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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is what tries to study irregular pairs between five viscera and five tatstes. And than tries to make convincing explanation.

Methods : We analysed SuWen･ZangQiFaShiLun素問･藏氣法時論, YiXueQiYuan醫學啓源, TangYeBenCao湯液本草, BenCaoGangMu
本草綱目 and FuXingJueZangFuYongYaoFaYao輔行訣臟腑用藥法要. We found difference and similarities between these books.
Result & Conclusions : YiXueQiYuan, TangYeBenCao, BenCaoGangMu inherit pairs between five viscera and five tatstes from ｢ZangQiFaShiLun｣. 

YiXueQiYuan had added examples of herbs to ｢ZangQiFaShiLun｣. TangYeBenCao had added examples of priscriptions to ｢ZangQiFaShiLun｣. 
BenCaoGangMu had added examples of herbs to ｢ZangQiFaShiLun｣. But new pairs between five viscera and five tatstes had suggested 
in the FuXingJueZangFuYongYaoFaYao. We think that the new pairs are more logical than the others.
Key words : Reinforcing-reducing between five viscera and five tastes (苦欲補瀉), Five Viscera, Five Tastes, FuXingJue輔行訣

Ⅰ. 緖論

李仲梓는 醫宗必讀･苦欲補瀉論에서 “오장에 있어 그 
성질이 위배되는 것이 苦이며, 그 성질에 따르는 것이 欲이
며, 본래 오장이 싫어하는 바를 瀉라 하며, 본래 오장이 기
뻐하는 바를 補라 한다.”1)고 하여 고욕보사의 개념을 비교
적 명확하게 기술하 다. 그런데, 五味의 기본 작용에 대하
여 언급한 素問･藏氣法時論에서도 “辛散, 酸收, 甘緩, 苦
堅, 鹹軟. 毒藥攻邪, …… 此五者, 有辛酸甘苦鹹, 各有所利, 
或散或收, 或緩或急, 或堅或軟, 四時五藏病, 隨五味所宜也.”

라 하여 辛散, 酸收, 甘緩, 苦堅, 鹹軟의 작용에 대하여만 
언급하 다. 그러나 동일한 篇인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라는 기술
을 통하여 ‘辛潤’이라는 작용을 추가로 언급하 다. 이는 
‘苦欲補瀉’ 이론에 있어서 ‘五味’와 ‘五臟’과의 작용이 ‘五行
生克’의 이치가 부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관하여 
羅美는 內經博議에서 “오장의 苦欲補瀉에 따른 약물에 관
하여 前人인 王好古가 논술한 바가 있지만, 藥味의 해석에 
치우친 나머지 융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五藏의 性情과 
五味의 補瀉에 대하여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2)고 솔직하
게 표현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五臟과 五味의 苦欲에 대하여 기술

1) 李仲梓. 李仲梓醫學全書･醫宗必讀.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6. “夫五藏者, 違其性則苦, 遂其性則欲, 本臟所惡卽名爲瀉, 本臟喜卽名爲補.”
2) 羅美.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五藏苦欲.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29. “五藏苦欲藥味補寫, 前人王好古有論, 然鑿住藥味, 膠柱鼓瑟. 其於五

藏之性情, 五味之卽寫卽補未之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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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대 문헌을 고찰하여 의미를 밝히고자 하 으며, 특히 
輔行訣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른 문언에서 언급한 내용보
다 한의학적 이론에 상당 부분 부합된다고 판단하 기에 
이를 정리하여 학회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論

五味의 기본 작용에 대하여 素問･藏氣法時論에서는 
“辛散, 酸收, 甘緩, 苦堅, 鹹軟.”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이라고도 
기술하면서 ‘辛潤’이라는 작용을 언급하 다. 이는 ‘苦欲補
瀉’ 이론에 있어서 ‘五味’와 ‘五臟’과의 작용이 ‘五行生克’의 
이치가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張元素, 
王好古, 李時珍 등 소수의 醫家들이 이에 관하여 자신의 견
해를 밝히고 있다.

金代 이후 五臟의 苦欲補瀉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
하여 金･張元素는 이를 간략히 해석하여 ｢臟腑虛實標本用
藥式｣에 내용을 기재하 다. 그의 제자인 王好古은 張氏의 
‘五臟苦欲補瀉用藥’의 방식을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難經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3)의 뜻에 따라 方藥을 보충하여 ｢五
臟苦欲補瀉藥味｣4)라 명명하고 湯液本草의 머리 부분에 
실었다. 

明･李時珍은 本草綱目에서 ｢六腑五臟用藥氣味補瀉｣, ｢五
臟五味補瀉｣ 등에서 苦欲補瀉와 관련한 意義를 밝히고 있으
며, ｢臟腑虛實標本用藥｣으로 用藥의 辨證을 귀납시키고 있다.

그런데 南北朝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輔行訣
臟腑用藥法要(이하 輔行訣로 약칭)5)에 수록된 오장의 
苦欲補瀉는 ｢藏氣法時論｣의 원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本
書에 기재된 ｢湯液經法圖｣에는 ‘經方’의 방제 원칙을 은연 중 
내포하고 있다. 

