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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이 과 이후 臟腑圖의 심장 형태요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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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Form Factors of Heart in ZangFu Diagrams before and after 
Northern So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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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paper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ZangFu diagrams made after Northern Song Dynasty were influenced by ZangFu 

diagrams made before Northern Song Dynasty, and how diagrams of the whole body and heart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and 

affected each other when quoted in books published after Northern Song Dynasty.

Method : The author used four form factors including heart shape, internal curved lines, cylinder-like structures above heart, and 

wuzangxi (五臟系) which resembles a lotus flower which has not yet bloomed, to analyze and compare different ZangFu diagrams 

before and after the Northern Song Dynasty.

Results : Two form factors, the shape of heart and wuzangxi, are described in ZangFu diagrams before Northern Song, and may have 

influenced ZangFu diagrams after Northern Song. However, the other two form factors (internal curved lines and cylinder-like structures 

above the heart) did not influence ZangFu diagrams after Northern Song. All form factors of heart found in WuCangLiuFuZhiTu (within 

the whole body) and diagram of heart in ZhenJiuJuYing (鍼灸聚英) were most similar, but the two paintings became less similar as 

they were cited in several books. With the exception of the form factor with structures above heart, the three other form factors are 

almost identical between two paintings produced after Northern Song dynasty, as displayed in the same book.

Conclusion : ZangFu diagrams of the heart produced after Northern Song Dynasty, were not completely based on ZangFu diagrams 

made before Northern Song Dynasty. Diagrams of whole body and those of the heart were changed, while influencing each other after 

Northern Song.

Key words : Diagram of heart (心臟圖), Diagram of whole body, ZangFu diagram (臟腑圖), MingTangZangFuTu (明 臟腑圖)

Ⅰ. 서론

臟腑總圖와 臟腑分圖에 해 “臟腑總圖는 北宋 楊介의 
存眞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를 하나로 합성한 것이
고, 臟腑分圖는 醫家들이 五臟六腑를 나누어서 그림을 그린 
것”1)으로 평가하 다. 그런데 明代에 최초의 臟腑分圖(鍼
灸聚英에 실림)가 10개의 臟腑마다 하나씩 나누어 그려질 
때 그 이전의 臟腑總圖에 근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臟腑總圖의 기원과 변화를 요약하자면, 楊介의 存眞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는 각각 정면과 후면 구도로 되어 
있고, 그 후 孫煥이 重刊한 華陀內照圖(元代, 1273)에는 
정면, 후면(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 외에 여러 폭의 부분
적인 측면도(心氣圖, 肺側圖, 氣海膈膜圖, 脾胃包系圖, 命門
大小腸膀胱之系圖)가 추가되고, 明代 중엽 高武의 鍼灸聚
英(1529)에서 五臟六腑 모두가 한 폭에 측면 구도로 표현
된 臟腑總圖(五藏六府之圖)가 처음 나타났다.

臟腑分圖의 기원과 변화를 요약하자면,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分圖 10폭은 鍼灸聚英에서 처음 나타난 후로 
여러 서적에서 인용하 는데, 그 중 몇몇 서적에서 心包圖, 
三焦圖, 命門圖 등이 추가되었다.

1)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靑島出版社.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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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聚英의 臟腑總圖 1폭(五藏六府之圖)과 臟腑分圖 
10폭2)은 많은 서적에서 인용되는 과정에서 묘사의 큰 틀
은 유지되었지만 미세한 變異가 나타났는데3), 그러한 變異
가 발생한 까닭은 단순히 醫家들이 제 로 模寫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 것으로 추측한다.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分圖에 해 일찍이 黃龍祥
은 4계열로 나누어 14종의 서적을 분류하 고4), 필자는 이
를 29종으로 확 하 고5)6)7), 이 등8)은 三才圖會, 類
經圖翼의 臟腑分圖 12폭을 비교하 다.

그에 비해 臟腑總圖와 臟腑分圖를 서로 비교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데, 필자가 肝臟을 상으로 두 그림
을 비교한9) 바가 있다.

이 연구는 北宋 이후, 특히 鍼灸聚英 이후 臟腑總圖와 
心臟圖가 北宋 이전 臟腑圖로부터 얼마만큼 향을 받았는
지, 또한 北宋 이후에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總圖와 心臟圖
가 여러 서적에서 인용될 때 어떻게 향을 주었는지 밝히
고자 한다.

心臟의 형태를 세 하게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 방
식10)을 참고하여, 심장의 4가지 형태요소, 즉 心臟 본체, 
내부의 곡선,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五臟系로 나누
어 비교한다.

먼저 北宋 이전 臟腑總圖(煙蘿子內境圖, 區希範五臟圖, 
存眞圖 계열) 5종과 北宋 이전으로 추정되는 道家 계열 서
적의 臟腑圖 5종을 분석･비교하고, 다음으로 북송 이후 明
堂臟腑圖 기원 臟腑總圖 6종(鍼灸聚英(1529), 三才圖會
(1607), 鍼方六集(1618), 類經圖翼(1624), 藏府證治圖
說人鏡經(1662), 醫部全錄(1725))11)의 臟腑圖를 분석･
비교한다. 두 가지의 결과로부터 北宋 이전과 이후의 臟腑
圖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연구는 心臟圖의 기원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역  醫家들이 心臟을 인식한 관점을 이해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 한다.

Ⅱ. 본 론

1. 北宋 이전 臟腑總圖 3종 계열과 비교

北宋 이전 臟腑總圖에 나타난 心의 형태를 明堂臟腑圖에
서 기원한 心臟圖에 나타난 心의 형태와 비교함으로써 北
宋 이전 臟腑總圖가 心臟圖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 평
가한다.

북송 이후 心臟圖(明堂臟腑圖 기원)는 心臟 본체, 내부의 
곡선,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五臟系 등 4가지 형태
인자와 附記를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北宋 이전(明
堂臟腑圖 등장 전) 臟腑總圖(煙蘿子內境圖,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에는 心臟에 한 附記가 있지 않으므로 心의 형태
를 4가지 형태인자로 나누어 분석한다.

1) 煙蘿子內境圖 계열

煙蘿子內境圖(五代)가 전해지는 서적은 石泰의 修眞十
書･雜著捷徑(南宋)12)(그림 1), 李駉의 黃帝八十一難經纂
圖句解(1269, 南宋)의 道藏本13), 元 刊本14)(그림 2, 3)
으로 알려져 있는데15) 이를 분석하 다.

