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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氷의 陰陽五行理論의 易學的 활용에

대한 연구

金 南一1)

Research on Wang Bing's Application of

YinYang & Five Phases and I Ching

Kim Nam il

About the YinYang, Wang Bing used the twelve shoshickgue to explain the

rise and decline of the twelve months in 『Essential

Questions·GinYoGyungJongRon』and 『Essential Questions·Mekhae』. And he used

the principal of "when an object goes to extremes it reverses" to explain "shao

fire", "invigorating fire" which shows an example of a good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yinyang in 『the Book of Changes』to 『The Yellow Emperor's Inner

Canon』.

Explanation of the five phases usually follows the explanation of the

『Sangsu·Hongbum』 but when arranging the five live stocks to the five phases,

he refered to the 『SulGueJun』and made annotations.



1. 서론

陰陽五行은 易學思想의 근간이다. 그 중에서 陰陽은 『易傳』2)을 구성하는 이론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2) 『周易』은 『易經』과 『易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易經』이란 卦爻, 卦名, 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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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탕이다. 『繫辭上·五』의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 것을 道라고 한다”3), “陰陽

의 헤아리지 못함을 일러 神이라 한다”4)등은 陰陽의 법칙성을 말하는 것이고, 『繫辭

下·四』의 “陽卦는 陰爻가 많고, 陰卦는 陽爻가 많다.”5)는 음양의 동시성을 말하는 것

이고, 『說卦傳·二』의 “하늘의 道를 세우는 것을 陰과 陽이라 한다.”6)는 음양의 자연

계에서의 위치를 말한 것이다. 이들 내용은 직접 『周易』 원문에 존재하면서 전체

『周易』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陽爻)와 　(陰爻)는 陽과 陰을 각각 부호화

하여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주역자체에 음양적인 요소가 처음부터 존재해 왔다.

陰陽과 『周易』의 많은 연관성이 『周易』 자체내에 존재하는 데에 비하여 五行

은 『周易』 원문에 그 흔적은 보이지만 구체적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說卦傳

十一』에 “乾,⋯, 爲金,⋯, 巽, 爲木, ⋯, 坎, 爲水,⋯, 離, 爲火,⋯ ”라는 기록이 보이

지만, 이로써 五行과의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7) 오행이 역학이론에 구체적으로

유입된 것은 漢代 京房에 의한다.8) 京房의 五行說의 첫째는 五行에 배속되어 있는

五星9)을 八宮卦10)에 배속하는 것(五行配卦說)이고, 둘째는 五行에 八宮卦 및 卦中의

各爻를 배합하는 것이고(五行爻位說), 세째는 八宮卦를 母로 하고 爻位를 子로 하고

相生과 相剋을 따지는 것(五行生剋說)이다.11) 경방의 이와 같은 작업은 한대에 五行

說이 역학사상을 설명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준다.

辭, 爻題, 爻辭로 구성되어 있고, 『易傳』은 十翼이라고도 부르는데 『彖』上下,
『象』上下,『文言』,『繫辭』上下,『說卦』,『雜卦』,『序卦』로 구성되어 있다(張其成
主編, 『易學大辭典』, 華夏出版社, 1992, P 759-760 참조함).

3) “一陰一陽之謂道”.

4) “陰陽不測之謂神”.

5) 陽卦多陰, 陰卦多陽.

6) 立天之道曰陰與陽.

7) 박찬국은 “五行이 『周易』의 先天圖와 같이 본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면, 三陰
三陽은 洛書처럼 분열, 발달하고 있는 현상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3, Vol.7. P75.)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周易』 속에 五行에 관한 이론
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周易』이 현상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므로 본질의 변화에 대한 독립된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8) 張其成 主編, 『易學大辭典』, 華夏出版社, 1992, P 546- 547 “五行”의 조문에서는
京房부터 五行이 易學에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9) 土星鎭, 金星太白, 水星太陰, 水星歲, 火星熒惑.

10) 京房이 주장한 64卦의 배열에 관한 설로써 먼저 乾, 震, 坎, 艮, 坤, 巽, 離, 兌 여
덟개의 卦(이를 “八純”이라 함)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一爻가 변한 것을 一世, 二爻가
변한 것을 二世, 三爻가 변한 것을 三世, 四爻가 변한 것을 四世, 五爻가 변한 것을
五世, 五世卦의 네번째 爻가 本宮의 네번째 爻로 바뀐 것을 游魂卦, 游魂卦의 下卦가
本宮의 下卦로 회복된 것을 歸魂卦하는 식으로 나열하는 것이다(이상 내용은 朱伯崑
著, 『易學哲學史』,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91, P 143-145의 내용을 요약한
것).

11) 朱伯崑, 上揭書, P 153-157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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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이론은 陰陽五行思想이다. 『黃帝內經』에는

漢代까지 형성 발전된 음양오행사상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서적에서는 陰陽

과 五行을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陰陽에 관해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은 天地의 道이고, 萬物의 綱紀이

며, 變化의 父母이며, 낳고 죽임의 본원이고 시원이며, 神明의 府庫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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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으니, 모든 자연

현상의 배후에는 陰陽이 존재한다. 陰陽은 四時와 연관을 가지며 이를 통해 좀더 구

체화되어 현상계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무릇 四時陰陽은

萬物의 근본이다(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그러므로 陰陽四時는, 萬物의 마침

과 시작이고, 死生의 근본이다(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라고 하였으

니, 春夏秋冬 四時는 음양의 변화 추이를 좇아 변화하여 이에 따라 만물은 변화한다.

일년을 기준으로 하면 春夏秋冬이지만 하루를 기준으로 헤아린다면 마찬가지로 하루

를 네등분하여 적용한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 “陰中에 陰이 있고 陽中에 陽이

있으니, 平旦에서 日中까지는 天의 陽으로써 陽中의 陽이고 日中에서 黃昏까지는 天

의 陽으로써 陽中의 陰이고, 合夜에서 雞鳴까지는 天의 陰으로써 陰中의 陰이고 雞鳴

에서 平旦까지는 天의 陰으로써 陰中의 陽이다.”12) 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이다.13) 이

와 같이 음양은 사시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에 의해 그 실체가 확인된다.

五行은 木火土金水를 말한다. 이들은 상호간에 相生, 相剋14)의 관계에 있으며 이

를 통해 인체 생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준다. 이들은 인체 내부 五藏15)과 연계성을

갖고 작용된다.

『黃帝內經』에서는 陰陽과 五行을 상호 연관시켜 설명하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노력하였다. 그렇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四時와 五行의 문제이다.

「金匱眞言論」에서 “이른바 四時의 이김을 얻었다는 것은 春이 長夏를 이기고, 長夏

가 冬을 이기고, 冬이 夏를 이기고, 夏가 秋를 이기고, 秋가 春을 이기는 것이다.”16)

12) 陰中有陰, 陽中有陽. 平旦至日中, 天之陽, 陽中之陽也; 日中至黃昏, 天之陽, 陽中之
陰也; 合夜至雞鳴, 天之陰, 陰中之陰也; 雞鳴至平旦, 天之陰, 陰中之陽也.

