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4권 4호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4(4):571∼579, 2010

- 571 -

장기이식에 관한 한의학적 개념 연구

김경신․이수진
1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e Organ Transplantation in the Oriental Medicine

Kyoung-Shin Kim, Soo Jin Lee
1
, Byoung-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1 :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The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treat various incurable diseases. Especially

organ transplantation can give another life to the patients who have organ failure and could not find any other ways

to treat their diseas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immunosuppressive drugs, the rate

and extent of organ transplantation is increasing these days. New medical technologies like organ transplantation

brought on critical issues and these have changed the way of thinking and morals that has been the fundamental rules

in our society. Bioethics is already an important field of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should investigate the problem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life science and should form a view of life in oriental medicine.

Oriental medicine is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based on "Huangdi-Neijing", constructed by the system of Jangfu

and meridian. The traditional therapies of oriental medicine have completed a scientific system on the point of view

that looks on human and nature equally. This process continued to form a new medical theory as the environment was

changed and the new diseases were appeared since "Huangdi-Neijing" and "Shoganron" showed a new scope to

investigate human and diseas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point of view of oriental medicine as the

medical situation was changed. Oriental medicine has a holistic view that considers human as a little cosmos

resonated by a big cosmos and regards the possibility to recover and to regulate the energy in our body. This theory

is a basic idea of oriental philosophy. Oriental medicine focuses on the balance of yin and yang of the body and tries

to harmonize the imbalance of yin and yang caused by the life style and environment. This can solve many problems

that cannot be settled by modern medicine and this can accomplish the new paradigm of oriental medicine that is

needed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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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기이식’은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치료되기 힘든 각 장기의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기를 뇌사자나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이식은 1950

년대 이후 발전되기 시작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말기 장기부

전 환자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1)2).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기이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뇌사자 장기이식을 포함하여 장기이식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대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장기이식, 줄기세포, 복제인간

등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 윤리적 문제

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윤리학이나 생명과학,

종교계 또는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상과 견해를 통해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결론에 도달

하지 않고 있다. 한의학은 오랜 전통을 통해 그 근원적 철학과

사상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한의학은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현대

생명공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에 대해 수동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

장기이식 등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방관 또는 묵인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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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나타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은 哲學에 근본한 生命科學

으로서 이와 같은 철학적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며, 한의

학 생명관에 비추어 장기이식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의학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며 원리는 인체를

소우주로 비유하여 生理를 단순한 기계적 순환으로 보지 않고

전체가 동시에 활동·순환하는 全一思想으로 보는 것이며 또 하

나는 음양오행 사상으로 이들이 한의학적 생명관이라 할 수 있

다. 음양오행에 근거한 장부와 생명력의 관계를 한의학의 생명관

과 오장 개념을 중심으로 장기이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

한 한의학적 견해를 밝히며, 이에 장기이식의 한의학적 견해를

통해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생명관에 근거하여 장기이식 이후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본 론

1. 장기이식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기이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신장이식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1988년에는 간이식, 1992년에는 췌장이식과 심장이식 등에 성공

하여 다른 치료방법이 없던 각 장기의 말기부전 환자들에게 희

망을 안겨주고 있다3).

장기이식은 시술 이후 일정기간의 회복기간을 거치면 이식

장기의 기능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수혜자들은 이식장

기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식 거부반응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외래진료와 함께 평생 동안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여야

한다. 거부반응과 감염 이외 다양한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

하여 여러 가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흔하며, 동시에 식사

나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는 감염과 고혈압, 고혈당, 악성종양,

골다공증, 여드름, 염증, 부종, 감정의 불안정 등 매우 다양한 부

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다4)5). 이로 인해 또 다른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심

리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는 등6)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고형 장기의 경우 국내의 이

식대기자 대비 이식건수는 불과 10% 내외로 이러한 불균형은 점

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Fig. 1).

장기이식은 수술 및 면역억제제 등의 현대 의료 기술로 인

1) 김상준.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및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39(1):6-11,

1996.

2) 김용순 편저. 장기이식-원리와 실제. 서울, 현문사, pp 3-17, 1998.

3) 김수태, 하종원, 안세현. 신이식에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한 분석-20년간의 개인적 경험. 대한외과학회지 39: 103-120, 1990.

4) Bush W. Overview of transplantation immunology and the pharmacotherapy

of adult solid organ transplant recipients: focus on

immunosuppression. AACN Clinl 10: 253-269, 1999.

5) 김금순, 강지연, 하희선, 노명희, 박금화, 홍정자. 장기이식 후 면역

억제제 사용에 따른 증상 경험. 대한이식학회지 16: 100-118, 2002.

6) Rodgers J. Life on the cutting edge. Psychol 18: 58-67, 1984.

해 비약적 발전하고 있으며 장기이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이식은 장기 수급자를 물론 공급자에게도 수많은 정신적 육

체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장기이식 수여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학적 관점이 제시되지 않아

한의학적 접근이 아직까지 미미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더 이

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이식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관리 등의 한의학적 관점 제시가 절실하다.

