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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景岳 醫學思想의 形成

― 傳忠錄을 中心으로 ―

오 중완․김남일1)

The Formation of Jang Gyung Ak's Medical Concept

― Focusing JunChoongrok ―

Oh, Joong Wan․Kim Nam il

Jang Gyung Ak thought the Yang Gi was the basis of life. This is why he said

doctors should emphasize on preserving Yang Gi. Before his emphasis on Yang Gi

he had to study and criticize the medical concept of HaGan, DanGye and

DongWon. By criticizing and overcoming their medical concept's fallacy and

limitations, he made his own medicine. JangGyungAk found the importance of

YangGi in the theory of changes. In the『the Book of Changes』it is said the

rising movement of YangGi is expressed by recipricals and propels heaven and

earth, yin and yang to change. The phenomenon of life is also a reciprocal and is

lead by YangGi, and so medicine should value Yang Gi. Because the phenomenon

of life is lead by this Yang Gi, it is right to base changes of diseases and

organize pattern identification. The pattern identification JangGyungAk presented

as two Gang six Byun sets its base on YangGi.



Ⅰ. 序論

한 學問의 歷史는 그 主題的 槪念의 變遷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主題的 槪念의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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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遷은 精神의 運動을 反映한다. 精神의 運動은 精神이 思惟하는 槪念을 통해 드러나

기 때문이다. 思想史에 대한 연구나 學派를 구분하는 것은 精神의 運動을 통해 드러

난 現象의 分析일 뿐이다. 그래서 學問을 하는 精神의 歷史는 思想史로부터 그 背後

로 육박해 들어감으로써 연구될 수 있다. 事實로서 제시된 槪念들을 토대로 槪念들

사이의 聯關關係를 파악하여 그 層次와 系統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全體를 主導하

는 綱領을 찾을 수 있다.

醫史學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醫學思想史의 硏究에 있어서는 그

主題的 槪念의 運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緊要한 課題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思

想이 갖는 意義와 價値를 제대로 評價할 수 없다. 思想을 提示했던 사람의 가장 根本

的인 問題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고서 그 사람의 思想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金元四大家의 出現은 醫學의 歷史에서 커다란 劃을 긋는 사건이다. 그 이전까지 千

年을 지속하던 古方의 觀點이 물러나고 새로운 觀點이 醫學을 主導하기 시작하기 때

문이다. 물론 四大家의 出現은 內經으로의 復古로부터 胎動한 것이지만, 르네상스가

古代로의 回歸를 통해 새로운 文明을 創出한 것과 마찬가지로 四大家로부터 새로운

醫學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四大家의 새로움은 醫學을 主導하는 槪念의 變化로서 나타난다. 傷寒의 傳統을 벗

어나면서 河間이 火熱論을 主唱한 것이 그러한 變化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

된 邪氣가 寒水로부터 火熱로 옮겨가게 되었다. 傷寒論이 寒水와 같은 陰邪 中心의

醫學이라면 河間은 火熱이라는 陽邪 中心의 醫學을 試圖하였다. 이와 같이 주된 邪氣

가 바뀌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人身의 體系도 달라진다. 金匱要略에서는 분명하게 나

타나지 않으나, 傷寒論은 人身의 體系를 三陰三陽으로 보았음이 분명하다. 四大家는

이 三陰三陽 보다는 五臟을 中心으로 人身을 바라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四

大家는 脾胃를 中心으로 人體를 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火熱論이 실제로는 濕熱論

임을 통해 드러난다. 河間과 丹溪 및 後代의 溫病學派는 濕熱의 實證에 주목하였고,

東垣과 後代의 溫補學派는 虛證 濕熱의 病機를 究明하였다.

四大家 이후로 濕熱이 醫學의 主題가 되었다는 것은, 傷寒論의 水를 대신해서 土가

醫學의 주제로 등장했다는 뜻이다. 水에서 土로 主題가 變化함으로써 醫學은 보다 形

質에 집착하게 되었다. 張景岳에 따르면 水는 陽氣를 말하는 것이다.[水卽陽也]2) 傷寒

論에서는 陰邪[寒水]에 의해 陽氣[水]가 逼迫을 받는 것이 主題였다. 이 陽氣가 河間에

이르러서는 火熱의 邪氣와 구별되지 않는다. 河間에게 火熱은 攻伐의 對象일 뿐이었

2) 張介賓, 景岳全書, 傳忠錄, p51. 大星文化社, 서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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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丹溪는 河間의 火熱論을 擴充하여 陰虛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人身의 眞氣로서

의 陽氣와 病邪로서의 火熱은 구별되지 않았다. 陽氣를 다시 문제삼으면서 火熱로부

터 陽氣를 구별하고자 한 사람이 東垣이다. 陽氣와 火熱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陽氣를 북돋아 火熱을 제거하려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응용되는

火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그도 자신이 의도했던 바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陽氣와 火邪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火熱의 虛實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東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시된다. 河間은 火熱病의 虛實을 감별하지 않으

므로 해서 陽氣를 損傷시키는 잘못을 범하였다. 虛實을 구별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丹

溪도 河間과 같다.3) 丹溪는 河間의 理論을 擴充하는 과정에서 그 內的 矛盾을 해결하

지 못하여 表裏寒熱의 錯綜을 용납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四大家의 時代까지도 辨證의 體系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辨證體

系는 張景岳을 거쳐 程國彭에 이르러서야 八綱으로 定立된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특히 張景岳 이전까지는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이 여러 가지 樣相으로 혼동되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程國彭에 앞서 張景岳이 二綱六變을 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이

혼동이 바로잡히게 되었다.

