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惠然 月궤朝얄기자 hycht」r

‘‘ 〈〉 식이 혀에 닿자P}-A}, 혹은 음식 

I그 을 삼71-A}P}자 몸에서 변화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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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면 음식을 삼킨 뒤 소화, 홉 

수되고 성분이 분해돼 온폼에 퍼진 다 

음에 느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를 음식이나 약물oJ 7댄 7J(氣)가 바
로 T리몸에 영향을끼친것으로봅
니다 

칸내꺼l서 물질이나 생각oJ 이동하는 끼들 섣날로보는데어찌보며그 l
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전달치

있을수 있다 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겼는 전달oJ라 기보다 즉각적인 변화고」τ입니다
” 

연구실 3면(面)이 한의학 고서(古書)
록 혐한 곳에서 만난 경희대학교 백유상 교수는 ‘기

’ 

얘기를 꺼냈다 누으 
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없
는 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시작이다. 사
전적 의미의 ‘기

’
는 활동하는 힘, 숨 쉴

때
나오는 기운oJ다. 《두산백굉에 따

르」 중국철학 용어로 우주를 구성하
는 기본 요소이자 물질의 근원, 본질이
라고한다 

백유상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의학어l서는 환X떨 치료할 때 우리 붐 전체
늘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접근한다

탈모나 비만 역시 전체의 밸런스가 깨
싣 깃쓸 원인으로 본다. 현대의학7느

받빡게 다르고, 이 때문에 현대의학

경락에침놀- 증즉각사라져

백교수의얘기다.

‘ “인체가 물리적 시간을 뛰어넘어 반
능하는 것을 단순히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산물이라고만 볼 수 있-g_l} 익?
먹는 것뿐 O따라 한의학에는 갱략:; 
라는 것oJ 있습니다. 경락에 침을 노으
면 통증oJ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없
댄기도 랜, 멀리 떨어진 반대편 즉
상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침 자극의 처
달과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이 많이 뀔
1랬I만, 과학적으로 명확하거l 밝혀
낸섯은아직없습니다

” 

r한의에서는 ‘기끽 작용으로 봅니까-
- 누언가에 의해 즉각 전달되』 져으

딴I 기라고 표현승F는 겁니다 뇨랜l기가 전달된다고 할 때의 전달흘 다 
르게 생각해 보죠. 우리는 시간과 공

늠 똑떨어지지 않는부부 O -、→늘효의학이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온다고 비판한
다. 백 교수의 얘기는 이렇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새변요
유지하려 핸, 동시에 생명을 위협확 
�. 요인을 피하려 합니다 어디까지를
나

’
라고 보고 있을까요? 우리 몸 구석

구석에 신경이 있고, 아픔을 느끼는 통
점이 있으니 손끝이 잘려나가려고 할
때 

큰손끝을 내 몸으로 인식핸 피하
펀 할 f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아
t낙근 것을 인식하기 이전에 동물적
안고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손끝음
내 것으로 인식등댄 있었다고 생각합

白格相
047.서|. 경희대 한의과대학 졸업. 경희대 한의학과 원전학 전공 박사 英 옥스퍼드대학 의료인류하 여 구소 근무. 現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저서; (Af상의학0/ 7씬 한국한의학적 특성에 대 한 고잘} (황제내경과 주역의 음양론 비교) 등‘ 

새로운 때러다임을 여는 사람들(3) 모든 생명체에 그물망 무늬 있다는 한의학자 409



니다. 한의학에서 폼 전체를 네트워크 “현대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을 검게 

로 보고 치료하는 이유입니다. 가령 폼 하는 색소가 있고, 이 색소를 지배하 

의 한 부분이 손상됐을 때 다른 부위 는 호르몬이 있다고 봅니다. 머리가 다 

와 내부 장기에까지 나쁜 결과를 야기 른사람보다 빨리 희어지는 것은 호르 

하는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부분속에전체가있고 
전체에부분이있다 

-한 부분의 손상이 다른 장기로 이어

지는 것을 현대의학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부분이 손상되면 일단 뇌로 손 

상의 자극이 전달됐다가 다시 말초신 

경으로 전달돼 다른부위가손싱된 것 

이라 보 지만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 

았습니다
” 

-몸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침 시술이

가능한거군요. 