1. 苦欲補瀉에 관한 醫家들의 논술

｢藏氣法時論｣에서 언급한 苦欲補瀉와 五味의 관계에 있

어, 오장의 ‘苦’, ‘欲’은 臟氣의 각자 특성을 반 한 것으로 
이는 各臟의 생리, 병리적 표현으로 귀납시켜 ‘五味’와 연관
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肝의 性은 剛躁하고 喜條達하며 病
이 되면 肝氣가 쉽게 鬱結하거나 亢急하므로 ‘肝欲散’, ‘肝
苦急’이라 하 다. 甘味를 먹으면 緩急柔肝해지고 辛味를 
먹으면 散邪疏肝하는데, 이러한 藥味를 急食함으로써 緩急
散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補’, ‘瀉’는 일반적인 扶正祛邪의 개념과는 다르
며 이는 五臟의 ‘苦’, ‘欲’ 특성에서 출발하여 性에 順하는 
것이 補가 되고 性에 逆하는 것은 瀉가 된다. 예를 들면 
‘肝苦急’하여 發散하려하기 때문에 辛味가 그 欲에 順하여 
發散하는 것이 補이며, 酸味는 그 性에 逆하여 收斂하기 때
문에 瀉가 된다. 이에 관하여 張元素, 王好古, 李時珍이 언
급한 ‘苦欲補瀉’의 개념을 아래에서 요약하기로 한다.

1) 張元素의 醫學啓源

張氏는 華佗 中藏經의 ｢五臟六腑虛實寒熱生死逆順｣의 
변증사상에 깊은 향을 받아, 臟腑辨證을 중시한 주석을 
가하 고 동시에 補瀉溫涼을 치료의 강령으로 삼아 臟腑
標本藥式과 醫學啓源을 저술하 다.

그는 臟腑苦欲補瀉와 四時에 따른 補瀉를 素問･藏氣法
時論에 근거하여, 臟腑苦欲의 특성으로부터 五臟五味의 補
瀉를 논증하여 醫學啓源에서 구체적인 용약의 법칙을 제
출하 다.

五臟苦欲과 용약은 “肝은 急함을 싫어하므로 甘味를 急
食하여 이를 緩하며 甘草가 해당한다. 心은 緩함을 싫어하
므로 酸味를 急食하여 이를 收하며 五味子가 해당한다. 脾
는 濕함을 싫어하므로 苦味를 急食하여 이를 燥하며 白朮
이 해당한다. 肺는 氣上逆을 싫어하므로 苦味를 急食하여 
이를 泄하며 黃芩이 해당한다. 腎은 燥함을 싫어하므로 辛
味를 急食하여 이를 潤하며 黃柏, 知母가 해당한다. 주석에 
말하길 腠理를 열고, 津液을 이르게 하며, 氣血을 통하게 
한다.”6)고 하 으며, 五臟所欲과 용약에 있어서는 “肝은 散
하려 하니 辛味를 急食하여 발산하며 川芎이 해당한다. 辛
味는 補肝함이니 細辛이 해당한다. 酸味는 瀉肝함이니 白芍

3)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編. 難經. 서울:法仁文化社. 2010:161.
4) 王好古 撰.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湯液本草.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8.
5) 北京中國中醫硏究院이 河北省에서 梁･陶宏景 撰이라 題한 輔行訣臟腑用藥法要(이하 輔行訣로 簡稱함)의 筆寫本을 기증 받았는데, 앞에는 闕

文이 있고 뒤에는 結尾가 없지만 비교적 완전하게 50餘首의 方劑를 기재하고 있다.
6)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醫學啓源･臟氣法時補瀉法.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49.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甘草.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五味

子.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白朮.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 黃芩.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黃柏, 知母. 注云: 開腠理, 致津液, 通氣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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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이 해당한다. 心은 軟하려 하니 鹹味를 急食하여 軟하게 
하며 芒硝가 해당한다. 鹹味는 補心함이니 澤瀉가 해당한
다. 甘味는 瀉心함이니 黃芪, 甘草, 人蔘이 해당한다. 脾는 
緩하려 함이니 甘味를 急食하여 緩하게 하며 甘草가 해당
한다. 甘味로 補脾함이니 人蔘이 해당한다. 苦味로 瀉脾함
이니 黃連이 해당한다. 肺는 收하려 하니 酸味를 急食하여 
收함이니 白芍藥이 해당한다. 酸味로 補肺함이니 五味子가 
해당한다. 辛味로 瀉肺함에 桑白皮가 해당한다. 腎은 堅하
려 하니 苦味를 急食하여 단단하게 하며 知母가 해당한다. 
苦味로 補腎함이니 黃柏이 해당한다. 鹹味로 瀉腎하니 澤瀉
가 해당한다. 주석에서 말하길 이 다섯 가지에는 酸, 辛, 
甘, 苦, 鹹의 각각 이로운 바가 있어 散, 收, 緩, 軟, 堅의 
작용이 있다.”7)고 하 다.

