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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rpose : Review of the systematized medical theory of Huangdi within the first series of conversations including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Leigong and Huangdi.

Conclusions :

1. “Huang-di-Nei-Jing” records the 5 theories of Huangdi’s system of thinking (黃帝學派). Among these,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and answers with Leigong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of Huangdi’s treatises.

2. In the questions and answers exchanged between Leigong and Huangdi, the Suwen (素問) Chapter deals with the areas of 

Yinyang, Zangfu, Cause and Mechanism of diseases, as well as medical ethics. Moreover, the Lingshu (靈樞) Chapter discusses 
distribution of meridian system, routes of circulation of energies, symptoms, acupuncture therapy and diagnosis, etc.

3. Characteristics of the medicine of Leigong and Huangdi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12 meridian systems of the ｢Jingmai (經脈)｣ section describes the meridian system that ceaselessly circulates in the shape 

of loops with the inner and outer aspects linked with each other.

Secondly, regarding the methods of diagnosis, the ｢Yinyangleilun (陰陽類論)｣ section describes the method of diagnosis through 

palpation of pulse. In addition, the ｢Wuse (五色)｣ section describes visual diagnosis that uses five colors. The Wuhang combination of 

spleen, liver, kidney of ｢Shicongronglun (示從容論)｣ section also includes the Wuhang theory of Jinwenshangshu (今文尙書). The ｢Wuse｣ 

section discusses areas of the face and five colors, while the ｢Yinyangleilun｣ discusses the ‘Yinyancixiongmaifa (陰陽雌雄脈法)’, the ｢Jingmai｣ 

discusses the ‘Yinyancunkoumaifa (人迎寸口脈法)’, and the ｢Zhengsishilun｣ and ｢Fangchengshuailun｣ discuss ‘chifuzhenfa (尺膚診法)’.

Thirdly, Huangdi’s school of thinking did not neglect bencao (本草) and tangye (湯液), which are discussed in the ｢Jiejingweilun｣ and 

｢Shicongronglun｣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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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한의학의 최고 경전인 黃帝內經(이하 내경)에 하여 
처음으로 注釋한 사람은 남북조시  梁의 全元起이고, 素
問(이하 소문)과 靈樞(이하  추)의 처음으로 내용
을 분류하여 編寫한 사람은 唐代 초기의 楊上善이며, 素問

9卷을 처음으로 24卷 81篇으로 개편한 사람은 唐代 중기의 
王冰에서 비롯하 다. 그러나 후 에 典籍이 전승된 과정을 
볼 때 全元起의 素問訓解는 철저하게 유실되어 林億의 重
廣補注黃帝內經(이하 신교정)1)에서 인용한 자료만 남아 
있고, 양상선의 태소는 공백 시기가 있었지만 부분이 
보존되어 왔고 몇 권이 殘闕되었으며, 왕빙이 重編하고 注
釋한 소문은 오늘날까지 손상됨이 없이 보존되어 왔다. 

내경의 연구는 전원기의 소문훈해에서부터 시작되고, 

1) 현존하는 素問은 唐･王冰이 주석을 달고 林億 등이 교정한 판본으로 書名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이다. 梁･全元起가 주한 素問訓解 8권 
68편을 저본으로 왕빙이 새로 편집하여 24권 81편으로 주석을 덧붙인 것이다. 北宋･임억 등이 교정했을 때의 補注는 王冰本과 비하여 新校
正이라 한다. 이 신교정에 의하면 ‘靈樞 今不傳’이라 하 으니, 11세기 北宋시기에는 이미 왕빙이 본 鍼經의 판본이 많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雷公-黃帝의 醫學思想에 관한 硏究

- 84 -

양상선의 黃帝內經太素(이하 태소)와 왕빙 판본의 내
경이 兩大山脈이 되었다. 그런데 宋代 이후 약 1000년간
에 걸쳐 임억의 신교정을 통하여 왕빙 판본의 내경 위
주로 수많은 의가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반면에, 양상선의 
태소는 일실되어 근 에 와서 발굴2)되었기에 완전한 역
사적인 공백을 맞게 되었다.

내경은 계통적이며 전면적으로 의학이론과 사상을 전
개하고 있어, 내경에 관한 판본과 구성의 연구는 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내경
에 관련된 의사학적인 연구나 사료에 관한 검색이 절 적
으로 부족하고, 특히 등장하는 인물 중심의 학술사상에 관
한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내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한 내경학파의 
연구에 관한 고찰의 시도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
의 의학 사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를 기 한다. 

따라서 논자는 기존에 연구된 자료를 바탕3)으로 雷公과 
黃帝의 問答을 조명하여 그들이 활동한 시기와 사료들을 
수습함으로써, 약간의 학술적인 내용과 의학사상에 관한 지
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論

1. 내경학파의 등장과 뇌공

余自漢 등의 연구에 따르면 “ 추는 馬王堆에서 출토
된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陰陽脈死
候 또는 張家山에서 출토된 脈書 그리고 大要, 刺法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고  의학 문헌의 기초 위에 형성
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며, 소문은 史記 ｢扁鵲倉公列傳｣
에서 제시하지 못한 陰陽十二官相使, 從容, 金匱 또
는 張家山에서 출토된 脈書 등 20여종의 고  의학 문헌
의 기초위에서 형성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다.”4)5)라고 하
다. 그리고 전국한의과 학의 공통 교재인 類編黃帝內經
에서도 “현재 내경의 전승과정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저작으로 보지 않는 견해”6)가 定說로 여겨진다.

야마다케이지(山田慶兒)는 내경의 문장에 등장하는 인
물을 중심으로 “내경이 형성되는 과정은 중국 의학 형성
기의 혼돈이 그 로 반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복잡함을 풀어줄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표현 형
식이 바로 그 단서이다. 문장에는 문답 형식을 취하는 것과 
논술 형식을 취하는 것이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문답 형식 쪽이 논술 형식보다 저작 연 가 오래이다. 문답
형식에는 問者와 答者의 조합으로 雷公과 황제, 황제와 少
師, 황제와 伯高, 황제와 少兪, 황제와 岐伯라는 다섯 가지
가 있다. 이것은 각 答者를 개조로 받드는 다섯 그룹이 존
재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황제파, 소
사파, 백고파, 소유파, 기백파이다. 황제파의 등장과 함께 
황제학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어서 각각의 학파가 그림 
1처럼 무 에 나타났다가 사라져 갔다. …… 시 로 말하자
면 新代는 伯高派이고, 前漢 시 에는 黃帝와 少師 두 학파, 
後漢 시 에는 少兪와 岐伯 두 학파가 각각 활약했다.”7)고 
하 다.

또한 그는 내경의 성립 과정에 하여 黄帝學派(黃帝
內經學派)로 명명한 5개의 학파에 시간적 전후관계와 학술
적 系譜를 그림 1과 같이 표현하 고8), 다음과 같은 뇌공
-황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

2) 太素의 원문은 日本 仁和寺所藏의 舊鈔本인 黃帝內經太素의 인본이 있으며, 黃帝內經太素 : 淸･袁氏 漸西村舍 寫本(中國書店出版. 
1994)이 있다. 또한 蕭延平이 影寫本과 袁刻本을 기초로 하여 校勘을 가하고 民國 13(1924)年에 처음으로 간행한 서적이 黃帝內經太素가 있
는데, 이후에 이 책(人民衛生出版社. 1955)은 影印하여 復刊되었으며, 人民衛生出版社의 활자본도 현재 간행되고 있다. 

3) 山田慶兒. 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の硏究. 京都: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1985.
山田慶兒 著. 東方學報 九宮八風說과 少師派의 立場. 京都:第五十二冊. 1980.
廖育群. 重構秦漢醫學圖像. 上海: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2. 
廖育群. 岐黃醫道. 沈陽:遼寧敎育出版社. 1991. 
張灿甲. 黃帝內經文獻硏究. 上海: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5. 
余自漢, 連啓明, 李積光, 吳傳華, 程自勉, 陳元宏, 외. 김기왕, 인창식, 신승호 옮김. 황제내경의 기원. 서울:일중사. 2003. 
야마다케이지 저. 윤석희, 박상  옮김. 중국의학의 기원. 서울:도서출판 수퍼노바. 2016. 
박현국, 김기욱. ｢뇌공-황제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한한의학원전학회. 2005;18(3):81-94. 
하홍기, 김기욱, 박현국. ｢雷公炮炙論에 관한 연구-炮制를 중심으로｣.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2):23-50.

4) 余自漢, 連啓明, 李積光, 吳傳華, 程自勉, 陳元宏, 외. 김기왕, 인창식, 신승호, 옮김. 황제내경의 기원. 서울:일중사. 2003:39.
5) 龍伯堅 著. 白貞義, 崔一凡 譯. 黃帝內經槪論. 서울:논장. 2010:28-45.
6) 전국한의과 학 원전학교실편찬위원회. 類編黃帝內經. 전:주민출판사. 2009:5-9.
7) 야마다케이지 저, 윤석희, 박상  옮김. 중국의학의 기원. 서울:도서출판수퍼노바. 2016:390-394. 
8) 山田慶兒. 東方學報-九宮八風說과 少師派의 立場. 京都:第五十二冊. 19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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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漢 新 後漢
그림 1. 황제학파의 계보와 학파 형성 시기

이어서 “戰國末期 무렵 의료기술에 일종의 혁신이 발생
하 다. 침을 쓰는 치료법이 출현한 것이다. 그것은 灸法과 
砭法에 의해 축적된 병과 의료에 관한 경험적인 지식이나 
기술, 맥과 맥법의 발명, 氣와 관련된 이론으로 근거를 제
공하려는 노력의 성과 등을 계승하여 성립한 새로운 의학
이었다. 침법을 위주로 하여 보조적으로 구법을 쓰고, 사례
에 따라서는 투약과 찜질법도 이용하는 이 새로운 의학의 
추진자들은 진료뿐만 아니라 이론･교육･저작의 방면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진료기술과 의학이론을 비약적으
로 발전시키면서 차츰 鍼灸學派라고도 부를 만한 것을 형
성시켜 나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황제를 開祖로 추앙하는 
일파 다. 황제가 뇌공에게 가르침을 주는 문답형식의 저작
을 남긴 학파, 즉 황제의 이름을 의탁하여 학설을 주장한 
黃帝派라고 호칭한 黃帝學派의 최초 그룹이다.”9)고 주장하

다.

2. 뇌공이 등장한 서적

雷公이라는 이름은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漢 또는 이전 
시  문헌에는 기록된 것이 매우 적고, 기록된 것 역시 황
제 시 에 황제와 의학을 논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명확
하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淮南子에서 “만약 眞人
이 되면 至虛의 경지에서 느긋하게 행동하며, 滅亡되어 아
무 것도 없는 至無의 들판에서 蜚廉을 타고 敦圄를 따르며, 
우주의 밖으로 달리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서 쉬게 된
다. 또 10개의 해를 등불로 삼고 비바람을 使者로 삼으며, 
우뢰인 雷公을 신하로 삼고, 神人인 夸父를 부리며, 복희의 

딸인 宓妃를 첩으로 두고, 베짜는 織女를 아내로 둔다. 천
지의 사이에 그 어느 것도 眞人의 뜻을 훼방 놓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虛無라고 하는 것은 道의 집이요, 平易하라
고 하는 것은 道의 바탕이다.”10)라 하 다.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모두 眞人, 至人, 聖人, 賢人에 관
한 것으로 윗 문장은 眞人에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
히 보면 의학과는 거리가 있는 虛無의 說과 神仙의 道를 
언급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 雷公을 夸
父, 宓妃, 織女 등 神話 속 인물과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볼 
때 황제와 의학을 논한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보기에는 의
문이 남는다.

