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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문

‘四時之勝’에 관한 一考

한국전통의학史연구소 소장  ⾦�洪�均

Ⅰ. 序論

『黃帝內經』의 제 4편, 「金匱眞言論篇」에 등장하는 첫 글은 ‘四時之勝’에 관한 얘기다. 

이를 ‘第一章’으로 삼아 『內經』에서 중요하게 여겨 ‘金匱’에 넣을 만한 ‘眞言’을 언급하고 

있다. ‘金匱’에 넣을 만한 ‘眞言’이라면 후대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므로 『內

經』이 成書될 당시에도 귀히 여겼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자세히 살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작금의 『內經』의 번역서들을 살펴보았을 때 원

문에 충실히 번역하고 해설하려 애써온 것은 사실이나, 그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여러 번역서를 둘러보아도 여태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

제는 『內經』이 갖고 있는 본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에 후학들에게 어려운 문제점

을 안기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內經』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저기 문장들이 錯簡되어 있다

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하는 방식에 따라, 傳寫되는 과정에서 다

양하게 변화되고 뒤섞여, 이를 본래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해왔지

만, 진실로 안타까운 것은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려하지 않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로지 

‘經’이라는 말에 얽매어, 있는 그대로 답습하려는 수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왔다는 사실이

다. 이에 따라 『內經』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것도 그대로 수용함으로

써, 오류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무

비판적인 시각은 선대의 학습방법으로 그저 외우는데 급급한 현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

다.

‘經’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지혜가 담겨 있고 불변하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

리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며 미래의 세대도 또한 꾸준히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선대들이 金科玉條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즉 한의과대학에서 『內經』을 공부하는 것은 선대가 물려준 유산 가운데 꼭 필요

한 것으로, 선대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학습해온 것을 통해 우리도 그 지혜를 얻고자 함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잘못된 것이라면, 하루빨리 바로 잡아 미래

의 후대에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써 「金匱眞言論篇」

에 언급되고 있는 ‘四時之勝’은 그 논리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本論 및 考察

1.「金匱眞言論篇」의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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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은 질병에 대한 이해의 하나로, 각 계절에 따른 섭생이 얼

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각 계절에 따른 섭생을 잘 한다면 다

가오는 병을 막을 수도 있으며, 지금 생긴 질병은 다른 계절에 생긴 ‘風邪’를 제대로 다스리

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한 원리가 어떠하기에 지금 병을 앓게 되

는지를 알아가는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계절마다 생기는 질병이 일정한 과정을 통

해 되풀이 된다는 것은 병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임상에 있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안다는 것은 

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원문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黃帝問曰,� 天有八風,� 經有五風,� 何謂.� 岐伯對曰,� 八風發邪,� 以爲經風,� 觸五藏,� 邪氣發
病./� ②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四時之勝
也./� ③東風生於春,�病在肝,�兪在頸項,�南風生於夏,�病在心,�兪在胸脇,�西風生於秋,�病在
肺,�兪在肩背,�北風生於冬,�病在腎,�兪在腰股,�中央爲土,�病在脾,�兪在脊./� ④故春氣者病
在頭,�夏氣者病在藏,�秋氣者病在肩背,�冬氣者病在四支./� ⑤故春善病鼽衄,�仲夏善病胸脇,�
長夏善病洞泄寒中,� 秋善病風瘧,� 冬善病痺厥./� ⑥故冬不按蹻,�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仲
夏不病胸脇,�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飱泄而汗出也./� ⑦夫精者身之
本也.�故藏於精者春不病溫.�夏暑汗不出者,�秋成風瘧.�此平人脈法也.

①황제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하늘(天地自然)에는�八風이� 있으며� 사람의�經絡에는�五風이�
있다고� 하니,�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八風이� 邪氣를� 發하여� 經
風을� 일으켜�五藏을�觸動해서�邪氣가� 병을� 일으킵니다./� ②이른바�四時의� 勝을� 얻었다� 함
은,� 봄의� 기운은�長夏의� 기운을� 이기며,�長夏의� 기운은� 겨울의� 기운을� 이기며,� 겨울의� 기운
은� 여름의� 기운을� 이기며,� 여름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을� 이기니,� 이른바� 四時의� 勝입니다./�
③東風은� 봄에� 생겨서�病함이�肝에� 있으니� 兪穴은� 목과� 뒷덜미에� 있고,� 南風은� 여름에� 생
겨서� 병함이�心에� 있으니� 수혈은� 가슴과� 옆구리에� 있고,�西風은� 가을에� 생겨서� 병함이�肺에�
있으니� 수혈은� 어깨와� 등에� 있고,�北風은� 겨울에� 생겨서� 병함이�腎에� 있으니� 수혈은� 허리와�
넓적다리에� 있고,� 중앙은� 土가� 되어(토의� 역할을� 하여)� 병함이� 脾에� 있으니� 수혈은� 등뼈에�
있습니다./� ④故로� 봄의�氣는� 병함이� 머리에� 있으며,� 여름의�氣는� 병함이�藏에� 있으며,� 가을
의�氣는� 병함이� 어깨와� 등에� 있으며,� 겨울의�氣는� 병함이�四支에� 있습니다./� ⑤故로� 봄에는�
鼽衄을� 흔히� 앓고,� 여름에는� 가슴과� 옆구리의� 병을� 흔히� 앓고,�長夏에는�洞泄과�寒中을� 흔
히� 앓고,� 가을에는�風瘧을� 흔히� 앓고,� 겨울에는�痺厥을� 흔히� 앓습니다./� ⑥故로� 겨울에� 격렬
한� 운동으로�氣를� 소모시키지� 않는다면� 봄에는�鼽衄을� 앓지� 않을� 것이고,� 봄에� 목과� 뒷덜미
에� 병을� 앓지� 않으면� 여름에� 가슴과� 옆구리에� 병을� 앓지� 않을� 것이고,�長夏에�洞泄과�寒中
을� 앓지� 않으면� 가을에� 風瘧을� 앓지� 않을� 것이고,� 겨울에� 痺厥을� 앓아서� 飱泄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⑦무릇�精을� 갈무리한� 사람은� 봄에�溫病을� 앓지� 않고,� 여름의�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風瘧을� 앓게� 되니,� 이것이� 보통� 사람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 글은 내용상 크게 7부분으로 나

1) 朴贊國저, 洪元植감수,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金匱眞言論篇 第四」, pp.57~58, 경희대학교출판

국, 199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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눠 볼 수가 있다. ①번은 黃帝의 말과 岐伯의 말로 2개의 문장이 이어졌지만, 양자의 문맥으

로 보아 기백의 8풍과 황제의 8풍, 그리고 기백의 경풍이나 황제의 5풍이 같으므로, 결국 

같은 얘기의 반복에 불과하다. 따라서 둘의 얘기를 합하여 얘기하자면, 天의 八風이 邪氣를 

일으키면 經風이 되는데, 이 경풍이 五臟에 접촉되면 사기가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②번

부터 ⑦번까지는 岐伯의 얘기가 각각 한 문장씩 나눠져 있다. 그 첫 번째로 ②번은 ‘四時之

勝’의 순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각 계절에 따라 相勝작용으로 이뤄진다는 대전제를 

세우고 있다. 이것은 나머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이다.

②번의 얘기가 핵심원리이자 개론이 된다면 나머지는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③번은 각 

계절에 생기는 바람이 어느 장부에 병이 있게 되는지, 그 병을 낫게 하자면 어디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④번은 앞의 ③번과 같은 이유로 각 계절의 사기가 작용하여 병을 

일으키는 인체의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⑤번은 따라서 각 계절마다 잘 생기는 신체적 증상

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⑥번은 ②번 문장의 ‘四時之勝’의 순서에 따라 서로 

어떠한 연관이 되고 있는지 본 ‘四時之勝’의 실례를 나타내주고 있다. ⑦번은 내용상 비록 

중요한 말이기는 하나 본 ‘四時之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衍文이 아닌가 싶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훑어보았는데, ①번은 ‘四時之勝’을 언급하게 된 동기가 

되는 말이고, ⑦번 문장은 衍文에 불과하므로, 결국 중요한 내용은 ②~⑥까지의 내용이 핵심

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자면 ②~⑤번까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⑥

번 문장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발생되는 질병의 순환구조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相勝관계에 놓인 질병의 계절적인 차서를 언급함으로써, 미래에 어떤 질병이 올 것인지에 대

해 미리 알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요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기 좋게 정리한다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

서 이를 해석의 구성대로 원문을 표로 만들어 보니 다음 [표1]과 같았다.

黃帝問曰, 天有八風, 經有五風, 何謂?

岐伯對曰, 八風發邪, 以爲經風, 觸五藏, 邪氣發病.

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四時之勝者也

東風 南風 西風 北風 中央

生於春 生於夏 生於秋 生於冬 爲土

病在肝 病在心 病在肺 病在腎 病在脾

兪在頸項 兪在胸脇 兪在肩背 兪在腰股 兪在脊

故

春氣者

病在頭

夏氣者

病在藏

秋氣者

病在肩背

冬氣者

病在四支

春

善病鼽衄

仲夏

善病胸脇

長夏

善病洞泄寒中

秋

善病風瘧

冬

善病痺厥

冬不按蹻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仲夏不病胸脇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飱泄而汗出也.

夫精者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不病溫. 夏暑汗不出者, 秋成風瘧. 此平人脈法也.

[표1]‘四時之勝’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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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제기와 오류의 수정

 가. 문제제기와 방법론

얼핏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四時之勝’은 매우 규칙적이고 통일성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째서 그 병이 생기는

지, 어디를 다스려야 할런지, 질병의 양태는 어떠한지, 이를 미리 막아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아주 규칙적으로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숙달하여 안다는 것은 

임상의라면 金科玉條로 여겨야 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실려 있는 편의 제목도 ‘金

匱眞言論’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막상 위의 <표1>과 같이 만들고 보니, 그러한 규칙에 

맞는 체계가 전체적으로 잘 맞아야 할 텐데, 오히려 통일성이 없고 규칙을 위배하고 있는 문

장구조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추측하자면 오랜 세월을 통해 누락되고 훼손되어 그 모습이 변형됨으

로써,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알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상태로 전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尊經思想에 얽매어 經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것도 그

대로 두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經의 의도를 훼손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는 올바른 이해를 위해 이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늘의 잘못을 우리 후대

에 물려주지 않을 것이 아닌가? 다행이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주고 있다. 따라서 원형을 유지

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를 복원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복원의 방법은 먼저 ‘經은 經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以經解經’의 방법

은 원전을 이해하는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것의 장점은 그 시대의 사고체계에 따라 문

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쓰임이 유사한 것들을 같은 經典에서 찾아 같은 방법으로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부합된 결론을 얻어낼 수 있

다. 물론 이 방법의 단점은 유사한 문장을 찾아낼 수 없을 때 그 문장의 해석방법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임상을 하는 경험자로서, 후배를 두고 있는 선임

자로서, 함께 하는 한의학을 위해 ‘以經解經’의 방법적인 모습을 한 가지 제시하게 되는데, 

이로써 어려운 원전을 함께 고민하여 조금 더 쉬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나. 개념 고찰과 오류의 수정

 1) ‘五風’과 ‘觸五藏’

이는 ‘四時之勝’을 언급하는 첫 글의 “黃帝問曰, 天有八風, 經有五風, 何謂? 岐伯對曰, 八

風發邪, 以爲經風, 觸五藏, 邪氣發病.”에 나오는 것으로 사실 문장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 

다만 내용상 ‘五風’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수상쩍다는 것과 ‘觸五藏’의 해석에 대해 이의제기

를 하고 싶을 뿐이다. 우선 ‘五風’에 대해 얘기하자면, 일단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黃帝

內經』 전체를 통틀어 오직 이곳에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5풍에 대해 이해하고자 

해도 다른 용례조차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뒤에 岐

伯이 언급한 대로 ‘以爲經風, 觸五藏’이라 한 것으로 보아 經絡 가운데 오장과 연관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경락의 나머지는 8풍과 상관

없다는 얘긴가?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여기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맥만 따져도 12경맥에 이르며 『內經』의 성서시기를 고려해서 『馬王堆帛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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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것으로 따져도 11경맥이 되는데, 어찌 8풍이 5풍으로만 작용하겠는가? 그러한 작동

원리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즉 그 어디에도 

표현되지 않는 5풍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5장과 연계하여 8풍

으로부터 발생한 邪氣가 五藏經風으로 작용하여 5장에 병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결국 5風을 

5藏과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것이 다같이 ‘5’라는 숫자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리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 글에서 五藏은 五風과 연계시켜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상관관계를 이

룰 수 없는 단어다. 즉 五藏은 六府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어로 원래 ‘藏府’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 ‘藏府’는 ‘陰陽’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단어다. 陰의 장기

인 ‘藏’이 그저 5개일 뿐이고, 陽의 장기인 ‘府’가 그저 6개일 뿐이지, 여기서 ‘六府’를 떼어

내서 음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5장’을 독립적으로 둘 수 없는 단어다. 이는 ‘음양’의 질서

를 파괴시키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 억지로 ‘5풍’과 ‘5장’이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로 만들려

는 음모다. 그러므로 ‘八風’에서 ‘五風’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五風’과 ‘五藏’을 억지로 연

계시키는 자체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는 말이다. 결국 이는 ‘陰陽’에 대한 ‘五行’의 침탈이다.