동시에 張氏는 “四時와 五臟病은 五味의 마땅한 바에 따
라야 한다.”8)라 하여, 용약의 근거는 因時制宜의 원칙에 따
라 정확한 치료를 강조하 다. 

2) 王好古의 湯液本草

湯液本草에서는 위로는 神農本草經과 內經 및 傷
寒論 등 經文의 요지를 거슬러 올라가 논술하 고, 아래로
는 陶弘景, 張潔古, 李東垣 등의 諸家學說을 총결하여 藥性
理論을 탐구하여 藥物의 性味, 形色, 地質과 臟腑經絡 및 

四時 등의 상호관계에 따는 用藥法則을 다루었다. 
藥物에는 五味가 있고 五臟에는 苦欲이 있어, 약물의 五

味 특징은 인체의 五臟에 있어 각기 다른 補瀉作用을 지닌
다고 하 다. 王氏는 內經의 고욕보사 이론을 오행학설과 
결합시켜, 탕액본초의 첫머리에 ｢五臟苦欲補瀉藥味｣로 例
示하여 臟腑用藥의 五味補瀉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用藥法
則을 도출하고 있다.

用藥의 虛實에 관하여 王氏는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의 원칙에 따라 臟腑補瀉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테
면 肝의 경우에 있어서는 “難經에 이르길 虛하면 補母하
여야 한다. 水는 生木하므로, 腎이 바로 肝의 母이다. 腎은 
水이며, 苦味로 補腎하니 熟地黃과 黃柏이 이에 해당하며, 
만약 다른 증상이 없으면 錢氏地黃丸을 위주한다. 實한 경
우는 白芍藥이 이를 瀉하며, 만약 다른 증상이 없으면 錢氏
瀉青丸을 위주한다. 實하면 瀉子하여야 하니, 心은 바로 肝
의 子에 해당하기에 甘草로써 瀉心한다.”9)고 하 으며, “心
虛의 경우에는 生薑 類를 사용하여 補肝하며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는 錢氏安神丸을 위주하고, 心實의 重證의 경우는 
瀉心湯을 사용하고 輕證의 경우에는 導赤散을 위주한다. 
…… 다만 腎實의 경우에 있어 腎本無實하기에 瀉할 수 없
기에 錢氏가 瀉腎의 용약을 멈추었다.”10)고 하 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苦 急食 欲 急食 虛 補 實 瀉
肝 急 甘緩

(甘草) 散 辛散
(川芎)

熟地黃, 黃柏
(錢氏地黃丸)

辛補
(細辛)

白芍藥
(錢氏瀉靑丸)

酸瀉
(芍藥)

心 緩 酸收
(五味子) 軟 鹹軟

(芒硝)
生薑

(錢氏安神丸)
鹹補

(澤瀉)
甘草

(瀉心湯, 導赤散)
甘瀉

(人蔘, 黃芪, 甘草)
脾 濕 苦燥

(白朮) 緩 甘緩
(甘草)

甘草, 大棗 類
(錢氏益黃散)

甘補
(人蔘)

枳實
(瀉黃散)

苦瀉
(黃連)

肺 氣上逆 苦瀉
(訶子皮, 黃芩) 收 酸收

(白芍藥)
五味子

(錢氏阿膠散)
酸補

(五味子)
桑白皮

(瀉白散)
辛瀉

(桑白皮)
腎 燥 辛潤

(知母, 黃柏) 堅 苦堅
(黃柏) 補腎地黃丸 苦補

(黃柏) 無 鹹瀉
(澤瀉)

표 1. 湯液本草의 苦欲補瀉와 본초 배열

7)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醫學啓源･臟氣法時補瀉法.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49.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川芎. 以辛補之, 細辛. 以酸瀉之, 
白芍藥. 心欲軟, 急食鹹以軟之, 芒硝. 以鹹補之, 澤瀉. 以甘瀉之, 黃芪, 甘草, 人蔘.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甘草. 以甘補之, 人蔘. 以苦瀉之, 黃連.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白芍藥. 以酸補之, 五味子. 以辛瀉之, 桑白皮. 腎欲堅, 急食苦以堅之, 知母. 以苦補之, 黃柏. 以鹹瀉之, 澤瀉. 注云: 此五者, 
有酸, 辛, 甘, 苦, 鹹, 各有所利, 或散, 或收, 或緩, 或軟, 或堅”

8)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醫學啓源･臟氣法時補瀉法.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49. “四時五臟病, 隨五味所宜也”
9) 王好古. 王好古醫學全書･湯液本草.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8. “≪經≫曰∶虛則補其母. 水能生木, 腎乃肝之母, 腎, 水也, 苦以補腎, 熟地黃, 

黃柏是也. 如無他證, 錢氏地黃丸主之. 實則白芍藥瀉之. 如無他證, 錢氏瀉青丸主之. 實則瀉其子, 心乃肝之子, 以甘草瀉心.” 
10) 王好古. 王好古醫學全書･湯液本草.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8.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五味子; 欲軟, 急食鹹以軟之, 芒硝. 以鹹補之, 澤瀉. 

