蓋脫에

해당하는 머리통 있고 그 디음으로 가슴통과 배통�, 맨

아래로 骨盤뺨인 방통이 있다 위로 머리통과 가슴통

은 �%에고 아래로배통과방통은음이다 머리통과배

통은정신작용과연관이있고인간의중심에해딩하는

상단전과하단전이있어서같은차원내에있다�. 이들
중에 보다 위에 있는 머리통은 태양이고 아래에 있는

배통은 태음이 된다�. 가슴통과 방통은 육체의 대표적인

운동기관인 팔과 다리가 불어 있어 같은 차원에 속한

다�. 이들 중에 위에 있는 가슴통은 소양이고 방통은 소

음이다 �.

�3�) 생명의 사상

인생이나 식물의 일생을 사상으로 나누어 보연

사상의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쉽다 �. 인간에게는 기

능적인 �(작용적인 �) 연과 체질적인 �(형체적인 �) 연의 양

연성이 있다 �. 기능적인 연으로 볼 때 �1�-�2�0 세 까지

청년기는 소양이고 �2�1�-�4�0 세 까지 장년기는 태양이

고 �4�1�-�6�0 세 까지 중년기는 소음이고 �6�1�-�8�0 세 까

지 노년기는 태음이다 청년기는 쉽게 흥분하고 더

위를 많이 타고 동작이 빠르고 龍頭뾰尾적인 행동

을 한다 �. 소양의 �(�=�) 기능이다 장년기는 양이 극하

면 음이 생기는 법이라 덜 홍분하고 더위도 덤 타

고 동작도 느려지기 시작하고 머리는 더 쓰기 시작

한다 힘은 더 세고 활동 폭은 더 넓다 태양 �=�) 의

기능이다 �. 중년기는 침착하고 신중하다 동작은 청

년기와 장년기 보다 느리고 결과를 중요시한다�. 추

위를 타기 시작한다 �. 소음�-�(�=�) 의 기능이다 노년기는

더욱 침착하고 신중하나 음이 극하면 양이 생기는

법이라 아이들처럼 생각이 단순해질 때가 있고 실

수를 잘한다 �. 또한�, 추워하면서도 입이 마른다 �. 태음
�(�=�=�) 의 기능이다

형체적인 연으로 보면 청년기는 태양이라 머리가

옴에 비해 크고 장년기는 소양이라 어깨가 크고 배

는 흘쭉하다 �. 중년기는 태음이라 배가 나오기 시작

하고 노년기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엉덩이가 커

지고 다른 장기는 작아지나 가장 깊숙하게 있는 전

립선이 커진다 �.
식물은 동물보다 음적이라 주로 형체적인 연에

치중한다 식물�t풀�)이 봄에 땅 속에서 솟아오를 때는

그 형상이 태양인 �(�=�) 의 直升하는 형상이다 여름에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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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것은 소양인�(�=�) 의 橫升하는

형상이다 �.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것

은 태음인 �(�=�=�) 의 放降하는 형상이다 �. 겨울에 무성하

던 가지와 잎은 영양분 공급을 못 받아 죽고 큰 줄

기로 기운이 내려와 뿌리만 살아있는 것은 소음인
�(�=�) 의 �� 降하는 형상이다�. 이런 사상의 형상은 다음

〈그림 �3�.�> 분수 그림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

소앙

태음

태앙

�A‘드즉
�r�-�- �� 믿

�/
�/

＼
、

�/
＼、

�~ →」닐륙누 �/�'�_�.�-�/ 그림 �3

분수가 처음 분출하는 형상은 태양�,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소양 �, 희져

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태음 �, 떨어진 물이 다시

분출되기 위해서 펌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소음의 형상이다

�4�) 사상과 오행의 쳐이접

사상과 오행의 차이점을 알연 종래의 한의학과

사상의학의 차이점이 명확해진다 사상과 오행의 차

이접은 象과 行의 차이점이 있다 象은 형�(물질 �, 음�)

을 나타내는 용져이고 行은 작용�{에너지 �, 양�)을 나타

내는 용어이다 �.�4 는 음수로서 움직임이 없는 형체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5는 양수로서 활동적인 기능
�(작용�)왈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 단지 사상과 오행이

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상의학은 형체 �(체질 �) 적 관점

에서 인체를 다룬 의학이고 전통의학은 작용 �{기능 �)