이 문장의 성격은 道家와 黃老의 說이 매우 분명하다. 그
러나 윗 문장에서는 황제에 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신하인 뇌공은 황제 시 의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 고

의 전설 가운데는 뇌공과 같은 神的인 인물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雷公은 雷神이다. 東漢 시 의 王充은 論衡에서 “그림
을 그리는 圖工이 우뢰의 모습을 여러 개의 북을 묶어서 
연결한 모습으로 그렸다. 또 한사람은 마치 힘을 쓰는 力士
의 얼굴을 그려 雷公이라 말하며, 왼손으로 북을 연결시키
며 오른손으로 북채를 옮겨서, 마치 북을 두드리는 모습과 
같았다.”11)라 하 다. 이 神에 하여 王充도 “원래의 모습
을 이와 같이 복원한 것은 허망한 모습이다.”12)고 지적하

다. 
皇甫謐은 鍼灸甲乙經에서 “黃帝가 岐伯, 伯高, 小兪의 

무리들을 방문하여 …… 그리하여 鍼道가 생겨났다. 기타의 
오묘한 의학이론은 雷公이 醫業을 받아 이를 후세에게 전

9) 야마다케이지 저. 윤석희, 박상  옮김. 중국의학의 기원. 서울:도서출판 수퍼노바. 2016:532, 641-642. 
10) 劉安 撰. 淮南子･俶眞訓, ≪(大本原式精印)四部叢刊正編22冊≫. 서울:法仁文化社. 1989:14. “若夫眞人, 則動溶于至虛, 而游于滅亡之野. 騎蜚廉

而從敦圄, 馳於方外, 休乎宇內. 燭十日而使風雨, 臣雷公, 役夸父, 妾宓妃, 妻織女, 天地之間, 何足以留其志, 是故虛無者, 道之舍, 平易者道之素”
11) 王充 撰. 論衡･雷虛篇 ≪(大本原式精印)四部叢刊正編22冊≫. 서울:法仁文化社. 1989:68. “圖畫之工, 圖雷之狀, 累累如連鼓之形. 又圖一人, 若

力士之容, 謂之雷公, 使之左手引連鼓, 右手推椎, 若擊之狀.”
12) 王充 撰. 論衡･雷虛篇 ≪(大本原式精印)四部叢刊正編22冊≫. 서울:法仁文化社. 1989:68. “如復原之, 虛妄之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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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13)라 하 으며, 또한 太平御覽에서 황보 의 帝
王世紀를 인용하여, “황제인 有熊氏가 雷公과 岐伯에 經脈
을 논할 것을 명령하 고, 81개의 어려운 질문을 곁으로 통
하여 난경이 되었고, 九鍼을 제작하여 가르치며 內外術經 
18권을 저작했다.”14)고 하 다. 황보 이 뇌공을 언급한 것
은 당시에 황제내경 편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며, 특별
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孫思邈은 千金要方에서 “黃帝가 命을 받들어서 九鍼을 
창제하고, 方士인 岐伯, 雷公과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經脈
에 하여 논하고, 旁通하기 어려운 것을 물어보고 이치를 
상세하게 궁구하여 經論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후세에 이
르러 이를 근거하여 그 뜻이 창달되었다.”15)고 하 다. 이 
문장을 상세히 보면, 당연히 황보 의 논술에 근거하여 기
록어진 것이다. 만약 六朝 시  이후에 뇌공과 관련된 많은 
학설과 저작이 있다면, 이것은 후세에서 뇌공의 이름으로 
가탁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완전히 신뢰하기도 어렵다. 

임억은 신교정에서 말하기를 “옛날 황제가 임금의 자
리에 올라, 인체의 이치를 알고, 천하를 다스리고 明堂에 
앉아서 八極을 관찰하고 五常을 세우고, 이로써 사람의 생
명이라 생각하 다. 음을 짊어지고 양을 끌어안아, 오미를 
맛보고 오색을 분별하며, 밖으로는 寒暑가 서로 요동치고, 
안으로는 喜怒가 서로 침입하고, 요절하고 혼미해지는 질병
을 낫게 함에, 로 국가가 책임진 바가 있어 장차 五福
을 거두어 들 고, 졸도한 백성을 錫藥으로 발라주었다. 그
리고 기백과 더불어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궁구하고, 아래
는 땅의 이치를 살펴 먼 것은 사물로부터 취하 고 가까이
는 인체에서 취하 는데, 서로 의문이 있는 부분은 法을 만
들어서 만세에 복을 주었다. 여기에 雷公의 학파들이 이를 
전승하여 내경이 만들어졌다.”16)라 하 다. 이로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역사적인 미신으로 여긴 까닭에 본
래의 내용과 의미가 축소되어 버렸다.

3. 뇌공-황제의 문답 분석

소문과  추가 비록 각 두 부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지어졌으나, 그 구성과 내용상 서로 같은 부분이 무수히 많
이 존재한다. 둘 다 9권 8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황
제와 신하 사이의 문답방식으로 문장이 지어져 있다는 점, 
일부 기타 의학서적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廖育群에 의하면 漢書 ｢藝文志｣에서 ‘卷’과 ‘篇’은 완전
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실제로 18卷은 18篇이라는 의
미에 지나지 않는다.17) 따라서 거기에서 말한 황제내경
은 현존하는 황제내경, 즉 唐代의 竄入과 관련된 運氣七
篇과 佚失된 2편을 덧붙여서 81편으로 완성된 소문은 역
시 81편을 수록한  추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사실상 소문과  추가 같은 시 를 공유하고 
있기에 깊게 연구를 한다면, 이렇게 같은 부분 중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예로 문답관계 중에서 황제의 신분상 혹은 스승으로, 
혹은 제자로 존재하며, 문답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문답 자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각종 특징도 존재한다.

소문의 내용 중 문답관계와 관련하여 岐伯, 鬼臾區, 雷
公의 세 인물이 있는데, 귀유구의 이름이 제 66~71편과 제
74편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7편은 唐代의 王冰이 소문
의 주석을 달 적에 ‘舊藏之卷’이라 하여 그 모자란 바를 보
충하 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소문에는 오직 기백과 뇌
공 두 사람과 황제 사이의 토론만 나오게 되었다. 

 추와 관련해서는 岐伯, 伯高, 少兪, 少師, 雷公의 다
13) 晋･皇甫謐 著. 張燦玾,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黃帝三部鍼灸甲乙經序.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6:16. “黃帝咨訪岐伯, 伯高, 小兪

之徒 …… 而鍼道生焉. 其他至妙, 雷公受業, 傳之于後.”
14) 李昉 撰, 北京愛如生文化流有限公司開發硏製. 太平御覽･方術部･醫一. ≪中國基本古籍庫總目錄集≫ [CD-ROM]. 北京:中國圖書文化中心. 2005:4247. 

“黃帝有熊氏命雷公, 岐伯論經脈, 傍通問難八十一爲難經, 敎制九鍼, 著內外術經十八卷.”
15) 孫思邈 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任娟莉, 李培振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千金要方序.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7:18. “黃帝受命, 創制九鍼, 

與方士岐伯, 雷公之倫, 備論經脈, 旁通問難, 詳究義理, 以爲經論, 故後世可得根據而暢焉.”
16) 王冰 注解. 林億 補註. 孫國中, 方向紅 校点.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林億序. 北京:學苑出版社. 2004:4. “在昔黃帝之御極也, 以理身緖, 餘治天

下, 坐於明堂之上, 臨觀八極, 考建五常, 以爲人之生也. 負陰而抱陽, 食味而被色, 外有寒暑之相盪, 內有喜怒之交侵, 夭昏札瘥, 國家代有, 將欲斂時
五福, 以敷錫厥庶民. 乃與岐伯, 上窮天紀, 下極地理, 遠取諸物, 近取諸身, 更相問難, 垂法以福萬世. 於是雷公之倫, 授業傳之, 而內經作矣.”

17) 廖育群 著. 岐黃醫道. 沈陽:遼寧敎育出版社. 1991:51-64. “오늘날의 황제내경은 황제내경소문과 황제내경 추의 두 가지 서적으로 구
성되어 있지만, 한 권의 저서를 왜 두 부분으로 구분해야할까? …… 첫째, 漢書･藝文志은 醫經, 經方, 房中, 神仙 등이 기록된 4종류의 의학 
서적이다. …… 둘째, 漢書･藝文志기록된 책을 ‘篇’과 ‘卷’으로 똑같이 계산하는데, ‘積篇爲卷’의 사례는 없다. 예를 들어 ‘刑法六家, 百二十二
卷’ 중의 ‘山海經 十三卷’을 합계할 때는 13卷으로 계산한다. ‘禮’의 555편 중 ‘禮古經五十六經’을 합계할 때도 역시 56편이라 세며, 모두 명
확한 증거가 있다. 고로 황제내경은 18卷이며, 즉 분량도 역시 18편이지만, 오늘날의 황제내경의 162편과 같은 많은 내용들은 용납할 수 
없다. …… 다섯째, 오늘날의 황제내경은 소문과  추의 두 가지 분류의 독립적인 저서로부터 구성된 것이며, 漢書･藝文志 중에는 이러
한 현상은 없다. 두 책에서 쓰는 단어와, 이론취사 등의 방면에서 엄청 많은 부분이 다르며, 그것들의 원본은 마땅히 서로 관계가 없는 두 가
지 분류의 독립적인 저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이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을 보면, 소문과  추가 반드시 한
서･예문지에 수록된 黃帝內經 十八卷은 아니다. …… ”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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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인물이 등장한다. 황제와 이 일부 신하들의 이름도 漢
書 ｢古今人表第八｣에서는 岐伯만 나오고, 기타 몇 명의 이
름은 원류를 따라 고증하기가 어려우나, 옛 사람들이 놓친 
두 가지가 있다18). 

첫째, 황제와 신하들의 문답내용 가운데 유독 ‘雷公과 黃
帝’간의 문답 방식에 있어 뇌공이 문제를 제기하고 황제가 
醫道를 깨우쳐주며, 그 외에는 모두 황제의 질문에 해 여
러 신하들이 답을 하는 점이다. 

둘째, 여러 신하들이 서술하는 의학원리에서 원칙상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문과  추에는 설문형식이 아닌 편장도 
존재하는데, 이 편장들의 내용 및 서술방식에서 비교적 원
시적 의학서적들의 흔적이 나타난다. 그 예로  추 제
20~26편이 그러하다19). 이 편장들은 기본적으로 ‘某病’ 
…… ‘刺某處’이란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
장 타당한 것은  추가 집필시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원
시 의학서적을 받아들 을 것이라는 점이다. 소문 중에 
설문형식이 아닌 ｢大奇論｣편 또한, 전편에 걸친 문자가 전
국시  扁鵲의 의학저서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문
답관계와 내용적 분석은 이 두 편의 저서가 총망라되게 된 
원류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당  왕빙이 소문의 주석을 달
던 때에 일찍이 “임금과 신하사이의 문답이 예의에 합당하
지 않는 곳”20)이라 말하면서, 뒤이어 “귀함과 천함을 살펴
서 교정하고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원래의 뜻이 더욱 명확
해지도록 하 다.”21)라 하 고, 아울러 각 편의 내용을 정
리하면서 “배열에 착오가 있든지, 문자에 殘缺이 있든지, 앞
뒤로 중복 된 곳은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여 
번잡한 것을 깎아 버림으로써 그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두
었다”22)고 하 다. 표 1에서 뇌공-황제의 문답형식을 황
제내경과 태소를 비교하여 정리하 다. 

