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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음양론적 인체관과 음양개념의 은유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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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Yin-Yang Doctrine of Korean Medicine As a Meta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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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n Medicine (KM), the Yin-Yang doctrine is still used as a theoretical tool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 clinical experiences. However, as the traditional culture declined in East Asia and the scientific 
culture took over, there was an increased negative view on the Yin-Yang doctrine, and thus a heightened 
distrust over KM. For KM to survive in an unfamiliar culture of science, a novel outlook on the Yin-Yang 
doctrine is needed. In this sense, I consider a thoroughly medical take on the Yin-Yang doctrine to be most 
important. The focus needs to be on the goals of medicine: this includes riddance of any discourses on 
Yin-Yang that cannot contribute to the goals, and an enhancement of the Yin-Yang concept as a rational and 
scientific terminology. One way to achieve this is by understanding Yin-Yang as a type of metaphor. The 
Yin-Yang doctrine that is utilized in KM corresponds well to the conceptual metaphor suggested by Lakoff and 
Johnson. As a metaphor, the Yin-Yang concept plays a role in structuring the target domain, that is life 
phenomena, metaphorically. Through the Yin-Yang metaphors, the life phenomena are understood as the 
Yin-Yang phenomena, and are systematically organized by the subcategories contained in the Yin-Yang 
doctrine. Understanding Yin-Yang as a metaphor is a good way to enhance the Yin-Yang concept and doctrine 
as a rational terminology a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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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양과 오행은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물과 현상의 
변화를 개괄하고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던 핵심적인 개념들이었다. 
음양과 오행 모두 최초에는 자연계 속의 단순하고 구체적인 사
물이나 현상과 관련된 용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의미
들이 이로부터 引伸되고 또 추상되었으며, 漢代에는 만물의 생
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철학적 개념으로까지 승화되었다. 본래 
음양과 오행은 별개의 개념이었으나 鄒衍에게서 음양과 오행의 
결합이 시도되고, 漢代 董仲舒에 이르러서는 음양과 오행이 보
다 긴밀하게 결합하여 우주론과 천인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1) 이렇게 발전된 음양과 오행은 ≪黃帝內經≫에 잘 
나타나있듯이 한의학에도 도입되어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를 형
성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근대 초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서구식 근대화가 진

행되면서 과학주의(scientism)가 유행하고 이로 인해 전통사상
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음양오행설이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비
판을 받았다. 중국의 량치차오(梁啓超)는 “음양오행설은 이천 년 
동안 온갖 미신을 낳은 본거지(大本營)였다”2)라고까지 했다. 21
세기에 접어들어 지금은 과학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동
아시아의 전통문화는 이미 쇠퇴하여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이 
자리를 서양의 과학적 세계관, 문화, 사고방식이 채우고 있다. 음
양오행설은 이제 실생활에서는 완전히 도태되어 철학, 종교 등 
사변적인 분야에서만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분야에서는 여
전히 음양오행을 이론과 임상에서 경험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유
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寒熱, 燥濕, 表裏, 氣血, 營衛, 虛
實과 같은 음양적 개념들은 한의학 임상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
고 있으며 한의학 임상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의
학은 종종 비판을 받고 있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간혹 음양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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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의학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음양오행설은 전
통문화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의학 또한 전통문화와의 긴밀
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음양오행설을 지금처럼 유지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의학은 점점 더 과학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말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한의학을 과학문화에 적합한 과학적 의학
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음양오행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음양오행을 철저하게 의학적 방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음양과 오행 중 음양론에 초점을 맞추고 음
양론을 의학적 방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
는 한의학의 음양론적 인체관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음양론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음양론적 인체관
에 적용되고 있는 음양개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색해보려고 한다. 필자는 음양을 은유
로 이해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검
토해 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한의학3)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의학에 
적용되고 있는 음양론을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의철학4)의 관점에
서 모든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본    론
1. 현대 한의학에서 음양론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 
    ≪黃帝內經≫ 이래로 한의학에서는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의
학이론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임상에서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설명해 왔다. 음양오행설이 전통시대 동아시아 학문과 사상 전
체를 지배했던 학설이었기에 한의학에 적용되었던 음양오행설도 
한의학 외부의 음양오행설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의학 외부에서 음양오행과 관련된 새로운 담론이 출현하면 이
것은 어김없이 한의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 주요 개념과 이
론들이 한의학으로 들어와 한의학 이론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運氣論, 太極圖說, 周易 圖象學派의 象數易 같은 것들이 대표적
인 예다. 이것들은 한의학에서 醫易學, 君火相火論, 命門學說 
등의 이론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 양계초, 풍우란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에
는 중국의 여러 학자들이 음양오행설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논한 논문들이 실
려있다. 

 2) ≪음양오행설의 내력陰陽五行說之來歷≫. (양계초. 음양오행설의 역사: 양계
초, 풍우란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p.29, 1993.)

 3) 현대 한의학은 근현대 시기에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과 임상 지식들을 정리하
여 분과별로 체계화한 새로운 한의학 지식체계를 말한다. 현대 한의학은 한의
학을 합리적인 지식체계로 간주하고, 또 전문화된 분과들이 핵심적인 원리들
을 중심으로 조직된 내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춘 단일한 지식체계로 구성하
려는 시도를 특징으로 한다.

 4) 여기서 의철학은 ‘의학의 철학(Philosophy of Medicine)’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것은 의철학을 의학 특유의 이론, 개념, 방법, 주제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하
는 메타학문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음양과 오행, 氣와 같이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사용
되었던 용어들은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 문화 또 그들의 독특
한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더 나아가 동아시
아인들이 가졌던 세계관을 담보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
한 언어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과학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음
양론에 대한 시각은 이전처럼 우호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음양
론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학의 신뢰도도 함께 저하하고 있다. 한
의학의 현대화, 과학화가 가속될수록 한의학에서 음양론을 배제
해야 한다는 압력은 비례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의학은 지
금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과학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
성해야만 하는 선택의 상황을 맞고 있고, 음양론에 대해서도 어
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하는 기로에 서있다. 
    이미 한국사회 전체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과학문화를 전통
문화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의학은 문
화재가 아니며 지금도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학이고 의료라
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음
양론을 전통문화와 함께 폐기하든지 아니면 음양론을 재평가하
여 과학문화에 맞는 새로운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든지 밖에 없
다. 한의학 이론과 임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음양론이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음양론을 재평가하여 의미 있는 것은 계승하여 발전시키
고 필요 없는 군더더기는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음양론을 철저하게 의학적 방법이라
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학적 방법
이란 의학이 지향하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
는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5) 방법은 크게 인식방법
과 행위(실천)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양론은 실천행위의 
기초가 되는 인식방법에 속한다.
    음양론을 의학적 방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한의학의 실천
적 목표인 양생을 통한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양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
다. 즉, 음양론은 인체와 인체가 나타내는 생리현상 및 질병현상
을 인식하는 방법이 되고, 한의학에서는 음양론을 통해 양생, 예
방, 질병치료라는 목표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한의학과 결부되어 있던 신비주의적이고 玄學的 음양 
담론들이 정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론을 철저하게 의학의 
목표에 종사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면 한의학에서 실제 활용되는 
음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넓고 심오한 것이 
아닐 수 있다. 현대 한의학에서는 더욱 더 제한된 내용만을 필
요로 한다. 윤길영(1912~1987)은 한의학에 적용되는 음양을 “1.
陰陽代謝의 兩勢力을 지칭하는 음양, 2.상대적으로 지칭하는 음
양, 3.經絡의 음양, 4.部域의 음양, 5.生命源의 음양”6)으로 요약