다음으로 ‘觸五藏’에 대해 얘기하자면,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해석상의 문제다. ‘觸’에 

대해 朴2)은 ‘觸動하다’로 풀이했다. ‘촉동하다’는 사전상 ‘어떤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다. 또는 

어떤 자극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다.3)’이다. 이는 앞의 말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때 ‘經風이 

五藏을 촉동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에서 ‘邪氣發

病’이라 했으므로 그 앞의 ‘觸五藏’은 아직 五藏이 발병되기 전의 상황이다. 즉 八風에서 邪

氣가 발생되어 經風이 된 다음에 五藏에 觸한 것이고, 그 經風의 邪氣가 五藏에 작용하여 변

화를 시킴으로써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觸’했다는 사실로 변화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병하기 전까지는 ‘動’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觸’까지는 성립할 수 있으나 ‘動’까지 생각한다면 ‘五藏’을 經風이 움직였다는 

말이니, 이는 단지 ‘觸’했다고 ‘動’했다고까지 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經風으로 五藏이 변

했으니 五藏은 이미 병이 들었다는 얘기니, 뒤에 다시 ‘邪氣發病’이란 말을 붙여서 쓸 수 없

다. 따라서 ‘觸五藏’에서의 ‘觸’은 ‘촉동하다’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觸’은 여기서 어떤 

말일까? 말 그대로 그저 단순히 ‘닿다, 접촉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觸五藏’의 ‘觸’은 간단

하게 ‘接觸하다’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邪氣가 五藏經風으로 작용하여 五藏에 붙

은 다음, 뒤의 ‘邪氣發病’의 표현처럼 비로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간단한 해석

이지만 앞선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러우면 뒷사람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이 될 것이다.

 2) ‘得四時之勝者’와 ‘四時之勝者’

이는 ‘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四時之勝者也.’

에 등장하는 말이다. 이를 朴4)은 ‘이른바 四時의 勝을 얻었다 함은, 봄의 기운은 長夏의 기

운을 이기며, 長夏의 기운은 겨울의 기운을 이기며, 겨울의 기운은 여름의 기운을 이기며, 

여름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을 이기니, 이른바 四時의 勝입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 문

2) 朴贊國저, 洪元植감수, 위의 책, p.57.

3) 네이버 국어사전. 다음 한국어사전.

4) 朴贊國저, 洪元植감수, 위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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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중간에 있는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를 빼면 ‘得四時之勝者, …四

時之勝者也.’라는 주어와 서술어로 이뤄진 문장이다. 즉 ‘이른바 四時의 勝을 얻었다 함은, 

…이른바 四時의 勝입니다.’라는 말이 된다. 이게 뭔가? 아무리 봐도 이런 문장 구조는 있을 

수 없다. 대체 어느 나라 글이 이런 문장구조를 갖는단 말인가?

예를 들면 이런 문장구조는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은 학교인 것이다.’라는 말과 같지 않은

가? 대체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떨까 싶어 살펴

봤더니 역대 의가들이 모두 똑같이 같은 문장구조를 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다. 대부분은 이

같은 문장구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노력했는데, 柯達時5)만 이 문장의 32

자를 衍文6)이라 했고, 洪7)은 “이 문장은 착간이며, 이 문장이 「六節藏象論」에 거듭나온

다.”는 柯達時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金匱眞言論」이든 「六節藏象論」이든 ‘四時之

勝’의 기본구조가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이라는 五行의 相勝的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바가 같을 뿐이지, 문장구조가 ‘得四時之勝者, …四時之勝者也.’인 것과는 다

른 얘기다.

오히려 「六節藏象論」의 문장구조는 「金匱眞言論」과 달라서, 나름대로의 문장을 해석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구조다. 오히려 주술관계가 명확하여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

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得五行時之勝’라고 하였으므로,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

秋, 秋勝春’가 곧 ‘得五行時之勝’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게다가 여기서는 ‘四時之勝’

이 아니라 ‘五行時之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음양적 분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春夏秋冬의 ‘四時’

라 표현하지 않고, 五行에 따른 시간적 개념을 만들어 ‘五行時’라는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의 무게를 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柯達時의 얘기는 단지 「六節藏象論」에 이 

말이 등장한다고 해서 연문이나 착간이 되었다는 말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그렇다면 한결같은 역대 의가들의 대부분이 그토록 이해하려 애쓰고 떠받들고 있는 문장

구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합당

하지 않는 이 문장을 두고 한결같이 존중하여 역대 의가들이 어떡하든 이해하려 애썼던 가

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대체 이같은 문장구조에 대해 그토록 고민을 하면서도 柯達

時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柯達時 이외에 아무도 

이에 대한 주석을 달지 않았다는 것은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일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에 대한 해답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주석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봤다.

이 문장과 같이 논리적 하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둔 것은 아무래도 조상이 손질한 것을 함

부로 손상치 않는 기본적인 동양인의 의식구조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까닭은 역대의 의가들이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두고 주석을 다는 학문에 대한 연구형태도 

그렇거니와, 특히 『內經』과 같은 경우는 ‘經’이라는 특이한 지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함부

로 범접하여 가감하지 않는 습성이 또한 그러하다. 이른바 ‘尊經思想’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

기 때문에 ‘經’에다 함부로 손댈 수 없으며 선조가 건드리지 않은 것은 후대에도 거의 답습

5) 가달시(柯達時); 청나라 때 학자로, 字는 巽庵이고, 湖北 武昌사람이다. 光武 9년(1883)에 進士를 지냈으며, 

醫書를 교정하고 판각하는데 열심이어서 武昌醫館을 세우고 학생들을 받아들여 醫籍들을 曾參하고 校勘했

다. 光緖 30년에 시작해서 8년간의 공을 들여 『武昌醫學館叢書八種』을 냈는데, 『經史證類大觀本草』 31

권, 『大觀本草札記』 2권, 『本草衍義』 20권, 『傷寒論』 1권, 『傷寒總病論』 6권, 『類證增注傷寒百問

歌』 4권, 『傷寒補亡論』 20권, 『活幼心書』 3권이다.(李經緖 등, 『中醫人物詞典』, p.425, 上海辭書出版

社, 上海, 1988 참조)

6) 王冰 原注, 吳達勝·吳奇 英譯, 『黃帝內經』, p.25, 中國科學技術出版社, 2002, 북경.

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 素問』, p.21,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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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원문을 그대로 두고, 깨달음이 있을 때

는 조그만 주석을 다는 것이 ‘經’을 대하는 태도였다.

이같이 특수지위를 갖는 『內經』이 현재 출판된 가장 이른 시기의 서적은 宋代의 校正醫

書局에서 발행된 것인데, 위에 언급한 사항을 가장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래의 [사

진1] ‘宋代의 『黃帝內經』’과 같다. 즉 『內經』의 원문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王冰은 작은 

글씨로 ‘原其所起, 則謂八風發邪. 經脈受之, 則循經而觸於五臟, 以邪干正, 故發病也’라는 주석

만 30자를 달아넣었다. 물론 이것이 唐代 사람인 왕빙이 본래 그렇게 주석을 달았을 수도 

있고, 宋代의 校正醫書局에서 그렇게 편집했을 수도 있겠으나, 왕빙의 의도는 八風이 邪氣를 

일으켜 經脈을 돌아서 五藏에 접촉되면서 邪氣가 正氣를 범하여 병이 생긴다는 일련의 과정

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한 것이다.

[사진1]宋代의 『黃帝內經』

어쨌거나 왕빙은 발병과정에 대한 주석을 단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邪氣發病’의 뒤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 것 같다. 주석의 위치를 그렇게 둠

으로써 문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차라리 주석의 위치가 그 다음 단어인 ‘所謂得四時之勝者’

의 뒤에 두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터이다. 다시 말해 ‘所謂得四時之勝者’가 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이면, 岐伯이 말한 이 문장은 ‘八風發邪, 以爲經風, 觸五藏, 邪氣

發病, 所謂得四時之勝者’가 되고, 뒷 문장은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

謂四時之勝者也.’가 되어, 앞에는 앞에대로 뒤에는 뒤에대로 각각 ‘得四時之勝者’와 ‘四時之勝

者’가 이뤄지는 2개의 연립된 문장이 되므로, 오히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 된다.

그래서 岐伯이 말한 이 문장은 “八風이 邪氣를 發해서 經風이 되면 五藏과 접촉하여 邪氣

가 병을 일으키게 되니 이른바 四時의 勝을 만났다 하는 것이고, 봄의 기운은 長夏의 기운을 

이기며, 長夏의 기운은 겨울의 기운을 이기며, 겨울의 기운은 여름의 기운을 이기며, 여름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을 이기는 것이 이른바 四時의 勝이라는 것입니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得’을 ‘얻다’로 해석하는 것은 주는 상대방과 받는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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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상호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는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이라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구분을 구

태여 둘 수 있는 말이 아닌 그저 ‘만나다’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고쳤을 뿐이다.

여기서 조금 색다른 해석을 추구하자면 문장의 맨 끝에 붙는 ‘也’의 쓰임이다. 물론 종결

어미로써 ‘也’를 붙이는 것은 한문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이상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金匱眞言論篇」에서 얘기하는 ‘四時之勝’이라는 것은 결국 邪

氣를 가진 經風이 五藏과 접촉하여 일어나는 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

에 이 經風이 계절성을 띠고 있으며 그 각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질병이 다르고 그

에 따라 치료방법과 예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八風發邪…四時之勝

者也.’라는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經風의 계절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하

다는 것이다. 즉 經風의 계절적인 변동은 ‘四時之勝’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經風이 일어나 병이 되는 변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五行의 相勝作用에 따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 앞의 ‘八風發邪…得四時之勝者’의 원인이 되는 법칙은 

뒤의 ‘春勝長夏, …四時之勝者也.’이기 때문이다라는 구조다. 그러므로 이같은 岐伯의 문장은 

“八風이 邪氣를 發해서 經風이 되면 五藏과 접촉하여 邪氣가 병을 일으키게 되는 이른바 四

時의 勝을 만났다 하는 것은, 봄의 기운은 長夏의 기운을 이기며, 長夏의 기운은 겨울의 기

운을 이기며, 겨울의 기운은 여름의 기운을 이기며, 여름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을 이기는 것

이 이른바 四時의 勝이기 때문입니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처음 제시되었던 ‘1. 「金匱

眞言論篇」의 내용분석’의 해석과 비슷한데, 다만 끝의 ‘也’자를 ‘때문이다’로 해석했다는 차

이일 뿐이다.