2) 針灸聚英에는 본래 心包, 三焦를 제외한 五臟六腑 각각이 묘사된 그림 10폭이 실려 있다.
3)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의 비교｣.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30(3):55-76.
4)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靑島出版社. 2003:30.
5)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2):31-54.
6)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肺臟圖 29종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29(1):11-31.
7)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의 비교｣.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30(3):55-76.
8) 이명철, 박경남, 맹웅재.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 臟腑圖에 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6;20(2):149-168.
9) 조학준. ｢北宋 이전 臟腑圖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圖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요소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7-33.
10)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의 비교｣.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30(3):55-76.
11) 臟腑分圖는 針灸聚英, 靈樞註證發微, 類經圖翼, 鍼灸原樞의 4계열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 臟腑總圖가 함께 있는 서적은 針灸聚英과 

類經圖翼이다. 三才圖會, 醫部全錄은 靈樞註證發微 계열에 속한 서적이지만 臟腑分圖의 세부 묘사가 서로 다르면서도 臟腑總圖가 함께 
실려 있기에 추가하 다. 鍼方六集과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은 둘 다 針灸聚英 계열에 속한 서적이지만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은 臟腑分圖의 
묘사가 동일계열의 그림과 매우 다르고, 鍼方六集은 臟腑總圖의 묘사가 동일계열의 그림과 매우 다르기에 추가하 다.

12) 施博爾 原編. 石泰 著. 修眞十書･雜著捷徑(道藏 vol. 4). 北京:文物出版社. 1988:690.
13) 施博爾 原編. 李駉 著.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道藏 vol. 21). 北京:文物出版社. 1988:595.
14)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靑島出版社. 2003:11.
15)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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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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心臟 본체의 모양

修眞十書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모두에서 위쪽
은 肺葉에 가려져 있어서 모양을 알 수 없고 아래쪽은 뾰
족한 연꽃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修眞十書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모두에서 묘사
되어 있지 않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修眞十書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모두에서 심장
의 위쪽은 肺葉에 가려져 있어서 발견할 수 없다.

(4) 五臟系 등

修眞十書와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모두에서 심장
의 위쪽은 肺葉에 가려져 있어서 발견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요약･분석하자면, 煙蘿子內境圖 계열로 분류
되는 修眞十書,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道藏本, 元 
刊本)에서 心臟의 위쪽 부분은 肺葉으로 가려져 있어서 明
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心
臟 본체, 내부의 곡선,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五臟
系 등 4가지 형태인자를 제 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心臟 
본체 중 아래쪽은 뾰족한 연꽃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類經圖翼 계열의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
記, 經絡相法의 심장 본체의 모양과 유사하다. 

이런 특징에 한 근거는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762)
에서 “심장의 형태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과 같되 가운데에 
9개의 구멍이 있다.”16)와 滑壽는 十四經發揮(1341)에서 
“심장의 형태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과 같되 肺의 아래와 횡
격막의 위에 있으며 척추의 제 5椎에 부착되어 있다.”17)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2) 歐希範五臟圖 계열

歐希範五臟圖(北宋代)는 梶原性全의 頓醫鈔(1304)와 萬
安方(1315)에 보존되어 있다고18) 알려져 있다. 

그런데 頓醫鈔와 萬安方에 수록된 그림에는 일관성
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된다. 頓醫鈔 중 正面內向圖, 背圖
와 萬安方 중 前向面圖, 背面圖의 ‘肝’은 煙蘿子內境圖의 
‘脾’의 형상에 표기하 고, 萬安方 중 前向面圖, 背面圖의 

16)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313. “心形如未敷蓮花, 中有九孔, 以導引天眞之氣, 神之宇也.”
17) 滑壽. 十四經發揮(滑壽醫學全書 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86. “心形如未敷蓮花, 居肺下膈上, 附著于脊之第五椎.”
18)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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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脾’는 煙蘿子內境圖의 ‘肝’의 형상에 표기하 는데, 이런 특
징은 區希範五臟圖에서 발견되는 것19)으로 알려져 있다.

그 특징에 근거하면 頓醫鈔 중 正面內向圖, 背圖와 萬
安方 중 正面圖는 肝의 모양이 七葉으로 되어 있지 않고 
肝이 인체 내 오른쪽에 위치하므로 區希範五臟圖의 특징을 
보이고, 頓醫鈔 중 正背圖는 ‘正背圖’라는 명칭과 달리 정
면을 묘사하고 있는데20) 肝의 모양이 七葉으로 되어 있지 
않고 ‘正背圖’로 간주한다면 肝이 인체 내 왼쪽에 위치하므
로 煙蘿子內境圖의 특징이 보이지만, 정면도로 간주한다면 
肝이 오른쪽에 위치하므로 區希範五臟圖의 특징을 보인다. 
萬安方 중 前向面圖, 背面圖는 肝의 모양이 七葉으로 되
어 있지 않으므로 區希範五臟圖의 특징을 보이고, 萬安方
중 正面圖는 肝의 모양이 七葉으로 되어 있고 肝이 인체 
내 오른쪽에 위치하므로 存眞圖의 특징을 보인다.

정리하면, 梶原性全의 頓醫鈔21)의 正面內相圖(또는 五
臟六腑形圖, 그림 4), 正背圖(실제로는 정면도, 그림 5), 背
圖, 心肺二臟之圖(그림 6), 心氣圖(그림 7), 氣海膈膜圖, 脾
胃包系圖, 蘭門水穀泌別圖, 命門大小腸膀胱之系圖 9종과 萬
安方22)의 前向面圖(그림 8), 正面圖, 背面圖(그림 9), 右
高向圖(그림 10), 心氣圖(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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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종 가운데에서 
歐希範五臟圖(北宋代)로 볼 수 있는 그림은 頓醫鈔의 正
面內向圖(그림 4), 正背圖(그림 5), 心肺二臟之圖(그림 6), 
心氣圖(그림 7)와 萬安方(1315)의 前向面圖(그림 8), 右
高向圖(그림 9), 心氣圖(그림 10)에 불과하며23), 나머지 
그림은 存眞圖 또는 煙蘿子內境圖의 특징을 보인다.

頓醫鈔의 正面內向圖(그림 4), 正背圖(그림 5), 心肺二
臟之圖(그림 6), 心氣圖(그림 7)와 萬安方(1315)의 前向
面圖(그림 8), 右高向圖(그림 9), 心氣圖(그림 10)는 모두 
심장이 묘사된 그림이므로 그 그림들을 심장의 4가지 형태
인자로 분석한다.

그림 4. 頓醫鈔(正向)

그림 5. 頓醫鈔(正背)

그림 6. 頓醫鈔(心肺)

19)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75. “煙蘿子內境圖에 그려진 肝과 脾의 모양은 정확하지만 肝은 왼쪽, 脾는 오른쪽에 위치하여 
좌우가 바뀌어 있고, 區希範五臟圖에서는 肝과 脾의 모양은 그 로 둔 채로 肝과 脾라는 표시만 바꾸어 위치만 바로잡았고, 存眞圖에 와서야 
肝과 脾의 위치뿐만 아니라 肝과 脾의 모양까지 바꾸어 착오를 완전히 바로 잡았다.”

