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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합성(光合成, Photosynthesis) 

- 비운동성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유기물)을 만드는 과정. 화합

물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화학 작용으로 지구상의 생물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학작용의 하나임.

- 에너지의 전환과 저장은 생물의 최소 단위인 세포에서 일어나며, 에너지

는 화합물 형태로 저장됨. 모든 생물은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물을 생체 내

연료로 사용함. 

-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을 광영양

생물(光營養生物, phototroph)이라고 함. 

- 광합성은 세포소기관인 엽록체 빛을 흡수하고 산소를 내어놓게 되는데 엽

록체에는 주요 색소인 엽록소나 기타 보조색소도 있음. 

source : wikipedia



 광합성(光合成, Photosynthesis) 

- 빛에너지는 광의존적반응을 통해 ATP, NADPH 같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됨. 

- 엽록소 a(Chl a)와 같은 색소가 가시광선을 받으면 색소의 전자가 들떠서

화학반응(산화-환원반응)을 일으킴.

-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빛(세기와 파장),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등임. 

source : wikipedia



 광합성(光合成, Photosynthesis) 

- 광합성 과정은 광인산화 반응(광반응, 광의존적 반응)과 암반응(광 비의존

적 반응)으로 구성됨. 이때 포도당을 포함한 6탄당(Hexose sugar)과 전분

(starch)이 만들어지며 주로 포도당이 생성됨. 

6CO2 + 12H2O + 빛 에너지 → C6H12O6 + 6O2 + 6H2O  

- 산화된 엽록소a 분자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전자 공급이 필요하며

이때의 전자 공급원은 물이다. 

2H2O → 2H+ + O2 + 4e-

source : wikipedia



 먹이 사슬(Food chain) 

source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f13h&articleno=189&categoryId=21&regdt=201
40324103626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f13h&articleno=189&categoryId=21&regdt=20140324103626


 먹이 사슬(Food chain) 

• 소화(digestion)

- 소화 또는 삭임은 생물이 섭취 혹은 흡수한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임.

- 음식물을 씹는 작용에 의한 기계적 소화와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

가 있음. 

- 소화는 다세포 레벨, 단세포 레벨, 세포 내 레벨에서 이루어지나 일반적으

로 말하는 소화는 동물에 있어서 다세포 기관인 소화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source : wikipedia



 동화(Anabolism)와 이화(Catabolism) 

• 물질 대사(metabolism)

- 물질대사 과정 중 하나로 생명체가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

는 과정임. 생명체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로 생명활동을 영위

함. 

- 효소가 반응을 촉매하는데, 대사를 통해 생물은 성장하고 번식하며 구조

를 유지하고 환경에 반응한다. 

- 대사는 동화작용(anabolism)과 이화작용(catabolism)의 두 종류로 나뉨.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세포의 구성 성분

을 합성하는 반응이며, 이화작용은 세포 호흡을 통하여 유기 분자를 분해

하고 에너지를 얻는 반응임.   

source : wikipedia



 동화(Anabolism)와 이화(Catabolism) 

• 이화작용

- 분해대사라고도 하며 복잡하고 큰 물질을 분해하여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만드는 반응으로 반응물 속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반응의 하나임. 즉

화학적 자유에너지를 방출하는 산화반응임.  

• 동화작용

- 합성대사라고도 하며 작은 분자로부터 거대 분자를 합성해내는 물질대사

의 과정임. 합성대사는 구조적으로 장기 및 조직을 만들기도 하며 세포의

성장 및 분화를 일으키는 등 복잡한 분자를 화합 합성하는 과정임. 

source : wikipedia



 동화(Anabolism)와 이화(Catabolism) 

• 세포 호흡(Cellular respiration)

- 물질대사 과정 중 하나로 생명체가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

는 과정임. 생명체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로 생명활동을 영위

함. 

- 산소 호흡(aerobic respiration, 유기 호흡)과 기타 산소가 사용되지 않는

무산소 호흡 (anaerobic respiration, 무기 호흡)으로 나뉨. 

- 유기 호흡은 1단계; 해당과정(포도당을 피브루산으로 산화시켜 ATP와

NADH의 형태로 에너지를 얻음) 2단계; TCA회로(피브루산을 산화시켜

ATP, NADH, FADH2의 형태로 에너지를 얻음) 3단계; 산화적 인산화(NADH

와 FADH2를 이용하여 ATP로 바꾸는 단계)

C6H12O6 + 6O2 → 6CO2 + 6H2O + energy

source : wikipedia



 동화(Anabolism)와 이화(Catabolism) 

• TCA 회로(Tricarboxylic acid cycle)

- 시트르산 회로(citric acid cycle), 크렙스 회로(Krebs cycle)라고도 함. 세포

호흡의 중간 과정 중 하나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호흡 기질을 분해해서 얻은 아세틸-CoA를 CO2로 산화시키

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ATP에 일부 저장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NADH + H+, FADH2에 저장하는 일련의 화학 반응임. 