Fig. 1. Shortage of organ donor in Korea(Data from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2008).7)

인체에 이식되는 장기는 종류에 따라 자가이식, 동종이식,

이종이식, 인공장기이식의 네 가지로 분류 정리된다. 自家移植

(autotransplantation)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적출하여 특정한 다

른 장소에 이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피부이식, 골편이

식 등이 있다. 자가이식은 면역거부반응 등의 문제점이 없고 자

신의 신체 일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부담

이 적다. 그러나 심장, 간, 콩팥과 같은 장기(organ)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조직(tissue) 혹은 세포(cell)을 대상으로 한

다는 한계를 가진다. 同種移植(allotransplantation 혹은

homotransplantation)은 같은 種(species) 사이에 장기를 적출하

여 이식하는 것으로, 타인의 심장, 콩팥, 간 등을 이식하는 것이

다. 同種移植은 현시대의 표준적인 장기이식 기법이다. 이러한

치료는 장기가 망가져서 더 이상의 약물이나 수술이 불가능하고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선택된다. 그 결과는 가

히 획기적이며, 여명을 5-10년 이상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된다. 異種移植(xenotransplantation 혹은

heterotransplantation)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장기 이식으로 대

표적으로 형질변형돼지 심장의 인체 이식 등이 있다. 이러한 이

종이식은 생체장기를 대량 확보할 수 있으면서 제공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면

역방어체계 문제와 이종개체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의 가

능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人工臟器移植(artificial organ

implantation)은 금속, 탄소화합물, 화학물질 등으로 인체장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식 인공장기(mechanical artificial

organs)를 만들어 이식하는 것으로 기계식 인공장기 뿐 아니라

생체 인공장기(bioartificial organs)가 소개되고 있다. 또한, 줄기

7) 박정규, 김정식, 신준섭, 김용희, 김상준. 이종장기이식의 현황과 전

망. Korean Soc Transplant 23: 203-2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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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분화, 생체조직공학을 이용한 조직 재생법 등의 연구가 전

임상 및 임상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8).

이와 같이 장기이식의 종류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 중

‘동종이식’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식으로 사회 윤리적 요

구 및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기이식에 해당된다. 또한 이종이

식의 출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윤리 및 도덕적 문제와 생

명에 대한 추가적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2. 韓醫學에서 바라본 장기이식

장기이식에 대한 한의학적 견해를 위해서는 한의학이 갖는

장부에 대한 독특한 사상적 바탕이 되는 한의학 생명관을 통하

여 장기이식에 대한 한의학적 견해를 밝혀야 한다. 한의학의 생

명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사람은 天地의 萬物을 받아

生한다’와 ‘形과 神은 분리될 수 없다’로 특징 지워진다. 이를 근

거로 질병을 알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9). 본 장에

서는 한의학 생명관을 통하여 생명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인

체의 形神 문제를 통해 장기이식이 한의학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한의학의 認識體系

한의학의 인식체계는 동양철학에 근간하는데, 우주만물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人間과 자연(四季物候)이

陰陽의 本質과 相生․相剋의 五行的 속성에 따른 變化論에 따라

상호영향을 주면서 음양조화를 추구하며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동양의학은 궁극적으로 陰陽調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經絡 체계를 이용한 經絡療法, 攝生法, 五臟

六腑의 기능과 自然循環의 辨證적 순응법(五運六氣論), 지역적

특성에 따른 養生法, 호흡을 통한 天氣의 축적 등을 포함한다10).

이와 같은 운행을 古代 동양인들은 하늘과 땅, 인간과 만물 등에

관한 주제를 탐구하면서 그것을 고도의 질서를 갖춘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氣와 그 사이의 질서를 陰陽과 五行의 순환과

調和,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더욱 확대되어 人間의

精神과 倫理, 道德까지도 이해했다. 이런 내용은 기원전 저작인

『管子』와 『淮南子』등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몸과 병, 의학에 관해 전문적 논의를 펼친 것은 『黃帝內經』으

로서 몸과 병, 의학을 둘러싼 모든 현상에 대해 超自然적인 해석

을 거부했으며 대신에 철저하게 氣, 氣血, 陰陽, 五行 등의 개념

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체계화했다11).

한의학의 음양사상에서는 陰이 盛하면 陽이 衰하게 되고(陰

實陽虛), 陽이 盛하면 陰이 衰(陽實陰虛)하게 되어 부조화가 나타

나기 때문에, 음양이 조화된 상태(陰陽調和)를 가장 이상적인 경

우로 본다. 음양사상의 본질은 相對와 統一의 협조관계로 인체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즉 陰陽이 평형을 이루면 정신이 다

스려지고(陰平陽秘, 精神乃治), 음양의 평형관계가 파괴되면 정

기(精氣)가 끊어진다(陰陽離決, 精氣乃絶)12)고 하여, 상대적 對立

8) 박정규, 김정식, 신준섭, 김용희, 김상준. 이종장기이식의 현황과 전

망. Korean Soc Transplant 23: 203-213, 2009.

9) 나창수 외.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pp 19-23, 2003.

10) 강효신. 동양의학 개론. 서울, 고문사, p 7, 1989.

11) 가노우 요시미츠. 몸으로 본 중국사상. 서울, 소나무, pp 148-154, 2007.

과 統一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활동에 이상이 생겨 질병이 발생

된다고 본다. 여기서 음양의 대립관계는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

적이며, 변증법(辨證法)적으로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다룬다. 음

양의 변증적(辨證的) 상대성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素

問․陰陽應象大論』13)의 “陰 중에 陽이 있고, 陽 중에 陰이 있

다”는 전체성․통합성을 포함하고 있는 음양의 역동성을 말해주

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의 음양 역동성은 장부의 균형을 중시하

여 음양평형을 이루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데, 그 중요성은

五臟에 있다.

2) 한의학의 생명관

한의학의 생명관은 동양사상의 생명관과 어느 정도 상호 동

일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氣一元論, 陰陽五行論,

天人相應說 등이 이에 해당한다. 『周易』과 『中庸』에서는 천

지만물의 존재 전체를 기계적인 비생명체가 아닌 생명을 끊임없

이 창생 양육해 가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14). 하늘과 땅은 만물을 생육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작용하거

나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 상의적 감응 원

리에 따라 끊임없이 만물을 창생 양육해 간다15).