13) 여기에서 雞鳴은 丑時(1-3時), 平旦은 寅時(3-5時), 日中은 午時(11-13), 黃昏은 戌
時(19-21時)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는 李戎 編, 『中醫難字字典』, 四川科學技術出版
社, 1990, P 189를 참조함. 合夜에 대해서는 武長春 張登本 主編, 『內經詞典』, 人民
衛生出版社, 1990, P 106에서 “晝夜相交時, 卽黃昏. 相當于酉時”라 하고 있다.

14) 相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相剋: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15) 肝, 心, 脾, 肺, 腎.

16) 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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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四時에 長夏를 더해 넣음으로써 五行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음양과 오행의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등은 陽

이니 陽中의 陽은 心이고, 등은 陽이니 陽中의 陰은 肺이고, 배는 陰이니 陰中의 陰

은 腎이고, 배는 陰이니 陰中의 陽은 肝이고, 배는 陰이니 陰中의 至陰은 脾이다.”17)

(上同)라고 至陰을 첨가해 넣으므로써 음양과 오행은 완벽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

하게 된다. 또한 陰陽은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五行은 내부의 실질로 작용되어

내외적으로 작용된다.18) 그리고 陰陽이 더욱 분화되면 三陰三陽이 된다.

三陰三陽에 관해서 박찬국은 陰陽이 더 분화되어 만물의 변화상을 나타내주고 있

는 것이라고 하였다.19) 三陽은 太陽, 陽明, 少陽을 말하고, 三陰은 太陰, 少陰, 厥陰

을 말한다. 이들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開闔樞이다.20) 太陽은 開인데 開

는 밖으로만 열리는 門을 뜻하니 氣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곳이고, 陽明은 闔인데 闔

은 안으로 들어올때만 열리는 문을 뜻하니 氣를 흡수하는 곳이고, 少陽은 開와 闔 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완충기능을 뜻한다. 三陰經에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이

三陰三陽은 밖으로 드러나는 음양 변화를 관찰한 것이니, 내부에 오행적으로 존재하

는 五藏의 기능을 충분히 감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21)

이와 같이 『黃帝內經』에서는 음양과 오행을 잘 융회관통시켜 하나의 완성된 이

론체계로 되어 있다. 王氷은 많은 곳에서 주역 이론을 적용시켜 이를 해석하고 있다.

王氷22)이 陰陽과 五行에 관한 『黃帝內經』의 이론을 周易 이론과 연관시킨 것을 고

찰해보고자 한다.

17) 故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
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

18) 『傷寒論 三陰三陽에 대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P 76.

19) 박찬국, 『傷寒論 三陰三陽에 대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P 74-83.
이하 三陰三陽 및 陰陽과 五行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이글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임.

20) 『陰陽離合論』에 따르면 三陽經은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
爲樞.”이고, 三陰經은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이다.

21) 박찬국, 上揭書, P 82-83을 요약함.

22) 王氷(AD 710 - 805)은 당나라의 의학자로써 호는 계현자(啓玄子)이다. 그는 일
찌기 太僕令이라는 관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그를 王太僕이라고 부르기도 하
였다. 그는 현주자(玄珠子)를 스승으로 모셨고, 곽자재당(郭子齋堂)에서 “전대 현인인
張公의 秘本을 받아(受得先師張公秘本)”(『素問』 秘本을 지칭함) 이를 참고로 하여
『素問』에 주석을 다는 작업을 하였다(『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의 序에 써 있음)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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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陰陽

王氷은 『素問․上古天眞論』의 “상고시대 사람으로 修養의 道를 아는 사람은 陰

陽을 본받고 術數를 따른다”23)라는 문장에 대해 “무릇 陰陽은 天地의 항상된 道이고,

術數는 생을 보전하는 큰 도리이다. 그러므로 修養하는 자는 반드시 삼가 이를 먼저

해야 한다. 老子가 ‘만물은 陰을 등지고 陽을 품에 안고 氣를 주고 받아서 화합한다’

고 하였다.”24)라고 주석을 가하고 있다. 그는 陰陽의 의미를 항상된 법칙으로 이해하

고 있는데, 이것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음양은 천지의 道이다”25)에 대한 그의

주석 “變化生成의 道를 말한다. 老子가 ‘만물은 陰을 등지고 陽을 품에 안고 氣를 온

화하게 하여 화합한다’고 하였고, 周易 繫辭에서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 것을 道라

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이다.”26) 라는 주석과도 일맥상통한다. 노자 인용문은

그 앞에 “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

니”27) 라는 문장이 붙어 있다. 이 문장은 도에서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니,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만물은 道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王氷은 道를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보편적 법칙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물의 강기”28)에 대해서는 “생명의 기운을 자양시켜주는 작용이다. 양은 정기를

부여하여 생명을 낳고, 음은 생명을 잡아서 주관하여 생명의 근원을 주지하여 세워준

다. 그러므로 만물의 강기가 된다.”29)고 하였고, “낳고 죽임의 근본이고 시원이

며”30)에 대해서는 “추위와 더위의 작용이다. 만물은 양기를 받아 따뜻해지면 생명을

영위하게 되고, 음기로 인하여 차가워져서 사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의 本

始가 바로 陰陽의 하는 바임을 알 수 있다.”31)고 하였고, “신명의 부고이다.”32)에 대

23)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

24) “夫陰陽者, 天地之常道, 術數者, 保生之大倫, 故修養者必謹先之. 老子曰, 萬物負陰
而抱陽, 沖氣以爲和.” 여기에서 老子의 인용문은 道生章 42임.

25) “陰陽者, 天地之道也.”

26) “謂變化生成之道也. 老子曰,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老子 사십이장) 易繫辭
曰, 一陰一陽之謂道,(上 繫辭 5) 此之謂也.” 여기에서 주역인용은 繫辭上 五에 나옴.

27)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28) “萬物之綱紀”

29) “滋生之用也. 陽與之正氣以生, 陰爲之主持以立, 故爲萬物之綱紀也”.

30) “生殺之本始”.

31) “寒暑之用也, 萬物假陽氣溫而生, 因陰氣寒而死, 故知生殺本始, 是陰陽之所運爲也”.

32) “神明之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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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부라는 것은 창고이다. 사물을 낳고 죽이면서 그 변화가 다단한 까닭은 무슨

이유인가? 神明이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아래 문장에서 천지의 움직임과 고요

함은 신명이 강령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易․繫辭』에서 ‘陰陽의 예측할 수 없

음을 일러 神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神이 그 가운데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33)라고 하였다.

이렇듯 王氷은 陰陽을 易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인 내

용을 설정해서 고찰해 보겠다.

