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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Taoism think of the importance of a life nurturing for one's health and longevity.

However, for a life nurtur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ims at a person living up to one's natural life span. Taoism

lays importance on ascending up to the sky to be a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Therefore, they both differ

in the pursuit of their goals and their methods in doing respectively. In this study we have show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meaning and ways to practice su-seung-hwa-gang (body water rising and heat falling) whic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Taoism regard highly as a means of the practice of a life nurturing.

Su-seung-hwa-gang is a concept that bo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Taoism set a high value 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concrete method of a life nurturing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of 'non-disease treatment' through

the active effor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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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리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관건이 된다. 한의학에서의

생리 기능은 음과 양이라는 상대적인 기운이 스스로 서로간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즉 생리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은

음과 양의 상대적 평형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이 고유

하게 담당하는 기능 부위에 따른 생리 기능도 음양의 평형 유지

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음과 양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은 아래로, 음은 위로 작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水升火降이라 표현한다. 수승화강의 원리는 생명활

동이 대사를 설명하는 기본이 되며 心火와 腎水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승화강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생리의 요체가

된다1).

「素問·六微旨大論」에 ‘升已而降 降者謂天 降已而升 升者

謂地 天氣下降 氣流于地 地氣上升 氣騰于天 故高下相召 升降相

因而變作矣’이라고 했는데, 人體의 氣는 天地와 더불어 水升火降

하므로 經脈流注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
2)

.

韓醫學에서 水升火降의 개념은 12正經의 手足三陽經 및 手

足三陰經의 上下 循環, 任脈과 督脈의 流注를 중심으로 한 奇經

八脈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周易』의 先天八卦에서는 乾卦·

坤卦의 循環, 後天八卦에서는 坎卦·離卦의 循環에서 水升火降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水升火降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道敎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의학에서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

표로 했다면, 도교는 內丹을 형성해서 새로운 精神 세계가 열리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교에서는 특히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였는데, 자연에서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듯이 인체도 수련

을 통해 수승화강이 잘 이루어 져야만 神仙에 이를 수 있다고 보

았다. 도교에서 중요시 하는 小周天, 大周天, 還精補腦, 內丹思想

등과 같은 개념에서 수승화강이 지니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의학에서 보는 수승화강과 도교의 내단사

상에서 보는 수승화강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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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經絡學的인 측면에서 본 水升火降

1) 12正經에서 본 水升火降

經絡의 水升火降에서 사람의 手는 陽으로 天과 통하고, 足은

陰으로 地와 통하므로, 사람의 자세는 양발을 땅에 붙이고 양손

을 활짝 펴서 손끝이 하늘로 향하게 한 모습에서 보게 된다. 이

렇게 보면 足三陰經과 手三陰經은 陰氣[地氣]가 上升하는 陰升

[水升]의 經脈이 되고, 手三陽經과 足三陽經은 陽氣[天氣]가 下降

하는 陽降[火降]하는 經脈이 된다. 그러므로 인체 내에서 陰升陽

降인 水升火降의 作用이 이루어지게 된다3).

결국 위와 아래를 구분해 보면 手經은 인체의 상부에서 수

승화강을 하고 있고, 足經은 인체의 하부에서 수승화강을 하고

있다. 또한 인체 전체를 보면 陰經은 상승하고 陽經은 하강하는

모습을 통해 수승화강을 확인할 수 있다.

醫家에서는 任脈은 腹部 正中을 순환하며 中極, 關元은 足三

陰經과 交會하고 足三陰經이 手三陰經과 相接할 때 任脈을 통하

게 된다고 하였다. 道敎에서는 奇經과 正經과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大周天 수련시 經絡周天의 順行

經路는 任脈과 督脈의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小周天에 陽經은

外로 行하고 陰經은 內로 行하고, 陽經은 下降하고 陰經은 上行

하는 手足三陰三陽의 大綱을 결합시킨 것이다. 大周天은 奇經八

脈의 疏通을 중심으로 한 小周天의 목표에 12正經의 疏通을 결

부시켜서 人體內 正經과 奇經의 상호 소통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그러므로 醫家와 道家에서는 12正經을 통한 水升火降이 공

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奇經八脈에서 본 水升火降

內丹 수련에서 중요한 요소인 氣의 운행은 醫家의 經絡理論

을 바탕으로 삼는다. 그런데 內丹學에서 보는 運氣 路線은 醫家

의 經絡流注와 대체로 일치하나 임·독맥의 운행 방향, 임·독맥의

시작과 끝 부위, 임·독맥의 운행 깊이 등에서 차이가 있다5).