서명 권수 편명 서명 권수 편명

내경

소문

23 ｢著至敎論｣

태소

16 ｢脈論｣23 ｢示從容論｣
23 ｢疏五過論｣ 없음
23 ｢徵四失論｣ 없음
24 ｢陰陽類論｣ 16 ｢脈論｣
24 ｢方盛衰論｣ 없음
24 ｢解精微論｣ 29 ｢水論｣

 추
3 ｢經脈｣

｢經脈｣
8 ｢經脈連環｣
9 ｢經脈別異｣

3 ｢禁服｣ 14 ｢人迎脈口診｣
8 ｢五色｣ 14 ｢人迎脈口診｣
8 ｢官能｣ 19 ｢知官能｣

표 1. 뇌공과 황제가 등장하는 내경과 태소의 편명

표 1에 의하면, 黃帝와 雷公의 문답 문장은 王氷 注釋의 
제 23권과 제 24권 가운데서 林億의 신교정에서 말하는 
것을 근거하고 있는데, 全元起의 판본은 제 8권에 있다. 황
제와 다른 天師들과의 문답 문장과는 혼돈되지 않는다. 소
문과  추에서는 뇌공-황제가 등장하는 篇文과 개요를 
아래에서 요약하기로 한다.

1) 소문의 篇文과 개요

뇌공-황제가 등장하는 소문의 편문은 ｢著至敎論｣, ｢示
從容論｣, ｢疏五過論｣, ｢徵四失論｣, ｢陰陽類論｣, ｢方盛衰論｣, 
｢解精微論｣이다.

위의 7편 중에 내용은 략 말하자면 두 가지 방면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病機와 관련된 편장이며, 예를 들어 
｢저지교론｣, ｢시종용론｣, ｢음양유론｣, ｢방성쇠론｣, ｢해정미
론｣ 등 편에서는 陰陽, 臟腑 방면과 病因, 病機 등을 중요
하게 다루었다. 

또 다른 하나는 醫德과 品格에 관련된 편장이며, 예를 들
어 ｢소오과론｣과 ｢징사실론｣편에서는 의사의 의덕과 품격을 
논하 다. 이른바 五過와 四失은 즉 의사는 법칙을 준수하지 
않고 經數를 따라하지 않아 발생된 과실의 중요성을 거론하
여, 경고하는 뜻이 있다. 의사는 반드시 經術을 알아야 하며, 
人事를 잘 알아야 만이 비로소 백성을 편히 할 수 있다.

또한 素問에서 雷公이 논술한 모습은 岐伯과는 완전하
18) 廖育群 著. 岐黃醫道. 沈陽:遼寧敎育出版社. 1991:57.
19) 廖育群 著. 重構秦漢醫學圖像. 上海: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2:152.
20) 王冰 注解. 林億 補註. 孫國中, 方向紅 校点.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王冰序. 北京:學苑出版社. 2004:8. “君臣請問, 禮儀乖失者”
21) 王冰 注解. 林億 補註. 孫國中, 方向紅 校点.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王冰序. 北京:學苑出版社. 2004:8. “考校尊卑, 增益以光其意.”
22) 王冰 注解. 林億 補註. 孫國中, 方向紅 校点.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王冰序. 北京:學苑出版社. 2004:8. “錯簡碎文, 前後重疊者, 詳其指趣, 削去複

雜, 以存其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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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7편 가운데 ｢방성쇠론｣과 ｢해정미론｣인 2편을 제

외하고 뇌공이 황제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려 물어본 것 이
외에, 나머지 5편은 모두 황제가 먼저 反問하여 문제를 제
기하 다. 

예를 들면 ｢소오과론｣편에서 “황제가 말하 다. ‘아아, 참
으로 심오하도다! 의학의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깊은 연못
을 탐색하는 것과 같고, 하늘의 뜬구름을 우러러 보는 듯합
니다. 깊은 연못은 그래도 측량 할 수 있지만 뜬구름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인의 의술은 만민의 法式이 되
니, 사람의 뜻을 논하여 재단함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서 
常規를 따르고 法度를 지키며 의업에 종사하는 것은 만민
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료에는 五過와 四德이 있는
데, 그 는 알고 있습니까?’ 뇌공이 자리를 옮겨 두 번 절
하고 말하 다. ‘신은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어 오과와 사덕
에 하여 들어보지 못하 으며, 질병의 형태와 병명에 
하여 取類比象하여 헛되이 經文을 인용할 뿐 마음 속 깊이 
이해하지 못하여 답할 것이 없습니다.’”23)

(2) 황제가 기백에 하여 부분 스승의 예의로 갖추어 
질문하 다. 만약 뇌공이었다면, 明堂에서 앉아서 바다와 
같은 가르침을 밝혀 많은 훈계를 드리운다.

예를 들어 ｢저지교론｣편에서 “황제가 明堂에 앉아 雷公
을 불러 물었다. ‘그 는 의학의 도를 아십니까?’ 뇌공이 
답하 다. ‘제가 의서를 통독하여 보았으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떤 것은 그 강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명확히 분석하여 변별할 수 없었고, 어떤 것은 분석하여 변
별할 수 있었으나 심오한 이치를 깊이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것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나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술은 일반 관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일 뿐 侯王의 병을 치료하기에는 부족합니다.’”24)
라 하 다.

(3) 뇌공이 어리기 때문에 견문이 광범하지 못하다. 그

래서 황제가 해설하는 데에 있어서 가끔은 책망하는 문구
가 있다.

예를 들어 ｢시종용론｣편에서 “황제가 한가롭게 앉아서 
뇌공을 불러 물었다. ‘그 는 의술을 전수받고 의서를 독송
한 사람인데, 만약 여러 학문을 두루 살피어 取類比象의 방
법을 파악하고 의학의 이치에 관통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그 의 뛰어난 바를 말해주시오.’”25)라 하 고, 또한 “황제
가 말하 다. ‘公은 어찌 그만한 나이에 어린이와 같은 질
문을 하십니까? 내가 질문한 것이 참으로 잘못되었나 봅니
다. 내가 그 에게 물어 본 것은 심오하고 현묘한 것이거늘 
그 가 말한 맥경 상･하편을 가지고 답하니 어찌 된 
것입니까?’”26)라 하 다.

그리고 ｢징사실론｣편에서 “황제가 명당에 앉아 있는데 
뇌공이 곁에서 모시고 앉아 있었다. 황제가 말하 다. ‘선생
께서 의서를 읽고 의업에 종사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
다. 의료상의 성공과 실패에 한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어째서 성공할 수 있고, 어째서 실패하는 것입니까?’”27)라 
하 고, 또한 “황제가 말하 다. ‘그 가 나이가 적어서 지
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의 학설에 

한 분석이 부족한 것입니까?’”28)라 하 다. 
뇌공과 황제의 문답 형태를 관찰해보면, 황제의 신하인 

뇌공을 의탁한 부분은 기백 등의 天師들과 비교하여 보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과 학식이 낮아서, 어떤 문장에서는 이
해하는 범위가 넓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소문에서 뇌공-황제의 문답 속에는 황제가 뇌
공에게 의학을 전수하는 내용으로 부분의 편장이 구성되
어 있어, 황보 의 갑을경에서 뇌공이 醫業을 받았고 후
세에 의학을 전한다고 언급한 이유이다.

2) 영추의 篇文과 개요

뇌공-황제가 등장하는  추의 편문은 ｢經脈｣, ｢禁服｣, 

23)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疏五過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62. “黃帝曰 嗚呼遠哉. 閔閔乎若視深淵, 若迎浮
雲, 視深淵尙可測, 迎浮雲莫知其際. 聖人之術, 爲萬民式. 論裁志意, 必有法則, 循經守數, 按循醫事, 爲萬民副. 故事有五過四德, 汝知之乎. 雷公避
席再拜曰 臣年幼小, 蒙愚以惑, 不聞五過與四德, 比類形名, 虛引其經, 心無所對.”

24)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著至敎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55. “黃帝坐明堂, 召雷公而問之曰 子知醫之道乎. 
雷公對曰 通而頗能解, 解而未能別, 別而未能明, 明而未能彰, 足以治群僚, 不足至侯王.”

25)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示從容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58. “黃帝燕坐, 召雷公而問之曰 汝受術誦書者, 若
能覽觀雜學, 及於比類, 通合道理, 爲余言子所長.”

26)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示從容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58. “帝曰 公何年之長, 而問之少, 余眞問以自謬也. 
吾問子窈冥, 子言上下篇以對, 何也.”

27)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徵四失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66. “黃帝在明堂, 雷公侍坐, 黃帝曰 夫子所通書受
事衆多矣, 試言得失之意, 所以得之, 所以失之.”

28)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徵四失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66. “黃帝曰 子年少智未及邪. 將言以雜合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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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色｣편이며, 또한 ｢官能｣ 편의 뒷부분에는 뇌공이 황제에
게 질문한 부분이 있다.

經脈을 중심으로 논술한 ｢경맥｣편에서는 12경맥의 분포
와 순행경로 및 15낙맥의 명칭과 순행 노선 그리고 그 허
실에 따른 病候를 상세히 논하고 진단하는 방법을 논술하

다.
그리고 診法을 중심으로 논술한 편장은 ｢금복｣편과 ｢오색｣

편이 있는데, ｢금복｣편에서는 침구치료의 심오한 이치와 구
체적인 운용 시에 금기해야할 내용을 밝히고 人迎寸口의 診
法을 밝히고 있으며, ｢오색｣편에서는 色診을 통하여 面部의 
오색변화를 관찰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문제를 밝히고 있다.

또한 ｢관능｣편의 후반부에는 사람들의 특징에 근거하여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고 각기 다른 일을 맡겨야 비로소 
그들의 장점을 발휘하게 할 수 있으니, 의사도 소질에 따라 
分科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술하고 있다.

그리고  추에서 뇌공-황제의 문답 속에는 소문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뇌공이 황제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과 뇌공이 
의학에 있어 후배이기 때문에 ｢금복｣편에서 자신을 ‘細子’
라고 칭하며, ｢오색｣편에서는 자신을 ‘小子’라고 칭한다. 이
는 소문과  추에서 뇌공-황제의 문답 문장에서 설명
하듯이, 황제가 습득한 의학 내용을 뇌공에게 전수하여 준 
부분이다. 

다른 점은 소문과  추의 문장을 저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소문의 문장은 황제가 뇌공에게 문제를 제
시하여 질문하거나 또는 책망하기도 하 고,  추의 문장
은 뇌공이 직접적으로 황제에게 물어보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두 책에 여러 편장의 문장에서 같은 인물의 이름을 빌
려 의탁하 지만 단지 한 사람의 말에서 모두 나온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29).

4. 뇌공-황제의학의 특징

1) 經脈

황보 의 帝王世紀에 의하면, 伏羲가 “하늘을 우러러 
보아 …… 온각 약물 맛보고 구침을 만들었다.”30)라 하 다. 

또 李昉의 太平御覽에 의하면, 황제는 “雷公과 岐伯에게 
명하여 구침을 만들고 內外術經 18권을 짓게 하 다.”31)
라고 하 다.