 5)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적 방법은 과학
이 목표로 삼는, 즉 ‘자연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적(귀납, 연역, 유추), 수학적 방법, 또 실험, 관찰, 통계 등의 방법을 포괄
하는 용어다. 분야마다 그 분야의 고유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며, 방법들에 
대한 이론을 방법론(methodology)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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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현대적, 과학적 한의학을 추구했던 윤길영은 일부 
한의사들이 음양을 지나치게 넓고, 관념적으로 이해하여7) 한의
학 자체를 사변적인 학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윤길
영의 견해에 따르자면 한의학에서 필요로 하는 음양의 내용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음양론의 역할을 의학적 방법으로 한정한다면 한
의학과 결부되어 있었던 음양과 관련된 필요 없는 담론들을 정
리할 수 있다.
    둘째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음양론과 동아시아 전통문
화의 관계를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적 방법은 
외부적 권위에 의존하거나 호소함이 없이 그 자체 방법적으로 
내적 완결성과 합리성,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음양론
의 배후를 형성했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관, 사고방식, 문
화는 의철학 영역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지만 의학 속에
는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의학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의
미가 있는 내용들은 의학적 방법 속에 포함시켜 대상관(인체관)
이나 인체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논리적 방법으로 정리되어
야 한다. 그래서 그 자체로 내적 정합성과 완결성을 갖춘 방법
이 되어야 한다. 음양론적 대상관(인체관)과 논리적 방법은 합리
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 기존의 다른 의학체계가 보지 못하는 
것을 포착하거나 예측하는 등 방법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
어야 한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음
양론은 과학문화 속에서도 의미 있는 의학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음양적 사고의 특징-음양상응체계와 상관적 사고 
    음양론에는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과, 사물이나 현상에 대
한 독특한 사고방식이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의학적 방법으
로서 음양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관8)

    전통시대 동아시아인들은 이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
을 던지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서양과는 다른 종류의 세계관을 
형성했다. 이 세계관은 全一觀, 恒動觀, 調和 또는 平衡觀 같은 
것으로 요약된다. 
    동아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속해있는 이 세계가 일
종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인식했다. 세계 속에는 서로 이질적인 
다양한 사물과 현상들이 섞여있지만 이 세계는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
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9) ‘全一’10)은 이

 6) 윤길영. 동의임상방제학. 서울, 명보출판사, p.17, 1985.
 7) 윤길영은 “陰陽은 多義的으로 사용하므로 초학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

음대로 지칭하는 용어로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큰 오해다”라고 했다.(윤
길영. 동의임상방제학. 서울, 명보출판사, P.17)

 8) 필자의 논문 ‘한의학적 대상관의 특징과 성격. 대한한의학회지 16(1), 
pp.505-530, 1995.’을 참고할 것.

 9) 중국의 우주론은 상관적 우주론(correlative cosmology)이라고 한다. 천인감
응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감응은 모든 만물이 서로 비실체적이며 전일적으
로 연결되고 운동하는 상관적 우주론의 핵심관념이다.”(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늘 꿈꾸다. 서울, 궁리, pp.166-171, 2008.) 

러한 세계의 전체성, 통일성을 표현하는 용어다. ‘全一’ 개념은 
크게는 이 세계 전체에 적용되어 천지간의 모든 변화를 낳는 일
원적 본체를 표현하는 개념이 되지만, 작게는 하나의 개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全一’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사물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全
一觀이라 한다.11) 즉, 全一觀은 전체성, 통일성을 중시하는 관점
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동아시아인들은 이 세
계의 전체성과 통일성, 유기성을 중시하는 관점 속에서 이 세계
에 존재하는 각 사물과 현상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
이고 변화하는(動而不息) 동적인 세계로 인식했다. 그들은 서양
에서처럼 이 세계 밖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나 초월적 절대자를 
찾지 않았으며, 현실세계 그 자체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변화하
는 역동적인 생성의 세계를 그들의 유일한 세계로 받아들였다. 
恒動觀은 현실세계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세계라는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12) 동아시아에서는 변화 그 자체를 중시하고 또 인정하
는 바탕 위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보았다. 이런 역동적이고 
생성하는 세계를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氣’라는 개념
을 고안해 내었다. ‘氣’개념을 통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氣의 변화(氣化) 현상이 되었고, 이것을 生化極變, 升降
出入의 규율로 요약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氣로 이루어
졌다는 사상으로 진화했다. 기 개념을 통해 그들은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동적이고, 생성적 세계라는 관념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그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과 현상 사이의 유기적
인 관계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질서가 있고, 조화와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調和와 平衡觀). 이 세계는 
서로 이질적인 존재자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각 존재자들에게 주어진 발생(生), 성장(長), 성숙(壯), 노쇠(老), 
소멸(已,死)이라는 각자의 주기를 실현하면서도 우주 전체가 실
현하는 주기에 의존하여 반응한다. 동아시아인들의 시간 개념은 
순환적 시간관으로서 계절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나 천체
의 규칙적인 운동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불교가 들어오
기 전까지는 우주의 진보라는 직선적인 시간개념이 결여되어 있
었다.13) 
    이같은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은 음양론적 사고방식의 기초
가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양론적 사고방식 속에 이러한 
독특한 세계관이 녹아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전통시대 동아시아인들이 세계를 인식했던 방법(1)-상관적 

10) ‘전일’ 개념은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본체를 지시하는 용어였던 ‘太極’, ‘道’, 
‘一氣’의 개념과 상통한다.(윤길영.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연구: 김완희 저. 신생
리학총론.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p.129) 하지만 전일은 실체가 아니다. 
단지 이 세계의 일원성과 통일성을 표현하는 언표일 뿐이다.

11) 대한동의생리학회 편.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p.37, 1993. 중국
에서는 이를 ‘整體觀念’, ‘整體觀’이라고 한다.

12) 김완희, 김광중 편저.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대구, 중문출판사, pp.231-235, 
1991.