明代 楊繼洲의 『鍼灸大成』에서는 임·독맥의 운행 노선을

內丹家와 일치하게 설명했지만, 임맥의 운행방향을 會陰부터 상

행하는 노선으로 제시한 『難經』이래 현재까지 『難經』의 이

론을 따르고 있다6). 『難經』․「27難」,「28難」은 奇經八脈을

깊은 호수에 비유하고 12경맥을 하천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온다.

明代 李時珍은 “正經은 마치 도랑과 같고 奇經은 마치 호수

와 같다. 正經의 脈이 융성하면 奇經으로 흘러 넘친다”7)고 했고,

1)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p 48,

198, 220. 2008.

2) 정문. 十二經脈의 命名과 構成形式에 關한 考察. 經絡의 水升火降에

關한 硏究. 도교문화연구, 25: 171, 2006.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 정병희. 經絡의 水升火降에 關한 硏究. 도교문화연구, 25: 185, 2006.

4) 김경환, 김경호, 윤종화, 김갑성. 氣功의 周天功과 奇經八脈에 관한

연구. 大韓針灸學會誌., 12(2):280-281, 1995.

5) 김수일. 醫家와 內丹學의 奇經八脈 比較 硏究. 도교문화연구, 27:

280-281, 2007.

6) 김수일. 醫家와 內丹學의 奇經八脈 比較 硏究. 도교문화연구, 27:

282, 2007.

7) “蓋正經猶夫溝渠, 奇經猶夫湖澤 正經之脈隆盛 則溢於奇經”(李時珍,

督脈은 “陽脈之海”이고 任脈은 “陰脈之海”라고 했다. 이를 통해

보면 奇經은 正經의 脈氣가 넘칠 때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일

종의 호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맥은 大椎에서 手足三陽經과 교차하고 있는 점, 陽維脈이

나 帶脈과도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陽脈의 바다’라고 할 수 있

다. 임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中極ㆍ關元에서 足三陰經과 교차

하며, 天突ㆍ廉泉에서 陰維脈과 교차하는 등 모든 陰經과 관계한

다. 따라서 임맥은 ‘陰脈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임맥ㆍ독

맥의 두 맥은 신체 전체의 음맥ㆍ양맥과 관계된 근본적인 脈임

과 동시에 骨髓와 함께 上丹田과 연관되어 있다8).

道家에서의 임맥과 독맥을 구분하는 지점은 醫家와 다르다.

의가의 임·독맥은 각각 承漿穴과 齦交穴에서 끝나지만 도가에서

는 泥丸을 임·독맥의 구분점으로 본다. 『金仙證論』․「任督二

脈圖」에 보면 “독맥은 丹田에서 시작하여 척추 속을 循環하여

泥丸에서 임맥과 이어진다”9)고 하였다. 즉, 임맥과 독맥의 구분

점은 泥丸이 되는 것이다.10)

3) 任督脈의 水升火降

任脈과 督脈은 인체의 前面과 後面의 정중앙을 흐르며 內丹

思想에서도 임맥과 독맥의 흐름을 ‘小周天’이라고 하여 매우 중

시하였다. 인체에 있는 임맥과 독맥은 子午升降을 하는 것으로

內丹修鍊에서 임독의 맥이 늘 유통하는 것은 나머지 六脈을 통

하게 하는 첫 번째 관건이다. 일반인의 임·독맥이 상호 소통되기

는 하나 이것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은 인체를 건강하게 하여 長生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임·독맥의 순행 방향중 독맥이

하부에서 척추를 따라 상부로 진행하는 것은 內丹家와 일치한다.

