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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and Meaning of ‘Yin sheng ze Yang bing(陰勝則陽病) 
Yang sheng ze Yin bing(陽勝則陰病)’

Hak-Jun Jo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I would find out the exact interpretation and meaning of ‘Yin sheng ze Yang bing Yang sheng ze Yin bing’ in Su Wen

(素問)･Yin Yang Yin Xiang Da Lun(陰陽應象大論).
Methods : I had searched the opinions of annotators about this paragraph and compared treatment principles that clinicians, such as 

Son Samak(孫思邈), Lee Cheon(李梴) developed.

Results : This paragraph is related to theory of the paragraph ‘chong han ze re(重寒則熱), chong re ze han(重熱則寒)’.

Yin and Yang in Yin sheng and Yang sheng mean the chill and heat of herb, food or symptoms, Yin and Yang in Yang bing and Yin 

bing mean outer and inner portion in body.

Conclusions :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moved from the aspect of recuperation to the aspect of disease-related change.

Key words : ‘Yin sheng ze Yang bing Yang sheng ze Yin bing’, Su Wen･Yin Yang Yin Xiang Da Lun

Ⅰ. 序論

韓醫學의 陰陽學說은 內經의 論述에서 기원하여 歷代
醫家들에 의해 꾸준히 發明되어 왔다.

그 중 素問･陰陽應象大論의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1)
은 지금에 이르러 ‘陽勝則熱, 陰勝則寒’2)과 함께 인체의 陰
陽의 病理變化를 설명하는 學說로 인식되고 있으며3), 특히 
앞의 문장은 또한 ‘重寒則熱, 重熱則寒’4) ‘動復則靜, 陽極反

陰’5) 등과 함께 陰陽이 相互轉化하는 원리와 관련되어 있
다고 알려져 있다.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해 일찍이 금6)은 藥物의 
氣味陰陽이 太過로 인해 인체에 陰陽의 偏盛, 偏衰로 인해 
생기는 病變을 가리킴을 밝혔다. 

그러나 內經의 歷代 注釋家와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 
李梴의 醫學入門 등을 세 히 검토한 결과, ‘陰勝･陽勝’의 
‘陰陽’가 가리키는 바와 ‘陽病･陰病’의 ‘陰･陽’이 가리키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
해 단지 病理學說로만 인식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해 歷代 注釋家와 孫
思邈, 李梴 등의 見解를 비교하여 ‘陰･陽’, ‘勝’, ‘病’의 뜻을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 p.25.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 p.25.
3) 나창수 외 17인. 韓醫學總綱. 서울 : 醫聖堂. 2003 : p.65.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 p.25.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 p.274.
6) 금경수. ｢素問･陰陽應象大論에 對한 硏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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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그 문장의 의의를 ‘重寒則熱, 重熱則寒’과 비교하
고자 한다.

Ⅱ. 本論

먼저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한 歷代 注釋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楊上善의 견해

黃帝內經太素
없음7).

2. 王氷의 견해

王氷은 黃帝內經素問에서 “이기면 병이 들지 않고, 이
기지 않으면 병든다.”8)라고 하였으니, ‘陰勝’이란 陰이 병들
지 않은 것이고 ‘陽勝’이란 陽이 병들지 않은 것이고 ‘陰勝’
의 경우 陽이 병들고 ‘陽勝’의 경우 陰이 병든 것이라는 의
미이다. 

이로써 王氷은 ‘陰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勝’을 ‘勝
負’의 ‘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의 뜻으로 해
석했음을 알 수 있다.

3. 孫思邈의 견해

備急千金要方･卷七十九食治方에서 “味가 辛甘은 發散
하여 陽이 되고 酸苦는 湧泄하여 陰이 된다.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들고 陽이 盛하면 陰이 병들거니와 陰陽이 조화로
우면 平安해진다. 봄의 七十二日 동안 酸味를 줄이고 甘味
를 늘려서 脾氣를 기르며, 여름의 七十二日 동안 苦味를 줄
이고 辛味를 늘려서 肺氣를 기르며, 가을 七十二日 동안 辛
味를 줄이고 酸味를 늘려서 肝氣를 기르며, 겨울 七十二日 

동안 鹹味를 줄이고 苦味를 늘려서 心氣를 기르며, 계절의 
끝 각 十八日 동안 甘味를 줄이고 鹹味를 늘려서 腎氣를 
기른다.”9)고 하였다.

孫思邈은 ‘辛甘發散爲陽, 酸苦湧泄爲陰.’과 ‘陰勝則陽病, 
陽盛則陰病’의 두 가지 원칙으로부터 봄･여름과 같이 陽의 
계절은 陽이 盛하고 陰이 부족함에 따라서 陽味인 辛甘을 
늘리고 陰味인 酸苦를 줄여서 克을 받는 五臟의 기운을 기
르며, 가을･겨울･四季와 같이 陰의 계절은 陰이 盛하고 陽이 
부족함에 따라서 陰味인 酸苦를 늘리고 陽味인 辛甘을 늘려
서 克을 받는 五臟의 기운을 기른다는 養生法을 발명하였다.

이를 통해 孫思邈은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을 飮食
의 味의 陰陽으로 해석하고, ‘勝’을 ‘偏盛’의 의미로 해석하
였으나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에 대해서는 비록 분명
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람의 陰陽을 가리켰다고 미루어볼 
수 있다.

4. 馬蒔의 견해

馬蒔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에서 “酸苦 涌泄의 약물
을 사용하되 너무 지나침에 이르면 陰勝하게 된다. 이 ‘陰’
은 上文의 物類를 이어서 말한 것이다. 陰이 이기면 사람의 
陽分이 능히 陰藥을 대적하지 못하여 陽分이 이에 병든다. 
陽은 人身의 陽分을 주로 말한 것이니, 무릇 人身에서 陽分
에 속한 것과 手足의 六陽經이 다 陽이다. 辛甘 發散하는 
藥味를 사용하되 너무 지나침에 이르면 陽勝하게 된다. 이 
‘陽’은 上文의 物類를 이어서 말한 것이다. 陽이 이기면 사
람의 陰分이 능히 陽藥을 대적하지 못하여 陰分이 이에 병
든다. 陰은 人身의 陰分을 주로 말한 것이니, 무릇 人身에
서 陰分에 속한 것과 手足의 六陰經이 다 陰이다. 이른바 
陽勝하면 陰이 병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陽勝하면 너
무 熱하니 저 陰分이 어찌 병들지 않으랴! 이른바 陰勝하면 
陽이 병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陰勝하면 너무 寒하니 
저 陽分이 어찌 병들지 않으랴!”10)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馬蒔는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을 藥味의 
陰陽으로 해석하고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은 사람의 

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 大星文化社. 1991 : p.25.
8)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上). 대전 : 주민출판사. 2003 : p.102. “勝則不病, 不勝則病”
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 p.806. “味辛甘發散爲陽, 酸苦湧泄爲陰. 陰勝則陽病, 陽盛則陰病, 陰陽調和, 則平安. 春七十二

日, 省酸增甘, 以養脾氣, 夏七十二日, 省苦增辛, 以養肺氣, 秋七十二日, 省辛增酸, 以養肝氣, 冬七十二日, 省鹹增苦, 以養心氣, 季月各十八日, 省甘
增鹹, 以養腎氣.”

10)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38. “用酸苦涌泄之品 至於太過 則陰勝矣 陰承上文物類而言. 陰勝 則吾人之陽分, 不
能敵陰品 而陽分斯病也. 陽主人身陽分言. 凡人身之屬陽分, 與手足六陽經皆是. 用辛甘發散之品, 至於太過則陽勝矣. 陽承上文物類而言. 陽勝則吾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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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分･陰分으로 해석하였고, 또 ‘勝’에 대해서 ‘對敵’ 또는 
‘偏盛’의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吳昆의 견해

吳昆은 黃帝內經素問吳注에서 “水가 이기면 火가 꺼지
고 火가 이기면 水가 마른다.”11)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吳昆은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과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을 모두 각각 人身의 水･火로 해석
하고, ‘勝’을 ‘負’의 상대어로 인식하고 ‘病’을 ‘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6. 張介賓의 견해

類經･陰陽類에서 “이 이하는 陰陽이 한쪽으로 치우쳐
서 병이 된 것을 말한 것이다.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이
김이 있고 이지러짐이 있으므로 모두 능히 병이 된다.”12)
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病’을 ‘虧’ ‘不足’으로 이해하고, 또 ‘勝’에 대해
서 馬蒔와 마찬가지로 ‘偏盛’의 개념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景岳全書･傳忠錄에서 “寒과 熱은 陰陽이 변화한 것
이다. 陰이 부족하면 陽이 틈타므로[乘] 그것이 熱로 변화
하고, 陽이 부족하면 陰이 틈타므로[乘] 그것이 寒으로 변
화한다. 그러므로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드니 陰이 이기면 寒
이 되고,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드니 陽이 이기면 熱이 된다.”13)
라고 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張介賓은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을 
각각 寒熱로 해석하고,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에 대해 
비록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陰陽을 가리켰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類經･疾病類에서 “天地의 運氣가 비록 五運과 六氣로 
나뉘지만 陰陽의 작용은 水와 火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陽
이 이기면 陰이 병들고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든다.”14)라고 
하였다.

