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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宋 이  臟腑圖와 明 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圖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요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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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Form Factors of Liver in ZangFu Diagrams (臟腑圖) before Northern Song Ages 
and Ones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明堂臟腑圖)

Hak-Jun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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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diagrams of liver from MingTangZangFuTu (明 臟腑圖) 

were derived from ZangFu diagrams (臟腑圖) before northern Song Ages.

Methods : The difference of form of liver was analyzed by means of 4 factors, e.g. shape, number, veins and a petiole of leafs, in 

diagrams from YanLuoZiNeiJingTu [煙蘿子內境圖], OuXiFanWuZangTu [歐希範五臟圖], CunZhenTu [存眞圖], MingTangZangFuTu and ones 

of liver from Taoism and MingTangZangFuTu.

Results : Diagrams of whole body and liver from MingTangZangFuTu were first found in ZhenJiuJuYing (鍼灸聚英). Among them, 

lobed shape was first found in YanLuoZiNeiJingTu (in Wudai [五代]), a petiole in OuXiFanWuZangTu (northern Song Ages) and 7 leafs in 

WuZangLiuFuTu (五臟六腑圖. from Tang (唐) Ages to early northern Song Ages. unknown author.), one of references of UiBangNyuChwi 

(醫方類聚) (1455). However, veins of leafs were drawn in no diagrams.

Conclusions : In diagrams of liver from MingTangZangFuTu, shape and a petiole of leafs were based on diagrams of ZangFu before 

northern Song Ages, but 7 leafs came from WuZangLiuFuTu. However, veins of leafs were not derived from any diagrams in same period.

Key words : diagram of liver (肝臟圖), ZangFu diagram (臟腑圖), MingTangZangFuTu (明 臟腑圖)

Ⅰ. 서론

臟腑圖는 臟腑總圖와 臟腑分圖로 크게 나뉘는데1), 臟腑
總圖는 五臟六腑 전체를 한 폭으로 나타낸 그림이며, 臟腑
分圖는 개별 臟腑 각각을 한 폭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현재 전해오는 北宋 이전의 臟腑總圖는 煙蘿子內境圖(五
代), 歐希範五臟圖(北宋), 存眞圖(北宋) 등 3가지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 歐希範五臟圖와 存眞圖는 각각 사
형수 던 歐希範 무리를 해부하여 화공을 시켜서 그렸다거
나 楊介가 膜을 가르고 五臟을 보고 화공이 그것을 그렸
다2)3)는 사료까지 발굴되어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黃龍祥은 經脈의 노선이 표시된 明堂圖와 臟腑의 형태가 
묘사된 臟腑圖를 모두 明堂･臟腑圖라고 명명하 는데4), 兩
者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는 ‘明堂經脈圖’로, 후자는 ‘明堂臟
腑圖’로 부를 수 있다.

明堂臟腑圖는 元代 忽泰의 明堂圖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5) 그 그림은 현재 직접 전해오지 않는다. 

1) 한봉재. ｢동의보감의 圖像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6.
2)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68-77.
3) 余璿, 陳鳳國, 趙國平. ｢試論古代中國解剖學史｣.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15;39(6):503.
4)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 vol.1. 北京:靑島出版社. 200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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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龍祥에 연구6)에 따르면 明代 鍼灸聚英(1529)의 五藏
六府之圖(臟腑總圖)는 현재까지 발견된 側人臟腑總圖 중 
최초의 것이며, 鍼灸聚英의 肝臟圖, 肺臟圖 등 그림(10
종) 역시 臟腑分圖 중 최초의 것이다.

臟腑圖에 대한 현재까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明堂臟腑
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肺臟圖 29종을 4가지 형태인자(잎
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로 분석하 고7), 煙蘿子內境
圖와 華陀玄門內照圖의 차이점을 분석하 고8), 도교서적 
3종의 五臟圖와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를 비교하 고9), 
醫方類聚에 실린 五臟六腑圖의 저자를 추정하 고10)11), 
三才圖會와 類經圖翼의 臟腑分圖를 비교하 고12), 身
形藏府圖, 五臟圖, 觀形察色圖 등 東醫寶鑑에 수록된 모
든 圖像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13) 身形藏府圖만 다루었
고14)15)16)17)18), 중국에서는 臟腑總圖를 다루거나19)20) 
明堂臟腑圖(臟腑分圖)가 臟腑總圖와 관련 있음21)을 언급하

다. 이처럼 臟腑總圖 또는 臟腑分圖 각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臟腑總圖와 臟腑分圖를 비교한 연구
는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北宋 이전 臟腑圖(道家 계열의 臟腑圖까지 포
함)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를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
總圖와 肝臟圖 내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明
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의 근거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의학에서 臟腑를 인식한 근거와 가치를 평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본론

1. 北宋 이전 3계통의 臟腑總圖와 비교

필자는 여러 종류의 側面臟腑圖를 접하는 중에 明堂臟腑
圖에서 기원한 臟腑分圖에 묘사된 臟腑의 형태가 側面臟腑
圖 내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 다. 또한 黃龍祥
은 “明堂臟腑圖 기원 側人臟腑圖는 存眞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를 합성한 것이며, 醫家가 五臟六腑를 나누어 臟
腑分圖를 그렸다.”22)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北宋 이전 臟腑總圖에 나타난 肝의 형태를 明堂臟
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에 나타난 그것(나뭇잎 형태를 닮
음)과 비교함으로써 그 상관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는 잎의 모양(피침형 또는 
장타원형), 개수(7개), 잎맥, 잎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가 
주요 특징인데, 明堂臟腑圖 등장 전, 즉 北宋 이전 臟腑總
圖(煙蘿子內境圖,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에 나타난 肝의 형
태를 4가지 형태인자로 분석하 다.