‘也’를 ‘ 때문이다’로 해석했을 때 더 부드럽거나 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上

古天眞論篇」의 ‘度百歲乃去8). 今時之人不然也,…’의 경우도 ‘백세를 지나서 돌아갑니다. 지

금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지라,…’9) 보다도 ‘백세를 지나서 죽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

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로 종결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또한 “所以能年皆度百歲, 而動作不衰

者, 以其德全不危也(능히 나이가 모두 백세를 지나서 동작이 쇠약해지지 않는 까닭은 그 德

이 온전하여 위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10)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에 ‘所以’가 있는 경우

라면 뒤에 쓰인 ‘也’의 의미가 더욱 명확하겠지만, ‘也’자 단독으로도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곳 「金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에서의 ‘也’는 ‘때문이다’가 더 

좋다.

 3) 長夏의 도입, 그리고 中央의 역할

  (1) 長夏의 도입

  『黃帝內經』에서 ‘長夏’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金匱眞言論篇」에서인데, 바로 여기

서부터 ‘五風’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즉 “黃帝問曰, 天有八風, 經有五風, 何謂? 

岐伯對曰, 八風發邪, 以爲經風, 觸五藏, 邪氣發病, 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

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四時之勝也.”라는 대목에서 ‘五風’과 ‘長夏’라는 말이 처음 쓰인다. 

이 ‘五風’과 ‘長夏’라는 개념을 등장시킴으로써, ‘五藏’과의 상관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되

8) 거(去); 사거(死去), 사망하다. 죽다.

9) 朴贊國저, 洪元植감수, 위의 책, pp.13~14.

10) 朴贊國저, 洪元植감수, 위의 책,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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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四時’의 ‘五行’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며, ‘四時之勝’이란 相勝관계를 엮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五行의 사고체계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원래 五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

냐하면 자연계의 현상이나 인체의 변화는 陰陽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과 더

불어 살며 그 수명의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치를 제대로 알며 陰陽과 더불어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金匱眞言論篇」에서 ‘五風’이나, ‘長夏’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의 「上古天眞論篇」이나, 「四氣調神大論篇」, 그리고 「生氣通天論

篇」에서도, 단지 陰陽만을 중요시하고 이를 강조하여 천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를 어길 시에는 그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밝힌 바 있다. 그래

서 절대 陰陽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五風’이 끼어들고, 없었던 ‘長夏’가 버젓이 끼어드는 이유는 뭘

까? 五行적 相勝관계를 자연스럽게 엮어나갈 수 있는 단초는 바로 ‘五藏’에 있음을 앞서 ‘나

-1) 五風과 觸五藏’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같은 이유로 五行에서 ‘5’의 숫자에 맞춰 ‘五風’

을 뽑아냈듯이, ‘長夏’라는 말도 자연계의 四時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陰陽으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 ‘5’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개념으로 

‘長夏’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개념정립이다. 邪氣가 四時의 변화에 따라 

藏府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그 치료법도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어쩌면 그 예방적 대책

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방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희망이기

도 하다.

단지 고정된 ‘四時’의 존재만으로는 자연에 순응해야 하며,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

의 창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陰陽만으로는 이런 오행적 변화로 엮어가는 ‘四時之

勝’을 설명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다. 여기에 ‘五風’과 ‘長夏’를 연결시키고 ‘藏府’와 결합된 

‘四時之勝’은 기존의 陰陽觀을 가진 입장에서는 언뜻 먹혀들어갈 만한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四時’에 비록 기존에 없었던 ‘長夏’를 끼워 넣어 ‘五時’를 만들었다고는 해도 

‘藏府’와의 결합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앞의 ‘나-1) 五風과 觸五藏’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원래 ‘五藏’은 ‘六府’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음양적 결합이기 때문이다. 만일 ‘五藏’을 

五行에 맞추게 된다면 ‘六府’ 또한 같은 오행적 순환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六府’를 떼어내고서라도 ‘五藏’을 ‘五行’과 결합시켜 ‘長夏’를 

도입함으로써, ‘4’의 변화에 대한 ‘5’의 전환을 꼭 실현시켜야 했을까? 시간적 변화에 대한 

공간적 적용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는 것은 실로 엄청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四時’라는 시간적 개념과 ‘五藏’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별개의 것이었는데, 이로써 

‘五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四時’와 ‘五藏’이 통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八風’에서 ‘五風’

을 끄집어낸 것보다도, ‘藏府’에서 ‘五藏’을 갈라냈다는 것이 매우 타당한 얘기가 되었다. 실

로 「金匱眞言論」의 ‘四時之勝’은 ‘陰陽’을 바탕으로 한 기존 개념에 대한 도전을 감행한 것

이며, 별다른 저항없이 ‘陰陽’의 영역을 초토화시키고, 五行의 개념을 정립시켰다.

이로써 어이없는 ‘五行’의 도발에 ‘陰陽’이 참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陰陽’은 굳건하게 살

아남았다. 하지만 그 피해는 막대했다. 『黃帝內經』의 곳곳은 음양적 개념이 침탈되었고, 

오행적 상관관계가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었다. 그렇다고 ‘五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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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經』에 무혈입성한 것은 아니다. 「金匱眞言論」의 ‘四時之勝’에 등장한 ‘五風’은 ‘八風’

에서 나왔다고 당당히 선언한 공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內經』에 다시는 등장하

지 않는다. 어쩌면 ‘五藏’을 ‘五行’에 결합시킨 후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

쨌든 이것은 기존의 陰陽說을 바탕으로 전국시대부터 등장한 五行說의 유입과 연관된 것으

로, 齊나라 鄒衍11)의 ‘五德終始說’에서 비롯된 ‘五行相勝說’을 『內經』의 「金匱眞言論」에 

적용한 경우다.

추연이 종합하고 정리한 ‘오덕종시설’은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가 五行의 德性에 의한 것인

데, 五德은 五行相勝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자연뿐만 아니라 왕조의 흥망 또한 변화되고 

적용된다12)고 하였다. 그래서 夏왕조는 木德이고 그 대신 일어난 殷왕조는 金德이며 이후의 

周왕조는 火德이라 한다. 이 같은 相勝의 원칙에 따라 왕조가 흥망하고 변화한다는 인식은 

漢나라 초엽에 이르러서 국가의 수도가 위치한 화북지방에서부터 널리 퍼져 있었고, 漢나라

의 기초가 확립되면서 새로이 五行相生說이 나타나 왕조의 교대순서가 정해진다13)고 여겼

다. 이렇게 五德이 五行의 운행원칙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陰陽의 순환과 균형 및 조화라

는 기존의 생태변화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陰陽의 待對로 天地가 구분되고, 陰陽의 순환구조로 四時가 교대하고, 陰陽의 分化에 따라 

四方과 八方이 정해지며, 陰陽의 위치규정에 따라 前後·左右·內外가 구분되던 것이, 시간의 

순환구조는 四時에서 실제적으로 ‘五時’가 되었고, 위치는 四方에서 ‘五方’이 되었다.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새로 편제된 ‘五行’으로 통합되면서, 모든 것을 ‘五行’의 편제구조로 개편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것이 漢왕조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미 전왕조인 秦

나라에서 焚書坑儒를 단행하여 다른 사상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사라진 다음이라, 漢왕조

에서는 거침없는 ‘五行’적 편제를 단행할 수 있었다. 다행이도 분서갱유 때 醫藥·占卜·農業과 

관계된 서적만은 살아남았지만, 이후 『內經』은 꾸준한 ‘五行’의 압박을 면치 못했던 것 같

다.

이렇게 陰陽의 질서에 새롭게 등장한 五行의 체계는 자연과 인간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이며, 기존의 陰陽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새롭게 편성된 五行체제에 따른 질서의 확립이

다.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시기적으로 五行적 사고관이 漢나라에 와서 확립되고 전파되는 때

와 일치하며, 이것이 곧 漢왕조를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정치사

상이 된다. 그리하여 천지자연의 운행되는 이치를 五行에 맞춤으로써 漢族의 지배체제를 자

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또는 

각 왕조마다 차면 기우는 陰陽의 순리를 따르는 기본적인 정치맥락에서, 五行의 순환구조에 

따라 ‘中央’이라는 중심을 두고 四方의 각 족속과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陰陽의 순리에 따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漢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을 복속시키고 지배하며 정복하는 중앙지배 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

11) 추연(鄒衍);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추연(騶衍)이라고도 한다. 맹자보다 약간 늦게 등장하여 음양오행설

(陰陽五行說)을 제창하였다. 세상의 모든 사상(事象)은 토(土)·목(木)·금(金)·화(火)·수(水)의 오행상승(五行相

勝) 원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라하였고, 이에 의하여 역사의 추이(推移)나 미래에 대한 예견(豫見)을 하였

다. 이것은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과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추자(鄒子)》 49편, 

《추자시종(鄒子始終)》 56편 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전하지 않는다.[네이버 지식백과] 추연[鄒衍] (두산백

과)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오행론(五行論);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재인용.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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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래서 천지자연을 해석하는 五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천하를 평정하며 중앙의 漢

族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확립되자, 맨 처음 漢나라는 곧바로 古朝鮮을 멸망시키고 漢四

郡을 설치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한다. 이것은 또한 거꾸로 이후 중국의 역사는 

중원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로 귀결되며, 끊임없는 중앙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중국의 역사에서 각 왕조가 유지되는 기간은 우리나라처럼 500년 또는 천년세월을 이어 가

지 못하고, 漢族과 이민족과의 중앙쟁탈전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왔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漢族의 정치적 비호아래 五行은 陰陽의 체제를 바탕으로 

재편성되며, 그 구조의 중심은 ‘中央’이라는 전례 없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

이 모든 구조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계절에서도 이전에 없었던 ‘長夏’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으며, 이를 기왕에 존재했던 五藏에 맞춰서 꾸몄기 때문에, 그 순환구조를 ‘相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이 「金匱眞言論」이다. 사실 五藏은 五行과 아무 상관없는 개념이었

고, 그냥 陰陽觀에 따라 五藏과 六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했을 뿐이었는데, 「金匱眞言

論」에 와서 五行의 도구로 五藏이 편입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臟腑의 상관관계로서 음양적

으로 존재했던 五藏과 六府였던 것이 ‘5’의 구조에서 필요 없게 된 六府는 제거된 것이다.

결국 五臟六腑를 분리시킴으로써 陽의 六府가 사라지고, 陰의 五藏만이 단지 ‘5’로서 표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구조는, 陰陽의 구조가 깨지면서 五行의 구조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엄연한 陰陽으로 이뤄진 생태환경에 대한 도전이었고, 陰陽으로 설명된 정치적 

맥락이 파괴되어 더 이상 陰陽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4’의 구조

에서 ‘5’의 구조로 의학의 재편성된 구조로 『黃帝內經』이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의 완

성을 놓고 보자면 아마도 『內經』의 成書시대는 정치적 패권을 장악한 漢나라 정부의 비호

를 받는 때일 것이다. 따라서 「金匱眞言論」의 이해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놓고 설

명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四時之勝’은 이를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마땅

하다.

  (2) ‘長夏’의 성립

  첫 머리에 ‘하늘에는 八風이 있으며 經에는 五風이 있는데 … 八風이 邪氣를 發하여 經風

이 만들어지고 五藏에 닿아 邪氣가 병을 일으킨다(天有八風, 經有五風 … 八風發邪, 以爲經

風, 觸五藏, 邪氣發病).’고 했으므로, 이 문장은 ‘五風’과 ‘五藏’을 연결함으로써 ‘五’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계절을 ‘四時’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구태여 ‘春夏秋冬’ 이외의 ‘長夏’라는 개념을 구사하여 ‘五時’로 계절을 맞췄다. 즉 비록 표면

적으로는 ‘四時’라 쓰고 있어도 그 내면적 의미는 ‘五時’라는 얘기다. 바로 그 뒤의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四時’는 본래의 春夏秋冬의 四時에다 五行적 개념에 맞추기 위해 ‘長夏’라는 특

수개념을 만들어 ‘五時’를 맞췄다는 것이 확실하다.