위의 문장을 통해 張介賓은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
을 각각 水火의 변화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類經･脈色類에서 “邪氣가 六府에 있으면 陽脈이 不
和하니 陽脈이 不和하면 氣가 머무르니 氣가 머무르면 陽
氣가 盛하고, 陽氣가 너무 盛하면 陰이 不利하니 陰脈이 不
利하면 血이 머무르니 血이 머무르면 陰氣가 盛하다. 陰氣
가 너무 盛하면 陽氣가 능히 榮養하지 못하므로 ‘關’이라고 
하고 陽氣가 너무 盛하면 陰氣가 능히 榮養하지 못하므로 
‘格’이라고 한다.15)고 하였다.

위의 문장을 통해 陽이 偏盛하면 陰이 不利하고 陰이 偏盛
하면 陽이 不利하고 陰이 偏盛하면 陽이 不營한다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張介賓은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서 
‘病’을 ‘不利’ 또는 ‘不營’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그는 陰陽을 表裏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7. 李仲梓의 견해

內經知要에서 “陰陽이 조화로우면 그 태평하고 한결같
음을 얻으나, 한쪽만 치우쳐서 이기는 데에 이르면 병이 이
에 발생한다.”16)라고 하였다.

이로써 李中梓는 ‘陰勝’과 ‘陽勝’의 ‘陰陽’과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하지 않았으나 사람
의 陰陽으로 인식하였다고 미루어 볼 수 있고, ‘勝’을 ‘偏盛’
의 뜻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李梴의 견해

李梴은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해 醫學入門･食治

之陰分, 不能敵陽品 而陰分斯病也. 陰主人身陰分言. 凡人身之屬陰分, 與手足六陰經皆是. 所謂陽勝則陰病者, 何也. 蓋以陽勝則太熱, 彼陰分安得而
不病乎. 所謂陰勝則陽病者, 何也. 蓋以陰勝則太[大]寒, 彼陽分安得而不病乎.”

11)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중국 북경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p.217. “水勝則火滅, 火勝則水乾.”
12) 張介賓. 類經(上)･論治類.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37. “此下言陰陽偏勝之爲病也. 陰陽不和, 則有勝有虧, 故皆能爲病.”
13)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서울 : 法仁文化社. 2007 : p.81. “寒熱者, 陰陽之化也. 陰不足則陽乘之, 其變爲熱; 陽不足則陰乘之, 其變爲寒. 故陰

勝則陽病, 陰勝爲寒也. 陽勝則陰病, 陽勝爲熱也. 熱極則生寒, 因熱之甚也; 寒極則生熱, 因寒之甚也.”
14) 張介賓. 類經(上)･疾病類.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261. “天地運氣, 雖分五六, 而陰陽之用, 水火而已, 故陽勝則陰病, 陰勝則陽病.”
15) 張介賓. 類經(上)･疾病類.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128. “邪在府則陽脈不和, 陽脈不和則氣留之, 氣留之則陽氣盛矣; 陽氣太盛則陰不利, 陰

脈不利則血留之, 血留之則陰氣盛矣. 陰氣太盛則陽氣不能榮也, 故曰關; 陽氣太盛則陰氣弗能榮也, 故曰格.”
16) 李仲梓. 內經知要. 山西 :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2 : p.19. “陰陽和, 則得其平一, 至有偏勝, 病斯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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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에서 “或이 가로되, 萬病이 모두 입으로부터 들어오니 
어떻게 해야 飮食을 다스려서 도리어 평안해질 수 있는가? 
대개 마시는 것은 陽氣를 기르고 먹는 것은 음기를 기른다. 
음식이 지나침이 없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脾胃에 이르고, 
코로 들어가서 心肺에 저장되니, 氣味가 서로 잇고 陰陽이 
조화로워서 神이 이에 저절로 생긴다. 대개 精은 五氣에 따
라서 신령스럽게 되니, 만약 음식의 氣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정신을 상하고; 五味를 받아서 신체를 이루니, 만약 음
식의 味가 조화롭지 않으면 그 육신을 상하니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들고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든다. 사람들이 먹고 마심
에 대해 딱 맞게 하는 이가 드문 것을 늘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한 이유는 조그만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니, 혹은 그 補
益을 탐하거나 혹은 그 병을 다스림을 탐하다가 마침내 억
지로 먹어서 脾가 과로하고 억지로 마셔서 胃가 늘어나서 
脾가 상하고 胃가 체하여 병이 도리어 더 심하게 되니, 또
한 古人이 치료를 세운 본뜻을 크게 잃은 것이다.”17)라고 
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李梴은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을 飮
食의 味에 적용하고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을 사람에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李梴은 ‘陰陽’에 대해 醫學入門･雜治賦에서 “正氣
가 사람에게 있으니 陽이 表가 되고 陰이 裏가 됨은 上古
의 名言이며, 邪氣가 사람을 해치니 表가 陰이 되고 裏가 
陽이 됨은 仲景의 妙訣이다. 實이란 것은 脈盛, 皮熱, 腹脹, 
前後不通을 말하고(이를 ‘五實’이라고 한다.) 虛란 것은 脈
虛, 皮寒, 氣弱, 泄利, 少食를 말한다.(이를 ‘五虛’라고 한
다.) 實한 경우는 땀이 나거나 대소변이 이롭게 되면 살거
니와, 虛한 경우는 죽이나 미음이 뱃속에 들어가서 설사가 
그치면 산다. 무릇 實이라고 말한 것은 다 邪氣를 가리키고 
무릇 虛라고 말한 것은 다 正氣가리킨다. 泄瀉가 오래되거
나 五虛인 경우는 치료하지 못한다.18)”고 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李梴은 陰陽을 表裏로 이해하였는데, 특히 

正氣로 따지는 表가 陽에 해당하고 裏가 陰에 해당하지만, 
邪氣로 따지면 表가 陰이 되고 裏가 陽이 된다고 하였다. 

자세히 말하면, 外感 傷寒의 경우 表病은 寒邪에 의해 생
기고 裏病은 傳經한 熱邪로 인해 생기므로 邪氣로 따지면 
表裏의 陰陽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李梴은 ‘陰陽’과 ‘病’의 개념에 대해 醫學入門･傷寒
에서 “發表와 攻裏와 溫裏의 治方은 扶陽, 助陰, 抑陰의 의
의이다.(여기의 陰陽은 表裏를 가리킨다. 病든 곳은 ‘虛’가 
되고 병들지 않은 곳은 實이 된다고 할 수 있다. 表가 병들
고 裏가 조화로우면 邪가 밖으로 나간 것이니 ‘陽虛陰盛’이 
되므로 發表할 때에 뜨거운 약을 멀리하지 않아서 辛甘의 
약제를 사용하니 扶陽하는 것이다. 裏가 병들고 表가 조화
로우면 邪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니 ‘陰虛陽盛’이 되므로 攻
裏할 때에 찬 약을 멀리하지 않아서 酸苦의 약제를 사용하
니 扶陰하는 것이다. 만약 陰經이 홀로 寒邪를 받으면 藏이 
병들었을 때 陰寒한 약을 투여하거든 陽氣가 장차 脫하리
니 급히 宜辛熱의 약제로 回陽 抑陰함이 마땅하므로 桂枝
湯을 목구멍에 넘길 때에 陽盛하면 죽고, 承氣湯이 뱃속에 
들어갈 때 陰盛하면 이에 사망한다고 하였다. 實을 實하게 
하고 虛를 虛하게 하니 부족한 것을 덜고 남는 것을 더하
는 것은 의사가 죽인 것일 뿐이다. 이것이 發汗과 攻下의 
기틀이다.)19)라고 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李梴은 ‘陰･陽’을 表裏로 해석하였으며, 
‘病’을 ‘虛’로 인식하고 ‘不病’을 ‘實(盛)’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록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과 동일하지 않
지만 ‘陰勝(陰盛)’과 ‘陽勝(陽盛)’에 대한 李梴의 견해를 살
펴볼 수 있는 문장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醫學入門･虛類･惡寒에서 “內經을 살펴보건대, 陰虛를 
논할 때 勞倦으로 인하여 氣가 衰하면 火가 胸中에서 훈증
하여 內熱이 생기고, 陽虛하면 족히 피부를 護衛하지 못하