1) 煙蘿子內境圖 계통

煙蘿子內境圖(10세기, 五代)가 현재 전해오는 서적은 石
泰의 修眞十書･雜著捷徑(南宋)23)(그림 1)과 동시대의 李
駉의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1269, 南宋)의 道藏本24)
과 元 刊本25)(그림 2, 그림 3)으로 알려져 있는데26) 이를 

5)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 vol.1. 北京:靑島出版社. 2003:15. “側人臟腑圖는 內景全圖 또는 內景圖라고 불리는데, 元代 太醫院 鍼灸敎授인 忽泰
의 明堂圖에서 처음 나타난다. 明代 중기 이후 鍼灸書籍, 臟腑圖說과 難經注釋 類의 書籍에서 많이 인용하 다.”

6)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 vol.1. 北京:靑島出版社. 2003:83. “高武의 鍼灸聚英｢集用書目｣에서 ‘이 그림은 忽泰의 金蘭循經에서 나온 것이
다.’라는 언급에 근거하여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는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側人臟腑總圖이다.”

7) 趙學俊.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29(2):31-54.
8) 구인모, 김학동, 김기욱, 이병욱. ｢煙蘿子內境圖와 華佗先生內照圖의 비교｣.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41-56.
9) 김학동, 구인모, 박성범, 이병욱, 김기욱. ｢醫方類聚의 臟腑圖와 五臟存思法에 관한 연구｣. 2015;28(4):11-40.
10) 김대형,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와 編制에 대한 고찰｣. 韓國醫史學會誌. 2003;16(1):39-62.
11)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2) 이명철, 박경남, 맹웅재.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 臟腑圖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7;20(2):149-168.
13) 한봉재. ｢동의보감의 圖像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6.
14) 정우진. ｢동의보감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의 지층발굴｣. 汎韓哲學. 2012;64:57-84.
15) 성민규. ｢東醫寶鑑 身形藏府圖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55-58.
16) 성민규, 정창현.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에 관한 비교 연구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를 기준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8;21(3):165-175.
17) 정우열, 이진홍, 전병훈. ｢身形臟腑圖와 許浚의 醫學思想｣.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96;10(2):1-11.
18) 김태우, 윤종화. ｢東醫寶鑑의 身形藏腑圖와 精氣神의 關聯性에 關한 硏究｣. 大韓醫療氣功學會誌. 2007;10(1):74-99.
19) 潘萍, 郭義, 王東強. ｢“明堂圖”源流簡考｣. 針灸臨床雜志. 2008;24(5):1-4.
20)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68-77.
21)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 vol.1. 北京:靑島出版社. 2003:30.
22)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 vol.1. 北京:靑島出版社. 2003:30.
23) 石泰. 修眞十書･雜著捷徑. 道藏 vol.4. 上海: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690.
24) 李駉.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道藏 vol.21. 上海: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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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그림 1. 修眞十書･雜著捷徑

그림 2. 難經纂圖句解(道藏本)

그림 3. 難經纂圖句解(元 刊本)

(1) 잎의 모양

修眞十書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의 그림 모두에
서 肝이 인체 내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위치하며, 개
별 肝葉마다 대체로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修眞十書 중 內境背面圖에 2개, 內境正面圖에 2~3개
로 표현되어 있고,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중 內境背面
之圖에 2개, 內境正面之圖에 3개로 표현되어 있다.

(3) 잎맥

修眞十書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중 道藏 本에는 
肝을 검은색으로 칠해놓아서 잎맥을 확인할 수 없고, 黃帝
八十一難經纂圖句解 중 元 刊本에는 비록 肝을 검은색으
로 칠해놓지 않았지만 역시 잎맥의 묘사는 발견할 수 없다.

(4) 잎자루

修眞十書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에서 잎자루를 발
견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자면, 煙蘿子內境圖의 肝葉에는 잎의 
모양은 발견되지만 잎맥, 잎자루가 묘사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뭇잎 모양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修眞十書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에는 肝이 해
부학적 위치(인체의 오른쪽)가 아니라 오행에 따른 위치
(肝은 木에 속하여 왼쪽에 위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 점
으로 보아 ‘肝은 나무와 속성이 같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修眞十書･雜著捷徑에는 본래 內境
背面圖, 內境正面圖 외에 右側面圖, 左側面圖가 더 있지만, 
후자는 道家 계통의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道家 계통의 그림끼리 비교하 다.

25)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 vol.1. 北京:靑島出版社. 2003:11.
26)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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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歐希範五臟圖 계통

歐希範五臟圖(北宋代)는 正面內向圖(前向面圖), 正背圖
(또는 正面圖), 背圖(背面圖), 心肺二臟之圖, 心氣圖, 氣海
膈膜圖, 脾胃包系圖, 小腸膀胱蘭門圖, 命門大小腸膀胱之系圖 
등 9종으로 현재 여러 傳本이 전해온다. 그 중 日本 梶原性全
의 頓醫鈔(1304) 중 肝臟이 표현된 正面內向圖(그림 4), 
正背圖(그림 5), 背圖(그림 6), 心氣圖(그림 7)27)와 萬安
方(1315)의 前向面圖(그림 8), 正面圖(그림 9), 背面圖
(그림 10), 心氣圖(그림 11)28)와 비교하 다.