세계의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陰陽이며 그 관계는 待對

와 迭運이라는 待對性이다. 음양은 상반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相反이라는 관계성 자체가 교감과 조화의 계기가 됨으로써 운행

의 원동력이 마련되며, 균형있게 정립된 음양의 교감에 의해 만

물이 化生한다16).

『周易』에서는 “一陰一陽을 일러 道라 한다. 이것을 계승

하는 것이 善이며,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性이다17).” 라고 한다.

우주자연의 변화는 ‘생명을 낳고 기름(生育)’을 그 본질(道)로 한

다면, 이러한 우주자연의 생명성을 계승하여 행위하는 것이 바로

善이며, 우주자연의 존재원리이자 도덕법칙인 天道가 내재된 것

이 바로 인간의 본성(性)이다18). 善은 자연의 생명성을 계승하여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擇善而固執하는 誠之19)는 유기체적 세

계가 생명을 부단히 생성하듯이 인간도 자신의 생명 본질의 발

현을 통해 자신과 자연만물의 생명을 온전하게 창출 양육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0).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 본질은 자신과 포함한 자연만물과의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만

물과 일체화된 존재인 이상 인간의 생명 본질 실현 과정은 곧

자신의 전체로서 유기체적 세계의 생명 전개 과정일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유기체적 생명관은 대상을 인체로 하는 한의학에서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p 16-17,

1985.

13) 洪元植. 上揭書(素問), p 23.

14) 『周易․繫辭傳』1장 “天地之大德曰生”, 5장 “生生之謂易”, 『중용』

22장 “天地之化育”, 17장 “天地生物”, 1장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15) 『周易․泰卦』“天地交而萬物通也”, 『周易․咸卦』“天地感而萬物化生”

16) 이상익. 유가 사회철학 연구. 서울, 심산, pp 50-51, 2001.

17) 『周易․繫辭傳』“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18) 최영진. 유교사상의 본질과 현재성. 유교문화연구소, pp 117-135, 2002.

19) 『中庸』20장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20) 『中庸』22장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

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參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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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생명의 전일성을 중시하는 관점에 의해

전일생명체로 규정된다. 전일생명체란 인체를 인체의 모든 부분

들이 전체로서 하나의 생명아래 종속되어 통일을 이루고 있으

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생명’이란 이러한 전일생명체로서 나타내는 특성이다21). ‘全一’

개념은 우주에 대해서는 모든 변화를 낳는 일원적 본체를 표현

하는 개념이 되지만 작게는 하나의 개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한의학에서는 인체 또한 하나의 전일로 인식한다. 중의학에

서는 이런 관점을 ‘整體觀’으로 표현하는데 整體는 통일성, 완전

성, 관계성을 의미하며 정체관이란 사물의 관찰에 있어 사물자체

의 통일성, 완전성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중의학

에서의 정체관은 인체에 대한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되는

데, 첫째 인체는 그 자체로서 인체 각 臟腑器官 氣血津液이 통일

성을 갖는 하나의 정체라는 것이고, 둘째 인간과 외계환경은 전

체로서 통일성을 갖는 하나의 정체라는 것이다22).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있어 전체가 중심이 되고, 부분은 전체와의 유기적인 관

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인체를 구성하는 장부, 기관, 조직,

기혈, 진액, 경락 등 각 부분은 전체 생명의 생존을 위해 유기적

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통일되어 있다23). 인체의 부분과 전체는

유기적인 統一體로서 국부의 병변은 반드시 전신의 기혈과 음양

에 영향을 미쳐서 각 장부 사이 생리기능의 평형 협조에까지 영

향을 미치게 된다24).

韓醫學은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陰陽과 五行의 범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음양오행은 인체의 변화와 균형을 야기

하는 매개변수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황제내경』 이

후 한의학은 五行을 五臟六腑에 대응시켜 왔다. 오장육부는 해부

학적 개념에 기초하기 보다는 기능적 개념이 보다 강조된 개념

이다. 다시 말해서, 몸의 구성요소를 형태적·물질적 요소로 분할

하지 않는 대신 기능적 표상을 중시하였다. 이로 인해 구체(具體)

와 추상(抽象)의 구별이 매우 모호하게 되었다. 『東醫寶鑑』에

서 제시한 精․氣․神은 본질적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한 것인데,

구체적 물질이기도 하고 추상적 표상이기도 하다.

3) 한의학에 있어서 ‘形과 神'의 관계

形神은 인간 생명활동의 기초로서 ‘形’은 형체인 몸, ‘神’은

비형체인 정신활동을 의미하여 이들은 서로 의존하여 나누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장부를 神臟 혹은 形臟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五志가 감추어지는 것은 ‘神臟’이고 五精이 저장되는 것은 ‘形

臟’이다. ‘神臟’은 『素問․宣明五氣論』에서 말하길 “心藏神, 肺

藏魄, 脾藏意, 肝藏魂, 腎藏志, 是謂五臟所藏”이라고 하여 五臟에

감추어진 ‘神’의 생리활동이고 ‘精明之府’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五臟은 魂, 神, 意, 魄, 志의 정신활동을 하고 怒, 喜, 思,

悲(憂), 恐(驚)의 五志 혹은 七情으로 표현된다. 形臟25)은 『素

21) 김완희. 한의학에서의 생명관과 그 의의. 대한동의생리학회지 12(2):

11-17, 1987.

22) 何裕民 主編. 中醫學 導論. 상해, 상해중의학원출판사, 1987.

23)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개정판 동의생리학. 집문당, 서울, pp

15-16, 2008.

24) 나창수 외.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p 28, 2003.