17) 李梴. 醫學入門(上). 서울 : 南山堂. 1991 : p.1070. “或曰萬病皆從口入, 如何食治, 反安平耶? 蓋飮養陽氣, 食養陰氣, 飮食無過 則入於口, 達於
脾胃, 入於鼻, 藏於心肺, 氣味相承, 陰陽和調, 神乃自生. 蓋精順五氣以爲靈, 若食氣相惡, 則傷其精神, 受五味以成體, 若食味不調, 則傷其形. 陰勝
則陽病, 陽勝則陰病 常怪人於飮食鮮有得中, 其所以然者, 起於一點貪心, 或貪其補益, 或貪其治病, 卒致强食脾勞, 强飮胃脹, 脾傷胃滯, 而病反加劇, 
則又大失乎古人立治之本旨.”

18)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 南山堂. 1991 : p.2380. “正氣在人 陽爲表而陰爲裏 上古名言 邪氣害人 表爲陰而裏爲陽 仲景妙訣 實者 脈盛皮熱腹
脹 前後不通 (是爲五實) 虛者 脈虛皮寒 氣弱泄利少食 (是爲五虛. 實者 得汗便利則活; 虛者 糜粥入胃泄止則生. 凡言實者, 皆指邪氣; 凡言虛者, 
皆指正氣. 泄久, 五虛不治.”

19) 李梴. 醫學入門(下).서울 : 南山堂. 1991 : p.1108. “發表攻裏溫裏之方 扶陽助陰抑陰之義(此陰陽 指表裏 言病者爲虛 不病者 爲實 表病裏和, 
則邪出於外, 而爲陽虛陰盛, 故發表不遠熱, 而用辛甘之劑, 所以扶陽也. 裏病表和, 則邪入於內, 而爲陰虛陽盛, 故攻裏不遠寒 而用酸苦之藥, 所以扶
陰也. 若陰經 自受寒邪, 則是藏病投陰, 陽氣將脫, 急宜辛熱回陽抑陰, 故曰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乃亡. 實實虛虛, 損不足 而益有餘, 
醫殺之耳, 此汗下之杼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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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外寒이 되고, 陰盛하면 血脈이 통하지 않아서 中寒하고, 
陽盛하면 腠理가 막혀서 外熱한다고 하였다. 仲景은 ‘陽虛
陰盛에 發汗이 마땅하니 그 陰邪를 흩고 陰虛陽盛에 攻下
가 마땅하니 그 陽邪를 瀉한다.’고 하였다. 東垣은 ‘낮의 발
열은 陽氣가 陽分에서 왕성한 것이고, 야간의 발열은 陽氣
가 陰 속으로 떨어져 빠진 것이니 모두 熱入血室이라고 이
름 한다. 重陽하는 경우는 晝夜로 모두 발열한다. 밤의 오
한은 陰血이 陰分에서 왕성한 것이고, 낮의 오한은 陰氣가 
陽 속으로 올라가서 넘친 것이다. 重陰하는 경우는 晝夜로 
모두 오한한다.’고 하였다. 丹溪는 ‘惡熱은 眞熱이 아니라 
분명히 虛證이고 惡寒은 眞寒이 아니라 분명히 火證이다.’
라고 하였다. 王冰은 ‘뜨거운 약을 써도 뜨겁게 되지 않는 
것은 火가 없는 것이니 그 心火를 다스림이 마땅하고 찬 
약을 써도 차갑게 되지 않는 것은 水가 없는 것이니 그 腎
水를 다스림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아아! 寒熱과 陰陽과 
虛實이 醫家의 큰 책무이거늘 다행히 仲景, 東垣, 丹溪, 王
氷 네 사람이 內經의 뜻을 발명하였으니, 제대로 잘 배우
는 자라면 반드시 합하여 연구해야만 비로소 터득할 수 있
을 것이다.”20)라고 하였다.

위의 문장을 통해 李梴은 ‘陰･陽’을 表裏로 인식하고 ‘勝’
을 ‘偏盛’ 또는 ‘偏實’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9. 張志聰의 견해

黃帝內經素問集註에서 “馬氏가 가로되 酸苦의 味를 사
용하되 너무 지나침에 이르면 陰이 이긴다. 陰이 이기면 사
람의 陽分이 능히 陰寒을 대적하지 못하여 陽이 이에 병든
다. 辛甘의 味를 사용하되 너무 지나침에 이르면 陽이 盛한
다. 陽이 이기면 사람의 陰分이 능히 陽熱에 대적하지 陰이 
이에 병든다고 하였다. 이른바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陽이 이기면 너무 熱하니 저 陰分이 어찌 
병들지 않겠는가! 이른바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陰이 이기면 너무 寒하니 저 陽分이 어찌 병들
지 않겠는가!”21)라고 하였다.

이로써 張志聰은 馬蒔의 의견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0. 高世栻의 견해

素問直解에서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든다는 것은 酸苦
의 味가 너무 지나치면 陰이 이겨서 陽이 이에 병드는 것
이다.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든다는 것은 辛甘의 味가 너무 
지나치면 陽이 이겨서 陰이 이에 병드는 것이다.22)라고 하
였다.

이로써 高世栻은 馬蒔와 마찬가지로 앞의 ‘陰勝’과 ‘陽勝’
의 ‘陰陽’을 藥味의 陰陽으로 해석하고 ‘勝’에 대해서는 ‘偏
盛’의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에 
대해 비록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람의 陰陽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11. 黃元御의 견해

素問懸解에서 “陰이 이기면 陽이 敗하여 病이 생기고, 
陰이 이기면 陰이 敗하여 病이 생긴다. 陽이 이기면 熱이 
되고 陰이 이기면 寒이 생긴다. 熱이 거듭되면 寒이 생기
고, 寒이 거듭되면 熱이 생긴다.”23)라고 하였다.

위의 문장을 통해 黃元御는 王氷의 “이기면 병이 들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 병든다.”24)라는 견해와 같이 ‘陰勝’이
란 陰이 병들지 않은 것이고 ‘陽勝’이란 陽이 병들지 않은 
것이고 ‘陰勝’의 경우 陽이 병들고 ‘陽勝’의 경우 陰이 병든 
것이라는 의미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黃元御는 ‘陰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勝’을 
‘勝負’의 ‘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의 뜻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20)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 南山堂. 1991 : pp.1590-1591. “抑考 內經, 論陰虛, 因勞倦, 氣衰則火薰胸中 而生內熱. 陽虛則不足衛護皮膚 而
外寒, 陰盛則血脈不通 而中寒, 陽盛則腠理閉塞 而外熱. 仲景謂陽虛陰盛 宜汗, 散其陰邪. 陰虛陽盛, 宜下. 瀉其陽邪. 東垣 謂晝熱 陽氣 旺於陽分, 
夜熱 陽氣 下받陰中, 皆名熱入血室. 重陽者, 晝夜俱熱, 夜寒 陰血, 旺於陰分, 晝寒 陰氣, 上溢陽中. 重陰者, 晝夜 俱寒. 丹溪 謂惡熱 非熱, 明是虛
證, 惡寒 非寒, 明是火證. 王冰 謂熱之不熱, 是無火也, 當治其心; 寒之不寒, 是無水也, 當治其腎. 噫! 寒熱陰陽虛實, 醫家大分, 幸四公發明經旨, 
善學者, 必合而玩之, 始得.”

21)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42. “馬氏曰 用酸苦之味, 至於太過則陰勝矣. 陰勝則吾人之陽分, 不能敵陰寒, 而陽斯病也. 用辛
甘之味, 至於太過則陽盛矣. 陽勝則吾人之陰分, 不能敵陽熱 而陰斯病也. 所謂陽勝則陰病者, 何也, 以陽勝則太熱, 彼陰分安得不病乎, 所謂陰勝則
陽病者, 何也, 以陰勝則太寒, 彼陽分安得不病乎.”

