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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cheekbone and life span 

prediction. 

Methods : The Huangdineijing was searched for verses that include terms that refer to the 

zygoma such as ‘顴骨’, ‘䪼’, ‘頄’, ‘目下’, ‘墻’. Terms such as ‘大骨’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life span were searched as well, of which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ne shape and life span, the characteristic of facial bone diagnosis, the 

relationship between zygoma diagnosis and life span, and zygoma related contents in 

physiognomy texts such as the Mayixiangfa were examined.  

Results & Conclusions : Dagu[大骨, big bone] refers to bones in major joints that reflect the 

condition of Essence Qi, which is why the diagnosis of Dagu is key to determining one's 

life span. The zygoma is the big bone of the face, and a bad complexion in this area 

reflects pathogenic heat penetration into the Kidney, which is the foundation of Yin. As 

Kidney water as Yin Essence is directly connected to life, complexion change in the 

zygomatic area is highly relevant to life span. Moreover, as one of the main bones where 

the Kidney Essence is concentrated, the zygoma is the last to stand when the body is 

deteriorating, as it is the manifestation of heightened bone qi that is rooted in Yin 

Essence, thus an important site that provides clues to determine one's life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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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靈樞·壽夭剛柔에서 壽夭를 논하면서 “若形充而

顴不起者, 骨小, 骨小則夭矣.”1)라고 하여 形이 충실

하지만 顴骨이 隆起되지 못한 경우는 骨이 작으니 

骨이 작으면 요절하게 된다고 했고, 靈樞·五變에
서는 “顴骨者, 骨之本也. 顴大則骨大, 顴小則骨小.”2)

라고 하여 顴骨이 모든 뼈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黃帝內經에서 顴骨의 望診을 통해 壽命

과 病의 豫後를 판단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顴

骨이 인체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얼굴을 上中下로 구분하면 顴骨은 中에 속하는데, 

식물의 뿌리가 아래에 위치하는 것처럼 얼굴에서 아

래쪽에 위치한 턱을 骨之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

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歐3), 時4), 壯5), 孔6), 

傅7), 李8) 등의 논문이 있었다.

歐 등은 顴骨을 骨의 근본으로 보아 顴骨이 크면 

骨이 크고 顴骨이 작으면 骨이 작다고 하는 것은 본

질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한 사물을 잡아서 같은 

類의 다른 사물을 類比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았다.

時는 望診 중에서 靈樞·五色을 인용하여 얼굴

의 각 부위를 五臟六腑와 관련시켜 설명하였고, 面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57-58.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210-211. 

3) 歐炳楠, 李成森. 論《黃帝內經》中的類比推理—《黃帝內

經》方法論初探之一. 貴陽中醫學院學報. 1980. 3. 

pp.60-64. 

4) 時振聲.《內經》中的診法(上). 吉林中醫藥. 1981. 3. 

pp.52-55.

5) 壯健, 尤志偉. “顴骨者,骨之本也”疏證——與蘇禮、洪文旭同

志商榷. 上海中醫藥雜志. 1986. 1. pp.34-35.

6) 孔祥卿. 人體頭面部位名稱辨. 天津中醫學院學報. 1998. 3. 

pp.37-38.

7) 傅海燕. 《黃帝內經》首見醫學詞匯研究. 遼寧中醫學院. 

2003. pp.1-70.

8) 李程. 《黃帝內經》臟腑身形系統研究. 廣州中醫藥大學 碩士

學位論文. 2018. pp.1-61.

部의 色澤 변화로 豫後를 판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素問·刺熱論과 靈樞·五色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顴骨의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壯 등은 “顴骨者,骨之本也”를 顴骨은 골격의 기

본 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顴骨이 골

격의 유기적인 조성 부분으로 顴骨의 골격이 없으면 

불완전하며, 양자는 국부와 전체의 관계로 어느 것

이 本이고 어느 것이 末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

였으나, 顴骨의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孔은 顴이 頄이며 䪼로써 顴骨을 가리킨다고 하

였고, 說文解字, 靈樞·經筋, 靈樞·經脈 등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으나, 顴骨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

은 보이지 않았다.

傅는 黃帝內經에서 처음 나타나는 의학 용어를 

다루었는데, 藏象學說 중 內經에서 처음 나타나는 

형태구조와 관련된 용어 중 세 번째에 顴이 나오고, 

黃帝內經 내에서 14번 나오는 顴의 내용을 정리

하였으나, 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李는 內經 身形體表系統 중 面部에서 䪼, 顴, 

墻 등의 구체적인 부위와 備考를 表로 정리했지만, 

그 의미에 대한 기술은 없었고, 마찬가지로 骨系統 

중 頭骨 부분에서 顴骨과 頄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表로 정리했지만, 그 의미에 대한 기술은 없었

다.

연구방법은 黃帝內經에 나오는 ‘顴骨’ 및 ‘䪼’, 

‘頄’, ‘目下’, ‘墻’ 등을 검색어로 하여 관련 문장을 

검색하고, ‘大骨’ 등 壽夭와 직결되는 단어를 검색하

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面部 望診과 五臟 精

氣와의 관련성을 五官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얼굴 

내에서의 大骨의 부위를 살피며, 顴骨의 形象과 壽

夭와의 관계 및 顴骨 望診 판단의 기전을 통해 顴骨 

望診과 壽夭와의 관계를 살피고, 끝으로 望診과 관

련된 내용이므로 麻衣相法 등 觀相學 문헌에 보이

는 顴骨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顴骨 望診과 壽夭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얼

굴 부위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頤와 차별되는 顴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臨床 病證의 豫

後와 診斷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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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論

顴骨 望診과 壽夭의 관계에 대한 考察을 위해 첫

째 骨의 形象과 生死 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

째 面部 骨 望診의 특징을 살펴보며, 셋째 顴骨 望

診과 壽夭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넷째 麻衣相法에 

나오는 顴骨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骨의 形象과 生死 판단과의 관계

素問·宣明五氣篇과 靈樞·九鍼論 등에서 腎이 

骨을 주관한다고 하였으므로9), 骨의 상태가 潤澤한

지 枯槀한지 등에 따라 生死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黃帝內經 내에서 이와 관련한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大骨枯槀, 大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其氣動
形, 期六月死, 眞藏脈見, 乃予之期日. 大骨枯槀, 大
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內痛引肩項, 期一月死,
眞藏見, 乃予之期日. 大骨枯槀, 大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內痛引肩項, 身熱, 脫肉破䐃, 眞藏見, 十
月之內死. 大骨枯槀, 大肉陷下, 肩髓內消, 動作益衰,
眞藏來見10), 期一歲死, 見其眞藏, 乃予之期日. 大骨
枯槀, 大肉陷下, 胸中氣滿, 腹內痛, 心中不便, 肩項
身熱, 破䐃脫肉, 目眶陷, 眞藏見, 目不見人, 立死, 其
見人者, 至其所不勝之時則死. 素問·玉機眞藏論11)

骨의 형상을 통해 生死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素問·玉機眞藏論은 症狀, 脈, 形에 따라 사망에 이

르게 되는 기간을 설명하였다. 증상은 胸中에 氣가 

그득한 것, 숨을 헐떡거리는 것, 통증, 동작의 쇠약 

등을 말하며, 脈은 眞藏脈을 가리키고, 形은 大骨과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92. “五藏所主,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 

是謂五主.”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331-333. “五主,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肌, 腎

主骨.”