그림 4. 頓醫鈔(正向)

    

그림 5. 頓醫鈔(正背)

그림 6. 頓醫鈔(背)

    

그림 7. 頓醫鈔(心)

그림 8. 萬安方(前向)
  

그림 9. 萬安方(正)

그림 10. 萬安方(背)
  

그림 11. 萬安方(心)

(1) 잎의 모양

頓醫鈔 중 正面內向圖, 背圖, 心氣圖에는 肝이 인체 내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正背圖에는 肝이 인체 내 왼쪽에 위
치한다. 또한 正面內向圖, 正背圖, 背圖에는 나뭇잎 모양이 
아니고, 心氣圖에만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萬安方 중 正面圖, 心氣圖에는 肝이 인체 내 오른쪽에 
위치하고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로 보이지만, 前向面圖, 
背面圖에는 肝이 인체 내 왼쪽에 위치하고 肝의 외연이 둥
글게 묘사되어 있어서 나뭇잎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잎의 개수

頓醫鈔의 正面內向圖, 正背圖, 背圖에는 나뭇잎 모양으
로 보이지 않으므로 잎의 개수를 확인할 수 없으나 心氣圖
에는 3개의 잎으로 표현되어 있다.

27) 梶原性全. 頓醫鈔. 東京:科學書院. 2003:38, 41, 42, 45.
28)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 vol.1. 北京:靑島出版社.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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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安方 중 正面圖에는 개수가 뚜렷하지 않은 2개로, 
前向面圖, 背面圖에는 각각 1개로, 心氣圖에는 3개로 표현
되어 있다.

(3) 잎맥

頓醫鈔와 萬安方의 모든 그림에 잎맥이 묘사되어 있
지 않다.

(4) 잎자루

頓醫鈔, 萬安方의 心氣圖에 각각 心과 이어진 잎자루
[(下系)於肝, 肝系]가 표현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頓醫鈔의 그림 4종 중 心氣圖
와 萬安方의 그림 4종 중 正面圖와 心氣圖에 나뭇잎 모
양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頓醫鈔, 萬安方 중 
心氣圖에 잎자루(肝系)까지 최초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歐希範五臟圖(北宋)는 肝臟의 형태를 煙蘿子內境圖(五代) 
보다 나뭇잎 모양에 더 가깝게 묘사하 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歐希範五臟圖 중 萬安方의 前向面
圖, 背面圖는 煙蘿子內境圖의 內境正面圖, 內境背面圖와 臟
腑의 위치가 대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肝과 脾를 표
시한 것이 서로 다르다. 煙蘿子內境圖에서는 肝을 인체 내
의 왼쪽, 脾를 오른쪽에 표기하 지만, 萬安方에서는 肝
을 오른쪽, 脾를 왼쪽에 표기하되 肝과 脾의 형상까지 서로 
바꾸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萬安方의 前向面圖, 背面圖
의 ‘肝’은 煙蘿子內境圖의 ‘脾’의 형상에 표기한 것이고, 萬
安方의 ‘脾’는 煙蘿子內境圖의 ‘肝’의 형상에 표기한 것이
다29). 따라서 萬安方 중 前向面圖, 背面圖에서 肝의 형상
을 참조하기에 부적절하므로 前向面圖, 背面圖로부터 분석
된 肝의 형태 특징은 의미가 없다.

또한 歐希範五臟圖 중 頓醫鈔의 正面內向圖, 背圖, 心
氣圖에도 肝과 脾의 위치가 煙蘿子內境圖의 內境正面圖, 內
境背面圖와 반대일 뿐만 아니라, 頓醫鈔의 正面內向圖에 
나타난 肝의 형태도 萬安方(歐希範五臟圖), 歐希範五臟圖
에 나타난 것과 다르다.

3) 存眞圖 계통

存眞圖(北宋代)는 歐希範五臟圖의 臟腑圖(9종)와 유사하
게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 肺側圖, 心氣圖, 氣海膈膜圖, 脾
胃包系圖, 小腸膀胱蘭門圖, 命門大小腸膀胱之系圖 등 8종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華陀內照圖 등 여러 傳本이 현
재 전해오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傳本으로 알려진 孫煥
이 重刊한 華陀內照圖(元代, 1273)에 실린 그림 중 肝臟
이 표현된 人臟正面圖(그림 12), 人臟背面圖(그림 13), 心
氣圖(그림 14)30)와 비교하 다.

그림 12. 人臟正面圖

    

그림 13. 人臟背面圖

그림 14. 心氣圖

29)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75.
30)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自由出版社. 1976:19, 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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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잎의 모양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 心氣圖에 모두 肝이 오른쪽에 
위치하며,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人臟正面圖에는 2개로, 人臟背面圖와 心氣圖에는 2~3개
로 표현되어 있다.

(3) 잎맥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 心氣圖 모두 잎맥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에는 잎자루가 묘사되어 있지 않
으나 心氣圖에는 心과 이어진 잎자루[下系於肝]가 표현되
어 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存眞圖의 人臟正面圖, 人臟背面
圖, 心氣圖에 공통적으로 나뭇잎 모양(피침형)으로 표현되
어 있으며, 특히 存眞圖의 心氣圖에서 잎자루까지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存眞圖는 肝臟의 형태를 歐希範五臟圖에 비해 
나뭇잎 모양에 더 가깝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存眞圖(華陀內照圖의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 心氣圖)는 歐希範五臟圖(萬安方의 前向圖, 
背面圖, 心氣圖)와 비교하면, 그림 자체는 흡사하지만 肝을 
오행에 따른 위치(肝은 木에 속하여 왼쪽에 위치)가 아니
라 해부학적 위치(인체의 오른쪽)에 있는 표시한 점은 크
게 다른 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楊介가 해부를 통해 歐
希範五臟圖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평가하고31) 있지만, 
煙蘿子內境圖에서 이미 肝이 우측에 있음을 알고도 의도적
으로 肝을 좌측에 그린 것32)이므로 歐希範五臟圖 역시 煙

蘿子內境圖에 표현된 肝의 위치를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北宋 이전으로 추정되는 道家 계열 서적의 