25) 이 부분은 중의기초이론에 근거한 것이며, 『內經』에는 “形藏四”라는

問․陰陽應象大論』에서 “心生血, 肺生皮毛, 脾生肉, 肝生筋, 神

生骨髓”라 하여 五臟에서 생성되는 ‘形’의 생리활동이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氣, 血, 精, 津, 液’ 등을 생산하고 이들은 외부로

‘淚, 汗, 涎, 涕, 唾’의 五液으로 표현된다26). 形神의 조화는 心身

合一의 관점으로 이는 장부의 전일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장

부기능과 생명현상은 불가분의 전일이므로, 정신활동이 없는 형

체와 형체가 없는 정신활동은 모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形臟

과 神臟의 기능 활동은 매우 관계가 밀접하다. 형신의 관계를 성

립시키는 과정에서 ‘氣’가 形神 사이에서 작용한다. 氣는 形神의

조화통일의 조건이 되고, 선후천의 精氣를 만드는 근원이 된다.

이를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形以氣充, 氣耗形病; 神依氣立,

氣合神存”이라 하였다. 形神의 활력은 元氣이고 神에서부터 形

이 나타난다. ‘形’의 병은 대부분 자연의 六淫으로부터 발생하고,

‘神’의 병은 대부분 사회적인 감정의 지나침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들은 서로 밀접하며 상호 轉化하는 경우도 있다. 침법에서 ‘必

先治神’이라 하였는데 形氣가 잘 어울리게 되면 병이 쉽게 낫는

다. 形氣가 안정되면 기혈의 운행이 정상적이고,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며 營衛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질병에 이겨낼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形神이 서로 의존하는 全一觀이다27).

4) 한의학에 있어서 五臟神의 의미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기(오장)의 적출은 생명의 종식

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만큼 인체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장부의 중요성은 한의학 고유의 철학 사상과 연계되어 생리적

기능을 인식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현대에 와서도 장기이식은

부득이한 경우에 시행되며 생명의 유지와 매우 관련이 깊은데,

지금의 장기이식 이용률을 보아도 오장 위주의 이식이 중점적으

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의학의 장부생리는 『黃帝內經』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철학사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체계에 임상경험이 누적되고 이론을

재정립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약물과 침구치료

를 위한 진단 및 치료결과에 대한 판단도 당시의 방법론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체의 생리기능을 유지하는 중심

기관을 해부조직학적 차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오행학설에 근

거하여 간, 심, 비, 폐, 신의 오장으로 핵심기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체의 기관, 예를 들어 소화기관, 감각기관, 사지

골격을 비롯한 해부학적 구조와 심지어 정신 및 감정조차도 오

장의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연결시켜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28).

오행학설에 바탕을 둔 오장중심의 기능인식은 해부학적 구

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능이 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현상을 중심으로 이론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비해

부학적 기능중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9). 五臟神에 대해

언급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六腑 중의 胃, 大腸, 小腸, 膀胱을 ‘形

藏’이라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形臟四 -「六節藏象論,「三部九候論」.

26)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56-57, 1997.

27)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개정판 동의생리학. 집문당, 서울, pp

184-185, 2008.

28)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개정판 동의생리학. 집문당, 서울, p 17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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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에서는 어느 기관이나 이를 하나의 독립된 기능으

로만 보지 않고 항상 他臟腑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체의 한

부분으로 봄으로써 구체적인 인간의 참모습을 파악하려 하기 때

문에 무형의 정신작용을 실질장기인 오장과 관련지어 체계화하

고 있으며, ‘五臟神’이라 부른다30). 즉 오장과 관련된 각각의 神

을 五神이라 하였고 神이 心에서 藏하나 작용면에서 五神으로

나누어져 각각 五臟에 배속시켜 생각하였다. 즉, 神이 각 장부기

능과의 상관성에 따른 별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五神은

모두 心에서 통합되고 주관되기 때문에 「六節藏象論」에서는

生存의 근본이 心이요 神의 변화됨이 心이라 하였으며 또한 神

이 생체에 깃들어 있는 곳이 心이라 하였다.31) 이와 관련하여

『素問․宣明五氣論』에서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

藏志, 是謂五藏所藏"32)라 하였고 『靈樞․本神篇』에서는 "肝藏

血 血舍魂, 脾藏營 營舍意, 心藏脈 脈舍神, 肺藏氣 氣舍魄, 腎藏

精 精舍志"33)라 하여 五臟의 기능과 정신기능을 밝히고 있다.

『靈樞․衛氣篇』에서는 "五臟者 所以藏精神魂魄者也"34) 라

하여 오장은 精神魂魄을 藏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靈樞 ․

經水篇』에서는 "五藏者 合神氣魂魄而藏之"35)라 하여 五臟은 神

氣와 魂魄이 합하여 저장된 것이라고 했다. 또『靈樞․本神篇』

에서 "血脈營氣精神은 五臟에 깃들고 있는 生命의 根本이다"36)

라 하여 오장과 精神 활동에 대해 논하였다.

韓醫學에선 ‘神’이란 모든 精神活動을 지칭하는 槪念으로서

순수한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모든 生命活

動을 主管하고 統制하는 主體가 되는 것이다. 또한 生命力, 또는

생명의 정화로서의 精神을 의미한다.37) 이러한 神은 이치가 微妙

하여 매우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父母의 精에서 由來하여38)

生命體의 始生과 더불어 깃드는데 生後에는 음식섭취 등으로 인

해 物質的 보충이 있어야 끊임없이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정신작용은 生命力의 발현현상이므로 그 근원은

肉體에 기반을 두게 되며 육체의 성장발육과 五臟, 그리고 물질

적인 기초를 이루는 精, 氣, 血, 津液, 營, 衛 등은 각기 精神機能

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39).