“단순히 오른쪽 팔을 치료하기 위해 

왼쪽 팔에 침을 놓는 대칭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또 

전체에 부분이 있다는흘리즘(holisrn·

전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깨가 아 

픈데 팔이나 다리에 어깨의 한 부분이 

있다는겁니다.
” 

-한의에서는 발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하더군요. 

“발 안에, 손바닥에 모든 것이 다 있 

습니다. 우리 폼을 하나의 나로 인식하 

는 의식 자체도 모두 다 나입니다.
” 

-머리카락이 희어지는 것도 몸 전체로

설명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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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의 이상 때문이니, 그 호르몬을 보 

충해서 다시 머리를 검게 만들 수 있 

다 는  겁니다. 하지만 한의에서는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진 것으로 봅니다. 인 

체와 생체 기능을 둘러싼 온도, 습도 

등 조화가 깨진 것이 이유이 기  때문에 

머리가 쉽게 다시 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 

-비만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군요.

“한의에서는 비만의 여러 원인 중의 

하나를 자세로 봅니다 e1르지 못한자 

세가 비만을 불러옹다는 겁니다. 물론 

그바르지 않은자세조차우리몸안 

에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잘못돼 그 

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세 하나만 바로잡아도 비만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칼로리를 

조절해 살을 뺀다고 오래가지 않습니 

다. 인체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 

‘밸런걷라는 말은 참모호하다. 백유 

상 교수는 갱명의 밸런즈를 주관하는 

그무엇이 있다고주장한다. 

“현대의학은 계통적 의학이라 우 

리 폼 전체를 주관하는 뇌를 밸런스 

의 주체로 봅니다. 즉 뇌가 명령을 내 

리면 신체의 각 기관까지 뿌리처럼 뺑 

어가서 인체 곳곳에서 그 명령을 실행 

한다 는 겁니다. 몸의 밸런스가 깨졌 L 

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역시 뇌가합 
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뇌와 같은
컨트롤 타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
라 전체이자 부분인 무엇이 반응한다
고 봅니다. 가령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현대의학에서는 면역세포가
싸운다고 합니다. 한의에서는 면역세
포가 싸우지만, 사실 심장은 심장대
로, 간은 간대로 몸 전체가 반응한다
고봅니다.” 

-한의에서 생각하는 현대의학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뭔가요 

“저는 몸을 둘러싼 ‘무늬
’

라고 표혀
합니다 몸과 의식 쩨를 인식승뜯 ;_
물망 형태의 무늬가 각각에 있다고 봅

늬를 가진 공간 속에서 생성되기도 하
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즉 한 부부의
f늬가 변할 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부분이 즉시 영향을 받기
맨문에 왼쪽 팔에 침을 놓았는데 오는「 무릎이 나았다고 봅니다. 세상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음
론러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무늬, 동
상적으로는 기의 개념에 가까운 무어 

가에
”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기억상실설명못한다 

-인체를 물질로 보지 않고 기의 흐름 
작용 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니다. 붐이라 는 물질은 그 그물망 아

엔 있는 것이고요 우주에서 공간이란
단순하게 물질을 제외한 비어 있논 곳
이 아닙니다. 물질, 에너지, 힘, 빈 과}

등을 포괄승F는 개념입니다 이러한같
죠과 그것。 l 변화등F는 시간이 불균일
5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저는 시공의
무늬

’

라고 가정합니다. 물질은 이런 무

공간뿐 아니라 시간 속에도 어떠한 
패턴의 무늬가 존재합니다 흔히 ‘젊어
서 1년과 나이 틀어서 1년은 다르다보

합니다 시간을 물리적으로만 보며 1년
365일, 하루 24시간입니다. 사람바라
이 시간을보는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
런데 이것을 단순히 개개인의 마음이
다랙l 느끼는 것이라고 보 지 않고, 에



너지의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폼이라 

는 물질을 둘러싼 기운, 혹은 무늬가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다르게 받아들 

인다는 것으로 보면 인간의 많은 생명 

현상이설명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설명됩니까.