10) “眞藏來見, 期一歲死”는 太素에서 來見이 未見으로 되

어 있으며 未見이 더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따라 해석했

다.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74. 

大肉의 모습을 가리킨다.

여기서 大骨이 마르는 것과 大肉이 陷下하는 것

은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서술되었으며, 眞藏脈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大骨이 마르고 大肉이 陷下하여 

어깨가 쳐지고 肌肉이 줄어들며 동작이 쇠하는 경우

는 1년 이내에 죽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大骨과 大肉은 死期를 판단할 때 가장 우

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증상에 해당되는데, 眞藏脈을 

비롯한 유동적인 증상들과 비교하면 이미 형태적 변

화가 나타났으므로 病證이 固着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大骨의 枯槀에 관한 注釋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楊上善은 인체의 기둥과 줄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骨에 肌肉이 붙어있지 않고 윤택함이 없으며 

말라버린 상황으로 판단하였고12), 張介賓은 어깨가 

늘어지고 목이 기울어지며 허리가 무겁고 무릎이 손

상되는 것으로 보았으며13), 朴贊國은 大骨 부위의 

살이 말라 骨이 가늘고 뻣뻣해지는 것으로 보았

다14).

 또한 張介賓, 高世栻15), 朴贊國은 공통적으로 

12) 楊上善 撰注, 錢超塵·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

京. 學苑出版社. 2006. p.285. “骨爲身幹, 人之將死, 肉不

附骨, 遂至大骨亦無潤澤, 故曰枯槁, 卽骨先死也.”

13)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改訂版 懸吐註

釋類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p.248-249. “大骨大肉, 

皆以通身而言, 如肩脊腰膝, 皆大骨也, 尺膚臀肉, 皆大肉也. 

肩垂項傾, 腰重膝敗者, 大骨之枯藁也. 尺膚旣削, 臀肉必枯 

大肉之陷下也. 腎主骨, 骨枯則腎敗矣. 脾主肉, 肉陷則脾敗

矣. 肺主氣, 氣滿喘息則肺敗矣. 氣不歸原, 形體振動, 孤陽

外浮而眞陰虧矣, 三陰虧損, 死期不出六月. 六月者, 一歲陰

陽之更變也. 若其眞藏脈已見 則不在六月之例 可因克賊之

日而定其期矣”

14) 朴贊國 譯注. 改訂版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坡州. 集

文堂. 2005. pp.392-395. “大骨은 顴骨이나 腓骨 등을 

가리키며, 大肉은 장딴지나 뺨 등을 가리킨다. 骨은 五體 

중에 腎과 相通하는 것이고, 肉은 五體 중에 脾와 相通하

는 것으로 精氣와 穀氣의 盛衰를 나타낸다. 특히 大骨과 

大肉은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부분이다. 大骨枯槀는 大

骨의 상태를 반영하는 大骨 부위의 살이 말라 骨이 가늘

고 뻣뻣해지는 것을 말하니, 이는 腎의 精氣가 탈한 것을 

보여 주며, 大肉陷下는 大肉이 彈力을 잃고 꺼져 내려앉

은 것으로 脾의 穀氣가 탈한 것을 보여 준다.” 

15)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141. “大骨大肉, 兩臂兩股之骨肉也. 

大骨枯槁, 腎病也, 大肉陷下, 脾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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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骨枯槀를 腎과 精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

으며, 大骨이 가리키는 부위에 대해서는 肩骨, 脊柱, 

腰骨, 膝骨, 兩臂兩股之骨, 顴骨, 腓骨 등등 다양하

다. 정리해보면 大骨은 부위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체의 크기가 크거나 주요 관절 부위의 뼈들을 가

리키며, 腎이 骨을 주관하고 精을 간직하므로 壽夭

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顴骨도 얼굴에 있는 大骨에 속하는데, 顴骨과 壽

夭의 관계는 뒤에서 서술하겠다.

2. 面部 骨 望診의 특징

1) 面部 望診과 五臟 精氣와의 관계

面部 骨 望診의 특징 중 첫 번째는 面部 望診과 

五臟 精氣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面部 望診을 

통해 氣色을 살핌으로써 생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五臟 精氣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에 黃帝

內經 내에서 이와 관련한 문장들을 차례대로 살펴

보고자 한다.

切脈動靜而視精明, 察五色, 觀五藏有餘不足, 六府
强弱, 形之盛衰, 以此參伍, 決死生之分. ……, 夫精
明五色者, 氣之華也. 赤欲如帛裹朱, 不欲如赭, 白欲
如鵞羽, 不欲如鹽, 靑欲如蒼璧之澤, 不欲如藍, 黃欲
如羅裹雄黃, 不欲如黃土, 黑欲如重漆色, 不欲如地蒼.
五色精微象見矣, 其壽不久也. 素問·脈要精微論16)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脈의 動靜을 切診하면

서 精明을 살피고 五色을 관찰하여 五臟의 有餘와 

不足, 六腑의 强弱, 形의 盛衰 등을 관찰하는 것 등

을 참고하여 종합함으로써 死生의 나누어짐을 결정

한다고 하였다. 또한 精明의 五色은 氣가 꽃처럼 피

어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五臟의 精氣가 꽃처럼 

피어나 발현되는 눈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五臟 精

氣의 有餘不足 여부를 살필 수 있음을 말한다.

岐伯對曰, 五藏六府之精氣, 皆上注於目, 而爲之
精. ……, 目者, 五藏六府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57-59.

也, 神氣之所生也, 故神勞則魂魄散, 志意亂, 是故瞳
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 故陰陽合傳而精明
也. 靈樞·大惑論17)

靈樞·大惑論에서는 五臟六腑의 精氣가 모두 눈

으로 주행하며, 눈은 魂魄이 항상 운영하고 神氣가 

생기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는 望診을 통해 五臟 精

氣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黃帝問於岐伯曰, 余聞刺有五官五閱, 以觀五氣. 五
氣者, 五藏之使也, 五時之副也. 願聞其五使當安出.
岐伯曰, 五官者, 五藏之閱也. 黃帝曰, 願聞其所出,
令可爲常. 岐伯曰, 脈出於氣口, 色見於明堂, 五色更
出, 以應五時, 各如其常, 經氣入藏, 必當治裏. 帝曰,
善. 五色獨決於明堂乎. 岐伯曰, 五官已辨, 闕庭必張,
乃立明堂, 明堂廣大, 蕃蔽見外, 方壁高基, 引垂居外,
五色乃治, 平博廣大, 壽中百歲, ……, 五官不辨, 闕
庭不張, 小其明堂, 蕃蔽不見, 又埤其墻, 墻下無基,
垂角去外, 如是者, 雖平常殆, 况加疾哉. 靈樞·五閱
五使18)

靈樞·五閱五使에서는 五官을 살펴서 五氣를 살

피고, 五氣는 五臟이 부리는 것으로 얼굴에 드러난 

五官과 明堂에 드러난 色을 통해 五臟의 氣를 살필 

수 있다고 보았다.