  즉 ‘四時之勝’의 성립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른바 四時의 勝을 얻었다 함은, 

봄의 기운은 長夏의 기운을 이기며, 長夏의 기운은 겨울의 기운을 이기며, 겨울의 기운은 여

름의 기운을 이기며, 여름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을 이기는 것이 이른바 四時의 勝이기 때문

입니다(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四時之勝也).’라 

하였다. 논조의 시작은 분명 ‘이른바 四時의 勝을 얻었다 함은(所謂得四時之勝者)’이라 하여 

‘四時’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春夏秋冬’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長夏’라는 개념을 집

어넣어 ‘五時’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四時로 오행적 운행의 상관성을 설명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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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오행적 운행을 맞추기 위해 ‘長夏’를 도입한 ‘五時’의 五行적 변환으로 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長夏’라는 계절의 도입은 ‘五行’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이

며, 『內經』의 입장에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적절하고도 기막힌 선택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四季’를 의미하는 ‘四時’의 개념이 먼저 있었고, ‘五行’적 사고체계가 새로이 도입되

면서 이를 ‘五行’에 맞추기 위해 ‘長夏’라는 개념이 창조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五

時’라는 말이 생기지 않고 현재까지 ‘四時’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五行’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四時’의 벽을 넘어서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14) 

아마도 이는 ‘四季’가 ‘陰陽’적 사고체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五行’의 사고체계에 

맞추기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만일 陰陽적 사고에서 四時의 운행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陰陽의 盛衰와 升降에 맞춰 설명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漢나라 이전의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설명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즉 

이전에는 陰이 極한 상황에서 陽이 始生하여 봄이 오고, 陽氣가 더욱 盛하여 여름이 오며, 

그 陽이 極한 상황에서 陽은 衰하고 陰이 始生하여 가을이 오고, 陽氣는 더욱 衰하고 陰氣가 

더욱 盛하여 겨울이 온다는 것이 陰陽의 순환구조로 설명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순환구조에 

逆하면 질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內經』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四時에 대한 陰陽적 이해는 필수적이며 절대 이를 거스를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래서 『內經』은 「金匱眞言論」보다 「四氣調神大論」을 앞세우고 있다.

� � “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不起,� 是謂得道.�
道者,� 聖人行之,� 愚者佩之.� 從陰陽則生,� 逆之則死,� 從之則治,� 逆之則亂.� 反順爲逆,� 是謂
內格.�是故聖人不治已病,�治未病,�不治已亂,�治未亂,�此之謂也.�夫病已成而後藥之,�亂已
成而後治之.�譬猶渴而穿井,�鬪而鑄錐,�不亦晩乎!”15)

� � “陰陽과� 四時는� 모든� 생물의� 끝과� 시작이며,� 죽고� 사는� 근본이다.� 이를� 거스르면� 재해가�
생기고,� 이를� 쫓으면� 가혹한� 질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를� 일러� 道를� 얻었다� 할� 것이
다.� 道는� 성인이면� 이를� 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면� 이를� 옆구리에� 꿰어� 차기만� 할� 것이다.�
陰陽을� 쫓으면� 살� 것이고� 거스르면� 죽을� 것이며,� 이를� 따르면� 다스려질� 것이고� 거스르면� 어
지러울� 것이니,� 순조로움에� 반하면�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를� 내격(內格)이라� 이른다.�
이러하기� 때문에� 성인은� 다스리지� 않고도� 병을� 낫게� 하며,� 병이� 나기� 전에� 다스리고,� 다스리

지� 않고도� 어지러움을� 끝낼� 것이니,� 어지러움이� 생기기� 전에� 다스린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

는� 말이다.� 무릇� 병이� 이미� 이뤄지고� 난� 뒤에� 약을� 쓰고,� 어지러움이� 일어난� 뒤에� 다스린다

는� 것은� 비유하자면�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파고� 싸움이� 일어나고서야� 화살촉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또한� 늦지� 않겠는가!”

陰陽이 거듭하여 四時가 되고, 그 四時가 陰陽적 균형과 질서에 적합하여야 온전한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며, 이를 거슬렀을 때 어느 부위에 손상이 가고 다음 계절에 어떤 질환이 찾

아오는지를 「四氣調神大論」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金匱眞言論」에서 五行적 

순환구조로 맞추기 위해 ‘長夏’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陰陽적 순환구조가 깨지고, 相勝관계

14) 비록 ‘五時’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는 쓰이지 않았으나, 그 비슷한 개념으로 딱 한 번 쓰이기는 했다. 「六

節藏象論篇」에서 ‘五行時’가 그것인데, 「金匱眞言論」의 ‘四時之勝’과 비슷한 개념의 설명을 「六節藏象

論」에서도 다시 언급된다. 여기서 ‘四時之勝’ 대신에 ‘五行時之勝’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한 번 

언급되고 다시는 얘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음양적 구분에 의한 ‘四時’의 한계를 오행적 설정에 의한 ‘五行

時’로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다.

15) 『素問』․ 「四氣調神大論篇」 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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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五行적 변화라는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四時之勝’의 구조를 성립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內經』의 각 편에서 이들 陰陽적 상관관계로 설명하는 것과 五行적 상관관계로 설명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지 잘 살펴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즉 『內經』 전편에 걸쳐서 이러한 인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五風’과 ‘中央’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 원리에 따라 정돈되어야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그래서 ‘五時’에 따라 ‘春夏秋冬’에 ‘長夏’라는 개념을 도입했듯이, ‘五方’도 ‘五’의 

개념에서 ‘東西南北’에 ‘中央’이란 개념을 따로 첨가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각 방위에서 

생기는 風을 각 방위에다 ‘風’이란 글자를 보태어 ‘五風’이 마련되었으니, 당연히 東風, 西風, 

南風, 北風이 있다면 중앙에도 ‘中央風’이란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中央’의 ‘風’에 

해당하는 ‘中央風’이 마땅히 언급되어야 한다. 혹시는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이를 ‘中風’이

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中風’은 일반적 병명으로 착오가 될 수 있으므로 ‘中央風’이라 하

여야만 될 것 같다. 그래서 ‘五風’의 개념에서 ‘中央’을 ‘中央風’으로 바로 잡는 것이 옳을 것

이다.

하지만 바로 ‘中央風’이라고 단어를 설정하는 순간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그도 그

럴 것이 東風, 西風, 南風, 北風이란 것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것은 동풍이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것은 서풍이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은 남풍이

며, 북쪽에서 불어오는 것은 북풍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자신의 바람이 불어올 수 없는 것

이 바로 ‘中央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央風’은 설정되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그 누군가 『內經』을 집필할 당시의 그 어느 누군가의 고민이 되었

을 것이며, 또한 후세의 누군가는 이 문장을 접하고 ‘中央’이란 단어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楊上善도, 王冰도, 馬蒔도, 張志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그 어느 누구도 수많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거나, 지극히 

당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란 생각도 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상황도 설정해 봄직

하다. 五行에 따른 규칙으로 五方을 설정하고 ‘中央風’이란 개념을 설정하려도, ‘中央風’이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中央’이란 단어로 그냥 얼버무린 것

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렇게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억지로 만들어냈을 때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이 오행적 개념설정의 문제점이

다. 존재하지 않는 관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관념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개념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漢나라 왕조의 정치이념 아래 오행개념의 ‘中央’이란 단어는 들어가

야만 했다.

그것은 漢나라의 정체성을 가지는 정치철학으로서의 五行이기 때문이다. 천하가 통일된 

상태에서의 중앙집권을 위해 지배구조로서의 五行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그리하여 四方은 

이 中央에 복속되어야만 했다. 中央이 없었던 四方체제는 각기 나름대로 존재하는 독립적 존

재였던 것이고, 그들 독립적 권력은 서로 대립 또는 협조하는 체제로서 교류가 성립되었던 

것뿐이다. 그런 가운데 漢族은 自我를 깨닫기 시작했으며 이 자아에 대한 구체적인 성립과정

에서 五行은 그들의 기호에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相勝의 관계로써 木德을 가진 夏

왕조를 치고 金德을 가진 殷왕조가 들어서며, 이 殷왕조를 치고 火德을 가진 周왕조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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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으니, 천하를 통일한 秦왕조는 水德을 가진 것이며, 따라서 漢왕조는 土德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土德을 가진 漢왕조가 중앙을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相勝의 관계가 漢왕조의 영원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시 相生의 관계로 

돌아서며 漢왕실의 발전은 相生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리하여 이때의 中央의 土는 黃

色(Yellow)이기 때문에 당시의 帝王이 黃帝(Yellow Emperor)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

다. 그리하여 『內經』은 비로소 『黃帝內經』이 되는 것이니, 漢代에 『黃帝內經』이란 책

명이 이뤄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이처럼 『黃帝內經』의 명명과, ‘五風’, ‘中央’. ‘長夏’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金匱眞言論篇」은 『內經』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들 단어가 모두 五行의 관계설정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4) ‘中央爲土’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설정이라면, 『內經』이라는 서책이 주는 막대

한 의학적 담론이 가지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이들 단어에 대한 개념이 어떻

게 생기는 것인지 정도는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內經』에서는 다짜고짜로 이들 

단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도입하고 있다. 漢왕조의 성립에 있어 그 철학적 배경이 되는 五

行을 도입하면서, 아주 당당한 자세로 이들 단어들이 거침없이 삽입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위

에서 설명한 ‘相勝’의 구조로 漢왕조가 성립되기 때문이며, 그것은 전왕조를 치고 들어서는 

일종의 침탈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黃帝는 “生而神靈, 弱而能言, 幼而徇齊, 長而

敦敏, 成而登天.”이라는 찬란한 말로 꾸며놓고 더 이상 토달지 말라는 고압적 자세로 시작되

었다.

 그러한 고압적 자세가 바로 ‘五風’을 얘기하면서도 ‘中央風’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논리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성립될 수도 없는 이런 개념이 거의 강제로 기존의 ‘四時’

로 이루어진 음양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들어섰으니, 이어지는 말도 그 규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즉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를 볼 수 있으니, “東風生於春, 病在肝, 兪在頸項, 南風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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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夏, 病在心, 兪在胸脇, 西風生於秋, 病在肺, 兪在肩背, 北風生於冬, 病在腎, 兪在腰股, 中央

爲土, 病在脾, 兪在脊.”이 그렇다. “東風生於春, … 南風生於夏, … 西風生於秋, … 北風生於

冬”이라면, 같은 논리로 마땅히 중앙은 ‘生於長夏’라는 말이 와야 하나 느닷없이 그냥 ‘爲土’

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이는 중앙에는 ‘風’이라는 말이 들어올 수 없음을 인식한 말

이다.

게다가 이 말의 쓰임을 볼 때 그토록 당당하게 들어온 ‘五風’과 ‘長夏’라면, ‘中央’이란 말

도 이 구절의 중앙에 놓여야 하는데 맨 끝에서 ‘中央爲土’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원래 있던 

음양적 구조에다 그 끝에 하나 더 연결되는 구조로서의 나중에 삽입되는 껄끄러움을 보이고 

있다. 오행적 구조로서 중앙의 위치에 떳떳하게 놓이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中央風’이 올 수 없기 때문에 ‘中央爲土’라고 했다면, 邪氣로서의 風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병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病在脾’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

로 병이 없다면 ‘兪穴’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兪在脊’이란 말을 써서는 안된다. 있어서

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말이 ‘五行’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꾸며지고 있다.