‘자람이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시 

간의 길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지 

에 대해 현대의학은 잘 설명하지 못합 

니다.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만으로는 

이 능력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억

상실에 걸렸다가 어느 순간에 과거의

기억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뇌 상태,

설명하지 못하죠. 만일 어떤 환자의

뇌세포가 손상됐는데 뇌세포를 둘러

싼 무늬에 기억이 저장돼 남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무늬가 기억력을

되살려 뇌세포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

습니다. 물론 기억의 형성은 뇌세포를

기반으로 짜인 네트워크이므로 뇌세

포가 죽으면 당연히 망가지지만, 만약

에 뇌세포를 둘러싼 ‘무늬
’

가 이를 기

억하고 있다면 일부만으로도 전체의

기억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는 겁

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이나 DNA로 설

명합니다 게놈 프로젝트도 한창이죠. 

“저는 유전자는 인간이라는 생명체 

의 시간과 공간의 무늬가 스스로의 번 

식과 분화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물 

질을결합시킨 산물이라고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박동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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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을 구성승}는 근육, 신경, 혈관들은 

매우 정교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난자 

와 정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상된 후에 
심장이 처음 만들어져서 휠 당시에는 
매우 단순하지만 여러 발생의 단계를 
거치면서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집 

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가 세 

포의 DNk에 들어 있는 것이.아니라, 
심장이 생성한 이후에 우리 폼 안에 

다른 부분과상호 관계를 하는속에서 
만들어진 무늬라고 봅니다. 이 무늬가 
점점 정교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단 

순히 인간의 DNA 안에 모든 생명현상 

의 원리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 

지 않습니다. 더 지나치게 말하면 인체 

의 물질적 요소와 구조들은 기능올정 
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무늬 

가 만들어놓은 장치들이라 할 수 있습

니다.”

“고등동물의 성장기E배| 긴 O빠는 
높은차원의精과神을 
만들기위함

” 

백유상 교수는 오늘날 세상이 지나 

치게 물질주의, 과학적인 시각에만 

매여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 과학적 교 

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 

히 뜬금없이 보이는 얘기들올 진지환 

표정으로 이어갔다 백 교수는k뺨화 

같은 고등 동물일수록 몸과마옴의 생 

장기간이 긴데 궁극적으로는 높용 

렇설젖짧뿔삼밸)훌홍헐경성좋;i우고, 그다음에 기운을 생성하며 마지 믹으로 정과 신을 정교하게 만든다는것이그의얘기다

며
한의학에서는 이런 시간에 따른 생

6 L화의 과정을 음�론(陰陽論) (') 그 

푸는데 삼음삼양드陰三陽의 6빽 로 설명하고 있다 음의 성질을가진 몸을키워나가는것。 
tT7,.-늘순서대로궐음(廠劇, 소음(少陰), 태음(太劇이라고 ;현했고 양의 단계인 소양(少劇, 양흉(陽明), 태양(太陽에서는 스λ 2 7l'i::!

생성핸 이를 기반으로 정과짚。l 청 교해진다고본다.
찌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이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잉태되고 3∼4세까지는 궐음의 단계입니다· ‘싹꾀 단계뭔할수있는데싹OJ 몇개나잘렀느냐에 따라 향푸 나무가 얼마나 번성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로봅니다. 한의에서 임신하주二 수.ZJ..1=2 i=.J

태교교육을 유난히 강조핸허유} 
이A끼를 중요하게 봐서입니다

새로운 때러다임을 여는 사람들(3) 모든 생명체에 그놀。 며마무늬있다는한의학자 413 



“비 유하자면 우리의 몸은 미리 큰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밑 

그림이 짜임새 있게 그려지고 어느 정 

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림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는 생명의 의도나 목 

적을 다른 쪽으로 틀어야겠다고 판단 

한다고 봅니다. 완전히 새 판짜기가 이 

뤄지는 것인데 계 절로 치면 환절 기라 

고 봅니다. 저는 갱년기 역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갱 

년기 이전에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 했다면, 이후에는 체력 소모보다는 고 

차원적인 정신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방향으로 붐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 

는방향은높은차원의 정과신의 생 

산이니까요.” 

“열이 몸에 붙으면 열병, 
피부에붙으면염증, 
열을잘다스려야장수

” 

시기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시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체를 

둘러싼 시공의 무늬가 진화해 가는 과 

정입니다.
” 

백유상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는 사람의 정신 작용을 혼(塊), 신(神), 

의(意), 백(觸), 지(志)의 다섯 가지로 

설명 한다. 혼과 백은 서로 양과 음의 

성질로 대비된다. 양의 성질을 갖고 있 

는 혼은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고, 음의 성질을 가진 백은 땅으로 돌 

아간다. 혼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마 

음을 통해 형성 한 무늬이 고, 백은 물 

질인 육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늬다. 