20) 煙蘿子內境圖, 存眞圖 등 정면도에는 공통적으로 심장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頓醫鈔 중 正背圖는 정면도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21) 梶原性全. 頓醫鈔. 東京:科學書院. 2003:38, 41, 44, 45.
22)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靑島出版社. 2003:20.
23) 黃龍祥은 頓醫鈔 중 正面內向圖, 背圖를 存眞圖의 傳本으로 보고 있고(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靑島出版社. 2003:22) 萬安方 

중 前向面圖, 背面圖를 모두 存眞圖의 傳本으로 보고 있지만(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靑島出版社. 2003:12), 肝과 脾의 위치는 
각각 우측과 좌측으로 정확하나 각각의 모양이 서로 뒤바뀌어 있으므로 存眞圖로 간주하기 보다는 區希範五臟圖로 간주하는 편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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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頓醫鈔(心)

그림 8. 萬安方(前向)

그림 9. 萬安方(右高)

그림 10. 萬安方(心)

(1) 心臟 본체의 모양

頓醫鈔의 心氣圖(그림 7)에는 원형으로 묘사되어 있
고, 萬安方의 右高向圖(그림 9)에는 아래쪽이 뾰족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동일서적의 心氣圖(그림 10)에는 좌우가 
긴 타원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세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
림에서 위쪽은 肺葉에 가려져 있어서 모양을 알 수 없고 

체로 아래쪽은 둥글게 묘사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위의 그림 모두에서 묘사되어 있지 않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위의 그림 모두에서 발견할 수 없다.

(4) 五臟系 등

頓醫鈔의 心氣圖(그림 7)와 萬安方의 右高向圖(그림 
9), 心氣圖(그림 10)에서 각각 心에서 肝, 肺, 脾, 腎과 이
어지는 4가닥의 五臟系를 묘사하고 있다. 세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에서 심장의 위쪽은 肺葉에 가려져 있어서 五
臟系를 발견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요약･분석하면, 區希範五臟圖 계열로 분류되
는 頓醫鈔와 萬安方의 몇몇 그림에서 심장 본체는 원
형, 좌우로 긴 타원형, 아래가 뾰족한 모양 등으로 다양하
게 묘사되어 있고, 일부 그림에서 心에서 肝, 肺, 脾, 腎과 
이어지는 4가닥의 五臟系가 묘사되어 있으나, 원통형의 길
쭉한 막 기 형태는 어떤 그림에도 묘사되어 있지 않다. 區
希範五臟圖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심장 본체 아래쪽이 뾰
족한 특징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762)과 十四經發揮
(1341)에서 “심장의 형태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과 같다.”는 
내용을 반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存眞圖 계열

存眞圖(北宋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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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頓醫鈔의 正面內相
圖(또는 五臟六腑形圖), 正背圖, 背圖, 心肺二臟之圖, 心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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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氣海膈膜圖, 脾胃包系圖, 蘭門水穀泌別圖, 命門大小腸膀
胱之系圖 9종과 萬安方의 前向面圖, 正面圖, 背面圖, 右高
向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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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종과 비교하면 명칭과 그림의 묘사가 

체로 유사하지만(서로 유사한 그림은 볼드체의 밑줄로 
표시함), 頓醫鈔에 비해 正背圖와 萬安方에 비해 前向
面圖 등 1폭이 적다.

華陀內照圖 등 傳本이 여러 가지로 전해오는데, 그 중 
가장 표적인 傳本은 孫煥이 重刊한 華陀內照圖(元代, 
1273)에 실린 그림이다. 그 서적의 그림 중에서 심장이 묘
사된 人臟正面圖(그림 11), 肺側圖(그림 12), 心氣圖(그림 
13)24)와 비교하 다.

그림 11. 人臟正面圖

그림 12. 肺側圖

그림 13. 心氣圖

(1) 心臟 본체의 모양

세 그림에서 모두 상하로 긴 타원형으로 묘사되어 있는
데, 人臟正面圖(그림 11)에는 아래쪽이 둥글지만 肺側圖(그
림 12)와 心氣圖(그림 13)에는 아래쪽이 약간 뾰족하게 묘
사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위의 그림 모두에서 묘사되어 있지 않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위의 그림 모두에서 발견할 수 없다.

(4) 五臟系 등

肺側圖(그림 12)와 心氣圖(그림 13)에서 각각 心에서 
肝, 肺, 脾, 腎과 이어지는 4가닥의 五臟系를 묘사하고 있
다. 두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에서 심장의 위쪽은 肺葉
에 가려져 있어서 五臟系를 발견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요약･분석하면, 存眞圖 계열로 분류되는 華
陀內照圖의 몇몇 그림에서 심장 본체는 상하로 긴 타원형
이면서 아래가 뾰족한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萬安方
의 右高向圖(그림 9)에 비교하면 덜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
다. 華陀內照圖에서 나타나는 심장 본체 아래쪽이 뾰족한 
특징은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과 十四經發揮의 관점을 
반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4)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自由出版社. 1976:19, 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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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心에서 肝, 肺, 脾, 腎과 이어지는 4가닥의 五臟系
는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심장 상부의 구조물(원통형 
막 기 형태)은 어떤 그림에도 묘사되어 있지 않다.

2. 北宋 이전 道家 계열 서적의 臟腑圖(5종)와 

비교

앞선 분석 결과,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서 4가
지 형태인자(심장 본체의 모양, 내부의 곡선, 心臟 위쪽의 
구조물, 五臟系 등)는 모두 나타나지만, 北宋 이전 臟腑總
圖에서는 심장 본체의 모양과 五臟系만 발견됨을 보았다.

煙蘿子內境圖 계열의 그림이 실린 修眞十書･雜著捷徑
에는 우측면도와 좌측면도(그림 14)25)의 2폭이 더 있는데, 
그 그림에 心의 형태가 묘사되어 있다. 그 그림에는 뱃속에 
嬰兒와 龍 등이 묘사되어 道家의 색채를 띠고 있다.26) 그 
외에 心臟圖가 있는 道家 계열 서적은 胡愔의 黃庭內景五
藏六府補瀉圖(唐代)(그림 15)27)와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
玉軸經(저서, 시  미상)(그림 16)28), 四氣攝生圖(저서, 
시  미상)(그림 17)가 표적이다. 

