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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Dynasty 

Lee Myeong-Cheol, Park Kyoung Nam, Maeng Woong Jae*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figures of viscera (臟腑圖) in the seventh volume titled "Body" of 

Sancaituhui (三才圖會), the illustrated Encyclopedia published in the Ming Dynasty (明代),  and 

the figures of viscera in Leijingtuyi (類經圖翼). One hundred and six volume Sancaituhui was 

compiled by Wang Qi (王圻) and his son Wang Siyi (王思義) in the Ming Dynasty. It was first 

published in 1607 and republished in 1609. Sancaituhui is somewhat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medical books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Another 

comprehensive medical book, Leijingtuyi, was written by Zhang Jing-yue (張景岳) in 1624. Both 

Sancaituhui and Leijingtuyi were published in China before Terrenz's Taixirenshenshuogai (泰西人

身說槪), the book which first introduced Western anatomy. Therefore, this study accessed the 

two medical book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figures of viscera before the instruction of 

Wester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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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三才圖會≫는 106卷으로 明나라 王圻와 그의 아들

王思義가 공동으로 編集한 類書로 1607년 初刊되고

1609년 續刊되었다.1) 圻의 字는 元翰이고 號는 洪洲이

교신저자 : 맹웅재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의사학교실 063-850-6838

1) 王圻의 自序에 보면 ‘季兒思義, 亦搆心往牒 廣加蒐輯 圖益大
備’라 하였고, 顧秉謙 序文에 보면 ‘前三圖皆御史公手裁 而
後則允明氏之所續’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三才圖會≫는 
圻와 思義가 함께 모으고 합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三才圖會≫의 大義와 例를 세우는 것은 圻의 손에서 나왔
고, 思義는 資料를 纂함에 功이 있으니, 역시 그 功이 가려

며 上海사람이다. 明나라 嘉靖 44年(1566年)에 進士를

시작으로 여러 職位를 次例로 지내다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책을 著述하는 데 전념하다 85歲에

작고하였다. ≪三才圖會≫ 外에 ≪續文獻通考≫ 254卷, 

≪稗史彙編≫ 175卷, ≪東吳水利考≫ 10卷 등을 저술

하였다. 圻의 아들 思義는 字가 允明이고 代를 이어서

著述活動에 힘썼다. 思義는 ≪宋史纂要≫ 20卷, ≪香雪
林集≫ 26卷, ≪故事選要≫ 14卷 등을 세상에 내어놓

았다. 

≪三才圖會≫의 특징은 圖와 文을 종류별로 나누어

모으고 기록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옛 책들은 文

져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上海古籍出版社, 1985年 8월, 上卷의 出版 說明 部分에서 
拔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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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심이고 圖는 소홀히 다루었는데, 文字가 발달함

에 따라 그림의 기능이 도외시되었기 때문이기도 했

다.2) 王圻는 그림이 가진 效用性과 敎育性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圖와 文이 함께 收錄될 때 정보와 특정지식

이 잘 전달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3), 圖說百科事典인

≪三才圖會≫를 편집하게 되었다. 王圻의 이런 의도는

朱子學의 弊端으로 因하여 明 中期 以後 陽明學이 대

두되고 학문에 대한 實證的인 접근방법이 거론된 환경

과 관련이 있다. ≪三才圖會≫처럼 하나의 사물을 두

고 끝까지 窮究해보려는 實學的인 자세를 格物之學이

라고 하는데,4) 이것은 韓醫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龜鑑이 된다. 실제로 일본인 醫師 시라시마 료오

안(寺島良安)이 지은 ≪倭漢三才圖會≫(1715)는 ≪三才
圖會≫를 模倣해 만든 작품이다. 그는 疾病을 잘 밝히

기 위해서는 天文과 地理 그리고 人事에 두루 밝아야

한다며 책을 지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5) 이것 또한 格
物之學이다.

中國 歷代 類書들의 대부분이 황제의 勅命에 의해 官
撰된 것과 비교할 때, ≪三才圖會≫는 私撰임에도 불

구하고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모든 만물의 현상과

인간의 문화를 폭넓게 포괄하였다.6) ≪三才圖會≫의

구성은 天文이 4卷, 地理가 16卷, 人物이 14卷, 時令이

4卷, 宮室이 4卷, 器用이 12卷, 身體가 7卷, 衣服이 3

2) 崔玎妊: ≪『三才圖會』와 朝鮮後期 繪畵≫, 弘益大學校 大
學院 美術史學科 韓國美術史專攻 碩士論文, 서울, 2003年 6
月.

3) 이 책을 펴냄에 있어 그림을 앞에 새기고 그것에 대하여 논
하고 설명하는 것을 뒤에 첨부하였다. 그림과 글은 서로 증
명해주는 것으로 그것을 펼쳐놓으면 대롱으로 표범을 보는 
것과 같아서, 비록 하나의 반점만 보인다 하더라도 공부하
는 선비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是編也圖
繪以勒之于先論說以綴之于後圖與書相爲印證陳之棐凡如管中
窺豹雖畧見一斑於學士不無小補矣)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
圖會≫, p.10 〈三才圖會引〉.

4) 格物致知는 ≪大學≫에서 제시된 ‘8條目’ 가운데 처음 두 條
目이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大學≫의 註釋인 주희(朱
熹)의 ≪大學章句≫에 따르면, “사물의 이치를 궁극에까지 
이르러 나의 지식을 극진하게 이른다.”는 뜻으로 解釋할 수 
있다. ≪三才圖會≫는 格物致知의 精神으로 圖와 文을 모아
서 人體의 臟腑를 극진히 밝혔다는데 그 意義가 크다.

5)  스승이신 和氣法眠仲安 선생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劉完
素(金의 醫師)의 말에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위로는 天文을 
알고 아래로는 地理를 알아야 하며 가운데로는 人事를 알아
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모두 밝음 다음에야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 나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자신의 不敏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약을 조제하는 여가에 일본과 중국의 옛 서적을 두루 섭렵
하였다. 귀로 들어서 배우고 입으로 전해져 온 사실을 찾은 
지 30여 년, 증거가 분명한 것은 그 요점을 남김없이 기록
하고 형상을 가진 것은 각기 그림으로 그려 이제 막 105권
의 책을 완성하였다.(시로시마 료오안이 쓴 서문 中에서) 安
大會: <倭漢三才圖會와 18․9世紀 朝鮮의 學問>, ≪倭漢三才
圖會≫(寺島良安; 국학자료 영인본, 2002), 2p.

6) 崔玎妊: ≪『三才圖會』와 朝鮮後期 繪畵≫.

卷, 人事가 10卷, 儀制가 8卷, 珍寶가 2卷, 文史가 4卷, 

鳥獸가 6卷, 草木이 12卷으로 되어있다. 이 중 일곱 번

째 身體 7卷은 인간의 身體와 관련된 揷圖를 주로 다

루고 있는데 經穴圖, 臟腑, 疾病의 種類에서부터 얼굴

의 觀相과 手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臟腑에 關하여 설명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三才圖會≫의 臟腑圖와 비교하기 위하여 16세기와

17세기 의학서적 중에서 臟腑圖가 포함된 서적들을 조

사하였다. 대표적으로는 ≪醫學入門≫, ≪東醫寶鑑≫, 

≪萬病回春≫, ≪鍼灸大成≫, ≪類經圖翼≫ 등이 있다. 

이들 臟腑圖의 起源은 北宋 末期에 실제로 행해진 인

체 해부 후 남긴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鍼灸
大成≫의 〈鍼道源流〉篇에 기재된 내용과7) 醫史學 
書籍을 통해 알게 되었다. 즉, 가공으로 그려진 것이

아닌 실제 해부를 기초로 그려졌다. 그러나 細密한 構
造는 표현되지 못한 것이 많았고, 韓醫學 理論에 違背
되는 부분은 韓醫學 理論에 맞게 해부학적 구조를 一
部 가공을 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三
才圖會≫와 ≪類經圖翼≫의 臟腑圖 비교를 통해서 臟
腑圖가 조금 더 寫實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17세기 초반 臟腑圖
의 발전을 밝히고자 한다.

本論의 1장에서는 ≪三才圖會≫ 臟腑篇의 구성과 특

징을 간략히 알아보고, 2장에서는 17세기 초반 臟腑圖
가 自發的 發展이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西歐의 解
剖學的 知識이 전파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三才圖會≫와 ≪類經圖翼≫을

통해 人體의 臟腑를 어떻게 認識했는지 각 臟腑圖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解剖學的 認識의 發展을 밝히

고자 한다.

7) ≪存眞圖≫一卷, 晁公謂楊介編. 崇寧間泗州刑賊于市, 郡守李
夷行遣醫幷畵工往, 親決膜摘膏肓, 曲折圖之, 盡得纖悉, 介校
以古書, 無所異者. 比≪歐希范五藏圖≫過之遠矣, 實有益醫家
也.(≪存眞圖≫ 一卷은 晁公이 이르길 楊介가 編한 것이다. 
崇寧間에 泗州땅 시장의 저자거리에서 도적들을 처형하였다. 
군수인  李夷行이 의사와 화공들을 불러 膜을 가르고 膏肓
을 적출하여 세세하게 그리도록 하여 미세한 곳까지 두루 
미쳤다. 楊介가 古書로 교정해보니 다른바가 없었다. ≪歐希
范五藏圖≫와 비교해보아도 허물이 없으니 실제로 醫家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楊繼洲: ≪針灸大成≫, 大星文化社, 서
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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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三才圖會≫ 臟腑篇의 構成과 特徵
≪三才圖會≫의 〈身體一卷〉에는 우선 肺와 大腸에

관련된 여러 그림들이 실려있다. 소제목들을 살펴보면

肺臟은 ‘肺圖’, ‘肺經諸穴圖’, ‘肺臟之圖’, ‘肺
脈見於三部之圖’, ‘肺脈之圖’, ‘肺神圖’등이 있

고, 大腸은 ‘大腸圖’, ‘大腸諸穴圖’등이 있다. 