黃帝曰, 願聞五官. 岐伯曰,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脣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 黃帝曰, 以官何候. 岐伯曰 以候五藏. 故肺
病者, 喘息鼻脹. 肝病者, 眥靑. 脾病者, 脣黃. 心病
者, 舌卷短, 顴赤. 腎病者, 顴與顔黑. ……, 黃帝曰,
五色之見於明堂, 以觀五藏之氣, 左右高下, 各有形乎.
岐伯曰, 府藏之在中也, 各以次舍左右上下, 各如其度
也. 靈樞·五閱五使19)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342-343.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86.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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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篇에서 五官을 五臟과 구체적으로 대응

시켰는데, 鼻는 肺의 상태를, 目은 肝의 상태를, 口

脣은 脾의 상태를, 舌은 心의 상태를, 耳는 腎의 상

태를 살필 수 있고, 五臟에 질병이 있으면 얼굴로 

드러난 五官에서 色의 변화나 형태적 변화가 발생한

다고 보았다.

雷公問於黃帝曰, 五色獨決於明堂乎, 小子未知其
所謂也. 黃帝曰, 明堂者, 鼻也. 闕者, 眉間也. 庭者,
顔也. 蕃者, 頰側也. 蔽者, 耳門也. 其間欲方大, 去之
十步, 皆見於外, 如是者壽, 必中百歲. 雷公曰, 五官
之辨, 奈何. 黃帝曰, 明堂骨高以起, 平以直, 五藏次
於中央, 六府挾其兩側, 首面上於闕庭, 王宮在於下極,
五藏安於胸中, 眞色以致, 病色不見, 明堂潤澤以淸,
五官惡得無辨乎. 雷公曰, 其不辨者, 可得聞乎. 黃帝
曰, 五色之見也, 各出其色部, 部骨陷者, 必不免於病
矣. 其色部乘襲者, 雖病甚, 不死矣. 雷公曰, 官五色
奈何. 黃帝曰, 靑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 是謂五
官. 靈樞·五色20)

靈樞·五色에서는 明堂인 코를 중심축으로 이마

(庭), 미간(闕), 뺨(蕃)과 耳門(蔽) 등이 자리를 잡고 

있고(그림 1 참조)21), 그 사이는 반드시 단정하면서

도 커야 하고 열 걸음을 걷는 동안 五色이 모두 밖

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을 경우에는 장수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明堂의 骨이 높으면서 융기되고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226-228.

21) 張介賓 著. 安永敏 譯. 類經圖翼. 서울. 한미의학. 2009. 

pp.209-211.

평평하면서 곧으며, 五臟이 중앙에 순서대로 배열되

고 六腑는 그 양측에 위치하며, 心臟의 상태는 양쪽 

눈의 중앙(下極)에서 나타나니, 五臟이 胸中에서 편

안하면 眞色이 이르고 病色은 나타나지 않으며 明堂

이 윤택하면서 맑아 五官을 잘 변별할 수가 있고, 

五色이 외부로 발현될 때 각기 해당하는 부위에서 

色이 드러나면서 그 부위의 골격이 함몰될 경우에는 

病이 있게 되고, 五色으로 寒熱과 痛症 등을 구별하

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

五藏常內閱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
能知臭香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
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
能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知五音矣. 靈
樞·脈度22)

靈樞·脈度에서는 肺氣가 鼻에 통하고, 心氣가 

舌에 통하며, 肝氣가 目에 통하고 脾氣가 口에 통하

며 腎氣가 耳에 통하기 때문에 몸 속에 있는 五臟을 

七竅에서 살필 수 있다고 했는데, 五臟은 五臟의 精

氣를 의미하며 七竅는 五官과 같은 의미이다.

黃帝曰, 五藏之氣, 閱於面者, 余已知之矣, 以肢節
知而閱之, 奈何. 岐伯曰, 五藏六府者, 肺爲之蓋, 巨
肩陷咽, 候見其外. 黃帝曰, 善. 岐伯曰, 五藏六府, 心
爲之主, 缺盆爲之道, 骷骨有餘, 以候骬. 黃帝曰,
善. 岐伯曰, 肝者, 主爲將, 使之候外, 欲知堅固, 視目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15. 

그림 1. 面部圖, 臟腑色見面部圖, 肢節色見面部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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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大. 黃帝曰, 善. 岐伯曰, 脾者, 主爲衛, 使之迎糧,
視脣舌好惡, 以知吉凶. 黃帝曰, 善. 岐伯曰, 腎者, 主
爲外, 使之遠聽, 視耳好惡, 以知其性. 靈樞·師傳
23)

靈樞·師傳에서도 五官과 五臟의 대응이 靈樞·

五閱五使나 靈樞·脈度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肩과 咽喉 부위의 상태를 보아 肺의 상태를, 缺盆과 

骬의 상태를 보아 心의 상태를, 目의 상태를 보아 

肝의 精氣를, 脣舌의 상태를 보아 脾의 精氣를, 耳

의 상태를 보아 腎의 精氣를 살필 수 있다고 보았

다.

이상과 같이 黃帝內經 내의 여러 篇에서 面部 

望診을 통해 五臟 精氣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面部 골격 중 大骨의 부위

面部 骨 望診의 특징 중 두 번째는 面部 골격 중 

大骨의 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雷公再拜曰, 善哉. 其死有期乎. 黃帝曰, 察色以言
其時. 雷公曰, 善乎. 願卒聞之. 黃帝曰, 庭者, 首面
也. 闕上者, 咽喉也. …… 顴者, 肩也. 顴後者, 臂也.
臂下者, 手也. 靈樞·五色24)

靈樞·五色은 死期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 말하

였는데, 그 방법은 察色이며 色을 살피는 부위는 얼

굴이다. 얼굴의 부위에는 신체의 머리부터 발까지 

부위가 세세히 배속되었는데, 이를 통해 얼굴이 모

든 인체 부위의 상태가 반영되어 드러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앞서 살펴본 大骨의 

상태 역시 얼굴의 특정 부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얼굴에서 骨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부위는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64-165.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226-228.

앞서 전신에서 大骨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인체의 

크기가 크거나 주요 관절 부위의 뼈들을 가리키며, 

腎이 骨을 주관하며 精을 간직하므로 이마, 顴骨, 

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문 중에는 顴骨을 전신의 부위에 대응시킨 것

도 확인할 수 있는데, 顴骨과 그 주변의 색은 어깨

와 팔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어깨는 인체 上部

에 도드라진 뼈로서 大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顴骨 역시 얼굴에 중상부에 융기된 뼈라는 점에서 

어깨와 모습이 흡사하다. 

帝曰, 善. 五色獨決於明堂乎. 岐伯曰, 五官已辨,
闕庭必張, 乃立明堂, 明堂廣大, 蕃蔽見外, 方壁高基,
引垂居外, 五色乃治, 平博廣大, 壽中百歲,…… 五官
不辨, 闕庭不張, 小其明堂, 蕃蔽不見, 又埤其墻, 墻
下無基, 垂角去外, 如是者, 雖平常殆, 况加疾哉. 靈
樞·五閱五使25)

靈樞·五閱五使에서는 얼굴의 色과 形을 통해 

五臟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얼굴의 

형태를 闕庭, 明堂, 壁 등과 같이 집의 구조와 관련

지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五色이 드러나는 

明堂을 비롯하여 五官, 이마(庭)와 미간(闕), 뺨(蕃)

과 耳門(蔽), 얼굴의 윤곽(壁)과 골격(基) 등 전반적

인 얼굴의 형태를 관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長壽하는 경우와 위태로운 경우를 말

했는데, 五官에서 변별할 수 있고 眉間과 이마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에 明堂을 세워 明堂이 

광대하면서 뺨 부위와 耳門部가 외부로 노출되며 明

堂을 둘러싼 얼굴의 윤곽이 方正하면서 골격(基)이 

튀어나오고 귓밥이 아래로 늘어지면서 바깥으로 향

하며 五色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100歲를 살 수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말하였는데, 그중에는 얼굴의 

담장이 낮으면서 기반이 없는 것은 비록 五色이 정

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위태롭다고 하였다.