3가지 서적 중에서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는 醫方類
聚(1445)의 五臟六腑圖에 향을 끼쳤는데29) 醫方類聚
의 五臟六腑圖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 누락된 神名을 
四氣攝生圖로써 보충하 다.30)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
軸經은 저술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선행연구31)에서 醫方
類聚와 비교하 기에 함께 분석하 다.

선행 연구32)에서 醫方類聚에서 인용한 五臟六腑圖가(醫
方類聚자체가 아니며,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와 다른 
그림임에 유의해야 함)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에 
나타나는 肝臟의 잎의 개수가 7개인 점에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 다.

본 연구는 北宋 이전 道家 계열 서적 臟腑圖 5종(修眞
十書･雜著捷徑,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 上淸黃庭五藏
六府眞人玉軸經, 四氣攝生圖,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
에 해 4가지 형태인자(심장 본체의 모양, 내부의 곡선, 心

臟 위쪽의 구조물, 五臟系 등)로 분석하여 그것이 明堂臟腑
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한다.

1) 煙蘿子內境圖 중 修眞十書･雜著捷徑의 右側之

圖, 左側之圖(그림 14)

그림 14. 修眞十書･雜著捷徑

(1) 心臟 본체의 모양

右側之圖와 左側之圖(그림 14)에 肺葉 사이에 상하로 긴 
타원형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모두 뾰족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내부의 곡선은 묘사되어 있지 않고, 右側之圖에는 ‘姹女
(예쁜 여자)’가 쓰여 있고 함께 여자 형상이 그려져 있으
며, 左側之圖에는 ‘絳宮(玉精猛獸碧碧眼胡兒)’이 쓰여 있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묘사되어 있지 않다.

25) 施博爾 原編. 石泰 著. 修眞十書(道藏 vol. 4). 北京:文物出版社. 1988:69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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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의학원

전학회. 2008;21(3):5.
27) 施博爾 原編.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道藏 vol. 6). 北京:文物出版社. 1988:688.
28) 施博爾 原編. 黃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道藏 vol. 34). 北京:文物出版社. 1988:289.
29) 김 형,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와 編制에 한 고찰｣. 韓國醫史學會誌. 2003;16(1):39-62.
30) 김학동, 구인모, 박성범, 이병욱, 김기욱. ｢醫方類聚의 臟腑圖와 五臟存思法에 관한 연구｣.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28(4):11-40.
31) 김학동, 구인모, 박성범, 이병욱, 김기욱. ｢醫方類聚의 臟腑圖와 五臟存思法에 관한 연구｣.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28(4):11-40.
32) 조학준. ｢北宋 이전 臟腑圖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圖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요소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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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五臟系 등

묘사되어 있지 않다.

2) 黃庭內景五臟六腑補瀉圖의 心藏圖(그림 15)

그림 15. 心臟圖

(1) 心臟 본체의 모양

朱雀(心臟의 神)으로 표현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묘사되어 있지 않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五臟系 등

묘사되어 있지 않다.

3)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의 心藏圖(그림 16)

그림 16. 心藏圖

(1) 心臟 본체의 모양

위쪽은 아직 피지 않은 연꽃 모양으로, 아래쪽은 朱雀으
로 표현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위쪽에 3개의 직선이 ‘川’자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五臟系 등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四氣攝生圖의 心神圖(그림 17)

그림 17. 心神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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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心臟 본체의 모양

아직 피지 않은 연꽃 속에 朱雀이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
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묘사되어 있지 않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五臟系 등

묘사되어 있지 않다.

5) 醫方類聚의 五臟六腑圖중 心藏圖(그림 18)

그림 18. 心藏圖

(1) 心臟 본체의 모양

위쪽에 離卦(☲)가, 가운데에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이, 좌
우로 구름이, 아래쪽의 좌측에는 예쁜 여자(姹女)가, 우측
에는 朱雀이 표현되어 있다.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은 아래쪽
이 뾰족하고 위쪽은 꽃받침과 연결된 듯이 벌어져 있다.

(2) 내부의 곡선

피지 않은 연꽃을 묘사하고자 좌우로 벌어지는 곡선으로 
표현하 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묘사되어 있지 않다.

(4) 五臟系 등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분석하면, 修眞十書･雜著捷徑(그림 

14)을 제외하고 그림 15~18에서 공통적으로 朱雀이 묘사
되어 있는데 心臟의 神이 남방 朱雀이므로 그것을 그린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의 心
藏圖(그림 16)에는 위쪽에는 아직 피지 않은 연꽃 안에 
‘川’字 모양의 3개의 직선(여러 연꽃잎의 경계)이, 아래쪽에
는 朱雀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四氣攝生圖의 心神圖(그
림 17)에는 피지 않은 연꽃 속에 朱雀이 들어있는데 위쪽
이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다. 醫方類聚의 心藏圖(그림 18)
는 道家 계열의 다른 그림(그림 15~17)과 마찬가지로 心
臟의 神인 朱雀이 묘사된 동시에 한 명의 예쁜 여자(姹女), 
2개의 구름, 卦象 중 離卦(☲)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특히 
피지 않은 연꽃을 표현하기 위해 내부에 좌우로 벌어지는 
곡선을 표현하 다. 修眞十書･雜著捷徑의 右側之圖와 左
側之圖(그림 14)에도 심장 본체의 모양이 다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뾰족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연꽃봉오리를 연상
케 한다.

3. 北宋 이후 臟腑圖(明堂臟腑圖 기원) 6종과 

비교

北宋 이후 臟腑總圖(明堂臟腑圖 기원) 6종, 즉 鍼灸聚
英(1529), 三才圖會(1607), 鍼方六集(1618), 類經圖
翼(1624), 藏府證治圖說人鏡經(1662), 醫部全錄(1725)
을 동일 서적의 心臟圖와 분석･비교함으로써 臟腑總圖와 
心臟圖의 묘사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고, 또한 北宋 
이후 臟腑總圖와 心臟圖가 여러 서적에서 인용될 때 어떠
한 향을 주었는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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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그
림 19)이다. 이를 동일서적의 心臟圖34)(그림 20)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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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9. 五藏六府之圖

그림 20. 心臟圖

(1) 心臟 본체

針灸聚英 心臟圖에는 꼭지부분이 움푹 들어간 길쭉한 
사과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針灸聚英의 臟腑總
圖, 즉 五藏六府之圖에서 心臟 본체 모양과 흡사하다.