⑴ 陰陽消息

易學에서 陰陽은 消息하면서 그 모습이 드러낸다고 본다. 이를 十二消息卦34)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12개의 괘로 消息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十二消息卦는

復( ), 臨(　 ), 泰(　 ), 大壯(　 ), 夬(　 ), 乾(　 ), 姤(　 ), 遁(　 ), 否(　 ), 觀(　 ),

剝(　 ), 坤(　 )이다. 復卦에서부터 乾卦까지는 陽爻가 점차 차올라가는 과정(陰消陽

長)이고, 姤卦에서부터 坤卦까지는 陰爻가 점차 차올라가는 과정(陽消陰長)이다. 孟

喜35)는 復卦에 11월, 臨卦에 12월 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12개의 卦에 일년 12개월

을 배합시키고 있다. 王氷은 『素問·診要經終論』에 나오는 이러한 사고와 관련이 깊

은 문장에 주석을 가하고 있다. 『素問·診要經終論』의 관련 내용은 “正月과 二月에는

天氣가 발생하여 퍼지기 시작하고 地氣가 발생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인체의 氣는 肝에 있습니다. 三月과 四月에 天氣가 왕성해져 사방에 퍼지고, 地氣는

만물의 꽃을 피우는데, 이 시기에 인체의 氣는 脾에 있습니다. 五月과 六月에 天氣는

旺盛하고 地氣는 높이 상승하는데, 이 시기에 인체의 氣는 머리에 있습니다. 七月과

八月은 陰氣가 肅殺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인체의 氣는 肺에 있습니다. 九月과

十月에 陰氣가 얼어 凝結되기 시작하고 地氣는 閉藏되는데, 이 시기에 인체의 陽氣는

心에 있습니다. 十一月과 十二月에 陽氣는 얼어붙고 地氣는 閉藏되는데, 이 시기에

인체의 기는 腎에 있습니다36)(正月二月, 天氣始方, 地氣始發, 人氣在肝. 三月四月,

33) “府, 宮府也, 言所以生殺變化之多端者, 何哉, 以神明居其中也. 下文曰, 天地之動靜,
神明爲之綱紀, 故易繫辭曰, 陰陽不測之謂神, 亦謂居其中也.”

34) 西漢시대 孟喜가 창조한 개념.

35) 漢代의 易學者.

36) 裵秉哲 譯, 上揭書, 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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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氣正方, 地氣定發, 人氣在脾. 五月六月, 天氣盛, 地氣高, 人氣在頭. 七月八月, 陰氣

始殺, 人氣在肺. 九月十月, 陰氣始冰, 地氣始閉, 人氣在心. 十一月十二月, 冰復, 地氣

合, 人氣在腎).”이다. 이 문장은 月數에 天氣,地氣,人氣를 배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十二消息卦와의 연관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많다. 이 내용은 단지 12

개월의 天地人氣의 변화모습을 기술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王氷은 正月二月에 관한

내용에 “方, 正也. 言天地氣正發生其萬物也”라고 본문에 충실한 주석을 가하고 있으면

서 七月八月에 관한 내용에 “七月에는 세개의 陰爻가 생겨난다(七月三陰爻生)”라고 주

석하고 있다. 十二消息卦에서 七月에 배당된 卦는 否卦(　)이다. 이것은 下卦가 세개

의 음효로 되어 있고, 上卦가 세개의 陽爻로 되어 있다. 이 卦는 陽이 줄어들고 陰이

차오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세개의 陰爻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王氷

이 세개의 陰爻만 이야기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王氷의 이러한 주석은 『黃帝內

經』 原義와 어느 정도 부합하며 漢代부터 공인된 十二消息卦를 『黃帝內經』의 12

개월에 관한 내용과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높이 살만하다.

이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十二消息卦를 적용시킨 것이 있다. 그것은 『素問·脈

解』에 나오는 “정월은 陽氣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이지만 아직은 陰氣가 오히려 성

하며⋯9월은 陽氣가 다 소멸하고 陰氣가 성해지는 시기로⋯5월은 陽의 왕성함이 극

에 이르렀다가 쇠약해지고, 陰氣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때인데,⋯11월은 만물의 氣가

모두 중앙에 收藏되는 계절이고,⋯12월은 陰氣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陽氣가 生하여

상승하기 시작하는데⋯37)(正月陽氣出在上, 而　氣盛,⋯ 九月陽氣盡而　氣盛, ⋯五月

盛陽之　也, 陽盛而　氣加之, ⋯ 十一月萬物氣皆藏於中, ⋯ 十二月　氣下衰, 而陽氣且

出⋯)”이다. 王氷은 正月에 대해 “正月三陽生, 主建寅, 三陽, 謂之太陽, 故曰寅太陽也”

라고 주석을 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正月에 泰卦(　)를 배속시키는 내용과 일치한

다. 그리고 『素問·陰陽別論』의 “三陽經에 병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열과 오한 증상

이 나타나고 하체에 癰腫이 발생하며, 더 발전하면 발이 연약해지고 시리며, 장딴지

가 시큰거리고 쑤십니다38)(三陽爲病, 發寒熱, 下爲癰腫, 及爲痿厥, 腨)”라는 문장을

근거로 三陽을 太陽으로 풀이하고 있다. 五月에 대해서는 “陽盛以明, 故云午也, 五月

夏至, 一陰氣上, 陽氣降下, 故云盛陽之陰也”라고 풀고 있는데 이것도 姤卦(　)로 설명

한 것이다.

37) 裵秉哲 譯, 上揭書, P 415-420.

38) 裵秉哲 譯, 上揭書,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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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王氷은 十二消息卦로 『黃帝內經』을 재해석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

다.

이러한 陰陽消息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陰陽互根”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무릇 사시음양은 만물의 근본이다. 그래서 성인은 봄·여름에는 陽氣를 기르고, 가을·

겨울에는 陰氣를 길러서 그 근본을 따른다”39)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王氷은 이에 대

해 “양기는 음에 뿌리를 두고, 음기는 양에 뿌리를 두니, 음이 없으면 양이 생길 수

없고, 양이 없으면 음이 태어날 수 없으며, 음이 온전하면 양기가 다하지 않고, 양이

온전하면 음기가 끝나지 않는다. 봄에는 시원한 것, 여름에는 찬것을 먹어서 양을 기

르고, 가을에는 따뜻한 것, 겨울에는 뜨거운 것을 먹어서 음을 기른다. 싹이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해주어야 하니 그 아래를 쳐버리면 위가 마르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그 뿌리를 좇아 따른다. 음양 두 기운이 항상 보존되는

것은 무릇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이다.”40)라고 주석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陰陽互根

의 원리를 적용시켜 사계절의 추이를 좇아 시행하는 양생법을 설명한 것이다. 음과

양은 상대방에 뿌리를 두므로 자신을 자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陰陽消息理論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十二消息卦의 변화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음과 양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성쇠를 반복한다. 순수한 陰,陽卦인

坤卦와 乾卦도 실제로는 陰爻 혹은 陽爻를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현상은 음과

양이 항상 공존하는 자연의 현상을 표현해 준다.