以甘瀉之, 人蔘, 黃, 甘草; 虛, 以炒鹽補之. 虛則補其母, 木能生火, 肝乃心之母, 肝, 木也, 以生薑補肝. 如無他證, 錢氏安神丸主之. 實則甘草瀉之. 
如無他證, 錢氏方中, 重則瀉心湯, 輕則導赤散 …… 腎本無實不可瀉, 錢氏止有補腎地黃丸, 無瀉腎之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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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王氏가 탕액본초에서 언급한 補瀉規律은 五
臟과 五味의 苦欲을 위주로 서술하여 藥性 가운데 ‘虛則補
其母, 實則瀉其子’의 원리에 따라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에 
수록된 五臟辨證에 근거하여 方劑를 연관시켜 기술하 다. 
비록 이러한 방법의 補瀉 이론은 후세에 치료과정에서 扶
正祛邪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되기는 
하지만, 臟腑 본래의 苦欲과 五味의 성질과 기능을 파악하
면 藥性의 기본적인 이론을 개괄 할 수 있게 되된다. 때문
에 후세 약물 이론의 발전과 수많은 치법을 제정하는 과정
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

3) 李時珍의 本草綱目

李氏는 本草綱目에서 內經에 근거한 金元時代 의가
들의 用藥法式에 관하여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임상
경험을 총괄하여 藥性理論을 확충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는 
｢序例｣에서 명대 이전 문헌의 약성이론 뿐만 아니라 명대에 
새롭게 발전된 학설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標本陰陽｣, 
｢苦欲補瀉｣, ｢藥類法象｣, ｢歸經引經｣ 등에 관한 이론들을 
총결하고 있다. 

苦欲補瀉에 관하여 그는 ｢六腑五臟用藥氣味補瀉｣, ｢五臟
五味補瀉｣에서 內經 이론에 근거하여 약물을 하나하나씩 
열거하여 주석을 달고 意義를 밝히고 있으며, ｢臟腑虛實標
本用藥｣을 이용하여 用藥과 辨證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
다. 그는 ｢五臟五味補瀉｣에서 “肝은 急迫한 것을 싫어하므로 
급히 단 것(甘草)을 먹어 느슨하게 해주고 신 것(赤芍藥)을 
먹어 瀉해주며, (肝木의 邪氣가) 實하면 子臟(心火)을 (甘
草로) 사해준다. (肝氣를) 흩어주려면 급히 매운 것(川芎)
을 먹어 흩어주고, 매운 것(細辛)으로 補해주며, 虛하면 母
臟(腎水)을 (地黃, 黃蘗으로) 補해준다. 心은 느슨한 것을 
싫어하므로 급히 신 것(五味子)를 먹어 收斂해주고, 단 것
(甘草, 人蔘, 黃芪)을 먹어 瀉해주며, (心火의 邪氣가) 실하
면 子臟(脾土)을 (甘草로) 瀉해준다. (心氣를) 軟하게 해주
려면 급히 짠 것(芒硝)을 먹어 부드럽게 해주고, 짠 것(澤
瀉)으로 보해주며, 虛허면 母臟(肝木)을 (生薑으로) 補해준
다. 脾는 축축한 것을 싫어하므로 급히 쓴 것(白朮)을 먹어 

말려주고, 쓴 것(黃連)을 먹어 瀉해주며 (脾土의 邪氣가) 
實하면 子臟(肺金)을 (桑白皮로) 瀉해준다. (脾氣를) 느슨
하게 해주려면 급히 단 것(炙甘草)을 먹어 느슨하게 해주
고, 단 것(人蔘)으로 補해주고, 虛하면 母臟(心火)을 (炒鹽
으로) 補해준다. 肺는 氣가 위로 거슬러 오르는 것을 싫어
하므로 급히 쓴 것(訶子)을 먹어 내려주고, 매운 것(桑白皮)
을 먹어 사해주며, (肺金의 邪氣가 實하면) 子臟(腎水)을 
(澤瀉로) 瀉해준다. (肺氣를) 收斂시키려면 급히 신 것(白
芍藥)을 먹어 收斂시키고, 신 것(五味子)으로 補해주며, 虛
하면 母臟(脾土)을 (五味子로) 보해준다. 腎은 마르는 것을 
싫어하므로 급히 매운 것(黃蘗, 知母)을 먹어 적셔주고, 짠 
것(澤瀉)을 먹어 瀉해주며, (腎水의 邪氣가) 實하면 子臟
(肝木)을 (芍藥으로) 瀉해준다. (腎氣를) 굳게 해주려면 급
히 쓴 것(知母)을 먹어 굳게 해주고, 쓴 것(黃蘗)으로 보해
주며, 虛하면 母臟(肺金)을 (五味子로) 보해준다.”11)고 하