22)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 p.39. “陰勝則陽病者, 酸苦之味太過, 則陰勝而陽斯病矣, 陽勝則陰病者, 辛甘之味太
過, 則陽勝而陰斯病矣, 夫陽勝則過熱, 陰勝則過寒, 今陰勝則陽病, 乃重寒則熱之義也, 陽勝則陰病, 乃重熱則寒之義也.”

2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素問縣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p.37. “陰勝則陽敗而病生, 陰勝則陰敗而病生. 陽勝則爲熱, 陰勝則生
寒, 重熱則寒作, 重寒則熱生.”

24)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上). 대전 : 주민출판사. 2003 : p.102. “勝則不病, 不勝則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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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丹波元簡의 견해

素問識에서 “張介賓이 이르되 ‘이하는 陰陽이 한쪽이 
이겨서 병이 된 것을 말한 것이다.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이김이 있고 이지러짐이 있으므로 모두 능히 병이 된다.’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馬蒔는 이 이하의 글을 앞의 글과 
이어서 氣味가 너무 지나치면 병이 생기는 의의라고 하였
고, 張志聰도 같으니, 모두 가히 믿지 못한다.25)고 하였다.

이로써 丹波元簡은 陰陽에 대해 비록 분명하게 언급하지
는 않았으나 氣味의 陰陽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의 陰陽
으로 해석하였고, ‘勝’을 ‘偏盛’의 뜻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考察

1. ‘陰勝’ ‘陽勝’의 ‘陰･陽’과 ‘陽病’ ‘陰病’의 

陰･陽의 의미

1) 藥味의 陰･陽과 인체의 陰分･陽分(또는 陽經･陰

經)으로 나누어 해석

馬蒔는 “酸苦 涌泄의 약물을 사용하되 너무 지나침에 이
르면 陰勝하게 된다. …… 陰이 이기면 사람의 陽分이 능히 
陰藥을 대적하지 못하여 陽分이 이에 병든다. 陽은 人身의 
陽分을 주로 말한 것이니, 무릇 人身에서 陽分에 속한 것과 
手足의 六陽經이 다 陽이다. 辛甘 發散하는 藥味를 사용하
되 너무 지나침에 이르면 陽勝하게 된다. 이 ‘陽’은 上文의 
物類를 이어서 말한 것이다. 陽이 이기면 사람의 陰分이 능
히 陽藥을 대적하지 못하여 陰分이 이에 병든다. 陰은 人身

의 陰分을 주로 말한 것이니, 무릇 人身에서 陰分에 속한 
것과 手足의 六陰經이 다 陰이다.”26)라고 하였다.

馬蒔는 ‘陰勝’과 ‘陽勝’의 陰陽을 藥味의 陰陽으로 해석하
고 ‘陽病’과 ‘陰病’의 陰陽은 사람의 陽分･陰分 또는 陽經･
陰經으로 해석하였으며, 張志聰 역시 馬蒔의 견해를 따랐
다.

2) 飮食 味의 陰･陽과 인체의 陰･陽으로 나누어 해석

孫思邈은 ‘辛甘發散爲陽, 酸苦湧泄爲陰.’과 ‘陰勝則陽病, 
陽盛則陰病’의 두 가지 원칙으로부터 四時에 따른 飮食의 
養生法을 발명하였다. 그는 ‘陰陽’을 飮食의 味의 陰陽으로 
해석하고 ‘陽病’과 ‘陰病’의 ‘陰陽’을 사람의 陰陽으로 해석
하였다.

李梴은 醫學入門･食治方에서 “만약 음식의 味가 조화
롭지 않으면 그 육신을 상하니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들고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든다.”27)라고 하였으니,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을 飮食 味의 陰･陽으로 인식하고 ‘陽病’과 
‘陰病’의 ‘陰陽’을 사람의 陰･陽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
다.

3) 寒･熱과 인체의 陰･陽으로 나누어 해석

張介賓은 景岳全書･傳忠錄에서 “寒과 熱은 陰陽이 변
화한 것이다. 陰이 부족하면 陽이 틈타서 그것이 熱로 변화
하고, 陽이 부족하면 陰이 틈타서 그것이 寒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드니 陰이 이기면 寒이 되고,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드니 陽이 이기면 熱이 된다.”28)라고 
하고, 類經･疾病類에서 “天地의 運氣가 비록 五運과 六氣
로 나뉘지만 陰陽의 작용은 水와 火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들고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든다.”29)라
고 하였다.

25)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p.42. “張云: 此下言陰陽偏勝之爲病也. 陰陽不和, 則有勝有虧, 故皆能爲病, 簡按馬以此以下, 
接前文, 爲氣味大過生病之義, 志同, 並不可憑.”

2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38. “用酸苦涌泄之品 至於太過 則陰勝矣 陰承上文物類而言. 陰勝 則吾人之陽分, 不
能敵陰品 而陽分斯病也. 陽主人身陽分言. 凡人身之屬陽分, 與手足六陽經皆是. 用辛甘發散之品, 至於太過則陽勝矣. 陽承上文物類而言. 陽勝則吾人
之陰分, 不能敵陽品 而陰分斯病也. 陰主人身陰分言. 凡人身之屬陰分, 與手足六陰經皆是.”

27) 李梴. 醫學入門(上). 서울 : 南山堂. 1991 : p.1070. “或曰萬病皆從口入, 如何食治, 反安平耶? 蓋飮養陽氣, 食養陰氣, 飮食無過 則入於口, 達於
脾胃, 入於鼻, 藏於心肺, 氣味相承, 陰陽和調, 神乃自生. 蓋精順五氣以爲靈, 若食氣相惡, 則傷其精神, 受五味以成體, 若食味不調, 則傷其形. 陰勝
則陽病, 陽勝則陰病 常怪人於飮食鮮有得中, 其所以然者, 起於一點貪心, 或貪其補益, 或貪其治病, 卒致强食脾勞, 强飮胃脹, 脾傷胃滯, 而病反加劇, 
則又大失乎古人立治之本旨.”

28)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서울 : 法仁文化社. 2007 : p.81. “寒熱者, 陰陽之化也. 陰不足則陽乘之, 其變爲熱; 陽不足則陰乘之, 其變爲寒. 故陰
勝則陽病, 陰勝爲寒也. 陽勝則陰病, 陽勝爲熱也.”

29) 張介賓. 類經(上)･疾病類.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261. “天地運氣, 雖分五六, 而陰陽之用, 水火而已, 故陽勝則陰病, 陰勝則陽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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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문장을 통해 張介賓은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을 각각 寒熱 또는 水火의 변화로 인식하고, 뒤의 ‘陽
病’과 ‘陰病’의 ‘陰陽’에 대해 비록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지
만 사람의 陰陽을 가리켰다. 

4) 水･火로 합하여 해석

吳昆은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들고 陽이 이기면 陰이 병
들며 水가 이기면 火가 꺼지고 火가 이기면 水가 마른다. 
陽이 이기면 熱하고 陰이 이기면 寒하니, 陰陽이 크게 지나
치는 것이 근심이 된다.”30)라고 하였으니,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과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을 모두 각각 
人身의 水･火로 해석하였다.

5) 表･裏로 합하여 해석

李梴은 “仲景은 ‘陽虛陰盛에 發汗이 마땅하니 그 陰邪를 
흩고 陰虛陽盛에 攻下가 마땅하니 그 陽邪를 瀉한다.’고 하
였다.”31)라고 하였고, 또한 “發表와 攻裏와 溫裏의 治方은 
扶陽, 助陰, 抑陰의 의의이다.(여기의 陰陽은 表裏를 가리킨
다. 病든 곳은 ‘虛’가 되고 병들지 않은 곳은 實이 된다고 
할 수 있다. 表가 병들고 裏가 조화로우면 邪가 밖으로 나
간 것이니 ‘陽虛陰盛’이 되므로 發表할 때에 뜨거운 약을 

멀리하지 않아서 辛甘의 약제를 사용하니 扶陽하는 것이다. 
裏가 병들고 表가 조화로우면 邪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니 
‘陰虛陽盛’이 되므로 攻裏할 때에 찬 약을 멀리하지 않아서 
酸苦의 약제를 사용하니 扶陰하는 것이다.)32)라고 하였으
니, 앞의 ‘陰勝’과 ‘陽勝’의 ‘陰陽’과 뒤의 ‘陽病’과 ‘陰病’의 
‘陰陽’을 모두 表裏로 해석할 수 있다.