黃帝曰 余聞壽夭, 無以度之. 伯高答曰 牆基卑, 高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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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及其地者, 不滿三十而死, 其有因加疾者, 不及二十
而死也. 靈樞·壽夭剛柔26)

靈樞·壽夭剛柔 역시 얼굴의 형태를 집의 구조

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담장과 기반이 낮아서 높

이가 그 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30세를 채우지

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였고, 질병이 더해지는 경우

에는 20세에 미치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牆基卑, 高不及其地”는 집의 구조 중 담

장의 높이에 관한 설명이다. 즉 집이 비유하는 얼굴

의 특정 부위를 가리켜 설명한 것이며, 담과 땅의 

상대적 높이가 壽命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靈樞·五閱五使에 나오는 ‘方壁高基’의 각

진 壁이 담장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注釋家들의 견해를 참고해 보면 

張介賓은 墻基를 얼굴을 둘러싸고 있는 四旁의 骨骼

으로 보고, 地를 얼굴 부위의 肌肉으로 보았으며, 

墻基가 낮아서 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骨이 쇠약

하고 肌肉이 勝한 것으로 풀이하였다.27)

馬蒔는 墻을 張介賓과 마찬가지로 面部四方으로 

보았고 墻을 이루고 있는 터가 매우 낮아서 明堂이

나 闕庭의 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말하였으며28), 張

志聰도 馬蒔나 張介賓과 마찬가지로 墻基를 面部의 

사방으로 보았고, 地를 턱(地閣)이라 하였으며, 四方

이 평평하거나 함몰되어 있음을 말하였다.29) 

종합해보면 담장은 얼굴의 사방 골격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얼굴에서 五官과 明

堂을 둘러싼 사방 골격의 높이가 낮아 내부를 안정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57-58. 

27)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改訂版 懸吐註

釋類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p.117-119. “墻基者, 

面部四旁骨骼也. 地者, 面部之肉也. 基墻不及其地者, 骨衰

肉勝也. 所以不壽, 再加不愼而致疾, 其夭更速, 故不及二十

而死也. 按五色篇曰, 明堂者, 鼻也. 闕者, 眉間也. 庭者, 顔

也. 蕃者, 頰側也. 蔽者, 耳門也. 其間欲方大, 去之十步皆

見於外, 如是者, 壽必中百歲, 詳脈色類三十二.”

28) 馬蒔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靈樞注證發微. 北

京. 學苑出版社. 2012. p.58-60. “今面部四方爲墻, 其基甚

卑, 不及明堂闕庭等地之高.”

29) 張志聰 集注. 方春陽 외 3人 點校.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6. pp.47-48. “墻基者, 面部之四方也. 

地, 地閣也. 墻基卑高不及地者, 四方之平陷也.” 

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夭折할 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담장의 높이를 평가하는 상대인 地가 무

엇을 가리키는가에 관해서는 注釋家들의 견해가 엇

갈리는데, 馬蒔는 地를 곳이나 장소로 보아 그 밖의 

곳들을 가리키는 等地라고 하였고, 張志聰은 턱으로 

본 반면 張介賓은 面部의 肌肉으로 보았다.

3. 顴骨 望診과 壽夭와의 관계

1) 顴骨의 形象과 壽夭와의 관계

顴骨 望診과 壽夭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顴骨

의 形象과 壽夭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黃帝內經

 내의 문장들을 차례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黃帝問於伯高曰 余聞形有緩急, 氣有盛衰, 骨有大
小, 肉有堅脆, 皮有厚薄, 其以立壽夭奈何. ……, 若
形充而顴不起者, 骨小, 骨小則夭矣. 靈樞·壽夭剛柔
30)

靈樞·壽夭剛柔에서 黃帝는 形의 緩急, 氣의 盛

衰, 骨의 大小, 肉의 堅脆, 皮의 厚薄에 따라 壽夭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伯高의 대

답 중 骨의 大小와 관련해서는, 形이 충실한데 顴骨

이 충분히 隆起되지 않은 경우 骨이 작은 것이며 夭

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形은 전반적인 

체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骨과 대비된

다는 측면에서는 주로 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

다.31) 즉 顴骨의 隆起 정도를 전반적인 形의 盛衰와 

대비하여 평가한 결과를 통해 壽夭를 예측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黃帝曰, 人之善病寒熱者, 何以候之. 少兪答曰, 小
骨弱肉者, 善病寒熱. 黃帝曰, 何以候骨之小大, 肉之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57-58.

31)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改訂版 懸吐註

釋類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p.117-119. 張介賓은 

形을 肉으로 해석하였다. “人之形體, 骨爲君, 肉爲臣, 君勝

臣者順, 臣勝君者逆. 顴者, 骨之本也, 故形充而顴不起者, 

其骨必小, 骨小肉充, 臣勝君者也, 故當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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堅脆, 色之不一也. 少兪答曰, 顴骨者, 骨之本也. 顴
大則骨大, 顴小則骨小. 靈樞·五變32)

靈樞·五變은 外邪가 인체에 침입하여 腠理에 

머물러 있는 경우 風腫汗出, 消癉, 寒熱, 痺病, 積聚 

등의 病證으로 변화하는 것을 다루었는데, 이중 寒

熱證을 잘 앓는 징후에 대해 骨이 작고 肌肉이 연약

한 경우라고 하였다. 骨의 大小는 顴骨의 크기를 기

준으로 평가하는데, 그 까닭은 顴骨이 骨之本이기 

때문이다. 顴骨이 骨의 本인 까닭에 대해 張志聰은 

顴이 腎의 外候이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는데33), 이는 

腎-骨-顴이 연관된 결과를 해석한 것이며 실제로 

顴骨이 骨을 대표하는 까닭을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다. 나머지 注家들 역시 이에 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두 편에 따르면 신체의 顴骨은 骨之

本으로서 얼굴에 위치한 大骨 중 하나로 인체의 根

幹을 이루어 壽夭와 病證의 예후를 판단하기 위한 

標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顴骨

이 이러한 부위로 인식되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기 어렵다.

2) 顴骨 望診 판단의 기전

黃帝內經 내에서 顴骨 부위에 나타나는 色의 

변화 등 관련 病證 등의 기술을 통해 顴骨 望診 판

단의 기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熱病不可刺者有九, 一曰, 汗不出, 大顴發赤噦者,
死. 靈樞·熱病34)

顴骨은 얼굴의 大骨이면서 顴骨의 상태를 통해 

壽夭를 예측할 수 있는 標識의 역할을 하는데, 顴骨 

부위의 병리적 변화와 관련하여 靈樞·熱病에서는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210-211. 

33) 張志聰 集注. 方春陽 외 3人 點校.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6. pp.281-282. “夫腎主骨, 顴者, 腎

之外候也, 故顴骨爲骨之本.”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38-139.