經絡學說은 동양의학의 기초이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생리, 병리, 진단, 본초, 임상치료 등 각 방
면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의 경락체계는 뇌공이 등장하는 
 추 ｢경맥｣편을 표준으로 삼고 이에 따르고 있으며, 宋
代 이후 부분의 역  針灸專著를 통하여 定型化되었다. 
그러나  추의 경맥체계는 ｢경맥｣편에 기술된 하나의 체
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向心脈系와 循環脈系라는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한다. 

경맥이론의 시작에 관한 내용은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경맥관련 저작에서 고  경락학설의 역사연구에 중요한 실
마리를 제공하 다.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등의 고 의학문헌은 最古의 경맥 전문서이며 최초의 灸法 
저서이기도 하다. 이들의 기본적인 내용과 편집체계는 
추의 諸篇과 많은 유사점이 있어 이들의 祖型으로 볼 수 
있다. 경맥관련 내용이 간략하고 분량이 적고, 체제가 완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잡한 체제로 완비되어 가는 추세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족비십일맥구경에서 비롯된 향심맥계가 내경의 시기를 
거쳐  추에 수용되었다.  추에서 향심맥계에 속하는 
편장은 30여 개에 달한다. ｢九鍼十二原｣, ｢本輸｣, ｢根結｣, ｢衛
氣｣, ｢經別｣, ｢邪客｣, ｢背腧｣, ｢經筋｣ 등이 있는데, 표적인 
편장이 ｢본수｣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 ｢본수｣편의 첫 머리에 “必通十二經絡”이라 하 지
만 五腧穴을 논술할 때에는 ‘手厥陰經’의 脈名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경맥의 명칭과 수가 11脈만 있다. 또한 ｢본수｣편
에서 언급한 經의 五輸穴인 “正, 榮, 輸, 經, 合”의 배열이 
모두 향심성으로 주행하고 있으며,  추 경맥체계의 중심
이 된 향심성의 正經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수｣편의 경맥
배열 차서는 手三陰, 足三陰, 足三陽, 手三陽으로 되어 있
고, 향심맥계의 순행주체는 장부의 原氣이다. 

이와 같이  추에서는 경맥에 관한 논술이 각 편마다 
다르다. 11경맥 체계인 ｢본수｣편과 12경맥 체계인 ｢경맥｣
편 이외에도 ｢근결｣편에서는 12경맥이 모두 肢端에서 시작
되며 각각 머리와 가슴과 복부에서 끝나는 향심맥계로 구

29) 張灿甲. 黃帝內經文獻硏究. 上海: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5:180.
30) 皇甫謐 撰, 北京愛如生文化流有限公司開發硏製. 帝王世紀･卷一. ≪中國基本古籍庫總目錄集≫ [CD-ROM]. 北京:中國圖書文化中心. 2005:2. “仰

觀象於天 …… 嘗味百藥而制九鍼”
31) 李昉 撰, 北京愛如生文化流有限公司開發硏製. 太平御覽･方術部･醫一. ≪中國基本古籍庫總目錄集≫ [CD-ROM]. 北京:中國圖書文化中心. 2005:4247. 

“黃帝有熊氏命雷公岐伯 …… 敎制九鍼, 著內外術經十八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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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근결｣편에는 9종류의 경맥만 서술
되어 있고, 경맥체계가 순환맥계로 구성된 ｢경맥｣편과의 논
술을 서로 같지 않다. 

그런데 황제와 뇌공의 문답으로 구성된 ｢경맥｣편에서 논
한 12경맥의 순환맥계는 마왕퇴한묘백서인 음양십일맥구
경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경맥｣편은 음양십일맥구
경에서 일부 遠心으로 주행하는 관점을 계승하고 手厥陰
心包經을 증보하여 마침내 陰陽이 相交하고, 表裏가 相配하
고, 上下가 서로 이어지고, 內外가 서로 연결되면서 如還無
斷하는 半向心, 半遠心의 순환맥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송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맥의 순행을 논한 여러 
典籍에서는 부분 ｢경맥｣편의 체계를 따랐으며, 해당하는 
편명으로는 ｢經脈｣, ｢營氣｣, ｢營衛生會｣, ｢逆順肥瘦｣32), ｢陰
陽淸濁｣ 등의 계열이다. 그리고 ｢경맥｣편의 경맥배열 차서
는 肺手太陰之脈 → 大腸手陽明之脈 → 胃足陽明之脈 → 
脾足太陰之脈 → 心手少陰之脈 → 小腸手太陽之脈 → 膀胱
足太陽之脈 → 腎足少陰之脈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 
三焦手少陽之脈 → 膽足少陽之脈 → 肝足厥陰之脈의 12경
맥 순서로 되어 있고, 순환맥계의 순행주체는 水穀之氣로부터 
얻어진 營氣이다. 아래 표 2에서 마왕퇴의서 출토 이후 족
비십일맥구경과 음양십일맥구경을 기준으로  추의 
경맥체계를 요약하기로 한다.

경맥체계 向心脈系 循行脈系
마왕퇴 의서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운행주체 原氣 營氣
중심편명 ｢本輸｣ ｢經脈｣

해당편명
｢邪客｣, ｢根結｣, 
｢本輸｣, ｢標本｣, 

｢九鍼十二原｣, ｢背腧｣, 
｢經別｣, ｢經筋｣ 등 편

｢經脈｣, ｢營氣｣, 
｢營衛生會｣, 
｢逆順肥瘦｣, 

｢陰陽淸濁｣ 등 편

표 2. 족비십일맥구경과 음양십일맥구경을 기준으로 
정리한  추의 경맥체계 

2) 三陰三陽과 五行

(1) ｢음양유론｣의 삼음삼양설

소문의 ｢음양유론｣ 또는 태소의 ｢脈論｣편에서 뇌공-

황제는 삼음삼양을 이용하여 음양맥법을 논하고 있다. 上
下經, 陰陽, 從容에 하여 언급한 뒤, 황제는 뇌공에
게 다음과 같이 일러준다. 

｢음양유론｣편에서 “황제가 말하 다. 三陽은 經이되고, 
二陽은 維가 되며, 一陽은 游部(떠다니는 부위)가 되는데, 
이것으로써 오장의 기가 운행하는 終始를 알 수 있습니다. 
三陰은 表가 되고, 二陰은 裏가 되며, 一陰은 끊어짐에 다
다라 달이 그믐에서 초하루가 되면 어두운 것에서 밝은 것
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음양 경맥의 순환은 자연계 음
양의 消長 변화와 서로 부합합니다.”33)라 하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뇌공에게 황제는 다시 맥의 명칭과 촌구부에 나
타나는 그 병의 맥상을 설명하 다.

이어서 ｢음양유론｣편에는 “三陽은 곧 太陽經입니다. 태양
경의 脈氣가 수태음폐경의 寸口 부위에 이르렀을 때의 정
상적인 맥상은 洪大한데, 만약 弦浮하면서 不沈한다면 常度
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세심히 살펴서, 다시 음양이론에 근
거하여 변별합니다. 二陽은 곧 陽明經입니다. 양명경의 맥
기가 역시 수태음경의 촌구부위에 이르렀을 때의 정상적인 
맥상은 浮大하면서 短한데, 만약 弦하면서 沈하고 急하면서 
不鼓하여 손가락에 상응하지 않으며 동시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이는 열사가 진액을 손상시킨 것으로 모두 죽게 
됩니다. 一陽은 곧 少陽經입니다. 소양경의 맥기가 수태음
폐경의 寸口 부위와 人迎 부위에 이르렀을 때의 정상적인 
맥상은 微弦하면서 고른데, 만약 弦急하면서 만약 매달려 
끊어지지 않는 懸不絶의 맥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소양경맥
에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陰만 있고 陽이 없는 眞藏
脈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三陰은 곧 太陰經입니다. 폐는 기
를 주관하여 온갖 맥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六經을 주
관하는 바가 됩니다. 그 맥기가 수태음폐경의 촌구 부위에 
이르렀을 때의 정상적인 맥상은 가볍게 뜨면서 輕浮하고 
고르고 느려서 和緩한데, 만약 가라앉아 沈伏하여 손가락에 
상응하되 뜨지 않는 鼓不浮의 맥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폐
의 병변이 심장에 향을 미쳐 심기가 공허해진 것입니다. 
二陰은 곧 少陰經입니다. 소음경의 맥기 또한 수태음폐경의 
촌구 부위에 나타나는데, 足少陰腎經은 足太陽膀胱經과 서
로 표리가 되어 腎氣는 방광의 기화와 배뇨의 기능에 향
을 미치고, 동시에 脾胃의 승강 기능에도 향을 미칩니다. 

32) 靈樞 ｢逆順肥瘦｣편에는 “少陰之脈獨下行”라 하 는데, 이는 ｢경맥｣편에서 위로 향한다고 보았으니 ｢경맥｣편의 체계와도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다.

33)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陰陽類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68-569. “帝曰 三陽爲經, 二陽爲維, 一陽爲游
部, 此知五臟終始. 三陰爲表, 二陰爲裏, 一陰至絶, 作朔晦, 却具合以正其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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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陰은 곧 厥陰經입니다. 궐음경의 맥기가 홀로 수태음폐경
의 촌구 부위에 나타나면, 이것은 陰만이 있고 陽은 없는 
것으로 經氣가 안에서 끊어진 것이므로 그 맥기가 浮하지
만 손가락에 응하지 않아 不鼓하며, 鉤하면서 滑한 듯합니
다.”34)라 하 다.

황제는 음양맥법에 관하여 “이 여섯 가지 맥상은 혹 陽
臟인데 陰脈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 陰臟인데 陽脈이 나타
나기도 하며, 오장이 서로 병합하여 촌구맥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촌구를 진단하면 또한 오장의 음양이 화합하
는지 화합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체로 이런 맥상
이 나타나면 촌구에 먼저 이르는 것을 主로 삼고, 나중에 
이르는 것을 客으로 삼습니다.”35)라 하여, 五臟 중심의 四
時脈 체계가 아닌 三陰三陽 즉 음양개념을 통하여 맥법을 
설정하 다. 뇌공과 황제가 언급한 태양･양명･소양･태음･소
음･궐음 등 6맥의 맥상에 근거하는 음양맥법은, 난경의 
심･폐･간･신･비의 오상맥상과 浮沈･長短･滑濇 등 3가지의 

를 이루는 기본적인 맥상의 음양에 근거한 음양맥법과
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뇌공-황제의 문답을 통하여 나타난 음양맥법은 후
에 계승되지 않았고, 四時脈法이나 死生診法으로 향하거나 

혹은 인 촌구맥법으로 변천되어 그 속에 통합되었다36).

(2) ｢五色｣편과 ｢示從容論｣편의 오행설

 추 ｢오색｣편에서 황제가 뇌공에게 말하길 “청색은 
간에 속하고, 적색은 심에 속하고, 백색은 폐에 속하고, 황
색은 비장에 속하고, 흑색은 신장에 속합니다. 간과 근육이 
서로 배합되고, 심장과 맥이 서로 배합되며, 폐와 피부가 
서로 배합되고, 비장과 살이 서로 배합되며, 신장과 뼈가 
서로 배합됩니다.”37)라 하여, 오색과 오장이 상응하는 관계

를 언급하 다. 
또한 소문 ｢시종용론｣편에서 황제는 뇌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 다. “비장은 土에 속하고 간은 木에 속히며 신
장은 水에 속하는데, 이들 모두 서로 가까이 자리 잡고 있
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어린아이도 모두 아는 것인데, 이
를 묻는 것은 어째서입니까?”38)라 하 는데, 肝虛･腎虛･脾
虛에 한 뇌공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 관하여 왕빙과 양상
선은 모두 脾(土)･肝(木)･腎(水)이라 주석하 다. 또 황제
의 말 가운데 “二火는 三水를 이기지 못한다.”39)에 하여 
왕빙은 오행설의 입장에서 “二火는 두 개의 陽臟을 이르며 
三水는 세 개의 陰臟을 이른다. 두 개의 양장은 心･肺이며 
…… 세 개의 음장은 肝･脾･腎이다.”40)라 주석한 반면에 양
상선은 “二火는 二陽 즉 陽明이다. 三水는 三陰 즉 太陰이
다.”41)라고 하여 오행설과의 연관을 부정하고 있다. 황제
내경을 위시한 오행설은 오장의 배속에 있어서 이른바 脾
木･肺火･心土･肝金･腎水의 배속한 古文尙書가 아닌 肝木･
心火･脾土･肺金･腎水의 배속한 今文尙書의 학설을 취하
고 있다. 