(2) 내부의 곡선

針灸聚英 心臟圖에는 심장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針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에서 心
臟 내부의 곡선과 흡사하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針灸聚英 心臟圖에는 상단에 7마디가 있는 원통형 막
기 형태 1개가 있는데, 이는 針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

에서 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肺의 내부를 관통하여 목의 
상단에서 끝나는 구조물(마디가 12개 이상)로 표현된 것과 
흡사하지만, 마디 개수는 서로 다르다. 또한 두 그림에서 
이 구조물 자체에 한 명칭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상
단에 心臟圖에는 ‘肺脘’이, 五藏六府之圖에는 ‘氣嚨’이 표기
되어 있는데, 아마도 둘 다 ‘喉嚨’을 의미하는 듯하다.

(4) 脾系, 肝系, 腎系

針灸聚英 心臟圖에는 상단에 7마디가 있는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1개와 오른쪽으로 휘어진 絲系 3개 등 
총 4개의 五臟系가 있는데, 이는 針灸聚英의 五藏六府之
圖에서 표현된 4개의 絲系와 유사하다. 다만 좌측면도인 五
藏六府之圖에는 胃와 식도에 의해 가려져서 脾系는 보이지 
않지만, 心臟의 우측으로 脾系, 肝系, 腎系로 갈라져 나온 
순서도 일치한다. 絲系 3개 중에서 脾系는 심장 본체로부터 
갈라져 나왔지만 肝系, 腎系는 원통형 막 로부터 갈라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五藏六府之圖에는 腎系만 원통형 
막 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5) 附記

針灸聚英의 心臟圖는 “五臟系皆屬於心”의 附記가 있지
만 五藏六府之圖에는 없다.

이상으로 鍼灸聚英의 臟腑總圖(五藏六府之圖)와 心臟
圖를 비교･분석한 결과, 심장 본체의 모양, 내부의 가로방
향 곡선 3개,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脾系, 肝系, 腎
系 등 五臟系의 묘사가 체로 일치하지만, 원통형의 길쭉
한 막 기 형태에 표시된 마디 개수와 五臟系 중 肝系, 腎
系가 갈라져 나온 위치는 서로 다르다.

2) 三才圖會(1607)의 心有兩葉之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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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그
33) 高武. 鍼灸聚英(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ol. 99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536.
34) 高武. 鍼灸聚英(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ol. 99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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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1), 人身正面圖36)(그림 22)가 있다. 이를 동일서적의 
心圖37)(그림 23)와 분석･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1. 肝有兩葉之圖

그림 22. 人身正面圖

그림 23. 心圖

(1) 心臟 본체

三才圖會의 心圖(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에는 꼭
지가 움푹 들어간 사과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三才圖
會의 肝有兩葉之圖에는 심장 자체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人身正面圖에는 심장이 묘사되어 있지만 심장 본체 중 하
단만 나타나 있다.

(2) 내부의 곡선

三才圖會의 心圖, 肝有兩葉之圖, 人身正面圖 모두 심장 
내 곡선이 표현되지 않았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三才圖會의 心圖(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계열)에는 원
통형 막 기가 표현되어 있지만, 三才圖會의 肝有兩葉之
圖, 人身正面圖에는 모두 표현되어 있지 않다.

(4) 脾系, 肝系, 腎系

三才圖會의 心圖에는 원통형 막 기로부터 왼쪽으로 
갈라진 絲系 1개(脾系)와 오른쪽 위쪽으로 뻗은 絲系 1개
(肺系)와 아래로 뻗은 絲系 2개(腎系, 肝系) 등 총 5개로 
이루어졌지만, 三才圖會의 肝有兩葉之圖, 人身正面圖에 
모두 脾系, 肺系, 腎系, 肝系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5) 附記

三才圖會의 心圖에는 “五臟系皆屬于心”의 附記가 있지
만, 肝有兩葉之圖, 人身正面圖에 모두 心臟과 관련된 附記
가 없다.

이상으로 三才圖會의 肝有兩葉之圖, 人身正面圖와 心圖
를 비교･분석한 결과, 肝有兩葉之圖에는 심장이 묘사되어 있
지 않고, 人身正面圖에도 아래 부분만 표현되어 있어서 심장 
본체의 상부 모양,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五臟系(脾
系, 肺系, 腎系, 肝系) 등은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심장 본체
의 하부 모양은 心圖에 비해 더 둥글게 묘사되어 있다.

35) 王圻. 三才圖會(vol. 4). 서울:민속원. 2004:1391.
36) 王圻. 三才圖會(vol. 4). 서울:민속원. 2004:1400.
37) 王圻. 三才圖會(vol. 4). 서울:민속원. 200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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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적할 점은 五臟系가 針灸聚英의 心臟圖에는 脾
系, 腎系, 肝系의 3개만 표현되어 있지만, 三才圖會의 心
圖에는 脾系, 腎系, 肝系 외에 별도로 肺系가 더 있는데, 이는 
靈樞註證發微 계열의 心臟圖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
징이다. 心臟과 肺가 이어진 구조물을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와 肺系 2개로 본 것이다.

3) 鍼方六集(1618)의 正人臟腑圖, 人身背面圖, 人

身正面圖

吳昆의 鍼方六集에 실려 있는 臟腑總圖38)는 正人臟腑
圖와 伏人臟腑圖가 있는데 그 중 正人臟腑圖(그림 24)39)를 
동일 서적의 心臟圖(그림 25)40)와 분석･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4. 正人臟腑圖

그림 25. 心臟圖

(1) 心臟 본체

鍼方六集의 心臟圖(針灸聚英 계열)에는 위쪽이 움푹 
들어간 길쭉한 사과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正人臟腑圖
에는 위쪽이 평평하게 묘사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鍼方六集의 心臟圖에는 내부에 3개의 곡선이 있지만 
正人臟腑圖에는 없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鍼方六集의 心臟圖에는 심장 본체 상단에 원통형의 막
기 1개가 있지만 正人臟腑圖에는 없다.

(4) 脾系, 肝系, 腎系

鍼方六集의 心臟圖에는 원통형 막 기 오른쪽으로 絲
系 3개(脾系, 肝系, 腎系)가 묘사되어 있지만, 鍼方六集의 
心臟圖에는 脾系, 肝系, 腎系의 표기가 없다. 다른 서적의 
臟腑總圖(前面圖)에는 心臟의 위부분이 肺葉으로 가려져 
있는데 반해, 鍼方六集의 正人臟腑圖에는 심장의 위쪽에 
좌우로 2가닥, 총 4가닥의 絲系가 묘사되어 있다.

(5) 附記

鍼方六集의 心臟圖에는 針灸聚英 계열의 그림과 달
리 難經･四十二難의 “心重十二兩, 中有七孔三毛, 盛精汁三
合, 主藏神.”41)이 실려 있지만, 正人臟腑圖에는 없다.