2. ‘勝’의 의미

‘勝’의 해석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負’와 반대로서 ‘~을 이기다’라는 뜻으로33) 해석

할 수 있다.
吳昆34)은 “水가 이기면 火가 꺼지고 火가 이기면 水가 

마른다.”35)라고 하였으니, ‘勝’을 ‘負’의 相對語로 다루었다.

둘째, ‘偏盛’ 또는 ‘偏實’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는 ‘劣’의 반대로서 ‘~보다 낫다’라는 뜻에서36) 轉用한 것
이다.

張介賓은 “이 이하는 陰陽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병이 된 
것을 말한 것이다.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이김이 있고 이
지러짐이 있으므로 모두 능히 병이 된다.”37)라고 하여 ‘勝’
을 ‘偏盛’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孫思邈38), 馬蒔39), 李仲
梓40), 李梴41), 張志聰42), 高世栻43), 丹波元簡44)의 견해도 

30)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p.217.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水勝則火滅, 火勝則水乾, 陽
勝則熱, 陰勝則寒, 陰陽大過爲患也.”

31)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 南山堂. 1991 : pp.1590-1591. “抑考 內經, 論陰虛, 因勞倦, 氣衰則火薰胸中 而生內熱. 陽虛則不足衛護皮膚 而
外寒, 陰盛則血脈不通 而中寒, 陽盛則腠理閉塞 而外熱. 仲景謂陽虛陰盛 宜汗, 散其陰邪. 陰虛陽盛, 宜下. 瀉其陽邪. 東垣 謂晝熱 陽氣 旺於陽分, 
夜熱 陽氣 下받陰中, 皆名熱入血室. 重陽者, 晝夜俱熱, 夜寒 陰血, 旺於陰分, 晝寒 陰氣, 上溢陽中. 重陰者, 晝夜 俱寒. 丹溪 謂惡熱 非熱, 明是虛
證, 惡寒 非寒, 明是火證. 王冰 謂熱之不熱, 是無火也, 當治其心; 寒之不寒, 是無水也, 當治其腎. 噫! 寒熱陰陽虛實, 醫家大分, 幸四公發明經旨, 
善學者, 必合而玩之, 始得.”

32)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 南山堂. 1991 : p.1108. “發表攻裏溫裏之方 扶陽助陰抑陰之義(此陰陽 指表裏 言病者爲虛 不病者 爲實 表病裏和, 
則邪出於外, 而爲陽虛陰盛, 故發表不遠熱, 而用辛甘之劑, 所以扶陽也. 裏病表和, 則邪入於內, 而爲陰虛陽盛, 故攻裏不遠寒 而用酸苦之藥, 所以扶
陰也. 若陰經 自受寒邪, 則是藏病投陰, 陽氣將脫, 急宜辛熱回陽抑陰, 故曰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乃亡. 實實虛虛, 損不足 而益有餘, 
醫殺之耳, 此汗下之杼機.)”

33) 金濟赫, 金星元 篇著.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 明文堂. 1991 : p.67.
34)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p.217.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水勝則火滅, 火勝則水乾, 

陽勝則熱, 陰勝則寒, 陰陽大過爲患也.”
35)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217. “水勝則火滅, 火勝則水乾.”
36) 民衆書林 編輯局 篇. 漢韓大字典. 서울 : 民衆書林. 2003 : p.317.
37) 張介賓. 類經(上)･論治類.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37. “此下言陰陽偏勝之爲病也. 陰陽不和, 則有勝有虧, 故皆能爲病.”
3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 p.806. “味辛甘發散爲陽, 酸苦湧泄爲陰. 陰勝則陽病, 陽盛則陰病, 陰陽調和, 則平安. 春七十

二日, 省酸增甘, 以養脾氣, 夏七十二日, 省苦增辛, 以養肺氣, 秋七十二日, 省辛增酸, 以養肝氣, 冬七十二日, 省鹹增苦, 以養心氣, 季月各十八日, 
省甘增鹹, 以養腎氣.”

39)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38. “用酸苦涌泄之品 至於太過 則陰勝矣 陰承上文物類而言. 陰勝 則吾人之陽分, 不
能敵陰品 而陽分斯病也. 陽主人身陽分言. 凡人身之屬陽分, 與手足六陽經皆是. 用辛甘發散之品, 至於太過則陽勝矣. 陽承上文物類而言. 陽勝則吾人
之陰分, 不能敵陽品 而陰分斯病也. 陰主人身陰分言. 凡人身之屬陰分, 與手足六陰經皆是. 所謂陽勝則陰病者, 何也. 蓋以陽勝則太熱, 彼陰分安得而
不病乎. 所謂陰勝則陽病者, 何也. 蓋以陰勝則太[大]寒, 彼陽分安得而不病乎. 然陰勝雖寒 而寒之又寒, 是重寒也, 寒久則熱生, 如今冬感於寒, 是重
寒也, 而至春爲溫, 至夏爲熱, 非重寒則熱乎. 陽勝雖熱, 而熱之又熱, 是重熱也, 熱火[久]則寒生, 如今病熱極者, 而反生寒慄之類. 凡上文寒熱, 俱主
人身病體言, 此二句與下文, 重陰必陽, 重陽必陰, 二句相似.”

40) 李仲梓. 內經知要. 山西 :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2 : p.19. “陰陽和, 則得其平一, 至有偏勝, 病斯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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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비슷하다.

셋째, ‘병들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王氷은 黃帝內經素問에서 “이기면 병이 들지 않고, 이

기지 않으면 병든다.”45)라고 하여 ‘勝’을 ‘병들지 않다.’의 
뜻으로 해석했는데, 黃元御46)가 그의 견해를 따랐다.

3. ‘病’의 의미

‘病’의 해석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疾’의 뜻과 같으니47), ‘병들다.’로 해석할 수 있다.
李仲梓는 “陰陽이 조화로우면 그 태평하고 한결같음을 

얻으나, 한쪽만 치우쳐서 이기는 데에 이르면 병이 이에 발
생한다.”48)라고 하였으니, ‘病’의 구체적인 뜻을 밝히지 않
고 단지 ‘疾’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孫思
邈49), 李梴50), 高世栻51), 黃元御52)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不能適’의 뜻과 같으니, ‘대적하지 못하다.’로 해석
할 수 있다.

馬蒔는 “陰이 이기면 사람의 陽分이 능히 陰藥을 대적하
지 못하여 陽分이 이에 병든다. …… 陽이 이기면 사람의 陰
分이 능히 陽藥을 대적하지 못하여 陰分이 이에 병든다.”53)
라고 하였다. 張志聰54)은 馬蒔의 견해를 따랐다.

셋째, ‘滅’의 뜻과 같으니, ‘사라지다.’로 해석할 수 있다.
吳昆은 “水가 이기면 火가 꺼지고 火가 이기면 水가 마

른다.”55)라고 하였으니, ‘病’을 ‘사라지다.’라는 뜻으로 해석
했다.

넷째, ‘虧’ ‘虛’의 뜻과 같으니 ‘이지러지다.’ ‘부족하다.’라
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張介賓은 “이 이하는 陰陽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병이 된 
것을 말한 것이다. 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이김이 있고 이
지러짐이 있으므로 모두 능히 병이 된다.”56)라고 하였으니, 

41) 李梴. 醫學入門(上). 서울 : 南山堂. 1991 : p.1070. “或曰萬病皆從口入, 如何食治, 反安平耶? 蓋飮養陽氣, 食養陰氣, 飮食無過 則入於口, 達於
脾胃, 入於鼻, 藏於心肺, 氣味相承, 陰陽和調, 神乃自生. 蓋精順五氣以爲靈, 若食氣相惡, 則傷其精神, 受五味以成體, 若食味不調, 則傷其形. 陰勝
則陽病, 陽勝則陰病 常怪人於飮食鮮有得中, 其所以然者, 起於一點貪心, 或貪其補益, 或貪其治病, 卒致强食脾勞, 强飮胃脹, 脾傷胃滯, 而病反加劇, 
則又大失乎古人立治之本旨.”