 4) ‘夏氣者病在藏’에 대한 수정

어쨌든 위와 같이 각 계절에 따른 ‘五風’의 五藏배속이 끝나고 나면 ‘故’로 시작되는 3개

의 구절이 연이어 있다. 말하자면 “東風生於春, 病在肝, 兪在頸項, … 中央爲土, 病在脾, 兪在

脊.”의 결과물이 ‘故’자로 시작하는 3가지의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즉 “東風生於春, 

… 故春氣者病在頭, … 故春善病鼽衄, … 故冬不按蹻, … 冬不病痺厥, 飱泄而汗出也.”로 이뤄

지는 하나의 문장이다. 그 첫 번째 ‘故’는 “春氣者病在頭, 夏氣者病在藏, 秋氣者病在肩背, 冬

氣者病在四支”라 되어 있다. 이는 각 계절의 邪氣로 인해 병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부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夏氣者病在

藏’이다. 왜냐하면 春夏秋冬의 각기 병소를 얘기하는데 夏氣만 ‘藏’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南風에 해당하는 ‘夏氣者病在藏’의 ‘藏’은 다른 곳에서처럼 신체의 어느 부분을 언급해

야 할 것인데, 단지 ‘藏’이라고 표현함으로써 五藏六府의 藏인지, 단지 신체내부를 말하는 것

인지, 아니면 그냥 감춰져 있다는 ‘藏’인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구태여 얘기하자

면 ‘心’에 관해 『內經』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추측해 볼 때, ‘脈’이거나 ‘血脈’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脈’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처럼 구체적인 신체의 부분으로 마땅하지 않다. 

다만 「金匱眞言論篇」의 뒤에 나오는 ‘五藏應四時’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을 ‘五藏’이라 했으

므로 이에 따라 일단 잠정적으로 ‘五藏’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內經』을 통틀어 ‘病

在藏’이나 ‘病在五藏’은 오로지 「金匱眞言論篇」에만 있는 말이다.

따라서 ‘病在藏’이든 ‘病在五藏’이든 南方의 心과 연관된 것이니, 그 유사개념을 찾아보았

을 때 「五藏生成篇」의 ‘五決爲紀’를 통해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글머리에 

“병을 진찰할 때 ‘五決’을 기틀로 삼아야 하는데, 그 처음(원인)을 알려거든 먼저 그것의 어

미(근원)가 관건이니, 이른바 ‘五決’이란 ‘五脈’인 것이다(診病之始, 五決爲紀, 欲知其始, 先建

其母. 所謂五決者, 五脈也).”라고 하여, 최소한 ‘欲知其始, 先建其母’라는 말은 병의 진전에 

관해 ‘四時之勝’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 글도 다

른 곳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여, 그 형식에 있어 다소 출입이 있어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일단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頭痛巓疾,� 下虛上實,� 過在足少陰巨陽,� 甚則入腎.� ②徇蒙招尤,� 目冥耳聾,� 下實上虛,� 過
在足少陽厥陰,� 甚則入肝.� ③腹滿䐜脹,� 支鬲胠脇,� 下厥上冒,� 過在足太陰陽明.� ④欬嗽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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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厥在胸中,�過在手陽明太陰.� ⑤心煩頭痛,�病在鬲中,�過在手巨陽少陰.16)

①頭痛과�癲疾이� 나타나면서� 아래가�虛하고� 위가� 實하면� 허물이�足少陰과�太陽에� 있으니,�
심하면� 腎에� 들어갑니다.� ②확실하지� 않음을� 믿고� 쫓아� 일을� 하여� 과실을� 부르며,� 目冥과�
耳鳴이� 나타나면서� 아래가�實하고� 위가�虛하면� 허물이�足少陽과�厥陰에� 있으니,� 심하면�肝
에� 들어갑니다.� ③腹滿과� 䐜脹을� 앓으며� 橫膈膜과� 겨드랑이,� 옆구리를� 떠받쳐� 밀쳐내는� 듯
하면서� 아래가�厥하고� 위로� 머리가� 뒤집어� 쓴� 듯이� 답답하면� 허물이�足太陰과�陽明에� 있습
니다.� ④欬嗽와�上氣가� 나타나면서�厥이�胸中에� 있으면� 허물이�手陽明과�太陰에� 있습니다.�
⑤心煩과�頭痛이� 있으면서� 병이�兩肺間에� 있으면� 허물이�手太陽과�少陰에� 있습니다.17)

위 글은 보다시피 크게 5문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五藏의 체계로 놓고 볼 때 당연한 

분류다. 또한 각 문장의 구조에 있어서는 ‘病症 + 虛實 + 過在經絡 + 甚則入五藏’의 형식

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③,④,⑤번의 문장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 ‘甚則入五藏’의 형식이 

없다. 그래서 이 형식을 맞추면 ③번 문장은 ‘腹滿䐜脹, 支鬲胠脇, 下厥上冒, 過在足太陰陽明’

에서 ‘腹滿䐜脹, 支鬲胠脇, 下厥上冒, 過在足太陰陽明, 甚則入脾’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④번 

문장은 ‘欬嗽上氣, 厥在胸中, 過在手陽明太陰’에서 ‘欬嗽上氣, 厥在胸中, 過在手陽明太陰, 甚則

入肺’가 되어야 할 것이고, ⑤번 문장은 ‘心煩頭痛, 病在鬲中, 過在手巨陽少陰’에서 ‘心煩頭痛, 

病在鬲中, 過在手巨陽少陰, 甚則入心’이 되어야 일단 형식이 갖춰질 것이다.

그러므로 病在藏’인가 ‘病在五藏’인가를 놓고 볼 때는 앞의 ‘藏’은 ‘五藏’을 지칭하는 것임

을 알 수 있으나, 그 역시 구체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病在五藏’으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나 「五藏生成篇」의 ‘五決爲紀’를 놓고 볼 때는 위의 ⑤번 문장에서 볼 수 있

다시피, ‘病在鬲中’으로 좀 더 구체화된 단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鬲中’의 ‘鬲’은 

‘膈’일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藏氣法時論篇」을 놓고 볼 때, ‘心病者, 

胸中痛, 脇支滿, 脇下痛, 膺背肩甲間痛, 兩臂內痛. 虛則胸腹大, 脇下與腰相引而痛, 取其經, 少

陰太陽, 舌下血者. 其變病, 刺郄中血者.’라 하였으므로, ‘胸中痛, 脇支滿, 脇下痛’과 같은 부류

의 胸膈의 병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藏’은 ‘鬲中’ 또는 ‘胸膈’으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5) 中央의 ‘長夏氣者’에 의한 闕文의 보충

이 구절에서 하나 더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일단 원문을 다시 보면 “春氣者病在頭, 夏氣者

病在藏, 秋氣者病在肩背, 冬氣者病在四支”라고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 구절의 내

용은 四時의 기운이 邪氣로 작용될 때 신체의 각각 어느 부위에 영향을 미쳐 병으로 나타나

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長夏’에 대한 언급

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계절에 대해 억지로 ‘四時’에서 ‘五時’로 만들어 ‘長夏’를 설정했

다면, ‘長夏’에 병이 안생긴다면 모를까 다른 구절에서도 ‘長夏’의 병을 언급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여기에 ‘長夏氣’가 언급되어야 한다. 그래야 ‘五風’과 ‘長夏’를 만든 의미가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中央’에 해당하는 곳에 각 계절의 사기가 작용하는 병소의 기록이 없으니, 이곳은 

나머지 경우를 보았을 때 ‘長夏氣者病在○’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위에서 ‘兪在脊’이라 

하였는데, 이는 督脈이 있는 등의 脊椎임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16) 『素問』, 「五藏生成篇」, ‘五決爲紀’

17) 朴贊國저, 洪元植감수, 위의 책, p.190.



92 ■ 학술발표문 : ‘四時之勝’에 관한 一考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아래에서 ‘長夏善病洞泄寒中’이라 하였으니, ‘洞泄’과 ‘寒

中’이란 말에서 ‘脊中’에 寒氣가 들어 ‘洞泄’을 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겠다. ‘洞泄’을 하

는 것은 대변을 통해 나가는 것이므로 해당하는 단어를 ‘二陰’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대소

변을 배출하는 것은 결과물이지 병소를 지칭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脊中에서도 ‘二

陰’과 가장 가까운 ‘腰脊’을 해당단어로 삼을 만하다. 하지만 洞泄을 하는 것은 腰脊에만 한

기가 들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脊椎의 전체를 의미하는 ‘脊’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알맞

을 것 같다. 따라서 이는 결국 ‘長夏氣者病在脊’이라고 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첫 번째 ‘故’의 구절은 “春氣者病在頭, 夏氣者病在藏, 秋氣者病在肩背, 冬氣者病

在四支”에서, ‘夏氣者病在藏’을 ‘夏氣者病在鬲中’으로 바로 잡고, 長夏氣의 궐문을 집어넣어 

위치까지 바로 잡아 다시 쓰면 “春氣者病在頭, 夏氣者病在鬲中(胸膈), 長夏氣者病在脊, 秋氣

者病在肩背, 冬氣者病在四支”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五行의 관점에서 제대로 쓰인 것

이어야 할텐데도, 역대 주석가들은 특히 궐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비어있는 채로 그대로 오늘날까지 답습해온 것은 잘못이다. 소위 주석가들은 미래를 생각해 

후손에게 물려줄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입장과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는가.

6) ‘仲夏’와 ‘長夏’

‘故’자로 시작하는 3가지의 구절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故’의 구절은 유일하게 제대

로 각 계절에 대한 배분이 잘 되어 있고 그 규칙과 순서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春善

病鼽衄, 仲夏善病胸脇, 長夏善病洞泄寒中, 秋善病風瘧, 冬善病痺厥”은 다른 구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仲夏’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이 의아스럽다. 

원래 ‘仲夏’는 ‘孟夏(음력 4월의 초여름)’와 ‘仲夏(음력 5월의 한여름)’와 ‘季夏(음력 6월의 늦

여름)’의 한 가운데에 있는 세 여름 중의 하나를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여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中夏’라는 말도 썼다. 즉 버금가는 ‘仲’과 가운데 ‘中’은 같은 의미로 지칭된 것이다. 

문제는 앞에서 ‘夏’를 썼는데도 구태여 ‘仲夏’를 써서 ‘長夏’와 구분짓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仲夏’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內經』과 그 성서년대가 비슷한 『禮記』에서다. 

따라서 그 연대가 거의 비슷한 시대에 다른 곳에서도 쓰던 말이라면, 같은 시기의 말이 『內

經』에도 쓰일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이상할 것이 있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

지만 『禮記』에 ‘仲夏’를 쓴 것은 각 계절마다 ‘孟·仲·季’의 셋으로 나누어 농사에 도움을 주

고자 하는 의미였다. 그래서 ‘孟·仲·季’는 순서상 그저 ‘처음·가운데·끝’이나 ‘맏이·중간·막내’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그런데 「金匱眞言論篇」에서의 ‘仲夏’는 이곳 ‘四時之勝’에서만 2

군데 쓰였을 뿐 그 어디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서는 ‘春·仲夏·長夏·

秋·冬’의 가운데 ‘長夏’를 의식하여 ‘仲夏’라는 단어를 쓴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문제다.

만일 ‘가운데’를 의미하는 단어로 ‘仲夏’를 썼다면, ‘春·仲夏·長夏·秋·冬’에서 그 위치가 바

뀌어 ‘春·長夏·仲夏·秋·冬’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春·仲夏·長夏·秋·冬’의 순서로 ‘仲夏’

의 위치를 정한 이상, 그것은 ‘가운데’가 아니라 ‘버금’이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버금’

의 사전적 의미는 ‘으뜸의 바로 아래, 또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이다. 