臟腑圖(5종)와 비교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에서는 잎 모양, 잎의 개수
(7개), 잎맥, 잎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가 모두 나타나지
만, 北宋 이전 臟腑總圖에서는 잎 모양, 잎의 개수(2~3개), 
잎자루가 발견됨을 밝혔다. 다만 肝臟圖에서는 잎의 개수가 
7개로 표현되어 있지만 北宋 이전의 臟腑總圖에는 2~3개
로 묘사되어 있기에 잎의 개수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않으
며, 잎맥은 北宋 이전 臟腑總圖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煙蘿子內境圖가 실려 있는 修眞十書･雜著捷徑에는 黃
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와 달리 우측면도와 좌측면도(그림 
15)가 더 있는데 그 그림에 肝의 형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들은 인체의 내부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동시
에 道家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33), 뱃속에 사람과 龍 등이 
묘사된 것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肝臟圖를 포함한 臟腑圖가 실려 있는 道家 계열 
서적은 道藏에 실린 胡愔의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唐
代)(그림 16)와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저서, 시대 
미상)(그림 17), 四氣攝生圖(저서, 시대 미상)(그림 18)
가 대표적인데, 그 중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는 조선의 
醫方類聚(1445)의 五臟六腑圖에 향을 주었고34), 醫方
類聚의 五臟六腑圖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 일치하
지만 누락된 神名을 四氣攝生圖로써 보충하 다고35) 알
려졌다.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은 비록 저술시기는 
알 수 없으나 醫方類聚와 비교한 선행연구36)에 따라 포
함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道家 계열의 肝臟圖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道家 계열의 臟腑總圖(煙蘿子內境圖 중 修眞十書･雜
著捷徑의 우측면도, 좌측면도37))와 肝臟圖(胡愔의 黃庭
內景五臟六腑補瀉圖38),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39), 

31)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75.
32) 구인모, 김학동, 김기욱, 이병욱. ｢煙蘿子內境圖와 華佗先生內照圖의 비교｣.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51.
33) 성민규, 정창현.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에 관한 비교 연구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를 기준으로-｣. 대한한의학원전

학회. 2008;21(3):5.
34) 김대형,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와 編制에 대한 고찰｣. 韓國醫史學會誌. 2003;16(1):39-62.
35) 김학동, 구인모, 박성범, 이병욱, 김기욱. ｢醫方類聚의 臟腑圖와 五臟存思法에 관한 연구｣. 2015;28(4):11-40.
36) 김학동, 구인모, 박성범, 이병욱, 김기욱. ｢醫方類聚의 臟腑圖와 五臟存思法에 관한 연구｣. 2015;28(4):11-40.
37) 石泰. 修眞十書･雜著捷徑. 道藏 vol.4. 上海: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690.
38) 胡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道藏 vol.6. 上海: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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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氣攝生圖40), 醫方類聚41))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를 
잎 모양, 잎의 개수, 잎맥, 잎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로 분
석하여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의 근거인지 확인하
고자 한다.

1) 煙蘿子內境圖 중 修眞十書･雜著捷徑의 우측면

도, 좌측면도(그림 15)

그림 15. 修眞十書･雜著捷徑

(1) 잎의 모양

좌측면도에 횡격막 아래에 나뭇잎 모양이 아니라 眞龍
(肝臟의 神)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측면도에는 肝과 관련된 묘사가 없다.

(2) 잎의 개수

眞龍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잎의 개수를 셀 수 없다.

(3) 잎맥

잎맥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잎자루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

2) 黃庭內景五臟六腑補瀉圖의 肝藏圖(그림 16)

그림 16. 肝臟圖

(1) 잎의 모양

나뭇잎 모양이 아니라 龍(肝臟의 神)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龍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잎의 개수를 셀 수 없다.

(3) 잎맥

잎맥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잎자루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

39) 저자 미상.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 道藏 vol.34. 上海: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290.
40) 저자 미상. 四氣攝生圖. 道藏 vol.17. 上海: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226.
41) 金禮蒙 등 撰. 醫方類聚. vol.1.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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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의 肝藏圖(그림 17)

그림 17. 肝藏圖

(1) 잎의 모양

위에 나뭇잎 모양(피침형)으로, 아래에 龍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위쪽에 4개의 잎으로 표현되어 있다.

(3) 잎맥

잎맥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위쪽에 매우 짧은 잎자루가 묘사되어 있다.

4) 四氣攝生圖의 肝神圖(그림 18)

그림 18. 肝神圖

(1) 잎의 모양

나뭇잎 모양이 아니라 龍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龍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잎의 개수를 셀 수 없다. 다만 
하단에 7개의 뾰족뾰족한 돌기가 표시되어 있다.

(3) 잎맥

잎맥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잎자루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쪽에 꽃대 모양의 
가늘고 짧은 선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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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醫方類聚의 五臟六腑圖 중 肝藏圖(그림 19)

그림 19. 肝藏圖

(1) 잎의 모양

위쪽에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처럼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잎의 개수가 좌측 4개, 우측 3개로 모두 7개로 표현되어 
있다. 참고로 이 그림의 본래 의도는 難經･四十二難에 
“肝은 … 왼쪽에 3개의 葉과 오른쪽에 4개의 葉이 있어서 
모두 7개의 葉이다.”42)에 따라 좌측 3개, 우측 4개라는 뜻
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잎맥

잎맥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잎자루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하면, 그림 15~19에서 공통적으로 

龍이 묘사되어 있는데 肝臟의 神이 동방 靑龍이므로 靑龍
을 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四氣攝生圖의 肝神圖(그
림 18)는 마치 꽃봉오리 속에 靑龍이 들어있고 위쪽에 가
늘고 짧은 꽃대 모양이 묘사되어 있고 하단에 7개의 뾰족
한 돌기가 표현되어 있다. 7개의 돌기는 7개의 肝葉을 상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
의 肝藏圖(그림 17)에는 위쪽에 4개의 肝葉과 매우 짧은 
잎자루가 묘사되어 있다. 醫方類聚의 肝藏圖(그림 19)는 
道家 계열의 다른 그림(그림 15~18)과 마찬가지로 肝臟의 
神인 靑龍이 묘사된 동시에 두 명의 신선, 구름, 卦象 중 
震卦(☳)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은 上
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의 肝藏圖와 유사하지만 잎의 개
수는 7개로서 다르며, 잎자루가 묘사되지 않았다.