42)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42. “馬氏曰 用酸苦之味, 至於太過則陰勝矣. 陰勝則吾人之陽分, 不能敵陰寒, 而陽斯病也. 用辛
甘之味, 至於太過則陽盛矣. 陽勝則吾人之陰分, 不能敵陽熱 而陰斯病也. 所謂陽勝則陰病者, 何也, 以陽勝則太熱, 彼陰分安得不病乎, 所謂陰勝則
陽病者, 何也, 以陰勝則太寒, 彼陽分安得不病乎.”

43)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 p.39. “陰勝則陽病者, 酸苦之味太過, 則陰勝而陽斯病矣, 陽勝則陰病者, 辛甘之味太
過, 則陽勝而陰斯病矣, 夫陽勝則過熱, 陰勝則過寒, 今陰勝則陽病, 乃重寒則熱之義也, 陽勝則陰病, 乃重熱則寒之義也.”

44)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p.42. “張云: 此下言陰陽偏勝之爲病也. 陰陽不和, 則有勝有虧, 故皆能爲病, 簡按馬以此以下, 
接前文, 爲氣味大過生病之義, 志同, 並不可憑.”

45)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上). 대전 : 주민출판사. 2003 : p.102. “勝則不病, 不勝則病”
4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素問縣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p.37. “陰勝則陽敗而病生, 陰勝則陰敗而病生. 陽勝則爲熱, 陰勝則生

寒, 重熱則寒作, 重寒則熱生.”
47) 金濟赫, 金星元 篇著.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 明文堂. 1991 : pp.812-813.
48) 李仲梓. 內經知要. 山西 :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2 : p.19. “陰陽和, 則得其平一, 至有偏勝, 病斯作矣.”
4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 p.806. “味辛甘發散爲陽, 酸苦湧泄爲陰. 陰勝則陽病, 陽盛則陰病, 陰陽調和, 則平安. 春七十

二日, 省酸增甘, 以養脾氣, 夏七十二日, 省苦增辛, 以養肺氣, 秋七十二日, 省辛增酸, 以養肝氣, 冬七十二日, 省鹹增苦, 以養心氣, 季月各十八日, 
省甘增鹹, 以養腎氣.”

50) 李梴. 醫學入門(上). 서울 : 南山堂. 1991 : p.1070. “或曰萬病皆從口入, 如何食治, 反安平耶? 蓋飮養陽氣, 食養陰氣, 飮食無過 則入於口, 達於
脾胃, 入於鼻, 藏於心肺, 氣味相承, 陰陽和調, 神乃自生. 蓋精順五氣以爲靈, 若食氣相惡, 則傷其精神, 受五味以成體, 若食味不調, 則傷其形. 陰勝
則陽病, 陽勝則陰病 常怪人於飮食鮮有得中, 其所以然者, 起於一點貪心, 或貪其補益, 或貪其治病, 卒致强食脾勞, 强飮胃脹, 脾傷胃滯, 而病反加劇, 
則又大失乎古人立治之本旨.”

51)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 p.39. “陰勝則陽病者, 酸苦之味太過, 則陰勝而陽斯病矣, 陽勝則陰病者, 辛甘之味太
過, 則陽勝而陰斯病矣, 夫陽勝則過熱, 陰勝則過寒, 今陰勝則陽病, 乃重寒則熱之義也, 陽勝則陰病, 乃重熱則寒之義也.”

5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素問縣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p.37. “陰勝則陽敗而病生, 陰勝則陰敗而病生. 陽勝則爲熱, 陰勝則生
寒, 重熱則寒作, 重寒則熱生.”

5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38. “用酸苦涌泄之品 至於太過 則陰勝矣 陰承上文物類而言. 陰勝 則吾人之陽分, 不
能敵陰品 而陽分斯病也. 陽主人身陽分言. 凡人身之屬陽分, 與手足六陽經皆是. 用辛甘發散之品, 至於太過則陽勝矣. 陽承上文物類而言. 陽勝則吾人
之陰分, 不能敵陽品 而陰分斯病也. 陰主人身陰分言. 凡人身之屬陰分, 與手足六陰經皆是. 所謂陽勝則陰病者, 何也. 蓋以陽勝則太熱, 彼陰分安得而
不病乎. 所謂陰勝則陽病者, 何也. 蓋以陰勝則太[大]寒, 彼陽分安得而不病乎.”

54)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42. “馬氏曰 用酸苦之味, 至於太過則陰勝矣. 陰勝則吾人之陽分, 不能敵陰寒, 而陽斯病也. 用辛
甘之味, 至於太過則陽盛矣. 陽勝則吾人之陰分, 不能敵陽熱 而陰斯病也. 所謂陽勝則陰病者, 何也, 以陽勝則太熱, 彼陰分安得不病乎, 所謂陰勝則
陽病者, 何也, 以陰勝則太寒, 彼陽分安得不病乎.”

55)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p.217.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水勝則火滅, 火勝則水乾, 
陽勝則熱, 陰勝則寒, 陰陽大過爲患也.”

56) 張介賓. 類經(上)･論治類.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37. “此下言陰陽偏勝之爲病也. 陰陽不和, 則有勝有虧, 故皆能爲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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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은 ‘虧’ 또는 ‘不足’으로 인식하였다. 李梴의 견해도 그와 
비슷하다.

다섯째, 不利, 不營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張介賓은 “陽氣가 너무 盛하면 陰이 不利하니 …… 陰氣

가 너무 盛하면 陽氣가 능히 榮養하지 못한다.”57)고 하였
으니, ‘病’을 ‘不利’ 또는 ‘不營’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4.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과 ‘重寒則熱, 重熱

則寒’의 관계

韓醫學總綱에서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과 ‘陰勝則寒, 
陽勝則熱’이 모두 陰陽偏勝이라고 전제하여 “‘陽勝(盛)則熱’
은 陽邪의 절대적 亢盛으로 질병의 성질이 熱해지는 데 이
르는 것을 가리키며, ‘陽勝(盛)則陰病’은 陽勝(盛)이 질병으
로 발전하는 추세가 필연적으로 인체의 陰液을 손상시키고 
‘熱勝陰傷’이나 ‘陽盛陰虛’의 證에 이르는 것이다.”58)라고 
하였다.

이는 ‘陰勝則寒, 陽勝則熱’은 각각 寒實證, 熱實證에 해당
하고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은 각각 陰盛陽虛, 陽盛陰虛
의 상태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 韓醫學總綱에서 “陰陽轉化라는 말은 內經에는 비
록 이러한 설명이 없지만 그 내용이 이미 ‘重陽必陰, 重陰
必陽’과 ‘重寒則熱, 重熱則寒’에 드러나 있고 ……”59)라고 하
여 ‘重陰必陽, 重陽必陰’ 또는 ‘重寒則熱, 重熱則寒’이 陰陽
의 相互轉化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과 ‘重寒則熱, 重熱則寒’의 
관계에 대해 諸家의 인식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동일한 상황으로 인식

高世栻은 “무릇 陽이 이기면 지나치게 熱하고 陰이 이기

면 지나치게 寒하거늘, 이제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드는 것은 
‘寒이 거듭되면 熱이 된다.’는 의미이고,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드는 것은 ‘熱이 거듭되면 寒이 된다.’의 의미이다.60)라고 
하였으니,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와 ‘重寒則熱, 重熱則寒’
을 동일한 뜻으로 보았다.

2) 점차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식

馬蒔는 “陰勝이 비록 寒이 되나 寒藥을 사용하여 또 寒
하게 되면 이는 寒이 거듭함이다. 寒이 오래되면 熱이 생기
니, 가령 이제 겨울에 寒에 感觸되면 이는 寒한 것이니 봄
에 이르러 溫이 되고 여름에 이르러 熱이 되니 寒이 거듭
하면 熱이 되는 것이 아니랴! 陽勝이 비록 熱이 되나 熱藥 
사용하여 또 熱하게 되면 이는 熱이 거듭함이다. 熱火가 오
래되면 寒이 생기니, 가령 이제 熱病이 極한 자는 도리어 
惡寒戰慄이 생기는 따위가 있다.”61)라고 하였다.

