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肺主氣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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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ye is one of the organs in oriental medicine, which has functions of controlling Ki. The Lungs is also a

organ that has a function of respiration, in western medicne. Ki means the air in the first notion. Therefore, the

functions of the Lungs and Pye are no differences. However, Ki doesn`t mean the air only. Respiration in western

medicne has two meanings. One of them is a external respiration, ang the other is a cellular respiration. In that

process, the Lungs supervise oxygen and oxidation of protein, carbohydrate and fat and prduce ATP as energy. Two

of Functions in Ki are Choodong(推動;Tuidong) and Onhoo(溫煦;Wenxu). Choodong means making energy ang Onhoo

means making heat, that indicate a similarity functions of Pye and Lungs from the view of mak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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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의 臟器의 機能을 인식함에 있어서 韓醫學的 方法論은,

물질적 구조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臟器의 기능을 설명하

려는 西洋醫學의 方法論과는 달리, 인체의 生命現狀중 하나인 臟

器의 生命現狀을 유기체적인 기능현상으로 이해1)하려는 ‘藏象

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西洋醫學에서는 臟器의 機能을

파악함에 있어서 物質的 構造에 대한 인식이 그 전제조건이 된

다면, 韓醫學에서는 유기체적인 기능현상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

다도 중요시 된다. 그러나 인체는 유기체적인 기능현상만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 유

기체적 기능현상과 물질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양자의 정확한 이

해를 통해 人體 臟器의 機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韓醫學이 臟象論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臟腑의 意味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素問·五臟別論」에서 臟의 특징을 ‘藏諸神而精氣流通也’
2)

라고 한 것처럼 韓醫學에서는 臟器를 논할 때 精·氣·神을 별도로

하고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氣는 「東醫寶鑑·氣」에 ‘氣

爲精神之根蒂’
3)
라 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東醫

寶鑑·血」에서 “盖氣者血之帥也 氣行則血行 氣止則血止 氣溫則

血滑 氣寒則血澁”3)이라고 하고 “血爲氣配”3)라 하여 氣血의 관계

에서도 氣를 더 강조하였다. 이러한 氣는 臟腑 중에서 肺와 밀접

한 關聯을 가지고 있다. 가령「素問·五臟生成篇」에는 “諸氣者

皆屬於肺”2), 「素問·六節藏象論」에는 “肺者 氣之本”2), 「靈樞·

本神篇」에는 “肺藏氣”
4)
라 하여 氣와 肺의 관계를 설명하였는

데, 이들은 후대에 들어와 “肺主氣”라는 개념이 생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肺主氣”에 대한 歷代 의가들의 說明을 살펴보면, 『內經』

에서는 王氷이 註釋으로 “肺藏氣”5)라고 하고, 李仲梓는 “肺統氣

氣之本也”6)라고 하여, 肺와 氣의 관련성을 밝혔다. 高世栻은 “肺

者 藏之盖 受朝百脈 故爲氣之本 肺生氣而藏魄 故爲魄之處也”
7)
라

하여 肺가 氣를 생성하는 곳임은 설명하였다. 張景岳은 “出於肺

循咽喉 故呼則出 吸則入 此諸氣之皆屬於肺”9)라 하여 呼吸을 통

하여 氣가 생성되는 것으로써 “肺主氣”를 설명하였고, 張志聰은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漑 是謂氣 五穀入胃

淫精於脈 肺居上焦 朝百脈而輸精於皮毛 故主周身之氣也”4)라 하

여, 肺臟은 인체 내로 받아들인 五穀을 호흡과정을 거쳐 精微로

운 물질로 전화시키고 이를 다시 全身으로 輸送하는 기능을 가

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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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肺와 氣의 연관성을 대략적

으로 밝히고만 있지, 정확하고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肺主

氣”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본 논

문은 서양의학적 관점을 이용해 肺臟器의 機能을 살펴보고, 이를

가지고 韓醫學에서 말하는 “肺主氣”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론

肺는 西洋醫學에서 呼吸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臟器인데, 呼

吸이란 크게 外呼吸과 細胞呼吸으로 나누어진다. 外呼吸이란 첫

째, 대기와 폐 사이의 기체교환을 의미하고 둘째, 폐와 혈액 사이

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의미하며 셋째, 혈액에 의한 산소

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을 의미하고 넷째, 혈액과 세포사이의 기체

교환을 의미10)한다. 그리고 細胞呼吸이란 세포 내에서 산소와 유

기분자들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ATP 형태의 에너지

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10)한다. 다시 말해 外呼吸은 體外 酸素를

體內로 수송하기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體內에서 일어나는 細胞

呼吸이 가능하도록 酸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呼吸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최종목표격인 細胞呼吸은 細胞가 에너지를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外呼吸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消化作用을 통해