『東醫寶鑑』에서는 사람의 몸이 안으로는 五臟六腑, 밖으

로는 筋, 骨, 肌, 肉, 血, 脈, 皮膚로 되어 있지만 그 주체는 精, 氣,

神이라고 했다40). 즉, 인간의 생명현상은 현상적인 면에서 표현

하면 精, 氣, 神으로 관찰되며 이는 인간이 지닌 가장 귀중한 요

29)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p 79,

2008.

30) 尹祥熙. 李相龍. 五神의 起源에 관한 文獻的 考察. 東医神經精神科學

會誌 5(1):33, 1994.

31) 洪元植, 上揭書(素問), p 36. "心者生之本 神之處也“

32) 洪元植, 上揭書(素問), p 92.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 68, 1985.

34) 洪元植, 上揭書(靈樞), p 236.

35) 洪元植, 上揭書(靈樞), p 99.

36) 洪元植, 上揭書(靈樞), p 68. “血. 脈. 營. 氣. 精. 神, 此五臟之所藏也”

37)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 硏究. 서울, 成輔社, p 25, 1983.

38) 張介賓. 類經. 서울, 大星文化社, p 56, 1986. "兩精者 陰陽之精也 搏

交結也 故人之生也 必合陰陽之氣 精父母之精 兩精相搏 形神乃成 所謂

天地合氣 命之曰人也"

39) 金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p 41, 1980.

40) 鞠淳鎬, 東醫寶鑑 中의 精氣神에 관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

學硏究所論文集 6(2):227, 1997.

소라 하여 三寶라고 지칭했다. 또한 이 3요소는 따로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 속에서 氣의 상태로 나타나며

인체의 양면인 精神과 肉體는 二元的인 요소의 결합이 아닌 氣

의 왕래에 의한 一元的 觀點이라고 여겼다41).

精神에 대해 韓醫學에서는 血脈을 主管하는 有形의 心 이외

에 藏神의 機能을 가진 無形의 心이란 槪念을 설정하였고, 心은

君主의 器官으로서 神明이 出顯한다42)고 하였으며『靈樞․邪客

篇』에서는 "心은 五臟六腑의 大主로서 精神之所舍"43)라 하여

精神機能의 器官을 心으로 보았고 세부적으로 말하면 心臟의 神

이라고 할 수 있다.

神이란 인간의 사고 및 모든 생명활동의 현상, 즉 生命을 나

타내는 하나의 추상명사로서 인체의 모든 생명력의 精華이다. 또

한 天地間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原理이며 본체인 陰陽의

변화가 奧妙하여 상대의 제한된 개념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신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체 현상사물의 변화 속에 內

在해 있는 規律 또는 主宰를 의미한다44). 즉 天地萬物은 四時陰

陽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성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드

러나지 않고 결과만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를 주재하는 것이

곧 神이라는 것이다. 神은 원시종교에서 숭배하던 神靈을 지칭하

던 것45)으로 천지자연의 변화를 주재하는 초월적 의미를 갖는다.

『周易․說卦』에서는 "神也者妙 萬物而爲諸也"46)라 하고,

『周易․繫辭上』에서는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乎"47) 라고

하였는데 모두 神을 미묘한 변화의 主體로 보았고 神은 그 實體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神無方而易無體" 라고 하였으며, 神이 하

는 일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陰陽不測謂之神"48) 이라고도 하

였다.

이와 같은 神의 意味는 形體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정신작용을 포함하는 생명활동의 주체이며, 동시에 천지자연의

미묘한 변화로서의 神이다. 즉, 精神活動으로서의 인간의 精神과

인간을 초월하여 천지자연에 존재하는 天神으로 설명될 수 있다.

神은 精神力이고 마음이며 大腦機能과 의식 활동의 主體로서 이

는 일반적 의미의 神이고, 보다 넓은 의미의 神에는 五臟六腑와

氣, 精, 血, 津液 등의 활동형태가 겉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포

괄적인 내용이 포함된다.49) 따라서 神과 肉體는 잠시도 분리할

수 없으며 생명이 있는 한 神이 존재한다. 즉, 神形一體라 하여

肉體와 神은 하나가 되어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영위해 나가며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하게 된다.

41) 鞠淳鎬, 東醫寶鑑 中의 精氣神에 관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

學硏究所論文集 6(2):229, 1997.

42) 李京燮. 心系內科學.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p 1, 1980,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 324, 1985.

44)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p 69, 1993.

45) 張岱年. 中國古典哲學槪念. 範疇論, 中國社會科學 出版社, p 93, 1989.

左傳, 桓公6年 "夫民, 神之主也, 是以聖王先成民后致力於神" 莊公 32

年 "有神降於華 虢公使祝應, 宗區, 史器亨焉"

46) 洪淳泌. 具解備旨原本周易. 京城府, 朝鮮圖書株式會社, 周易 卷24, 大

正 25년.

47) 洪淳泌. 具解備旨原本周易. 京城府, 朝鮮圖書株式會社, 周易 卷23, 大

正 25년.

48) 洪淳泌. 具解備旨原本周易. 京城府, 朝鮮圖書株式會社, 周易 卷22, 大

正 25년.

49) 李東鉉. 健康氣功. 서울, 精神世界社, p 157, 1990.