河間과 丹溪에 대한 景岳의 批判은 辨證上의 誤謬를 거쳐 根本的 槪念에 대한 理解

의 문제로 들어간다. 河間에 대한 批判 가운데서는 火熱에 대한 理解의 문제와 그 虛

實鑑別의 문제가, 丹溪에 대한 批判 가운데서는 陰陽의 문제, 寒熱補瀉의 문제가 辨證

體系의 定立 및 主題的 槪念의 理解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論文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서 제기되는 陽氣에 대한 理解를 東垣의 觀點에서 提示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張景岳 醫學의 核心槪念이 어떠해야할 지를 짐작해 보았

다. 이런 批判을 바탕을 張景岳이 어떻게 陽氣로써 醫學의 根本槪念을 삼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그로부터 어떻게 辨證體系가 導出되어 나올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Ⅱ. 河間, 丹溪, 東垣에 대한 批判과 그 意義

1. 河間의 醫學思想에 대한 批判

3) 陰虛는 火熱의 虛證이 아니다. 그것은 火熱의 實證이 보다 進行한 것이다. 實證 火

熱病의 初期에는 河間의 淸熱瀉火로도 다스릴 수 있으나, 病이 보다 진행하여 眞陰

을 灼傷하기에 이르면 滋陰을 통해서만 淸熱이 가능하다. 그래서 朱丹溪가 滋陰淸

熱法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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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間은 火熱을 중심으로 至眞要大論의 病機十九條를 해석함으로써 火熱病症을 擴充

하였다. 張介賓은 두 가지 관점에서 河間의 病機解釋을 비판한다. 하나는 運氣論의 맥

락 속에서 病機十九條가 이해되어야 하는데, 河間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른 하나는 火熱病症의 虛實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東垣과 丹溪까지도

火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다.

病機十九條는 太過, 不及, 勝, 復 등을 종합하여 五行에 따라 病機를 제시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미 太過, 不及, 勝, 復에 대한 엄정한 구별이 前提되어 있다. 張介賓은 劉

河間이 이러한 점을 살피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河間은 火熱의 모든 病症을 實證으

로 보았다. 病機十九條의 條文에서 火熱을 언급할 때에 그 虛實을 말하지 않았기 때

문에, 火熱의 病症 가운데 어떤 것이 實火의 病이고 어떤 것이 虛火의 病인지를 분별

하여 火熱病機를 해석해야 했다. 그러나 劉河間은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火熱病症을

實火의 病症으로 간주하였다.[不辨虛實 不察盛衰 悉以實火言]4)

河間은 病機十九條 중의 “諸嘔吐酸 暴注下迫 皆屬于熱”에 근거하여 吐酸을 熱證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諸嘔吐酸 暴注下迫 皆屬于熱”이라는 內經의 病機는 “運氣의 所

屬으로써 病이 應하는 바를 대강 말한 것이지 嘔吐注泄이라는 病症 모두를 內熱에 의

한 病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5) 病機十九條가 말하는 것은 疾病과 관련된 運氣를

말하는 것이지 疾病 그 자체의 寒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寒證이면서도 熱象을 띌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寒熱의 虛實에 대한 이

해가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河間은 熱象을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虛實을 구별하지

않았다. 張景岳은 河間이 모든 火熱證을 實證으로 보았다고 하였으나, 河間은 火熱病

의 虛實鑑別을 문제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河間은 火熱病에

대하여 虛實을 나누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河間은 ‘이러저러한 病症이 火熱病

에 속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다만 病機를 해석하는 방식을 통

해 볼 때, 그가 火熱病症을 實證으로 보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虛實과 함께, 火熱證을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鑑別해야 할 것이 陰陽이다. 명목상으

로는 다 같은 火熱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陰病과 陽病의 차이가 있다. 『素問 陰

陽應象大論』에서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들고,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들며, 陽이 이기면

熱證이 되고, 陰이 이기면 寒證이 된다.”(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勝則寒)

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陰陽病 가운데 實證의 病機를 말한 것이다. 『素問 調經論』에

4) 上揭書, p60.

5) 景岳全書, 呑酸門,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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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陽이 虛하면 밖이 寒하고 陰이 虛하면 안에서 熱이 난다.”(陽虛則外寒 陰虛則內

熱)고 하였는데, 이것은 虛證의 病機를 말한 것이다. 이 두 구절은 陰陽을 기준으로

진술된 것이므로 그 뜻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만약 寒熱을 기준으로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陰陽의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陽勝과 陰虛는 熱證이 되고, 陰勝과 陽

虛는 寒證이 된다. 寒熱의 鑑別에서는 虛實과 함께 陰陽도 중요하다. 劉河間은 陽勝으

로 인한 火熱病만을 언급하였다. 陰虛로 인한 熱證은 朱丹溪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논

의되므로 河間에게는 陰虛로 인한 熱證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

다.