‘肺圖’에서는 肺臟의 그림을 圖示하고 ≪內經≫과

≪難經≫에서 臟腑를 설명한 부분을 인용하여 보충 설

명을 취하고 있다.8) ‘肺經諸穴圖’에서는 肺臟의 經
絡圖와 肺經의 주요 穴位를 明示한 그림을 圖示하고, 

經絡의 흐름과 穴位를 노래한 分寸歌를 서술하였다.9) 

‘肺脈之圖’에서는 그림이 아닌 원형의 도표로 肺臟
의 生理와 病理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타내고, 세부

적인 사항을 肺臟歌라 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10) 

8) ≪難經≫曰肺重 三斤三兩, 六葉兩耳, 凡八葉, 主藏魄. 四垂如
蓋, 附着于脊之第三椎, 中有二十四空行列分布, 諸藏之氣諸藏
之華蓋. 又≪難經≫曰喉嚨重十二兩, 廣二寸, 長一尺二寸, 九
節. 咽門重 十二兩, 廣二寸半, 至胃長一尺六寸. 〈腸胃篇〉
伯高曰咽門重十兩廣長同 ≪素問≫〈靈蘭秘典論〉云肺者, 相
傅之官, 治節出焉. ≪靈樞≫〈本藏篇〉云肺小則少飮, 不病喘
喝; 肺大則多飮, 善病　胸痺喉痺逆氣. 肺高則上氣, 肩息欬; 
肺下則居賁迫肺, 善脅下痛. 肺堅則不病欬上氣; 肺脆則苦病消
癉易傷. 肺端正則和利難傷; 肺偏傾則　胸偏痛也. 又云白色小
理者, 肺小; 粗理者, 肺大. 巨肩反膺陷喉者, 肺高; 合腋張脅
者, 肺下. 好肩背厚者, 肺堅; 肩背薄者, 肺脆. 背膺厚者, 肺
端正; 脅偏疎者, 肺偏傾也.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p.1349.

9) 太陰肺兮出中府 雲門之下一寸許 雲門璇璣旁六寸 巨骨之下二
骨數 天府腋下三寸求 俠白腑上五寸主 尺澤腑中約紋論 孔最
腕上七寸取 列缺腕側一寸半 經渠寸口陷中是 太淵掌後橫紋頭 
魚際節後散脈擧大指本節後 少商大指端內側 此穴若鐵疾減愈 
雲門巨骨下俠氣戶旁二寸陷中 去中行任脈六寸 氣戶巨骨下兪
府兩旁各二寸陷中 去中行任脈四寸去膺窓四寸八分 兪府巨骨
下璇璣旁二寸陷中 璇璣天突下一寸 天突結喉下四寸宛宛中 右
挨穴之法由天突起至璇璣由璇璣至雲門 其法甚簡後倣此.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p.1350.

10) 肺臟最居先大腸通道宣 體居各臟之上用爲各經之始故曰居先
肺主氣大臟乃肺之腑而行氣爲傳送之官而宣化也 兌爲八卦地金
屬五行牽 肺居兌方而屬金以八卦論之居于兌地五行論之木水火
土皆起金也 皮與毛相應 肺主皮毛故曰相應 魂將魄共連 肝藏
魂肝木受氣于中肺藏魄肺金受于寅其詳具于四十難之圖 鼻聞香
氣辯壅塞氣相煎 經曰肺氣通于鼻鼻和則知香臭矣壅塞不通也相
煎邪氣迫于肺氣也 語過多成嗽 肺主氣語言太過則氣傷矣嗽疾
于是而作焉 瘡浮酒灌穿 酒濕熱之物也瘡多起于濕熱肺主皮毛
酒過多則濕熱傷肺而皮分生瘡故曰瘡浮 猪膏凝者吉枯骨命難全 
云岐子曰肺病色白而光澤白者金也光澤者水也是金能生水故云
吉也枯骨之色白而不澤白是金也不澤者內失其水以火就燥也火
來剋金故云命難全也 本積息賁患乘春右脇邊 經曰肺之積名曰
息賁在右脇下覆大如杯以春甲乙日得之何以言之心病傳肺肺當
傳肝肝以春適旺旺者不受邪肺欲復還心心不肯受故惡結爲積故
知息賁以春甲乙日得之 順時浮濇短反卽大洪弦 肺屬金而旺秋
其脈當秋浮濇而短謂之順時若洪大而弦風火勝金謂之反候 實夢
兵戈競虛行涉水田 金盛主殺肺氣實故夢兵戈相競北方屬水乃金

‘肺脈見於三部之圖’에서는 三部의 脈이 모두 浮하게

될 경우 나타나게 되는 肺臟과 관련되는 病的 症狀을

圖表로 정리하고 肺脈見於三部歌로더 자세히 설명하였

다.11)  ‘肺脈之圖’에서는 肺脈이 여러 脈狀과 관련

증상을 연결하여 원형의 圖表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

록 圖解하였으며, 肺脈歌를 통해서 더 자세히 부연 설

명하였다.12) ≪三才圖會≫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는 道敎醫學을 수용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다음의

‘肺神圖’라는 소제목을 통해 알 수 있다.13) 우선 肺
를 상징하는 道敎의 五臟神인14) 皓華를 그리고 간략하

衰墓之鄕肺氣虛故夢涉於水田 三斤三兩重六葉散分懸 肺重三
斤三兩凡六葉分散而懸於各臟之上.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
圖會≫, p.1350.

11) 三部俱浮肺臟風鼻中多水唾稠濃 寸關尺部俱浮是火來乘金金
受火剋則金衰不能制水主肺臟有風肺熱則鼻中多水金受火剋則
不能生水故吐稠濃 壯熱惡寒皮肉痛顙乾雙目淚酸痛 風邪于肺
則壯熱惡寒風能勝濕燥熱爲患故皮肉作痛肺系于顙肺病則燥故
顙乾金衰不能制木木火俱盛故雙目流淚而酸痛也.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p.1351.

12) 肺脈浮兼實咽門燥又傷大便難且澁鼻內乏馨香 肺絡循咽大腸
爲腑候在鼻脈浮而實謂之陽結故有是病 實大相兼滑毛焦涕唾粘
更和咽有燥秋盛夏宜砭 季夏之時肺部診得此脈而有此症乃金中
有火金受火剋而不治久則剋將盡而病欲甚故至秋則盛夏宜砭乃
迎而奪之也金冠帶於未月是時砭石以由其火抑其盛氣取其其化
源也潔古曰五行之氣皆可迎而奪之機由此也 沈緊相兼滑仍聞咳
嗽聲 肺部得此三脈乃有寒有風有痰故發咳嗽 微浮兼有散肺脈
本家形 此爲平脈雖有肺病不治自愈 溢出胸中滿氣泄大腸鳴 肺
脈居于右寸溢上於魚由其氣不順行而胸中滿悶氣往下陷故氣泄
而大腸作鳴 弦冷腸中結 肺脈見弦乃金不足而妻秉之也主大腸
不溫而爲病結治用溫藥其氣自通 芤暴痛無成 肺主氣芤主血凝
肺脈見芤其經氣多血少氣行血亦行故卒暴之痛不能成也 沈細仍
兼滑因知是骨蒸皮毛皆總澁寒熱兩相幷 肺脈浮濇而短外應皮毛
今反沈細而滑知其病之在骨內熱不得外泄熱在內寒在外故內焉
骨蒸外焉皮毛皆澁寒熱兩相交作也.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
圖會≫, p.1352.

13) 肺神 - 존사법(存思法)에서 이른바 몸 가운데 있는 육신(六
神)의 하나. ≪황정내경경(黃庭內景經)≫ <심신장제팔(心神
章第八)>에, “폐신(肺神) 호화(皓華)는 자(字)가 허성(虛成)이
다”라고 하였다. 폐는 심(心)의 화개(華蓋)이고, 그 질(質)은 
청허(淸虛)하며 그 색(色)은 희며, 서방 금(金)의 색이므로 
이름을 호화(皓華), 자(字)를 허성(虛成)이라 한다. 金勝東 
編著: ≪道敎思想辭典≫, 부산대학교출판부, 부산, 1996년 
12월.

14) 五臟神의 그림은 ≪黃庭經≫에서 起源한다. ≪黃庭經≫의 
제작연대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道敎 傳承에 따
르면 대략 4世紀頃, 魏晋시대로 추측되고 있다. ≪黃庭經≫
은 道敎의 體神 信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上淸派 道敎의 중요한 經典중 하나다. 上淸派 道敎 신앙인
들은 인간의 몸 속에 있는 五臟에는 神들이 居住한다고 믿
었다. 그리고 그 神들이 五臟 안에 머무는 한 인간은 건강
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道敎醫學이 지니는 
豫防醫學的인 성격을 담고 있다. 이 目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內觀法이라는 명상법을 개발하였고, 이것은 視覺的 
이미지를 이용한 매우 독특한 방법을 이용했던 것이다. 또
한, 五臟神에 대한 思想은 中國의 南方文化的 特色을 보여
준다. 평원을 이루는 北部에 비해 산과 물이 많은 南部의 
지형은 다양한 生物을 번성케 하였고, 神秘스러운 자연 환
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또한 五臟神 信仰의 형태가 動物의 형상을 가진 神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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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肺圖’(左), ‘肺經諸穴圖’(右)

그림 3. ‘肺臟之圖’(左), ‘肺脈見於三部之圖’(右)

그림 2. ‘肺脈之圖’(左), ‘肺神圖’(右)

그림 4. ‘六神圖’. 좌측 상단부터 肝神, 心神, 脾神, 肺神, 

腎神, 膽神

게 설명하는 글을 달았다.15) ≪三才圖會≫의 神은 肝
神, 心神, 脾神, 肺神, 腎神, 膽神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道敎醫學의 六府體系를 따른 것이다.16) 五臟과

膽으로 이루어진 六府의 臟腑構成의 淵源을 따져보면

道敎文獻인 ≪黃庭經≫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 있고, 

≪醫方類聚≫ 또한 이 六府體系를 수용하여 五臟과

膽으로 구성된 六府의 그림과 神을 수록하였다. 즉, ≪

三才圖會≫도 ≪醫方類聚≫처럼 道敎醫學을 수용했음

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古代의 샤머니즘적 多神崇拜의 흔적
이 流入된 것으로 보인다. 강진구: ≪『黃庭內景經』의 五臟
神 信仰 硏究≫, 西江大學校 大學院 宗敎學科 碩士論文, 서
울,  1999년 7월, 여러 곳에서 발췌 편집.