적 관점에서 인체를 다룬 의학임을 알 수 있다

현대 병리학에서 질병의 원인을 素因과 홉因으로

분휴한다 �. 소인은 유전자의 이상이고 유인은 병균의

침입�, 중독 �, 상해 �, 과로 �, 스트레스 둥의 환경적인 요

인이다‘ 사상의학은 이미 형체가 이루어진 소인에

중점을 둔 의학이고 전통의학은 급변하는 유인에

중점을 둔 의학이다 �-

사상과 오행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사상이
음이라면 오행은 양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 사상의학만 고집하고 유인은 소흘히 하거나

오행의학만 고집하고 소인은 소흘히 하는 것은 음

양론에서 양만 옳다고 고집하거나 음만 옳다고 고

집하는 것과 같다�.
오행은 사상에 음양이 조화된 土만 하나 더 들어

간 것이다 사상의학에서는 음양이 조화된 토가 음

양의 불균형이 원인인 모든 체질적 질병들올 말할

때는 별로 가치가 없으니 토를 뺀 것이다
�1�1�)
사상의

학에서는 오장의 中心인 心이 빠져 있다 �. 오행의학
의 관점에서는 중심에 위치하는 비가 토에 속하나

사상의학의 관점에서는 피의 펌프기능이 아니라 뇌

의 정신작용의 주체로서 나머지 �4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심이 토에 속하며 음양이 조화된 태극도 된

다
�1�2�)�. �I�}�)

인체를 정신과 육체로 나눌 때 정신은 양

이 되고 육체는 음이 된다 정신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뇌�, 척수 계통의 중추신경계를 양중의 양인 태

양인의 발달된 부분으로 보는 이제마 선생은 심이

아니라 뇌를 정신의 주체로서 인식한 것 같다 태양

인이라 天時를 견문하기 좋아하여 여행을 많이 한

이제마 선생이 그 당시 청나라에 도입된 서양 해부

학을 모를 리 없다 또 �, 동의수세보원이 출판된 때

는 서양의 물질문명에 자극을 받아 우리 나라에 실

학운동이 활발한 때이다 배가 큰 태음인은 실제로

뱃속에 들어 있는 간이 큰 사람이지 전통 오행의학

에서 말하는 간 가능이 큰 사람이 아니다 �. 체질 감

별법 중에 체형계측법이 옳은 이유가 이것이다

오행은 사상으로 바로 대치될 수 있다 �.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다 �. 양 중에 소양의 기능은 화이

고 태양의 기능은 목이다 �. 음 중에 소음의 기능은

수이고 태음의 기능은 금이다
�1�4�)

간경은 간의 기능과 관련된 경락이기 때문에 목

기가 왕성한 태양인에게 간의 형체가 작다고 간경

을 보해서는 안 된다 �. 금기가 왕성한 태음인에게 폐

의 형체가 작다고 폐경을 보하는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 사상의학은 변화가 빠르지 않은 형체의 대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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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질병의 소인올 판단하는 의학이기 때문에 변

화가 적은 형체를 보고 체질올 감별해야지 변화가

빠르고 형체보다는 기능올 판단하기 유리한 맥올

보고 체질올 판단해서는 문제가 많다 �. 부분 속에 전

체의 정보가 있으니 체질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맥을 보고 체질올 아는 것은 도둑이 서있

올 때 잡지 않고 도망가게 한 다음 잡는 것과 같다�.

음양이 수도 없이 분화 할 수 있는 것처럼 체질

올 �4가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랍이 체질

하나씩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눌 수 있다�. 그
러나 많이 나누연 나눌수록 전체적 연관 관계를 지

올 수 없어 단순화시켜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잘 알

수 있게 한 사상의학으로 가치가 없다 �.