즉 ‘仲夏’는 ‘長夏’를 으뜸으로 두고 그 바로 아래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長夏’는 ‘長’이 ‘어른, 맏이, 우두머리’ 등의 뜻을 갖는 위치라는 의

미에서 쓰였음을 보여주는 단어임이 명백하다. 이처럼 철저히 계산된 생각에서 슬쩍 ‘仲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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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끼워넣은 것을 보면, 그저 ‘五時’의 동등한 위치에서 쓰이는 ‘長夏’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행적 관념에서 ‘순환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五時’의 ’春·夏·長夏·秋·冬’이란 것

은 결코 순환할 수 없는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행적 

의미에서 비록 ‘夏’라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재적 의미는 ‘長夏’가 지배하는 구조에

서의 ‘仲夏’라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볍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처럼 여기서 표현되는 ‘仲夏’는 비록 「金匱眞言論篇」에서만 쓰이고 

『內經』에서 이후 영원히 퇴출되고 말았지만, 앞서 언급된 ‘五風’처럼 그 역할을 톡톡히 하

고 퇴장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內經』 전체를 둘러보았을 때, 오행의 관념에서 

쓰인 ‘夏’가 들어온 이후, 본래 음양적 관념에서의 ‘四時’로 ‘春夏秋冬’이었던 ‘夏’는 이로써 

퇴색되고 말았다.

그냥 단순히 ‘퇴색되다’는 말로도 부족한 ‘침탈되다’로 표현해야 할 정도로, 오행적 관념의 

‘長夏’가 들어옴으로써 본래 음양적 관점의 ‘夏’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코 순환될 수 없는 순

환구조라는 억지가 발동되는 ‘지배구조’가 탄생한 것이다. 순수하고도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의 ‘春夏秋冬’이라는 ‘四時’의 순환구조가 ‘長夏’의 침탈로 저해된 상황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차제에 그동안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였던 ‘五行’을 다시 생각해보

고, 앞에서 언급했던 ‘五風, 長夏, 中央’ 등에 대해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內經』이 왜 

『黃帝內經』이 되었나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음양적 상관관계와 오행적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분리해서 고찰한 뒤에 재결합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7) ‘仲夏善病胸脇’

비록 이 구절이 잘 되어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다. 이 구절의 전반적 의미는 각 계절마다 특징이 있어 잘 생기는 병이 이러하다는 것인데, 

仲夏에 생기는 병을 의미하는 자리에 신체의 부분을 의미하는 ‘胸脇’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다. 물론 ‘善病胸脇’을 ‘자주 胸脇을 앓게 된다’고 읽어도 무방할 것 같다. 역대 주석가들

이 이에 대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읽는다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다. 해당하는 다른 계절은 모두 ‘계절善病증상명(또는 병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계절에 잘 생기는 병(또는 자주 아프게 되는 것)은 ○○이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를 ‘胸脇痛’이라고만 했어도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다.

8) 중앙과 北風의 ‘四時之勝’에 따른 병증변화에 대한 궐문의 보충

이 문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故’의 구절인 “冬不按蹻,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仲夏不病胸

脅,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飱泄而汗出也.”는 이 문장의 종결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五時’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는 있지만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

지 않다. 앞 계절의 병을 앓지 않으면 그 邪氣의 영향을 다음 계절에 옮기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단 나열된 구조

를 따라가 보면 이 구절은 ‘冬不按蹻 →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 仲夏不病胸脅, 長夏不病洞

泄寒中 →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 飱泄而汗出也.’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계절을 중

심으로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冬 → 春, 春 → 仲夏, 長夏 → 秋, ? → 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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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風生於春

兪在頸項

南風生於夏

兪在胸脇

中央爲土

兪在脊

西風生於秋

兪在肩背

北風生於冬

兪在腰股

春善病鼽衄 仲夏善病胸脇 長夏善病洞泄寒中 秋善病風瘧 冬善病痺厥

冬不按蹻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仲夏不病胸脇

①○○○○○

○○○○○○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②○○○○

冬不病痺厥

③飱泄而汗出也

[표2]‘四時之勝’의 闕文

이와 같은 구조로 보면, 계절에 따라 風에 손상이 되었을 때 예시되고 있는 내용이, 中央

에 해당하는 말이 없으며, 北風은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①중앙에는 ‘仲夏 → 長夏’

의 내용이 없고, 北風에는 ②‘秋 → 冬’이 아닌 ‘? → 冬’의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아

니라,  ③‘飱泄而汗出也’의 별개의 내용이 덧붙여 설정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머

지 문구들을 보면 東風에는 ‘冬不按蹻, 春不鼽衄’이고 南風에는 ‘春不病頸項, 仲夏不病胸脇’이

고 西風에는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이다. 이들 문장구조는 기본적으로 ‘前期不病症

狀, 次期不病症狀’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은 대체로 각 계절의 ‘善病’에 해당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계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위 ①②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中央인 ‘仲夏 → 長夏’에 

해당하는 구절의 ①은 앞의 ‘7) 仲夏善病胸脇’에 따라 ‘胸脇’을 ‘胸脇痛’으로 수정하고, ‘6) 仲

夏와 長夏’에 따라 ‘仲夏’를 ‘夏’로 고쳐, ‘夏不病胸脇痛, 長夏不病洞泄寒中’이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北風인 ‘秋 → 冬’에 해당하는 구절의 ②는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이어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식을 반영하면 東風에서도 ‘冬不按蹻, 春不鼽衄’이 아

니라, ‘冬不病痺厥, 春不鼽衄’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③의 ‘飱泄而汗出也’는 ①의 ‘夏不病胸脇

痛, 長夏不病洞泄寒中’에서 ‘長夏不病洞泄寒中’에 해당하는 부분이 ‘飱泄而汗出也’로 잘못 쓰

인 경우가 아닌가 한다. ‘脊’이 寒해서 ‘洞泄’이 나온다면 그것은 ‘飱泄’일 것이기 때문이다.

東風生於春

病在肝

兪在頸項

南風生於夏

病在心

兪在胸脇

中央爲土

病在脾

兪在脊

西風生於秋

病在肺

兪在肩背

北風生於冬

病在腎

兪在腰股

故

春氣者

病在頭

夏氣者

病在鬲中(胸膈)

長夏氣者

病在脊

秋氣者

病在肩背

冬氣者

病在四支

春

善病鼽衄

夏

善病胸脇

長夏

善病洞泄寒中

秋

善病風瘧

冬

善病痺厥

冬不病痺厥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夏不病胸脇痛

夏不病胸脇痛

長夏不病洞泄寒中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표3]‘四時之勝’의 闕文에 대한 보충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故’의 구절인 “冬不按蹻,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仲

夏不病胸脇,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飱泄而汗出也.”는 이상의 고찰에 따

라 “冬不病痺厥,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夏不病胸脇痛,/ 夏不病胸脇痛, 長夏不病洞泄寒中,/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

만 이렇게 보았을 때 오행적 구성으로 다섯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은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앞계절의 증상이 없었다면 뒷계절의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공식이 상당히 어색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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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앞계절의 증상이 있다면 다음 계절에 영향을 미쳐서 그 계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공

식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한 번 어떤 증상이 생긴다면 계속 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다.

더구나 이 구절을 본 論者가 완성하고 결정시킨 요소는 ‘冬不按蹻, 春不鼽衄’과, ‘春不病頸

項, 仲夏不病胸脇’, 그리고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의 3가지였다. 5가지 중에 3가지가 

‘앞계절 → 뒷계절’의 구조였기 때문에 나머지 계절도 같은 방식으로 통일시켰다. 또한 이 3

가지 중에 2가지인 ‘冬不按蹻, 春不鼽衄’과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이 앞계절의 정황

이 뒷계절의 정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게다가 ‘冬不按蹻, 春不鼽衄’은 ‘冬不按蹻’가 질환

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의 병증표현에 맞춰 모두 

‘앞계절의 병증 → 뒷계절의 병증’과 같은 구조로 맞춘 것이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 이 

구절은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의 표현에 모든 구조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

 9) ‘春不病頸項, 仲夏不病胸脇’에 대하여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구조에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이 있는데, 본래 문구였던 ‘春不病頸

項, 仲夏不病胸脇’이 그것이다.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이 병증을 위주로 표현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이 문구는 病症과 아무런 관련없는 病所를 위주로 표현하고 있다. 만일 病

所를 위주로 한다면 앞의 고찰을 통해 “冬不病痺厥,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夏不病胸脇痛,/ 

夏不病胸脇痛, 長夏不病洞泄寒中,/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라고 했던 부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말하는 病所는 첫 번째 ‘故’의 구절

에 언급하고 있는 ‘病在○○’에서 ‘○○’에 해당하는 부위로써, 각 계절의 邪氣가 발생했을 

때 다스려야 할 부위이자 방어해야 할 전초기지다. 이를 못막으면 善病이 생긴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저러한 병이 없었다면 이러저러한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그 전초

기지가 무너지면 이러저러한 병증이 생긴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표현일 것 같다. 게다가 

‘故’로 이어진 세 구절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故’를 붙이는 것이 당연할 것

이다. 따라서 애초에 원래 문구인 ‘四時之勝’이란 ‘東風生於春, … 兪在脊.’이고, 그렇기 때문

에 첫 번째 ‘故’인 ‘春氣者病在頭, … 冬氣者病在四支.’이고, 그래서 두 번째 ‘故’인 ‘春善病鼽
衄, … 冬善病痺厥.’인 것이고, 따라서 마지막 ‘故’인 ‘冬不按蹻, … 飱泄而汗出也.’가 된다는 

것이 이 ‘四時之勝’의 요약이다. 즉 이를 봄을 기준으로 맞춰본다면, “東風은 봄에 생기는데, 

병이 간에 있고 다스릴 곳은 頸項이다. 때문에 봄의 邪氣는 머리에서 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봄에는 코피가 잘 나며, 따라서 겨울에 四支에 병들지 않으면 봄에 코피가 안생긴다.”가 된

다.

東風生於春

病在肝

兪在頸項

南風生於夏

病在心

兪在胸脇

中央爲土

病在脾

兪在脊

西風生於秋

病在肺

兪在肩背

北風生於冬

病在腎

兪在腰股

故

春氣者

病在頭

夏氣者

病在鬲中(胸膈)

長夏氣者

病在脊

秋氣者

病在肩背

冬氣者

病在四支

春

善病鼽衄

夏

善病胸脇痛

長夏

善病洞泄寒中

秋

善病風瘧

冬

善病痺厥

冬不病四支

春不鼽衄

春不病頭項

夏不病胸脇痛

夏不病鬲中

長夏不病洞泄寒中

長夏不病脊

秋不病風瘧

秋不病肩背

冬不病痺厥

[표4]‘四時之勝’의 闕文에 대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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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春不病頸項, 夏不病胸脇痛’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頸項’은 ‘兪在頸項’

으로 ‘東風生於春, 病在肝’일 때 다스려야 할 곳이다. 즉 東風이 봄에 생겨 肝에 병이 들면 

처치해야 할 곳이 바로 頸項이기 때문이다. 같은 구조로 봄에 생긴 바람이 東風이듯이 봄의 

邪氣가 春氣가 되는데, 東風으로 肝에 병들면 頸項을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春氣로 머리에 

병들어 코피가 잘나는 것은 겨울에 四支에 병들지 않도록 하면 봄에 코피가 잘 생기지 않는

다는 구조다. 그래서 첫 번째 ‘故’에서 ‘春氣者, 病在頭’라고 했듯이, 마지막 세 번째 ‘故’에서 

‘春不病頸項’은 ‘春不病頭(또는 頭項)’라고 해야 한다. 아마도 여기서 ‘頸項’이라고 표현한 것

은 ‘頸’자와 ‘頭’자가 비슷한 관계로 착간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10) ‘冬不按蹻, … 飱泄而汗出也.’의 논리적 瑕疵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마지막 ‘故’의 구절인 ‘冬不按蹻,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仲夏不

病胸脅,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飱泄而汗出也.’는 ‘冬不病四支, 春不鼽衄, 

春不病頭項, 夏不病胸脇痛, 夏不病鬲中, 長夏不病洞泄寒中, 長夏不病脊, 秋不病風瘧, 秋不病肩

背, 冬不病痺厥也’로 고쳐야 더 타당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원문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할 게재가 못된다. 그러기에 고쳐진 

새로운 구절은 원래의 순서를 고려하여 필요한 낱말들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 글이 타당한 것인가는 이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四時之勝’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四時之勝’의 이론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정된 ‘冬不病四支, 春不鼽衄,/ 春不病頭項, 夏不病胸脇痛,/ 夏不病鬲中, 長夏不病

洞泄寒中,/ 長夏不病脊, 秋不病風瘧,/ 秋不病肩背, 冬不病痺厥也’를 놓고 보면, 앞 계절에서 

잘 관리했을 때 뒤 계절에서 그 계절에 잘 생기는 증상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같은 구조는 사실상 음양적 구조이지 오행적 구조가 아니다. 앞의 계절이 뒤의 계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음양적 순환논리로 볼 때 타당한 얘기지, 오행적 순환논리라면 相勝관계로 

엮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金匱眞言論篇」에서 오행을 도입하여 얘기

하고자 하는 ‘四時之勝’을 펼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四時之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生氣通天論篇」에서 언급하고 있는 논리와 같은 구조다.