15) 神名皓華字虛成肺之狀爲虎主臧魄象如懸磬色如縞映紅生心上
對胸有六葉脈出于少商少商左手大指端內側去甲二分許陷之中.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p.1352.

16) ≪黃庭經≫ 內에서는 <心神章第八>의 내용이 心, 肺, 肝, 
腎, 脾, 膽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臟腑構成에 대한 단초를 제
공한다. 그리고 <常念章第二十二>에서 ‘六府’에 대한 ≪修眞
十書黃庭內景玉經註≫의 註釋을 참고해보면, ‘六府’를 肺의 
尙書府, 心의 元陽府, 肝의 蘭臺府, 膽의 無極府, 腎의 太和
府, 脾의 太素府이라고 하고, 기존의 膽, 小腸, 胃, 大腸, 膀
胱, 三焦를 ‘常六府’라고 규정하여 六府와 구별하였다. 金大
亨: ≪『醫方類聚』에서 인용된 『五臟六腑圖』의 醫史學的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서울, 2006년 2월, 
42p.

다음으로 ‘大腸圖’에서는 大腸의 그림을 도시하고, 

≪內經≫의 〈平人絶穀篇〉과 〈靈蘭秘典論〉과 ≪難
經≫에서 大腸의 형태와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을 인용

하여 설명하고 있다.17) ‘大腸諸穴圖’에서는 大腸經
의 經絡 흐름과 주요 穴位를 明示하는 그림을 圖示하

고, 分寸歌를 옆에 두어 부연 설명하고 있다.18) 그러나

分寸歌에서 설명하는 下廉穴과 扶突穴의 위치는 현재

의 經穴學 내용과 다르다. 

17) 平人絶穀篇伯高曰廻腸大四寸徑一寸寸之少半長二丈一尺受穀
一斗水七升半 難經云大腸重二斤十二兩腸胃篇同按直腸曰直則
大腸周廻疊積當名曰廻 素問靈蘭秘典論云大腸者傳道之官變化
出焉靈樞本藏篇云肺應皮皮厚者大腸厚皮薄者大腸薄皮緩腹裏
大者大腸大而長皮急者大腸急而短皮滑者大腸直皮肉不相離者
大腸結.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p.1353.

18) 商陽鹽指內側邊二間來尋本節前三間節後陷中取合谷虎口歧骨
間陽谿上側腕中是偏歷腕後三寸安溫溜腕後去五寸池前五寸下
廉看池前三寸上廉中池前二寸三里逢曲池曲骨紋頭盡肘髎大骨
外廉近大筋中央尋五里肘上三寸行向裏臂臑肘上七寸量肩髎肩
端擧臂取巨骨肩央端上行天鼎喉旁四寸直扶突天鼎旁三寸禾髎
水溝旁五分迎香禾髎上一寸大腸經穴自分明 左右共四十穴. 王
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p.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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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大腸圖’(左), ‘大腸諸穴圖’(右)

그림 7. ‘脾圖’(左), ‘脾經諸穴圖’(右) 

그림 9. ‘脾脈見於三部之圖’(左), ‘脾臟之圖’(右) 

그림 6. ‘胃圖’(左), ‘胃經諸穴圖’(右) 

그림 10. ‘胃圖’(左), ‘胃經諸穴圖’(右) 

다른 臟腑들도 肺臟과 大腸의 편제와 大同小異하다. 

脾臟은 ‘脾圖’, ‘脾經諸穴圖’, ‘脾脈見於三部之
圖’, ‘脾臟之圖’, ‘脾脈之圖’, ‘脾神圖’등이 있

다. 

그림 8. ‘脾脈之圖’(左), ‘脾神圖’(右) 

胃는 ‘胃圖’, ‘胃經諸穴圖’등이 있으며, 추가로

‘四時胃氣之圖’를 그렸다. ‘四時胃氣之圖’에서는

≪難經≫ 〈三十二難〉을 인용하고, 脈象이 四時變化
의 영향을 받고 그와 相應하는 내용을 그렸다. 四時의

정상 맥상을 春弦, 夏鉤, 秋毛, 冬石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四時의 太過와 不及으로 因한 病脈과 死脈의 脈
象을 묘사하고, 아울러 이로써 질병의 豫後吉凶을 진

단하며, 四時脈이 모두 胃氣를 근본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胃氣의 중요성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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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心圖’(左), ‘心經諸穴圖’(右) 

그림 13. ‘心臟之圖’(左), ‘心脈見於三部之圖’(右) 

그림 15. ‘心包絡圖’(左), ‘心包絡經諸穴圖’(右) 

그림 16. ‘心肺在膈上圖’ 

그림 11. ‘四時胃氣之圖’ 

그림 14. ‘心脈之圖’(左), ‘心神圖’(右) 

心은 ‘心圖’, ‘心經諸穴圖’, ‘心臟之圖’, ‘心
脈見於三部之圖’, ‘心脈之圖’, ‘心神圖’등이 있

다. 

心包는 ‘心包絡圖’, ‘心包絡經諸穴圖’등이 있으

며, 추가로 ‘心肺在膈上圖’가 있다. ‘心肺在膈上
圖’는 ≪難經≫ 〈三十二難〉을 인용하여 心肺 兩臟
의 위치를 언급하고 心과 榮血, 肺와 衛氣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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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小腸圖’(左), ‘小腸諸穴圖’(右) 
그림 19.  ‘腎圖’(左), ‘腎經諸穴圖’(右) 

그림 18. ‘膀胱圖’(左), ‘膀胱諸穴圖’(右) 

그림 20. ‘腎臟之圖’(左), ‘腎脈見於三部之圖’(右) 

그림 21. ‘腎脈之圖’(左), ‘腎神圖’(右) 

小腸은 ‘小腸圖’, ‘小腸諸穴圖’등이 있다.

膀胱은 ‘膀胱圖’, ‘膀胱諸穴圖’등이 있다.

腎은 ‘腎圖’, ‘腎經諸穴圖’, ‘腎臟之圖’, ‘腎
脈見於三部之圖’, ‘腎脈之圖’, ‘腎神圖’등이 있

고, 추가로 ‘腎獨有兩圖’가 있다. ‘腎獨有兩圖’에

서는 ≪難經≫〈三十六難〉을 인용하여 腎과 命門의

관계와, 命門의 기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左腎右命門
說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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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腎獨有兩圖’  

그림 23. ‘三焦圖’(左), ‘三焦諸穴圖’(右)  

그림 24. ‘三焦之圖’

  

그림 25. ‘膽圖’(左), ‘膽經諸穴圖’(右)

그림 26. ‘膽神圖’  

三焦는 ‘三焦圖’, ‘三焦諸穴圖’등이 있으며, 추가

로 ‘三焦之圖’가 있다. ‘三焦之圖’에서는 ≪難經
≫〈三十一難〉을 인용하여 三焦의 부위와 기능을 설

명하고 있다. 즉, 上焦는 納食, 中焦는 腐熟, 下焦는 排
出함을 주관하고, 三焦는 水穀의 통로이며 氣化가 이

루어지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膽은 ‘膽圖’, ‘膽經諸穴圖’, ‘膽神圖’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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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肝圖’(左), ‘肝經諸穴圖’(右)

그림 28. ‘肝臟之圖’(左), ‘肝脈見於三部之圖’(右) 

그림 29. ‘肝脈之圖’(左), ‘肝神圖’(右) 

그림 30. ‘肝有兩葉之圖’(左), ‘肝脈色象浮沈圖’(右) 

肝은 ‘肝圖’, ‘肝經諸穴圖’, ‘肝臟之圖’, ‘肝
脈見於三部之圖’, ‘肝脈之圖’, ‘肝神圖’등이 있

고, 추가로 ‘肝有兩葉之圖’, ‘肝脈色象浮沈圖’가

있다. ‘肝有兩葉之圖’에서는 ≪難經≫〈四十一難〉

을 인용하여 인체의 간에 양엽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肝脈色象浮沈圖’에서는 ≪難經≫〈三十三難〉을 인

용하여 肝이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고 肝이 익으면 다

시 뜨며, 肺가 물에 들어가면 뜨고 肺가 익으면 다시

가라앉는 현상에 대해 五行理論으로 설명하였다.

 2. 臟腑圖의 發展
 

  1) 臟腑圖의 歷史的 發展과 格物之學
人體는 生理學으로 설명할 수 있는 機能的 側面 말고

도 解剖學으로 說明해야 하는 構造的 側面이 있다.19) 

韓醫學의 初期 人體 臟腑圖는 臟腑의 構造的 實體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였다. 人體를 局所 解剖的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도 氣의 通路인 經絡을 中心으로 하여

生理 機能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이

다.20) 몸을 하나의 機能으로 파악하면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形態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21) 解剖
19) 여인석: ≪醫學思想史≫, 살림출판사, 경기도, 2007년 1월, 

43p. 