이로써 馬蒔는 ‘陽勝’의 상황에 거듭 熱藥을 사용하면 ‘重
熱’이 되어 도리어 寒으로 變하고 ‘陰勝’의 상황에 거듭 寒
藥을 사용하면 ‘重寒’이 되어 도리어 熱로 變한다고 인식하
여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이 더욱 악화되면 ‘重寒則熱, 重
熱則寒’의 상황이 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張志聰은 “오래토록 酸苦의 味를 복용하면 도리어 木火
의 熱로 變化하고, 오래토록 辛甘의 味를 복용하면 도리어 
陰濕의 寒으로 變化한다.”62)라고 하였으니, 馬蒔가 말한 寒
藥을 ‘酸苦의 味’로 표현하고 熱藥을 ‘辛甘의 味’로 표현한 
것이므로 馬蒔의 견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李仲梓는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해 “陰陽이 조화
로우면 그 태평하고 한결같음을 얻으나, 한쪽만 치우쳐서 
이기는 데에 이르면 병이 이에 발생한다.”63)라고 하여 ‘偏
勝’으로 이해하고, ‘重寒則熱, 重熱則寒’에 대해 “陰陽의 變
化는 水가 極하면 火와 비슷해지고, 火가 極하면 水와 비슷
해지며, 陽이 盛하면 陰을 막고 陰이 盛하면 陽을 막는다. 
따라서 안으로는 진짜 寒症이지만 밖으로는 가짜 熱症인 

57) 張介賓. 類經(上)･疾病類.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128. “陽氣太盛則陰不利, …… 陰氣太盛則陽氣不能榮也.”
58) 나창수 외 17인. 韓醫學總綱. 서울 : 醫聖堂. 2003 : p.65.
59) 나창수 외 17인. 韓醫學總綱. 서울 : 醫聖堂. 2003 : p.61.
60)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 p.39. “夫陽勝則過熱, 陰勝則過寒, 今陰勝則陽病, 乃重寒則熱之義也, 陽勝則陰病, 

乃重熱則寒之義也.”
6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38. “陰勝雖寒 而寒之又寒, 是重寒也, 寒久則熱生, 如今冬感於寒, 是重寒也, 而至春

爲溫, 至夏爲熱, 非重寒則熱乎. 陽勝雖熱, 而熱之又熱, 是重熱也, 熱火[久]則寒生, 如今病熱極者, 而反生寒慄之類.”
62)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42. “苦化火, 酸化木, 久服酸苦之味, 則反有木火之熱化矣; 辛化金, 甘化土, 久服辛甘之味, 則反

有陰濕之寒化矣. 所謂久而增氣, 物化之常也; 氣增而久, 夭之由也.”
63) 李仲梓. 內經知要. 山西 :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2 : p.19. “陰陽和, 則得其平一, 至有偏勝, 病斯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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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안으로 진짜 熱症이지만 밖으로는 가짜 寒症인 경
우가 있다. 그 변화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소홀히 취급하여 
투약하면 마치 물이 더욱 깊어는 것과 같고 마치 불이 더
욱 뜨거운 것과 같다.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만회하
여 구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64)라고 하여 ‘極變’으로 이해
하였다.

이로써 李仲梓는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은 陰陽의 ‘偏
勝’이 더 악화되어 ‘重寒則熱, 重熱則寒’은 陰陽의 極變으로 
발전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張介賓은 景岳全書･傳忠錄에서 “熱이 極하면 寒이 생
기니 熱이 심하기 때문이고, 寒이 極하면 熱이 생기니 寒이 
甚하기 때문이다.”65)라고 하고, 類經･陰陽類에서 “만물이 
極하면 變하니, 이는 즉 上文의 寒極生熱, 熱極生寒의 의의
이다. 대개 陰陽의 氣는 水가 極하면 火와 비슷해지고 火가 
極하면 水와 비슷해지며, 陽이 盛하면 陰을 막고 陰이 盛하
면 陽을 막으므로 眞寒假熱과 眞熱假寒의 구별이 있다. 이
를 뒤집어 인식하면 生死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바뀐
다.”66)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또한 景岳全書･傳忠錄에서 “寒과 熱은 陰陽
이 변화한 것이다. 陰이 부족하면 陽이 틈타므로[乘] 그것
이 熱로 변화하고, 陽이 부족하면 陰이 틈타므로[乘] 그것
이 寒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陰이 이기면 陽이 병드니 陰
이 이기면 寒이 되고, 陽이 이기면 陰이 병드니 陽이 이기
면 熱이 된다.”67)라고 하였다.

이로써 張介賓은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이 더욱 악화
되면 ‘重寒則熱, 重熱則寒’의 상황이 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丹波元簡은 素問識에서 張介賓의 類經･陰陽類를 그
대로 인용하여68) 張介賓의 견해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3) 상호관계가 불분명

王氷은 ‘重寒則熱, 重熱則寒’에 대해 “만물이 極에 이르면 
되돌아가니, 또한 무성한 불기운은 다시 衰하게 되고 작은 
불기운은 다시 盛하게 되는 것과 같다.”69)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지나치면 도리어 저것으로 변화한다는 뜻으로 해석
하였으므로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의 뜻과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吳昆은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해 “水가 이기면 火
가 꺼지고 火가 이기면 水가 마른다. 陽이 이기면 熱하고 
陰이 이기면 寒하니, 陰陽이 크게 지나치는 것이 근심이 된
다.”70)라고 하고, ‘重寒則熱, 重熱則寒’에 대해 王氷의 견해
를 따라 “陰이 極하면 陽이 생기고, 陽이 極하면 陰이 생긴
다.”71)라고 하였으니, 두 문장의 뜻을 별개로 인식하였다.

黃元御72) 역시 두 문장을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지 않았
다.

위와 같이 高世栻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醫家들이 ‘陰勝則
陽病, 陽勝則陰病’의 개념이 ‘重寒則熱, 重熱則寒’과 서로 다
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이 
더욱 악화되어 발전하면 결국 ‘重寒則熱, 重熱則寒’에 이른
다고 지적하였다.

5.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李仲梓는 “陰陽의 變化는 水가 極하면 火와 비슷해지고, 
火가 極하면 水와 비슷해지며, 陽이 盛하면 陰을 막고 陰이 
盛하면 陽을 막는다. 따라서 안으로는 진짜 寒症이지만 밖
으로는 가짜 熱症인 경우와, 안으로 진짜 熱症이지만 밖으

64) 李仲梓. 內經知要. 山西 :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2 : p.20. “陰陽之變, 水極則似火, 火極則似水, 陽盛則隔陰, 陰盛則隔陽, 故有內眞寒而外假
熱, 內眞熱而 外假寒之症. 不察其變, 妄輕投劑, 如水益深, 如火益熱. 雖有智者, 莫可挽救矣.”

65)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서울 : 法仁文化社. 2007 : p.81. “熱極則生寒, 因熱之甚也; 寒極則生熱, 因寒之甚也.”
66) 張介賓. 類經(上)･論治類.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37. “物極則變也. 此則上文寒極生熱, 熱極生寒之義. 盖陰陽之氣, 水極則似火, 火極則似

水, 陽盛則隔陰, 陰盛則隔陽, 故有眞寒假熱, 眞熱假寒之때, 此而錯認 則死生反掌.”
67) 張介賓. 景岳全書･傳忠錄. 서울 : 法仁文化社. 2007 : p.81. “寒熱者, 陰陽之化也. 陰不足則陽乘之, 其變爲熱; 陽不足則陰乘之, 其變爲寒. 故陰

勝則陽病, 陰勝爲寒也. 陽勝則陰病, 陽勝爲熱也. 熱極則生寒, 因熱之甚也; 寒極則生熱, 因寒之甚也.”
68)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p.42. “張云: 此卽上文寒極生熱, 熱極生寒之義. 盖陰陽之氣, 水極則似火, 火極則似水, 陽盛

則隔陰, 陰盛則隔陽, 故有眞寒假熱, 眞熱假寒之때, 此而錯認 則死生反掌.”
69)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上). 대전 : 주민출판사. 2003 : p.102. “物極則反, 亦猶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也.”
70)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p.217.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水勝則火滅, 火勝則水乾, 

陽勝則熱, 陰勝則寒, 陰陽大過爲患也.”
71) 郭君雙 主編. 吳昆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p.217. “陰極則陽生, 陽極則陰生”
7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素問縣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p.37. “陰勝則陽敗而病生, 陰勝則陰敗而病生. 陽勝則爲熱, 陰勝則生