13) 네이산 시빈. 중국의 시간 개념과 曆法: 김영식 편. 중국 전통문화와 과학, 서
울, 창작사, pp.203-207,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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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관적 사고(correlative thinking)14)는 서양 학자들이 서양
의 인과적 사고, 분석적 사고와 대비하여 동아시아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에 붙인 이름이다. 상관적 사고는 漢代 董仲舒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보고 있는 상관적 우주론(correlative cosmology)
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인들은 이 우
주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며 전체로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영원히 순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인간, 
자연, 사물들은 전체 우주의 변화와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들로 
규정지었다. 또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인과율에 의해 지배되는 것
이 아니고, 또 종적인 관계도 아니라고 인식했다. 사물들은 패턴 
속에 나란히 놓여지며 同類相動, 同氣相感의 감응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15)

    헨더슨은 중국 고대에 형성된 상관적 사고를 다음 네 가지 
양식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인간과 우주, 즉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감응(인간과 우주-天人相應), 둘째, 니담이 국가 類比
(state analogy)라고 불렀던 코스모스 영역인 하늘과 지상의 영
역인 왕조 또는 국가 관료체제 사이의 감응(우주와 국가), 셋째, 
오행과 같은 數秘學的 相關의 체계, 넷째, ≪周易≫과 그 부록
인 <十翼>에 제시된 易의 체계이다.16) 그리고 이 상관적 사고의 
네 가지 근본 양식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
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우주, 국가-우주의 상
관적 감응체계는 종종 오행과 연관되었고, 또 오행체계는 易의 
형상에 기반을 둔 상관적 체계와 결합하기도 했다고 했다.17)

    예를 들어 한의학의 ≪黃帝內經≫에는 일관되게 우주론적 
질병관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몸 안의 氣와 몸 밖의 氣 사이에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우리 
몸이 계절의 순환과 같은 우주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질병
이 발생한다고 보았다.18) 즉,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양생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바르지 못한 계절의 기운(不正四時之氣)이 우
리 몸을 침범하여 조화를 깨뜨리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
다. 서양의 실체론적 질병관과 대비하여 전형적인 동적 질병관
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19) 각 계절의 변화가 주로 
음양기의 升降이나 運氣論(五運六氣)의 틀 속에서 설명되었으므
로, 이 틀에 맞추기 위해 인체의 장기, 조직, 현상들이 음양, 오
행, 육기의 틀 속으로 분류되었고, 또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
물과 음식(곡식, 과일, 가축 등)들도 모두 음양, 오행, 육기의 체
계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인체 생리현상, 질병의 발생, 진단, 치
료를 모두 이런 음양, 오행, 육기적 상응 관계의 체계 속에서 
설명했다.
    그레이엄(A. C. Graham)은 소쉬르(F. Saussure)의 구조주

14) ‘상관적 사고(correlative thinking)’는 ‘coordinative thinking’, ‘associative 
thinking’ 등 학자들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15) 조셉 니담 저, 이석호외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 2, 서울, 을유문화사, p.389, 
1986.

16) 존 헨더슨 저, 문중양 역주.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출
판, pp.18-38, 2004.

17) 존 헨더슨 저, 문중양 역주. 위의 책, p.35.
18) 존 헨더슨 저, 문중양 역주. 위의 책, pp.64-65.
19) 여인석. 의학사상사. 살림지식총서 272, 살림, 파주, pp.37-39, 2007.

의 언어학에서 계열체(paradigm)/연속체(syntagm)의 관계 개념
을 빌려와 음양과 오행 체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상관적 사고
를 언어학적 측면에서 설명했다.20) 언어적 사고(verbal 
thinking)는 계열체들의 축적된 목록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그
리고 이 계열체들은 가장 단순하게는 이항적 대립들(음양)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대립항들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연속체를 이루
고 있다. 예를 들어 낮/밤, 해/달, 빛/어둠, 지식/무지, 선/악의 
이항 대립들 각각은 계열체들이다. 또 이 이항적 대립들에서 낮
/해/빛/지식/선, 밤/달/어둠/무지/악은 각각 서로 사슬 형태로 
연결되어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계열체와 연속체를 이
용한 언어적 사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식의 빛’, ‘악의 어둠’ 같은 문구들이다.21) 그레이엄은 이같은 
상관적 사고가 음양, 오행의 상응체계를 이용한 고대 동아시아
인들의 사고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Table 1. The Yin-Yang System on CH’I as the Paradigm/Syntagm 
relationship22)

A. Yang B. Yin                   Paradigm
Clear and subtle Heavy and muddy
2. Heaven Earth
3. Yang Yin
4. Hot Cold
5. Fire Water
6. Sun Moon
7. Round Square
8. Illuminates Retreats to dark
9. Expels Holds in
10.Does to Is transformed by
11.Scatters Congeals
12.Rain and dew Frost and snow
13.Furred and feathered Shelled and scaly
14.Flies or runs Hibernates or hides
15.Goes up Goes down
Syntagm

    그레이엄은 이 표의 음양 상응체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진술
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였다.
    예를 들어 1,2번을 이용하면 ‘맑고 가벼운 것은 하늘이 되
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된다.’, 5,6번을 이용하면 ‘해는 불의 
순수한 氣이고, 달은 물의 순수한 氣이다.’, 5,15번을 이용하면 
‘불은 타오르고,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등이다. 이 예들은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상관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23)

    또 ≪淮南子·天文訓≫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위의 음양상
응체계를 통한 상관적 사고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불은 위로 
타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러므로 새는 날아서 높이 올
라가고 물고기는 움직여서 아래로 내려간다.’24)에 대해 그레이엄
은 “불이 물과 다른 것 같이 새와 물고기는 다르다. 물고기가 

20) A.C. Graham. Yin-Yang and the Nature of Correlative Thinking 
(Occasional Paper and Monograph Series No.6), Institute of East 
Asian Philosophies, p.16, 1986.

21) A.C. Graham. 위의 책, pp.16-18.
22) A.C. Graham. 위의 책, pp.32-33.
23) A.C. Graham. 위의 책, p.33.
24) “火上蕁 水下流 故鳥飛而高 魚動而下 物類相動 本標相應”(<淮南子 天文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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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닮은 것 같이 새는 불과 닮았다.(5,13번) 어떤 점에서 그런
가? 새들은 불처럼 빛과 연결되고,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는 가
벼운 기와 연결된다. 물고기는 물처럼 어둠과 연결되고,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는 두터운 기와 연결된다.(1,2,8번) 이 논증은 
직접적으로 맨 마지막(15번)으로 이어지며, 다시 불과 물의 지배 
또는 그것들의 진수인 해와 달의 지배로 상정된다.”25)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상관적 사고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인
들의 특징적인 사유 형태였다. 상관적 사고에 대한 학자들의 평
가는 엇갈린다. 많은 사람들이 상관적 사고를 분석적 사고가 나
타나기 이전의 비합리적, 미신적 사고로 본다. 하지만 그레이엄
은, 분석적 사고도 실상은 상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
이고, 음양론은 서양과 달리 적극적으로 상관적 사고가 외현화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체계라고 보고 있다.26) 상관적 사고에는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옥석을 
가려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3) 전통시대 동아시아인들이 세계를 인식했던 방법(2)-분류와 
패턴인식
    동아시아인들은 상관적 사고에 기반하여 분류, 패턴인식, 감
응, 유비와 같은 이 세계에 대한 특징적인 인식방법들을 발전시
켰다. 이런 인식방법들은 상관적 사고가 전개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한다.
    이 중 분류는 세계의 현상적인 다양성을 다양성 그대로 인식
하면서도 세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
룰 수 있는 방법이었다.27) 물론 서양에서도 분류가 발전되었지만 
동아시아의 분류는 서양과 비교할 때 다른 특징이 있었다. 분류
란 同類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동아시아에서의 同類 개념은 
내포적이 아니고 외연적으로 정의되었다. 즉, 서양에서의 분류가 
개체가 가진 내포적 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동아
시아에서의 분류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외연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28) 그리고 실천 지향의 記述的 사고와 
枚擧的 記述을 특징으로 한다.29) 음양상응체계와 오행귀류는 이
런 분류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음양과 
오행의 틀 속으로 분류해 넣음으로써 세계는 음양과 오행의 관계 
구조로 체계화되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음양과 
오행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패턴 인식이란 사물이나 현상의 변화 가운데 있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패턴은 규범이 일정한 형식이지 형상이 아
니다. 특히 변화 자체를 중시했던 동아시아인들은 기의 운동 속
에서 유동하는 세계의 기본적인 패턴을 찾아내었다. 그 운동의 