2. 丹溪의 醫學思想에 대한 批判

丹溪의 陽有餘陰不足論은 ‘難成易虧之陰氣’6)를 중시한다. 氣가 먼저 있은 연후에 精

血이 있으며, 精血이 없어진 이후에도 氣는 남아있으니, 氣에 비하여 精血은 나중에

어렵게 만들어지고 또 일찍 없어진다. 그래서 氣 곧 陽은 남고 精血 곧 陰은 모자란

다는 것이 朱丹溪의 주장이다. 張景岳에 의하면 精血은 陽氣로부터 생긴다. 陽氣가 풍

족해야 精血을 만들 수 있고, 精血이 生命活動 곧 陽氣의 토대가 된다. 陽氣가 충분하

면 陰精도 당연히 충분하게 된다. 陽氣가 없으면 陰精을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보호

해야 할 것은 陽氣지 陰氣가 아니다. 滋陰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陽氣가 충실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丹溪의 滋陰降火는 滋陰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陽氣를 攻伐함으

로써 滋陰도 여의치 않게 하는 矛盾에 이르게 된다.

朱丹溪의 醫學理論은 劉河間을 이어 火의 病됨을 상세히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張景岳은 먼저 火와 動의 관계를 고찰한다. 丹溪는 ‘動하는 것은 모두 火에 속

한다’고 하였다. 이 陳述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火’가 ‘動’을 包攝해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動’이 ‘火’를 包攝한다. 動靜은 兩儀로서 陰陽이고, 火는 五行의 한

가지인데, 五行 가운에 木과 火가 陽에 속하므로, ‘火’가 ‘動’에 包攝된다고 한다. 따라

서 ‘動하는 것은 모두 火에 속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火는 動한다’고 해야 한

다.7)

‘모든 火는 動한다.’라고 하면 陽氣와 火가 분리될 수 있다. 陽氣와 火가 분리되어야

保存해야 할 것과 없애야 할 것이 정해진다. 陽氣는 保護되어야 하나, 火는 病變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만약 丹溪처럼 ‘動하는 것은 火’라고 하면, 生理的인

6) 朱丹溪, 格致餘論, 丹溪醫論, 大田大 卒準委, 大星文化社, p15.

7) 上同. 火本屬陽 卽言火爲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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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氣가 病理的인 火로부터 구별되지 않아서, 瀉火하는 것이 곧 陽氣를 없애는 것이

되기도 한다.

丹溪가 말한 火는 內經의 五火가 되고, 그것은 다시 相火가 된다. 이 相火에 관하여

丹溪는 “相火는 쉽게 일어나니 五性厥陽之火가 서로 煽動하여 妄動하게 된다. 火가 妄

動하여 일어나면 變化가 莫測하여 眞陰을 끓여 없애지 않음이 없으니 陰虛하면 곧 病

이 들고 陰이 끊어지면 곧 죽는다.”(相火易起 五性厥陽之火相扇則妄動矣 火起於妄 變

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絶則死)8)라고 하였다. 相火가 일어나서 眞陰을

凅竭시키면 사람이 病들어 죽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相火에 대하여 丹溪는 “하늘이 物

을 生하는 것을 주관하므로 항상 動하고 사람이 이 生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한 항상

動한다. 그 항상 動하는 바는 相火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 이 火가 없으면 하늘은

物을 生할 수 없고 사람은 生을 얻을 수 없다.”(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者 皆相火之所爲也 …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9)라고도 하

였다. 여기서 말하는 相火는 生命活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火이니 앞에서 말한 陽

氣와 같다.

이렇게 볼 때 丹溪의 相火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

지 상반되는 의미를 하나의 述語에 담은 것을 보면 丹溪가 相火의 生理的 意義와 病

理的 性格의 차이를 확연히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張景岳이 性道의 陽氣

와 病變의 火라고 구별하듯 相火를 구별하였으면 瀉火가 陽氣를 해치는 것과 동일하

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劉河間을 이어 朱丹溪도 火熱의 實證에만 주목하였기 때문에 補虛에 관해서는 엄격

한 태도를 취하였다. 補虛란 대개 陽氣를 補하는 것이고 陽氣를 補하는 것은 火熱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朱丹溪는 表熱과 裏熱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해서 虛

實補瀉에 관해서도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된다. 表熱이 있다하더라도 積氣가 虛寒證이

라면 溫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補住寒邪’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또

한 虛實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熱證이라고 해서 모두 實證이 아닌 것처럼

寒證이 모두 虛證인 것은 아니다. 河間을 거쳐 丹溪에 이르기까지 火熱의 虛實이 분

명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 表裏 또한 아직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에, 朱丹溪는 內經을 歪曲하면서까지 積氣를 實熱證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3. 元氣 및 相火에 대한 槪念的 批判

8) 朱震亨, 上揭書, p117.

9) 上揭書, p1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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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間의 말에 따르면 火氣의 運行이 妨害를 받아 안에서 쌓이면 水氣가 또한 停滯된

다. 怫鬱되고 停滯된 水火가 떨어져 있으면 濕이 생기지 않는다. 火가 없이 水氣만 停

滯되면 水毒에 의한 寒證이 될 뿐이다. 그러면 水火가 서로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본래 火는 炎上하여 흩어지는 것이니 그 자체로는 잡아둘 수가 없다.