寒, 重熱則寒作, 重寒則熱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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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가짜 寒症인 경우가 있다.”73)라고 하여 ‘重寒則熱 重
熱則寒’을 ‘陰盛隔陽(眞寒假熱)과 ‘陽盛隔陰(眞熱假寒)’과 동
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韓醫學總綱에서 “陰陽은 상호 對立･制約하므로 한쪽이 
지극하게 偏盛하거나 偏衰하면 흔히 ‘陰盛格陽’과 ‘陽盛格
陰’의 陰陽이 相互格拒하는 병리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眞熱假寒’ ‘眞寒假熱’ 등의 복잡한 임상현상이 나타난
다.”74)라고 하고, “陰陽 사이에는 相互轉化 관계가 있으므
로 陰陽失調가 나타난 병리현상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각기 
그 상반되는 방향으로 轉化될 수 있다. …… 그러므로 素
問･陰陽應象大論에서는 ‘重寒則熱, 重熱則寒’이라고 하였고 
靈樞･論疾診尺에서는 ‘重陰必陽, 重陽必陰’이라고 하였다.”
고 하여 ‘重寒則熱 重熱則寒’의 개념이 ‘陰盛隔陽(眞寒假熱)
과 ‘陽盛隔陰(眞熱假寒)’과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素問硏究集成에서 “본 절은 약물의 氣味陰陽이 太過하
면 인체에 陰陽의 偏盛, 偏衰로 인한 病變이 생긴다고 하여 
인체에 있어서 陰陽의 상대적 평형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文中의 “陽盛則熱 陰盛則寒”은 寒･熱의 病
機를 설명하였으며, 寒･熱의 진행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또 서로 轉化하여 “重寒則熱 重熱則寒”이 됨을 밝혔
다.”75)라고 하였으니,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은 陰陽의 
偏盛偏衰를 뜻하고 ‘重寒則熱, 重熱則寒’은 陰陽의 轉化를 
뜻한다.

이에 吳昆과 같이 ‘陰勝･陽勝’의 '陰陽'가 가리키는 바와 
‘陽病･陰病’의 ‘陰･陽’이 가리키는 바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
에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의 인식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
을 간략히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陰盛陽衰, 陽盛陰衰’의 개념과 동일

대부분의 醫家들은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의 개념을 
‘陰長陽消, 陽長陰消’의 失調로 인해 발생하는 陰陽의 偏盛

偏衰로 인식하였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陰勝則陽病

그림 2. 陽勝則陰病

2) ‘重寒則熱, 重熱則寒’의 개념과 동일

高世栻은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의 개념을 ‘重寒則熱, 
重熱則寒’ 또는 ‘重陰必陽, 重陽必陰’으로 인식하였는데, 이
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重寒則熱, 重熱則
寒’과 ‘重陰必陽, 重陽必陰’의 관계에 대해 馬蒔는 “두 구절
이 뜻이 같다고76) 하였다.

그림 3. 重陰必陽(重寒則熱)

73) 李仲梓. 內經知要. 山西 : 山西科學技術出版社 : 1992. p.20. “陰陽之變, 水極則似火, 火極則似水, 陽盛則隔陰, 陰盛則隔陽, 故有內眞寒而外假
熱, 內眞熱而 外假寒之症. 不察其變, 妄輕投劑, 如水益深, 如火益熱. 雖有智者, 莫可挽救矣.”

74) 나창수 외 17인. 韓醫學總綱. 서울 : 醫聖堂. 2003 : p.67.
75) 素問硏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硏究集成(第一卷). 발행지 미상 : 金星印刷社. 2001 : p.189.
7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38. “陰勝雖寒 而寒之又寒, 是重寒也, 寒久則熱生, 如今冬感於寒, 是重寒也, 而至春

爲溫, 至夏爲熱, 非重寒則熱乎. 陽勝雖熱, 而熱之又熱, 是重熱也, 熱火[久]則寒生, 如今病熱極者, 而反生寒慄之類. 凡上文寒熱, 俱主人身病體言, 
此二句與下文, 重陰必陽, 重陽必陰, 二句相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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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重陽必陰(重熱則寒)

결론적으로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한 두 가지 인
식 중 ‘陰盛陽衰, 陽盛陰衰’의 개념이 더욱 우세하다.

6.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의 의의

韓醫學總綱에서 “‘陽勝(盛)則熱’은 陽邪의 절대적 亢盛
으로 질병의 성질이 熱해지는 데 이르는 것을 가리키며, 
‘陽勝(盛)則陰病’은 陽勝(盛)이 질병으로 발전하는 추세가 
필연적으로 인체의 陰液을 손상시키고 ‘熱勝陰傷’이나 ‘陽盛
陰虛’의 證에 이르는 것이다.”77)라고 하였으니, ‘陰勝則陽
病, 陽勝則陰病’을 疾病이 변화하는 원리를 陰陽의 偏勝으
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또 “陰陽轉化라는 말은 內經에는 비록 이러한 설명이 
없지만 그 내용이 이미 ‘重陽必陰, 重陰必陽’과 ‘重寒則熱, 
重熱則寒’에 드러나 있고 ……”78)라고 하였으니, ‘重陰必陽, 
重陽必陰’ 또는 ‘重寒則熱, 重熱則寒’은 疾病이 변화하는 원
리를 陰陽의 相互轉化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의 의의에 대해 馬蒔, 張
志聰과 孫思邈, 李梴 등은 素問･陰陽應象大論의 “氣味辛
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
熱, 陰勝則寒, 重寒則熱, 重熱則寒.”79)의 文義를 고려하여 
養生 또는 服藥의 측면으로 해석하여 飮食이나 藥을 陰 또
는 陽으로 치우치게 섭취하여 반대쪽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張介賓, 吳昆 등은 “氣味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
陰”과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勝則寒, 重寒則
熱, 重熱則寒.”을 별개로 인식하여 疾病의 측면으로 해석하
여 寒･熱 또는 水･火의 偏勝(偏盛)으로 인해 반대 속성인 
부분이 병들거나 쇠약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한 歷代 注釋
家들의 인식은 대체로 ‘養生 또는 服藥’의 측면으로부터 점
차 ‘질병 변화’의 측면으로 이동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陰陽
病理學說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Ⅳ. 結論

이상에서 素問･陰陽應象大論의 ‘陰勝則陽病, 陽勝則陰
病’에 대해 歷代 注釋家와 孫思邈, 李梴 등의 見解를 비교
하여 ‘陰･陽’, ‘勝’, ‘病’의 뜻을 분석하고, 그 문장의 의의를 
‘重寒則熱, 重熱則寒’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陰勝･陽勝’의 ‘陰陽’가 가리키는 바와 ‘陽病･陰病’의 ‘陰･
陽’이 가리키는 바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는데, 이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藥味의 陰･陽과 인체의 陰分･陽分(또는 陽經･陰
經)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데, 馬蒔와 張志聰의 견
해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飮食 味의 陰･陽과 인체의 陰･陽으로 나누어 해석
할 수 있는데, 孫思邈, 李梴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寒･熱과 인체의 陰･陽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
데, 張介賓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2. ‘陰勝･陽勝’의 ‘陰陽’가 가리키는 바와 ‘陽病･陰病’의 ‘陰･
陽’이 가리키는 바가 같다고 보았는데, 이를 다시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水･火로 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吳昆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表･裏로 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李梴의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3. ‘勝’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負’와 반대로서 ‘~
을 이기다’라는 뜻과, ‘偏盛’ 또는 ‘偏實’의 뜻과, ‘不病’의 
뜻이 있다.

4. ‘病’을 다섯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疾’과 같이 ‘병들
다.’라는 뜻과, ‘不能適’과 같이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77) 나창수 외 17인. 韓醫學總綱. 서울 : 醫聖堂. 2003 : p.65.
78) 나창수 외 17인. 韓醫學總綱. 서울 : 醫聖堂. 2003 : p.61.
7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素問縣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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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과 ‘滅’과 같이 ‘사라지다.’라는 뜻과, ‘虧’ ‘虛’와 같이 
‘부족하다.’라는 뜻과, 不利 또는 不營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陰勝･陽勝’의 ‘陰陽’가 가리키는 바와 ‘陽病･陰病’의 ‘陰･
陽’이 가리키는 바가 같다는 전제 하에 ‘陰勝則陽病, 陽
勝則陰病’의 의의는 ‘陰盛陽衰, 陽盛陰衰’와 ‘重寒則熱, 
重熱則寒’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前者의 주
장이 지배적이다.

6.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養生 또
는 服藥’의 측면으로부터 ‘질병 변화’의 측면으로 점차 
이동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陰陽病理學說’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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