그런데 醫家에서의 임맥은 하부에서 상부로 운행하지만 內丹家

에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유주하므로 방향이 완전히 상반됨을 알

수 있다11).

의가에서 볼 때 임맥이 회음에서 일어나 상승한 후 面部에

이르는 순행방향은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內丹家에

서의 수련의 원리는 거꾸로 돌이키는 수련을 통하여 長生不死하

는 神仙의 道를 깨닫는 ‘逆修返源’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임맥의 생리적인 순환 경로는 順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경로는 逆이 된다. 결국 내단수련에서 임맥과 독맥을 연

결한 前降後升은 逆修가 되고, 逆修를 통한 수승화강이 되어야

선천의 眞氣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12).

그러므로 내단수련에서 임맥을 내리고 독맥을 올리는 前降

後升의 구조는 周天修鍊으로 逆修가 되고 이는 선천의 眞氣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手三陰經과 足三陰經이 교회할

때 임맥을 통하고 手三陽經과 足三陽經이 교회할 때 督脈을 통

『奇經八脈考』)

8) 이시다히데미 著, 이동철 譯. 기 흐르는 신체. 서울, 열린책들, p 58,

90, 2000.

9) 柳華陽 著, 류정식 譯. 金仙證論. 서울, 여강출판사, pp 201-202,

1993.

10) 김수일. 醫家와 內丹學의 奇經八脈 比較 硏究. 도교문화연구, 27:

289, 2007.

11) 정병희. 經絡의 水升火降에 關한 硏究. 도교문화연구, 25: 196-198,

2006.

12) 정병희. 經絡의 水升火降에 關한 硏究. 도교문화연구, 25: 197, 2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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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임ㆍ독맥의 순환은 十二經脈 上下升降의 순환과도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13). 임ㆍ독맥의 순환은 前後升降이고 上下升降

이며 수화승강이 되므로 “임ㆍ독 二脈이 통하면 百脈이 모두 통

하게 된다”14)고 하였고 “임ㆍ독맥이 상하로 원과 같이 돌아서

前降後升을 하면 絡脈이 통하고 百病이 일어나지 않는다”15)고

한 것이다.

道敎 內丹學에서 말하는 周天修鍊은 임ㆍ독맥을 통하게 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道敎의 임ㆍ독맥 순환은 醫家의 임ㆍ

독맥 순환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김수일16)은 세 가

지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임ㆍ독맥의 시작과 끝부분의 차이이다. 의가의 독맥은

會陰에서 일어나 척추를 타고 오르다가 百會를 거쳐 齦交에서

끝나고, 임맥도 會陰에서 일어나 전면부를 상행하여 承漿에 도달

한다. 그러나 도가의 독맥은 의가와 같이 척추를 타고 오르지만

泥丸에서 끝나고 泥丸에서 내려오는 길부터 임맥으로 본다.

둘째, 임ㆍ독맥의 순행 방향 차이이다. 의가에서는 임·독맥

의 순행 방향이 둘 다 會陰에서 일어나 앞뒤로 나뉜 후 위로 향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도가의 周天에 있어서 독맥의 순행 방

향은 의가와 대체로 일치하나 임맥의 순행 방향은 반대이다.

셋째, 순행 부위가 의가의 경맥 이론보다 깊이 흐른다. 周天

時 독맥의 유주를 살펴보면 초기의 주천에서는 築基 과정에서

형성된 기운을 척추 겉으로 순환시키는 經絡周天이라 할 수 있

으나 궁극적인 주천에서는 보다 응축된 기운이 척추 속을 뚫고

흐른다. 이때는 임맥의 노선도 의가와 차이를 보이는데 의가의

경맥이 표피를 흐르는 것보다 더 깊게 흐르며, 『慧命經』에서는

임맥을 통하지 않고 중루를 거쳐서 中丹田, 下丹田[百會에서 會

陰을 연결하는 몸 중앙선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4) 醫家와 道家의 任督運行의 차이