다. 또한 張元素의 말을 인용하여 “약물의 五味는 五臟으
로 들어가는데, 역시 그 성질에 따라 補瀉의 기능을 하는
데, 또한 그 성질에 따라 調和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酸味는 간으로 들어가고, 苦味는 심으로 들어가고, 甘味
는 비로 들어가고, 辛味는 폐로 들어가고, 鹹味는 신으로 
들어간다. 辛味는 흩어주는 것을 주관하고, 酸味는 수렴하
는 것을 주관하고, 甘味는 느슨한 것을 주관하고, 苦味는 
굳게 하는 것을 주관한다. 辛味는 뭉친 것을 흩어주며 마른 
것을 적셔 줄 수 있으며, 津液을 돌게 하고 氣를 소통하게 
한다. 酸味는 늘어지고 흩어 진 것을 수렴시킬 수 있다. 감
미는 급한 것을 느슨하게 해주고 중초를 조화시킬 수 있다. 
고미는 축축한 것을 말려주고 부드러운 것을 굳게 해 줄 
수 있다. 함미는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해 줄 수 있다. 淡味
는 구멍을 잘 통하게 할 수 있다.”12)고 하 다. 또한 “단맛
은 느슨하게 해주고(甘緩), 신맛은 수렴시켜 주고(酸收), 
쓴맛은 말려주고(苦燥), 매운맛은 흩어주고(辛散), 짠맛은 
부드럽게 해주고(鹹軟), 담박한 맛은 滲泄시켜주는 것(痰
泄)이 五味의 本性으로 이는 일정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補하는 작용도 있고 瀉하는 작용도 하는 것
은 五臟과 四時에 따라 서로 번갈아 쓰이기 때문이다. 溫涼
寒熱은 四氣의 本性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장을 보하고 사

1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76. “肝苦急, 急食甘以緩之(甘草), 以酸瀉之(赤芍藥), 實則瀉子(甘草). 欲散, 急食辛以散之(川
芎), 以辛補之(細辛), 虛則補母. 心苦緩, 急食酸以收之(五味子), 以甘瀉之(甘草, 蔘, 芪), 實則瀉子(甘草). 心欲軟, 急食鹹以軟之, 芒硝. 以鹹補之, 
澤瀉. 虛則補母. 生薑. 脾苦濕, 急食苦以燥之(白朮), 以苦瀉之(黃連), 實則瀉子(桑白皮). 脾欲緩, 急食甘以緩之(炙甘草), 以甘補之(人蔘), 虛則補
母. 炒鹽.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訶子), 以辛瀉之(桑白皮), 實則瀉子(澤瀉). 肺欲收, 急食酸以收之(白芍藥), 以酸補之(五味子), 虛則補母(五
味子). 腎苦燥, 急食辛以潤之(黃柏, 知母), 以鹹瀉之(澤瀉), 實則瀉子(芍藥). 腎欲堅, 急食苦以堅之(黃蘗). 虛則補母(五味子).”

1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76-77. “張元素曰∶凡藥之五味, 隨五臟所入而爲補瀉, 亦不過因其性而調之.酸入肝, 苦入心, 甘入脾, 
辛入肺, 鹹入腎. 辛主散, 酸主收, 甘主緩, 苦主堅, 鹹主軟. 辛能散結潤燥, 致津液, 通氣; 酸能收緩斂散; 甘能緩急調中; 能燥濕堅軟; 能軟堅; 淡能利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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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번갈아 쓰인다. 다만 여기서는 潔古 
張元素가 素問의 음식보사에 따라 몇 가지 약물을 예로 

들었을 뿐이니, 학자들은 그 뜻에 따라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13)고 하 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苦 急食 欲 急食 虛(補其母) 補 實(瀉其子) 瀉
肝 急 甘緩

(甘草) 散 辛散
(川芎) 熟地黃, 黃蘗 辛補

(細辛) ▼甘草 酸瀉
(赤芍藥)

心 緩 酸收
(五味子) 軟 鹹軟

(芒硝) 生薑 鹹補
(澤瀉) ▼甘草 甘瀉

(人蔘, 黃芪, 甘草)
脾 濕 苦燥

(白朮) 緩 甘緩
(炙甘草) △炒鹽 甘補

(人蔘) ▽桑白皮 苦瀉
(黃連)

肺 氣上逆 苦瀉
(黃芩) 收 酸收

(白芍藥) ▲五味子 酸補
(五味子) ▽澤瀉 辛瀉

(桑白皮)
腎 燥 辛潤

(知母, 黃蘗) 堅 苦堅
(黃柏) ▲五味子 苦補

(黃蘗) ▽芍藥 鹹瀉
(澤瀉)

표 2. 本草綱目의 苦欲補瀉와 본초 배열

李氏는 ｢序例｣에서 張元素의 潔古珍珠囊을 평가함에 
“옛 처방으로 새로운 질병을 다스림이 가능하지 않으니, 醫
家 스스로 치법을 완성해야 한다.”14)는 견해를 제시하 는
데, 이를테면 張氏는 ‘命門火降’에 黃柏, 知母, 牧丹皮, 生地
黃 등을 사용한 경우가 ‘火降瀉之’에 해당한다. 李氏는 “황
백의 苦寒한 성질로 열을 씻어주어 補水潤燥의 작용이 으
뜸이 되며, 瀉火補陰의 효능에 있어, 命門의 陰中之火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 知母는 肺金을 맑게 하여 腎
水의 化源을 자양할 수 있으니, 장결고, 이동원, 주단계는 
모두 이를 滋陰降火에 있어 요긴한 약물로 생각했다.”15)16)
고 하 다.