25) A.C. Graham. 위의 책, p.37.
26) A.C. 그레이엄 저, 이창일 역. 음양과 상관적 사유. 역자후기, 화성, 청계, 

pp.261-262, 2001.
27) 야마다 게이지 저, 박성환 역. 중국 과학의 사상적 풍토, 서울, 전파과학사, 

pp.29-35, 1994.
28) 야마다 게이지 저, 박성환 역. 위의 책, p.30. 동서양 분류의 차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토끼, 말, 당근’의 분류다. 서양에서는 내포적 속성을 중
심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에 속하는 토끼와 말을 묶어 한 그룹으로 식물인 당
근을 또 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외연적 관계에 따라 말과 
당근을 한 그룹, 토끼를 다른 한 그룹으로 묶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29) 야마다 게이지 저, 박성환 역. 위의 책, pp.29-35. 

대표적인 패턴은 사계절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봄부터 여름까지
는 양기가 신장하고 음기가 쇠퇴하며,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양
기가 쇠퇴하고 음기가 신장하는 과정이다. 음양기의 파동적인 
리듬은 1년을 주기로 하여 순환한다. 이같은 기의 운동 패턴은 
1일을 주기로 하는 주야의 변화에서도 관찰되며, 인간의 일생에
서도 관찰되는 것이었다. 이런 패턴인식은 ≪周易≫의 64괘, 象
數學으로 발전되었다.30) 

Table 2. Systems of Correspondence, Yin and Yang31)

Yin Yang
Fundamental Associations of Yin and Yang
structive active
contractive expansive
intrasusceptive(absorbing into or 
within the individual) extraversive(bringing to the surface)

centripetal centrifugal
responsive aggressive
conservative demanding
negative positive
Primary correspondences of Yin and Yang
Earth Heaven
moon sun
autumn, winter spring, summer
things female things male
cold, coolness heat, warmth
moisture dryness
the inside, interior the outside, surface
darkness brightness
things small and weak things big and powerful
the lower part the upper part
water, rain fire
quiescence movement
night day
the right side the left side
Secondary correspondences of Yin and Yang
the hours between noon and 
midnight

the hours between midnight and 
noon

the intima (“inner orb”, 裏) the species (“outer orb”, 表)
sinking, condensing( 降 ) rising, ascending( 升 )
sinking, submerging( 沈 ) floating, rising( 浮 )
the abdomen( 腹 ) the back( 背 )
the orbes horreales (viscera, 臟 ) the orbes aulici (bowel, 腑)
Metal(金), Water(水) Wood(木), Fire(火)
structive potential( 精 ) configurative force( 神 )
individually specific structive energy(血) individually specific active energy(氣)

structive substratum(形) energy of definite quality emanating 
from the former(氣)

constructive energy( 營 ) defensive energy( 衛 )
structive fluids( 液 ) active fluids( 津 )
structive aspect of the individually 
specific (active) configurative force(魄)

active aspect of the individually 
specific (active) configurative force(魂)

exhaustion( 虛 ) repletion( 實 )
murkiness( 濁 ) clarity( 淸 )
development( 長 ) incipience( 生 )
conservation( 藏 ) destruction( 殺 )
destruction( 殺 ) incipience( 生 )
sour and pungent(酸, 辛)
salty(鹹)

sweet and bitter(甘, 苦)
flavorless(淡)

even numbers( 偶 ) odd numbers( 奇 )

30) 야마다 게이지 저, 박성환 역, 위의 책, pp. 35-41.
31) Manfred Porkert.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Chinese Medicine: 

Systems of Correspondence. The MIT Press, 1974. pp.9-3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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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양 상응 체계
    최초 ‘산의 그늘진 곳과 양지바른 곳’이라는 소박한 의미에
서 출발했던 음양 개념은 이후 이로부터 다양한 의미들이 인신
되어 세계를 음양으로 해석하기 위한 특징적인 체계를 형성했
다. 음양과 오행 상응체계는 상관적 사고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한 기초가 된다. 이 중 일부가 의학에도 도입되어 인체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만프레드 포커트(Manfred 
Porkert)는 이것을 음양과 오행의 ‘상응 체계(systems of 
correspondence)’라고 불렀다. 포커트가 음양의 상응체계로 정
리한 것은 Table 2와 같다. 
 5) 음양의 속성
    이런 모든 논의들을 종합할 때 음양에는 全一, 待對, 統一, 
分化, 消長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이 중 全一, 待對, 
統一은 음양의 자연 사물을 규정하는 속성을 나타낸 것이고, 分
化, 消長은 음양의 발전과 변화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32)

    全一은 ‘온전한 하나’라는 의미다. 음양이란 全一의 양면으
로서 全一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음양은 全一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 全一과 음양은 ‘一而二요 二而一’인 관계에 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33) 
    하나는, 先天과 後天의 관계다. 이것은 ‘全一(太極)은 음양
을 낳는다(太極生兩儀)’로 표현된다. 즉, 全一(太極)은 先天으로
서 動하여 後天的 음양 현상을 낳는 근원이 된다. 全一은 先天
이며 현상화되지 않은 단계로서 ‘無聲無臭’하여 우리의 감각, 지
각으로 포착할 수 없다. 반면에 음양은 後天이며, 현상화 이후 
단계로서, 體가 있고 象이 있어 우리의 감각과 지각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양을 ‘體와 象을 가진 것들의 조상’이라고 
하였다.(一而二)34)

    다른 하나는 본체와 현상의 관계다. 이것은 ‘全一(太極)은 
곧 음양이다(太極便是陰陽)’로 표현된다. 이 경우 全一과 음양의 
관계는 선후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론적 단계에 속하는 동시
적이고, 동질적인 관계이다. 즉, 음양은 全一이라는 일원적 본체
의 양면적 현상이고, 全一은 음양현상의 통일성을 표현하는 언
표가 된다. 全一로부터 분화된 음양은 다시 통합되어 全一로 귀
속된다(二而一). 
    待對는 相對라는 개념으로는 그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는 

32) 대한동의생리학회 편. 동의생리학. p.36.
33) 一氣(太極)와 陰陽의 관계를 존재와 생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마다 게이지 저. 김석근 역. 朱子의 自然學. 서울, 통나무, 
pp.100-131, 1991.’‘高懷民 저, 鄭炳碩 역. 周易哲學의 理解. 서울, 문예출판
사, pp.117-119, 1995.’를 참고할 것. 高懷民은 태극을 존재로 말하는 경우와 
‘우주만물의 화생’으로 말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고는, 첫 번째에서 말하
는 태극은 나누어진 것 가운데 합한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합한 것 가운데
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를 본체론의 관
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것은 서양철학에서는 본체가 불변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高懷民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태극 개념
을 서양철학의 관점과 용어로 해석할 경우 이런 정도의 불일치는 용인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邵子曰, 天依形地附氣, 氣以造形形以寓氣, 是以開物者爲先天, 成物者爲後天, 
無極而太極者先天, 太極而陰陽者後天, 數之生者先天, 數之成者後天, 無聲無
臭者先天, 有體有象者後天, 先天者太極之一氣, 後天者兩儀之陰陽, 陰陽分而
天地立, 是爲體象之祖, 而物之最大者也…”(類經圖翼. 陰陽體象)