이를 정리하면, 道家 계열의 臟腑圖 중 일부(上淸黃庭五
藏六府眞人玉軸經과 醫方類聚의 肝藏圖)에서 北宋 이전 
臟腑總圖 3종(煙蘿子內境圖,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에 비하
여 肝臟의 형태가 나뭇잎에 좀 더 가깝게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는 黃庭
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 四氣攝生圖의 향을 받았다고 알
려져 있으나, 肝藏圖에 잎의 개수가 7개로 표현된 것은 이 
두 서적으로부터 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醫方類聚(1445)는 세대 순으로 서적을 인용하고 있는
데 그 책에 인용된 五臟六腑圖는 千金方(652, 唐代)과 
太平聖惠方(978, 北宋)의 사이에 위치한 점으로 볼 때 
唐代 말부터 北宋 사이의 서적에 해당되므로 적어도 그 이
전의 ‘서적’임(특히 ‘그림’ 자체가 아니라 ‘서적’임에 유의해
야 함)을 추정할 수 있다.

醫方類聚의 인용서적 중 하나인 五臟六腑圖(唐代 
말~北宋)가 歐希範五臟圖(北宋), 存眞圖(北宋)의 직전 또
는 당시에 출현한 서적이라면,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에도 

향을 주었을까?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그림은 五臟과 膽 

등 개별 臟腑가 대상이지만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의 그림은 
五臟六腑 전체가 대상이므로, 그 대상이 달라서 직접적으로 

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醫方類聚의 肝臟
圖에 이미 7개의 나뭇잎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歐希範
五臟圖, 存眞圖에는 2~3개의 나뭇잎 모양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두 가지 사실로부터 醫方類聚의 인용서적인 五臟

42)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등 集注. 難經集注. 臺北:臺灣中華書局. 1985:202. “肝, … 左三葉, 右四葉, 凡七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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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腑圖(唐代 말~北宋)는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에 향을 
주었다고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明代 高武의 鍼灸聚英(1529) 중 肝臟圖에서 肝의 4가
지 형태인자 중 잎의 개수가 처음으로 7개로 묘사되는데, 
그 肝臟圖는 醫方類聚(1445)로부터 향을 받았을까?

醫方類聚 자체가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사료는 지금까
지 발견되지 않으므로 鍼灸聚英의 肝臟圖에 향을 주었
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醫方類聚의 인용서적인 五臟六
腑圖(唐代 말~北宋)는 저자와 발행 국가를 알 수 없지만 
肝葉이 7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鍼灸聚英의 臟腑圖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肝의 4가지 형태인자가 언제 처음 발견되는지를 기준으
로 시대 순서로 정리하면, 五代에 煙蘿子內境圖에서 잎 모
양이 처음 발견되며, 唐代 말~北宋에 五臟六腑圖(醫方
類聚의 인용서적)에서 7개의 나뭇잎이 처음 발견되며, 北
宋에 歐希範五臟圖에서 잎자루(肝系)가 처음 발견되며, 明
代에 鍼灸聚英(1529)의 五藏六府之圖와 肝臟圖에서 잎맥
이 처음 발견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鍼灸聚英(明代, 1529)에 
실린 明堂臟腑圖는 五藏六府之圖(臟腑總圖)와 臟腑分圖의 
두 가지인데, 元代 忽泰가 北宋 이전의 臟腑總圖를 전체적인 
틀로 삼고 五臟六腑圖(唐代 말~北宋 초. 醫方類聚의 
인용서적. 저자 未詳.)를 五臟의 형태까지 세부적으로 묘사
하는 근거로 삼아 새로운 側人臟腑總圖(鍼灸聚英의 五藏
六府之圖에 처음 나타남)를 창작한 것이다. 또한 臟腑의 형
태를 더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五臟六腑圖(醫方類聚의 
인용서적)에 근거하여 肝臟圖를 비롯한 五臟 각각과 膽의 
그림을 그리고, 다시 北宋 이전의 臟腑總圖에 나타난 六府
의 형태를 참고하여 六腑 각각의 그림을 보충함으로써 臟
腑分圖(鍼灸聚英의 肝臟圖, 肺臟圖 등 10종에 처음 나타
남)를 창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5종과 비교

明堂臟腑圖 29종은 鍼灸聚英, 靈樞註證發微, 類經圖
翼, 鍼灸原樞鍼의 4가지 계열로 분류된다. 다만 肝臟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소속된 계열에서 벗어난 서적
이 몇 가지가 있다43).

분류 소속 서적 종수
鍼灸聚英

계열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
灸大成, 醫家赤幟益辨全書, 鍼方六集, 頤
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藏府證治
圖說人鏡經, 身經通考

10

靈樞註證發微
계열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和漢
三才圖會, 醫部全錄 5

類經圖翼
계열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
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瘍
醫大全,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13

鍼灸原樞
계열 鍼灸原樞 1

합계 29

표 1. 明堂臟腑圖의 기원과 계열(29종 서적)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가 실린 29종 서적 중 靈樞註證
發微, 鍼灸原樞를 제외하고 대부분 臟腑總圖도 함께 실
려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鍼灸聚英, 三才圖會, 類
經圖翼, 藏府證治圖說人鏡經, 醫部全錄의 묘사가 서로 
다르다.