백 교수는 “고유한 혼백이 하늘과 땅 

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시공 무늬와 합쳐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말했다. 

백 교수는 우리가 흔히 “제철음식이 

폼에 좋다
”

고 말하는 것 역시 ‘음식의 

기, 물질을 둘러싼 무늬
’

로 풀어 해석 

-결국 정신수양을 위해 몸의 발달이 일 한다.

어난다고보는군요. 

“그렇죠. 폼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양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것이 한의학 

의 관점입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뀐 주체는 소양의 단계에 들어가고, 

40∼50대에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 때 

양명 합니다. 한의에서는 겉으로 볼 때 

는 체력이 딸리고 기운이 딸리는 노년 

의 시절을 태양으로 봅니다. 삶의 지혜, 

높은 차원의 노하우를 정리할수 있는 

414 月刊朝활 2015_03 

“제철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이 

유는그음식 재료에 좋은기운이 있 

어서입니다. 단 순히 식재료의 물질 성 

분만을 놓고 보자면 자연산이나 양식, 

하우스에서 기른 것이나 외국에서 수 

입한 것이나 다를 바카 없습니다. 이론 

적으로 인삼을 세포 배 양 해서 복제하 

면 몇천 개의 인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삼이 자연산과 동일한 효과를 내 

느냐는 원물질을 둘러싼 기운 때문애 

다를것으로봅니다
” 

-만약 딸기의 맛 때문에 먹는 사람에 
게는 자연산이나 하우스 딸기나 똑갈겠
네요. 

이 모순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하느
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유 부」
조절법을 배우는 것이 제대로 사관꿇
법중하나입니다

” 

그렇죠. 맛으로 딸기를 먹는 사람은
아무커나 먹어도 같습니다; 하지만 딸
기에 있는 좋은 기운까지 흡수하겠다
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제철에 난
자연산을 먹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먹 
거리가 중요합니다 안 좋은 음식 재료 
에서 좋은 기운을 바랄수는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채소, 곡물을 볼 때 색 
깔, 모양새, 크기, 윤기, 감촉을 봤습니 
다 단순하게 같은 채소를 고르는 저이
라면 무조건 큰 것을 사면 되지만그
기운을 함께 가져가려고 했던 행위로
보입니다. 모든 물질에 반드시 기운이
있듯이, 채소라는 원재료 역시 생명체

-분노조절이요?
F분노는 상징적으로 또는 실제적 0 

로 열을 0J:7J하는데, 한의학에서는-열
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열유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체온야

떨어지면 양기가 떨어졌다고 안 좋게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생벽
력을 불러일으키는 불이 궤도를 이탈

한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몸에
돋으면 열병이 되고, 피부에 붙으면 염
증oJ 되고, 마음에 붙으변 화병이 되 
늠 겁니다 따라서 열을 잘 다스리는
것이(래 살고 병을 예방%}-는 기본입
니다.

?껴 그‘생명체의 기운과 내 몸의 기
눈이 ττ 반응을 일으킬 만한 컷듬용 
먹어야 건강합니다.

” 

- } 

분노조절의중요성 

백유상교수는 자람oJ 곧 우주
’

라는 
농양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링 

?에 우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톡

돔아왔을 때, 물질oJ 전부인 듯 생각하

늦오늘날의 현실을 개탄한다 탈 물질 

T의 운동이 λ택적 운동으로 번져야
L다는생각도갖고있다 

-마음을 잘 트레이닝 해야 하는군요
제가 말하는 무늬와 결은 마음과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콘 시간과 공 간의 무늬입니다. 우리는 

란에기뿔때웃고슬플때우는정

。
「인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슬플때울지 않는사람은마 
음이나 감정의 왜곡이 있는 상태입니
다. 마음 수행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 
옵니다. 이렇듯 생명체의 시공 무늬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부분과 전체 속 
에서 파악해야 함은 물론, 정신과본칠
컨은로 상통하71 때문에 제대로 된 마
음을잘활용해야합니다.’· 

자람이 태어날 때 가진 무늬는 찌그 
러지고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살면서

새로운 때러다임을 여는 사람들(3) 모든 생명체에 그물망 무늬 인다느 하이하Tl 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