�5�) 사상의확 이론의 현대의학 적용

�a�. 진단
�H�2�0 가 대부분인 우리 몸은 수소원자가 대부분이

다 이 수소원자가 결합된 분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방출 양이 달라진다 �. 이 방

출 양의 �1 �p�i�x�e�l 당 차이를 �s�c�a�n 하여 컴퓨터로 영상을

만들연 �M�R�I 영상이 된다 �.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신

호는 아주 다양한 신호가 나오는데 �c�o�m�p�u�t�e�r

�p�r�o�g�r�a�m 에 의한 펼터로 걸러 한의학 진단이 아닌 양

의학의 진단 에 필요한 정보만 쓴다 �. 지금의 �M�R�l

시스댐에 들어있는 �c�o�m�p�u�t�e�r �p�r�o�g�r�a�m 으로는 뇌종양

이나 뇌전색둥의 병명만 알 수 있다�.
종양이나 뇌전색둥이 뼈�I 영상에서 이상이 발견

되연 병이 이미 많이 진행돼 치료하기 어렵다 �. 이
병이 되기 전에 그 부분에 몇 년 혹은 몇 십년 동

안 비정상적인 원자의 신호가 나오는데 양방 병명

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랩이 들어

있는 상용 뼈�I 시스댐으로는 그 변화를 감지해낼

수없다 �.
사상의학은 이�g�i�t�a�l 이론에 해당하는 음양론으로 만

물올 분류하기 때문에 �l 픽셀에 들어용 수소 원자

들의 비정상적인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 양방적

병명은 얻지 못하더라도 �, 음양 이흔으로 된 팔강병

증이나 체질은 알 수 있다�.

�b�. 양약
양약도 그 성질에 따라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페니실린계통의 항생제는 맛이 쓰다 �. 쓴
약은 웹火하기 때문에 소양인 약에 속하는 것이 많

다 �. 사상의학 이론으로는 소음인은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이라도 소음인의 비기능올 해치연 효과가

나지 않고 오허려 악화된다�. 박테리아에 의한 기관

지염이 분명한데도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가 듣지

않고 오허려 셜사만 하는 사랍이 있다�. 소음인들이
다 �. 이럴 때 보통 양의사들은 그 균들이 그 항생제

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화학요법제인

박트립으로 바꾸어 투여하면 효과가 난다 �.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 사상의학으로 그

기전올 생각해보면 사상의학적 기전이 더욱 타당하

다 박트립은 유황 화합물이다 �. 유황윤 소음에 이로

운 약이라 유황의 살균작용이 비의 기능올 해치지

않올뿔더러 비의 기능도 좋아지며 기관지염이 치료

된다

말라리아의 특효약이고 맛이 써서 전에는 아기들

헛올 때는데 유두에 발라 놓던 키니네는 소양인의

寒熱往來에 시호보다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미
국의 어떤 의사는 실수로 간암 환자에게 키니네를

투여했는데 간암이 매우 호전됐다고 한다 �. 그 환자

는 �7�0 대 노인인데 키니네 투여 전에는 미이라와 같

았었으나 그 이후로 아주 연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 사망 훤인도 간압이 전이되어 죽은 것이 아니

라 텍사스의 많이 주기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스테

이크를 �2 파운드나 먹는 호기를 부리다 그것이 악

화되어 죽었다고 한다 �. 그 환자는 분명히 소양인이

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소음인 아이와 태음인 아이가 있올 때 오한발열

하는 태양중 감기에 아스피린올 쓰연 태음인 아이

는 땅올 흘리면서 그 감기가 그치는데 소음인 아이

는 해열이 뒀다가도 아스피린이 간의 해독작용에

의하여 무독화되는 �4시간 후에는 열이 다시 오른

다�. 아스피린은 본래 버드나무 �(�W피�o�w �T�r�e�e�) 종류의

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성분인데 버드나무는 잔 줄

기가 길게 퍼져나가고 잎이 가늘고 예리하여 발산

하는 태양의 형상을 하고 있다 �. 특히 껍질은 버들

피리를 만들 정도로 물이 잘 오르고 사랍의 피부

에 해당하기 때문에 태음인의 습과 열올 발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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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엉의 헌대 과획적 때석
�1�) 라이프니효의 �2짙법과 �D�i�g�i�t�a�l �D�e�v�i�c�e�{�C�o�m�-

�p�u�t�e�r�)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인식되기 이전의 실제세계

는 단계별로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 연속된

실제세계는 아날로그 세계라 하고 두뇌의 인식작용

으로-소리�, 빛 �, 냄새 �, 맛 �, 촉감에 의해 자극이 디지털

신호로 전달된다 �- 단계별로 끊어서 인식된 세계는

디지털 세계라 한다 �.