즉 내경을 시작으로 醫書의 五行說은 五藏의 오행 배
속에 하여, 이른바 금문상서의 학파의 학설을 취하고 
있다. 내용은 표 342)과 같다.

五行 木･火･土･金･水
五色 靑･赤･黃･白･黑
五味 酸･苦･甘･辛･鹹
五臟 今文尙書 肝･心･脾･肺･腎 黃帝內經과 기타 醫書

古文尙書 脾･肺･心･肝･腎 呂氏春秋, 說文解字 등

표 3. 오행설과 오장의 배속

이에 관하여 劉歆으로 인해 시작된 고문상서의 학파는 
呂氏春秋 등으로 보이는 오행 배당에 의한 것이었다. 前

34)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陰陽類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69-570. “所謂三陽者, 太陽爲經. 三陽脈至手太
陰, 弦浮而不沈, 決以度, 察以心, 合之陰陽之論. 所謂二陽者, 陽明也. 至手太陰, 弦而沈, 急不鼓, 炅至以病皆死. 一陽者, 少陽也. 至手太陰上連人
迎, 弦急懸不絶, 此少陽之病也. 專陰則死. 三陰者, 六經之所主也. 交於太陰, 伏鼓不浮, 上空志心. 二陰至肺, 其氣歸膀胱, 外連脾胃. 一陰獨至, 經
絶, 氣浮不鼓, 鉤而滑.”

35)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陰陽類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70. “此六脈者, 乍陰乍陽, 交屬相幷, 繆通五臟, 
合於陰陽. 先至爲主, 後至爲客.”

36) 박현국, 김기욱. ｢뇌공-황제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한한의학원전학회. 2005;18(3):81-94.
37) 김기욱, 문재곤 공역. 뜻으로 푼 ( 역･완역)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6-257. “以五色命臟, 靑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

爲脾, 黑爲腎. 肝合筋, 心合脈, 肺合皮, 脾合肉, 腎合骨也.”
38)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示從容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59. “若夫三臟 土木水參居 此童子之所知 問之何也?”
39)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示從容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60-561. “夫二火不勝三水”
40) 王冰 注解. 林億 補註. 孫國中, 方向紅 校点.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示從容論. 北京:學苑出版社. 2004:618. “二火謂二陽臟, 三水謂三陰臟. 二陽

臟心肺也 …… 三陰臟肝脾腎也.”
41) 楊上善 撰. 王洪圖, 李云 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 卷16 脈論.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528. “二火者, 二陽即陽明也. 三水者, 三陰即太

陰也.”
42) 山田慶兒 著. 中國古代科學史論. 京都: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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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시기에 활약한 淳于意의 醫案 가운데, 齊･丞相의 하인의 
노비를 진단함에 있어 순우의는 脾를 土에 배속시키고 계
절인 봄을 木에 배속하여 오행의 相勝･相克의 학설을 사용
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황제와 뇌공은 순우의와 달리 처음
부터 금문상서 학파의 오행 배당을 인정했던 것 같다43). 

그렇지만 ｢시종용론｣편에서는 土･木･火는 단순히 脾･肝･
腎의 호칭으로서 사용된 것에 지나지 않고 어떠한 이론적
인 역할도 하지 않고 있으며, 土･木･火를 ‘어린아이도 모두 
아는 것’이라 하여, 직접적으로는 三臟은 매우 가까이에 있
고 동시에 오행을 오장의 배속하고 그 결과를 도출함은 상
식의 역으로 보았다.

3) 本草와 湯液

내경은 침법을 표방한 서적이지만, 내경의 저자도 약
물요법을 무시했을 리 없으며 그것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現存本 내경에서는 초기부터 湯液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뇌공이 등장하는 소문의 두 편장에
도 이미 그 내용이 보인다.

｢해정미론｣편에서 “황제가 明堂에 있는데, 뇌공이 청하여 
물었다. ‘臣이 황제께 의술을 전수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
하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經典에 있는 이론으로 예를 들면 
從容의 形法, 陰陽의 刺灸, 湯藥의 所滋 등 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명석하고 어떤 사람은 우매하
여 임상에서 응용할 때 반드시 만전을 기하지는 못하 습
니다.’”44)라 하 다.

또한 ｢시종용론｣편에서 “황제가 말하 다. ‘그 는 맥경 
상･하편 이외에 평소 통달한 이론을 가진 五藏의 병변, 六
腑의 불화, 鍼石 치료의 부작용, 약물치료의 마땅함, 湯液의 
맛 등에 하여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설명하되 나의 질문
에 상세하게 답해 보시오. 그리고 모르는 것에 해서는 
물어보시오.’ 뇌공이 말하 다. ‘肝虛･腎虛･脾虛는 모두 몸

이 무겁고 답답하며 괴롭게 만듭니다. 마땅히 약물･침구･폄
석･탕액을 써서 치료하여야 하는데, 혹 낫기도 하고 혹 낫
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
니다.’”45)라 하 다. 여기서 湯液은 강한 작용을 지니는 약
을 지칭하는 毒藥에 비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작용이 
완만한 제형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 같다. 

陶弘景의 보행결에는 “伊尹이 湯液經을 편찬하
고”46), “장중경은 탕액경법을 스승으로 본받았다”47)고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황보 과 일치한다. 西漢 이
전의 문헌에서는 탕액경법의 기록을 볼 수 없는데, 탕액
경법에 관한 최초 기록은 漢書에서 “湯液經法三十二
卷”48)라 하 지만 작자에 한 기록은 없다. 

뇌공과 雷公藥對과 雷公炮炙論은 무슨 관계일까? 먼
저 뇌공약 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歷代史志를 살펴보면 長孫無忌 등이 편찬한 隋書經籍志
의 醫方에서도 “神農本草四卷은 雷公이 集注하 다.”49)고 
하 는데, 정말 뇌공이 神農本草을 직접 주석을 하 을
까? 그렇지 않으면 雷公集注 신농본초는 후인이 뇌공을 
비롯한 제가의 학설을 모아서 주석을 달은 신농본초 을
까?

이에 관하여 雷公藥對二卷은 劉昫 등이 편찬한 舊唐
書經籍志에서 보이며,50) 또한 歐陽修 등이 편찬한 新唐
書藝文志에 의하면 北齊의 “徐之才가 편찬한 것이다.”51)고 
하 다.

陶弘景의 本草經集注 ｢序錄｣(梁陶隱序)에 의하면 신농
씨 이래 약물 지식은 구전이었으나, “桐君과 雷公에 이르러 
마침내 전적에 저록하게 되었다. 이 책들은 응당 소문과
도 같은 것이지만, 다만 후인들이 다시금 수정한 것이 많
다.”52)라 하여 동군과 뇌공이란 두 저작을 소문과 필
적할 원전의 위치를 부여하 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길 “桐
君采藥錄은 꽃, 잎, 형태, 색을 설명하 고, 藥對 4권은 
佐使와 相須를 논하 다.”53)라 하 는데, 문맥으로 살펴보

43) 司馬遷 撰. 史記･卷105･扁鵲倉公列傳 第45. 서울:景仁文化社. 1983:2805. “所以知奴病者, 脾氣周乘五臟, 傷部而交, 故傷脾之色也. 望之殺然黃, 
察之如死靑之茲. 衆醫不知, 以爲大蟲, 不知傷脾. 所以至春死病者, 胃氣黃, 黃者土氣也. 土不勝木, 故至春死.”

44)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解精微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78. “黃帝在明堂, 雷公請曰 臣授業, 傳之行敎, 
以經論, 從容形法, 陰陽刺灸, 湯藥所滋. 行治有腎不肖, 未必能十全.”

45)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示從容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58-559. “帝曰 子別試通五臟之過, 六腑之所不
和, 針石之所, 毒藥所宜, 湯液滋味, 具言其狀, 悉言以對, 請問不知. 雷公曰 肝虛, 腎虛, 脾虛, 皆令人體重煩寃, 當投毒藥, 刺灸砭石湯液, 或已或不
已, 願聞其解.”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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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85. “商有聖相伊尹, 撰湯液經三卷”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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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83. “咸師式此湯液經法”
48) 班固 撰. 漢書･卷30･藝文志･第10. 서울:景仁文化社. 1983:1777.
49)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64.
50)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145.
51) 李茂如, 胡天福, 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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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雷公藥對 4권은 뇌공의 저작으로 보인다. 
오카니시 타메토(岡西爲人)는 “뇌공약 에는 4권 본인 

舊本과 徐之才의 손을 거친 2권 본의 두 종류가 있었고, 물
론 서지재에 앞서는 陶弘景이 본 것은 舊本이었다 …… 본
문 뒤의 古注는 도홍경 이전 누군가가 藥對에서 인용하여 
실으면서 雷公集注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54)
라 하 다. 

陶弘景의 本草經集注에 의해 본초서의 원형이 확립된 
이후 唐代의 新修本草에서 시작하는 主流本草는 宋代의 政
和本草에 이르기 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주석과 약물을 증
보해 나갔지만, 원칙적으로 이전의 원문에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화본초에는 그 이전의 본초서가 앞 시

부터 뒤 시 를 하나하나 밟아가며, 마치 고고학적 유물
처럼 층을 이루어 온전히 보존된 채 서술되어 있다55)56).

다음은 뇌공포자론의 저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敦煌에
서 출토된 五藏論에 “뇌공의 妙典에는 炮炙의 마땅한 바
를 모두 기술하 다.”57)라 하 으며, 조선의 醫方類聚 卷
四에도 五藏論을 인용하여 “뇌공의 妙典에는 炮하고 炙하
는 필요를 략 말했고, 도홍경의 저서에는 뿌리와 줄기의 
효능을 같이 말했다.”58)이라 하 다.

그런데 陶弘景이 增訂한 肘後備急方에 “胡洽水銀丸”59)
이 있는데, 이는 隋書經籍志에 저록된 “胡洽百病方”60)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胡洽은 雷斅와 함께 南北朝시  사람
으로 호흡은 南齊때 사람이고 후  사람들은 또한 뇌효가 
宋人이라 하여, 뇌교가 앞이고 호흡은 뒤임을 알 수 있어 
뇌효는 劉宋시  사람이 된다. 또한 徐春甫는 뇌효를 황제
의 신하로 보아 古今醫統에서 “太乙雷公, 按素問, 雷公爲
黃帝臣, 姓雷名斅, 善醫”61)라 하 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雷斅가 상고시  황제의 신하라
는 점은 오해이고, 비록 소문에 황제와 뇌공의 문답이 있
지만 당시 뇌효가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설
을 뒷받침하는 李時珍 역시 “斅는 劉宋시  사람으로 자칭 
內究守國安正公이라 하 는데, 아마 官名인 것 같다.”62)고 
하 다. 