김경신․이수진․김병수

- 576 -

『素問․移精變氣論』에서 고대 名醫들이 제후들의 질병을

鍼이나 藥을 쓰지 않고 단지 精神療法만으로 治療50)했던 것을

동경한 것에서도 精神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韓醫

學에서는 질병의 발생이나 치료에 있어서 精神의 重要性을 설정

하면서도 실제로는 氣나 血을 다스리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韓醫學에서의 의식은 순환적 論理인 陰陽과 五行의 체계 속

에서의 感情과 情緖들의 영향과 그 관계 속에서 肉體와의 구성으

로 되었으며 이것은 韓醫學에서는 人間의 現象的으로 表現되는

感情이나 意識의 흐름에 대하여 그것들은 陰陽五行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 그들의 서로의 관계들을 設定하려고 노력하였다51).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에서의 오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닌 생명력과 정신활동의 주체로서 그 영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개체로서의 장부로서가 아니라 육체와 정신

의 모체로서 잘 어우러진 상태를 뜻하며 한의학에서는 오장 조

화를 근간으로 정신적 안정과 육체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한의학의 精神構造

『黃帝內經』에서의 魂, 神, 意, 魄, 志의 五神이나 怒, 喜,

思, 憂, 恐의 五志 등이 모두 人神에 포함된다. 이러한 神을 주관

하는 心에 대하여는 비교적 많은 기록이 있으며 精神 구성 요소

로서의 心은 환경과 사물에 관한 인식의 주체이고 현상적인 精

神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韓醫學에서 心이란 생명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과 아울러

정신활동의 주체가 되는 臟器이다. 즉 정서적 발현의 주체가 되

는 心이 자극을 感受하여 반응하는 氣로써 五神의 활동을 범주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五神으로 부터 思惟, 意識, 情緖, 感覺活

動 등의 기능을 수반하게 되는 精神心理活動을 총괄하는 것은

心으로『靈樞․大惑論篇』에 心臟은 항상 神氣가 깃들이는 곳이

고 그 心臟이 혼란됨으로써 神氣가 혼란되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52)고 했다. 神의 작용은 五臟 기능의 정신적

인 魂魄意志 및 情緖活動現象으로 나타나는 七情을 총괄하므로

써 생명력을 주관하는 思惟活動의 의미로 나타난다.

心은 生의 根本이요 神의 변화로서 그 華는 面에 있고 실체

는 血脈에 있어서 陽中의 太陽이니 夏氣와 통한다53)고 했다.『靈

樞. 天年篇』에서는 "神은 心臟에 魂은 肝에 魄은 肺에 깃들어서

인간이 완성된다"54) 고 했으며『靈樞. 本神篇』에서는 生이란 현

상이 발현되는데 있어서 그 근본이 되는 생명의 바탕이 精이며

이 精이 작용하게 되면 神을 가진 個體가 생기는데 人體에서 이

50) 洪元植, 上揭書(素問), p 46. "余聞古之治病, 惟其移精變氣, 可祝由而

已, 今世治病, 毒藥治其內, 鍼石治其外, 或愈或不愈, 何也? 往古人居

禽獸之間, 動作以避寒, 陰居以避暑, 內無眷慕之累, 外無伸宦之形, 此

恬憺之世, 邪不能深入也. 故毒藥不能治其內, 鍼石不能治其外, 故可移

精祝由而已, 當今之世不然, 憂患緣其內, 苦形傷其外, 又失四時之從,

逆寒暑之宜, 賊風數至, 虛邪朝夕, 內至五臟骨髓, 外傷空竅肌膚, 所以

小病必甚, 大病必死, 故祝由不能已也"

51) 가노우 요시미츠. 몸으로 본 중국사상. 서울, 소나무, pp 165-298, 2007.

52) 洪元植, 上揭書(靈樞), p 340. "心者, 神之舍也"

53) 洪元植, 上揭書(素問), p 36.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54) 洪元植, 上揭書(靈樞), p 233.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

들을 주관하는 것이 心이라 하였다. 인간 생명활동의 중추가 되

어 모든 생명력을 공급하는 臟腑로 心이 생명활동을 추진시키는

기능과 아울러 정신활동을 발현하여 意識과 思惟活動을 수행하

고 있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하였다55)56).

『素問․八正神明論』에 "何謂神 岐伯曰, 請言神, 神乎神,

耳不聞, 目明心開, 而志先, 慧然獨悟, 口弗能言, 俱視獨見, 適若

昏, 昭然獨明, 若風吹雲, 故曰神"57) 이라고 神의 작용을 말해준

다. 즉 마음 속으로 깨달아 이해하는 것이 神의 작용이다.

心이 정신활동의 중추로 작용하는 과정을 보면 心에는 사물

을 분별하는 작용이 있어 이를 意라고 하는데 意는 하나의 생각

이 생겨나 마음이 향하는 바가 있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며 志는 意가 확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魂은 陽神으

로 神을 따라 왕래하며 후천적인 요인으로 부단한 학습을 통해

발전된 고급의 정신활동을 의미하며 思惟, 認識, 評價, 判斷 등이

포함된다. 魄은 陰神으로 본능적인 정신활동을 가리키며 魄은 精

과 함께 出入한다고 한다.

陰陽(父母)의 兩精이 合하여 하나의 生命이 탄생될 때 이미

精이 깃들게 되므로 神은 精氣가 化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魂은

神에 깃들인 神氣를 보필하는 것이고 魄은 精氣와 같이 있으면

서 精氣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魂魄이란 神과 같이 있는 것이

며 神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는 神이 肉體와 결합하면 먼저 원초적인 魂魄이 발현되고

이를 통해 점차 고도의 意識思惟活動인 意志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즉 魂魄이 외부로부터 반응하면 意志는 思惟하고 판단하

며 神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主宰하게 된다. 즉 意志는 현상적인

주체인 心의 思惟段階로 기억하여 지속되게 하는 구성요소로 보

았으며 정신적 병변을 일으키는 정신구조는 志로 보았다.58)

그러므로 五神에서의 神은 물질과 기능을 바탕으로 일어나

는 모든 생명현상활동의 精華이며 神이 生命의 존재 의미로 간

주되며, 神은 육체적으로는 생명활동을 추진하는 心臟活動이고

정신적으로는 생명을 영위하려는 본능을 의미하며 神의 활동에

의해 感覺과 知覺의 과정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모든 精神活動

이 비롯된다.