용어다. 음과 양의 관계는 이분법적이고, 대립과 모순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서로 대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서로 의존하
며, 또 相反相成하는 待對的 관계가 중심이 된다. 이것은 음과 
양이 全一의 양면으로서 相補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統一은 음과 양이 相互同根인 하나의 통일체가 됨을 말한
다. 분화된 음양은 서로 상대적이면서 대립적인 속성을 가지지
만 이는 다시 全一의 양면으로 집약되어 통일성을 갖는다.35)

    分化는 음양 속에 다시 음양이 있어 음이 다시 음양으로 나
누어지고 양도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음양
의 구분은 편차의 분석에 의한 것으로 음과 양 속에는 다시 음
양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속성이 있다.36) 分化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음양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消長은 음양의 상대적 관계가 정지하여 불변하는 것이 아니
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進退消長하는 역동적 과정 속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3. 한의학의 음양론적 인체관
 1) 한의학의 음양론적 대상관
    한의학에서는 음양론을 도입하여 인체가 나타내는 생명현상
을 포착하고 이를 임상에서 응용해 왔다. 음양론은 본래 사물과 
현상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립적인 두 측면을 음과 양으
로 명명하고, 음과 양의 待對 관계를 통해 사물과 현상을 파악
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이 때 음과 양의 개념은 각각을 정
의함에 있어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고 개념적으로 의존
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음양론을 통해 인체 생명현상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음양
론이 함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인체
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론적 대상관(인체관)은 한의
학적 대상관 그 자체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全一觀에 의해 인체를 하나의 全一生命體로 보며(전
체성을 중시),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생명(全一
生命) 아래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생명현상은 음양 현상으
로 파악되며, 음양현상은 全一生命을 전제로 하는 全一生命의 
양면적 현상으로 인식된다.
    둘째, 항동관에 의해 인체를 고정 불변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process)적 존재로 본
다. 따라서 인체의 모든 현상은 인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동적 현상이며, 음양론은 이들 동적 현상을 음양으로 인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체가 나타내는 현상은 음기와 양기가 
상호작용하여 동적 평형을 목표로 끊임없이 消長, 盛衰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셋째, 조화와 평형의 관점에서 인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
체 현상을 음양의 동태적 평형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인체 생리
현상은 음양의 동태적 평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며, 질병현상은 동태적 평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全一生命體에서 ‘全一生命’ 개념이 조회하는 실체는 우리의 

35) 대한동의생리학회 편. 동의생리학. p.36.
36) 윤길영.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연구: 김완희 저. 신생리학총론,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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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언어로 한정될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모두 부분적인 것으로서 全一
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7)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
게 ‘全一生命’ 개념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全一生命體가 
발현하는 현상을 통해서다.38) 우리는 전체성 논리인 ‘一而二, 二
而一’인 음양 待對形式에 의해 현상에 접근함으로써 생명의 전
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39) 음양은 ‘全
一’生命體로서 인체가 나타내는 ‘생명’현상에 대해 그 全一性을 
손상시키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動靜, 寒熱, 形氣, 燥濕, 氣血과 같은 다양
하고 구체적인 음양적 개념들을 인체에 적용하여 全一生命을 탐
구한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생명’현상 전체를 
파악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다양한 음양적 개
념들을 동원하고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전체 ‘생명’
에 접근한다. 
 2) 음양론적 관점에서 본 인체 시스템40)

    한의학에서 인체는 神機氣立之物로 정의된다. 여기서 神機
란 인체내에서 자발적으로 대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神)의 기
틀(機)을 의미하며, 氣立이란 외부환경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外
氣의 변화에 상응하여 일어나는 인체의 변화를 의미한다.41) 인
체는 神機氣立之物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인체는 환경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발적으로 대사
를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神機之物)이면서, 다른 한편
으로 우주 전체에 종속되어 외부환경 변화에 순응하여 생명을 
영위해야 하는 존재(氣立之物)다. 인체가 氣立之物이기도 하다는 
것은 인체가 자연계의 造化之氣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자연계
에 순응하여 그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개방된 개체라는 것을 의
미한다.42)

37) 윤길영은 ‘全一’ 개념은 부분이 아닌 전체성에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
과 한계성을 갖는 부분의 개념으로 ‘全一’ 개념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길영, 김완희 공저. 동의학원리론. 서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p.225, 1971.)  

38) 선천의 全一(태극)이 우리의 감각,지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후천의 
음양은 우리의 감각과 지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全一생명은 그것이 발현하는 음양적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포착된다.

39) 윤길영, 김완희 공저. 동의학원리론, pp.226-227.
40) 이 파트는 윤길영의 ‘인신의 음양대사 생리학’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

고 필자의 해석과 견해를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다만 윤길영은 “자체 내에 
神機가 있어 자발적으로 대사를 하는 것은 생물이고, 이것이 없이 다만 外氣
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을 무생물”이라 하여 神機之物은 생물, 氣立之
物은 무생물에 대응시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경 주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장개빈은 神機와 氣立을 동물과 식물의 구분에 적용하고 있기도 하
다. 하지만 여러 주가들이 인체에 신기와 기립의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는 의
견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인체가 神機, 氣立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神機氣立之物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人身의 陰陽代謝 生理學’: 윤길영. 동
의학의 방법론 연구. 서울, 성보사, pp.26-29, 1983.; 생명현상의 발생을 내인
(神機)과 외인(氣立)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는 方藥中, 許家松. 黃
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13-214, 1984.)  

41) “根於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於外者, 命曰氣立, 氣止則化絶.”(<黃帝
內經 素問 五常政大論>)

42) 박왕용, 신민규. 음양운동과 육기의 승제관계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학회지 
3(2), p.50, 1988.

Fig. 1. The human body system seen from the Yin Yang point of view.