火熱이 怫鬱되는 경우에도 火熱이 그 본성을 쫓아 散越해서는 怫鬱될 수가 없다. 火

熱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火熱이 陰成形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陰成形의

과정이 바로 火生土인 것이다.

흔히 火生土라고 하지만 이것은 火가 土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火生

土는 土가 火를 잡아끌어 土 속에 火를 가두는 것을 말한다. 戊土는 陽土이고 後重한

山土이지만 동시에 안개[霧]나 구름[雲]을 뜻하기도 한다. 이때의 山, 안개, 구름 등이

가지고 있는 含意는 ‘火를 머금을 수 있다’는 것이다. 山 너머로 해[火]가 지고, 안개나

구름에 의해 해가 가려진다. 己土는 太陽의 惠澤을 吸收하여 穀食이나 果實로 産出한

다. 이것도 火를 머금는 하나의 樣相이다. 이와 같이 土는 火를 끌어들여 그 속에 품

는다. 그런데 火를 끌어 품을 수 있으려면 그럴 만한 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陰

은 水氣를 말한다. 戊土가 火를 품기 위해서는 癸水가 있어야 한다. 戊癸가 合하여야

火를 잡아둘 수 있다.(戊癸合火) 火를 잡아두기 위해 水가 土의 자리로 上升하면 濕이

된다. ‘濕이 土氣다’라는 것은 土에 의해 水火가 서로 사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土에는 본래 水火가 함께 있으니, 濕 가운데는 寒熱이 共存한다고 할 수 있다. 寒熱

이 共存하여 濕이 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熱이 加해지면 濕熱이 된다. 즉 水보다 火가

조금 더 많아서 濕土가 더 뜨거워지면 濕熱이다. 따라서 濕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상보다 조금 더 많은 火熱을 없애면 된다.

生理的 濕熱은 본래 土氣를 말하는 것이다. 水를 끌어올려 火를 잡아들이되 따뜻하

여 生發之氣가 나올 수 있는 것이 土의 바른 모습이다. 濕熱을 문제삼아 보지 않고서

는 土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이것은 濕熱을 主題化함으로써 土에 대한 연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中土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李東垣이다. 中土의 胃氣가 바로 生氣이기 때문에 中土가 의학의 주제로 등장할 수

있다.10) 그리고 그것이 眞氣 또는 元氣를 滋養하므로 胃氣가 중요하고 그것을 포함하

는 中土가 중요하게 된다.

河間과 丹溪에게는 ‘元氣’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元氣는 陽氣인데, 그들은

모든 陽氣를 火에 包攝시킴으로써 陽氣와 病邪를 한 가지로 보았다. 즉 火邪로부터

10) 李杲,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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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氣를 분리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河間이나 丹溪는 元氣를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

었다.

東垣이 비로소 火 가운데 生理的인 것과 病理的인 것이 있다는 것을 主題的으로 認

識하기 시작하였다. 生理的인 火는 陽氣로서 元氣가 되고 病理的인 火는 陰火로서 ‘元

氣의 賊’이 되었다. 李東垣이 비록 처음으로 元氣와 邪火를 구별했다고는 하나 그것이

그렇게 분명했던 것은 아니다.

相火를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元氣와 결부시켜 生理的으로 이해

하려 했다는 점에서 東垣은 河間과 구별된다. 河間에게서는 ‘相火’라는 것 자체가 主

題化되지 않았는데, 河間이 ‘元氣’를 思考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東垣에

이어 相火를 主題的으로 문제삼은 사람이 丹溪다. 丹溪는 모든 火를 攻伐의 對象으로

삼았으므로 相火 역시 病理的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더러 相火의 의미

를 生理的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므로, 丹溪 역시 相火와 火邪를 구분하는 데에까지

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相火는 運氣의 용어로서 少陽의 本氣가 된다.[少陽之傷 相火主之, 素問 天元紀大論]

『素問 五運行大論』에서는 “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이라고 하였다.

風寒, 燥熱, 濕 사이를 돌아다니는 火가 곧 相火다. 『醫學入門』에서는 이 구절을 “火

가 그 사이를 홀로 돌아다님으로써 榮衛를 주관하기를 쉬지 않는다. … 그래서 ‘中正

之官 決斷出焉’이라고 한다.”(火獨流行其間 以主榮衛而不息 … 故曰中正之官決斷出

焉)11)라고 받았다. 火가 人身을 돌아다니면서 榮衛의 出入運行을 그때그때 調節(決斷)

한다. 中正之官은 膽을 말하며, 膽은 少陽相火에 속하므로, 이런 작용을 相火의 작용

이라고 할 수 있다.

人身의 生理機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相火의 작용이 꼭 필요하다. 그러

나 生理的인 相火와 病理的인 相火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 ‘相火妄

動’이라는 말로써 相火의 病理的 屬性을 나타내는데, ‘妄動’과 그렇지 않을 것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그 妄動이 진정 ‘相火’의 妄動인지도 애매할 경우가 많다.

丹溪에게 있어서 君火는 五行 가운데 火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名目

이다. 그 안에 실질적인 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君火가 名目임에 반하여 相

火는 실질적 활동을 표현한다. 相火는 生命活動을 觸發시킨다. 生命活動이 한시도 멈

추지 않는 것은 相火가 쉬지 않고 작용하기 때문이다. 生理的인 相火를 규정하는 말

이 ‘守位禀命’이다. 相火는 君火의 命令을 받아 그 허락된 만큼만[守位] 작용하면 된다.