이상으로 鍼方六集의 正人臟腑圖와 心臟圖를 비교･분
석한 결과, 심장 본체의 모양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묘사
가 서로 다르고, 내부의 곡선과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
태 역시 서로 다르다. 다른 서적의 臟腑總圖(前面圖)에는 
心臟의 위부분이 肺葉으로 가려져 있어서 五臟系가 묘사되
어 있지 않은데 반해, 鍼方六集의 正人臟腑圖에는 심장의 
위쪽에 좌우로 2가닥, 총 4가닥의 絲系가 묘사되어 있다. 

38) 앞서 제시한 區希範五臟圖와 存眞圖의 구별 방법에 따르면 鍼方六集의 正人臟腑圖, 人身背面圖는 存眞圖 계열로 볼 수 있다.
39) 吳崑. 鍼方六集(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ol. 99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336.
40) 吳崑. 鍼方六集(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ol. 996).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352.
41)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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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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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그림 26)
이 있다. 이를 동일서적의 心圖43)(그림 27)과 분석･비교하
면 아래와 같다.

 

그림 26. 內景圖

그림 27. 心圖

(1) 心臟 본체

類經圖翼의 心圖에는 꼭지부분이 비교적 평평한 길쭉
한 사과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類經圖翼의 內景圖에
는 심장 본체가 길쭉한 사과모양이고 그 상부를 心包가 모
자처럼 덮고 있다.

(2) 내부의 곡선

類經圖翼의 心圖의 內景圖에는 심장 내부에 곡선이 표
현되지 않았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類經圖翼의 心圖에는 針灸聚英처럼 모두 상단에 원
통형 막 기 1개가 있고 그 상단에 7마디가 표현되어 있으
며, 類經圖翼의 內景圖에는 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肺의 
내부를 관통하여 목의 상단에서 끝나는 구조물(9마디)로 
표현되어 있다. 類經圖翼의 內景圖(그림 28)에는 이 구조
물 자체에 한 명칭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상단에 ‘喉’가 
표기되어 있다.

(4) 脾系, 肝系, 腎系

類經圖翼의 心圖에는 모두 원통형 막 기로부터 시작
되어 오른쪽으로 휘어진 絲系 3개가 脾系, 肝系, 腎系의 순
서로 표현되어 있는데, 類經圖翼의 內景圖는 우측면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의 구조물로
부터 시작되어 왼쪽으로 휘어진 絲系 3개가 腎系, 肝系, 脾
系의 순서로 표현되어 있다.

(5) 附記

類經圖翼의 心圖에는 “四臟皆系於(于)心” 또는 “五臟系
皆屬於心”의 附記가 있지만, 類經圖翼의 內景圖에는 心臟
과 관련된 附記가 없다.

이상으로 類經圖翼의 內景圖와 心圖를 비교･분석한 결
과, 심장 본체의 모양,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脾系, 
肝系, 腎系 등 五臟系의 묘사가 서로 일치하지만, 내부의 
가로방향 곡선 3개는 심장을 가로지르는 2개의 곡선으로 
바뀌었고 그 곡선 위에 ‘心包’가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變
異로부터 張介賓은 心圖에서 묘사된 심장 내부의 가로방향 
곡선(3개)은 心包의 외연으로 인식하 음을 추측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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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 臟腑總圖는 正內形圖(그림 
28)44), 側內形圖45)(그림 28)이다. 이를 동일서적의 心小
腸圖46)(그림 30)와 분석･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4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성문화사. 1990:83.
4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성문화사. 1990:7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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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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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正內形圖

그림 29. 側內形圖

그림 30. 心小腸圖

(1) 心臟 본체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針灸聚英의 계열)에
는 꼭지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하단이 뾰족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正內形圖와 側內形圖에는 
心臟의 하단이 뾰족하고 꼭지부분은 다른 구조물에 의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2) 내부의 곡선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와 側內形圖에는 針灸
聚英 계열의 다른 心臟圖와 달리 심장 내부에 3개의 곡선
이 표현되지 않고, 2개의 곡선이 마치 둥근 고리처럼 표현
되어 있는데, 正內形圖에는 다른 구조물에 의해 가려서 보
이지 않는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에는 원통형 막 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正內形圖와 側內形圖에는 다른 구조물
에 의해 가려서 心臟과 이어져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脾系, 肝系, 腎系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그림 30)에는 絲系 3개
(系脾, 系肝, 系腎)와 위쪽으로 지시선처럼 보이는 絲系(上
系肺)가 있고, 側內形圖(그림 29)에는 왼쪽으로 絲系 3개
(脾系, 肝系, 腎系)가 있지만, 正內形圖(그림 28)에는 다른 
구조물에 의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5) 附記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에는 針灸聚英 계열의 
다른 心臟圖와 달리 “五臟系皆屬於心”의 附記가 없으며, 正
內形圖와 側內形圖에도 心臟과 관련된 附記가 없다.

이상으로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正內形圖, 側內形圖와 
心小腸圖를 비교･분석한 결과, 심장 본체의 모양 중 아랫부
분이 뾰족한 것은 3가지 그림이 모두 동일하며, 내부의 곡
선은 心小腸圖와 側內形圖에 針灸聚英 계열의 다른 心臟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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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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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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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와 달리 2개의 곡선으로 둥근 고리처럼 표현되어 있으며,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는 모두 없으며, 五臟系는 側
內形圖와 心小腸圖에 3개의 絲系(系脾, 系肝, 系腎)가 표현
되어 있는데, 心小腸圖에는 지시선처럼 보이는 絲系(上系
肺)가 더 있다.

6) 醫部全錄(1725)의 內景全圖(우측면도)

醫部全錄의 臟腑總圖는 內景全圖47)(그림 31)이다. 이
를 동일서적의 心藏形象之圖48)(그림 32)와 분석･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1. 內景全圖

그림 32. 心藏形象之圖

(1) 心臟 본체

醫部全錄의 心藏形象之圖(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계열)

에는 꼭지부분이 움푹 들어가고(凹)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
아들면서 아랫부분이 둥글게 묘사되어 있는데, 醫部全錄의 
內景全圖에는 아랫부분이 둥글게 표현되어 있다.

(2) 내부의 곡선

醫部全錄의 心藏形象之圖에는 심장 내부에 곡선이 표
현되지 않는데, 內景全圖에는 心臟 중간에 3줄의 곡선이 표
현되어 있다.

(3)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醫部全錄의 心藏形象之圖에는 심장 본체 상단의 중앙
에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1개가 있는데, 內景全圖에
는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가 다른 구조물에 의해 가
려서 心臟과 이어져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醫部全
錄의 心藏形象之圖에는 ‘肺管’이 표기되어 있고, 內景全圖
에는 ‘肺管通氣’가 표기되어 있다.