醫家와 道家 양자는 同源的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가

의 임ㆍ독맥의 운행노선과 內丹學에서 말하는 周天의 유주노선

에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김수일1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의가의 이론이 인체에 흐르는 기운의 흐름 자체를 관찰

했다면 內丹學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운의 흐름을 인위적

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내단 수련의 원리는 거

꾸로 돌이키는 수련을 통하여 長生不死하는 神仙의 道를 깨닫는

‘逆修返源’이다. 그러므로 임맥의 순환을 거슬러서 內丹家의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內丹學에서 임ㆍ독맥의 유주노

선이 의가와 다른 두 번째 근거는 ‘周天[임독유통]’이 고대 천문학

상의 용어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태양의

원운동을 인체에 적용하여 의가의 임독 유주방향과는 다른 임독

의 유주노선이 등장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내단 수련자들이 오랜 체험을 통하여 가장 덜

위험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임독

13) 정병희. 經絡의 水升火降에 關한 硏究. 도교문화연구, 25: 200, 2006.

14) “任督二脈, 人能通此二脈, 則百脈皆通”(李時珍, 『奇經八脈考』)

1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史, p 357, 1985.

16) 김수일. 醫家와 內丹學의 奇經八脈 比較 硏究. 도교문화연구, 27:

301-302, 2007.

17) 김수일. 醫家와 內丹學의 奇經八脈 比較 硏究. 도교문화연구, 27:

307-308, 2007.

맥 유통 노선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5) 任脈이 流注를 거스르는 이유

내단수련에서 周天이 되기 위해서는 임맥이나 독맥 중 하나

의 맥이 실제의 경락 순행 방향과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 원의 순환이 되어 임독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가에서는 독맥의 순행 방향은 의가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임맥

의 수련 방향을 의가와는 반대로 보았다. 독맥은 그대로이면서

임맥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임맥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임맥은 임신에 관

계되는 맥이다. 여기서 임맥을 역행한다는 것은 先天으로 되돌아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道家 수련의 목표는

先天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맥을 되돌리게 되면 출생 이

전의 상태인 임신 상태로 돌아가는 逆修返源의 상태에 좀 더 가

깝게 갈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後天에 살면서 先天으

로 돌아가려는 노력에 임맥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임맥의 유주를 거스르게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독맥과 임맥이 지닌 陰陽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다. 독맥은 陽脈의 바다로 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반면

임맥은 陰脈의 바다로 陰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주천수련을 위

해서는 어느 한 맥의 유주를 거꾸로 해야 하는데, 陰의 성질은

下降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맥을 취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주천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周天修鍊에서는

독맥이 아닌 임맥의 유주를 거슬러 逆修返源을 통한 成仙의 목

표에 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道敎에서는 水升火降을 하기 위하여 大周天과 小周天

을 중시하는데, 12正經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임ㆍ독맥을 소통한

이후에 12經脈을 肺經부터 肝經까지 순행경로를 따라 소통시킨

다는 주장18)이 있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의 水升火降은 12正經

이 주된 통로이고, 道敎에서의 水升火降은 12正經의 순환 보다는

상대적으로 임ㆍ독맥의 순환에 더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 先天八卦方位圖

2. 先後天八卦 측면에서 본 水升火降

1) 先天八卦의 水升火降

先天八卦의 숫자는 1에서 8까지 가면서 S자형 곡선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원시적인 太極圖이다. 이후 이를 근거로 太極圖

로 발전시키고, 八卦와 배합하여 先天太極圖를 완성하였다19).

18) 趙寶鋒(外). 常見病氣功療法. 香港, 南粵出版社, pp 49-5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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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天八卦는 대칭을 바탕으로 한 易의 근본이다. 위의 그림을

보면 天道는 乾卦로부터 左側으로 下降하기 시작하여 左下의 震

卦에서 마치고 다시 右側으로 上升하려는 힘을 간직한 모습이다.

그리고 地道는 坤卦로부터 右側으로 上升하기 시작하여 右上의

巽卦에서 마치고 다시 左側으로 下降하려는 힘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다20).