음악가들은 소리를 듣고 음계 중에 도에 해당하

는지 미에 해당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 그 소리를

악보에 옮겨 적어보연 그 소리는 음계별로 끊어져

있지만 사실 그 소리는 끊어져 있지 않고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재래식 레코드판은 소리가 만드는 진동으로 플라

스틱 판올 깎아 소리를 기록하고 전축의 바늘은 그

진동올 그대로 재생하여 소리를 낸다�. 컴팩트 디스

크는 소리의 진동을 〈그립�4�.�> 처럽 짧은 일정한

시간동안 끊어 그 마디마다의 명균 옴올 기록한다 �.
컴꽤트 디스크의 음은 두뇌가 인식하는 방식의 뚜

렷한 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리의 구별이 명확하

다�. 레코드판의 음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으나 실

제의 음을 들올 수 있다�.

실제음
�{아날로그�)

디지털음

그림 �4�.

재래식 레코드판은 아날로그 장치라 하고 컴팩트

디스크는 디지털 장치라 한다 �. 디지털 장치를 운용

하는데는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 십진법올 쓰는

것 보다 �2진법올 쓰는 것이 예�, 아니오를 대신활 수

있어 그 숫자나 숫자의 집합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

명해진다 �. 전에는 아날로그 세계의 디지털 계측에

�1�0 진법이 사용되었지만 라이프니츠가 �1�6�7�9 년에 이

진법을 창시하연서 컴유터를 비롯한 디지털 장치의

발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진법을 쓰면 여러 단계에 위치해 있는 스위치

가 �O�N하거나 �O�F�F 합으로써 여러 스위치의 조합의

한 가지 경우롤 나타낼 수 있다 �. 이 한가지 경우는

어떤 사물이나 작용을 기계가 인식하거나 기록할

수 있어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두뇌의 작용을 컴퓨터가 할 수 있으

니 정보산업의 혁명올 가져오게 되었다 �.
라이프니츠는 �1�6�7�9 년에 이진법올 만들었지만 그

이진법이 이미 �5 천년 전에 복회 시대에 만들어져

서 역경에 둥장하게된다 �. 태극이 옴양으로 갈라지고

옴양이 사상으로 �, 사상이 �8패로 갈라지는 것이 그것

이다 �.
사상의학은 음양파 사상의 �2진법올 사용하여 인

체의 체질�, 생리 �, 병리 �, 약리를 디지털 코드 화한 학

문이니 초현대적인 컴퓨터 의학이다 �.

�2�) �F�r�a�c�t�a�l �W�o�r�l�d�2�J 사상

이제마 선생은 인간의 환경계를 사상에 따라 넷

으로 나누었다 �. 천시 �, 세회 �, 인륜 �, 지방이다 �.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사심

신물이 그것이다 �. 그 속에 사는 인간의 종류를 넷으

로 나누었다�. 태양인 �, 소양인 �, 태음인 �, 태음인 �, 소음

인이다 �. 인간의 곁 前펌�k음�)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 題 �, 題 �, 置�, 願이다 �. 인간의 곁 後짧양�)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 碩�, 眉 �, 體 �, 뽑이다 �.
인간의 상부�{두�)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
耳 �, 텀 �, 口 �, 훌이다 �. 인간의 속올 사상에 따라 넷으

로 나누었다�. 師 �, 牌 �, 府�, 賢이다

사상의학의 패턴올 해부학에 척용해 볼 수 있다�.
인체는 전체적으로 머리통 �, 가슴통 �, 배통 �, 방통�{골반

강�)으로 나쉰다 �. 가슴통에는 팔아�, 방통에는 다리가

불어있는데 팔은 어깨 �, 상완�, 전완�, 손 �, 네 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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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쉰다 �. 다리는 영덩이 대퇴�, 하퇴 �, 발�, 네 마디로

나건다 �. 팔의 끝에는 손이 있는데 수장골 �, 근 중지

골 �, 원 중지골 �, 말절골 �, 네 마디로 되어 있다 �. 다리
의 끝에는 발이 있는데 족장골 �, 근 중지골 �, 원 중지

골 �, 말절골 �, 네 마디로 되어 있다 �. 머리카락 �, 근육 �,

신경을 볼 것 같으연 한 가닥의 머리카락 �, 근육 �, 신

경에는 가는 여러 개의 섬유다발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섬유다발 속에는 그보다 작은 여러 개의 섬유