熱病임에도 刺鍼할 수 없는 9가지의 상황을 말하는 

가운데 땀이 나오지 않고 顴骨 부위가 붉어지면서 

딸꾹질을 하는 경우에는 死證이므로 刺鍼을 하지 말

라고 하였다. 땀이 나오지 않는 것은 陰液이 이미 

많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類經』에서 汗不出을 陰無

力으로 보고, 顴骨 부위의 發赤을 陰不足으로 인하

여 상대적으로 眞陽이 떠오르는 戴陽으로 보았으

며35), 吳澄도 不居集에서 張介賓과 마찬가지로 眞

陰의 부족으로 인한 戴陽으로 보았으며36), 章虛谷은 

靈素節注類編에서 顴骨 부위의 發赤을 邪熱이 왕

성하여 상대적으로 腎水의 枯竭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37) 

黃帝曰 以官何候. 岐伯曰 以候五藏. 故肺病者, 喘
息鼻脹. 肝病者, 眥靑. 脾病者, 脣黃. 心病者, 舌卷
短, 顴赤. 腎病者, 顴與顔黑. 靈樞·五閱五使38)

靈樞·五閱五使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五官으로 

五臟의 질병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顴骨 부

위와 顔이 검은 것을 腎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이 문장의 바로 앞부분에서 “黃帝曰, 願聞五官. 

岐伯曰,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脣者, 脾

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39)라고 했

35)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改訂版 懸吐註

釋類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876. “不可刺者, 以其

有死微也. 汗不得出, 陰無力也. 大顴發赤謂之戴陽, 面戴陽

者陰不足也. 噦者, 邪犯陽明, 胃虛甚也. 本原虧極, 難乎免

失.”

36) 吳澄 著. 祝新年 외 2人 點校.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621-622. “腎虛兩顴紅赤, 或唇紅者, 陰虛於下, 

逼陽於上也. 仲景曰, 其面戴陽者, 下虛故也.” “腎者主骨, 

骨之所屬者, 腎也. 腎實則寒, 腎虛則熱. 凡骨蒸潮熱, 最忌

兩顴發赤. 此乃龍火太旺, 煎熬眞陰. 眞陰虧竭, 熱無所容, 

流入於骨, 故成骨蒸. 骨蒸旣久, 上蒸於顴, 顴赤面熱, 則不

救矣. 蓋顴者骨之本也. 骨本一枯, 則腎已竭.” “兩顴紅赤, 

腎水虛而眞陽上泛也. 若右顴紅塊, 大如拇指者不治.”

37) 章虛谷 編注. 方春陽·孫芝齋 點校. 靈素節注類編. 浙江. 浙

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316. “顴爲骨本, 腎主骨, 邪熱

盛, 腎水枯, 故顴赤. 邪氣上衝脾胃則噦, 古名呃逆爲噦, 今

時或以空嘔爲噦, 而呃逆更爲敗證也.”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86.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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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腎病은 귀와 관련된 병증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骨之本에 해당하는 顴骨과 顔이 흑색으로 되

는 것을 腎病이라고 하였다.

五色과 五臟의 관계에 대하여 靈樞·五色에서 

“以五色命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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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라

고 하여 五色으로 五臟을 명명할 때 黑色은 腎이 되

므로 顴骨과 이마 등에 黑色이 나타날 때 腎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素問·經絡論에서 “黃帝問曰, 夫絡脈之見

也, 其五色各異, 靑黃赤白黑不同, 其故何也. 岐伯對

曰, 經有常色, 而絡無常變也. 帝曰, 經之常色何如. 岐

伯曰, 心赤, 肺白, 肝靑, 脾黃, 腎黑, 皆亦應其經脈之

色也.”41)라고 한 것도 五色과 五臟의 상관관계를 통

해 黑色과 腎病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42)

黃帝曰 赤色出兩顴, 大如母指者, 病雖小愈, 必卒
死. 黑色出於庭, 大如母指, 必不病而卒死. 靈樞·五
色43)

靈樞·五色에서는 양쪽 顴骨 부위에 붉은색이 

나타나되 그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할 경우 病이 비록 

조금 낫더라도 반드시 갑자기 죽게 될 것이라고 했

다.

이와 관련하여 張介賓은 類經에서 엄지손가락

만하다고 한 것을 덩어리를 이루거나 가지와 같은 

모양을 이루어서 붉은 기운이 모인 후 흩어지지 않

는 것으로 가장 凶한 색이라고 보았고, 黑色인 경우

에는 더욱 심한 경우로 卒死하는 色이라고 하였

다.44)

p.186.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226-228.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200.

42) 陳慧娟, 朱凌凌, 石曉蘭. 論中醫“色部”對從腎辨證的指導價

值. 中國中醫藥信息雜志. 2011. 18(7). p.81.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226-228.  

44)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敎室 編. 改訂版 懸吐註

釋類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259. “如母指者 成塊

成條 聚而不散也 此爲最凶之色 赤者固不佳 而黑者爲尤甚 

張志聰은 黃帝內經靈樞集注에서 赤色이 양쪽 

顴骨 부위에 나타나는 것과 黑色이 이마에 나타나는 

것을 心이 먼저 병들어 腎이 올라타게 되면(乘) 心

火之氣가 먼저 顴骨 부위에 나타나고 이어서 腎이 

응하여 腎氣가 밖으로 나오는 등 五臟의 眞氣가 밖

으로 漏泄되는 것으로 보았다.45)

章虛谷은 靈素節注類編에서 闕庭 부위에 검은

색이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나타나면 이는 큰 邪氣

가 心肺를 침범한 것으로 卒死하게 된다고 보았고, 

양쪽 顴骨 부위에서 赤色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顴骨이 骨之本으로 骨髓와 腎水로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 骨髓와 腎水가 말라서 孤陽이 노출되면 양쪽 

顴骨 부위에 赤色이 나타나 갑자기 죽게 되며, 그 

원인을 腎水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46)

이처럼 顴骨 부위는 骨之本으로 骨의 大小를 알 

수 있는 標識로서 發赤하거나 검게 되면 死證이라고 

할 수 있다.

4. 麻衣相法에 나오는 顴骨 관련 내용

黃帝內經에 나오는 顴骨 望診과 관련된 내용뿐

만 아니라 相法의 기본이 되는 麻衣相法의 책 내

용 중 顴骨과 壽夭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觀相學은 인간의 吉凶禍福과 富貴

貧賤을 미리 알아 避凶就吉을 추구하는 학문이고, 

韓醫學의 목적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며 養生을 통해 

皆卒死之色也” 

45) 張志聰 集注. 方春陽 외 3人 點校. 黃帝內經集注. 浙江. 

浙江古籍出版社. 2006. p.304. “赤色出兩顴, 黑色出于庭, 

即下文之所謂腎乘心, 心先病, 腎爲應, 色皆如是. 蓋赤者火

之色, 黑者水之色也. 小愈者, 水濟其火也. 卒死者, 水淫而

火滅也. 蓋五行之氣, 制則生化, 淫勝則絕滅矣. 夫病在氣者, 

其色散而不聚, 乘于脈中者, 其色聚而不散. 大如母指者, 血

脈之聚色也. 腎脈注胸中, 上絡心. 赤色出兩顴者, 腎上乘心, 

而心火之氣外出也. 黑色出于庭者, 腎乘心, 而心先病, 腎爲

應, 而亦隨之外出, 故色皆如是. 皆如是者. 色皆如母指也. 

蓋藏者, 藏也. 五色之見于面者, 五藏之氣, 見于色也. 聚色

外見者, 藏眞之外洩也.”