들어온 영양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韓醫學에서 肺를 설명하는 말인 “肺主氣”는 西洋醫學적으로

보면 일차적으로 肺의 呼吸作用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空氣를

肺의 呼吸作用을 거쳐 체내로 納氣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氣는

단순히 空氣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작용을 가지고 있

는 一身의 氣를 주로 의미하는 바, 肺가 氣를 主한다함은 이러한

성질의 氣를 모두 아우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西洋醫學에서 肺의 呼吸過程에 대한 설

명을 살펴보고 이러한 설명이 韓醫學에서 말하는 “氣”의 개념과

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肺主氣”와는 어

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포가 呼吸을 하기 위하여 우선 체내로 들어온 酸素와 細

胞呼吸의 재료인 3대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소화후 분

해물이 필요하다. 각 영양소의 消化過程을 통한 분해과정을 살펴

보면 첫째,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와 이당류분해효소에 의해 단

당류의 형태로 소화되고 둘째, 단백질은 엔도펩티다아제에 의해

거대 펩티드가 작은 펩티드결합의 형태로 분해되며 엑소펩티다

아제에 의해 작은 펩티드결합이 아미노산의 형태로 소화된다. 셋

째, 지방은 리파아제에 의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소화된다.
11)

이렇게 생성된 단당류(glucose), 아미노산 (amino acid), 지방산

(fatty acid) 등은 細胞呼吸의 과정을 거쳐 대사 에너지를 발생시

키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시킨다. 細胞呼吸의 과정에 의해 방

출되는 에너지는 ATP(adenosine triphosphate) 형태로 축적이

되는데, ATP의 생산은 해당과정과 트리카복실산(tricarboxylic

acid : TCA) 회로라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10)

, 그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단당류의 해당과정을 살펴보면 한 개의 포도당은 효

소에 의한 이화과정을 거쳐 일정량의 에너지를 내며 두 개의 피

루브산(pyruvic acid)으로 나뉜다. 해당과정에서 일부분에서는

에너지(ATP)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에너지

(ATP)를 더 많이 생산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에너지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Fig. 1. Glycolysis. ADP : adenosine diphosphate ATP : adenosine triphosphate
/ Pi : 인산기 NAD+ :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인데, 해당과정 중 두 간계는 ATP를 요구하지만 다른 단계에서

는 4개의 ATP와 2개의 NADH를 생성한다. 따라서 해당과정의

순수한 에너지 생산은 포도당 한 분자당 2개씩의 ATP와 NADH

라고 할 수 있다.10)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피루브산의 다음 단

계이다. 피루브산은 여러 대사의 갈래 점이다. 세포의 조건과 필

요에 따라 피루부산은 두 개의 경로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이동한

다. 이때 피루브산에 있어서 산소의 존재 유무가 다음 단계로 이

동하는 관건이 된다, 가령 세포가 적절한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피루브산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되어 TCA회로를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젖산[락테이트(lactate)-젖산의 음이온형]로 전환

된다. 이 때는 NADH를 다시 NAD+로 전환시켜 젖산을 만드므

로, 하나의 포도당이 두 개의 ATP만 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10)

단당류는 피루브산 생성을 거쳐 산소를 획득하게 되면 TCA회로

로 들어가게 된다. 즉, 세포내 적절한 산소가 있는 경우 피루브산

은 1차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질내로 들어와 NADH와 이산화

탄소를 만들어내고 아세틸 CoA(acetyl coenzyme A)로 전환되

며, 아세틸 CoA는 다시 두 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아실 단위체를

TCA회로로 옮겨준다.11) 이후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Fig. 2. TCA Cycle. FAD : flavin adenine dinucleo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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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 반응에서 만들어진 세

개의 NADH와 하나의 FADH2는 고 에너지 전자를 방출10)한다.

즉,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ATP 생산의 최종 단계는

NADH와 FADH2의 전자에서 ATP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인

것이다.

둘째로, 단백질 대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백질 대사의

첫 단계는 단백질이 폴리펩티드를 거져 펩티다아제에 의하여 아

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ATP 합성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아

미노산은 세포 내부의 단백질에서부터가 아니라 새로 섭취하는

단백질 중 과잉으로 남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아미노산은 해당과

정이나 TCA회로의 중간생성물로 변환이 되어야 ATP 합성에 사

용되게 되는데 이 변환과정중 첫 단계가 탈아민반응이다. 탈아민

반응을 거친 아미노산은 유기산과 암모니아로 나뉘게 되고, 여기

서 얻어진 유기산들은 피루브산, 아세틸 CoA, 그리고 TCA회로

에 있는 7가지 생성물[구연산(citric acid), 이소시트르산(isocitric

acid), α-케토글루타르 산(α-ketoglutaric acis), 숙시닐

CoA(succinylcholine), 숙신산(succinic acid), 푸마르산(fumaric

acid), 말산(malic acid), 옥살로아세트산(oxaloacetric acid)]이 된

다. 결국 아미노산들은 유기성 대사과정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앞의 서술된 방법으로 ATP를 생성하게 된다.10)