20) 마루야마 도시야끼(丸山敏秋): ≪氣란 무엇인가≫, 정신세계
사, 서울, 1989년 5월, 124p.

21) 강신익: ≪몸의 歷史≫, 살림출판사, 경기도, 2007년 1월,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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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萬安方≫에 수록된 歐希範五臟圖.

그림 31. ≪萬病回春≫의 人體의

비교적 詳細해진 側面解剖圖.

學이 발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物質보다

는 精神을 强調하는 韓醫學의 특성 때문이다.22) 그리

고, 中國에서는 古今을 통해 사람의 死體에 대한 崇敬
과 恐怖의 생각을 가지고 死體의 保全은 愼重하게 처

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23) 하지만 그 후, 北宋時期
를 前後하여 1차로 飛躍的인 發展을 하는데, 이 시기

에 행해진 解剖는 ≪歐希範五臟圖≫와 ≪存眞圖≫가

탄생하는 바탕이 되었다. 實證的 解剖知識을 바탕으로

한 이들 人體圖는 道敎的 색채를 脫皮하고 오늘날의

解剖學的 人體圖에 가까워졌다.24) 또한 이것은 유럽

최초의 人體解剖圖보다도 3世紀 가량 앞서는 것이

다.25) 16世紀 중반에는 ≪醫學入門≫이나 ≪萬病回春
≫을 통해 人體의 비교적 詳細한 正面, 側面解剖圖가

보이고, 17世紀 初가 되면 ≪三才圖會≫나 ≪類經圖翼
≫을 통해 個別的인 各 臟腑의 모습까지 비교적 細密
하고 個別的으로 그리고 있다. 이것은 17世紀에 들어

서면서 人體를 바라보는 視野가 이전보다는 더 넓어지

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韓醫學의 특성인 身體
의 有機的인 統一體 觀念에 더불어 個別的인 臟腑의

형태의 정확성에도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均衡과 調和를 중요시

생각하는 종래의 韓醫學 특유의 動的인 疾病觀을 축소

시키는 것은 아니다. 動的인 疾病觀과 더불어 解剖 構
造的 認識의 發展을 이후에 서술할 ≪三才圖會≫와 ≪

類經圖翼≫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 발전했던 中國의 格物致知 思想의 결과이다.26) 

22) 西洋에서도 韓醫學처럼 인간의 精神을 중심에 두는 醫學思
潮가 있었다. 바로 슈탈(1660~1734)의 精神論이다. 여인석, 
上揭書, 80p : "슈탈은 解剖學的 構造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
는 모든 원소들을 지배하는 物理法則을 무시한다. 그에 따
르면 모든 物質은 自發的인 힘이 없으며, 그것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精神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精神은 인간
의 몸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精神이야말로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活動하는 原理이기 때문에 物質로 構成된 
몸 자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運動도 할 수 없고, 能
力도 없다."

23) 백영한: ≪醫學史槪論≫, 계축문화사, 서울, 1991년 1월, 
39p.

24) 김대기: ≪明 後期 身體觀≫, 江原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文
學碩士學位論文, 2004년. 

25) 北宋의 末期에는 人體의 解剖도 때로 행해졌는데 이것은 
능지처사(陵遲處死)라는 極刑을 이용한 生體解剖에 가까운 
것이다. 陵遲란 산의 민듯한 사면(斜面)을 뜻하는 데, 사형
을 단숨에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조금씩 잘라 죽인다. 
그 예로 가장 심했던 것은 경력(慶曆) 5年(1045)에 광서(廣
西)에서 구희범(歐希範)이란 반역자가 체포 되어 그 일당 56
인이 이틀에 걸쳐 처형된 후 解剖되었는데 그때  <구희범오
장도(歐希範五臟圖)>라고 제(題)하는 解剖圖가 만들어졌다. 
유럽에서 人體 解剖圖가 만들어진 것이 14世紀 初이므로 그
것보다 앞서 만들어졌다. 백영한: ≪醫學史槪論≫, 51p.

26) ‘格物致知’가 學問이 된 것은 元代의 朱震亨(1281-1358)이 
자신의 의학서를 ≪格致餘論≫으로 命名하면서 비롯되었다. 
李時珍(1518-1593) 또한 자신의 本草學 저술을 ‘格物之學’

時代가 변하면서 그 時代의 思想도 變하게 되고 人體
를 바라보는 觀點도 점점 變하게 되는 것이다.27) 즉, 

陽明學과 格物之學의 發達 下에 人體의 解剖 構造的 
認識의 발전이 있었다. 

으로 命名했다. 顔元(1635-1704)에 따르면 格物致知라는 것
은 “格”을 “손으로 친다(手格)는 뜻의 격으로, 몸소 실행한
다(手格之格, 身親其事)”고 하여 行動이 知識보다 앞섬을 강
조한 것이다. 格物學은 中國의 科學이 傳統으로부터 近代로 
진입하게 한 교량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格物學은 中國 實
學 思想 發展의 結晶이다. 韓國實學硏究會: ≪韓中實學史硏
究≫, 대우학술총서․공동연구, 1998년 10월, 521p.

27) 우리가 느끼고 認識하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
는 場所와 時代, 다시 말해서 文化의 영향 하에 있다. 그러
므로 어떤 文化 속에서 사람들이 몸을 理解하는 방식은 그
들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몸에 대한 槪念 또한 
다양할 것이며, 몸에 대한 보살핌인 醫學의 존재양상도 다
양할 것이다. 강신익: 〈앎과 삶으로서의 몸 : 동서 의학에
서 바라본 몸〉 ≪과학철학≫6, 2001,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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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요하네스 슈레크(johannes 

schreck)또는 테렌쯔나 테렌티우스(Terenz or 

Terentius)라고 불렸던 鄧玉函(1576~1630)이 쓴

≪人體槪說≫(서양의 인체 구조에 관한

논설)에서 뽑아낸 그림.(Pierre Huard, Ming 

Wong: ≪東洋醫學史Chinese Medicine≫)

  2) 西歐醫學 流入과의 關聯性
위에서 서술한 臟腑圖의 발전이 西歐 醫學의 流入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봄을 통해 자발적 발전이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西歐의 解剖學的 知識이 테렌츠의

功勞로 中國에서 최초로 번역된 것이 17世紀 중반이

다.28) 최초로 번역된 책의 이름은 ≪태서인신설개(泰西
人身說槪)≫이다. 그 출판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테렌

츠(鄧玉函 ; P. Joannes Terrenz, 1576~1630)는 보엥(包
因)의 ≪解剖學論≫을 句讀로 번역하고 비서가 적어

≪人身說≫두 권이 되었으나 출판하지 못하고 逝去하

였다. 그리고 그 후 1635년 필공진(畢拱辰)은 보엥의

≪解剖學論≫을 얻지 못하고, 테렌츠의 ≪人身說≫을

출판하여 ≪泰西人身說槪≫라 命名하였다.29) 이 책은

28) 명대(明代)의 유명한 의사 왕긍당(王肯堂)은 그의 〈욱강제
필진(郁岡齊筆塵)〉에서 그와 마테오 리치와 來往한 經歷을 
썼으나 醫學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안 썼다. 마테오 리치는 
醫師가 아니니까 말할 것이 없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점
은 의심할 바가 없다. 마테오 리치는 生前에 中國 醫師와의 
내왕 중 洋醫에 대한 擧論이 없었으며, 또 그의 傳導와 친
구 來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醫學手段을 쓰지 않았
다...... 人體構造를 해석하는 정세도설(精細圖設)은 가장 일
찍이 中國에 전해 온 洋醫學 지식체계이다. 이 공로는 우선
은 테렌츠(鄧玉函)에게 속할 것이다. 테렌츠(鄧玉函 ; P. 
Joannes Terrenz, 1576~1630)는 자(字)가 함박(涵璞)이고 
스위스인이다. 명말청초(明末靑初)에 중국에 온 전도사 중에
서 그는 가장 박학한 인재였다. 스위스에서 그는 유명하고 
환영 받는 醫師, 哲學者, 數學者 였다. 그는 유명한 물리학
자 갈릴레오와 브루노와 모두 좋은 친구였다. 馬伯英, 高晞, 
洪中立: ≪中外醫學文化交流史≫, 電波科學社, 1997년 7월, 
352p.

29) 테렌츠가 中國에 도착한 다음해(1622)에 가정(嘉定)에서 중
국어를 배운 후 무림(武林)에 도착하여 교무(敎務)를 執行하
였을 때 바로 정호인(正好仁)과 태부(太仆) 이지조(李之藻) 
지사가 집에서 전문적으로 飜譯하고 있었는데 테렌츠가 이
지조 집에 들어가 또 샬 폰 벨(湯若望)이 갖고 온 보앵(包
因)의 ‘解剖學論’을 얻어 구두 번역하여 비서가 적어 ‘人身
說’ 두 권이 되었으나 출판하지는 않았다. 이 후에는 교무가 
바빴고 더욱이 숭정 2년(1629)에는 서광계(徐光啓)의 추천
으로 北京에 들어가 曆法을 쓰다가 다음해에 逝去했는데, 
原稿는 샬 폰 벨에게 맡겼었다. 샬 폰 벨의 本義는 보앵(包
因)의 解剖學까지 다 飜譯하여 ‘人身全書’에 넣을 생각이었
으나, 1630년 테렌츠가 죽고 샬 폰 벨은 서안(西安)에 있다
가 北京으로 불리어 가서 서광계를 도와 曆法을 쓰게 되니 
주요한 精力을 이것에 두었다. 1633년 서광계가 죽으니 샬 
폰 벨은 더욱 醫學冊을 쓸 여유가 없었다. 때문에 1635년 
필공진이 原稿를 얻지 못하고 먼저 테렌츠(玉函)의 ‘人身說’
을 출판하여 人身을 槪括的으로 서술하라 했다. 필공진은 
그에 따라 책 이름을 ‘태서인신설개(泰西人身說槪)’라 했다. 
때문에 ‘설개(說槪)’의 뜻은 人身 解剖生理의 大槪를 말한 
것으로 上下 두권으로 나누어 모두 45페이지 인데, 기본적
으로 위한(玉函)의 句讀 飜譯 原稿이다. 책 끝에 ‘西國記法
(서국기법)’을 첨가하여 상하권 페이지 수를 조절한 것이다. 
비록 필공진(畢拱辰)은 머리말에 ‘빨리 찍다(急授之梓)’라고 
했지만 널리 전해진 것 같지는 않았다. 관련 기재 속에 보
이는 것은 모두 손으로 베낀 것인데 모두 5가지이다. 歷史 
硏究家 겸 藏書家 범행준(範行準)은 거기서 두 가지를 얻었
는데 하나는 서분실(栖芬室)에 저장한 강희(康熙)의 구초본