    인체는 음, 양기의 升降出入으로 요약되는 氣化과정을 통해 
생명을 영위한다. 升降出入은 유한한 공간(그릇)을 차지하고 있
는 개체에 적용되는 규율이다. 그릇이 없으면 升降出入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生化의 변화가 일어나는 집이다.43) 出入이
란 인체 生長壯老已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주에 있
어서는 만물이 생성 소멸하는 것이다. 出入은 인체에서는 인체
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인체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
의 섭취, 공기의 흡입이며, 나오는 것은 대소변, 분비물 등의 노
폐물이다. 出入을 통해 생명의 기틀인 神機가 보존되고 出入이 
廢하면 생명의 기틀이 化滅된다. 升降이란 陰, 陽氣의 升降으로 
生長化收藏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자연계에서는 음양기의 升
降으로 寒熱이 교대되고44), 이에 따라 5계절의 특징적인 작용인 
生長化收藏의 변화가 땅에서 일어난다. 인체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상응하여 인체 내 음양기의 升降이 이루어지고 이는 인
체 내 열의 생산과 방산 현상으로 표현된다. 인체 내 음양기의 
升降은 脾胃, 心腎, 肝肺가 짝이 되어 일어나는 臟腑氣의 升
降45)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체 오장의 生長化收
藏 생리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臟腑氣의 升降은 
인체 寒熱 변화로 드러난다. 외부환경의 변화와 상응하여 인체 
氣의 升降이 이루어짐으로써 氣立이 보존되고 升降이 멈추면 生
化작용도 끊어져 氣立이 위태롭게 된다.46)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자극-대사-반응의 관점에
서 살필 수 있다. 윤길영은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과정을 
음, 양 두 세력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면서 이를 음양대사
라고 이름 붙였다.47) 즉, “생명현상은 자극-대사-반응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계기하는 현상이니, 대사와 생명현상은 표리적 관

43)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矣.”(<黃帝
內經 素問 六微旨大論>)

44) “陰陽之升降, 寒暑彰其兆.”(<黃帝內經 素問 五運行大論>)
45) 장부기의 정상적인 升降은 인체 장부가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46) “出入廢, 則神機化滅, 升降息, 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老,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黃帝內經 素問 六微旨大論>)
47)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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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48)에 있다. “대사과정에서 陽化氣가 일어나고 陰成形이 일어
나는데 陽化氣를 일으키는 세력을 양세력(陽氣)이라 하고 陰成
形을 일으키는 세력을 음세력(陰氣)라 한다. 陽化氣는 생체에너
지 즉, 氣를 일으키는 것이고, 陰成形은 생체물질 즉, 血을 형성
하는 것이다. 陽化氣에는 氣化는 물론이고, 熱化, 動化가 일어나
고, 陰成形에는 形化 즉, 생체물질의 형성과 寒化, 靜化가 일어
난다.”49) 陰, 陽勢力(陰,陽氣)은 관여하는 인자에 따라 陽勢力이 
우세하기도 하고, 陰勢力이 우세하기도 하면서 유동적으로 음양
평형을 유지한다.50) 이처럼 인체 대사과정을 음기와 양기의 동
태적 평형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설명하려는 것이 음양대사이다.

Fig. 2. The Yin-Yang metabolism of human body.

    음양기의 升降에 따른 외부환경의 변화와 에너지와 물질의 
인체 出入은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음양대사에 영향을 준다. 
음기와 양기가 내외부환경의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동태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과정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인
데 그 결과(병리적 현상 포함)는 寒熱, 虛實 등 음양 현상으로 
관찰된다. 이상은 음양적 관점에서 살핀 인체 시스템의 작동 원
리다.
 3) 인체 음양현상의 중요한 관찰 지표들
  (1) 形氣-肥瘦,氣血
    모든 대사는 우리 몸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形은 
대사의 주체(體)이고 氣는 그 작용(用)이다. 陽化氣, 陰成形하므
로 만약 인체에 양세력만 있으면 인체는 다 氣化하여 소멸해 버
리고 말 것이고, 음세력만 있으면 냉각되어 물질만 남고 말 것이
다.51) 그러므로 양세력과 음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
로서 인체 形(형체)과 氣도 균형을 이룬다. 음세력이 우세하면 형
체가 肥胖하고 氣는 쇠하게 되며(形胖氣虛), 양세력이 우세하면 
氣化가 활발해지고 형체는 消瘦하게 된다(形瘦陰虛). 또 이것은 
氣血의 관점에서 살필 수도 있다. 양세력과 음세력의 유동에 따

48)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p.28.
49)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p.28.
50)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p.29.
51)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p.29.

라 氣(생체에너지)와 血(생체물질)의 성쇠와 생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形氣, 肥瘦, 氣血 등은 음양대사의 결과로 나타
나는 현상들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八綱-陰陽,寒熱,虛實,表裏
    陽勢力이 異常亢進하면 身熱하고, 陰勢力이 異常亢進하면 
身寒하다.52) 虛證은 인체 내의 물질이나 氣가 부족해서 일어난 
병증이고, 實證은 인체 외부의 인자가 가세해서 인체 내 음양대
사의 실조를 일으킨 것이다. 인체의 병리 현상을 陰陽虛實의 관
점에서 분류하면, 외부인자가 가세하여 인체 내 양세력이 異常
亢進된 陽實證, 인체 내 양세력이 부족하여 異常沈衰된 陽虛證, 
외부인자가 가세하여 인체 내 음세력이 異常亢進된 陰實證, 인
체 내 물질이 부족하여 음세력이 異常沈衰된 陰虛證으로 구분할 
수 있다.
    陰陽虛實證은 각각 인체 내외에서 寒熱현상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데, 陽實證은 外熱, 陽虛證은 外寒, 陰實證은 內寒, 陰
虛證은 內熱을 나타낸다.53) 여기서 內外는 表裏와 치환될 수 있
는 개념이다. 인체의 寒熱현상은 인체 음양세력의 전체적 우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현상적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八綱의 음양은 寒熱, 虛實, 表裏의 총강으로 寒證, 虛證, 裏證은 
음이고, 熱證, 實證, 表證은 양이다.54)

Fig. 3. The Eight Principles of diagnosis in the Korean Medicine.

  (3) 六氣-寒熱, 燥濕, 風火
    六氣란 일년의 기후변화를 요약한 것으로 각 계절에 따라 
음양기가 升降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黃帝內經>에서 六
氣는 종종 寒暑로 요약되는데, 寒暑란 곧 寒熱로 열의 편차를 
말한다.55) 이것은 六氣, 즉 각 계절의 기후변화의 핵심이 열에 
있으며, 실제로도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열의 편
차에 의해 각 계절의 특징적인 기후현상이 생겨난다. <醫門棒
喝>에서는 六氣현상이 寒熱(火)이 중심이 되는 음양 변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56) 

52) “陽勝則身熱, 陰勝則身寒”(<黃帝內經 素問 陰陽應象大論>)
53)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黃帝內經 素問 調經

論>)
54) 程國彭 著, 吳海峯 批註. 醫學心悟. 臺北, 旋風出版社, p.17, 1970.
55) “陰陽之升降, 寒暑彰其兆.”(<黃帝內經 素問 五運行大論>)
56) “夫六氣由陰陽所化, 仍不離陰陽之體, 是故寒爲陰, 火爲陽, 風爲陰中之陽, 暑