이에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
로 나누어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5종(鍼灸聚英
(1529), 三才圖會(1607), 類經圖翼(1624), 藏府證治圖
說人鏡經(1662), 醫部全錄(1725))에 나타난 肝臟 형태
를 동일 서적의 肝臟圖에 나타난 그것과 비교하고자 한다.

1) 鍼灸聚英(1529)의 五藏六府之圖(좌측면도)

鍼灸聚英에 실려 있는 臟腑總圖는 五藏六府之圖44)(그
림 20)이다. 이를 동일서적의 肝臟圖45)(그림 21)와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43) 趙學俊.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29(2):31-54.
44) 高武. 鍼灸聚英. 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99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536.
45) 高武. 鍼灸聚英. 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99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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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五藏六府之圖

그림 21. 肝臟圖

(1) 잎의 모양

肝葉마다 대체로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잎의 개수는 2개로 표현되어 있다.

(3) 잎맥

잎맥은 대체로 주맥과 측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물 모
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4) 잎자루

횡격막 밑에 있는 肝臟 상부에서 시작하여 횡격막을 관
통하여 위로 心臟까지 비교적 길게 이어진 잎자루를 묘사
하 다.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의 4가지 형태인자로 비교
해 볼 때,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와 肝臟圖 둘 다 4가
지 형태인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鍼灸聚英의 五藏
六府之圖는 또한 얼굴까지 모두 갖추어 측면도를 완성하
고 부분적인 우측면도(存眞圖 중 心氣圖)를 좌측면도로 전
환하 다는 점도 다르다.

2) 三才圖會(1607)의 肝有兩葉之圖(우측면도), 人

身背面圖, 人身正面圖

三才圖會에 실려 있는 臟腑總圖는 肝有兩葉之圖46)(그
림 22), 人身背面圖(그림 23), 人身正面圖47)(그림 24)가 
있다. 이를 동일서적의 肝圖48)(그림 25)와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2. 肝有兩葉之圖

    

그림 23. 人身背面圖
46) 王圻. 三才圖會. v.4. 서울:민속원. 2004:1391.
47) 王圻. 三才圖會. v.4. 서울:민속원. 2004:1400.
48) 王圻. 三才圖會. v.4. 서울:민속원. 200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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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人身正面圖
    

그림 25. 肝圖

(1) 잎의 모양

肝有兩葉之圖에는 나뭇잎 모양이 아니라 둥글고 긴 덩어
리 모양으로 묘사되었고, 人身背面圖, 人身正面圖에는 대체
로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肝葉의 개수는 肝有兩葉之圖에는 2개, 人身背面圖에는 3
개, 人身正面圖에는 1개로 표현되어 있다.

(3) 잎맥

肝有兩葉之圖, 人身背面圖, 人身正面圖 모두 잎맥이 묘사
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肝有兩葉之圖, 人身背面圖, 人身正面圖 모두 잎자루가 묘
사되어 있지 않았다.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의 형태인자와 肝의 위
치로 분석하면, 三才圖會의 人身背面圖, 人身正面圖에서 
肝은 인체의 오른쪽에, 脾는 왼쪽에 있어서 存眞圖 계열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잎맥, 잎자루는 발견되지 않으며, 肝
圖는 4가지 형태인자가 모두 나타난다. 또한 肝有兩葉之圖
(우측면도)는 얼굴을 갖추지 않은 측면도(우측면도)라는 
점에서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좌측면도)와 다르다.

3) 類經圖翼(1624)의 內景圖(우측면도)

類經圖翼에 실려 있는 臟腑總圖는 內景圖49)(그림 26)
가 있다. 이를 동일서적의 肝圖50)(그림 27)와 비교, 분석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6. 內景圖

    

그림 27. 肝圖

(1) 잎의 모양

肝葉마다 대체로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잎의 개수는 7개로 표현되어 있다.

(3) 잎맥

잎맥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횡격막 밑에 있는 肝臟 상부에서 시작하여 횡격막을 관
통하여 위로 心臟까지 비교적 길게 이어진 잎자루를 묘사

4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대성문화사. 1990:83.
50)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대성문화사. 19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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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특히 잎자루의 중간부위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는 
횡격막에 의해 가려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의 형태인자로 비교해 
볼 때, 類經圖翼의 內景圖(우측면도)에는 잎의 모양, 개
수(7개), 잎자루가 나타나 있으나 잎맥은 묘사되지 않았으
며, 肝圖에는 4가지 형태인자가 모두 나타난다. 또한 類經
圖翼의 內景圖는 얼굴까지 갖추었지만 우측면도라는 점에
서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좌측면도)와 다르다.

4) 藏府證治圖說人鏡經(1662)의 背內形圖, 正內

形圖, 側內形圖(우측면도)

藏府證治圖說人鏡經에 실려 있는 臟腑總圖는 背內形圖
(그림 28), 正內形圖(그림 29), 側內形圖51)(그림 30)가 있
다. 이를 동일서적의 肝膽圖52)(그림 31)와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 背內形圖

    

그림 29. 正內形圖

 

그림 30. 側內形圖

    

그림 31. 肝膽圖

(1) 잎의 모양

모든 그림에서 肝은 인체의 오른쪽에 있다. 背內形圖에는 
1개의 덩어리 모양으로, 正內形圖에는 1개의 피침형의 나뭇
잎 모양으로, 側內形圖에는 2개의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
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잎의 개수는 背內形圖, 正內形圖에는 각각 1개로, 側內形
圖에는 2개로 표현되어 있다.

(3) 잎맥

背內形圖, 正內形圖에는 모두 잎맥이 묘사되어 있지 않
고, 側內形圖에는 주맥과 측맥이 갖추어진 잎맥이 묘사되어 
있다.