純陽인 乾卦가 하강할 수 있는 이유는 乾卦의 양옆을 둘러

싸고 있는 兌卦와 巽卦가 陰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純

陰의 坤卦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坤卦의 양옆을 둘러싸고 있

는 震卦와 艮卦가 陽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陽은 熱을

주관하고 陰은 寒을 주관하기 때문에 乾卦는 火氣를 坤卦는 寒

氣를 지니고 있다21).

즉 純陽의 乾卦는 火氣인 陽氣를 지니고 있는데 양옆의 兌

卦와 巽卦의 도움을 통해 火降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純陰의

坤卦는 寒氣인 陰氣를 지니고 있는데 양옆의 震卦와 艮卦의 도

움을 통해 水升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先天八卦의 모습

을 통해 한의학에서는 이미 水升火降이 준비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後天八卦의 水升火降

後天八卦는 현재의 운행을 쓰임[用]으로 하는 기능적 측면에

의미가 있다. 先天八卦에서 마주보는 卦가 相通하여 위치를 바꾸

면 後天八卦가 된다. 예를 들어 先天 乾卦의 中爻가 坤卦의 中爻

로 이동하면 後天에서 坎卦로 변하여 北方에 위치하게 된다. 또

한 先天 震卦의 上爻와 中爻가 巽卦의 上爻와 中爻로 이동하면

後天에서 坤卦로 변하여 서남방에 위치한다22).

Fig. 2. 後天八卦方位圖

인체의 体가 되는 것은 乾坤이고 用이 되는 것은 坎離라고

할 수 있는데, 坎離의 대표적인 표현은 水火가 된다. 水火는 인체

의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며, 水火의 臟腑는

腎과 心이 된다. 心과 腎은 인체의 상하에 위치하면서 心은 陽의

臟腑로 火를 대표하며, 腎은 陰의 臟腑로 水를 대표하는 臟腑가

된다23).

19) 곽동렬. 醫易啓悟. 서울, 성보사, p 108, 1997.

20) 신민규, 김홍기. 醫易問答. 서울, 집문당, p 130, 2006.

21)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p 44.

2008.

22) 신민규, 김홍기. 醫易問答. 서울, 집문당, pp 132-133, 2006.

23) 정병희. 經絡의 水升火降에 關한 硏究. 도교문화연구, 25: 198-199,

2006.

위의 後天八卦 그림에서 離卦는 南方에 위치하여 있고 坎卦

는 北方에 위치하여 있다. 火氣가 하강할 수 있는 이유는 離卦의

中爻가 陰으로 하강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陰爻의

하강에 있어서 양쪽에 존재하는 陰卦인 巽卦와 坤卦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水氣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坎卦의 中爻가

陽으로 상승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陽爻의 상승에

있어서 양쪽에 존재하는 陽卦인 艮卦와 乾卦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後天八卦에서도 水升火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은 준비되어 있다. 또한 坎卦의 水氣가 상승함에 있어서 陽卦인

震卦가 水氣의 상승을 보조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離卦의 火氣가

하강함에 있어서 陰卦인 兌卦가 火氣의 하강을 보조적으로 도와

주고 있으므로 수승화강이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

어져 있다.

그러므로 先天八卦의 乾卦와 坤卦의 관계에서 乾卦가 下降

하고 坤卦가 上升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고, 後天八卦의 離卦와

坎卦의 관계에서 離卦가 下降하고 坎卦가 上升하는 모습을 지니

고 있음을 통해서 先後天八卦가 지닌 水升火降의 의미를 알 수

있다.

道敎에서 小周天은 後天八卦를 응용하고 大周天은 先天八卦

를 응용한다. 坎離卦가 先天八卦에서는 卯酉에 位置하므로 大周

天을 卯酉周天이라 하고, 後天八卦에서는 子午에 位置하므로 小

周天을 子午周天이라고 한다24). 그러므로 先天八卦와 後天八卦는

道敎에서 小周天 및 大周天 모두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道敎에서 본 水升火降

1) 『周易參同契』 이전의 內丹思想

內丹의 초기단계에서 발전의 특징은 神仙과 道士들이 前漢

시대에 유행한 黃老思想, 京房漢易 및 陰陽五行學說 사조의 영향

하에 戰國시기에는 行氣의 수련방법ㆍ실천에 있어서 이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天人合一’의 사유방식에 따라 魏伯陽

으로 하여금 대표적인 道士가 되게 하였다는데 있다25).