爲陽中之陰, 濕爲陰, 而與火合則名暑, 風與火合, 則化熱燥, 屬陽, 風與寒合, 
則化淸燥, 屬陰, 斯陰陽變化, 而成六氣之異也.”(‘六氣陰陽論’: 章虛谷. <醫門
棒喝>(대성문화사 영인본). 서울, 대성문화사, p.33, 1989.) <醫門棒喝>에서는 
寒과 火가 중심이 되고 있다. 육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두 종류의 火는 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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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와 우주의 상응(天人相應)론에 따라 한의학에서는 각 
계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기후현상인 六氣 개념을 도입하
여 인체 생명현상을 인식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즉, 음양기
의 升降에 따라 각 계절의 특징적인 기후현상인 六氣가 나타나
듯이, 인체 내에서 음양기의 升降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六
氣的 현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것을 內部六氣라고 한다. 外部
六氣가 인체 외부환경(외환경)을 이룬다면 內部六氣는 인체 내
부환경(내환경)을 형성한다. 風寒暑(熱)濕燥火 육기는 寒熱(온
도), 燥濕(습도), 風火(에너지)로 분류되는데 김완희는 이를 인체 
오장시스템(유기능체계)이 가동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자극요
소, 또는 인체내 대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요소로 보았다.57) 음
양기의 升降은 앞서 말했듯이 臟腑 차원에서는 心腎, 肝肺, 脾
胃를 중심으로 하는 臟腑氣의 升降으로 인식되며 위의 六氣현상
은 臟腑의 기능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요약한 것이기
도 하다.  
  (4) 部位-上下, 左右, 前後, 內外, 表裏
    上下, 左右, 前後, 內外, 表裏는 한의학에서 각각 인체 생명
현상을 인식하는 음양 좌표로 활용된다. 이들 부위는 단순히 위
치만을 표시하는 개념이 아니며 음양적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上은 양이고 下는 음이다. 上下는 각기 天地와 대응한다. 
天은 上에 있고, 地는 下에 있다. 그러므로 上에 있는 天은 양
이고 下에 있는 地는 음이다. 天氣와 地氣가 교류함으로써, 즉 
음양기의 升降에 의해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58) 地氣(下)는 左를 
돌아 상승하고 天氣(上)는 右를 돌아 하강한다.59) 따라서 左右를 
음양의 道路라고 한다.60) 이러한 음양기의 升降은 춘하추동 사
계절의 시간변화에서 나타나는 음양기의 升降과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시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음양변화를 종종 공간에 투영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上下左右에 
음양 속성을 부여하면 上은 양(陽中之陽), 下는 음(陰中之陰), 左
는 陰中之陽, 右는 陽中之陰이 된다. 上下左右의 수직평면은 前
後左右의 수평평면과도 대응될 수 있는데 南面하여 방위를 정하
므로 前面은 南, 後面은 北, 左는 東, 右는 西가 된다. 그러므로 
上-前-南은 양(陽中之陽), 下-後-北은 음(陰中之陰), 左-東은 陰
中之陽, 右-西는 陽中之陰이 된다.
    이처럼 위치에는 음양 속성이 부여되어 음양상응체계 속으
로 편입되고 다른 음양 지표들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

들에 의해 君火와 相火로 구분되었는데, 暑와 火, 熱 중 어느 것을 군화로 보
고, 어느 것을 상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가들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었
다. <醫門棒喝>에서는 火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火를 군화로 본 것 같다. 

57) 김완희. 신생리학총론, pp.10-1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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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 素問 六微旨大論>)
59) “陽左而升, 陰右而降”(張介賓. <類經 卷二 陰陽類>), “上者右行, 下者左行”

(<黃帝內經 素問 五運行大論>) 地氣는 음기, 天氣는 양기이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올라가는 것은 양기이고, 내려오는 것은 음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類經>의 해석은 地氣는 左를 돌아 상승하고, 天氣는 右를 돌아 하강한다는 
전체 그림과 어긋나지 않는다.

60)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
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黃帝內經 素問 陰陽應象大論>) 
<黃帝內經 素問 五運行大論>에는 ‘左右者, 陰陽之道路’를 客氣의 四間氣와 
연결지었으나 여기서는 음양기의 升降과 연결지어 해석하였다. 

를 들어 左血右氣, 左肝右肺는 해부학적 위치를 표시한 것이 아
니다. 左右에 부여된 음양적 속성을 통해 氣血, 肝肺의 음양적 
속성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血, 肝은 陰中之陽, 氣, 肺는 
陽中之陰의 음양 속성을 가지며 이것은 氣血, 肝肺의 생리적 특
성과 연결된다. 

4. 한의학에 적용된 음양개념의 은유적 이해
    한의학에서는 음양론에 입각하여 인체 현상을 해석하고 체
계를 세웠다. 그러므로 한의학의 인체관에는 음양상응체계에 기
초한 상관적 사고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대인들은 음양론 자
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대적 분위기와 상관적 사고가 가져다주
는 생소함 때문에 음양적 사고를 쉽게 비합리적인 사고로 돌려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한의학 이론도 점점 설명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의학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의학의 음양적 사고가 결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현대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의학의 언어가 합리적이며, 과학적 언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필자는 근래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은유이론이 하
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우리들의 일상
적인 사고 자체가 은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61)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이론은 충분히 음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학자들
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 분야나 의학 분야에서도 은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운은 은유적 추론(metaphorical reasoning)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이론
과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모든 과정
에서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은유는 과학적 연구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기여하고, 심지어 이론의 구성에 필수적인 
개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62)

    필자는 한의학에서 음양개념을 도입하여 인체현상을 해석한 
것이 은유적 사고의 일종이라고 본다. 따라서 레이코프와 존슨
의 개념적 은유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한의학의 음양론적 
인체관을 은유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개념적 은유 이론
  (1) 개념적 은유
    전통적으로 은유는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장식 정
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 레이코프와 존슨에 의해 우리
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3) 우리들의 사고 
자체가 은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개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 한
다.64) 개념적 은유란 하나의 개념영역이 다른 개념영역(은유적 

61) G.레이코프, M.존슨 저.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정, p.22, 2006.

62) Brown, Theodore L., Making Truth: Metaphor in Scienc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5-6, 2003.

63)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
정,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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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의해 조직화되어 이해되는 것을 말한다. 개념적 은유에
서는 은유가 도출되는 개념영역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
라고 하고 은유가 적용되는 개념영역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고 한다. 이 두 영역은 각 영역에 속하는 요소들 
사이의 대응관계(correspondence)나 寫像(mapping)을 통해 연
결된다.65) 따라서 개념적 은유는 목표영역에 속하는 개념영역이 
근원영역의 개념, 즉 은유적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범주들
에 의해 조직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2) 개념적 은유의 인지적 기능에 따른 분류: 구조적 은유, 존
재론적 은유, 지향적 은유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은유가 어떤 역
할을 하는지에 따라 은유는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 지향적 은유
(orientational metaphors)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66)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
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67) 즉, 우리는 은유를 통해 
근원영역의 경험을 표적영역에 투사함으로써 근원영역의 관점에
서 표적영역을 새롭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68) 
    구조적 은유는 표적영역의 개념이 근원영역의 관점에서 구
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은유는 
전쟁이라는 근원영역의 개념을 표적영역에 투사하여 논쟁을 전
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하고 또 논쟁을 전쟁 개념의 하위범주들
에 의해 구조화한다.69) 
    존재론적 은유는 우리의 추상적인 경험들(사건, 활동, 정서, 
생각 등)을 개체 또는 물질로 간주하여 마치 이것들이 물리적 
특성을 가진 것처럼 개념화하여 사고하게 하는 은유를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추상적인 경험들을 물리적인 대상인 것처럼 
지시하고(referring), 범주화하고, 분류하고, 양화(quantifying)
할 수 있다.70) 구조적 은유가 한 개념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라면 지향적 은유는 ‘한 전체 개념
체계를 다른 전체 개념체계와 관련하여 조직하는 것’을 말한
다.71) 이러한 은유의 대부분은 위-아래, 안-밖, 앞-뒤, 접촉-분
리, 깊은-얕음, 중심-주변 등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이를 지향적 은유라고 부른다.72) 지향적 은유는 어떤 개념에 
공간적 지향성(방향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행복은 위(Happy 
is up)’라는 은유는 ‘행복은 상승(up)하는 것이고 슬픔은 가라앉

64)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
정,  p.21.