(4) 잎자루

側內形圖에서만 횡격막 밑에 있는 肝臟 상부에서 시작하

51) 錢雷. 臟腑證治圖說人鏡經. 故宮珍本總刊 vol.71. 海口:海南出版社. 2000:58.
52) 錢雷. 臟腑證治圖說人鏡經. 故宮珍本總刊 vol.71. 海口:海南出版社.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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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횡격막을 관통하여 위로 心臟까지 비교적 길게 이어진 
잎자루를 묘사하 다.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의 형태인자와 肝의 위
치로 분석하면,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背內形圖, 正內形
圖, 側內形圖에서 肝은 인체의 오른쪽에, 脾는 왼쪽에 있어
서 存眞圖 계열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側內形圖에
서만 잎의 모양과 2개의 잎과 잎자루가 발견되지만 잎맥은 
모든 그림에서 나타나 있지 않으며, 肝膽圖에도 2개의 잎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잎맥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側內形圖는 얼굴까지 갖추었지만 우측면도라는 점에서 鍼
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좌측면도)와 다르다.

5) 醫部全錄(1725)의 內景全圖(우측면도)

醫部全錄에 실려 있는 臟腑總圖는 內景全圖53)(그림 
32)가 있다. 이를 동일서적의 肝藏形象之圖54)(그림 33)와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2. 內景全圖

그림 33. 肝藏形象之圖

(1) 잎의 모양

1개는 나뭇잎 모양으로, 나머지 2개는 둥근 덩어리 모양
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잎의 개수

肝葉의 개수는 3개로 표현되어 있다.

(3) 잎맥

잎맥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잎자루

잎자루가 묘사되어 있지 않았다.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의 형태인자로 비교해 

볼 때, 醫部全錄의 內景全圖(우측면도)에는 잎의 모양, 
잎의 개수(3개)가 발견되지만 잎자루는 나타나있지 않으며, 
肝藏形象之圖에는 4가지 형태인자가 모두 나타난다. 또한 
肝有兩葉之圖는 잎맥과 얼굴을 갖추고 있으나 우측면도라
는 점에서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좌측면도)와 다르다.

이상으로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5종(鍼灸聚
英, 三才圖會, 類經圖翼, 藏府證治圖說人鏡經, 醫部
全錄)에 나타난 肝臟 형태를 잎 모양, 잎의 개수, 잎맥, 잎

53) 陳夢雷. (圖書集成)醫部全錄. v.5. 서울:大星文化社. 1992:27.
54) 陳夢雷. (圖書集成)醫部全錄. v.5. 서울:大星文化社. 19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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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의 형태인자로 나누어 동일 서적의 肝臟圖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臟腑總圖 5종 중 三才圖會의 肝有兩葉之圖와 藏府證
治圖說人鏡經의 背內形圖를 제외하고 모두 피침형의 잎 
모양이 발견되었고, 잎의 개수는 1개~7개로 다양하다. 특
히 類經圖翼에서는 肝葉을 7개로 표현하 다.

그물 모양의 잎맥은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와 藏府
證治圖說人鏡經의 側內形圖에서만 발견된다.

잎자루는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좌측면도)와 類經
圖翼의 內景圖(우측면도),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側內形
圖(우측면도)에서 발견되었지만, 三才圖會, 醫部全錄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정리하면,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5종 중 
오직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좌측면도)에서만 잎 모양, 
잎의 개수, 잎맥, 잎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 중 모두 나타
나며, 類經圖翼의 內景圖(우측면도)와 藏府證治圖說人鏡
經의 側內形圖(우측면도)에서는 3가지가 나타나지만 잎맥
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臟腑總圖 5종을 鍼灸聚英의 肝
臟圖와 비교하면, 그 유사도가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
(좌측면도)와 가장 높으며, 類經圖翼의 內景圖(우측면도)
와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側內形圖(우측면도)가 그 다음
으로 높다.

다만 類經圖翼의 內景圖에는 7개의 肝葉을 묘사하고 
있지만, 다른 臟腑總圖에 나타난 肝葉의 개수는 背面圖, 正
面圖, 側面圖에 따라 모두 다르다. 臟腑總圖에서 여러 방향
에서 인체를 바라볼 때 肝臟의 일부분만 보이므로 잎의 개
수가 서로 다른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므로 類經圖翼의 
內景圖에 나타난 肝葉은 작위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다.

4.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의 근거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로 나
누어 北宋 이전의 臟腑圖(道家 계열의 臟腑圖까지 포함)와 
그 이후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와 肝臟圖에 나타
난 肝의 형태 등 3가지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鍼灸聚英
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 肝臟圖의 근거가 北宋 이전의 臟
腑圖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잎 모양

肝葉은 煙蘿子內境圖(五代),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
經(시대 未詳)의 肝藏圖, 歐希範五臟圖(北宋)의 心氣圖, 
存眞圖(北宋)의 前向面圖, 背面圖, 心氣圖와 五臟六腑圖
(醫方類聚의 인용서적) 중 肝藏圖(唐代 말~北宋)에서 대
체로 피침형의 잎 모양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 明堂臟腑圖
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5종 중 三才圖會의 肝有兩葉之圖
와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背內形圖를 제외하고 모두 피
침형의 잎 모양이 발견되었고,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
圖 5종에도 피침형의 나뭇잎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로써 肝葉이 피침형의 잎 모양을 띠게 된 것은 五代에
서 시작되었고, 그 후 北宋 이전의 臟腑圖와 明堂臟腑圖에
서 기원한 肝臟圖에서 대체로 이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2) 잎의 개수