그러므로 “차면 뜨겁게 해주고, 뜨거우면 차게 해준다”(『素問·至眞要大論』)41)

는 치료법이 가능하게 된다. 王氷은 더 나아가 “火의 근원을 더해주어 陰의 막힘을

삭이고, 水의 主를 씩씩하게 해주어 陽의 빛을 제어한다. 그러므로 그 같은 무리를

취한다고 한다.”(上同)42)라는 말로 근본을 단단히 다져 주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陰陽의 互根關係와 그 바탕이 되는 消息理論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석문은 金元醫家 및 明代 溫補學說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9)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40) “陽氣根於陰, 陰氣根於陽, 無陰則陽無以生, 無陽則陰無以化, 全陰則陽氣不極, 全陽
則陰氣不窮, 春食凉, 夏食寒, 以養於陽, 秋食溫, 冬食熱, 以養於陰. 滋苗者, 必固其根, 伐
下者, 必枯其上, 故以斯調節, 從順其根, 二氣常存, 蓋由根固.”

41) “寒者熱之, 熱者寒之”

42) “益火之源, 以消陰翳, 壯水之主, 以制陽光. 故曰求其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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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物極則反

漢代의 京房은 “사물은 다할 수 없으니 다하면 돌아온다”43)라고 하여 음양의 轉

化를 표현하였다.44) 王氷은 “物極則反”이라는 문장을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다.

먼저 그는 『素問·陰陽應象大論』의 “추위가 다하면 더위가 생기고, 더위가 다하

면 추위가 생긴다.”45)에 대해 “사물이 다하면 돌아오는 것은 또한 壯火의 氣가 쇠퇴

하고, 少火의 氣가 씩씩해지는 것과 같다(物極則反, 亦猶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也).”

라 하였다. 여기에서 “少火之氣”와 “壯火之氣”는 王氷의 견해에 따르면 “자라나는 氣”

와 “장성한 氣”이다. 이는 같은 篇의 “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에 대해 “火之壯者, 壯

已必衰, 火之少者, 少已則壯.”이라고 붙인 주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주석도 火

의 盛衰로 少火와 壯火를 해석한 것으로 이 모양은 卦의 初爻에서 上爻까지의 변화과

정과 유사하다. 특히 “壯已必衰”는 乾卦 上九의 “지나치게 올라간 용이니 뉘우침이 있

으리라(亢龍有悔)”와 그 내용에 있어서 통한다. 그리고 다음 문장인 “壯火食氣, 氣食

少火.”에 대하여 “氣生壯火, 故云壯火食氣, 少火滋氣, 故云氣食少火, 以壯火食氣, 故氣

得壯火則耗散, 以少火益氣, 故氣得少火則生長, 人之陽氣, 壯少亦然.”이라고 주석을 붙

이고 있는데 이 내용은 自微至極, 極則必反의 이치를 염두에 둔 해석으로써 주역의

이치와 일맥상통한다.46) 『素問·三部九候論』의 주석에서도 王氷은 이와 비슷한 논의

43) “物不可極, 極則反”(朱伯崑, 上揭書).

44) 蕭元 主編, 『周易大辭典』, 中國工人出版社, 1991, P 431의 “物極則反” 조문에서
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周易』乾卦上九爻辭에 대한 孔疏의 “物極則反, 故有悔也.”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됨.
乾卦가 上九爻에 이르러 龍이 높이 날아올라 있고 陽氣가 융성하여 이미 窮極하여 변
화가 생겨남에 이르러 장차 반대의 때로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北宋의 歐陽修는
『易童子問』에서 孔疏의 내용을 발전시켜 “物極則反, 數窮則變, 天道之常也.”라고 그
보편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사물변화의 기본법칙으로 삼았고, 또 그 필연성을 강조하
였다. 그래서 또 “物極而必反”이라고도 하였다.

이를 살펴본다면 王氷은 孔穎達의 『孔疏』를 참고하지 않았을까?

45) “寒極生熱, 熱極生寒.”

46) 馬蒔는 “氣味太厚者, 火之壯也, 用壯火之品, 則吾人之氣, 不能當之, 而反衰矣, 如用
烏附之類, 而吾人之氣, 不能勝之, 故發熱, 氣味之溫者, 火之少也, 用少火之品, 則吾人之
氣, 漸而生旺而益壯矣, 如用參歸之類而氣血漸旺者, 是也.”라고 순전히 약물의 이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응용력에서는 뛰어나다 할 수 있겠지만 王氷의 이치적 설명
에는 못미친다고 생각한다. 張介賓은 “張氏曰, 火, 天地之陽氣也,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 亢烈之火反害物, 故火太過則氣反衰, 火和平則氣乃壯, 壯火散氣, 故
云食氣, 猶言火食此氣也, 少火生氣, 故云食火, 猶言氣食此火也, 此雖承氣味而言, 然造化
之道, 少則壯, 壯則衰, 自是如此, 不特專言氣味者.”라고 하여 王氷의 이론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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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개하고 있다. “位無常居, 物極則反也. 乾坤之義, 陰極則龍戰于野, 陽極則亢龍有

悔, 是以陰陽極脈死於夜半日中也”47)가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王氷은 『周易』坤卦

上六의 爻辭인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노랗도다(龍戰于野, 其血玄黃)”와

乾卦 上九의 “지나치게 올라간 용이니 뉘우침이 있으리라(亢龍有悔)”를 운용하여 설명

하고 있다.

“物極則反”이라는 용어로 王氷이 해석을 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이론 체계는

『黃帝內經』에 이미 존재한다. 『素問·太陰陽明篇』의 “그러므로 陽經에 침입한 邪氣

는 먼저 상행하여 極點에 이른 후 다시 하행하고, 陰經에 침입한 邪氣는 먼저 하행하

여 極點에 이른 후 다시 하행합니다48)(故曰: 陽病者, 上行極而下, 　病者, 下行極而

上).”라는 문장이 그렇다. 王氷은 이 문장을 응용하여 “陽氣者下行極而上, 陰氣者上行

極而下, 故曰陰陽上下交爭也”49)(『素問·瘧論』)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同篇에 “病

極則復. 至病之發也,⋯”50)라는 말이 나온다. 이 문장은 “病極則復至. 病之發也”라고

다르게 끊어 해석할 수 있다. 王氷은 이를 “病極則復”으로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物極則反”의 원리로 해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주석에서 “復,

謂復舊也. 言其氣發至極, 還復如舊.”라고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51)

王氷은 단순하게 “物極則反”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기

전을 설명하는 데에까지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素問·水熱穴論』의 “黃帝: 인체가

寒邪에 손상되면 전변되어 熱이 발생하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岐伯: 寒邪가 왕성하

면 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52)(帝曰: 人傷於寒, 而傳爲熱, 何也. 岐伯曰: 夫寒盛,

則生熱也.”라는 문장에 대해서 붙인 注 “寒氣外凝, 陽氣內鬱, 腠理堅緻, 玄府閉封, 緻

則氣不宣通, 封則濕氣內結, 中外相薄, 寒盛熱生, 故人傷於寒, 轉而爲熱, 汗之而愈, 則

外凝內鬱之理可知, 斯乃新病數日者也.”라고 하여 王氷은 더 구체적으로 병리 기전까지

있다. 다만 장경악은 火를 陽氣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오류를 만들 수 있다.