“是以,�春傷於風,�邪氣留連,�乃爲洞泄.�夏傷於暑,�秋爲痎瘧.�秋傷於濕,�上逆而欬,�發爲痿
厥.�冬傷於寒,�春必溫病.�四時之氣,�更傷五藏.”18)

“이러한� 까닭으로� 봄에� 風邪에� 損傷되어� 邪氣가� 머물러� 있다가� 서로� 붙어� 있으면� 이에� 여
름에�風泄을� 앓으며,� 여름에�暑邪에� 손상되면� 가을에�痎瘧을� 앓습니다.� 가을에�濕邪에� 손상
되면� 겨울에�陽氣가� 위로� 거슬러� 치솟게� 되면� 기침을� 하고� 발전하여�痿厥을� 앓으며,� 겨울에�
寒邪에� 손상되면� 봄에� 반드시� 溫病을� 앓으니,� 四季節의� 기운이� 번갈아가면서� 五藏을� 손상
하는� 것입니다.”19)

글자의 출입은 다소 있지만 그 논리구조는 「金匱眞言論篇」의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오행의 상승관계로 고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四時之勝’의 기본 논리는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새로 고쳐진 ‘故’의 마

지막 구절을 다시 정리하면, ‘春不病頭項, 長夏不病洞泄寒中,/ 長夏不病脊, 冬不病痺厥,/ 冬不

病四支, 夏不病胸脇痛,/ 夏不病鬲中, 秋不病風瘧,/ 秋不病肩背, 春不鼽衄也’가 된다. 이것이 

18) 『素問』․ 「生氣通天論篇」 第三.

19) 朴贊國저, 洪元植감수, 위의 책,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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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時之勝’의 최종 결론인 셈이다. 이것은 ‘四時之勝’의 오행적 相勝 논리에 맞춰 구조만 같

게 한 것인데,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 임상과 맞을는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

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년 12달을 五行에 맞추면 각 계절마다 2.5계월이 걸리는데, 相勝관계에서는 한 계절을 

건너뛰어 발생하는 일이므로, 결국 결과는 5개월 뒤에 나타나는 일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논점은 각 계절마다 일어나는 ‘五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風은 ‘善行而數

變’20)한다. ‘傷風’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正氣가 虛한 상태이기 때문에 正氣가 邪氣를 막아

줄 수 없다. 또한 正氣의 기본을 이루는 精氣에 대해 이미 『內經』에서는 ‘夫精者, 身之本

也’21)라 하여 몸을 이루는 근본으로써 중히 여겼고, ‘陰陽離決, 精氣乃絶, 因於露風’22)라 하

여 陰陽의 균형이 깨져 精氣가 망가지면 風에 노출되기 쉬움을 얘기하고 있으며, ‘風客淫氣, 

精乃亡’23)이라 하여 風이 들어와 淫氣로 작동하면 精氣는 금방 망가진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처럼 精氣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春風의 邪氣가 長夏까지 갈 수 있으며, 어

찌 그 사이의 있는 夏절기의 風邪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같은 風

의 작용이 지속될 수 없다. 正氣가 虛한 상태에서 봄에 東風에 의한 邪氣를 받았는데 여름에 

南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봄에 받은 東風의 邪氣가 변화없이 고대로 작용하여 長夏에 증상

을 나타낸다는 것은 ‘善行而數變’하는 風邪로써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더구나 ‘風者, 百病之

長也’24)라 하지 않았던가. 때문에 한 계절에 風邪를 받았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精氣

든 正氣든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음 계절의 風邪를 받지 않고 건너 뛰어 그 다음 5개월 뒤

의 계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애초에 논리는 물론이거니와 임상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20) 『素問』․ 「風論篇」 第四十二.

21) 『素問』․ 「金匱眞言論篇」 第三.

22) 『素問』․ 「生氣通天論篇」 第三.

23) 『素問』․ 「生氣通天論篇」 第三.

黃帝問曰, 

天有八風, 經有五風, 何謂?

岐伯對曰, 

八風發邪, 以爲經風, 觸五藏, 邪氣發病, 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四時之勝者也.

東風 南風 中央 西風 北風

生於春 生於夏 爲土 生於秋 生於冬

病在肝 病在心 病在脾 病在肺 病在腎

兪在頸項 兪在胸脇 兪在脊 兪在肩背 兪在腰股

故

春氣者

病在頭

夏氣者

病在鬲中(胸膈)

長夏氣者

病在脊

秋氣者

病在肩背

冬氣者

病在四支

春

善病鼽衄

夏

善病胸脇痛

長夏

善病洞泄寒中

秋

善病風瘧

冬

善病痺厥

春不病頭項

長夏不病洞泄寒中

夏不病鬲中

秋不病風瘧

長夏不病脊

冬不病痺厥

秋不病肩背

春不鼽衄

冬不病四支

夏不病胸脇痛

夫精者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不病溫. 夏暑汗不出者, 秋成風瘧. 此平人脈法也.

[표5]‘四時之勝’의 상관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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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다.

만일 이것이 각 계절에 해당하는 風邪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는 風邪, 여름에는 濕

邪, 가을에는 燥邪, 겨울에는 寒邪와 같은 계절적 특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다. 

어쨌든 납득되지 않는 얘기이긴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이 구절의 얘기를 뒤집어 보면 

어떨까 하여 역설적 구조를 취해 봤다. 즉 ‘~아니라면, ~가 아니다’라는 구조에서 ‘~라면, ~

이다’로 바꿔 봤다. 왜냐하면 그 뜻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春病頭項, 長夏病

洞泄寒中,/ 長夏病脊, 冬病痺厥,/ 冬病四支, 夏病胸脇痛,/ 夏病鬲中, 秋病風瘧,/ 秋病肩背, 春鼽
衄也’의 구조가 되는데, 이는 앞의 구절에서 ‘不’자를 뺀 것으로 역시 원초적으로 하자가 있

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

아무튼 완성된 모습을 보면 위 <표5>와 같은데, 결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春不病頭項, 長

夏不病洞泄寒中,/ 長夏不病脊, 冬不病痺厥,/ 冬不病四支, 夏不病胸脇痛,/ 夏不病鬲中, 秋不病

風瘧,/ 秋不病肩背, 春不鼽衄也’는 최초의 ‘冬不按蹻, 春不鼽衄,/ 春不病頸項, 仲夏不病胸脅,/ 

長夏不病洞泄寒中, 秋不病風瘧,/ 冬不病痺厥, 飱泄而汗出也.’만 못한 결과가 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추론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논리적 하자는 없다. 이는 애시

당초 음양적 변화과정을 오행적 변화과정으로 끼워맞췄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잠깐 언급했

듯이 「生氣通天論篇」의 “是以, 春傷於風, 邪氣留連, 乃爲洞泄. 夏傷於暑, 秋爲痎瘧. 秋傷於

濕, 上逆而欬, 發爲痿厥. 冬傷於寒, 春必溫病. 四時之氣, 更傷五藏.”의 변형에 불과하다.

결국 ‘八風’에서 ‘五風’을 끄집어내서 오행적 귀류에 맞추기 위해 기존의 음양적 분류가 되

었던 ‘五藏’에 덧붙였던 것이 문제이고, 여기에 ‘中央’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長夏’를 억지로 

만든 것이 원인이다. 그리하여 「金匱眞言論篇」에서 구태여 오행을 도입하여 얘기하고자 하

는 ‘四時之勝’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또는 완성할 수 없는) 연습장의 낙서에 불과하다는 얘

기다. 이를 金科玉條처럼 金匱에 넣을 眞言이라 하는 것 자체가 語不成說이다. 그렇다면 이

제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冬不病四支, 春不鼽衄, 春不病頭項, 夏不病胸脇痛, 夏不病鬲中, 

長夏不病洞泄寒中, 長夏不病脊, 秋不病風瘧, 秋不病肩背, 冬不病痺厥也’에서 ‘長夏不病洞泄寒

中, 長夏不病脊’의 ‘長夏’에 해당부분을 빼고 쓰는 것이 음양적 논리에 더 타당할 것도 같다.

 11) 衍文 ‘冬不按蹻’에 대하여

그런데 생뚱맞게 北風에서 ‘冬不按蹻’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앞뒤의 어느 문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체 「金匱眞言論篇」에 이 말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

다. 하지만 ‘冬善病痺厥’이란 말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按蹻’를 환자에게 시술한다면 시원

한 감을 줄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렇다면 임상에서 환자에게 요즘처럼 推拿療法의 하나로 이

를 적용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內經』에서 ‘按蹻’가 등장하

는 곳은 이곳의 「金匱眞言論篇」과 「異法方宜論篇」 밖에 없다. 즉 「金匱眞言論篇」에서

는 ‘冬不按蹻’라고 쓰였고, 「異法方宜論篇」 에서는 ‘中央者, 其地平以濕, 天地所以生萬物也

衆, 其民食雜而不勞, 故其病多痿厥寒熱, 其治宜導引按蹻, 故導引按蹻者, 亦從中央出也.’라 되

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中央者, 其病多痿厥寒熱, 其治宜導引按蹻’라는 것이다. 즉 ‘中央者’는 ‘痿厥’

과 ‘寒熱’이 잘 생기는데, 그 치료법으로 ‘導引’과 ‘按蹻’가 마땅하다는 얘기다. 이는 「金匱眞

言論篇」의 ‘長夏善病洞泄寒中’과 ‘冬不病痺厥’에 해당하는 말이다. 즉 長夏의 善病은 洞泄과 

寒中이며, 脊椎關節을 잘 다스려야 겨울에 痺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얘기는 

24) 『素問』․ 「玉機眞藏論篇」 第十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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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中央의 長夏에 생기는 병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이를 「金匱眞言論篇」과 「異法方宜論

篇」을 합쳐서 각각이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같은 상황에 달

리 표현한 까닭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또한 「異法方宜論篇」의 導引按蹻가 적용된다

면, 나머지도 같은 이유로 각각 합당한 위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문구는 ‘中央者, 其病多痿厥寒熱, 其治宜導引按蹻’와 ‘長夏不病洞泄寒中, 冬不病痺厥’

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其治宜導引按蹻’를 빼면 결국 ‘中央者, 其病多痿厥寒熱’와 ‘長夏不病

洞泄寒中, 冬不病痺厥’로 압축된다. 그러므로 中央者의 痿厥과 寒熱은 長夏에 洞泄寒中이 되

고, 冬에 痺厥이 된다는 얘기와 같다. 그리하여 이들 증상을 비교하였을 때, 中央者의 痿厥

은 겨울에 생기는 痺厥과 같은 얘기며, 中央者의 寒熱은 長夏에 생기는 洞泄寒中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按蹻’는 中央者가 長夏에 寒熱로 인해 洞泄寒中의 증상이 

생기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冬에 痺厥(또는 痿厥)이 생기며, 이때 필요한 처치가 

바로 ‘按蹻’라는 얘기가 된다.