內丹家는 힘은 三[精氣神]을 위해서 萬物로 하여금 합하게

하고, 三은 二[鉛汞ㆍ坎離]로 돌아가며, 二는 一[金丹]로 복귀하여

虛에 돌아오게 되는데, 虛는 곧 太極에 복귀하여 仙을 이룬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內丹家들이 말하는 ‘순리를 따르면

인간이 되고 순리를 거역하면 神仙이나 부처가 된다’는 의미이다.

즉 내단의 道는 萬物이 순행하는 道를 거역하는 ‘順則人 逆則丹’

의 사상을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진일보 시켰다는 데 있다26).

2) 『周易參同契』에서 본 水升火降

‘萬古丹經王’이라 불리는 『周易參同契』는 東漢 시기의 저

작으로 저자는 徐從事, 淳于叔通, 魏伯陽이다. 『周易參同契』는

煉丹術에 관한 서적인데, 漢代의 철학사상이 농축된 책으로 唐宋

24) 이윤희. 譯解 參同契闡幽. 서울, 여강출판사, p 107, 153, 366, 2000.

25) 임병만. 道家의 體育思想과 養生術. 전북, 전주대학교출판부, p 91,

2000.

26) 임병만. 道家의 體育思想과 養生術. 전북, 전주대학교출판부, pp

97-98, 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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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교의 내단술이 『周易參同契』를 기초로 삼아서 발전해

갔다. 그 특징은 易學, 黃老, 火爐의 이론을 종합하여 연단의 이

치와 방법을 논술한 것이다. 『周易參同契』는 ‘性命雙修’를 가

르치는 최고의 경전인데, 특히 性과 命의 체계 내지 질서가 우주

의 질서와 같다는 전제 아래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여 ‘御政’이라

하고, 性命을 기르는 일을 설명하여 ‘養性’이라 하고, 性과 命을

함께 닦는 구체적인 방법을 ‘伏食’이라 하였다. 그리고 御政ㆍ養

性ㆍ伏食 이 셋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27).

『周易參同契』는 丹의 근본 내용이 되는 爐鼎, 藥物, 火候

를 易의 근본 법칙인 盈虛, 消息, 運行變化와 대응시킴으로써 御

政ㆍ養性ㆍ伏食의 뜻을 밝히고 聖人과 眞人의 경지에 오르게 됨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漢代 易學에 포함된 納甲

說, 十二消息說, 六虛說, 卦氣說 등을 제시하였고 內丹과 外丹의

周天火候, 丹을 만드는 과정에 나타나는 음양 변화의 이치도 설

명하고 있다28).

초기 道敎에서부터 도교의 수련은 이미 육체 수련 뿐 아니

라 禪을 행하고 마음을 닦을 것을 조금이나마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漢唐 시기의 養生家들은 ‘形神共養’, ‘形神雙修’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唐 이후의 내단가들은 대부분 ‘性命雙修’라고

불렀다29).

수나라 시기에는 도교가 억압되고 불교가 숭상되던 시기로

이전의 外丹이 많은 폐단을 낳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도교는 내단을 발전시키게 된다. 당나라 시기에는 內丹 사상이

널리 퍼지고 『周易參同契』의 내용중 外丹에 관한 것이라고 인

식하던 부분들을 인체 생리 및 성정 구조와 現象을 비유하는 것

이라고 재해석하여 性과 命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부터 『道德經』과 『周易參同契』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性

命雙修를 통한 內丹의 성취를 중시하게 된다30).