(4) 脾系, 肝系, 腎系

醫部全錄의 心藏形象之圖에는 원통형 막 기로부터 왼
쪽으로 갈라진 絲系 1개(腎系), 오른쪽으로 갈라진 絲系 1개
(肺系), 아래로 뻗은 絲系 2개(脾系, 肝系) 등 총 5개가 있
지만, 內景全圖에는 脾系, 肝系, 腎系가 다른 구조물에 의해 
가려서 心臟과 이어져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5) 附記

醫部全錄의 心藏形象之圖에는 “四臟皆系于心”의 附記가 
적혀 있지만 內景全圖에도 心臟과 관련된 附記가 없다.

이상으로 醫部全錄의 內景全圖와 心藏形象之圖를 비
교･분석한 결과, 심장 본체의 모양은 心藏形象之圖와 心臟
圖에서 아래쪽이 둥글게 묘사되어 있으며, 심장 본체의 위
쪽 모양과 원통형의 막 기 형태와 五臟系는 內景全圖에는 
가려져 있기에 확인할 수 없다. 내부의 곡선은 心藏形象之
圖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內景全圖에는 3줄의 가로선
이 표현되어 있는데, 心臟의 윗부분을 두 겹의 心包絡이 덮
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

47) 陳夢雷. (圖書集成)醫部全錄(vol. 5). 서울:大星文化社. 1992:27.
48) 陳夢雷. (圖書集成)醫部全錄(vol. 5). 서울:大星文化社. 19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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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宋 이전과 이후 臟腑圖(道家 계열 포함)의 

비교

1) 北宋 이전 臟腑總圖 계열 3종과 비교

4가지 형태인자(心臟 본체, 내부의 곡선, 원통형의 길쭉
한 막 기 형태, 五臟系)로 北宋 이전 臟腑總圖(煙蘿子內境
圖, 區希範五臟圖, 存眞圖 계열)에 나타난 心의 형태와 北宋 
이후 心臟圖(明堂臟腑圖 기원)를 분석･비교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煙蘿子內境圖 계열로 분류되는 修眞十書, 黃帝八十一
難經纂圖句解(道藏本, 元 刊本)에서 心臟 본체 중 아래
쪽이 뾰족한 모양(연꽃봉오리로 추측)으로 표현되어 있다. 
類經圖翼 계열의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
記, 經絡相法의 심장 본체의 모양과 유사한 점으로 보
아, 煙蘿子內境圖 계열 臟腑總圖는 北宋 이후 心臟圖(明堂
臟腑圖 기원) 중 일부에 어느 정도 향을 준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區希範五臟圖 계열로 분류되는 頓醫鈔와 萬安方의 
일부 그림(心氣圖, 右高向圖 등)에서 五臟系(肝系, 肺系, 脾
系, 腎系)가 묘사되어 있고 北宋 이후 心臟圖(단, 靈樞註
證發微계열 心臟圖의 부분은 제외)에도 동일한 묘사가 
있는 점으로 보아, 北宋 이후 心臟圖 중 부분에 어느 정
도 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存眞圖 계열로 분류되는 華陀內照圖의 몇몇 그림에서 
심장 본체가 상하로 긴 타원형이면서 아래가 뾰족한 모양
(연꽃봉오리로 추측)과 五臟系(肝系, 肺系, 脾系, 腎系)의 
묘사로 보아, 北宋 이후 心臟圖(단, 靈樞註證發微 계열 心
臟圖의 부분은 제외)에 어느 정도 향을 준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2) 北宋 이전 道家 계열 臟腑圖 5종과 비교

4가지 형태인자로 北宋 이전 道家 계열 臟腑總圖(修眞
十書･雜著捷徑, 黃庭內景五藏六府補瀉圖, 上淸黃庭五藏
六府眞人玉軸經, 四氣攝生圖,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
에 나타난 心의 형태와 北宋 이후 心臟圖를 분석･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장 본체이 공통적으로 뾰족한 연꽃봉오리처럼 묘사되어 
있으며,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의 心藏圖에는 ‘川’字 

모양의 3개의 직선이, 醫方類聚의 心藏圖에는 아직 피지 
않은 연꽃처럼 내부에 좌우로 벌어진 2개의 곡선이 표현되
어 있다. 

따라서 北宋 이전 道家 계열 臟腑圖 5종에서 공통적으로 
묘사된 심장 본체 아래쪽이 뾰족한 모양은, 北宋 이후 心臟
圖 중 일부(類經圖翼 계열의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經絡相法)에 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玉軸經의 심장 내부 3개
의 직선(세로방향)은 北宋 이후 心臟圖(3개의 가로방향 곡
선)에 향을 준 것 같지만, 전자의 세로 방향 직선은 연꽃
봉오리가 갈라진 것을 묘사한 것인데 비해, 후자의 가로방
향 곡선은 체로 心包의 外緣으로 인식하 다는 점을 고
려하면, 양자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3)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6종과 비교

북송 이후에 臟腑總圖(주로 측면도)와 心臟圖가 많은 서
적에서 인용될 때 서로 어떤 향을 주었는지 밝히고자, 4
가지 형태인자로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總圖 6종(鍼
灸聚英, 三才圖會, 鍼方六集, 類經圖翼, 藏府證治圖
說人鏡經, 醫部全錄)에 나타난 心의 형태를 心臟圖와 분
석･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鍼灸聚英의 臟腑總圖(五藏六府之圖)와 心臟圖에서 심
장 본체의 아랫부분이 둥근 점, 내부의 가로방향 곡선이 3
개, 원통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五臟系가 3개(脾系, 肝
系, 腎系)인 점이 서로 일치한다. 다만 원통형 막 기에 표
시된 마디 개수는 서로 다르다.

三才圖會(靈樞註證發微 계열)의 人身正面圖에는 五
臟系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心圖에는 脾系, 腎系, 肝系 
외에 별도로 肺系가 더 있다.

鍼方六集의 正人臟腑圖(存眞圖 계열)와 心臟圖(針灸聚
英 계열)에서 심장 본체의 모양, 내부의 곡선 원통형의 길쭉
한 막 기 형태가 서로 다르다. 특히 正人臟腑圖에 심장의 
위쪽에 좌우로 2가닥, 총 4가닥의 絲系가 묘사되어 있다.

北宋 이전 臟腑總圖(存眞圖 계열)가 北宋 이후 心臟圖에 
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과 달리, 鍼方六集의 

正人臟腑圖(臟腑總圖, 前面圖)는 도리어 北宋 이후 心臟圖
에 향을 받아 北宋 이전의 臟腑總圖(前面圖)에 없던 五
臟系를 추가하 다. 吳崑(鍼方六集의 저자)이 臟腑總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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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臟의 구조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心臟圖를 참고하여 臟腑總圖를 변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실제 해부를 거쳤을 가능성은 적다.