- 생성된 NADH + H+, FADH2는 전자전달계로 전달되어 산화적 인산화로

ATP를 생성하는데 사용됨. 

- TCA회로는 진핵생물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며 원핵생물에

서는 세포질에서 일어남. 

source : wikipedia



 TCA 회로(Tricarboxylic acid cycle) 

source : ZUM 학습백과



 아데노신 삼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 

- ATP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며, 이 결합이 깨지면서 인산기가 떨어

져 아데노신 이인산(ADP)을 만드는 과정은 7.3kcal/mol의 에너지를 방출

하는 발열반응임. 이때 발열반응에 의한 에너지는 특정 물질의 능동적인

수송이나 각종 신진 대사에 쓰이게 됨.

ATP합성 : C6H12O6 + 6O2 + 6H2O → 6CO2 + 12H2O + (30~32ATP) + 열

ADP에 인산기 결합 : ADP + PO4
3- + 7.3 kcal/mol → ATP

ATP 가수분해 : 

ATP + H2O → ADP + Pi ΔG˚ = −30.5 kJ/mol (−7.3 kcal/mol)

ATP + H2O → AMP + PPi ΔG˚ = −45.6 kJ/mol (−10.9 kcal/mol)

source : wikipedia



 ATP(adenosine triphosphate) 

source : wikipedia



 정기신혈진액(精氣神血津液)의 생성

• 『素問. 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과정에 대한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22(1). 2009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

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於味. 陰味出下竅, 陽氣

出上竅. 味厚者爲陰, 薄爲陰之陽. 氣厚者爲陽, 薄爲陽之陰.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 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

氣, 少火生氣. 氣味, 辛甘發散爲陽, 酸苦通泄爲陰. 『素問 陰陽應象大論』



 정기신혈진액(精氣神血津液)의 생성

• 『素問. 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과정에 대한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22(1). 2009

味 形 氣 精 化

少火

: 歸 : 食 : 傷 : 生

(精)神



 정기신(精氣神)의 내단술

• 『東醫寶鑑』의 三丹田에 대한 精氣神 배속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31(2). 2018

- 道敎에서는 煉養을 중시하는데 煉은 精과 氣를 단련하는 것이고 養은 性
과 神을 기르는 것을 말함. 이 가운데 精과 氣를 단련하는 것이 주로 丹田
과 관련되어 있음. 특히 下丹田에서 煉丹하여 神을 이루는 것이 도가 수련
이 기본 개념임. 

- 五斗米道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내려온 《老子想爾注》에서는 양생의 중
요한 방법으로서 結精成神을 중시함. 이때 바로 下丹田에 의식을 집중시
키게 됨. 

- 즉, 《老子想爾注》에서는 《老子》의 “谷神不死, 是謂玄牝.”에 대하여 “結精
爲神, 欲令神不死, 當結精自守.”라고 하였고, “持而滿之, 不若其己, 揣而悅
之, 不可長寶.”에 대해서는 ‘結精成神’과 함께 ‘還精補腦’를 언급함으로써
內丹術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정기신(精氣神)의 내단술

• 『東醫寶鑑』의 三丹田에 대한 精氣神 배속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31(2). 2018

- 역사적으로 보면, 東漢과 三國 시대에 《周易參同契》, 《老子河上公注》 등

이 저작되어 도가의 氣功養生學이 발전하였음. 

- 魏晉南北朝 시대에는 葛洪이 《抱朴子內篇》을 지어서 秦漢 이래 養生修練

術을 체계적으로 융합하였으며, 魏華存은 《黃庭經》을 전하였고 陶弘景은

《養性延命錄》을 저술함. 점차로 符籙呪法의 天師道와 存思守神의 上淸派

가 나뉘어져 후자가 內丹修練을 주도함. 

- 唐末五代에 이르러 築基, 煉精化氣, 煉氣化神, 煉神還虛의 4단계 수련법이

갖추어지고, 宋元 시대에는 性을 神에, 命을 精과 氣에 연결시키면서 內丹

의 南宗, 北宗이 분화 발달하며 이를 결합한 陳致虛의 性命雙修法이 나타

남. 



 정기신(精氣神)의 내단술

• 『東醫寶鑑』의 三丹田에 대한 精氣神 배속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31(2). 2018

- 도가에서는 만물이 眞元一氣에서 시작하여 분화하여 형체를 이루는 것을 順

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만물이 三으로 모아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一로 되돌아

가는 것을 逆이라고 하였음. 예를 들어 《太平經》에서는 혼돈의 元氣에서 精이

생겨나고, 精은 神을 생겨나게 하며, 神은 明을 지니게 된다고 인식함. 