요약하면 上古 시 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岐黃’, ‘桐雷’, 
‘神農’ 등을 착안하여, 뇌공약 에는 4권 본인 舊本과 徐
之才의 손을 거친 2권 본의 두 종류가 있었고, 본문 뒤의 
古注는 도홍경 이전 누군가가 藥對에서 인용하여 실으면
서 雷公集注라고 탁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뇌공포
자론 역시 劉宋의 雷斅가 雷公을 탁명하여 제목에서 인용
한 것으로 보인다.63)

4) 다양한 진단법

(1) 望診

 추 ｢오색｣편에서 뇌공이 황제에게 面部의 部分과 五
色에 관한 질문을 하 는데, 첫 문장에서 뇌공이 “얼굴의 
五色은 오직 明堂에서만 결정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치
를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64)라 하 다. 여기서 언급된 
‘明堂’은 안면에 나타나는 색깔에 의거하여 진단하는 진단
방법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서적임이 
책임이 틀림없다. 이에 황제 답하길 “明堂은 코를 가리키
고, 闕은 眉間을 가리키고, 庭은 이마를 가리키고, 蕃은 양
쪽 볼의 바깥부위를 가리키며, 蔽는 귓구멍 앞을 가리킵니
다.”65)라 하 다. 

52) 唐愼微 撰.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梁陶隱序.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29. “至乎桐, 雷, 乃著在篇簡. 此書應與 ≪素問≫ 同類, 但後人多
更修飾之耳.”

53) 唐愼微 撰.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梁陶隱序.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7:29. “又有 ≪桐君采藥錄≫, 說其華葉形色. ≪藥對≫ 四卷, 論其佐
使相須.”

54) 岡西爲人. 本草槪說. 大阪:創元社. 1972:39.
55) 岡西爲人. 本草槪說. 大阪:創元社. 1972:54-56.
56) 야마다케이지 저. 윤석희, 박상  옮김. 중국의학의 기원. 서울:도서출판 수퍼노바. 2016:238-240. “政和新修經史證類備用本草(정화본초)

에서 “큰 글자 중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 되어 있는 이른바 白字文이 神農本草經이고, 나머지 黑字文이 名醫別錄이다. …… 작은 글씨로 된 
注文은 본문의 바로 뒤 陶隱居 注 앞에 있는 것이 畏惡와 관련된 문구이며, 藥對에서 채록한 것이다. …… 圖經은 蘇頌 등이 勅撰한 圖經本
草(1062)이고, 雷公은 劉宋의 雷斅가 편찬한 雷公炮炙論이다. …… 衍義는 寇宗奭의 本草衍義를 가리킨다.”라 하 다. 

57) 叢春雨 主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4:58. “雷公妙典, 咸述炮炙之宜”
58) 金禮蒙, 全循義, 崔閏 等編. 醫方類聚･卷1･≪東醫學叢書≫. 서울:麗江出版社. 1991:152. “雷公妙典, 略述炮炙之宜. 弘景奇方, 備說根莖之用”
59)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63:97. 
60) 隋書. 北濟書･隋書. 서울:景仁文化社. 1983:687.
61) 徐春甫. 古今醫統大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1:3. 
62) 李時珍. 本草綱目･≪中國醫學大系≫ 40卷. 서울:麗江出版社. 1978. 本草綱目 卷一 ｢序例｣. 772-310.
63) 하홍기, 김기욱, 박현국. ｢雷公炮炙論에 관한 연구―炮制를 중심으로｣.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2):23-50.
64)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0. “五色獨決於明堂乎? 小子未知其所謂也”
65)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0. “明堂者, 鼻也. 闕(門)者, 眉間也. 庭者, 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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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황제는 신체의 각 부분에 응하는 부위를 아주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 다. “天庭은 頭面의 병을 나
타내고, 眉間 위쪽은 목구멍의 병을 나타내며, 미간의 중앙
인 闕中은 폐의 병을 나타냅니다. 두 눈 사이는 심장의 병
을 나타내고, 두 눈 사이에서 곧 바로 내려온 콧마루 부위
는 간의 병을 나타내며, 이 부위의 왼쪽은 담의 병을 나타
냅니다. 콧마루 아래로 내려와 準頭의 끝은 비장의 병을 나
타내며, 準頭를 낀 끝의 약간 위는 위장의 병을 나타냅니
다. 얼굴의 중앙은 장의 병을 나타내고, 이를 낀 양쪽 뺨
은 신장의 병을 나타냅니다. 신장이 소속된 뺨 부위의 아래
는 배꼽 부위의 병을 나타냅니다. 코끝 위의 양쪽은 소장의 
병을 나타내고, 코끝 아래의 人中 부위는 방광과 자궁의 병
을 나타냅니다. 광 뼈는 어깨의 병을 나타내고, 광 뼈의 
뒤쪽은 팔의 병을 나타내며, 이 부위의 아래는 손의 병을 
나타냅니다. 안쪽 눈구석의 위는 흉부와 유방부위의 병을 
나타내며, 눈동자를 두른 윗부분은 등의 병을 나타냅니다. 
잇몸을 따라 내려온 부분은 넓적다리의 병을 나타내며, 양
쪽 잇몸의 중앙은 무릎의 병을 나타냅니다. 무릎 아래의 부
위는 정강이이고, 정강이 아래는 발입니다. 입가의 법령은 
넓적다리 안쪽의 병을 나타내고, 뺨 아래 굽은 뼈 부위는 
슬개골의 병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오장육부와 사지관절이 
얼굴에 분포된 부위입니다.”66)라 하여, 안면의 각 부위를 
‘部’라 칭하 는데, “오장의 병색은 각기 장부의 부위가 있
는데, 육부에 속하는 外部가 있고 오장에 속하는 內部가 있
습니다.”67), “오장의 병색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色部에 나
타납니다.”68)고 하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269), 그
림 370), 그림 471)와 같다.

그림 2. 面部圖

그림 3. 藏府色見面部圖

그림 4. 肢節色見面部圖

蕃(垣)者, 頰側也. 蔽者, 耳門也.”
66)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3-254. “黃帝曰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闕

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膽也. 下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挾大腸者, 腎也. 當腎者, 臍也. 面王以上者, 小
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顴者, 肩也. 顴後者, 臂也. 臂下者, 手也. 目內眥上者, 膺乳也. 挾繩而上者, 背也. 循牙車以下者, 股也. 中央者, 膝
也. 膝以下者, 脛也. 當脛以下者, 足也. 巨分者, 股裏也. 巨屈者, 膝臏也. 此五臟六腑肢節之部也.”

67)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2. “五色各有臟部, 有外部, 有內部”
68)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3. “五色之見也, 各出其色部”
69) 張景岳. 類經圖翼･經絡. 서울:大星文化社. 1982:91.
70) 張景岳. 類經圖翼･經絡. 서울:大星文化社. 1982:91.
71) 張景岳. 類經圖翼･經絡. 서울:大星文化社. 19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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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색｣편 후반부에서 “오색은 청･흑･적･백･황으
로 모두 단정하고 가득하며 각자 속한 부위가 있으나 때로
는 다른 부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이 맡고 있는 붉은 
색이 다른 부위에 나타날 경우, 그 색이 또한 느릅나무 꼬
투리처럼 크고 面王(콧마루) 부위에 나타나면 며칠 안에 
병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병색의 모양이 위쪽 끝이 
뾰족하다면, 이는 頭部의 기가 허하여 病邪가 위로 발전된 
것이고, 아래가 뾰족하다면 병사가 아래로 발전된 것이며, 
좌우로 뾰족하게 된 것도 모두 이런 원칙에 따라 병사가 
발전된 방향을 나타냅니다.”72)라 하 다.

위에서 언급한 두 문장은 모두 望診을 통하여 얼굴의 部
所를 全身에 응하고 있다. 그런데 部所에 있어 部의 의미
는 소문 ｢皮膚論｣편에서 “무릇 12경의 낙맥이 피부사이
에 분포한 부위가 곧 12피부입니다.”73)라 하 고, “피부는 
12경맥이 순행하는 부위입니다.”74)라고 한 것처럼 맥이 지
나는 구역 또는 맥이 관장하는 몸의 부분을 가리키므로 망
진을 통하여 장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오색의 관찰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원칙
으로는 “五色은 각기 얼굴 부위에 나타나는데, 색깔의 浮沉
에 따라 병의 淺深을 알 수 있고, 색깔의 윤택하고 어두움
에 따라 길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흩어져 있거나 
몰려 있는 것을 살펴 病程이 멀거나 가까움을 알 수 있고, 
색의 상하를 살펴 병든 부위를 알 수 있습니다.”75)라 하
다. 淺深은 병의 경중이고, 澤夭는 光澤의 유무이고, 成敗는 
병세의 善惡이고, 散搏은 색이 확산되는 방식이고, 遠近은 
발병하여 경과한 시간이고, 上下는 안면상의 위치이다. 색 
자체도 역시 증후를 나타내어 “황적색을 띠면 風證이 있다
는 것이고, 청흑색을 띠면 痛證이 있다는 것이며, 백색을 
띠면 寒證이 있다는 것이고, 황색을 띠면서 기름기가 도는 
것은 고름이 생겼다는 것이며, 심한 적색을 띠면 血이 맺혔
다는 것입니다.”76)라 하 다. 여기에서 “붉은 빛이 양쪽 광

뼈 위에 엄지손가락만 하게 나타나는 경우 병이 잠시 호

전되는 듯 하나 반드시 갑자기 죽게 됩니다.”77)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진단의 경험도 설명하고 있다.

(2) 陰陽雌雄脈法

소문 ｢음양유론｣편에서 음양맥법에 이어 뇌공은 만족
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져서 화제를 전개시킨다. “뇌공이 말
하 다. ‘신은 말씀하신 뜻을 완전히 이해하 습니다. 전수
해주신 경맥의 내용과 제가 암송한 從容의 이치를 從容에 
결합시켜보면 모두 서로 합치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陰
陽과 雌雄의 함의를 모르겠습니다.’”78)고 하 다.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즉 “‘태양경은 아버지와 
같고, 양명경은 護衛와 같으며, 소양경은 양이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태음경은 어머니와 같고, 소음경은 암컷과 같으
며, 궐음경은 獨使와 같습니다.’”79)라 하 다. 이렇게 정의
내린 뒤 두 가지 맥상이 함께 오는 복합형 맥상의 증후와 
병의 소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父와 獨使, 雌와 紀, 獨使
와 紀의 세 가지 조합에 한 서술이 빠져 있는 것은 우연
인지 의미가 있어서 인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문답의 구성이다. 황제는 처음에 ‘陰陽’
과 ‘從容’에 하여 언급하고, 6脈을 經, 維, 游部, 表, 裏, 
絶로 정의한 뒤 육맥의 각각에 한 병의 맥상을 말하 다. 
뇌공은 그것을 ‘종용’이라 부르고 ‘음양’과 ‘자웅’에 하여 
물었다. 

황제는 그것에 해 父, 衛, 紀, 母, 雌, 獨使로 6맥을 정
의하고 복합형을 설명하 다. 뒤의 문답에 보이는 ‘雌雄’은 
직접적으로 父, 衛, 紀, 母, 雌, 獨使라는 6가지 개념으로 
脈象 사이에 관계하는 원리로 복합형 맥법을 나타내고 있
는 듯하다. 그렇다면 앞 문답에 보이는 ‘從容’은 經, 維, 游
部, 表, 裏, 絶이라는 6가지 맥상을 뜻하며, 그리고 이를 신
체 내에서 위치 짓기의 원리로 단독형 맥법을 나타내고 있
는 듯하다. 만약 이 추론이 타당하다면 음양자웅맥법은 ‘從

72)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6. “色者, 靑黑赤白黃, 皆端滿有別鄕. 別鄕赤者, 其
色赤, 大如楡莢, 在面王爲不日. 其色上銳, 首空上向, 下銳下向, 在左右如法.”