心神은 생명의 원동력이며 정신의 주체이고 魂魄과 意志는

생명활동의 과정 중에 드러나는 心神의 외현으로 魂魄은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정신기능이며 意志는 인간의 인식, 사유, 판단, 감

정 등 수준 높은 정신작용을 말한 것으로 五志, 七情을 포괄한다

는 것이다.

『靈樞. 本藏篇』에서 "志意者 所以御精神, 收魂魄, 適寒溫,

和喜怒者也" "志意和則精神專直, 魂魄不散, 悔怒不起, 五臟不受

邪矣"59) 라 하여 志意를 정신활동 및 寒溫, 感情 등을 조절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기르려는 정신적 의미로 보았다. 즉, 意志는 心

神이 意識, 思惟 등의 측면으로 발현되는 精神을 말한 것으로 心

에서 智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55) 金完熙. 新臟腑生理學. 서울, 慶熙大韓醫學科 生理學敎室, p 158, 1978.

56) 尹吉榮. 新生理學 特講. 서울, 東洋醫藥大學, p 3, 1965.

57) 洪元植, 上揭書(素問), p 101.

58) 洪元植, 上揭書(素問), p 95. "形樂志苦, 病生于脈 形樂志樂, 病生于肉 "

59) 洪元植, 上揭書(靈樞),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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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情이 일으키는 현상적 병변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으나

七情이 病變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感情이 志에 의해 유지되

어야 함을 강조한다. 七情의 조화가 깨어져서 志와 더불어 작용

하여 발현하는 病은 직접적으로 思慮를 이상상태가 되게 하고

그 결과로 精神에만 병변이 생기는 경우와 思慮에 나타나지 못

하고 계속 억압되어져 五臟機能에 變造를 유발60)하여 육체적으

로 病變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韓醫學의 精神構造에 대한 설정은 현상적인 정신

의 주체인 心의 보다 구체적인 발현상태인 七情과 五臟機能의

相互關係로 정신자체의 구조로는 총체적인 정신현상인 神과 보

다 본능적이기는 하지만 心에 이르지 않는 요소들인 魂과 魄이

있으며 心에서 야기되어진 思惟는 意志를 통하여 판단력인 智에

이행되어 진다고 보았으며 心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

므로 장부는 形과 神의 합일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오장 중 하나

를 따로 분리된 장기는 정신 활동의 의미는 사라지며, 오히려 이

식환자의 다른 장기와 調和와 合一을 통하여 안정된 신체 및 정

신활동을 통해 생명력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

4. 장기이식의 한의학적 생명윤리

현재 장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불법 장기밀매와 같은 여

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기부족현상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생명공학 기술은 인공장기에 대한 빠른 발전을 보이

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는 아직 멀기 만한 해결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장기 기증의 활

성화로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기 기증자의 증가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장기 기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기증자의 사회 문화적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그 사회가 가지는 생명윤리는 그 나라의

고유한 지적, 문화적 배경과 그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상적

으로 공유된 도덕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61).

특히, 한의학의 정신-육체 관계론은 유교, 불교 등 다양한 문

화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문화는 한의학 뿐 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 속에 혼재해 있고 다양한 양상으로 복합적으로

용해되어 왔다. 특히, 유교문화가 어떤 다른 문화보다도 한의학

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의학 또한 儒·佛·仙의 전통이 혼용되어 몸의 각 부위가 緣

由하는 근원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佛敎의 地·水·火·風으로 설명

하거나 心臟을 군주로 보는 관점에서는 儒敎의 전통을 따르며,

몸을 단련하는 修練法은 道家의 전통을 따른다62).

특히 유교문화가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등의 생명윤리 문

60) 洪元植. 上揭書(素問), pp 23-25. "在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在志爲喜

喜傷心 恐勝喜... 在志爲恐 恐傷腎 思勝恐"

61) 이상목. 한국인의 문화적 관점과 장기이식의 윤리. 윤리교육연구 8:

241-260, 2005.

62) 김경신, 강정수. 한의학의 精神 槪念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논문집 16(2):87-99, 2007.

제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장기이식 문제에 있어서 유가에서는 『孝經』의 “身體髮膚

는 受之父母니 不敢毁傷이 孝之始也요, 立身行道하여, 揚名於後

世하여, 以顯父母가 孝之終也라”를 통해서 유교의 입장은 조상

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인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하는 것

에 대해 부정적이라 말할 수 있다. 儒家의 신체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사후에 자신의 신체가 훼손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훼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장례방

식에서 화장보다 매장을 선호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63). 이

와 같은 주장은 공자의 仁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나아

가는, 즉 서열이 있는 차별애로서 무차별적 사랑이 아니라는 주

장64)으로 유가의 보편적 인류애보다는 가족 중심의 전통윤리로

한정하게 된다. 이것은 가족 중심의 효의 측면으로 전개하여 얻

어진 단순한 속단에 지나지 않는다. 유가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

본적인 仁은 공자의 心性論을 통해 잘 나타내어지고 있다. 공자

의 仁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공자는 자기

의 生命 가운데 이러한 도덕적 초월성으로서의 天命을 인지하고

天命과 자기의 性命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65).