다발이 또 들어 있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게 부분 속의 형상 패턴이 전체의 형상 패턴

을 반복하는 것을 현대 수학에서 �F�r�a�c�t�a�l 기하학이라

고 한다
�1���)
프랑스 태생의 �I�B�M 수학자인 �B�e�n�o�i�[

�M�a�n�d�e�l�b�r�o�[ 가 �1�9�6�0 년에 발견하였다 �. 해안의 형태 �, 산

줄기�, 식물의 가지 �, 고사리의 잎�, 브로클리 �, 눈의 결

정들의 가지가 뻗어 가는 패턴을 수학적 공식에 의

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타냈다 �. 모든 물질�, 특히
유기물질의 구조가 이런 패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패턴을 �5천년 전에 제시한 모델이 주역의

태극 �, 음양 �, 사상 �, �8 패 �,�6�4 패의 패턴이고 이 패턴을

이용한 사상의학은 프랙탈 구조로된 의학이라고 할

수있다

�3�) �H�o�l�o�g�r�a�m 과 사상

흘로그램은 빛올�{주로 �l�a�s�e�r�) 비추었을 때 �3차원

영상이 생기는 사진이다 �. 레이저 광선을 반투명 거

울을 통과시키거나 반사시켜 빛을 둘로 나눈 다음

하나는 피사체에 비추어 특별한 필름올 감광시키고

또 하나는 피사체를 비추지 않고 필름을 감광시킨

다 이렇게 하펀 두 레이저 광선이 간섭을 일으키

면서 피사체 모양올 알 수 없는 음영이 펼름에 나

타난다 �. 이 필름올 허공에 대고 빛을 비추연 허공에

피사체의 �3�D 모양이 나타난다
�1�6�)

�H�o�l�o�g 때�n 이 특별한 것은 이 필름을 둘로 잘라

하나를 비추어도 그 피사체의 영상이 생기고 넷으

로 잘라 하나를 비추어도 그 피사체의 영상이 생긴

다 �. 이것은 �H�o�l�o�g�r�a�m 이 부분 속에 전체를 담고 있

는 사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H�o�l�o�g�r�a�m 은 전체라

는 뜻의 �h�o�l�o 와 사진이라는 �g�r�a�m 의 합성어인데 이

이릎에서 그 사진 의 특정을 알 수 있다 �. 뇌의 청

각을 맡고 있는 부분이나 시각을 맡고 있는 부분이

손상되어도 청각올 느낄 수 있고 시각올 느낄 수

있는 것은 뇌가 옴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흘로그

랩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

다.비 세포 하나가 인체 전체의 정보를 �D�N�A 속에

저장하는 방식도 �H�o�l�o�g�r�a�m 과 같은 저장방식이 된다

이것이 영국의 복제 후 �D�o�l�l�y 와 같이 체세포 하나가

양 전체로 복제가 가능케 해주는 이유이다 �.

각 사상 속에는 음양이 들어있다 음양의 균형은

맞지 않지만 전체에 해당하는 태극이 들어 있는 것

이다�. 사상 속에는 하나를 보고 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사상 개개의 특정이다

�4�) 양자 률리확과 사상의확

�N�e�w�t�o�n 시대의 고전 물리학 관점으로 보면 음양

오행론에 기초한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나 현대의 양

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연 한의학은 아주 과학적

이다 �. 고전물리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의 세계는 아주 잘 셜영할 수 있으나 몇 억 광년이

나 떨어진 별들의 현상과�, 원자 속에서 일어나는 현

상 �, 생명의 현상들을 설명하는데는 맞지 않는다
�I�F�,�)

양자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이

런 현상들올 설명하는데 이 개념들이 역경의 태극 �,

음양�, 사상의 개념과 비슷하다 �.