相火는 君火의 統制를 받으면서 稟賦받은 역할만을 수행한다. 相火에는 근본적으로

11) 李梴, 醫學入門,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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抑制가 들어있다. 相火를 抑制할 수 있는 것은 君火뿐이다. 이른바 ‘相火妄動’은 君火

에 의한 相火의 抑制가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張景岳도 相火가 妄動하여 病理的으로

作用할 수 있음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범위를 限定하고 그 性格을 보

다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生理的인 火[相火]와 病理的 火[火邪]를 구별할 수 있게 하

였다. 情慾이 지나쳐서 勞瘵에 이르는 경우에만 相火가 病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

가 아니면 相火는 精神活動이 이루어지는 터전[位者位於下爲神明之洪基]12)이 된다. 情

欲을 發動시키는 病理的 相火를 張景岳은 ‘邪念의 火’라 하며 邪氣로 생각하였다. 문

자 그대로의 相火는 病理的을 進行하지 않는다. 본래 相火는 正氣고 相火가 쌓여서

元氣가 되기 때문이다. 元氣가 될 相火가 病理的인 火로 變化하는 것이 아니다. 邪念

의 邪火는, 相火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일어난다.

Ⅲ. 張景岳 醫學思想의 形成

1. 根本槪念의 形成

『周易 設卦傳』에서 “지나간 것을 헤아리는 것은 順이고 올 것을 아는 것은 逆이

다. 그래서 易은 逆數다.”(數往者順 知來者逆 是故易逆數也)라고 하였다. 張景岳은 이

‘逆數’를 陽氣의 成長으로 解釋한다. 그가 陰陽 가운데 특별히 陽氣를 더욱 중시하는

것은 ‘사람은 天地의 氣運을 얻어서 태어날 수 있는데 사람을 낳아주는 氣運이 곧 陽

氣’(人得天地之氣以有生而有生之氣卽陽氣也)13)이고, ‘무릇 살아있는 것 가운데 生氣를

爲主로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살아있는 것의 生氣는 그 어떠한 것도 陽氣를 爲主로

하지 않음이 없기’(凡在生者 無非生氣爲之主 而一生之生氣 何莫非陽氣爲之主)14) 때문

이다. 즉 사람의 生氣는 곧 陽氣이고, 陽氣가 上升하고 繁盛하면 그와 함께 生氣도 繁

盛할 수 있다. 그런데 陽氣의 成長은 數를 거스리는 것 곧 逆數다. 따라서 醫學의 理

致는 이 逆數를 根據로 삼아야 한다.

逆數는 또한 陰陽의 자연스러운 變化를 표현한 것이다. 陰이 極하여 陽이 되고 陽

이 極하여 陰이 될 수 있는 것은 ‘易이 逆數’이기 때문이다. 陰 속에서 陽이 싹트고

陽 속에서 陰이 싹트는 것도 逆數 때문이다. 亢害承制論은 逆數의 運氣論的 變形이며

12) 景岳全書, 傳忠錄, p34.

13) 上揭書, p66.

14) 上揭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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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學的 應用이다. 順數로써는 이러한 變化를 이끌어 낼 수 없다. 順數는 陰의 成長을

의미하는데, 陰이 成長함에 따라 活動力이 減少하고, 活動力이 減少함에 따라 變化가

일어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陰은 靜的이라서 變化를 否定하기 때문이다. 變化를 否

定하면 生成도 없어지고 消滅도 없어진다. 生成, 消滅, 變化는 陽이 있음으로 해서 가

능하다. 그런데 陰陽은 바로 이러한 變化를 말한다. 陰陽은 陽에 의해 만들어지는 變

化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易은 逆數’이고 “오직 逆을 쫓는 사람

은 陽을 쫓아 삶을 얻고, 順을 쫓는 사람은 陰을 쫓아 죽음에 이른다”(惟從逆者 從陽

得生 從順者 從陰得死)15)라고 하는 것이다.

張景岳은 ‘사람은 天地의 氣運을 얻어서 태어날 수 있는데 사람을 낳아주는 氣運이

곧 陽氣’(人得天地之氣以有生而有生之氣卽陽氣也)16)라고 하였다. 이 문장을 통해서 陽

氣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陽氣는 生命活動의 根幹이며 바로

‘生氣’이기도 하다. 陽氣는 具體的인 生命活動의 主體로서 이해될 수 있다. 天地之氣는

土氣를 뜻한다. 사람이 생겨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天氣와 地氣가 힘을 합해야만 한

다.