47) “岐伯曰: 九候之脈, 皆沈細懸絶者爲陰, 主冬, 故以夜半死. 盛躁喘數者爲陽, 主夏, 故
以日中死.”에 대한 주석.

48) 裵秉哲 譯, 上揭書, P 294.

49) “腰脊俱痛, 寒去則內外皆熱, 頭痛如破, 渴欲冷飮. 帝曰: 何氣使然. 願聞其道. 岐伯
曰: 　陽上下交爭, 虛實更作, 　陽相移也.”에 대한 주석.

50) 전체 문장은 “夫瘧氣者, 幷於陽則陽勝, 幷於　則　勝, 　勝則寒, 陽勝則熱. 瘧者,
風寒之氣不常也, 病極則復.至病之發也, 如火之熱, 如風雨不可當也.”이다.

51) 新校正에서는 이에 관해 “按甲乙經, 作瘧者風寒之暴氣不常病極則復至, 全元起本及
太素, 作瘧風寒氣也不常病極則復至, 至字連上句與王氏之意異”라 하고 있다. 이에 관해
馬蒔도 “王注復字讀, 甲乙經全元起, 以至字連上讀者是”라고 王氷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52) 裵秉哲 譯, 上揭書, P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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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명하고 있다.53)

王氷은 이에서 멈추지 않고 “物極則反”을 卦象으로써 설명하였다. 즉 『素問·六元

紀大論』에서 “陰陽之氣, 極則過亢, 故各兼之, 陰陽應象大論曰, 寒極生熱, 熱極生寒,

又曰,重陰必陽, 重陽必陰, 言氣極則變也, 故陽中兼陰, 陰中兼陽, 易之卦, 離中虛, 坎

中實, 此其義象也.”54)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이다. 王氷의 이 해석은 王氷이 사물이 다

하여 돌아오는 것은 그 자체에 내재된 반대적 세력이 밖으로 드러나오게 된 것이라는

易理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亢過極也. 物惡其極.”55)이라고 주석을

하여 사물 자체의 속성은 한편으로 極을 싫어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한다.

3. 五行

木火土金水를 합하여 五行이라고 한 최초의 전적은 『尙書·洪範』이다.56) 『尙

書·洪範』에서는 “하늘이 우왕에게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내리셨으니 이에 常道가 베

풀어졌다”57) 라 하고, 九疇의 第一項을 五行으로 하고 있다.58) 여기에서는 오행을

“첫번째는 수이고, 두번째는 화이며, 세번째는 목이고, 네번째는 금이고, 다섯번째는

토이다. 수는 적셔 내려가고, 화는 타오르며, 목은 휘어서 펴고, 금은 좆아서 바꾸고,

토는 곡식을 생산할 수 있다. 적셔 내려가는 수는 짠맛을 띠고, 타오르는 불은 쓴맛

을 띠며, 휘어서 펴는 목은 신맛을 띠고, 좆아서 바꾸는 금은 매운맛을 띠고, 곡식을

생산해 내는 토는 단맛을 띤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王氷은 五行과 五味를 연결짓고 있는 이 문장을 근간으로 하여 주석을 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五行의 배속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王氷은 오행 개개의

속성에 관하여 주석을 할 때 어김없이 『尙書·洪範』의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在

地爲木”에 대해 “柔軟曲直, 木之性也.”, “火生苦”에 대해 “凡物之味苦者, 皆火氣之所生

53) 이 문장에 대해 楊上善은 “夫陽極則降, 陰極卽昇, 是以寒極生熱, 熱極生寒, 斯乃物
理之常也. 故熱病号曰傷寒, 就本爲名耳也.”라고 단순히 物極則反의 원리만을 이야기 하
고 있지만 王氷은 이에 한걸음 더나아가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54) “木火土金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 故陽中有陰, 陰中有陽.”에 대한 주석.

55) 『素問·六微旨大論』의 “帝曰: 何也. 岐伯曰: 亢則害, 承　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에 대한 주석.

56) 양계초·풍우란 외 지음,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P 378을 참조함.

57) 上揭書, P 378.

58) 張岱年 저, 『中國古典哲學槪念範疇要論』,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89,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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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尙書洪範曰, 炎上作苦.”, “土生甘”에 대해 “凡物之味甘者, 皆土氣之所生也. 尙書洪

範曰, 稼穡作甘.”, “金生辛”에 대해 “凡物之味辛者, 皆金氣之所生也. 尙書洪範曰, 從革

作辛.”, “在地爲金”에 대해 “堅勁從革, 金之性也.”, “水生鹹”에 대해 “凡物之味鹹者, 皆

水氣之所生也. 尙書洪範曰, 潤下作鹹.”, “在地爲水”에 대해 “淸潔潤下, 水之用也.”라고

한 것등이 그 예이다.

蕭漢明은 『醫易會通精義』에서 五行이 易學에 진입하게 된 것을 두단계로 나누

어 설명하고 있다.59) 이 과정은 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는 五行과 八卦의 배합

이고, 그 둘째는 五行과 天地生成數의 배합이다. 첫째, 五行과 八卦의 배합은 五常과

方位를 매개로 하여 八卦와 서로 배합한 『易緯·乾鑿度』에 그 전형이 나온다.60) 乾

鑿度는 後天八卦(文王八卦)의 方位, 時令을 기준으로 먼저 震, 離, 兌, 坎을 정해놓은

후 仁, 禮, 義, 信을 분배한 다음에 이 四正卦의 사이에 乾, 坤, 艮, 坤을 智에 배속

하였다. 두번째, 五行과 天地生成數의 배합은 鄭玄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는 “天一生

水于北, 地二生火于南, 天三生木于東, 地四生金于西, 天五生土于中; 地六成水于北, 天

七成火于南, 地八成木于東, 天九成金于西, 地十成土于中”라고 하여 五行에 數와 方位

를 연결지워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素問·金匱眞言論』의 方位와 숫자의 연결과

일치한다.61) 이와 같이 五行과 天地生成數가 배합되게 된 것은 河圖數가 완전한 이

론체계를 구비하게 됨으로써 완성되게 된다.

『黃帝內經』에서는 五臟을 주체로 삼고 이를 五行에 배속시키고 부수적으로 五

方, 五氣, 五味, 五色, 五情, 五體, 五志, 五官, 干支, 四時, 經絡, 五音, 五畜 등과

연계시켜 인체의 내외를 전체성을 바탕으로 엮어주고 있다.62) 五臟은 五行에 지배를

59) 이 두 학설에 관한 아래의 내용은 李浚川·蕭漢明, 『醫易會通精義』, 人民衛生出
版社, 1991, P 47-49의 내용을 참조로 함.