본초강목과 탕액본초의 고욕보사의 약물을 비교하면, 
오장의 苦欲에 따른 德性과 急食에 사용된 약물 배합 그리고 
補瀉에 따른 약물 배합도 같다.

臟腑虛實에 따른 배열에서는 虛證의 경우에는 脾虛(炒鹽: 
△로 표기)와 腎虛(五味子: ▲로 표기)가 달랐고, 實證의 
경우는 肝實(甘草: ▼로 표기), 脾實(桑白皮: ▽로 표기), 
肺實(澤瀉: ▽로 표기), 腎實(芍藥: ▽로 표기)이 달랐다.

또한 肺와 腎의 虛證에는 모두 ‘五味子’(▲로 표기)를 사
용한다고 하 고, 肝과 心의 實證에는 ‘甘草’(▼로 지적)를 
사용한다고 하 다. 이러한 본초 배열에 대하여 이씨는 ‘五
味子’를 肺虛證에 기재한 것은 ‘氣虛補之’의 입장에서 “斂
肺”17)의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腎虛證에 기재한 경우는 
‘水弱補之’의 입장에서 “補血”18)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으며, ‘甘草’를 肝實證에 기재한 것은 ‘有餘瀉之’의 입장
에서 “瀉子”19)의 목적으로, 心實證에 기재한 것은 ‘表熱發
之’의 입장에서 “散火”20)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제시하
고 있다.

2. 輔行訣에 수록된 五行相生相勝 湯液經法圖

輔行訣에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經方’의 방제 원칙
을 은연 중 내포하고 있다. 輔行訣에서 “이 그림은 湯液
經法의 요점을 모조리 담고 있는 오묘한 것이니, 학자들은 
이것을 능숙하게 알아야 의술이 완성될 것이다.”21)고 하
다. 그러나 이 그림에 대한 직접적인 별도의 해석은 기재되

1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76-77. “李時珍曰: 甘緩, 酸收, 苦燥, 辛散, 鹹軟, 淡滲, 五味之本性, 一定而不變者也. 其或補
或瀉, 則因五臟四時而迭相施用者也. 溫, 涼, 寒, 熱, 四氣之本性也; 其於五臟補瀉, 亦迭相施用也. 此特潔古張氏因≪素問≫飲食補瀉之義, 舉數藥以
爲例耳, 學者宜因意而充之.”

1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40. “古方新病不相能, 自成家法.”
1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1140. “以黃柏之苦寒瀉熱, 補水潤燥爲君, 有瀉火補陰之功, 非陰中之火, 不可用也 …… 清肺金, 

滋腎水之化源. 故潔古, 東垣, 丹溪皆以爲滋陰降火要藥.”
16) 진주표, 장재석 편역. 식용약용본초사전. 서울:법인문화사. 2013:813. “黃蘗은 黃柏의 異名이다.”
1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78.
1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79.
1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77.
2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78.
21)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86. “此圖乃湯液經法盡要之妙, 學者能諳於此, 醫道畢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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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은데, 그림과 輔行訣에 산재된 기록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五行相生相勝湯液經法圖.

그림 1은 五行과 五味 그리고 방제의 효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經方의 방제 구성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輔行訣
의 五臟苦欲補瀉 원칙을 그림의 뜻으로 분석하면, 輔行訣
에서 肝은 “辛味은 補하고 酸味은 瀉하니 肝은 急한 것을 
싫어하므로 서둘러 단 것을 먹어 완화시켜준다.”22)고 하
는데 이 원칙은 木體의 用法에 부합되고, 心은 “鹹味는 補
하고 苦味는 瀉하니 心은 緩함을 싫어하므로 급히 신 것
(酸味)을 먹여 수렴시켜야 한다.”23)는 火體의 用法에, 脾는 
“甘味는 補하고 辛味는 瀉하니 脾는 濕한 것을 싫어하므로 
서둘러 쓴 것을 먹어 燥하게 하여야 한다.”24)하여 土體의 
用法에, 肺는 “酸味는 補하고 鹹味는 瀉하니 肺는 氣가 上
逆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매운 맛을 먹어 흩어지게 한다.”25)는 
金體의 用法에, 腎은 “苦味는 補하고 甘味는 瀉하니 腎은 
燥함을 싫어하므로 서둘러 짠 것을 먹어 潤하게 한다.”26)
는 水體의 用法에 부합된다.