46) 章虛谷 編注. 方春陽·孫芝齋 點校. 靈素節注類編. 浙江. 浙

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138. “其未發之先, 亦必有黑色

大如拇指者, 成條成塊, 摶結不散, 出現於闕庭之中. 闕庭心

肺之部, 大邪犯心, 故卒死也. 顴者, 骨之本, 骨髓腎水所生

者也. 水涸髓枯, 孤陽發露, 故赤色出現於兩顴, 病雖小愈, 

必卒然而死, 以其腎水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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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病長壽하는 것이므로 둘은 무관한 듯 보이지만, 

觀相學에서 壽夭를 아는 것은 韓醫學에서 질병의 예

후를 아는 것과 一脈相通하는 측면이 있고, 둘 모두 

象을 관찰하며 뿌리가 같으므로 麻衣相法의 顴骨 

관련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47)

額爲衡山(南岳), 頦爲恒山(北岳), 鼻爲嵩山(中
岳), 左顴爲華山(西岳), 右顴爲泰山(東岳). 麻衣相
法·五嶽48)

麻衣相法·五嶽에서는 “이마가 衡山이 되고, 턱

이 恒山이 되며, 코가 嵩山이 되고, 왼쪽 顴骨이 華

山이 되며, 오른쪽 顴骨이 泰山이 된다.”고 하는 등 

얼굴을 中國의 五嶽에 비유하여 코를 중심으로 四方

에 산처럼 솟아 나온 부위를 배치시켜 南岳, 北岳, 

中岳, 西岳, 東岳이라고 했는데, 顴骨도 이에 포함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面上有骨卓起, 名爲顴骨, 主權勢. 顴骨相連人耳,
名王梁骨, 主壽考. 麻衣相法·相骨49)

麻衣相法·相骨에서는 “얼굴 위로 뼈가 우뚝 솟

은 것을 이름하여 顴骨이라고 하는데 權勢를 주관하

고, 顴骨이 사람의 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王梁骨이라고 하는데, 長壽를 주관한다.”라고 하여 

顴骨의 융기가 權勢와 관련이 있고, 顴骨 바로 옆에 

귀쪽으로 이어지는 王梁骨이 튼실한 것은 長壽와 관

계된다고 보았다. 

顴準高陵年壽, 妬兇獨守孤孀. 兩顴准頭, 高於年壽
者, 多寡. 麻衣相法·達磨祖師相訣秘傳50)

麻衣相法·達磨祖師相訣秘傳에서 “顴骨과 準頭 

47) 南茂吉. 觀相學과 形象醫學의 比較硏究. 慶熙大學校大學

院 博士學位論文. 2010. pp.1-89.

48) 金赫濟 校閱. (懸吐註解)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88. 

p.9.

49) 金赫濟 校閱. (懸吐註解)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88. 

p.23.

50) 金赫濟 校閱. (懸吐註解)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88. 

p.64.

부분이 年上(코의 중간 부분)과 壽上(코의 중간에서 

끝부분 사이)보다 높게 솟아있으면 질투를 하고 흉

악하여 독수공방하는 외로운 寡婦가 된다. 양쪽 顴

骨과 準頭 부분이 年上과 壽上보다 높으면 寡婦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顴骨이 우뚝 솟은 

것은 보통 權勢를 주관한다고 보아 좋게 보지만, 女

人에게서 顴骨이 우뚝 솟은 상이 보이면 寡婦가 된

다고 안 좋게 보았다.

Ⅲ. 考察

1. 顴骨의 의미

1) 臟象論으로 살펴본 顴骨의 의미

靈樞·五閱五使에서는 五官을 언급하면서 舌이 

心之官이고, 心病이 있을 경우에 혀가 말려 짧아지

고 顴骨 부위가 붉다고 하였으며, 같은 편에서 耳가 

腎之官으로 腎病이 있을 때는 顴骨 부위와 顔部가 

검게 된다고 하였다.51) 이는 顴骨 부위의 색의 변화

가 腎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 顴骨 부위의 병증과 五臟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邪熱이 陰의 근본인 

腎에 침입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心病에서 顴赤이

라고 언급한 것은 그 내부 요인이 腎에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顴骨 부위는 눈 아래쪽에 해당하여 ‘目下’를 

검색어로 하여 黃帝內經에서 검색해 보았을 때 

肝52), 腎53) 등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86. “黃帝曰, 願聞五官. 岐伯曰,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脣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

官也. 黃帝曰, 以官何候. 岐伯曰 以候五藏. 故肺病者, 喘息

鼻脹. 肝病者, 眥靑. 脾病者, 脣黃. 心病者, 舌卷短, 顴赤. 

腎病者, 顴與顔黑.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57-158. “肝風之狀, 多汗惡風, 善悲, 色微蒼, 嗌乾善

怒, 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靑.”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23-124. “帝曰, 有病腎風者, 面胕痝然壅, 害於言, 可

刺不. 岐伯曰, 虛不當刺, 不當刺而刺, 後五日其氣必至. 帝

曰, 其至何如. 岐伯曰, 至必少氣時熱, 時熱從胸背上至頭, 

汗出, 手熱, 口乾苦渴, 小便黃, 目下腫, 腹中鳴, 身重難以

行, 月事不來, 煩而不能食, 不能正偃, 正偃則欬, 病名曰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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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目下에 있는 顴骨 부위가 인체의 陰의 손상을 

살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面部는 靈樞·邪氣藏府病形에서 “諸陽之會, 皆在於

面.”54)이라고 한 것과 같이 모든 陽氣는 얼굴에 모

이므로 陽의 부위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이상에서

와 같이 肝腎의 病을 진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顴骨은 臟象論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腎과

의 관련성이 가장 높고, 肝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인체 내에서 陰의 손상을 살핌에 있어서 중

요한 부위이다.

2) 經絡論으로 살펴본 顴骨의 의미

經絡論으로 顴骨55)을 살펴보았을 때 十二經脈과 

奇經八脈 중에서 顴骨쪽으로 流注하는 經脈은 手太

陽小腸經56), 手少陽三焦經57), 足少陽膽經58), 手陽明

大腸經59), 足太陽膀胱經60) 등 주로 從手走頭하고 

水, ……, 諸有水氣者, 微腫先見於目下也. 帝曰, 何以言. 

岐伯曰, 水者陰也, 目下亦陰也, 腹者至陰之所居, 故水在腹

者, 必使目下腫也.”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36.

55) 黃帝內經 내에서 顴骨을 顴이라고 표기한 곳도 있었지

만, 䪼 또는 頄로 표현한 곳도 있고, 目下도 관련이 있으

므로 이를 함께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79-85. “小腸手太陽之脈, 起於小指之端, 循手外側, 上

腕, 出踝中, 直上循臂骨下廉, 出肘內側兩筋之間, 上循臑外

後廉, 出肩解, 繞肩胛, 交肩上, 入缺盆, 絡心, 循咽, 下膈, 

抵胃, 屬小腸. 其支者, 從缺盆循頸上頰, 至目銳眥, 却入耳

中. 其支者, 別頰上䪼, 抵鼻, 至目內眥, 斜絡於顴.”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79-85. “三焦手少陽之脈, 起於小指次指之端, 上出兩指

之間, 循手表腕, 出臂外兩骨之間, 上貫肘, 循臑外, 上肩而

交出足少陽之後, 入缺盆, 布膻中, 散絡心包, 下膈, 循屬三

焦. 其支者, 從膻中上出缺盆, 上項, 繫耳後, 直上出耳上角, 

以屈下頰至䪼.”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79-85. “膽足少陽之脈, 起於目銳眥, 上抵頭角, 下耳後, 

循頸, 行手少陽之前, 至肩上却交出手少陽之後, 入缺盆. 其

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至目銳眥後. 其支者, 別銳

眥, 下大迎, 合於手少陽, 抵於䪼下, 加頰車, 下頸, 合缺盆, 

以下胸中, 貫膈, 絡肝, 屬膽, 循脇裏, 出氣街, 繞毛際, 橫入

髀厭中.” 