- 元代 陳致虛의 《上陽子金丹大要上藥》에서는 順과 逆을 설명하면서 虛로부터

시작하여 精과 形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順이며, 煉精化氣하고 煉氣合神하여

궁극적으로 虛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逆이고 이것이 곧 金丹을 이루는 것이라

고 함. 

- 이때 金丹을 이루는 逆의 과정을 특히 逆修返源이라 하며, 또한 順逆의 과정이

3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順逆三關이라 하는데, 《性命圭旨》(1615)에서 三關

의 逆修返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함.  



 정기신(精氣神)의 내단술

• 『東醫寶鑑』의 三丹田에 대한 精氣神 배속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31(2). 2018

- 丹田을 몸 안의 金丹을 修練하는 솥[鼎]과 화로[爐]에 비유하는데 이는 外

丹에서 가져온 비유임. 

- 煉精化氣 과정에서 下丹田을 화로로 삼아 泥丸宮에 솥이 걸려있는 양상을

大鼎爐라고 하고, 煉氣化神 과정에서 中丹田에 솥을 걸고 아래의 下丹田

을 화로로 삼는 것을 小鼎爐라고 함. 이때 大鼎爐의 단련을 小周天이라 하

고 小鼎爐의 단련을 大周天이라 함. 

- 이미 이른 시기의 《抱朴子內篇》(葛洪 東晉)에서 三丹田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黃庭經》에서도 “腦神精根字泥丸”이라 하여 上丹田인 泥丸

宮을 언급하고 있음. 元代 萧廷芝의 《金丹大成》에서는 몸 전면의 三丹田

과 背後의 三關을 대비하여 설명하기도 함.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순환 모델

• 식물의 生長收藏

나서(生) 자라고(長), 거두어(收) 들이기(藏)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순환 모델

• 식물의 生長收藏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순환 모델

• 生長收藏의 단계별 상징

푸르름 열정 성숙 퇴색 고요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순환 모델

• 生長收藏(生長殺藏)과 음양 운동

黃帝曰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故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寒極生熱, 熱極生寒. 寒氣生濁, 熱氣生淸. 淸氣在下, 則生飱泄; 濁氣在

上, 則生䐜脹. 此陰陽反作, 病之逆從也.

『素問 陰陽應象大論』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순환 모델

• 삼음삼양의 순환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形의 발달 氣의 생성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순환 모델

• 식물 모델의 동물 적용

-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

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

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飮入於胃, 游溢精氣, 上輸於脾. 脾氣

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光.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五藏陰陽, 

揆道以爲常也. 『素問 經脈別論』



음식(水穀) , 숨

오장

육부

형체(근골피육)

대소변, 땀

경락경락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순환 모델

• 식물 모델의 동물 적용



음식(水穀) 혈(血) 기(氣) 정(精) + 신(神)

소비자 / 생산자?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순환 모델

• 식물 모델의 동물 적용

- 손의 6개 경락 : 수태음(手太陰), 수소음(手少陰), 수궐음(手厥陰), 수양

명(手陽明), 수태양(手太陽), 수소양(手少陽)    

- 발의 6개 경락 : 족태음(足太陰), 족소음(足少陰), 족음(足厥陰), 족양명

(足陽明), 족태양(足太陽), 족소양(足少陽)

- 8개의 기경맥(奇經脈) : 임맥(任脈), 독맥(督脈), 충맥(衝脈), 대맥(帶脈), 

음교맥(陰蹻脈), 양교맥(陽蹻脈), 음유맥(陰維脈), 양유맥(陽維脈)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 정(精), 기(氣), 신(神)의 삼보(三寶)    

- 창조활동과 출산

- 건강과 장수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 공공의 이익 추구

 행복과 건강의 관계

- 의식과 물질의 관계

- 생명활동의 목적

- 고진감래



黃帝內經이 追求하는 理想社會

是以志閑而少欲, 心安而不懼, 形勞而不倦, 氣從以順, 各從其欲, 皆得所願. 故美
其食, 任其服, 樂其俗, 高下不相慕, 其民, 故曰朴. 是以嗜欲不能勞其目, 淫邪不
能惑其心, 愚智賢不肖, 不懼於物, 故合於道. 所以能年皆度百歲, 而動作不衰者, 
以其德全不危也.(素問・上古天眞論)

그러므로 생각을 한가롭게 하여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두려움
을 없애면, 일을 많이 하여도 피로하지 않아서 기(氣)가 저절로 순조롭게 될
것이며, 각자 하고 싶은 데로 해도 모두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맛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완수하며, 풍속
을 즐기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상대방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순박(淳朴)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쾌락과 욕심이 눈을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며, 음탕한 기운이 마
음을 미혹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덕이
있는 사람이나 덕이 없는 사람 모두 외물(外物)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
어 도(道)에 합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가 100세를 넘어서도
동작이 쇠하지 않으니, 그 덕(德)이 온전하여 위태롭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