이를 통해 輔行訣에 기재된 五臟의 苦欲補瀉 원칙이 

이 그림으로 정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중에 藥性은 
左側에 있는 것이 補藥의 성질인 것이고, 右側에 있는 것이 
瀉藥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소위 ‘化’라고 하는 것은 五臟
이 싫어할 때 먹어야 하는 약성을 말하는 것이다. 交角處의 
除煩, 除(逆), 除燥, 除滯, 除痞 等의 뜻은 이와 같은 方劑 
配伍의 효능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아래에 덧붙인 “左, 其數
七火數也, 陽進爲補, 右, 其數六水數也, 陰退爲瀉”27)의 문장
은 補와 瀉의 개념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3. 輔行訣과 素問･藏氣法時論의 苦欲補瀉

輔行訣에 기재된 오장의 苦欲補瀉는 素問･藏氣法時論
의 원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대조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輔行訣에 인용된 五味에 五臟을 배치하는 內經
의 원문이 보다 이치가 분명하며 의학 이론에 부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素問의 五臟補瀉 원칙은 그 문장
의 중복이 있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에 두 책의 조문
을 아래의 표 3을 통해 비교해 보기로 하자.

표 3을 보면 輔行訣과 素問･藏氣法時論에 기재된 肝
臟의 보사원칙은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이를 제외한 心, 脾, 
肺, 腎의 인용된 문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心과 脾는 補法과 急食의 방법이 같고 瀉法이 다르며, 肺
와 腎은 補法이 같고 瀉法과 急食의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心’은 輔行訣에서 ‘苦瀉之’하고 素問에서는 ‘甘瀉
之’하며, ‘脾’는 輔行訣에서 ‘辛瀉之’하고 素問에는 ‘苦瀉
之’하다. 또한 ‘肺’는 輔行訣에서 ‘鹹瀉之’, ‘肺苦氣上逆, 食
辛以散之, 開腠理以通氣也.’하고, 素問에는 ‘辛瀉之’, ‘肺苦
氣上逆, 急食苦以泄之’하며, ‘腎’은 輔行訣에서 ‘甘瀉之’, ‘腎
苦燥, 急食鹹以潤之, 至津液生也.’하고, 素問에는 ‘鹹瀉之’,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한다고 하 다.

그 ‘開腠理, 通氣也’란 문장은 輔行訣의 ‘肺苦氣上逆’의 
조문 다음에도 나오는데, 肺는 主皮毛, 司呼吸하기 때문에 
‘開腠理, 通氣也’이므로 이 구절은 肺臟의 補瀉原則 뒤에 놓
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肺는 苦氣上逆함으로 인해 肺失
宣降하니 辛味를 먹게 되면 宣散肺氣하여 ‘開腠理, 通氣’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 

22)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2. “以辛補之, 酸瀉之.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23)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3. “在鹹補之, 若瀉之,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24)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7. “以甘補之, 辛瀉之.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25)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8-179. “以酸補之, 鹹瀉之. 肺苦氣上逆, 食辛以散之.”
26)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80. “以苦補之, 甘瀉之. 腎苦燥, 急食鹹以潤之.”
27)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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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藏氣法時論｣에 제기된 五味의 기본 작용은 ‘辛散, 鹹軟, 
甘緩, 酸收, 苦堅’이며, ‘辛潤’이란 말은 볼 수 없다. 전체적
으로 보아 輔行訣의 오장 보사 원칙의 서술이 이치와 의
학 이론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素問에 
기재된 조문은 중복된 것이 있다. 이를테면 苦味가 ‘肺苦氣
上逆, 急食苦以泄之’에서 사용되고 ‘脾苦濕, 急食苦以燥之’에
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2개의 조문 가운데 하나는 
이치에 맞지 않게 되는데, ‘脾苦濕, 急食苦以燥之’의 조문이 
보다 합리적이며,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의 논리보다는 

輔行訣에서의 ‘肺苦氣上逆, 急食辛以散之, 開腠理以通氣
也’의 논술이 의학이론에 부합된다. 

‘腎苦燥’하면 마땅히 섭취해야 하는 味 또한 輔行訣에
서 말한 ‘急食鹹以潤之, 至津液生也’가 합리적인 것으로, 鹹
味는 腎에 속하기 때문에 腎精이 虧虛하여 腎苦燥할 경우
에는 서둘러 腎에 속하는 鹹味를 섭취하여 津液을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腎은 ‘主水’이지 ‘主皮毛’가 아닌데 素問
에서 ‘開腠理’, ‘通氣’라 언급한 것은 錯簡이 의심스럽거나 
校正의 오류일 수 있다.

輔行訣 素問･藏氣法時論
肝 “陶云: 肝德在散. 故經云: 以辛補之, 酸瀉之. 肝苦急, 急食

甘以緩之, 適其性而衰之也.”28)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酸瀉之.”, “肝苦急, 急食
甘以緩之.”29)

心 “陶云: 心德在軟. 故經云: 在鹹補之, 苦瀉之, 心苦緩, 急食
酸以收之.”30)

“心欲軟, 急食鹹以軟之, 用鹹補之, 甘瀉之.”, “心苦緩, 急食
酸以收之.”31)

脾 “陶云: 脾德在緩. 故經云: 以甘補之, 辛瀉之, 脾苦濕, 急食
苦以燥之.”32)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用苦瀉之, 甘補之.”33), “脾苦濕, 急食
苦以燥之.”34)