60) 『易緯․乾鑿度』에서는 “八卦之序成立, 則五氣變形, 故人生而應八卦之體, 得五氣
以爲常, 仁義禮智信是也. 夫萬物始出于震, 震東方之卦也, 陽氣始生, 受形之道也, 故東方
爲仁. 成于離, 離南方之卦也, 陽得正于上, 陰得正于下, 尊卑之象定, 禮之序也, 故南方爲
禮. 入于兌, 兌西方之卦也, 陰用事而萬物得其宜, 義之理也, 故西方爲義. 漸于坎, 坎北方
之卦也, 陰氣形盛, 陰陽氣含하, 信之類也, 故北方爲信. 夫四方之義, 皆統于中央, 故乾,
坤, 艮, 巽位在四維中央, 所以繩四方行也, 智之決也, 故中央爲智”라고 설명하고 있다.

61) ”東方靑色……其數八; 南方赤色……其數七; 中央黃色……其數五; 西方白色……其
數九; 北方黑色……其數六.”

62) 이는 특히 『素問·金匱眞言論』에 잘 기록되어 있다. “東方靑色, 入通於肝, 開竅於
目, 藏精於肝, 其病發驚駭, 其味酸, 其類草木, 其畜雞, 其穀麥, 其應四時, 上爲歲星, 是以
春氣在頭也, 其音角, 其數八, 是以知病之在筋也, 其臭臊. 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
藏精於心, 故病在五臟, 其味苦, 其類火, 其畜羊, 其穀黍, 其應四時, 上爲熒或星, 是以知
病之在脈也, 其音徵, 其數七, 其臭焦. 中央黃色, 入通於脾, 開竅於口, 藏精於脾, 故病在
舌本, 其味甘, 其類土, 其畜牛, 其穀稷, 其應四時, 上爲鎭星, 是以知病在肉也, 其音宮, 其
數五, 其臭香.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 故病在背. 其味辛, 其類金, 其畜
馬, 其穀稻, 其應四時, 上爲太白星, 是以知病之在皮毛也, 其音商, 其數九, 其臭腥. 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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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으므로 相生과 相剋의 원리에 의해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王氷이 五行을 易學體系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은 여러곳에서 발견되지만 이

곳에서는 五畜과 五穀에 대한 논의만 하기로 한다.63) 五畜과 五穀에 관한 논의만을

문제 삼는 것은 王氷이 이들에 관한 해석을 붙이는 과정에 역학원리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⑴ 五行과 五畜

『黃帝內經』에서 五行에 五畜을 배속한 것은 『素問·五常政大論』과 『素問·金

匱眞言論』 두 곳에 나온다. 그러나 이들 두 내용은 서로 다르다. 원문에 그 서로 다

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욱 옳은 배합인지 가리기 힘들다.

그래서 김중한은 “어느쪽을 따라야 옳은지 이것만으로 보아 可否를 결정하기 困難하

다고 사료된다.”64)고 하였다. 실제로 王氷도 이를 주석할 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상

황에 맞추어 해석을 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들 두 편

에 나오는 五畜配屬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65)

五行 木 火 土 金 水

金匱眞言論 鷄 羊 牛 馬 彘

五常政大論 犬 馬 牛 雞 彘

이 도표를 살펴보면 두 篇의 배속이 土와 水만 일치하고, 나머지 木,火,金이 서

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王氷도 이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상황에 맞춰 주석을 가하고 있다. 먼저 「金匱眞言論」의 주석을 살펴보자.

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 藏精於腎, 故病在谿, 其味鹹, 其類水, 其畜彘, 其穀豆, 其應
四時, 上爲辰星, 是以知病之在骨也. 其音羽, 其數六, 其臭腐.”

63) 이 두가지를 문제삼는 이유는 이 두가지의 오행배속이 金匱眞言論과 五常政大論
에 나오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金重漢의 『王氷에 대한 연구 -
王氷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재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에
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음을 밝힌다.

64) 金重漢,『王氷에 대한 연구 - 王氷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재의 개편을 중심으
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P 31-32.

65) 아래 도표는 金重漢의 『王氷에 대한 연구 - 王氷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재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P 31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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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氷은 東方木에 해당되는 “其畜雞”에 대해 “以鷄爲畜, 取巽言之. 易曰, 巽爲鷄”

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巽爲鷄”는 「說卦傳·八」에 나오는 말이다. 「說卦傳·八」

은 八卦에 가축을 배속시켜 놓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전체 문장은 “乾爲馬, 坤爲

牛, 震爲龍, 巽爲雞, 坎爲豕, 離爲雉, 艮爲狗, 兌爲羊.”이다. 王氷의 주석은 東方木과

巽과 雞와 연관되어져 있는 「說卦傳」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王氷은 「說卦傳·五」

의 “齊乎巽, 巽, 東南也. 齊也者, 言萬物之潔齊也.”라고 巽卦와 東南方이 연결되어 있

는 내용과 「說卦傳·八」의 “巽爲雞”라는 내용을 연결시켜 “其畜鷄”를 풀고 있다. 후대

의 吳崑은 이에 대해 “易曰, 巽爲鷄, 巽, 東方木也.”라고 주석을 붙였는 데, 이것은 王

氷의 주석을 바탕으로 한다. 또 山田業廣은 “五行大義曰, 鄭玄云, 鷄屬木, 此取其將旦

而鳴近寅木, 故又振羽翼, 有陽性也.”라고 풀고 있다. 이 주석은 닭의 속성을 연결시켜

그 당위성을 설명한 주석이라 하겠다.

南方火에 해당되는 “其畜羊”에 대해서는 “以羊爲畜, 言其未也. 以土同王, 故通而言

之.”라고 十二支로 해석하고 있다. 「說卦傳·八」에 나오는 南方離卦에는 “離爲雉”로

되어 있으므로 『黃帝內經』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는 未에 해당하

는 띠인 양을 배속시켜 설명하였다. 馬蒔 또한 “五常政大論曰, 其畜馬, 而此曰羊者,

意以午未皆屬南方耳.”라 하여 羊이 火에 속함을 十二支 배속으로 설명하고 있어 王氷

의 주석을 따르고 있다.66)

中央土에 해당되는 “其畜牛”에 대해서도 南方火와 비슷한 논리로 “土王四季, 故畜

取丑牛, 牛以牛色黃也.”라고 하였다. 차이가 나는 것은 牛의 색깔과도 연관시켰다는

것이다.