煙蘿子內境圖, 歐希範五臟圖, 存眞圖 등 臟腑總圖에서 잎
의 개수는 背面圖, 正面圖, 心氣圖 등에 따라 2개~3개로 
다양하다. 道家 계열의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의 肝
藏圖에는 4개로 표현되어 있고, 醫方類聚(1445)의 肝藏
圖에는 잎의 개수를 7개로 표현하 다. 그 후로 明堂臟腑圖
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5종에는 잎의 개수가 1개~7개로 다
양하지만, 肝臟圖 5종에는 모두 7개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北宋 이전의 臟腑圖(道家 계열의 臟腑圖
까지 포함)에는 肝葉의 개수가 2~3개 또는 4개로 표현되
었다가 醫方類聚의 인용서적인 五臟六腑圖(唐代 말~北
宋) 중 肝臟圖에서 처음으로 7개로 표현되었다. 그 후 鍼
灸聚英(1529)의 肝臟圖에서 五臟六腑圖(醫方類聚의 인
용서적)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을 받아 처음으
로 7개로 표현된 후 다른 肝臟圖에서도 이를 따랐다. 다만 
醫方類聚(1445) 자체가 鍼灸聚英에 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에는 
잎의 개수가 1개~7개로 다양하다.

3) 잎맥

그물 모양의 잎맥은 北宋 이전의 臟腑圖(道家 계열의 臟
腑圖까지 포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 후로 明堂臟
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중 鍼灸聚英(1529)의 五藏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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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之圖에 잎맥이 묘사되었지만 그 후 藏府證治圖說人鏡經
의 側內形圖에만 잎맥이 발견되며,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5종 중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肝膽圖를 제외하고 
모두 잎맥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시대 순으로 정리하면, 北宋 이전의 臟腑圖에서는 
잎맥을 표현하지 않았다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5종 중 鍼灸聚英(1529)에서 처음으로 잎맥을 묘사하자 
그 이후 3종의 서적에서 鍼灸聚英을 따랐으며, 明堂臟腑
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5종 중 鍼灸聚英에서 처음으로 
잎맥을 묘사하자 그 이후 1종의 서적에서 따랐다.

4) 잎자루

肝臟의 잎자루는 北宋 이전의 臟腑圖 중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의 心氣圖와 道家 계열의 臟腑圖 중 上淸黃庭五藏
六府眞人玉軸經의 肝藏圖에만 표현되어 있다. 四氣攝生圖
의 肝神圖에는 잎자루보다는 꽃대에 가까운 모양이 표현되
어 있다. 그 후로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중 鍼
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와 類經圖翼의 內景圖와 藏府證
治圖說人鏡經의 側內形圖에서는 잎자루가 발견되지만, 三
才圖會, 醫部全錄에서는 잎자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러나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에는 모두 잎자루가 길
게 묘사되어 있다.

잎자루는 처음에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의 心氣圖에서 그 
길이가 매우 길게 표현되고,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
의 肝藏圖에서 매우 짧게 묘사되다가, 鍼灸聚英의 五藏六
府之圖에서 心臟과 횡격막의 거리가 멀어지고 肝臟이 좀 
더 아래쪽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됨에 따라 그 길이가 가장 
길어졌으며, 類經圖翼의 內景圖와 藏府證治圖說人鏡經
의 側內形圖에서 鍼灸聚英을 따랐다.

참고로, 측면도의 구도는 北宋 이전에는 煙蘿子內境圖 중 
修眞十書에서 우측면도, 좌측면도가 모두 사용되고 歐希
範五臟圖와 存眞圖에서 우측면도만 사용되었다. 그 후 鍼
灸聚英의 五臟六腑圖에서 처음으로 좌측면도만 사용되
다가, 類經圖翼, 醫部全錄 등 일부 서적에서 다시 우측
면도로 회귀하 다.

Ⅲ. 결론

이상으로 4가지 형태인자(잎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로 나누어 北宋 이전의 臟腑圖(道家 계열의 臟腑圖까지 포
함)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를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
總圖와 肝臟圖 내의 그것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鍼灸聚英(1529)의 五藏六府之圖(臟腑總圖)는 黃龍祥의 
견해(存眞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의 합성)와 달리, 
煙蘿子內境圖(五代), 歐希範五臟圖(北宋), 存眞圖(北宋)에 
걸쳐 잎 모양에 점차 가까워지므로 모두로부터 향을 받
았다고 추정되는데, 그 중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의 心氣圖
(우측부분도)에만 잎자루가 나타나므로 그 향이 가장 컸
다고 본다.

鍼灸聚英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측면)와 
臟腑分圖(10종)가 처음 발견되는 서적이다.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와 肝臟圖에 나타나는 肝臟의 4가지 형태인자 
중 잎의 모양은 煙蘿子內境圖(五代)에서 처음 나타나며, 7
개의 잎은 醫方類聚의 인용서적인 五臟六腑圖(唐代~北宋 
초) 중 肝藏圖에서 처음 나타나며, 잎자루(肝系)는 歐希範
五臟圖(北宋)의 心氣圖에서 처음 나타나지만, 그물모양의 
잎맥은 어떤 그림에서도 찾을 수 없다. 즉 잎맥은 鍼灸聚
英(明代)의 五藏六府之圖와 肝臟圖에 이르러서야 처음 나
타나는 특징이다.

특히, 五臟六腑圖(醫方類聚의 인용서적) 중 肝臟圖는 
鍼灸聚英의 肝臟圖에 7개의 잎이 나타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선의 醫
方類聚가 당시에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醫
方類聚 자체가 중국의 臟腑圖의 형성에 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중 피침형의 잎 모양, 잎
자루는 北宋 이전의 臟腑圖(煙蘿子內境圖(五代), 歐希範五
臟圖(北宋), 存眞圖(北宋)의 心氣圖, 上淸黃庭五藏六府眞
人玉軸經의 肝藏圖 등)가 근거가 될 수 있지만, 7개의 잎
은 醫方類聚의 인용서적인 五臟六腑圖(唐代~北宋 초. 
저자 未詳)에 근거하여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잎맥의 
묘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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