‘性’은 마음의 본성으로, 禪宗의 自性 등의 개념과 기본적으

로 유사하며 神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命’은 形體, 신체의 精氣

ㆍ元氣로 形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性命’이라는 용어

의 의미는 ‘形神’과 서로 통할 수 있다31). 결국 魏伯陽의 『周易

參同契』, 張伯端의 『悟眞篇』․『靑華秘文』 같은 內丹家들에

의해 심신훈련의 기술이 시간을 지나면서 性命雙修라는 체계적

철학의 바탕 위에 놓이게 되었다. 內丹修鍊에 진입한 후의 과정

을 흔히 성명쌍수라고 표현하는데, 궁극적으로 내단 수련법의 중

심은 성명쌍수에 있다32).

命의 수련은 性의 수련 없이는 이를 수 없다. 몸 수련은 心

性修養의 영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火候의 조절은 意志와

27) 이윤희. 譯解 參同契闡幽. 서울, 여강출판사, pp 15-16, 2000.

28) 이윤희. 譯解 參同契闡幽. 서울, 여강출판사, p 42, 2000.

李遠國. 내단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 314, 2007.

29) 김재숙. 性命雙修 : 道敎의 修鍊과 眞人의 경지. 道敎文化硏究 27:

98-99, 2007.

李遠國. 내단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 92, 2007.

30) 이윤희. 譯解 參同契闡幽. 서울, 여강출판사, pp 80-81, 2000.

31) 김낙필. 조선시대의 內丹思想. 서울, 대원출판, pp 178-179, 2005.

32) 김재숙. 性命雙修 : 道敎의 修鍊과 眞人의 경지. 道敎文化硏究 27:

95, 2007.

임병만. 道家의 體育思想과 養生術. 전북, 전주대학교출판부, p 102,

2000.

意識의 조절 능력에 달려 있으며, 精ㆍ氣ㆍ神의 단련은 得靜의

성취가 주요 관건이며, 內的 元氣의 회복은 세속적인 욕망이 없

는 순수한 집중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修命은 修性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修性 없이 修命만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명쌍수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 도교의

수련법이 단지 修命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33).

도교 內丹家들의 성명쌍수 원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수양뿐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철

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修性은 陰的인 수련으로 禪宗과 유사한 면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적이며 차분한 수련이다. 이에 반하여 修命은

陽的인 수련으로 修性에 비하여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수련이다.

性命雙修는 陰的인 수련과 陽的인 수련을 동시에 해야 도교가

추구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련법을 한의학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陰氣인 水

氣와 陽氣인 火氣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의학이 추구하는 건강

목표인 眞人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水氣와 火氣는 고

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순환을 해서 水升火降이 이루어져야 하

는데 이는 앞서 얘기한 陰의 수련인 修性과 陽의 수련인 修命을

통해서 더욱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명쌍수는 한의

학에서 소극적인 水升火降의 養生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 韓醫學과 內丹思想에서 본 水升火降의 意義

1) 韓醫學과 內丹思想에서 본 水升火降의 공통점 및 차이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生理的인 측면에서 볼 때 韓醫學과

內丹思想은 12正經 및 임·독맥의 流注를 통한 水升火降에서 많

은 공통점이 보이고, 醫易學的인 측면에서 볼 때 先天八卦와 後

天八卦를 통한 乾坤坎離 네 개의 卦를 통해서 水升火降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점이 보인다. 이는 韓醫學과 內丹

思想은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의학은 ‘升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水升火降을 표현하

고 있다. 도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수승화강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에서는 水升火降을 위한 養生法으로 丹을

만들기 위한 周天修鍊을 강조했다. 그리고 精神的인 면과 肉體的

인 면의 수련을 동시에 해야 함을 주장해 왔는데 초기 道敎에서

부터 도교의 수련은 이미 육체 수련 뿐 아니라 禪을 행하고 마음

을 닦을 것을 조금이나마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漢唐 시

기의 養生家들은 ‘形神共養’, ‘形神雙修’란 용어를 使用해서 精神

과 肉體의 수련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唐代 이후 이

를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性命雙修이다.