양자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가장 최소단위를 양자

로 보는데 이 양자들은 빛�, 전자 �, 핵의 기본요소로

서 파동성과 업자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 우주
가 거시적으로는 양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음에 해

당하는 물질 �,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물질

을 이루는 최소단위인 양자도 양에 해당하는 파동

성과 음에 해당하는 입자성의 양면적인 성질을 가

지고 있다 �.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가 �2로 분화하고 �4로 �,

�8�, �1�6�, �3�2�, �6�4�.�.�. 로 분화하여 그 하나가 �D�N�A에 인체

전체의 정보를 가진 수많은 세포가 되고 그 세포들

이 모인 것이 인체가 된다 �. 마찬가지로 파동성과

입자성의 세력 편차에 의한 성질을 달리하는 양자

들이 모인 것이 우주가 된다 �. 우주도 역경의 분화

방식대로 에너지와 물질의 구분이 없던 무극의 상

태에서 시작되어 �e�n�e�r�g�y 와 물질의 분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태극이 됐다 �. �E�n�e�r�g�y �9�} 물질로 완전히 갈

라져서 음양이 되고 �e�n�e�r�g�y 의 물질화가 많이 일어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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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소양�) 과 덜 일어난 쪽�{태양 �)�, 물질에서 �e�n�e�r�g�y 화

가 많이 일어난 쪽�(소음 �)�, �e�n�e�r�g�y 화가 덜 일어난 쪽

�(태음�)의 사상으로 나뉘어 진다 �.

이렇게 분화를 거듭하여 수없이 많은 양자로 분

화되고 그 양자들이 모여 우주가 된다 �. 그 양자는

역시 음양의 양연성 �(�w�a�v�e�-�p�a�r�t�i�c�l�e �d�u�a�l�i�s�m�) 으로서 인

체의 세포들처럽 전체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

양자 물리학의 기초를 이룬 사랍 중에 아인슈타

인과 닐스 보어는 역경의 음양 �, 사상론과 홉사한

이론을 많이 발표하고 증명하였다 아인슈타인은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에서 물질은 소모되어 �e�n�e�r�g�y

로 변할 수 있고 �e�n�e�r�g�y 는 물질화 될 수 있음을 밝

히면서 �E�=�m�c�2 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다
�1�9�)

이 것은 음양이 相효짧化하는 법칙올 밝힌 것이

다 여기에서는 음양의 체용법칙올 발견할 수 도

있다 �. 겉의 작용이 활발한 것은 속의 에너지를 물

질로서 저장이 그만큼 부실한 물질이고 곁의 작용

이 침체된 �(에너지 소모가 적은 �) 것은 속의 물질로

서 저장이 그만큼 충실한 물질이라는 사실올 끌어

낼 수 있다 �.
사상의학에서는 태양인은 폐대간소이고�, 태음인

은 간대폐소라 하나 태양인은 간의 작용에 해당하

는 목의 발생기능이 크고 태음인은 폐의 작용에 해

당하는 금의 수렴작용이 활발하다
�2�0�)

이 이유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촌중의 �E�=�m�c�2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연 우주

에는 �4가지 험이 있어 그 작용으로 물질을 변화시

키고 운동시킨다 理氣論에서 기가 모이연 형이 되

고 형이 흩어지연 기가 된다끼 우주는 -氣로 되어

있는데 理를 따라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만물이 각

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가 기의 웅직임에 의하여 변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바닷물이 바람 부는 대로

각양각색의 파도를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

다 바닷물이 -氣이고 바랍이 理인데 이 理에 해당

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4 력이다 �4 력에는 거시의

세계에서 주로 작용하는 전자기력과 중력 �, 미시의

세계 �(원자의 세계 �)에서 주로 작용하는 꿇力 과 微

力이 있다 �.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전자기력은 태양에 속하고

구심력이 있는 중력은 태음에 속하고 중성자 와 양

성자를 결합시키는 강력은 소음인에 속하고 핵을

�d�e�c�a�y 시키는 미력은 소양에 속한다 �. 우주에는 사상

의 험이 존재하고 이 사상의 힘의 균형이 깨져서

인체의 유전자에 미칠 때 사상체질이 생겨난다고

할수 있다

우주의 �4 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場 �(�f�i�e�l�d�) 라고

하는데 각 힘은 각기 다른 법칙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인쉬타인은 �4 력 모두에