土氣가 아니고서는 天地之氣가 주어질 수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陽

氣가 活動할 수 없다. 陽氣가 活動하기 위해서는 土氣가 前提되어야 한다. 陽氣의 活

動은 土氣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陽氣를 主題化하기 위

해서는 먼저 土氣를 문제삼을 수 있어야 한다. 李東垣이 불완전하게 나마 陽氣를 문

제삼을 수 있었던 것은 劉河間 이래로 土氣가 의학의 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陰陽을 나누어 말할 때는 精과 氣를 對待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生化의 觀

點에서 보면 陰陽 모두 오직 陽氣로서만 이야기될 수 있다. 生氣를 發揚시키는 陽氣

를 李東垣은 ‘少陽生發之氣’ 또는 ‘足少陽膽手少陽元氣’17)라고 하였다. 李東垣은 中宮

을 推動하여 淸氣를 上升시키는 것을 元氣라 하였다. 始生하는 陽氣는 成長하지 못하

였으므로 마땅히 少陽이 된다. 이 少陽은 中土 위로 떠오르면서 陽氣로서 活動한다.

少陽火는 中宮의 陽氣와 같은 것을 말한다.

少陽火가 中宮의 陽氣라면 少陽木은 水中의 陽氣다. 足少陽膽은 少陽木氣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의 少陽은 陰中之陰인 水中에서 生하는 것이다. 子月에 始生하는 陽氣는

바로 이 少陽木氣다. 따라서 元氣라고 일컬어지는 少陽之氣는 中宮의 陽氣이면서 동

시에 水中의 一陽이다. “水中의 火가 先天의 眞一한 氣다. 坎水 속에 감춰져 있는데

15) 上同.

16) 上揭書, p66.

17) 李杲, 內外傷辨惑論, 辨內傷飮食用藥所宜所禁,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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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後天의 胃氣와 서로 이어지면서 氣化한다. 진실로 이것

이 生生의 根本이 된다.”(水中之火乃先天眞一之氣 藏於坎中 此氣自下而上與後天胃氣相

接而化 此實生生之本也)18) 元氣가 發現되기 위해서는 腎陽이 胃氣로 이어져야만 한다.

元氣라는 槪念 속에서 李東垣은 아직 水中의 陽氣와 中宮의 陽氣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었다. 元氣의 氣化作用은 中宮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그 뿌리는 腎中에 있다. 張景

岳은 이것을 ‘相接’이라는 말로써 통합한다. 그에게서 ‘元氣’는 腎中의 一陽과 胃氣를

포괄하여 표현한다.

“元氣는 오직 陽을 主로 삼고 陽氣는 오직 火를 主로 삼는다.”(元氣 惟陽爲主 陽氣

惟火爲主)19) 元氣는 陽氣를 말하는데 陽氣는 다시 火를 말하는 것이므로 元氣는 곧

火를 말하는 것이다. 이 火가 榮衛를 主管한다. 榮衛를 主管한다는 것은 生命活動을

具體的으로 發現시킨다는 것이다. 具體的인 生命現象은 이 火의 作用에 의해서 드러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元氣는 抽象的인 槪念이 아니라 生命活動을 直接的으로 推

動하는 現實的인 作用力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元氣를 火로 이해할 때, 元氣로서 提示되는 火는 現實的인 作用力을 가지고 있다.

즉 元氣는 막연한 火氣가 아니다. 具體的이고 直接的으로 現實에서 具現되는 火다. 作

用力에 있어서는 이런 火가 强力한데, 그런 强力이 質的인 純一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다. 火의 本性은 炎上하는 것이므로, 그 본성에 충실할 때는 오히려 具體에 接近하

기 어렵다. 火가 炎上하지 않고 形質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는 純一하지 않은 요소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본성을 쫓아 純一한 火와 現實에서 작용하는

火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만 한다. 그 本性에 따르는 火를 君火, 그 作用이 現實에서

드러나는 火를 相火라 한다.

君火는 虛하여 그 作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作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君

火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작용이 虛함에 있기 때문에 神妙하다. 現

象을 直接的으로 支配하지는 않으나 그 現象의 根據로서 現象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虛靈不昧할 수 있다. 또 君火는 本性을 쫓아 純一하게 炎上하므로 위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君火가 위로 올라간다 해도 相火를 떠나서 홀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君火

가 相火로부터 분리되면 그런 君火는 더 이상 君火일 수 없다. 君火든 相火든 實際的

인 生命現象으로서 作用해야 하는데, 君火가 相火와 斷絶된다는 것은 君火가 生命現

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君火는, 비록 生命現象을 통해 자신을

直接的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相火를 통해 生命現象 全體를 主導하며 主宰한다.

18) 景岳全書, 傳忠錄, p57.

19) 上揭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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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相火는 實際的인 作用力을 가지고 있다. 三焦를 流行하면서 榮衛를 主

管하는 것이 相火의 作用이다. 地[土]를 바탕으로 삼고 水火 사이에서 靈明活動을 수

행하는 것도 相火다. 相火의 作用은 生命活動 全體를 통해서 드러난다. 흔히 相火를

少陽相火라고 하거니와 少陽은 적은 陽을 말한다. 陽이 적으면 陰이 많은 것이 대개

의 경우인데, 少陽에서 그 적은 陽을 붙들 陰도 거의 없다. 그래서 相火가 暴急하다,

妄動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적은 陽이 樞가 되어 生命現象의 各 段階에서 轉樞機

能을 수행한다. ‘主榮衛’, ‘靈明活動’이 바로 그러한 것을 표현한다.