5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30-131. “臂陽明, 有入頄徧齒者, 名曰大迎. 下齒齲取

之, 臂惡寒補之, 不惡寒瀉之.”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從頭走足하는 三陽經이 顴骨쪽을 流注하였다. 이 외

에도 足太陽之筋61), 足少陽之筋62), 足陽明之筋63), 

手陽明之筋64), 足陽明之正65) 등 三陽經과 관련한 

經筋과 足陽明經의 經別이 顴骨 부위를 流注하였으

며, 奇經八脈 중에서는 蹻脈66)과 任脈67) 등이 관련

성이 있었다.

 그러나 十二經脈 체제의 경락론적 관점으로 顴

骨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十二經脈이라는 이미 짜여진 체제에서

pp.130-131. “足太陽有入頄徧齒者, 名曰角孫, 上齒齲取之, 

在鼻與頄前. 方病之時, 其脈盛, 盛則瀉之, 虛則補之. ”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02-104. “足太陽之筋, 起於足小指, 上結於踝, 邪上結

於膝, 其下循足外踝, 結於踵, 上循跟, 結於膕. 其別者, 結

於踹外, 上膕中內廉, 與膕中幷上結於臀, 上挾脊上項. 其支

者, 別入結於舌本. 其直者, 結於枕骨上頭, 下顔, 結於鼻. 

其支者, 爲目上綱, 下結於頄. 其支者, 從腋後外廉, 結於肩

髃. 其支者, 入腋下, 上出缺盆, 上結於完骨. 其支者, 出缺

盆, 邪上出於頄.”  

6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02-104. “足少陽之筋, 起於小指次指, 上結外踝, 上循

脛外廉, 結於膝外廉. 其支者, 別起外輔骨, 上走髀. 前者, 

結於伏兎之上, 後者, 結於尻. 其直者, 上乘䏚季脇, 上走腋

前廉, 繫於膺乳, 結於缺盆. 直者, 上出腋, 貫缺盆, 出太陽

之前, 循耳後, 上額角, 交巓上下走頷, 上結於頄.”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02-104. “足陽明之筋, 起於中三指, 結於跗上, 邪外上

加於輔骨, 上結於膝外廉, 直上結於髀樞, 上循脇屬脊. 其直

者, 上循骭, 結於缺盆. 其支者, 結於外輔骨, 合少陽. 其直

者, 上循伏兎, 上結於髀, 聚於陰器, 上腹而布, 至缺盆而結, 

上頸, 上挾口, 合於頄, 下結於鼻, 上合於太陽, 太陽爲目上

綱, 陽明爲目下綱.”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102-104. “手陽明之筋, 起於大指次指之端, 結於腕, 上

循臂, 上結於肘外, 上臑, 結於髃. 其支者, 繞肩胛, 挾脊. 直

者, 從肩髃上頸. 其支者, 上頰, 結於頄.”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97. “足陽明之正, 上至髀, 入於腹裏, 屬胃, 散之脾, 上通

於心, 上循咽, 出於口, 上頞䪼, 還繫目系, 合於陽明也.”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115. “黃帝曰, 蹻脈安起安止, 何氣榮水. 岐伯答曰, 蹻脈

者, 少陰之別, 起於然骨之後, 上內踝之上, 直上循陰股, 入

陰, 上循胸裏, 入缺盆, 上出人迎之前, 入頄, 屬目內眥, 合

於太陽. 陽蹻而上行, 氣幷相還, 則爲濡目, 氣不榮, 則目不

合.”

6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206-207. “任脈之氣所發者, 二十八穴. 喉中央二, 膺中

骨陷中各一, 鳩尾下三寸胃脘五寸, 胃脘以下, 至橫骨六寸半

一, 腹脈法也. 下陰別一, 目下各一, 下脣一, 齗交一.”



February 2021
Vol.34.No.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Zygoma Diagnosis and Life Span 
Ahn Jinhee · Kim Jong-hyun

146

는 手三陰經이 從胸走手하고, 手三陽經이 從手走頭

하며, 足三陽經이 從頭走足하고, 足三陰經이 從足走

胸하여 陰經은 얼굴로 올라오지 않고 주로 三陽經이 

얼굴과 연관되므로 경락론적인 관점에만 국한하여 

顴骨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다. 다만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蹻脈 

중 陰蹻脈이 然骨에서 갈라져 나와 足少陰腎經의 노

선을 타고 상행하여 顴骨에 이르는 부분을 통해 腎

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任脈의 氣

가 발현되는 28穴 중 目下 부위도 포함되어 있어 

陰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全一主義 관점에서 살펴본 顴骨의 의미

靈樞·五色에서와 같이 얼굴 안에 몸 전체가 축

약되어 들어와 살필 수 있으므로 全一主義68), 즉 전

체를 이루는 각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요소들 사이에 그물망처럼 서로 유

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모두가 내면적으로 이어져 있

다고 하는 holism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靈樞·五色에는 장부배치도와 신형배치도가 모

두 나오는데, 明堂인 코를 중심으로 五臟이 기본적

으로 배치되어 있고, 오장 양쪽에 六腑가 배속되어 

있으며, 이마 쪽에 얼굴이 대응되고, 目內眦 부위에 

膺乳가 대응되며, 顴骨 부위에 어깨가 대응되어 있

다.

어깨가 우리 몸 전체에서 밖으로 융기되어 속의 

骨氣가 치솟아 오른 형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顴骨의 

隆起는 骨氣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여 밖으로 발현된 

것으로 顴骨을 骨之本으로 보고 骨과 精氣의 盛衰를 

판단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山의 험준함과 바위와 같

은 骨組가 드러난 모습을 보고 地氣를 판단하는 것

과 같다.

2. 大骨로서의 顴骨의 의미

大骨이 가리키는 부위에 대해서 注釋家들의 견해

68) 全一主義. 네이버 지식백과. 2012. [cited on February 

1, 2020]; Available from: UR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598&cid=

41978&categoryId=41985

를 살펴본 결과 肩骨, 脊柱, 腰骨, 膝骨, 兩臂兩股之

骨, 顴骨, 腓骨 등등 다양했다.

얼굴은 五臟과 몸 전체의 상태가 함축적으로 드

러나는 곳으로 얼굴에서 顴骨 외에 이마나 턱 등도 

뼈가 돌출되어 大骨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몸 밖으

로 드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얼굴에 분포한 大骨

을 통해 精氣의 盛衰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마, 顴骨, 턱 등의 공통점은 五臟의 氣를 살필 

수 있는 明堂을 담장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麻衣相

法에서는 이들 부위를 五嶽이라고 하였다.69) 따라

서 五嶽이 안정적으로 발달한 것은 五臟의 氣가 안

정적임을 의미하며 이는 長壽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마, 顴骨, 턱 등이 모두 大骨이라고 칭할 수 있

는데, 특히 顴骨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素問·宣明五氣篇과 靈樞·九鍼論 등에서 腎이 

骨을 주관한다고 하였고70), 腎은 三焦 중 下焦에 위

치하고 있으므로 骨之本이라고 하면 顴骨보다는 얼

굴 부위에서 下焦에 대응되는 턱 부위를 먼저 떠올

릴 수 있다.