西方金에 해당되는 “其畜馬”에 대해서는 “畜馬者取乾也. 易曰, 乾爲馬.”라고 하였

다. 이것은 東方木에서와 마찬가지로 「說卦傳·八」을 취하여 해석한 것이다. 乾卦는

「說卦傳·五」에 따르면 東北方에 속하므로 이를 따른 것이다.67)

北方水에 해당되는 “其畜彘”에 대해서는 “彘, 豕也.”라고만 하였다. 너무 단순했던

지 후대의 馬蒔는 “易曰, 坎爲豕, 腎之所屬在坎, 故其畜彘, 彘者豕也.”라고 말하였는

데, 이 논리는 王氷의 논리체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68)

이와 같이 王氷은 「金匱眞言論」에 나오는 五畜의 배속에 관해서 『說卦傳』을

66) 山田業廣은 “按馬吳張注意竝與王注同, 劉君廉夫曰, 月令, 春食麥與羊, 鄭注, 羊火畜
也, 時尙寒, 食之以安性也, 按王云, 言其未, 非.”라고 月令으로 풀이하고 있다.

67) “戰乎乾 乾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68) 山田業廣은 이에 관해 “月令, 孟冬仲冬季冬, 竝云食黍與彘, 鄭注, 彘, 水畜也.”라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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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수용하여 주석을 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五常政大論」의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五常政大論」에는 東方木에 “犬”(“其畜犬”)이 배속되어 있는데, 王氷은 “如草木

之生無所避也”라 하여 犬의 성격과 草木을 연관시키기만 했다. 「說卦傳·八」에 “艮爲

狗”라고 되어 있고, 艮卦가 東北方의 卦이므로 이로써 설명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데

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南方火에 “馬”(“其畜馬”)가 배속되어 있는데 “健決躁速火類同”이라 하였고, 中央土

에는 “牛”(“其畜牛”)가 배속되어 있는데 “成彼稼穡土之用也, 牛之應用其緩而和”라 하였

고, 西方金에 “雞”(“其畜雞”)가 배속되어 있는데 “性善鬪傷象金用也”라 하였고, 北方水

에 “彘”(“其畜彘”)가 배속되어 있는데 “言下也. 彘, 豕也”라 하였다. 五畜에 대하여 붙

인 「五常政大論」 주석의 특징은 五畜의 성질로써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金匱眞言論」의 易學理論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붙인 주석과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 오축에 대해서 「金匱眞言論」에서는 易理의 배속 관계로 설명한 반면, 「五

常政大論」은 단순히 五畜의 성질로써 설명하고 있어 서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⑵ 五行과 五穀

王氷은 「金匱眞言論」과 「五常政大論」의 五穀배속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

기 위해 五畜에서와 같이 『周易』을 인용하여 맟추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런

데 여기에서 이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이 兩篇間에 배

속이 차이가 있는 것은 五畜과 五穀 두가지이므로 五穀의 배속 차이에 대해서도 아울

러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양편에 나오는 五穀配屬의 차이를 도표로 그려보겠다.69)

五行 木 火 土 金 水

金匱眞言論 麥 黍 稷 稻 豆

五常政大論 麻 麥 稷 稻 豆

69) 아래 도표는 金重漢의 『王氷에 대한 연구 - 王氷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재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P 31을 참조함.



韓國醫史學會誌 Vol.15 No.1



- 58 -

이 도표를 살펴보면 木과 火의 배속이 다르고, 土金水의 배속이 같은 것을 알수

있다. 먼저 「金匱眞言論」의 주석을 살펴보자.

王氷은 東方木에 해당되는 “其穀麥”에 대해 “五穀之長者麥, 故東方用之. 本草曰,

麥爲五穀之長”이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南方火에 해당되는 “其穀黍”에 대해서는 “黍

色赤”, 中央土에 해당되는 “其穀稷”에 대해서는 “色黃而味甘也”, 西方金에 해당되는 “其

穀稻”에 대해서는 “稻堅白”, 北方水에 해당되는 “其穀豆”에 대해서는 “豆黑色”이라고 하

였다. 이를 살펴보면 木에 대해서 방위와 연결시킨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色, 味,

質 등으로 연결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五常政大論」을 살펴보면, 東方木에 해당되는 “其穀麻”에 대해 “色蒼也”,

南方火에 해당되는 “其穀麥”에 대해 “色赤也”, 中央土에 해당되는 “其穀稷”에 대해 “色

黃也”, 西方金에 해당되는 “其穀稻”에 대해 “色白也”, 北方水에 해당되는 “其穀豆”에 대

해 “色黑也”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이들 주석은 일률적으로 색깔만을 문제 삼고 있

다.

이상에서 논의한 五行, 五畜, 五穀에 관하여 『黃帝內經』 兩篇에서 다르게 배속

한 것에 대하여 王氷은 그 시비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르게 주석을 가하려는

것은 『黃帝內經』 자체를 충실히 해석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려는 것이다.

4. 陰陽,剛柔, 四時五行의 變化

흔히 『周易』을 “變易之書”라고 한다. 「繫辭下·八」에서 “주역이라는 책은 멀리

할 수 없고, 도됨은 자주 옮기는지라 변동하여 머무르지 아니하여 6허를 두루 흘러서

올라가고 내려감이 항상됨이 없으며, 굳세고 부드러움이 서로 바뀌어 본보기를 요약

할 수 없고 오직 변화에 적응하는 바이니.”70)라 하고, 『繫辭上·四』에서 “신은 모가

없으며, 역은 몸이 없나니라.”71)라고 하였다.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잠시도 머무

르지 않는 것이 주역의 이치이다. 역학의 이치를 탐구하는 목적도 자연 변화의 현상

을 고찰하여 그 발전하는 추세를 예측하여 그 신묘한 변화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70) “易之爲書也不可遠, 爲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無常, 剛柔相易, 不可爲

典要, 唯變所適.” 徐正淇, 上揭書, 下卷, P483.

71) “神無方而易無體”. 徐正淇, 上揭書, P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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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에서는 사물 변화의 이치를 “變通”으로 설명한다. 『繫辭上·十一』에서

“한번 닫고 한번 열림을 변화라 이르고, 가고 옴이 그치지 아니함을 통함이라 이른

다.”72)라고 變과 通을 정의한다. “變”과 “通”은 오랜 기간 교체 되면서 진행된다. 『繫

辭下·二』의 “易이 다하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소통되고 소통되면 오래 계속 된다(易窮

則變, 變則通, 通則久)”가 이것을 나타내준다.