물론 성명쌍수에는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다. 그

러나 修性과 修命의 이론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수승화

강을 의미하는 것이며 도교에서 근본적으로 제시한 수승화강을

좀 더 고차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명쌍수는 수승화강의 또 다른 이름이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

33) 김재숙. 性命雙修 : 道敎의 修鍊과 眞人의 경지. 道敎文化硏究 27:

1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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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차원 높은 精神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과 도교는 수승화강에 있어서

용어상의 차이를 보일지 모르나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

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

을 인체 생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으로 보아 수승화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소극적인 목표를 추구했지만 道敎 內丹思想에서는

적극적인 수련을 통해서 返本還原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한의학에서는 精神的인 영역에 있어서 精氣神을 모두 포괄

하고 있지만 인체를 다루는 의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精神的인 부분 보다는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부분과 질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교는 한의학과 같이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학

문이 아니기 때문에 精神的인 영역과 養生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특히 도교의 내단 수련 과정은 한의

학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단계적이다.

그러나 불교나 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 수련단계를 이

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다. 높은 경지에서 관조하면

그 영역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醫哲學이 추구

하는 목표는 명확한 철학적 기조 위에서의 과학적 실천이 바탕

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의학은 종교나 도교에 비해서 정신적

인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대의 한의학은 엄격한 東洋科學이라는 토대 위

에서 종교나 도교가 강조하는 정신적인 측면을 선택적으로 수용

해서 정신 영역의 치료에 응용해볼 가치가 있다.

2) 水升火降이 韓醫學에서 가지는 意義

한의학과 도교는 공통적으로 養生의 측면에서 水升火降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도교에서 제시한 수승화강을

잘 활용하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면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의학의 수승화강이 생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

다면, 도교의 수승화강은 실천적인 측면에 의미를 두고 있고,

『周易參同契』에서는 이를 철학적인 의미로 승화시켰다.

수승화강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으로써 수승화

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임·독맥을 위주로 한 奇經八脈의 순환

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면 12正經을 위주로 한 치료보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그

치료 범위가 鍼灸 經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교에서 제

시한 氣功修鍊, 『周易參同契』의 性命雙修를 활용한다면 치료

에 있어서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수승화강을 도와주기 위하여 한의학에서는 治未病의 개

념으로 접근하고, 도교에서는 周天 修鍊을 통한 任督의 원활한

순환, 『周易參同契』에서 제시한 修性과 修命을 위주로 한 성명

쌍수를 통하면 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이 훨씬 더 확장된 의미

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韓醫學과 道敎는 養生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養生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韓醫學은 天壽를 누리는

養生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면을 띄면

서 발전해 왔고, 道敎는 神仙이 되어 登天을 하기 위한 養生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면을 띄면서 발전

해 왔다.

韓醫學에서는 水火의 조화를 갖기 위해서 水氣를 끌어올리

고 火氣를 끌어내리는 水升火降을 생리적 균형 유지에 필요한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韓醫學과 道敎에서는 養生을 위한

이론과 방법으로 水升火降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韓醫學의 ‘升

降’과 性命雙修를 포함한 道敎의 ‘內丹’은 결국 水升火降을 추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水升火降의 실제는 韓醫學의 經脈的인

측면, 易學의 先ㆍ後天 八卦的인 측면과 『周易參同契』를 위주

로 한 道敎的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韓醫學, 易學, 道敎에서 모두 水升火降을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그만큼 수승화강이 인간의 生存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승화강의 중요성을 한의학에서는 精氣神이라는 관

점에서 좀 더 구체화 하였고, 도교에서는 性命雙修로 구체화 하

였다.

각자가 제시한 水升火降의 이론과 실제를 접목, 즉 韓醫學에

서 제시한 인체 長壽를 목표로 한 養生法에 道敎의 수련법, 특히

性命雙修의 수련법을 활용하면 肉體的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精

神的 영역의 치료에까지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道敎에

서는 단지 水升火降의 순환적인 측면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水升火降을 강화하는 수련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韓醫學에서

제시한 각종 치료법을 활용한다면 道敎가 추구하는 목표에 훨씬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韓醫學과 道敎는 ‘水升火降’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며 발전해 왔으며, 실천적인 측면이 강한 道敎의 水升火降

중에서 철학적 관념을 지닌 性命雙修를 한의학에서 잘 활용한다

면 치료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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