이를 다시 뒤바꾸면 中央者가 長夏에 寒熱이 없어 洞泄寒中의 증상이 생기지 않으면 冬에 

按蹻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에 따라 끼워맞

추면 ‘中央爲土, 生於長夏, 病在脾, 兪在脊, 長夏氣者病在脊, 長夏善病洞泄寒中, 長夏不病脊, 

冬不病痺厥, 冬不按蹻’의 순서가 성립한다. 그리하여 ‘冬不按蹻’의 성립과정을 확장해서 나머

지도 「異法方宜論篇」에 상응한 관계로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에 맞춰 설정하면 東

風에 해당하는 것은 ‘長夏不砭石’이 되며, 南風에 해당하는 것은 ‘秋不微鍼’이 되며, 西風에 

해당하는 것은 ‘春不毒藥’이 되고, 北風에 해당하는 것은 ‘夏不灸焫’이 된다. 이것이 「異法方

宜論篇」을 적용한 ‘四時之勝’의 관계라 할 수 있다.

‘冬不按蹻’로부터 유추한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은 완성되었지만, ‘四時之勝’의 기

본 맥락은 相勝관계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므로, ’長夏不砭石, 秋不微鍼, 春不毒藥, 夏不灸焫, 冬不按蹻’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 구조를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즉 해당 계절에 생긴 질병에 대해 적절히 처치했다면 相

勝관계에 있는 계절의 치료법을 구태여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을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니 당연한 것이

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엮어보면 ‘春宜毒藥, 長夏不砭石, 仲夏宜灸焫, 秋不微鍼, 秋宜微鍼, 

春不毒藥, 冬宜按蹻, 春不毒藥, 長夏宜砭石, 冬不按蹻’이 된다.

그러므로 春風의 경우에 이를 전체에 대입하여 맞춰 풀어보면, 「金匱眞言論篇」의 ‘四時

之勝’은 “봄에는 동풍이 불어 간에 병을 일으키는데 병을 다스리게 하는 곳은 頸項에 있다. 

봄에 邪氣(風)가 병을 일으키는 곳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봄에는 코피가 잘 난다. 그러므로 

봄에 頭項에 병이 없다면 長夏에 심한 설사와 한기가 적중하는 병을 앓을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봄에 毒藥을 잘 쓴다면 여름에 돌침을 놓아야 할 일이 없을 것이다(東風生於春, 病在

肝, 兪在頸項, 春氣者病在頭, 春善病鼽衄, 春不病頭項, 長夏不病洞泄寒中, 春宜毒藥, 長夏不砭

石).”이라는 일련의 얘기가 성립한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

다. 이렇게 하여 四時의 상황을 모두 대입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 <표6>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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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問曰, 

天有八風, 經有五風, 何謂?

岐伯對曰, 

八風發邪, 以爲經風, 觸五藏, 邪氣發病, 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四時之勝者也.

東風 南風 中央 西風 北風

生於春 生於夏 爲土 生於秋 生於冬

病在肝 病在心 病在脾 病在肺 病在腎

兪在頸項 兪在胸脇 兪在脊 兪在肩背 兪在腰股

故

春氣者

病在頭

夏氣者

病在鬲中(胸膈)

長夏氣者

病在脊

秋氣者

病在肩背

冬氣者

病在四支

春

善病鼽衄

夏

善病胸脇痛

長夏

善病洞泄寒中

秋

善病風瘧

冬

善病痺厥

春不病頭項

長夏不病洞泄寒中

夏不病鬲中

秋不病風瘧

長夏不病脊

冬不病痺厥

秋不病肩背

春不鼽衄

冬不病四支

夏不病胸脇痛

春宜毒藥

長夏不砭石

夏宜灸焫
秋不微鍼

秋宜微鍼

春不毒藥

冬宜按蹻

夏不灸焫
長夏宜砭石

冬不按蹻

夫精者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不病溫. 夏暑汗不出者, 秋成風瘧. 此平人脈法也.

[표6]‘四時之勝’의 완성된 도표

이렇게 놓고 볼 때 傷風에 대한 몇 가지 임상적 지침을 얻게 된다. 첫째로 風이 계절에 

따라 생기면 봄에 肝, 여름에 心, 장하에 脾, 가을에 肺, 겨울에 腎에 병이 있게 되며, 그 다

스릴 곳은 각기 頸項, 胸脇, 脊, 肩背, 腰股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각 계절의 邪氣가 발동

하여 병이 생기는 곳은 봄엔 머리, 여름엔 흉격, 장하엔 척추, 가을엔 어깨와 등, 겨울엔 사

지가 되기 때문에, 각기 鼽衄, 胸脇痛, 洞泄寒中, 風瘧, 痺厥이 잘 생긴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래서 ‘四時之勝’의 相勝관계에 따라 각 계절에 해당하는 병을 앓지 않으면 相勝관계에 있

는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혹시 병이 생기더라도 해당 치법을 잘하면 相勝 

계절의 치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원문을 교정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

이 된다.

黃帝問曰,�天有八風,�經有五風,�何謂?�岐伯對曰,�八風發邪,�以爲經風,�觸五藏,�邪氣發病,�
所謂得四時之勝者,�春勝長夏,�長夏勝冬,�冬勝夏,�夏勝秋,�秋勝春,�所謂四時之勝也.�東風
生於春,�病在肝,�兪在頸項.�南風生於夏,�病在心,�兪在胸脇.�中央爲土,�生於長夏,�病在脾,�
兪在脊.�西風生於秋,�病在肺,�兪在肩背.�北風生於冬,�病在腎,�兪在腰股.�故春氣者病在頭,�
夏氣者病在鬲中(胸膈),� 長夏氣者病在脊,� 秋氣者病在肩背,� 冬氣者病在四支.� 故春善病鼽
衄,�夏善病胸脇痛,�長夏善病洞泄寒中,�秋善病風瘧,�冬善病痺厥.�故春不病頭項,�長夏不病
洞泄寒中,� 夏不病鬲中,� 秋不病風瘧,� 長夏不病脊,� 冬不病痺厥,� 秋不病肩背,� 春不病鼽衄,�
冬不病四支,� 夏不病胸脇痛也.� 故春宜毒藥,� 長夏不砭石,� 夏宜灸焫,� 秋不微鍼,� 長夏宜砭
石,�冬不按蹻,�秋宜微鍼,�春不毒藥,�冬宜按蹻,�夏不灸焫也.

이처럼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을 수정하여 새롭게 완성하였는데, 이같은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던 근간은 애시당초 기존의 음양적 구조에 무리하게 오행적 구조를 덧씌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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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형태를 구성했던 것에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그 성립과정에서 연습노트에 구상을 위한 

낙서를 했던 것에 불과했다. 즉 미완의 형태로 남아있던 것이 ‘金匱眞言’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버젓이 존재해왔던 게다. 그것은 漢왕조의 번창과 함께 그대로 묵과되었고, 오행적 정

치사상과 체제를 갖춘 漢왕조는 스스로 土德을 가졌다고 여기면서, 皇帝에서 더 나아가 스스

로 土의 색깔인 黃帝가 되었기 때문에, 『內經』은 급기야 『黃帝內經』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리하여 음양적 순환체계였던 『內經』은 오행적 구성체계인 『黃帝內經』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직 음양적 藏府로서 존재했던 五藏을 六府와 분리하였고, 오행으로 엮어나가기 위해 음

양적 八風에서 五風을 분리해내고, 자아의 발동으로 中央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등장시켰으

며, 四季의 흐름이 뚜렷한 春夏秋冬에서 夏를 주변의 仲夏로 격하시키고 중앙에는 長夏를 등

장시켰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개념의 확립이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四時之勝’은 미

완의 상태로 그치게 되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로써 오행의 난입은 『內經』에 치명적

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그 상흔이 남아있게 된다. 즉 미완의 오행이 『內經』에 영향을 미친 

바는 상당히 커서, 그대로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곳곳에 다양하게 파급된 형태를 보이고 있

다. 그래서 『內經』에 ‘四時之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각 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Ⅲ. 結論

『內經』이 처음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지금도 학자마다 구구한 설이 분분하다. 그러

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春秋戰國時代에도 꾸준한 변화를 가졌으며, 秦漢대에 이르러서야 대

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음은 공히 인정되는 바다. 이후로도 많은 변화를 가졌으며 특히 宋代의 

校正醫書局에 의하여 정리된 것이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內經』의 모습으로 표준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內經』은 한의학의 기초학문으로 자리잡고, 역대의 모든 의가들은 이 

『內經』을 기본으로 공부하였으며, 오늘날에도 한의과대학의 기초학문으로 접하는 것이 바

로 『內經』이다. 하지만 수 많은 전란 속에 『內經』은 훼손된 바가 많았기에, 많은 의가들

이 주석을 달아 그 錯簡과 衍文 등을 지적해 왔다. 그래서 『內經』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진

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內經』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내용은 현대의

학이 과학이라는 틀로 생명현상을 많이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內經』만큼 자연

과 인간을 잇는 생명현상의 총화가 이뤄진 바가 없기에,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공부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한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 또한 『內經』이다. 논자 또한 금번 故 德山 朴

贊國교수님 서거 10주년을 맞이하여, 陰陽과 五行에 대한 교수님의 예전 논설을 접하면서 

이에 대해 가장 극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內經』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을 고찰하

였던 바, 몇 가지 지견을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1.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은 陰陽에 五行이 더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2. ‘四時之勝’의 기본 틀은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이다.

3.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에서 ‘五風’, ‘中央’, ‘長夏’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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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五風’, ‘中央’, ‘長夏’라는 개념은 陰陽으로 이뤄진 ‘藏府’에서 ‘五藏’을 떼어내어, 단지 

‘5’라는 숫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五行’의 ‘相勝’작용으로 전개하고 있다.

5. 그러나 이들 ‘五風’, ‘中央’, ‘長夏’라는 개념은 아직 제대로 성숙되지 않아 미완의 상태

에서 ‘四時之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여 錯簡되고, 漏落되며, 심지어 

衍文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6. 이들 ‘五風’, ‘中央’, ‘長夏’라는 개념은 漢나라의 정치사상과 맞물려 중앙이라는 自我가 

형성되었으며, ‘五部’라는 중앙집권체제를 만들었고, 천하를 주제하는 입장에서 변방을 

관리하는 국가체제를 완성하였다. 의학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개편하면서 ‘春夏秋冬’

에서 ‘夏’를 ‘仲夏’로 낮추고 중앙에 ‘長夏’를 설정하였다.

7. 「金匱眞言論篇」의 ‘四時之勝’에서 보이는 五行相勝의 결과는 원래 陰陽의 상태에서 

변형된 것이기에, 결국 오류를 수정하고서도 그 논리적으로 구조와 체계가 맞지 않았

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춘추전국시대에 鄒衍에 의해서 정리된 五行의 체계는 『內經』에 도

입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陰陽체계에 약간의 수정과정을 거쳐 漢나라 때에 

정리됨으로써, 비로소 『黃帝內經』이란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黃帝란 土德을 가진 漢왕조

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리하여 五行에 陰陽에 덧씌어진 의학체계로 잘못되거나 어색

한 부분이 생겼는데, 이를 재분리하여 정리된 상태에서 새롭게 편성될 필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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