한편 靈樞·五色에서는 顴을 肩에 대응시켰는

데71), 어깨가 우리 몸 전체에서 밖으로 융기되어 속

의 骨氣가 치솟아 오른 형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顴

骨의 隆起는 骨氣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여 밖으로 발

현된 것으로 顴骨을 骨之本으로 보고 骨과 精氣의 

盛衰를 판단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山의 험준함과 바

위와 같은 骨組가 드러난 모습을 보고 地氣를 판단

69) 金赫濟 校閱. (懸吐註解)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88. 

p.9. “額爲衡山(南岳), 頦爲恒山(北岳), 鼻爲嵩山(中岳), 左

顴爲華山(西岳), 右顴爲泰山(東岳).”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92. “五藏所主,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 

是謂五主.”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331-333. “五主,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肌, 腎

主骨.”

7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1985. 

pp.226-228. “雷公再拜曰, 善哉. 其死有期乎. 黃帝曰, 察

色以言其時. 雷公曰, 善乎. 願卒聞之. 黃帝曰, 庭者, 首面

也. 闕上者, 咽喉也. …… 顴者, 肩也. 顴後者, 臂也. 臂下

者, 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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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같다.

麻衣相法에서는 “面上有骨卓起, 名爲顴骨, 主權

勢.”72)라고 하여 面部에서 우뚝 솟아오른 顴骨이 權

勢를 주관한다고 보았고, 觀相學에서 顴骨은 삶의 

거친 세파와 싸워나가는 생활력 등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73), 女人의 경우 주위와의 조화

를 이루지 않고 顴骨이 우뚝 솟아있으면 寡婦가 많

이 된다고 보았다.74)

顴骨이 꺼지거나 어두운 색이 나타나는 것은 骨

氣가 충분히 상승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先天的으로 

骨氣가 부족함을 뜻하고, 질병의 예후가 좋지 않음

을 가리킨다.

이에 비하여 턱의 형상은 地盤의 안정성을 살피

는 것과 같다. 따라서 下顴에 비해 顴骨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面生三角’이라하여 顴骨이 튀어나와 양쪽 

顴骨과 턱 때문에 얼굴이 삼각형처럼 보여 상대적으

로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고생할 상으로 여기며, 오

히려 뼈가 弱할 것이라고 본다.75)

3. 顴骨 望診과 壽夭와의 상관성

顴骨은 인체 내의 수많은 뼈들 중 하나이고, 顴

骨의 望診과 壽夭의 관련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骨을 

살펴보는 것의 의미를 먼저 논해보고자 한다. 骨은 

인체 구조의 뼈대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 形肉에 비

해 보다 본질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고, 骨은 精의 

성쇠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先天과의 연관성도 강하

여 骨의 盛衰는 生命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骨의 건강에 대한 진단은 크게 관절을 보는 것과 

큰 뼈를 관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절을 

살피는 것이 骨과 骨 사이의 안정적 연결과 원활한 

운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大骨은 骨內의 髓液

의 충실과 부족을 살핀다고 할 수 있다.

72) 金赫濟 校閱. (懸吐註解)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88. 

p.23.

73) 김광일 지음. 觀相學 길잡이. 서울. 책만드는집. 2008. 

p.194.

74) 金赫濟 校閱. (懸吐註解)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88. 

p.64. “顴準高陵年壽, 妬兇獨守孤孀.”

75) 南茂吉. 觀相學과 形象醫學의 比較硏究. 慶熙大學校大學

院 博士學位論文. 2010. pp.1-89.

大骨에 대해 注釋家들은 肩骨, 脊柱, 腰骨, 膝骨, 

兩臂兩股之骨, 顴骨, 腓骨 등등 다양하게 말했는데, 

大骨은 부위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체 구조의 根

幹을 이루고 있는 크기가 크거나 주요 관절 부위의 

뼈들을 가리키며, 精氣의 盛衰를 반영하므로 大骨의 

상태를 통해 인체 전반의 骨 건강을 유추할 수 있

고, 大骨의 望診은 壽夭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黃帝內經 내에서 顴骨과 관련한 病證들의 언급

을 보았을 때도 顴骨이 壽夭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顴骨 부위에 病色이 나타나게 되

는 것을 邪熱이 陰의 근본인 腎으로 침투하는 것으

로 보았으며, 때로는 이마와 顴骨의 색의 상태를 동

시에 살펴 心火와 腎水의 상태를 동시에 평가하기도 

했다. 腎水는 陰精으로 생명과 직결되므로 顴骨 부

위의 색변화는 壽夭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大骨인 顴骨이 壽夭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 顴骨은 얼굴에 위치한 大骨 중 하나로 

大骨은 인체의 根幹을 이루며 腎精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식, 물류, 서비스, 

인구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가장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大骨은 다른 骨들에 비하여 腎

精이 집중되어 있고, 精이 충실하므로 질병이 발생

하여 몸이 惡化되는 순간에도 가장 늦게까지 버틸 

수 있으므로 壽夭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둘째, 顴骨은 全一主義의 관점에서 骨의 氣勢나 

位置를 보았을 때 陰精을 바탕으로 한 骨氣가 전체

적으로 상승하여 隆起되어 밖으로 발현된 것으로 발

현이 잘 안 된다면 顴骨이 隆起되어 있지 않고 陷沒

되게 된다. 갈무리되어 있는 精을 끌고 올라와서 발

현시키는 자리가 顴骨인데 顴骨이 隆起되어 있지 않

다는 것은 陰精이 잘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精氣가 잘 발현이 되어야만 精氣가 순

환을 하면서 우리 몸이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精

氣가 잘 발현이 안 되면 生命力이 떨어질 수밖에 없

고 일찍 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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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

이상에서 顴骨 望診과 壽夭와의 관계에 대한 고

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大骨은 부위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체 구조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크기가 크거나 주요 관절 부

위의 뼈들을 가리키며, 精氣의 盛衰를 반영하므로 

大骨의 상태를 통해 인체 전반의 骨 건강을 유추

할 수 있고, 大骨의 望診은 壽夭를 판단함에 있어

서 핵심적 요소이다.

2. 顴骨 부위에 病色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邪熱이 

陰의 근본인 腎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腎水는 陰精으로 생명과 직결되므로 顴骨 부위의 

色변화는 壽夭와 관련이 높다. 

3. 顴骨은 얼굴에 위치한 大骨 중 하나로 大骨은 인

체의 根幹을 이루며 腎精이 집중되어 있고, 精이 

충실하므로 질병이 발생하여 몸이 惡化되는 순간

에도 가장 늦게까지 버틸 수 있으므로 壽夭를 판

단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4. 顴骨은 全一主義의 관점에서 骨의 氣勢나 位置를 

보았을 때 陰精을 바탕으로 한 骨氣가 전체적으로 

상승하여 隆起되어 밖으로 발현된 것으로 발현이 

잘 안 된다면 顴骨이 陷沒되고, 生命力이 떨어져 

일찍 죽게 되는 등 壽夭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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