셋째로, 글리세롤은 해당과정의 중간단계로 들어가 포도당과

같은 과정(Fig. 1 참조)을 통해 분해된다. 지방산은 세포질액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수송된 후, 여러개의 탄소로 구성된 지방산을 산

소를 이용하여 탄소 두 개의 구조물인 아세틸 CoA로 변환시키는

베타산화를 거쳐 TCA회로로 들어가 ATP를 생성한다.10)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영양소는, 소화분해와

해당과정 그리고 TCA 회로를 거치는 동안 ATP의 형식으로 에

너지를 만들어 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당과정중에서 피루브

산이 TCA 회로내로 유입되는 조건이나 지방산이 TCA 회로로

유입되는 단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호흡에 해당되는 세포호흡

에 있어서 세포내 산소의 존재여부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핵

심역할을 하고 있다.

고 찰

西洋醫學의 肺는 外呼吸을 통하여 酸素를 받아들이고, 소화

기에서 받아들인 3대 영양소를 酸素를 이용하여 인체가 필요한

에너지는 생산한다. 韓醫學의 肺가 主하고 있는 氣를 經絡學的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 推動作用 둘째, 溫煦作用 셋째, 防禦作

用 넷째, 氣化作用 다섯째, 固攝作用으로 나눌 수 있다.12) 이 중

에서 推動作用이란 人體生長發育, 臟腑生理, 循環, 津液運輸와

散布 등 모든 人體 生命에 필요한 代謝活動을 의미한다. 즉, 인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西洋醫學에서

ATP생성 과정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또 溫煦作用이란 에너지를

생산하여 인체의 正常的인 體溫을 維持시켜주는 作用을 말하는

데, 이 또한 ATP생산과정에서의 熱發生과 다르지 않다. 즉 氣란

作用面에서보면 에너지생산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다. 韓醫學에

서 肺主氣란 肺主呼吸之氣와 肺主一身之氣를 뜻
13),14)

한다. 우선

肺主呼吸之氣란 肺主氣에서 氣를 대기 환경의 空氣로 인식하는

것으로 西洋醫學에서 肺의 外呼吸 그리고 韓醫學에서의 肺司呼

吸을 의미한다. 그리고 肺主一身之氣란 體內의 精微로운 營養物

質이 肺의 作用을 통하여 全身에 散布되는 것13)을 말한다. 즉

「靈樞·營衛生會」의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4)

과 張志聰이 말한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

漑 是謂氣 五穀入胃 淫精於脈 肺居上焦 朝百脈而輸精於皮毛 故

主周身之氣也”
4)
같이 肺臟의 작용을 통하여 체내로 들어온 肺司

呼吸의 空氣와 中焦의 消化作用을 통해 飮食物[五穀味]의 영양분

을 체내로 받아들이고 이를 에너지화하여 전신으로 보내는데 肺

가 주된 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론

본 論文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西洋醫學的으로 肺는 呼吸의 기관으로서 일차적으로는 氣體

呼吸의 臟器이으로 인체 내로 산소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細胞

呼吸의 過程을 가능케 하는 臟器이다. 西洋醫學的 肺는 體內로

들어온 酸素를 통해, 3대 營養物質의 酸化科程을 거쳐 ATP의

Energy를 생산해 내는 科程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韓醫學에

서 氣의 作用은 西洋醫學에서의 에너지 생산과정과 유사하다. 韓

醫學에서 肺는 “肺主氣”로 설명되는데, 肺는 “肺司呼吸”으로써

呼吸을 주관하는 臟이면서 동시에 “肺主一身之氣”로써 宣發과

肅降 作用을 통하여 中焦로부터 받아들인 水穀의 精微를 氣의

형식으로 전신에 散布함을 주관하는 臟이다. 西洋醫學의 外呼吸

은 韓醫學에서 肺主氣의 한 개념인 肺司呼吸에 해당되고, 飮食物

의 산화과정으로 생성되는 細胞呼吸은 肺主氣의 또 다른 개념인

肺主一身之氣에 해당된다. 藏象論으로 설명되는 肺臟과 肺臟의

機能에 대한 韓醫學的 認識은 西洋醫學的 認識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이 西洋醫學的 認識처럼 분자단위

의 물질 이동이나 확산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西洋醫學的 觀點을 이용해

肺臟과 肺臟의 機能을 살펴보고 韓醫學的 認識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바, 韓醫學에서 肺에 대한 설명이 이미 肺臟의 물질적 구

조를 바탕으로 하여 인식되어진 폐의 작용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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