類經圖翼의 內景圖와 心圖에서 심장 본체의 모양, 원통
형의 길쭉한 막 기 형태, 五臟系가 3개(脾系, 肝系, 腎系)
인 점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원통형 막 기에 표시된 마
디 개수는 서로 다르며, 內景圖에 심장 내부의 가로방향 곡
선 3개가 심장을 가로지르는 곡선 2개로 바뀌고 그 위에 
‘心包’가 표기되어 있다.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正內形圖, 側內形圖와 心小腸圖
에 심장 본체의 아랫부분이 공통적으로 뾰족하다. 그러나 
側內形圖와 心小腸圖에 내부의 곡선은 2개로 둥근 고리처
럼 표현된 점은 類經圖翼의 內景圖와 연관성이 높고, 五
臟系가 3~4개로 표현된 점은 三才圖會(靈樞註證發微 
계열)의 心圖와 연관성이 높다.

醫部全錄의 內景全圖와 心藏形象之圖에서 심장 본체의 
아래쪽이 둥근 점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內景全圖에 내
부의 곡선이 心臟 전체를 가로질러 3줄로 표현된 점은 北
宋 이전 臟腑總圖뿐만 아니라 北宋 이후 心臟圖의 묘사와
도 다르다. 醫部全錄의 內景全圖의 심장 내부 3줄의 곡선
은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總圖, 心臟圖 중 어느 것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肝臟의 경우, 北宋 이후의 臟腑圖에서 나타나는 肝臟의 

4가지 형태요소(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중 잎자루
를 제외한 3가지가 北宋 이전 臟腑圖에서 발견되어 北宋 
이전의 臟腑總圖가 肝臟圖에 향을 주었을 것49)으로 추측
되지만, 心臟의 경우 北宋 이후의 臟腑圖에서 나타나는 心
臟의 4가지 형태요소(心臟 본체, 내부의 곡선, 心臟 위쪽의 
구조물, 五臟系) 중 내부의 곡선(가로방향)과 심장 위쪽의 
구조물은 北宋 이전 臟腑圖로부터 향을 받지 않은 것으
로 추측된다.

따라서 北宋 이후의 臟腑圖, 특히 臟腑分圖는 北宋 이전
의 臟腑圖와는 다른 근거(당시 해부 기록이 없으므로 실제 
해부를 거쳤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음)를 바탕으로 제작되
었으며, 北宋 이후로는 臟腑總圖와 臟腑分圖, 특히 心臟圖
는 서로 향을 끼치면서 變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형태요소의 개수로 비교할 때 北宋 이전의 
臟腑圖가 北宋 이후의 肝臟圖에는 4가지 형태요소 중 3가
지가 발견되어 더 큰 향을 끼치고, 心臟圖에는 4가지 형

태요소 2가지가 발견되어 덜 향을 끼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그림 사이에서 나타나는 향력 차이는 그림을 그
린 사람에게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우연
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이상으로 心臟 본체, 내부의 곡선, 心臟 위쪽의 구조물, 
五臟系 등 4가지 형태요소로 나누어 北宋 이후 心臟圖(明
堂臟腑圖 기원)가 北宋 이전 臟腑圖로부터 얼마만큼 향
을 받았는지, 또한 北宋 이후에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總圖
와 心臟圖가 많은 서적에서 인용될 때 어떤 향을 주었는
지 밝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北宋 이전 臟腑總圖(煙蘿子內境圖, 區希範五臟圖, 存眞圖 
계열 3종)의 몇몇 그림과 北宋 이전 道家 계열 臟腑圖 
5종에서 心臟 본체 중 아래쪽이 뾰족한 모양(연꽃봉오
리)으로 표현된 것은 北宋 이후 心臟圖(明堂臟腑圖 기
원) 중 일부(類經圖翼 계열의 鍼灸拔萃大成, 醫宗
金鑑, 鍼灸重寶記, 經絡相法)에 향을 주었을 가능
성이 있다.
北宋 이전 區希範五臟圖 계열로 분류되는 頓醫鈔와 萬
安方과 存眞圖 계열로 분류되는 華陀內照圖의 몇몇 
그림(心氣圖, 右高向圖 등)에서 五臟系(肝系, 肺系, 脾系, 
腎系)가 묘사된 것은 明堂臟腑圖 기원 心臟圖(단, 靈樞
註證發微 계열은 제외)에 형태요소를 추가하는 데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2. 北宋 이전 道家 계열 臟腑圖 중 上淸黃庭五藏六府眞人
玉軸經의 심장 내부 3개의 직선(세로방향)은 연꽃봉오
리가 갈라진 것을 묘사한 것이지만, 北宋 이후 心臟圖의 
3개의 가로방향 곡선은 心包의 外緣으로 인식되었으므
로, 양자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거나 적다.
心臟 위쪽의 구조물은 明代 鍼灸聚英의 心臟圖에서 그
것을 심장의 부속물로 처음으로 여겨졌기에 北宋 이후 
心臟圖에 비로소 등장한다. 따라서 心臟 위쪽의 구조물
은 北宋 이전 臟腑總圖(道家 계열 포함)로부터 향을 

49) 조학준. ｢北宋 이전 臟腑圖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圖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요소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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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明代 鍼灸聚英의 五藏六府之圖(측면도, 臟腑總圖)와 
心臟圖(臟腑分圖)는 4가지 형태요소의 묘사가 매우 비
슷하 다. 그러나 이후로 여러 서적에서 두 그림을 인
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變異가 발생함으로써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圖는 4가지 계열로 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형태요소 중 심장 위쪽의 구조물을 제외한 3가
지의 묘사가 동일 서적 내의 두 그림 사이에서는 체
로 유사하므로,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北宋 이전 臟腑總圖(前面圖)가 北宋 이후 心臟圖의 變
異에 향을 끼쳤지만, 鍼方六集(1618)의 正人臟腑圖
(臟腑總圖, 前面圖)가 北宋 이전 臟腑總圖에 없던 五臟
系를 묘사한 점과 醫部全錄(1725)의 內景全圖가 다
른 그림과 달리 심장 내부의 곡선을 3줄로 표현한 것으
로 볼 때, 明代 이후에 臟腑總圖가 도리어 心臟圖로터 

향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變異된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北宋 이후 臟腑圖, 특히 臟腑分圖는 北宋 
이전 臟腑圖로부터 부분적으로 향을 받았을 뿐 별도
의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北宋 이후로는 臟腑
總圖와 心臟圖는 서로 향을 끼치면서 變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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