이는 자기의 性이나 心 속에서 타자와 동일성을 갖는 보편

성을 자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 天命이 내재화

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仁이다. 즉, 仁은 결국 개체의 국한성을

초월하여 전체를 지향하는 생명원리로서의 최고의 善 즉, 至善으

로, 仁은 단지 자신의 가족만을 사랑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아니

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타자의 생명을 온전하게 살려나

가는 전체 생명 지향성이다66).

이와 같은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가 철학의 孝에 관한

단편적 해석과 오해로 인해 유가의 근본 사상과는 다른 장기이

식의 거부감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도

‘五臟神’에 대한 종합적이지 못한 해석은 장기이식에 대한 부정

적 견해를 제시할 여지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오장에 神이 있

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일된 하나의 생명을 지칭하는 것이며

조화를 도모하는 것일 뿐 하나의 적출된 장기에 神이 있다고 해

석하기는 어렵다.

고 찰

장기이식 갖는 생명의 의미와 사회 윤리적 의미를 한의학적

견해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의학 생명관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인체의 形神 문제로 풀어 보았다.

한의학적 생명관으로 인식해 보면 장부가 갖는 고유의 생명

유지 기능은 인체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서로의 유기적 관계 속

에서 이루어지므로 독립된 장기는 ‘생명’이기보다는 ‘생명을 이

63) 김세정. 생명공학 시대의 유교와 생명윤리.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동서철학연구 제30호. pp 329-336.

64) 강재언.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서울, 한길사, p 42, 2003.

65) 한국공자학회. 공자사상과 현대(2). 서울, 사사연, pp 106-107, 1990.

상기 서적의 “최영찬. 공사사상에 있어서 인성론의 발단”편의 내용임.

66) 김세정. 생명공학 시대의 유교와 생명윤리.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동서철학연구 제30호. pp 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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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한 객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혜자의 인

체 속에서 다시 자리 잡으면서 전체 생명의 생존을 위해 유기적

으로 다른 각 장부와 생리기능의 조화와 협조를 통하여 인체의

통일성과 완전성 그리고 관계성을 이루게 된다.

한의학에서 形과 神의 개념은 서로 독립된 존재로는 의미가

없으며, 心身合一의 관점을 형신의 관계로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氣’가 작용하여 그 본연적 작용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장기

이식의 관점에서 보면 인체에서 적출된 장기는 타인의 인체 안

에 적용될 때 形으로서 적용될 것이며, 고유한 神과 氣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形과 神은 氣 작용으로서만 그 존재적 가치와 기능

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부가 적출된 후에는 氣와 神이 작

용하지 않으며 이식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氣와 神의 조합이 필

요한 것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오장의 조화는 하나의

인체 내에서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오

장의 치명적 손상이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되었지만, 현대적 상황

에서는 손상된 장부의 적출과 동시에 동종이식하는 행위는 神的

차원이 아닌 形的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살아 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생체 이식의 경우 장

기 수혜자는 물론 공여자에게도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수혜자와 공여자의 한의학적 치료접근이 필요하

다. 특히, 수혜자의 경우 평생 동안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유발된다. 이와 같은 장기이식 후의 문제는

한의학적 조화론을 적용하여 이식 장기와 기존 오장과의 관계를

개선 및 향상시키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장기이식 후 한의학적 치료는 ‘오장신’ 관점을 통하여 神의

통일성을 치료 방향으로 정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장기와 이식

된 장기 사이의 氣血 조화를 목표로 한의학적 치료가 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 제시는 장기이식에 대한 공여

자 및 수혜자에 대한 새로운 한의학적 범주를 통해서 그들의 육

체적 정신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분명 한의학의 새

로운 발전일 것이다. 또한 뇌사자가 기증하는 장기인 뇌사자 이

식(deceased donor transplantation, cadaveric donor

transplantation)에 따른 뇌사의 한의학적 견해를 ‘죽음과 뇌사’에

대한 한의학적 분석과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한의학에서의 오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닌 생명력과 정신활

동의 주체로서 그 영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이 잘 어우러진 상태를 뜻하며 장부의 조화를 神이라는 관

점으로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조화를 통한 건강함을 뜻하는 것

이다. 결론적으로 臟器는 생명활동의 기능과 정신활동의 주체로

서 氣의 작용으로 五神의 활동을 주재하는 것이며, 五神으로 부

터 思惟, 意識, 情緖, 感覺活動 등의 기능을 수반하게 되는 과정

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장부는 形과 神의 합일로 이루어진 전체

이며 心身合一의 관점으로 형신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氣’가 작용한다. 장기이식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오장의 조

화는 하나의 인체 내에서만 이루지기 때문에 장부가 적출된 후

에는 氣와 神이 작용하지 않으며 이식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氣

와 神의 조합이 필요로 한다.

장기이식 환자에게서 새로운 장부는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나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 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한의학 오장

신의 관점으로 보면 각 장부 간의 조화로 통일된 精神으로 화합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氣血의 운행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장기의 기능적 조화와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이식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장기는 각 장부의 독

립적 사고 형태로 설명하거나 잠재적 내포성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장기는 수혜자의 나머지 장기에 영향을

주어 서로 소통되는 관계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식장기는 새로

운 인체 속에서 영향을 받고, 정신 활동의 결과로서 칠정의 표출

을 이루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향후 한의학은 의학의 철학적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의철학

과 의학의 사회적 문제를 철학의 지평으로 분석하고 사회철학과

융합하여 자신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장기이식이

갖는 한의학적 견해를 통해 장기이식의 갖는 생명의 참의미를

되짚고 한의학의 근본사상을 현대 시대와 사회에 융합할 수 있

도록 계승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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