73)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皮膚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293. “十二經絡脈者, 皮之部也”
74)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皮膚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293. “皮者, 脈之部也”
75)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5. “五色各見其部, 察其浮沉, 以知淺深. 察其澤夭, 

以觀成敗. 察其散搏, 以知遠近. 視色上下, 以知病處”
76)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5. “黃赤爲風, 靑黑爲痛, 白爲寒, 黃而膏潤爲膿, 赤

甚者爲血痛”
77)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3. “赤色出兩顴, 大如拇指者, 病雖小愈, 必猝死”
78)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陰陽類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70. “雷公曰 臣悉盡意, 受傳經脈, 頌得從容之道, 

以合從容, 不知陰陽, 不知雌雄”
79)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陰陽類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70. “三陽爲父, 二陽爲衛, 一陽爲紀. 三陰爲母, 

二陰爲雌, 一陰爲獨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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容’과 ‘雌雄’이라는 두 가지 기법을 포괄하는 것이 된다. 
‘從容’은 소문에만 보이는 용어이다. 이것에 해 언급

한 문장은 ｢시종용론｣편과 ｢징사실론｣편이다. ｢시종용론｣편
에서는 “ 개 脾臟에 병이 들었을 때는 그 맥박이 虛浮하여 
肺脈과 비슷하고, 腎臟에 병이 들었을 때는 그 맥박이 小하
면서 浮하여 脾脈과 비슷하고, 肝이 병들었을 때는 그 맥박
이 急･沈･散하여 腎脈과 비슷합니다. 이상은 의사들이 흔히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조용히 살피면 알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80)라 하 다. 여기서 비는 족태음맥, 폐는 수태
음맥, 신은 족소음맥, 간은 족궐음맥이며 여기서 종용은 
책 이름일 것이다. 

또한 ｢징사실론｣편에서 “세상의 일부 의사들이 말로는 
천리 밖의 것을 떠들어 지만 실제로는 尺膚와 寸口의 이
치도 명백히 모르며, 진단 할 때는 人事를 참고 할 줄도 모
릅니다. 더구나 진단할 때는 조용하게 면 히 살피는 태도를 
중히 여기는 줄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고는 촌구를 진찰하
는 것 뿐인데 이렇게 하면 오장의 맥을 진단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더욱이 질병의 원인을 모르게 되어 처음에는 자
신을 원망하 다가 나중에는 스승에게 허물을 돌립니다.”81)
라 하 다. 위의 두 문장을 통하여 ‘從容’에서 언급된 진단
은 6맥의 단일한 맥법으로, 足脈을 중심으로 寸口部에서 취
하는 맥법으로 보인다.

(3) 人迎寸口脈法

인 촌구맥법에 관한 논술은  추 뿐만이 아니라 소
문과 태소에 수록되어 있다. 인 촌구맥법에 한 간단
한 요약은 태소 권14 ｢人迎脈口診｣에 보이는 황제-뇌공
의 화형식을 취한 맨 처음의 한 단락에 보인다. 이 한 단
락이 ｢ 추｣에서는 독립된 1편을 이루고 있다. 바로 ｢禁服｣
편이다.

“저는 수업을 받아 九鍼 60편을 통해 아침저녁으로 그것

을 익혀 요즘의 것은 竹簡을 묶은 끈이 끊어졌고 오래된 
것은 죽간에 손때가 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우고 읊
조리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있지만 뜻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 습니다.”82)

이상의 뇌공의 말로 시작하는 이 편문은 오랜 師承의 형
식을 전하고 있어 의학의 전수라는 시점에서도 무척 흥미
롭지만 이에 해서는 다른 곳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팔을 
베어 피를 마시고 맹세”83)하는 의례를 마친 뒤, 황제는 뇌
공에게 刺法의 원리를 서술한 짧은 말을 전수한다. 

인 촌구맥법은 인 맥과 촌구맥의 박동의 크기를 비교
하여 병의 소재를 파악하고 맥의 상태와 증후를 찾아 치료
법을 결정하는 진단법이다. 이 경우 “寸口脈은 속에 있는 
오장의 음을 맡고, 人迎脈은 밖에 있는 육부의 양을 맡습니
다.”84)는 것이다.

 추 ｢四時氣｣편에 의하면, “氣口脈은 臟脈으로 음을 
살피고, 人迎脈은 胕脈으로 양을 살피는 것입니다.”85)라 하

는데, 平人 즉 병들지 않은 사람은 인 맥과 촌구맥이 같
은 힘으로 상응하여 봄･여름에는 인 맥이, 가을･겨울에는 
촌구맥이 조금 크게 된다. 만약 病人의 경우 인 맥과 촌구
맥이 어느 쪽이 몇 배 큰가에 따라 그 병이 어느 맥에 속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소 ｢인 맥구진｣편에서는 陰陽六脈이 足脈과 
手脈 가운데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
지만 手脈보다 足脈을 중시하여 특히 決死生의 진단에 써
온 마왕퇴의서 이래의 전통으로 보면, 그것은 아마도 足脈
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러한 점을 확실히 하고 手脈 역시 
인 촌구맥법 속에 도입하여 수정을 가한 것이  추의 ｢금
복｣편이었다. 맥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 靜의 상 개념인 
躁를 도입하여 12맥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수정된 인 촌구맥법에서는, 예를 들면 “인 이 
촌구보다 1배 크다”86)라는 표현이 “인  1성”87)88)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될 뿐,  추 ｢終始｣편에 그 로 계승되었

80)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示從容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59. “夫脾虛浮似肺, 腎小浮似脾, 肝急沈散似腎, 
此皆工之所時亂也, 然從容得之.”

81)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徵四失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67. “世人之語者, 馳千里之外, 不明尺寸之論, 診
無人事 治數之道, 從容之葆. 坐持寸口, 診不中五脈, 百病所起, 始以自怨, 遺師其咎, 是故治不能循理, 棄術於市, 妄治時愈, 愚心自得.”

82)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禁服. 서울:법인문화사. 2014:246. “細子得受業, 通於九鍼六十篇, 旦暮勤服之, 近者
編絶, 久者簡垢, 然尙諷誦弗置, 未盡解於意矣.”

83)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禁服. 서울:법인문화사. 2014:247. “割臂歃血之盟”
84)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禁服. 서울:법인문화사. 2014:248. “寸口主中, 人迎主外”
85)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四時氣. 서울:법인문화사. 2014:143.“氣口候陰, 人迎候陽”
86)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禁服. 서울:법인문화사. 2014:248. “人迎大一倍於寸口”
87)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六節藏象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79. “人迎一盛”
88)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腹中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230. “人迎一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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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백파는 이 간략화된 용어인 1盛, 2盛, 3盛을 소문 
｢六節藏象論｣편과 ｢腹中論｣편 등에서 쓰고 있다. 다만 인
맥과 촌구맥이 각각 다른 것의 4배 이상인데다 맥상이 大･
散인 경우는 關格이라 불리는 不治의 병에 이르게 되어 치
료법이 없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인 맥구진에 관하여 황제와 뇌공 화형식
의 별도의 한 단락인  추 ｢五色｣편에는 인 촌구맥법의 
맥상과 병의 所在와 病勢까지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박동의 크기가 아니라 浮･沈･滑･堅 등의 맥상을 비적으
로 파악하여 “맥이 혹은 浮하고 혹은 沈한 것 및 인 과 맥
구의 크기가 같은 경우는 병이 그치기 어렵습니다.”89)라고 
말하 다. 

여기에서 ｢경맥｣편에 언급된 인 맥구진은 ｢금복｣편의 
“침의 원리는 경맥이 우선이다.”90)는 문장이 보인다. ｢경맥｣
편은 마왕퇴 한묘에서 출토된 음양십일맥구경이나 족비
십일맥구경을 원형으로 삼고 거기에 수정을 가한 것이었
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雷公이 황제에게 물었다. ‘｢禁服｣편의 말에 침의 원리는 
경맥이 우선이고, 그 가는 바를 헤아려 그 장단을 알고 안
으로는 오장과의 연계를 알며 밖으로 육부와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알고자 합니다.’ …… 황제가 말하 다. 
‘경맥은 사생을 결정하고 백병을 처리하며 허실을 조절하
니, 그것을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91)고 하 다.

｢경맥｣편의 구성은 12경맥의 경로, 각각의 맥에 이상이 
나타날 때의 증상, 그리고 이른바 所生病에 해 서술하
다. 12경맥의 각각의 마지막 문단에는 12경맥마다 치료법
을 지시한 정형화된 문장이 나온다. 그 가운데 맨 처음의 
肺手太陰脈은 다음과 같다.

“성하면 사하고 허하면 보하며, 열증이면 급히 놓고 한증
이면 溜鍼하며, 맥이 下陷되면 뜸을 뜨고 성하지도 허하지
도 않으면 본경을 취해야합니다. 성하면 寸口脈이 人迎脈보
다 3배나 크며, 허하면 寸口脈이 도리어 人迎脈보다 작습니
다.”92)라 하 는데, ｢경맥｣편에는 인 촌구맥법의 상태에 
따른 증후와 치료법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경의 문장 가운데도 내경이 한 사람의 

한 시기의 저작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내용이 ｢外揣｣편
과 ｢금복｣편의 사례를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93) 

이에 관련하여 야마다케이지는 “황제내경의 성립에 관
한 최초의 가설을 제출했을 때, 나는 經脈을 황제파 저작 
가운데에서도 가장 古層에 속하는 것으로 想定하 다. 그러
나 그것은 ｢禁服｣편보다 늦게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에 수록된 황제파의 이 저작들은 내용이나 기백파의 계
승관계에서 볼 때, 책의 성립 연 가 황제 7편보다 늦다는 
것은 확실한 듯하다. 한편 황제 7편에서도 經脈이라는 書
名이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현존하는 ｢經脈｣편에서 앞뒤로 
증보된 문장을 제거한 것처럼, 형식으로 보자면 마왕퇴한묘
에서 출토된 灸經에 가까운, 완성도가 떨어지는 책이었을 
것이다. 황제 7편에서 말한 그 經脈이야말로 황제파의 最
古層에 속하는 저작이었던 것이다.”94)라 하여, 뇌공이 언급
한 ‘禁服’은 書名으로 ‘禁脈’이라 인용되기도 하 고 맥의 
상태에 응하는 치료법을 한층 간략하게 하 다. 따라서 
경맥이론은 인 촌구맥법을 채용한 황제와 뇌공에 의해 완
성도를 높이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경맥｣편은 인 촌구맥법을 채용하고 있었고, 
｢금복｣편은 ｢육절장상론｣이나 ｢복중론｣ 등과 足經 6脈의 
인 촌구맥법와 비교해 躁의 개념을 삽입하여 手足 12脈의 
인 촌구진으로 발전시켰다. 