중국에서 西洋 解剖學에 관하여 기술된 최초의 저서이

다. 즉, 17世紀 초반에 쓰인 ≪三才圖會≫와 ≪類經圖
翼≫을 통해 나타난 人體 解剖 構造에 대한 認識의 發
展은 西歐 醫學의 導入과는 관련 없이 自發的 認識의

發展이었다는 것을 推論할 수 있다. 따라서, 西歐 醫學
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臟腑에 대한 寫實的인 解剖學的 
認識은 이미 自生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三才圖會≫와 ≪類經圖翼≫ 臟腑圖의

    比較
≪三才圖會≫의 臟腑圖와 약 17年 後인 1624年에 출

간된 ≪類經圖翼≫의 臟腑圖를 주로 비교하면 대부분

유사하나, 설명하는 글과 그림의 일부가 조금씩 틀리

다. 이를 통해 이 時期에 臟腑의 實體에 대한 認識이

좀 더 寫實的이고 具體的으로 變化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舊抄本)으로 지금은 中國 中醫硏究員 圖書館에 獻納되었고, 
또 하나는 머리말에 한 페이지가 없는 것인데 건륭(乾隆) 때
의 초본(抄本)으로 왕길민(王吉民) 先生께서 소중히 저장했
다. 방호(方豪)는 옛친구 장인린(張蔭麟)이 있는 곳에 舊抄本
이 있었으나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서가회(徐家滙) 藏
書에 新抄本 한 권이 있었다. 후 범(範)씨는 프랑스 신부 보
앵(裴化行)에게서 알게 되었고 ‘人身說槪’는 숭정 16年
(1643)에 출판되었는데 보지 못했다. 국내 각본의 발견은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馬伯英, 高晞, 洪中立:≪中外醫學
文化交流史≫, 3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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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肺臟圖

그림 35.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大腸圖

 1) 肺
우선 ≪三才圖會≫의 ‘肺系’가 ≪類經圖翼≫에서는

‘肺管’으로 바뀌어져 있다. ≪三才圖會≫에서의 肺
系의 意味는 구체적인 人體 內 組織으로서 공기의 교

환을 담당하는 現代解剖學의 氣管(trachea)만을 意味하

는 것이 아니다. 肺와 다른 臟腑들과의 韓醫學的 關係
를 連結해주는 機能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肺․大腸의

表裏關係도 肺系를 통해 연결되고, 肺․腎의 水之上源, 

水之下源을 통한 水液代謝의 관계도 이 肺系를 통해

연결된다. 이 시기 韓醫學의 臟腑圖에 대한 인식은 한

의학적 사고관과 實體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서로 혼

재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0餘年 後에 집필

된 ≪類經圖翼≫에서 ‘肺系’는 ‘肺管’이라는 말로

代替되게 된다. 이것은 ≪類經圖翼≫의 저자인 張景岳
이 ‘系’ 대신 ‘管’이라는 말로 代替함으로써 肺를

바라보는 觀點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

三才圖會≫에서는 ‘系’를 씀으로 臟腑 間의 機能的
인 關係를 重視하였다면, 景岳은 ‘管’이라는 말로

代替하여 氣管(trachea)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系’

라는 말이 갖는 여러 臟腑와의 機能的인 關係 대신 肺
를 좀더 寫實的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30) 이

를 통해 17世紀 韓醫學의 臟腑에 대한 認識의 무게추

가 臟腑實體에 대한 寫實的 묘사로 이동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100年 後에 刊行되는 ≪醫部
全錄≫도 景岳의 臟腑圖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九節’이라는 것은31) 氣管의 부분이 9마디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三才圖會≫에서는 도막으

30) 경악의 장부에 대한 사실적 묘사는, 그가 임진왜란에 참가
하여 손상된 시신을 관찰하여 얻어진 지식일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31) 節：마디절 ㉠대 또는 초목의 마디. 또, 그 모양을 한 것. 
㉡뼈의 마디. ㉢말이나 노래 곡조의 마디. ㉣사물의 한 단락
(段落).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서울, 
2001.

로서의 마디가 아니고 이어지는 매듭부위로서의 마디

가 9개라는 것을 表現하기위해 8도막 9줄을 그렸다. 

하지만, ≪類經圖翼≫의 氣管은 도막으로서의 마디로

9개를 表現하기 위해 ≪三才圖會≫의 氣管 그림에 한

줄을 더 그어서 9도막 10줄을 그렸다. 실제 氣管
(trachea)에는 이보다 많은 마디가 있으나 9마디라고

한 이유는 9란 숫자가 肺金의 用에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六葉兩耳’는 ≪難經≫의 原文을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실제로 肺는 右側에 3葉 左側에 2葉이 있어 총

5葉이 있다. ‘兩耳’라 하여32) 肺는 左側과 右側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三才圖
會≫에서는 ‘六葉’이 서로 구분선이 나타내지 않고

兩耳 또한 구분해주지 않았다. 반면, ≪類經圖翼≫에서

는 ‘六葉’의 구분선을 명확히 표시하였고 두 부분으

로 나뉘는 중간선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2) 大腸
≪三才圖會≫에서는 ‘大腸上口則小腸下口’라 하여

大腸과 小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大腸’이란 용어는 지금의 盲腸과 結腸을 포함하는

단어였고, 直腸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데 다음의 ‘大腸
下接直腸直腸下爲肛門’이란 구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大腸과 直腸을 區分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그림에서는 대장과 직장을 함께 그린 듯한데, 大腸과

直腸은 그 모양을 달리하여 區分하고 있다. 이것은 ≪

類經圖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2) 耳：물건의 양쪽에 붙어 있는 귀 같은 모양을 한 물건. 솥
귀 따위.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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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脾臟圖

그림 37.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胃圖

그림 38.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心臟圖

  

 3) 脾
≪三才圖會≫나 ≪類經圖翼≫에서는 脾臟의 모양을

길쭉하게 그렸다. 이것은 ≪難經≫에서 脾臟을 설명하

는 바를 토대로 그린 것으로, 現代解剖學의 脾臟
(spleen)보다는 膵臟(pancreas)에 가깝다. 반면 1575年
에 발간된 ≪醫學入門≫에서는 脾臟을 “말의 肝과 같

은 赤紫色이며 형태는 낫과 같다(其色如馬肝赤紫其形
如刀鐮)”라 하여 現代解剖學의 脾臟(spleen)을 表現하

였다.33)

33) 朴贊國: ≪臟象學≫, 성보사, 서울, 1992년 3월, 174p.

 4) 胃
胃의 解剖學的 모양을 小彎曲(lesser curvature)과 大

彎曲(greater curvature)을 區分해서 표현하였다. ≪三
才圖會≫에서는 食道를 ‘食脘’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胃下口小腸上口’라하여 胃와 小腸이 연결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類經圖翼≫의 胃圖를 보면 더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우선 ‘胃當中脘’이라하여

胃는 中脘에 해당하고 ‘腐熟水穀’을 한다고 表記하

였다. ‘胃之上口’는 ‘噴門’이라 하여(胃之上口名曰
噴門), ‘噴門’ 위로는 ‘上腕’에 해당한다고 表記하

였다. 그리고 ‘小腸上口’는 ‘幽門’이라 하여(胃之
下口卽小腸上口名幽門) ‘下脘’에 해당한다고 表記하

였다. 上中下脘을 胃를 中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리고 음식이 소화된 精氣가 噴門을 통해 脾
肺로 傳해져 여러 脈으로 散布시킨다고 하여(飮食之精
氣從此上輸於脾肺宣播於諸脈), 韓醫學 理論을 具體的인

臟器의 實體에 接木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 

 

 5) 心 
≪三才圖會≫와 ≪類經圖翼≫의 心圖는 ≪東醫寶鑑≫

이나 ≪醫方類聚≫에 收錄된 心圖에 比하면 많은 發展
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의 心圖는 단지

심장만을 거칠게 그렸던 데 반해, ≪三才圖會≫와 ≪

類經圖翼≫의 心圖는 심장 뿐 아니라 심장에서 뻗어나

가는 血管들 구체적으로 심장의 左心室에서 輸出되어

나가는 大動脈을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類經圖翼≫

에서 氣管을 제외한 血管이 세 개가 分枝되는데, 이것

은 각기 大動脈弓에서 분지되는 팔머리동맥

(brachiocephalic trunk), 왼온목동맥(left commom 

carotid artery), 왼빗장밑동맥(left subclavian artery)을

묘사한 것 같다. 반면, ≪三才圖會≫에서는 氣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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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心包絡圖

그림 39. 現代 解剖學의 心臟圖(Frank H. Netter: ≪atlas of 

human anatomy≫)

외한 4개의 血管이 分枝된다. 이것은 大動脈弓에서 가

장 먼저 分枝되는 팔머리동맥(brachiocephalic trunk)이

4~5cm후 오른빗장밑동맥(right subclavian artery)과 오

른온목동맥(right commom carotid artery) 두개로 분지

되니, 1개의 혈관이 아닌 2개의 혈관을 그려서 총 4개

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李의 論文에서도 ≪三才圖
會≫와 같은 형상으로 그려진 <心臟圖>를 보고 이와

비슷한 推論을 하며, 臟腑에 대한 이 時期 東洋醫學의

認識 變化를 認定하였다.34) 

≪三才圖會≫는 심장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가지가

뻗어나간다. 각기 ‘肝系’, ‘心系’, ‘脾系’, ‘肺
系’, ‘腎系’라 하여 五臟의 系는 모두 心에 屬한다

(五臟系皆屬于心)고 明示하였다. 그 중 ‘心系’는 마

디를 만들어 그것이 氣管(trachea)임을 짐작케 한다.35) 

즉, 氣管도 ‘系’가 되고 血管도 ‘系’가 되는 것이

다. 이는 ≪三才圖會≫에서 ‘系’의 쓰임을 다시 한

번 짐작케 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三才圖會≫에서

의 ‘系’는 肺圖에서도 나타나듯이 實質的인 特定 組
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各 臟腑와의 機能上의 關係
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系’이다. 이는 다음 그림인

≪類經圖翼≫의 心圖를 보면 더욱 명확히 對比된다. 