純粹한 炎上이 아니라 雜亂하여 陽中의 陰이 되므로 相火는 現實的이며 具體的으로

作用할 수 있다. 그런 相火는 우선 ‘溫蓄於下’한다. ‘아래에 쌓인다’고 한 것은 重實한

때문이다. 그것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相火의 性質을 표현한다. 따뜻하게 하

는 것은 陽氣의 가장 우선적인 作用이다. ‘따뜻함’은 ‘밝음’이 現實의 具體에 부딪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現象이다. 下元을 溫暖하게 하는 것이 人體에서 最初로 드러나는

陽氣의 作用이다.20)

實際的 作用力을 가지고 있는 相火는 ‘溫蓄於下’한다. 아래에 쌓여서 相火는 榮衛를

主管하여 具體的 生命活動을 主導한다. 相火의 이런 作用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 相

火가 作用하지 않는다는 것은 生命이 다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相火를 元氣라고도 하거니와 이것은 生命을 낳고 이어가는 生生不息之氣가 된다. 아

래에 있으면서 生生不息하는 元氣를 담고 있는 것이 命門이다.

張景岳은 “水中의 火가 先天의 眞一한 氣다. 坎水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아래

로부터 올라와서 後天의 胃氣와 서로 이어지면서 氣化한다.”(水中之火乃先天眞一之氣

藏於坎中 此氣自下而上與後天胃氣相接而化)21)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水中之火는 命

門의 陽氣이고 後天胃氣는 東垣의 元氣다. 東垣이 말한 元氣는 脾胃 中土의 陽氣다.

張景岳은 이들 두 가지 陽氣가 ‘相接而化’해야 한다고 하였다. 命門의 陽氣가 脾胃의

陽氣와 이어져야 名實相符한 元氣로서 作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先天과 後天을 命門과 脾胃로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張景岳은 아직 先天之本과

後天之本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에게는 命門과 脾胃 모두 五臟六腑의 根本이다. 五臟

六腑의 根本이라는 면에서는 命門과 脾胃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런데 臟腑之本으로

서는 均等하다고 해놓고는 다시 命門이 脾胃之母라고 하였으니, 兩者의 均等이란 처

20) 東垣이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라고 한 것은, 濕熱이 下注하여 火邪가 元

氣를 핍박하는 것과 相火가 生理的으로 下焦를 溫暖하게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21) 上揭書,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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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根據지우는 것과 根據지워지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

어야 한다. 先天과 後天은 그런 차이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말이다. 先天과 後天으로

나뉜다는 것이 이미 서로 均等하지 않음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臟腑의 根本이 됨에 있

어서도 命門과 脾胃가 均等할 수는 없다.

2. 辨證體系의 形成

患者를 診察하고 疾病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그 疾病이 생겨나기 위해 先行하는 根

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陰陽 특히 陽氣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한다. 病의 根本을 없애지 않고서는 제대로 治療를 할 수 없다. 또 陽氣의 상태를 정

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患者의 生死를 장담할 수 없다. 陰陽을 거스르면 疾病의

治療가 도리어 生命의 損傷을 招來할 수도 있다. 病을 뿌리를 뽑되 患者의 生氣를 保

存 내지 高揚해야만 올바른 治療가 될 수 있다.

君火는 神靈스러워서 具體的인 現象 속에 直接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具

體가 아니고는 疾病에 걸리지 않는다. “形氣가 이미 갖추어진 이후에야 病을 앓게 된

다.”(形氣已具而痾)22) 形氣를 갖추었다는 것은 具體란 말이고, 疾病은 具體的 生命에

서만 나타나는 現象이다. 따라서 具體가 아닌 君火는 그런 의미의 疾病을 앓을 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君火에 病이 들 수 있는데, 神明이 衰弱해지는 것이다. 神明이

衰弱해지면 生命現象을 제대로 主宰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生命活動 全體의 攪亂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君火의 病은 그만큼 위급하다고 할 수 있다.

相火는 現實 속에서 作用하는 具體的인 火다. 따라서 相火는 病들 수 있다. 그리고

相火의 病도 具體的인 現象으로 표현될 수 있다. 相火의 病은 우선 寒熱로서 나타난

다. 相火의 一次的 開示가 ‘溫暖下焦’와 같은 寒熱의 槪念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

寒熱이 氣血의 變調로서 드러난다. “氣가 부족하면 곧 寒하게 된다.”(氣不足便是寒)23)

여기의 氣는 陽氣를 말한다. 溫暖하게 하는 陽氣가 不足하면 寒冷할 것은 자명한 일

이다. 이와 같이 相火의 病은 氣血의 寒熱과 같은 具體的인 現象으로 드러난다. 따라

서 그 治療도 具體的 接近이 가능하다. 즉 相火를 陽氣로 삼아 그것을 기준으로 表裏

寒熱虛實을 정하고 陰陽을 鑑別함으로써 醫學理論을 實際에 接近시킬 수 있다.

張景岳이 제시한 二綱六變의 辨證體系는 陽氣를 基準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張景岳은 表裏, 虛實 등의 槪念을 陽氣 中心으로 다듬어야만 하였다. 位置를

22) 東醫寶鑑, 身形, 形氣之始, p72.

23) 景岳全書, 傳忠錄,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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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던 表裏를 生理的 聯關關係를 표현하는 內外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陽氣의 升降

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虛實의 경우에도 陽氣의 虛實에 따라 病證의 虛

實이 鑑別되게 하였다. 이는 虛實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張

景岳은 기존의 槪念들에 대하여 그 의미를 변경하거나 보다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辨證體系 全體를 陽氣의 根據 위에 定立할 수 있었다.