肺 “陶云: 肺德在收. 故經云: 以酸補之, 鹹瀉之, 肺苦氣上逆, 
食辛以散之, 開腠理以通氣也.”35)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用酸補之, 辛瀉之.”36),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37)

腎 “陶云: 腎德在堅. 故經云: 以苦補之, 甘瀉之, 腎苦燥, 急食
鹹以潤之, 至津液生也.”38)

“腎欲堅, 急食苦以堅之, 用苦補之, 鹹瀉之”39), “腎苦燥, 急食
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40)

표 3. 輔行訣과 素問･藏氣法時論의 苦欲補瀉

4. 輔行訣 五行體用觀의 근거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陶氏의 오행의 각 부분의 
體用은 다시 五味에 배합되어 속한다. 輔行訣의 辨臟腑病
證의 조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배속은 ｢장기법시론｣을 근거
로 오장의 苦, 欲과 五味性質을 정하고 있다. 

味에 있어 體味와 用味의 化合은 化味로 생겨난다. ‘體用’
은 철학 용어로 이것은 오행에서 파생된 음양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用’은 ‘作用’의 뜻하며 ‘體’는 ‘本質’의 뜻
이며 ‘化’는 변화된 기능이 합하여진 ‘體用’한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肝은 오행 가운데 木에 속하며 肝은 흩어지고
자 하는데 辛味는 흩어지게 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辛味는 
肝의 用味이고 散과 收는 반대의 뜻으로 酸味는 수렴시킬 
수 있으므로 酸味는 肝의 体味인 것이다. 辛散과 酸收의 상
호협조는 ‘緩’의 기능으로 나타난다. 甘味는 緩하게 하므로 
간의 化味는 甘味가 된다. ‘緩’과 ‘急’은 반대의 뜻으로 간은 
급한 것을 싫어하는데, 서둘러 甘味를 먹으면 緩和되어진다
는 뜻이다. ｢藏氣法時論｣에서 五臟의 苦欲과 輔行訣의 
體, 用, 化의 五味의 배열은 표 4와 같다.

28)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2. 
29) 王冰 注. 黃帝內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3:54.
30)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3. 
31) 王冰 注. 黃帝內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3:54.
32)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7. 
33) 王冰 注. 黃帝內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3:55.
34) 王冰 注. 黃帝內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3:54.
35)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78-179. 
36) 王冰 注. 黃帝內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3:55.
37) 王冰 注. 黃帝內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3:54.
38) 馬繼興, 王淑民, 陶廣正, 樊正倫 輯校. 敦煌醫藥文獻輯校. 江蘇:江蘇古籍出版社. 1998:180. 
39) 王冰 注. 黃帝內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3:55.
40) 王冰 注. 黃帝內經.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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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臟苦欲 素問･藏氣法時論 輔行訣
苦 欲/德 瀉 補 急食 體(瀉) 用(補) 化(急食)

肝 急 散 酸 辛 甘 酸 辛 甘
心 緩 軟 甘 鹹 酸 苦 鹹 酸
脾 濕 緩 苦 甘 苦 辛 甘 苦
肺 氣上逆 收 辛 酸 苦 鹹 酸 辛
腎 燥 堅 鹹 苦 辛 甘 苦 鹹

표 4. 素問･藏氣法時論의 五臟苦欲와 輔行訣의 體, 用, 化에 따른 五味配列

Ⅲ. 結論

이상의 본 연구에서는 醫學啓源, 湯液本草, 本草綱
目과 輔行訣의 臟腑와 五味에 관한 苦欲補瀉에 대한 의
가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藏氣法時論｣에서 언급한 苦欲補瀉와 五味의 관계에 있어, 
五臟의 ‘苦’, ‘欲’은 臟氣의 각자 특성을 반 한 것으로 
이는 各臟의 생리, 병리적 표현으로 귀납시켜 ‘五味’와 
연관시키고 있으며, ‘補’, ‘瀉’는 일반적인 扶正祛邪의 개
념과는 다르며 이는 五臟의 ‘苦’, ‘欲’ 특성에서 출발하여 
性에 順하는 것이 補가 되고 性에 逆하는 것은 瀉가 된
다. ‘苦欲補瀉’의 이론은 專門著作인 醫學啓源에서 다
룬 이후 湯液本草에서는 虛實을 추가적으로 내용을 삽
입하 고, 本草綱目에서는 六腑五臟에 따른 虛實標本
用藥으로 辨證을 귀납시키고 있다.

2. 輔行訣에 기재된 五臟의 苦欲補瀉와 ｢藏氣法時論｣ 원
문과의 비교하자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輔行訣에 인용된 五味에 五臟을 배치한 내용은 內經
의 서술보다 이치와 맞으며 의학 이론에 부합한다. 또한 
輔行訣의 湯液經法 圖에는 味에 있어 五行體用觀을 
도입하고 ‘體’(本質)味와 ‘用’(作用)味의 ‘化’(化合)味로 
구별하고, 除煩, 除(逆), 除燥, 除滯, 除痞의 方劑 配伍를 
하 음을 알 수 있어 향후 교육과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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