따라서, ≪三才圖會≫ 心圖의 ‘五臟系皆屬于心’은

다시 번역하면 ‘五臟의 各 機能系는 심장이라는 實質
臟器에 다 屬한다’라고 볼 수 있다. ≪類經圖翼≫의

心圖를 살펴보면 ≪三才圖會≫의 心圖와는 글과 그림

이 조금 다르다. 우선 아홉 도막의 마디를 그려넣은

氣管(trachea)을 두고 ‘肺系卽肺管’이라고 써놓았

다. 氣管은 ‘肺系’에 속하지만 實質的으로 ‘肺管’

이라하여 肺圖에서처럼 現代解剖學的인 氣管(trachea)

임을 明示하였다. 또한 ≪三才圖會≫의 ‘五臟系皆屬
于心’이라는 구문을 ‘系’와 ‘皆’의 순서를 바꾸

어 ‘四臟皆系於心’이라 적어놓고, ‘屬’이라는 글

자도 ≪類經圖翼≫에서는 탈락되어 있다. 이 구문도

臟腑의 實體를 더 정확히 표현하려는 景岳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三才圖會≫의 ‘系’가 機能的 關係의

34) 이러한 圖說만으로서 本圖가 心臟의 血液輸送狀態를 설명
한 것이라고 斷定할 수는 물론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반드시 超經驗的인 思辨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心臟
으로부터 出入하는 각 脈管들의 實態를 어느 정도 觀察한 
것만은 確實하다. 그러므로 上記의 臟腑圖에 의하여 心臟으
로부터 各 臟器에 輸送되는 脈管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또 一步를 前進하여 心臟이 全身에 分布되는 
血液의 中樞機關이 되리라는 것도 推定하였을지도 모르겠다. 
이영택: ≪우리나라에서 실용되어온 인체해부도≫, 서울대학
교, 서울, 1957.

35) 실제로 開胸하여 胸骨 後面의 心臟을 正面으로 보면 ≪三
才圖會≫의 그림처럼 ‘心系’라고 명칭한 氣管(trachea)은 心
臟의 뒤편 中心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類經圖翼≫에서
는 ‘心系’가 아닌 氣管(trachea)임을 파악하고, ‘肺系卽肺管’
이라고 하여, 바르게 수정되어졌다.

‘系’를 말하지만 景岳은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系’를 단지 動詞의 ‘系’로서 ‘연결된다’라고

限定지었다. 이것은 機能의 關係로서의 ‘系’의 의미

를 축소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主語인 五臟系가 四臟
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三才圖會≫에서 표현된 심장

에 ‘屬’하는 五臟의 각 機能系는 ≪類經圖翼≫으로

오면서 機能의 의미는 縮小되고, 解剖學的 構造의 正
確性이 더욱 强調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五臟
系’는 機能의 의미가 縮小되고, 個別的 實質 臟器로

서의 心을 제외한 ‘四臟’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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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小腸圖
그림 42.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膀胱圖

 6) 心包
원래 心包는 名稱은 있으나 形態는 없다고 ≪難經≫

에서 말한 바 있다.36) ≪三才圖會≫는 대부분 ≪難經
≫의 말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心包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有名無形’이 아닌 滑伯仁이37) 말한 부분

을 인용하여 ‘有名有形’의 說을 따르고 있다.38) ≪

類經圖翼≫도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36) 二十五難曰 : 有十二經, 五臟六腑 十一耳, 其一經者, 何等經
也? 然, 一經者, 手少陰與心主別脈也, 心主與三焦爲表裏, 俱
有名而無形, 故言經有十二也. 二十五難에 이르기를, 인체에
는 十二經이 있지만 오장육부는 모두 11개 이다. 그 한 經
은 어떤 臟腑의 경맥인가? 답하기를, 그 한 經은 手少陰心
經의 別脈인 手厥陰心包經이다. 手厥陰心包經과 手少陽三焦
經은 表裏를 이루는데, 둘 다 經脈의 이름은 있지만 실체적
인 장기 형태는 없다.  그러므로 經脈은 모두 열두개이다. 
崔昇勳 譯: ≪難經入門≫, 법인문화사, 서울, 1998년 3월, 
154p. 

37) 元代의 著名한 醫學家로서 字는 伯仁이다. 李經緯 等: ≪中
醫大辭典≫ 第2版,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5년 1월, 
1772p.

38) 古代의 醫學書籍에는 心包絡의 位置와 形態에 관한 ‘有形’
과 ‘無形’의 論難이 있다. ≪靈樞․脹論≫에서 “膻中은 心主의 
宮城이다(膻中者, 心主之宮城也)”라고 하였고, 明代의 醫學
者 虞搏은 “心包絡은 心을 싸는 包膜이며, 心의 外部를 싸
므로 心包絡이라 한다(心包絡, 實乃裏心之包膜也, 包于心外, 
故名心包絡)”≪醫學正傳․醫學或問≫고 하였다.  趙獻可는 
“心의 下部에는 心包絡이 있으며, 즉 膻中이다. 象은 仰盂와 
같고, 心이 그 가운데 있다(心之下有心包絡, 卽膻中也, 象如
仰盂, 心卽居其中)”≪醫貫․內經十二官論≫고 하였으며, 張介
賓은 “心의 外部를 赤黃色之膜이 싸고 있으며, 이것이 心包
絡이다(心外有赤黃裏脂, 是爲心包絡)”≪類經圖翼․經絡≫라고 
하였다. 이상은 心包絡에 形體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靈樞․經脈≫에서는 心包絡에 속하는 經脈에 대하여, “心主는 
手厥陰心包絡의 脈이며 胸中에서 시작하고, 나와서 心包絡
에 屬한다(心主, 手厥陰心包絡之脈, 起于胸中, 出屬心包
絡......)”고 하였으나, ≪難經․二十五難≫에는 “心包絡은 三
焦와 表裏를 이루며, 名이 있으나 形이 없다(心主與三焦爲表
裏, 俱有名而無形)”는 “有名而無形說”이 있다. 朴贊國: ≪臟
象學≫, 168p~169p.

 7) 小腸
小腸圖는 ≪三才圖會≫와 ≪類經圖翼≫ 사이에 큰 차

이는 없다. 다만, ≪類經圖翼≫에는 ‘小腸上口卽胃之
下口 小腸下口卽大腸上口名闌門’이라 하여 그 連結 
關係를 더 詳細히 표현하였다. ≪難經≫의 44難에 기

재된 ‘七衝門’ 中에서39) 胃와 小腸의 그림을 통해서

‘噴門’, ‘幽門’, ‘闌門’을 그림에 기재하였다.40)

 

39) 四十四難曰 : 七衝門 何在? 然唇爲 飛門, 齒爲 戶門, 會厭
爲 吸門, 胃爲 賁門, 太倉下口爲 幽門, 大腸小腸會爲 闌門, 
下極爲 魄門, 故曰 七衝門也. 四十四難에 이르기를, 일곱개
의 衝門은 어디에 있는가? 답하기를, 입술은 飛門이며, 이빨
은 戶門이고, (食道와 氣管의 境界인) 會厭은 吸門이며, 胃
(의 上口)는 賁門이고, 太倉(胃)의 下口는 幽門이며, 大腸과 
小腸이 만나는 곳은 闌門이고, (消化管의) 맨아래 끝(肛門)은 
魄門이다. 이들은 (소화계토의 주요 관문으로) 七衝門이라고 
한다. 崔昇勳 譯: ≪難經入門≫, 223p. 

40) ≪靈樞≫를 보면 臟腑의 크기와 무게가 명시되어 있다. 도
량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정확한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컨대 식도와 창자의 길이의 비율을 近代 
解剖學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표와 같이 거의 일치되고 있
다 .