게 적용되는 법칙인 통일장 이론 �{�U�n�i�f�i�e�d �F�i�e�l�d �T�h�-

�c�o�r�y�) 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 지금도 많은 학자

들이 이 이론을 연구 중인데 결국 시간이 가연 주

역의 이론이 통일장 이론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

각된다 �.
닐스 보어는 원자의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양자

물리학의 기초를 닦았다 �. 우주의 물질올 구성하는

원소들은 특정한 本性이 있다 그 성질에 따라 가

로와 세로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을 모아 놓으연

주기율표가 된다 �. 이 원소들에 번호를 붙여 놓았는

데 사람의 本性에 따라 번호를 붙여 놓은 分數 �(配

分된 數�)와 비슷하다 �. 사랍이 분수에 따라 그의 운

영이 결정되듯이 이 원소들도 분수에 따라 자기의

운영이 결정되어 자기의 위치와 형체가 정해지고

변화되면서 우주를 구성한다 �.
인간을 본성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듯이

원소들도 본성에 따라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장 바깥쪽의 궤도를 도는 전자들 중에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의 숫자가 같은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이

있고 같은 세로 줄에 배열된다 �. 해과 가장 가까운

궤도에는 전자가 둘이 짝을 이루고 있다 �. 그 다음

궤도에는 �4개의 자리에 두개씩 짝을 이루고 있다 �.

그 다음 궤도 부터는 일정한 규칙이 없고 혼란스러

운데 역경의 분화법칙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

인 것 같다 �. 보어의 원자 모델이 전자수가 작은 원

소에는 잘 부합되나 큰 원소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

다는 비난이 있다 �.
�6�4 패는 상패를 가로로 건�곤-감-리-손-감-간-곤의

순서대로 늘어놓고 하패를 이 순서에 의해 세로로

늘어놓으면 마치 주기융표처 럽 된다 �. 가로나 세로

로 같은 줄에 있는 패들은 상패나 하패가 같아서

공통적 성질이 있다 이것은 주기율표에서 가장 바

깥쪽 전자각에 있는 전자들이 짝올 이루지 못한 원

소들은 같은 세로 줄에 있으며 공통적 성질이 있는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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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다 �. 음양 �, 사상적 관점에서 원소의 주기율표

만 제대로 만들연 인간 세포의 화학적 분석으로 체

질을 감별할 수 있고 한약의 화학적 분석이 곧 약

의 음양 분석이 된다 �.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음양 �, 사상론과 부

합되고 과학에 대해 폭 넓게 알연 알수록 역경 책

을 보고 깨닫는 것이 많다�. 라이프니츠가 �1�7�0�3 년

에 쓴
“ �2진법의 해석”이라는 논문에 역의 �6�4 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깅낀
�)

당시의 중국에는 크리스트교의 선교사가 많이

와 있었는데 �, 프랑스인 �J�o�a�c�h�i�m �B�o�u�v�e�t 릎통해 易 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 역경은 그전부터 프랑스어

로 번역되었다 상대성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나 역경의 체계로 된 원자모텔을 발표한 보어도 역

경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 양성자와 음전자가 쩍을

이루어 태극과 같고�, 더 분화하여 전자각들의 전자

배열법칙이 �4상 �. �8패의 분화 볍칙 비슷하게 생긴

원자 모델올 정립한 보어는 그의 귀족작위 의장으

로 태극을 그려 넣었다 .씨

�I�I�I�. 結훌훌

�1�. 주역의 ‘사상’은우주 �, 인체 �, 윤리 동의 독립된 개

체를 전체로 놓고 그 대표되는 특성의 차이에 따

라 �4가지 상으로 나뉘었다 �.
�2�. 주역의 사상은 현대과학의 상대성이론 �, 상보성이

론 �, �D�i�g�i 떼이론 �, �F�r�a�c�t�a�l 이론에 둥에 해당된다 �.
�3 현대과학의 각분야인 물리 �, 화학�, 생물 �, 의학은

각기 다른 분야로서 일관된 연관성올 찾을 수 없

어 보인다 �. 그러나 여기에 주역의 사상을 둥장시

킴으로서 현대과학의 각 분야들의 전체적인 상

호 연관관계를 찾게 됩을 알 수 있다�.
�4 사상의학은 인간의 체질�, 생리 �, 병리 �, 약리 작용

들을 주역의 사상이 갖고있는 �4가지 특성에 따라

서 �4가지 �g�r�o�u�p 으로 구분하였다 �.

�5 사상의 각 특성을 알기 위해서 현대 물리 �, 화학�,
생물 �, 의학의 새로운 사실들올 사상에 따라 �g�r�o�u�p

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현대과학을 사상의학에

도입하는 작업올 용이하게 해주고 사상의학올 이

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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