한편 變化는 어떤 이유로 생길까. 이에 대해 『繫辭上·二』에서 “굳센 것과 부드

러운 것이 서로 밀어서 변화가 생긴다.”73) , “변화는 나아가고 물러오는 모양새요, 굳

세고 부드러운 것은 밤과 낮의 모양새요, 여섯 효의 움직임은 세 가지 지극한 것의

길이니”74)라 하였다. 그 변화는 하루가 주기일 수도 있고, 일년이 주기일 수도 있다

(『繫辭上·六』의 “변하여 통함은 네 철에 짝하고(變通配四時)”). 老陰이 少陽으로 바

뀌고, 老陽이 少陰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양이 순환변역하는 것이

며, 강유가 서로 직접 교통하여 강한 것이 나아가면 유한 것이 물러나고, 유한 것이

옮겨 오면 강한 것이 옮겨 나가니, 공간의 추이에 따라서 강유가 왕래하는 것이다.75)

또 『繫辭下·一』에서 “굳세고 부드러운 것은 근본을 세우는 것이요, 변하여 통하

는 것은 때를 따르는 것이라(剛柔者, 立本者也; 變通者, 趣時者也)”라고 剛柔는 만물

변화의 근본이고, 變通은 시간의 추이를 좇는다고 하였다. 『繫辭上·十一』에서 “변

화와 형통이 네 철보다 큰 것이 없다(變通莫大乎四時)”76)라고 네 철의 변화를 통해서

변통의 이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시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變通

의 이치를 깨우치는 방법이 된다. 또 “굳세고 부드러움이 서로 옮아가니 변화가 그

가운데 있고, 말씀을 붙여 일러 보이니,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77)(『繫辭下·

一』)라고 하였으니, 이를 종합하여 보면 굳세고 부드러움(剛柔)의 실체인 陰陽을 파

악하는 것이 四時의 추이를 파악하는 요체가 된다.

王氷의 변화에 대한 입장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變化之父母”에 대한 주석에

잘 나타나 있다. 王氷은 이에 대해 “異類之用也. 何者, 然鷹化爲鳩, 田鼠化爲鴽, 腐草

化爲螢, 雀入大水爲蛤, 雉入大水爲蜃, 如此皆異類, 因變化而成有也.”라고 “變化”의 의

미를 禮記의 계절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다른 類로의 변화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의

72)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徐正淇, 上揭書, 下卷, P 445.

73) “剛柔相推, 而生變化”. 徐正淇, 上揭書, 下卷, P 403.

74) “變化者, 進退之象也. 剛柔者, 晝夜之象也. 六爻之動, 三極之道也.” 上揭書, P 404.

75) 徐正淇, 上揭書, 下卷, P 403-404.

76) 徐正淇, 上揭書, P 447.

77) “剛柔相推, 變在其中矣, 繫辭焉而命之, 動在其中矣.” 徐正淇, 上揭書,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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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鷹化爲鳩, 田鼠化爲鴽, 腐草化爲螢”에 나오는 동식물의 변화를 “變”을 사용하지 않고

“化”를 사용한 것은 『素問·天元紀大論』의 “物生謂之化, 物極謂之變”을 상기할 때, 생

명의 연속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王氷은 『素問·陰陽應象大論』

에서 뿐만 아니라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도 四時에 따른 時令을 동식물의 변화와

연관시키고 있다.78)

5. 결론

78) “此春氣之應養生之道也.”에 대한 “所謂因時之序也. 然立春之節, 初五日, 東風解凍,

次五日, 蟄蟲始振, 後五日, 魚上氷, 次雨水氣, 初五日, 獺祭魚, 次五日, 鴻鴈來, 後五日,

草木萌動, 次仲春驚蟄之節, 初五日, 小桃華. 次五日, 倉庚鳴, 後五日, 鷹化爲鳩, 次春分

氣, 初五日, 玄鳥至, 次五日, 雷乃發聲, 芍藥榮, 後五日, 始電, 次季春淸明之節, 初五日,

桐始華, 次五日, 田鼠化爲鴽, 牧丹華, 後五日, 虹始見, 次穀雨氣, 初五日, 萍始生, 次五

日, 鳴鳩拂其羽, 後五日, 戴勝降于桑, 凡此六氣一十八候, 皆春陽布發生之令, 故養生者,

必謹奉天時也.” , “此夏氣之應養長之道也.”에 대한 “立夏之節, 初五日, 螻蟈鳴, 次五日,

蚯蚓出, 後五日, 赤箭生.次五日, 靡草死, 後五日, 小暑至, 次仲夏芒種之節, 初五日, 螳蝍

生, 次五日, 鵙始鳴, 後五日, 反舌無聲, 次夏至氣, 初五日, 鹿角解, 次五日, 蜩始鳴, 後五

日, 半夏生, 木菫榮, 次季夏小暑之節, 初五日, 溫風至, 次五日, 蟋蟀居壁, 後五日, 鷹乃學

習, 次大暑氣, 初五日, 腐草化爲螢, 次五日, 土潤溽暑, 後五日, 大雨時行, 凡此六氣一十

八候, 皆夏氣揚蕃秀之令, 故養生者, 必敬順天時也.”, “此秋氣之應養收之道也.”에 대한

“立秋之節, 初五日, 凉風至, 次五日, 白露降, 後五日, 寒蟬鳴, 次處暑氣, 初五日, 鷹乃祭

鳥, 次五日, 天地始肅, 後五日, 禾乃登, 次仲秋白露之節, 初五日, 盲風至, 鴻鴈來, 次五

日, 玄鳥歸, 後五日, 群鳥養羞, 次秋分氣, 初五日, 雷乃收聲, 次五日, 蟄蟲坯戶, 景天華,

後五日, 水始涸, 次季秋寒露之節, 初五日, 鴻鴈來賓, 次五日, 雀入大水爲蛤, 後五日, 菊

有黃華, 次霜降氣, 初五日, 豺乃祭獸, 次五日, 草木黃落, 後五日, 蟄蟲咸俯, 凡此六氣一

十八候, 皆秋氣正收斂之令, 故養生者, 必謹奉天時也.”, “此冬氣之應養藏之道也.”에 대한

“立冬之節, 初五日, 水始氷, 次五日, 地始凍, 後五日, 雉入大水爲蜃, 次小雪氣, 初五日,

虹藏不見, 次五日, 天氣上騰, 地氣下降, 後五日, 閉塞而成冬, 次仲冬大雪之節, 初五日,

氷益壯, 地始拆, 鶡鳥不鳴, 次五日, 虎始交, 後五日, 芸始生, 荔挺出, 次冬至氣, 初五日,

蚯蚓結, 次五日, 麋角解, 後五日, 水泉動, 次季冬小寒之節, 初五日, 鴈北鄕, 次五日, 鷙鳥

厲疾, 後五日, 水澤腹堅, 凡此六氣一十八候, 皆冬氣正養藏之令, 故養生者, 必謹奉天時

也.”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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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에 대해서 왕빙은 十二消息卦를 운용하여 『素問·診要經終論』과 『素問·脈

解』의 12개월의 陰陽盛衰 과정을 설명하였고,“物極則反”의 이치를 적용시켜 “少火”,

“壯火”에 관한 논의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周易』의 음양론을 『黃帝內經』에

잘 적용시킨 예이다. 五行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尙書·洪範』의 해석을 따르고 있

으나 특히 『金匱眞言論』에 나오는 五畜의 五行 배속에 있어서는 『說卦傳』을 참고

하여 주석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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