식도 창자
식도와 창자 

비교

≪영추≫
1.6尺 

(목구멍에
서 위까지)

56.8尺 
(小腸, 

回腸, 廣腸)

1.6:56.8 = 
1:37

스테판홀츠 
≪人體解剖圖≫

25cm 925cm 25:925 = 1:37

   마루야마 도시야끼(丸山敏秋): ≪氣란 무엇인가≫, 124p. 小
腸後附脊, 左環廻周疊積, 其注于廻腸者, 外附于臍上, 廻運環
十六曲, 大二寸半, 徑八分分之少半, 長三丈三尺. 廻腸當臍, 
左環廻周葉積而下, 廻運環反十六曲, 大四寸, 徑一寸寸之少半, 
長二丈一尺. 廣腸傳脊, 以受廻腸, 左環葉脊上下, 辟大八寸, 
徑二寸寸之大半, 長二尺八寸. 腸胃所入至所出, 長六丈四寸四
分, 廻曲環反, 三十二曲也. 洪元植 譯: ≪精校黃帝內經靈樞
≫中 〈腸胃 第三十一〉,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서울, 1985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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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腎臟圖

 8) 膀胱
≪三才圖會≫와 ≪類經圖翼≫의 膀胱圖는 조금 다르

다. 우선 ≪三才圖會≫는 膀胱의 上部에 連結管을 두

고 ‘上系小腸(위로는 소장과 연결되어 있다)’이라 되

어있다. 그러나, 小腸圖에는 ‘小腸下口 大腸上口’라

하여 小腸은 大腸과 연결되어 있어서, 膀胱과 연결되

는 管이 없다. ≪三才圖會≫는 이 그림에서도 다른 그

림과 마찬가지로 機能과 構造의 混用이 보인다. 構造
的으로 膀胱의 上部에 管을 그렸지만 이 管은 역시 機
能的으로 小腸과 連結되는 系이지,41) 構造的으로 實在
하는 管이 아닌 것이다. 이 混用은 ≪類經圖翼≫에서

訂正된다. 景岳은 膀胱의 上部에 존재하던 管을 삭제

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後世의 여러 書籍에서

‘上口는 있으나, 下口는 없다’라는 說과 ‘上口와

下口 모두 있다’고 하는 등의 說은 모두 틀리다”고

부연 설명을 정확히 해 놓았다. “단지 膀胱에 小便이

차는 것은 小腸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가 아닌, 小腸
과의 氣化作用 정상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다.”42)라고

記載하였다. 上部의 管을 삭제하니, 膀胱의 그림도 現
代解剖學의 膀胱과 유사해졌다. 하지만, 膀胱에 있는

두개의 작은 輸尿管(ureter)과 그 開口(opening of 

ureter)는 너무 작아 발견하기 쉽지 않아 표현하지 못

한 것으로 생각된다.

41) 小腸의 泌別淸濁 機能은 小便과 밀접한 因果關係를 가지고 
있다. 處方名에서도 그 連結關係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導赤散은 血熱을 내리고 利小便시키는 대표적인 方劑이다. 
여기서 ‘赤’은 ‘南方火’를 象徵하는 말로서 心, 小腸과 小便
이 밀접한 因果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膀胱當十九椎居腎之下大腸之前有下口無上口當臍上一寸水分
穴處爲小腸下口乃膀胱上際水液由此別廻腸隨氣泌滲而入其出
其入皆由氣化入氣不化則水歸大腸而爲泄瀉出氣不化則閉塞下
竅而爲癃腫後世諸書有言其有上口無下口有言上下俱有口者皆
非. 張景岳 著: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年.

 9) 腎
≪醫貫≫에43) 腎의 모양에 대해서 “울타리콩과 같다

(形如豇豆)”고 記載되어 있다. ≪三才圖會≫와 ≪類經
圖翼≫은 콩처럼 생긴 腎의 모양을 잘 묘사하였다. 그

리고, ≪醫貫≫에 “腎은 14椎下 位置에 부착되어있다

(在于脊膂十四椎下)”고 記載되어 있다. ≪三才圖會≫

와 ≪類經圖翼≫ 모두 14椎下에 腎이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14椎下에 腎을 그려 넣었다. 첫 번째 脊椎가

頸椎 1番이 아닌 胸椎 1番임은 ≪類經圖翼≫의 ‘三焦
圖’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14椎下는 대략 腰椎 
2番下가 되는 것으로, 腰椎 2番과 3番 부근에 腎이 位
置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現代 解剖學의 腎臟의 位置
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脊椎의 總 個數가 서로 틀린

데, ≪三才圖會≫는 21개 ≪類經圖翼≫은 22개를 그렸

다. 그리고, 두 그림이 유사하지만 ≪類經圖翼≫은 ≪

三才圖會≫와는 달리 腎臟을 管으로 서로 連結하였다. 

이 이어진 管은 現代 解剖學의 콩팥혈관(renal vessel)

에 해당하며, ≪類經圖翼≫에서처럼 이어진 것이 맞다. 

그러나, 두 그림 모두 現代 解剖學의 複雜한 腎臟의

血管들을 모두 細密히 묘사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

三才圖會≫에서는 腎과 命門과의 關係에 대해서 ≪難
經≫의 原文을 인용하며 ‘佐腎右命門說’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43) ≪醫貫≫은 明代 趙獻可가 1617년 撰한 6권의 醫論著作이
다. 作者의 학술사상은 薛己를 追從하고있으며, “命門之火”
가 인체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命門眞火, 眞水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李經緯 等: ≪中醫大辭典≫ 第2版, 8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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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膽圖

그림 46.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肝臟圖

그림 44. ≪三才圖會≫(左)와 ≪類經圖翼≫(右)의 三焦圖

 10) 三焦
三焦의 形態에 關하여 여러 論爭들이 있어 왔다. 우

선 ≪難經≫의 ‘有名而無形說’이 있은 以後로 後代
의 여러 冊들은 ≪難經≫의 說을 따랐다. 반면, ‘有名
而有形說’을 편 醫家들도 많은데, ≪難經正義≫에서

는44) 三焦가 “右腎下部의 손바닥만한 脂膜”이라 하

였다. 그리고 ≪醫學正傳≫에서는45) “三焦는 體腔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腸胃를 포괄하는 總司이다. 胸
中之膜의 上部를 上焦라 하고, 肓膜의 下部 그리고 臍
의 上部를 中焦라 하며, 臍의 下部를 下焦라 하고, 總
括하여 三焦라 한다.(三焦者指腔子而言 包涵乎腸胃之總
司也 胸中肓膜之上曰上焦 肓膜之下臍之上曰中焦 臍之
下曰下焦 總名之曰三焦)”고 하였다. ≪三才圖會≫에서

는 秦越人의 ≪難經≫과 王叔和 ≪脈經≫의 ‘有名無
形說’을 비판(其府附于右腎 後世以爲有名無狀者非 其
禍始于秦越人而成于王叔和也)하며 ≪難經正義≫의 說
을 따랐다. 반면, ≪類經圖翼≫은 “臟腑의 外部 軀體
의 內部에 있어 여러 臟을 감싸니 一腔을 이루는 大腑
이다(臟腑之外 軀體之內 包羅諸臟 一腔之大腑也)”라고

하여 ≪醫學正傳≫의 說을 따랐다.

 

44) ≪難經正義≫는 明代 馬蒔가 1580년에 撰한 醫學書籍이다. 
李經緯 等: ≪中醫大辭典≫ 第2版, 1516p.

45) ≪醫學正傳≫은 明代 虞搏이 1515년 撰한 8권의 綜合醫書
이다. 李經緯 等: ≪中醫大辭典≫ 第2版,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5년 1월, 837p.

 11) 膽
두 그림 모두 膽을 膽汁을 담고 있는 호리병 모양으

로 표현하였다.46) 그리고, “膽은 肝의 短葉사이에 位
置한다(在肝之短葉間)”고 하여 비교적 정확한 膽의 位
置를 표현하였다.

  12) 肝
두 개의 肝圖가 모두 左側 三葉, 右側 四葉이 있어

모두 七葉이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現代 解剖學의 肝
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47) 그러나, ≪三才圖會≫에서

는 肝의 위치가 右側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否定하

였다.48) 하지만 ≪類經圖翼≫에서는 滑伯仁의 말을 引
用하여 “肝은 左側을 治療하고, 右脇과 右腎의 前側

46) ≪難經․42難≫ 膽在肝之短葉間, 重三兩三銖, 盛精汁三合. 崔
昇勳 譯: ≪難經入門≫, 법인문화사, 서울, 1998년 3월.

47) 청나라 왕청임이 ≪醫林改錯≫에서 “肝이 네 개의 葉을 갖
고 있다”고 한 것은 비교적 사실과 부합한다. 朴贊國: ≪臟
象學≫, 181p.

48) 世以爲其臧在右其脈在左者非 王圻 王思義 編集: ≪三才圖會
≫, 〈身體2卷〉13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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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胃와 아울러 있다”49)고 바르게 修正하고, 機能과

位置를 잘 區分하여 說明하였다.

 4. 고찰

몸에 대한 東洋과 西洋의 認識은 16世紀 西洋에서 파

라켈수스와50) 데카르트가 機械的 몸이라는 近代의 土
臺를 쌓았을 때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51) 그들

은 構造를 觀察해 機能을 推論하고 그것을 實驗을 통

해 證明할 뿐 아니라, 새로운 構造를 豫測하는 이 모

든 과정이 近代 科學의 標準 方法論이 되었고 以後 西
洋醫學은 이 같은 方法論에 依支해 점차 科學이 되어

갔다. 그런 西洋의 學問的 傳統은 現代에 이르기까지

綿綿히 이어져 내려와 다른 學問的 方法論을 지니는

東洋醫學을 拒否하고 貶下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17

世紀 東洋醫學의 解剖學的 認識의 學問的 方法論을 批
判한 李의 다음 論文 句節을 보면 그들의 思考를 엿볼

수 있다.

 

“實證的인 經驗과 合理的인 觀察을 主로 하지 

않고 思考意識으로서 사실을 分析하며 또는 判斷
하려는 소위 辨證法的 方法은 健全한 醫學의 發
展을 期待하기 어려울 일이다.”52)

17世紀 당시 東洋과 西洋의 解剖學的 知識에는 많은

隔差가 있었다. 하지만, 醫學發展의 尺度를 李의 論文
처럼 解剖學的 知識을 中心으로 判斷내리는 愚를 범해

서는 안된다. 解剖學이 發達하였다고 해서 醫學의 治
療的 成果도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53) 비록, 韓醫學

49) 滑氏曰肝之爲臧其治在左其臧右脇右腎之前並胃. 張景岳 著: 
≪景岳全書≫.