察病에 있어서 陰陽을 綱領으로 삼는 것은 陽氣를 保存하고자 하는 것이다. 陰陽의

調和와 和平이 窮極의 目標이기는 하나 그것이 陰陽의 算術的 平均이나 抽象的 同等

性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矛盾對立의 緊張을 그 極端에까지 끌어간 것이며

그런 가운데 陰陽의 價値를 最高에 이르게 한 中庸을 의미한다. 陰陽의 中和는 力動

的이고 生生하게 이루어지는 現象이다. 이렇게 力動的이고 生生한 活動은 전적으로

陽氣에 의해 이루어진다. 陰은 그 본성에 따라 이런 活動에 참여할 수 없다. 中和를

위해서는 물론 陰陽의 相互協調가 필요하다. 이런 協調는 오직 陽氣에 의해서만 가능

하다. 그래서 陽氣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表裏寒熱虛實로 나누어 말하나 모두 陽氣의 盛衰를 따라서 判別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相火가 病들면 寒熱이 氣血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 相火가 바로 元氣

이고 또 반드시 保存되어야 할 陽氣이기도 하다. 이 陽氣는 우선 ‘溫暖下焦’한다. 이것

이 실제로 작용하는 陽氣의 第一次的 發現이다. 이런 陽氣가 病들면 ‘溫照’하는 活動

이 萎縮되기 때문에 寒證이 생긴다. 이것을 ‘氣不足便是寒’이라고도 한다. 이 구절에

따라 虛證(不足之病)과 寒證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는 ‘寒者多虛’라고 하였다. 동시에 ‘內出之病多不足’이라고도 하였는데, ‘內出

之病’은 裏證이다. 이와 같이 寒證, 虛證, 裏證이 相互聯關될 수 있다. 熱證, 實證, 表證

은 또한 앞의 것들과 對立하는 것이므로 서로 聯關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Ⅳ. 結論

張景岳은 陽氣를 生命의 根本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醫師가 가장 역점

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陽氣의 保存을 들 수 있었다. 그가 陽氣를 중시하기까지는 河

間, 丹溪 및 東垣의 醫學에 대한 硏究와 批判이 先行하여야만 했다. 그들의 醫學이 가

지고 있는 誤謬와 限界를 批判하고 克服하면서 張景岳은 자신의 醫學을 정립하였다.

河間과 丹溪의 醫學에 대해 張景岳은 陽氣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陽氣를 攻伐한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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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이라고 생각한다. 劉河間이 火熱의 病機를 제시함으로써 醫學의 새로운 場을 개척

한 것은 업적이나, 그 虛實의 鑑別을 간과함으로써, 火熱病의 治療가 伐陽의 過誤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것은 河間이 病機十九條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

한다. 河間을 이어 丹溪도 陽氣를 病理的인 火로만 이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陽有餘

陰不足論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陰精을 保存하는 것이 실제로는 陽氣를 保存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陰陽의 相互轉化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陰陽의 相互轉化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表裏寒熱에 따른 補瀉를 제대로 구

사할 수 없었다. 補法이 火邪를 조장한다고만 생각하여 그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명백한 虛寒證을 熱證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張景岳이 劉河間과 朱丹溪를 批判하는 要點은 그들이 陽氣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는 것이다. 陽氣를 제대로 이해하고 主題化하기 위해서는 土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土를 주제로 삼은 사람이 李東垣이다. 土를 주제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氣機의 升降

이 비로소 認識될 수 있다. 升降을 이해하고서야 陽氣에 대한 물음이 가능하다. 다만

李東垣조차도 生理的인 火와 病理的인 火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醫學에서 陽氣를 중요시해야 하는 根據를 張景岳은 易學에서 찾았다. 易에서 陽氣

의 上升은 逆數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天地陰陽의 變化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生命現

象도 逆數로서 陽氣에 의해 推動되므로 醫學은 陽氣를 중시해야 한다. 이 陽氣는 中

土로부터 上升하는 것 같으나 본래는 腎中의 一陽이 上升하고 脾胃의 陽氣와 接續함

으로써 비로소 元氣로서 발현되는 것이다. 東垣은 腎陽과 脾陽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

게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張景岳은 脾陽의 근본이 腎陽에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先天

과 後天이 구별된다. 하지만 腎命門과 脾胃를 先天之本과 後天之本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는 陽氣는 實際的인 火다. 이것은 相火다. 相火는 現實的인 作

用力을 가지고 있다. 人身에 나타나는 火의 기능은 바로 이 相火의 기능이다. 君火는

具體性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虛靈不昧하여 그 作用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相火의

作用을 調節함으로써 生命現象을 主宰한다. 君火가 虛하여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君

火의 病을 이러저러한 病症이 아니다. 그것은 生命全體의 昏亂이다. 반면에 相火의 病

은 實際的 現象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生命現象이 바로 이 陽氣에 의해 주도되기 때

문에 그것의 病變에 根據를 두고 辨證의 體系를 정립하는 것이 整合的이다. 張景岳이

二綱六變으로 제시한 辨證體系는 陽氣를 基準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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