(4) 尺膚診法

｢징사실론｣편에서 황제가 뇌공에게 “세상의 일부 의사들
이 말로는 천리 밖의 것을 떠들어 지만 실제로는 尺膚와 
寸口의 이치도 명백히 모르며, 진단 할 때는 人事를 참고 
할 줄도 모릅니다. 더구나 진단할 때는 조용하게 면 히 살
피는 태도를 중히 여기는 줄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고는 촌
구를 진찰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하면 오장의 맥을 진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질병의 원인을 모르게 되어, 
처음에는 자신을 원망하 다가 나중에는 스승에게 허물을 
돌립니다.”95)라 하 다. 

또한 ｢방성쇠론｣편에서 뇌공의 질문에 황제는 “오장 중 
89)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五色. 서울:법인문화사. 2014:251. “脈之浮沈及人迎與寸口氣小大等者, 病難已”
90)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經脈. 서울:법인문화사. 2014:86. “凡刺之理, 經脈爲始”
91)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經脈. 서울:법인문화사. 2014:86. “雷公問於黃帝曰 禁脈之言, 凡刺之理, 經脈爲始, 營

其所行, 制其度量, 內次五臟, 外別六腑, 願盡聞其道. …… 黃帝曰 經脈者, 所以能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不可不通.”
92)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經脈. 서울:법인문화사. 2014:87-88. “盛則瀉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

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盛者, 人迎大三倍於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
93) 전국한의과 학 원전학교실편찬위원회. 類編黃帝內經. 전:주민출판사. 2009:9-10.
94) 야마다케이지 저. 윤석희, 박상  옮김. 중국의학의 기원. 서울:도서출판 수퍼노바. 201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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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침범한 부위를 변별하고 맥의 동정을 살피며 尺膚
의 滑濇과 寒溫을 짚어 보고 소변의 변화를 살피며, 병의 
형상을 아울러 종합해 보면 병의 逆從을 알 수 있고 또한 
병명을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한다면 완전하다
고 할 것이며, 또한 人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96)라 하
는데, 이 문장에 하여 楊上善의 주석은 보이지 않고, 王
冰의 주석도 역시 尺膚에 관한 언급이 없다.

尺은 寸과 나란히 손목에서 맥을 짚는 곳이다. 내경에
는 아직 尺과 寸사이에 위치하는 關은 진맥하는 곳으로 여
겨지지 않았다. 寸･關･尺 세 곳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난
경에 이르러 성립되었다. 

그런데  추와 태소에서는 尺脈과 尺膚에 관한 내용
이 논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 ｢邪氣藏
府病形｣편에서 “황제가 ‘어떻게 진찰합니까?’라 말하 다. 
기백이 ‘맥이 급하면 尺의 皮膚도 急합니다.’”고 답하
다.97)고 하 는데, 이에 하여 양상선은 “맥이 급하다는 
것은 寸口脈이 급하는 것이다. 尺의 皮膚는 尺澤에서부터 
關까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尺을 구분하는 것이다. 尺을 구
분하는 가운데, 關後의 一寸 動脈은 尺脈을 진찰하는 부분
으로 생각한다. 一寸 이후에서 尺澤에 이르기까지를 尺의 
皮膚라 지칭한다. 尺下의 피부 아래는 手太陰의 脈氣가 오
장으로 부터 손가락 끝에 이르고, 손가락 끝에서부터 순환
하여 오장으로 들어가기에 尺下의 피부와 尺寸脈은 六變으
로 같다.”98)라 주석하 는데, 여기서 언급된 六變이란 아래
의 문장에서 언급할 緩, 急, 小, 大, 滑, 澀의 6종류의 맥상
을 뜻한다. 

그렇다면 尺脈과 尺膚을 진찰 내용이  추와 태소에

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추에는 “황제가 기백에게 물었다. ‘나는 안색을 살피

거나 맥을 짚어보는 방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尺膚만을 진
찰하여 그 병을 말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표현으로 체내의 
병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99)라 하 는데, 태소 
권15 ｢尺診｣편에서 양상선은 “안색을 살피거나 맥을 짚어보
지는 방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尺脈과 尺皮膚를 살펴서, 황
제가 질병이 외부에서 내부에서 왔는지를 알고자 한다.”100)
고 주석을 달았다. 이어서 원문을 살펴보면, “기백이 말하길 
‘척부의 緩急, 小大, 滑澀과 기육의 堅脆를 보면 어떤 질병
인지 진찰할 수 있습니다.’”101)라 하 는데, 또한 양상선은 
“척부의 완급 등은 尺脈과 尺皮膚를 말하며 緩, 急, 小, 大, 
滑, 澀의 6종류를 구별한다. 기육의 堅脆라 함은 尺分 가운
데 기육의 堅脆를 말한다. 이 8가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질
병을 안다는 것이다.”102)라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소문에서도 왕빙은 尺脈의 부위에 관하여 ｢脈要
精微論｣편의 기준을 삼아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平
人氣象論｣편에서 “尺脈이 느리고 오는 것이 껄끄러운 것은 
懈㑊을 나타냅니다.”103)의 문장에서 왕빙은 “尺은 陰部로 
腹과 腎이 주관한다. 緩은 熱中이며, 澁은 無血이며 熱도 
無血이다. 그러므로 懈㑊이 되기에 이름을 정할 수 없다. 
그런데 寒證하지만 寒하지 않고 …… ｢맥요정미론｣에서 말
하길, 尺外는 候腎하고 尺裏는 候腹中하니 腹과 腎이 주관
하는 것이 尺의 의미이다.”104)이라 주석하 으며, ｢奇病論｣
에서 “황제가 말하 다. ‘尺脈의 박동이 아주 빠르고 근맥이 
땅기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무슨 병입니까？’”105)의 
문장에서 왕빙은 “｢맥요정미론｣에서 尺外는 候腎하고 尺裏

95)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徵四失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67. “世人之語者, 馳千里之外, 不明尺寸之論, 診
無人事 治數之道, 從容之葆. 坐持寸口, 診不中五脈, 百病所起, 始以自怨, 遺師其咎, 是故治不能循理, 棄術於市, 妄治時愈, 愚心自得.”

96)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方盛衰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577. “別五中部, 按脈動靜, 循尺滑濇寒溫之意, 視
其大小, 合之病能, 逆從以得,復知病名, 診可十全, 不失人情”

97)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邪氣藏府病形. 서울:법인문화사. 2014:43. “黃帝問曰 調之奈何? 岐伯答曰 脈急者, 
尺之皮膚亦急”

98) 楊上善 撰. 王洪圖, 李云 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권15･色脈尺診.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440. “脈急者, 寸口脈急也. 尺之皮膚者, 從
尺澤至關, 此爲尺分也. 尺分之中, 關後一寸動脈, 以爲診候尺脈之部也. 一寸以後至尺澤, 稱曰尺之皮膚. 尺皮膚下, 手太陰脈氣從臟來至指端, 從指端
還入於臟, 故尺下皮膚與尺寸脈六變同也.”

99)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論疾診尺. 서울:법인문화사. 2014:343. “黃帝問於岐伯曰: 餘欲無視色持脈, 獨調其
尺, 以言其病, 從外知內, 爲之奈何?”

100) 楊上善 撰. 王洪圖, 李云 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卷15･尺診.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442. “無視面之五色, 無持寸口之脈, 唯診尺脈及
尺皮膚, 帝欲從外知內病生所由.”

101) 김기욱, 문재곤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 추･論疾診尺. 서울:법인문화사. 2014:343. “岐伯答曰: 審其尺之緩急小大滑澀, 肉之堅
脆, 而病形定矣.”

102) 楊上善 撰. 王洪圖, 李云 增補點校. 黃帝內經太素･卷15･尺診.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442. “尺之緩急等, 謂尺脈及尺皮膚緩, 急, 小, 
大, 滑, 澀六種別也. 肉堅脆者, 謂尺分中肉之堅脆也. 知此八者, 即內病可知也. 平按: 注即內病, 即字袁刻誤作知.”

103)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平人氣象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118. “尺脈緩澀, 謂之懈㑊.”
104) 王冰 注解 林億 補註, 孫國中 方向紅 校点.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平人氣象論. 北京:學苑出版社. 2004:130-131. “尺爲陰部, 腹腎主之. 緩爲

熱中, 澁爲無血, 熱而無血, 故懈㑊, 幷不可名之. 然寒不寒 …… ｢脈要精微論｣曰,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則腹腎主尺之義也.”
105) 김기욱, 장재석 공역. ( 역･완역)뜻으로 푼 황제내경소문･奇病論. 서울:법인문화사. 2014:259. “人有尺脈數甚 筋急而見 此爲何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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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候腹中한다고 하 다. 지금 尺脈의 박동이 아주 빠르다는 
것은 …… 오히려 尺中의 근맥이 땅기는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腹中의 근맥이 당기게 된다.”106)고 주석을 달았다.

5) 內因論과 情志論

뇌공-황제의학에서는 虛를 중심으로 내인론을 중시하
는데, ｢시종용론｣편에서는 肝虛･腎虛･脾虛를 언급하 으며, 
｢방성쇠론｣편에서는 오장의 허증에 따른 꿈을 해석하 으
며, ｢소오과론｣편에서는 內因이 허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강조하 다. 이러한 허증은 내인론은 情志論을 
풍부하게 하여 진단법의 발전을 추동하 다. 이에 관하여 
논자는 ｢뇌공-황제의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하

다.107)

Ⅲ. 結論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황제-뇌공의 의학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1. 戰國시  말엽에 成書된 내경에는 황제와 雷公, 少師, 
伯高, 少兪, 岐伯의 문답 형식을 통하여 黄帝學派의 5派
가 형성되었는데, 黃帝學派의 최초 그룹인 黃帝派는 뇌
공을 포함한다.

2. 전설 속의 뇌공은 淮南子와 論衡에서 등장하며, 醫
書인 鍼灸甲乙經와 千金要方 그리고 新校正에서
도 등장하지만 모두 역사적인 미신으로 여겨 본래의 의
미가 축소되었다.

3. 뇌공-황제의 문답에 있어 소문의 篇文은 ｢著至敎論｣, ｢示
從容論｣, ｢疏五過論｣, ｢徵四失論｣, ｢陰陽類論｣, ｢方盛衰論｣, 
｢解精微論｣편이며, 陰陽, 臟腑 방면과 病因, 病機 그리고 
醫德과 品格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추의 편문은 ｢經
脈｣, ｢禁服｣, ｢五色｣, ｢官能｣편 뒷부분이며, 경맥의 분포와 
순행경로와 病候 및 침구치료와 진단 등을 논술하 다.

4. 뇌공-황제 의학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뇌공-황제의 문답으로 구성된 ｢경맥｣편은 12경맥
은 일부 遠心으로 走向하는 관점을 계승하고 手厥陰心包
經을 증보하여, 內外가 相聯하면서 如還無斷하는 半向心, 
半遠心의 循環脈系를 서술하고 있다. 
둘째, ｢음양유론｣편에서는 三陰三陽說을 채택하여 陰陽
脈法을 서술하 으며, ｢오색｣편의 오색의 배합과 ｢시종
용론｣편에서는 脾肝腎의 배합은 모두 今文尙書의 오행
설을 따르고 있다.
셋째, 침구의 치료법을 중시한 황제학파도 본초와 탕액
을 홀시하지 않았는데, ｢해정미론｣과 ｢시종용론｣편에서 
탕액에 관한 논술이 있다. 
넷째, 뇌공-황제는 다양한 진단법을 논술하 다. 즉 ｢오
색｣편에는 面部의 部分과 五色, ｢음양유론｣편에서 陰陽
雌雄脈法, ｢경맥｣편에는 人迎寸口脈法, ｢징사실론｣과 ｢방
성쇠론｣편에서는 尺膚診法 등을 논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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