50) 파라켈수스(Paracelsus,1493~1541)는 갈렌의 체액설을 반
박하고, 실험과 관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병인론과 약리학
의 발전을 주도했다. 그는 화학 지식이 많아 빈혈에는 철분
을 투여하는 등 약리학적 원인 요법을 확립했다. 또 통풍 
같은 대사성 질환을 설명했고, 갑상선종과 갑상선기능저하
증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인체가 연금술의 두 원
소인 수은과 유황 그리고 제 3의 원소인 염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병은 종자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재담: ≪
西洋醫學의 歷史≫, 살림출판사, 경기도, 2007년 1월, 28p. 

51) 강신익: ≪몸의 歷史≫, 92p.

52) 이영택: ≪우리나라에서 실용되어온 인체해부도≫.

53) 그 例로, 學問的으로 西洋近代醫學의 土臺를 쌓았다고 評價
받는 ≪人體의 構造에 關하여 De Humanis Corporis 
Fabrica≫의 著者인 16世紀 醫學者 베살리우스(1514~1564)
도 治療的 方法에 있어서는 初步的인 段階였다. 그는 治療
할 때 瀉血 같은 傳統的 治療 方法을 使用했는데, 그는 옆
구리 痛症을 없애기 위해서는 팔뚝에 있는 靜脈에서 黑膽汁
을 빼내야 한다고 主張했다고 한다. 또한, 西洋醫學의 歷史
를 通해서 볼 때 19世紀 以前까지 治療術은 거의 發展하지 
못했다. 18世紀 혹은 19世紀 前半까지도 西洋醫學에서 주로 

이 具體的인 解剖學的 知識이 西歐에 比해 부족하였었

으나, 방대한 本草學的 資料와 수많은 處方들과 鍼灸
學 知識을 蓄積한 韓醫學의 具體的인 治療法은 西洋의

當時 醫學보다는 더욱 發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李의 論文 句節에 대한 두 번째 疑問은 東洋醫學에서

몸을 바라보는 學問的 視覺이 醫學의 發展을 期待하기

어렵다고 말한 점이다. 그러나, 東洋醫學의 臟腑學은

解剖學的 知識 中心으로 발전한 학문이 아닌 人體 臟
腑들의 調和를 중점에 두고 發展한 學問이다. 따라서, 

解剖學的 知識은 부족했더라도, 實際的 治療라는 實踐
的 行爲를 위한 道具 혹은 基盤으로서 東洋醫學의 臟
腑學은 東洋醫學 發展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54)

李의 論文에 대한 마지막 反論으로 東洋醫學은 몸의

解剖學的 構造에 關하여 無關心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論文을 通해 밝히고자 했다. 李의 論文이 發表된 때가

1957年이니 지금으로부터 50年 前이 된다. 다른 사람

들의 思想도 마찬가지지만 歷史家들의 思想도 時間的․
空間的 環境에 依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55) 個人에 대한 反論이 아닌 그 時代 西洋醫學
者들이 東洋醫學을 바라보는 觀點에 對한 反論이다. 

時代가 變하면서 歷史는 조금 더 客觀的 判斷에 接近
할 것이라는 Carr의 말처럼56) 拙著 論文이 東洋醫學의

사용한 治療法은 古代에서 전해진 發汗, 泄瀉, 嘔吐, 瀉血이 
전부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여인석: ≪醫學思想史≫, 
21p.

54) “東洋에 있어서 醫學의 窮極的 意味인 人間에 대한 물음은 
주로 人間 自體의 問題보다는 人間의 現實的 삶에 대한 問
題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東西醫學에 臟腑學이 다 
構造實體로 存在하나 西洋醫學의 臟腑學과는 달리 韓醫學의 
臟腑學은 構造實體的 상태가 主體가 되지 못하고 現象的 認
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現象實際에 대한 成熟된 
認識을 찾을 수 있는 基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韓醫學의 臟腑學은 學問的 認識基準의 차이로 인하
여 學問的 表現形式과 方法에 있어서도 西洋醫學의 臟腑學
과는 다르다. 이는 西洋學이 客觀性을 지닌 思辨的 論理的 
方法을 擇하고 있는 反面에 東洋學이 主觀性을 지닌 實際的 
抽象的 方法을 擇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즉 韓醫學의 臟腑
學은 東洋的 特性에 따라 형성되어 있으므로 主觀性을 드러
내는 全一的 基盤이 설정되어지며 直接的인 論理方法보다는 
間接的인 論理方法에 따라 認識을 하게 된다. 全一的 基盤
이란 現象과 實體가 二分되지 않은 상황으로 實際의 主觀性
을 드러내는 데 意義가 있다. 間接的인 論理 方法이란 象徵
的인 方法으로 實際를 상황의 흐름에 따라 느끼게 하는 데 
意義가 있다. 이렇게 형성된 韓醫學의 臟腑學은 實體의 상
태가 理論과 臨床이 二分되지 않은 現象的 實際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主觀性의 特徵을 드러내어 漠然할 뿐만 아니라 
焦點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實踐的 意識에서는 그 意味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김완희 김광중: ≪臟腑學의 理論과 
臨床≫, 一中社, 서울, 1996년 4월, <韓醫學에서 말하는 臟
腑學이란 어떤 것인가> 中에서.

55) E. H. Carr: ≪歷史란 무엇인가≫, 홍신문화사, 서울, 1994
년 4월, 57p.

56)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880년대의 역사가보다 1920년대
의 역사가가 더 객관적 판단에 접근했다는 것, 1920년대의 
역사가보다 오늘날의 역사가가 더 접근했다는 것,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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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剖學 知識을 밝히는 데 50年 前 論文보다 조금이나

마 客觀的 判斷에 接近하고자 하였으나 未盡한 部分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西歐 醫學이 傳播되기 直前인 17

世紀 初에 刊行된 ≪三才圖會≫와 ≪類經圖翼≫을 通
해 우리는 그 時代 東洋의 醫師들이 몸의 機能的 側面 
뿐 아니라, 몸의 解剖學的 構造에 대해서도 關心을 가

지고 硏究했으며, 以前의 解剖學 知識과 比較하면 많

은 發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몸의 機能과 構造에 대한 지식이 조화롭게 발전할때, 

의학도 더욱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三才圖會≫를 통

해 韓醫學이 몸의 機能的인 측면 뿐 아니라 構造的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몸의 機能과 構造에 대한 지식의 조화가 3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明나라 王圻와 그의 아들 王思義가 공동으

로 編集한 ≪三才圖會≫ 臟腑篇을 살펴보고, ≪類經圖
翼≫과의 比較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王圻는 그림이 지닌 效用性과 敎育性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圖와 文을 함께 收錄하여 정보와 특정지식

을 잘 전달하려 하였다. 이러한 학문연구방법은 明 中
期 以後 陽明學이 대두되고 학문에 대한 實證的인 접

근방법이 거론된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中國의 科學
이 傳統으로부터 近代로 진입하게 한 교량역할을 한

格物之學과도 관련이 있다. 臟腑에 대한 이러한 實證
的인 연구자세는 송대 실제 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하

여 各 個別 臟腑의 모습을 이전의 臟腑圖보다 세밀하

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王圻는 ≪三才圖會≫에 肝神, 心神, 脾神, 肺神, 腎
神, 膽神의 六神圖를 해당 臟腑를 설명하는 篇에 각각

수록하였다. 六神圖는 上淸派 道敎의 중요한 經典 中 
하나인 4世紀頃에 제작된 ≪黃庭經≫에서 起源한다. 

上淸派 道敎 신앙인들은 六神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계

속 떠올리는 이른바 內觀法을 통해 各神들을 몸 안에

머물게 하여 無病健康과 長壽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

다. 이처럼 王圻는 ≪三才圖會≫에서 六神圖를 실어

道敎醫學의 豫防醫學的인 부분을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사가보다 2000년대의 역사가는 더 접근하리라는 것이다.” 
E. H. Carr: ≪歷史란 무엇인가≫, 173p. 

3. ≪三才圖會≫가 初刊되고 15년 남짓 후 제작된 ≪

類經圖翼≫의 臟腑圖를 ≪三才圖會≫의 臟腑圖와 서로

비교해본 결과 17世紀 初 인체를 바라보는 觀點이 조

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肺
臟圖와 心臟圖를 통해서 ‘系’의 쓰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三才圖會≫의 잘못된 膀胱의 모

양과 肝臟의 위치를 ≪類經圖翼≫에서 바르게 수정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以上을 종합하면, 17

世紀 以前까지의 臟腑에 대한 인식은 機能을 그림으로

담고자 실제 解剖 構造와는 다른 모양으로 종종 그렸

다. 하지만, ≪類經圖翼≫에서는 個別 臟腑의 解剖 構
造도 중요시하여 오늘날의 解剖圖와 이전보다는 가까

워진 臟腑圖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三才圖會≫를 통해서 본 17世紀 臟腑圖의 비약

적인 발전과 西歐 醫學의 유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西歐 醫學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한 예수회 선

교사 마테오 리치는 전도과정에서 醫學手段을 쓰지 않

았고 중국 의사와의 교류에도 醫學을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 테렌츠의 功勞로 中國에서 최초로 번역된 西
歐의 解剖學的 知識을 담고있는 ≪泰西人身設槪≫는

17世紀 中葉인 것으로 미루어, 17世紀 초에 쓰여진 ≪

三才圖會≫와 ≪類經圖翼≫을 통해 나타난 人體 臟腑
에 대한 寫實的인 묘사는 그 당시의 自發的 認識의 發
展이었다는 것을 推論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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