65) 머레이 노울즈, 로자먼드 문, 김주식, 김동환 역. 은유 소개. 한국문화사, 
pp.46-48, 2008.

66) 머레이 노울즈, 로자먼드 문, 김주식, 김동환 역, 은유 소개. 한국문화사, 
pp.56-57.

67)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위의 책, p.24.
68) 노양진. 몸 언어 철학. 서광사, 파주, pp.117-118, 2009.
69) 머레이 노울즈, 로자먼드 문, 김주식, 김동환 역, 은유 소개. 한국문화사, 

pp.46-47.
70)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

정, p.58.
71)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

정, p.37.
72)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

정, p.37.

는(down) 것’이라는 공간성과 방향성을 부여한다.73) 다양한 종
류의 지향적 은유가 우리의 일상 언어와 사고 속에서 관찰된다.
  (3) 개념적 은유의 기반; 신체화된 마음, 영상도식, 은유적 투사
    그렇다면 이같은 개념적 은유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
가? 레이코프와 존슨은 체험주의(experientialism)라고 부르는 관
점에 기초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설명에서 중요한 개념
은 ‘영상도식(image schema)’과 ‘은유적 투사’ 또는 ‘은유적 寫
像(metaphorical projection or mapping)’이다.74) 도식
(schema) 개념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나온 것으로서 일종의 ‘경
험을 부어 넣는 마음의 주물’과 같은 것을 말한다. 즉, 심리학이
나 인지과학에서 도식은 ‘정보를 체제화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개
념 또는 틀’로서,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조직화하
는 구조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에 맞추어 
기존 도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구성하기도 한다. 심리학
에서는 이 과정을 동화(assimilation), 조절(accommodation), 평
형화(equilibrium)의 과정으로 설명한다.75)

    존슨은 우리 경험을 신체적/물리적 층위와 정신적/추상적 
층위로 구분하고, 정신적/추상적 층위의 경험이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해 강력하게 제약
된다고 주장한다.76) 영상도식들은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에 
기반하여 구성되며,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영
상도식을 다양한 대상에 은유적으로 투사함으로써 신체적/물리
적 층위의 경험이 정신적/추상적 층위의 경험으로 확장되어 간
다고 본다.77) 은유적 사상 내지 투사가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이 정신적/추상적 층위의 경험으로 확장되어가는 중심적 방
식이라는 것이다.78) 존슨은 영상도식의 예로 그릇(container), 
힘(force), 균형(balance), 경로(path), 주기(cycle), 부분-전체
(part-whole), 중심-주변(center-periphery) 등을 들고 있다.79) 
 2) 한의학의 음양론적 인체관과 은유
  (1) 한의학의 인체관과 음양 은유: ‘인체는 음양’
    한의학에서는 ‘인체는 음양’이라는 은유에 의해 인체 생명현
상을 음양현상으로 규정하고, 음양에 함축되어 있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점, 속성들을 중심으로 인체 생명현상을 조직하
고 구조화하고 있다. 
   ① 인체에 대한 규정: ‘인체는 음과 양의 待對관계로 인식되
는 全一생명체’, ‘인체는 ‘陰平陽秘’의 음양 동태평형을 목표로 
작동하는 생명시스템’ 
   ② 인체 생명현상: ‘인체 모든 생명현상은 음양현상’, ‘인체 

73)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
정, p.37.

74) 노양진. 몸 언어 철학, p.120.
75) ‘도식(schema)’: 네이버 지식백과 심리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4264&cid=41991& 

categoryId=41991)
76)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인지적 전환과 체험주의의 물음. 서광사, 파주, 

p.63, 2013.
77) 노양진. 몸 언어 철학, pp.120-124.
78) 노양진. 몸 언어 철학, pp.118-119.
79) 노양진. 몸 언어 철학,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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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은 음양 동태평형의 차질현상’,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양대 
세력은 음,양기’, ‘생명현상은 양기(陽化氣), 음기(陰成形) 사이의 
消長進退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인체 생명의 근원은 元陰,元
陽’, ‘인체 음양 현상들-‘寒熱’, ‘燥濕’, ‘風火’, ‘淸濁’, ‘浮沈’, 
‘遲數’, ‘虛實’ 등’
   ③ 인체의 구성: ‘인체는 음양상응체계’, ‘인체는 음양적 구조
물(臟腑, 氣血, 經絡, 上下, 表裏, 內外, 左右)’, ‘인체는 全一생
명체의 생존을 위해 모든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
는 통일체’
   ④ 인체 외부환경: ‘사계절의 기후변화(六氣)는 음양升降의 
결과’, ‘인체 외부환경도 음양상응체계’, ‘외부환경과 인체의 상
응(天人相應, 感應)’
   ⑤ 인체 생리기능의 패턴: ‘음양기의 升降出入’, ‘生化極變’, 
‘水升火降’, ‘발산과 수렴’, ‘升淸降濁’ 등
  (2) 한의학의 음양론적 인체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종
류의 ‘도식(schema)’들
   ① ‘그릇(container)’: 이것은 포함과 경계성의 경험과 연결
되어 있다. 존슨은 “포함이나 경계성과 마주치는 것은 가장 흔
한 신체적 경험 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떤 물건들(음
식, 물, 공기)을 집어넣고 다른 것들(음식과 물의 찌꺼기, 공기, 
혈액 등)을 유출하는 삼차원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친숙하게 알
고 있다. 우리는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 속에서 지
속적으로 물리적 포함을 경험한다.”80)“안-밖 지향성(in-out 
orientation)의 체험적 근거는 바로 공간적 경계성의 경험이
다”81)라고 하여 ‘그릇도식’이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서 생겨나며 
‘물리적 포함’이나 ‘안-밖 지향성’과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릇도식’은 한의학 인체관의 중심이 되는 도식이다.82) 존
슨에 따르면 포함의 경험은 전형적으로 외적 힘으로부터의 방어
와 그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포함은 그릇 안의 힘을 
제한하고 제약한다.83) 한의학의 ‘表裏’,‘內外’,‘出入’은 ‘안-밖 지
향성’과 연결되어 있는 은유적 개념이다.
   ② ‘힘(force)’: 힘이라는 도식에 포함되어 있는 ‘함축
(entailment)’은 다음과 같다. a.힘은 항상 상호작용을 통해 경
험된다, b.힘은 벡터 성질, 즉 방향성을 갖는다, c.힘은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운동 경로가 있다, d.힘에는 기원 또는 원천이 있
으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그 힘이 표적을 향하도록 
할 수 있다, e.힘에는 능력 또는 세기의 정도가 있다, f.상호작용
을 통해 힘을 경험하므로 거기에는 항상 구조 또는 인과성의 연
쇄가 개입된다.84) 
    한의학의 인체관은 인체와 외부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
제된다. 그리고 인체 내의 氣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방향성을 
갖는다(升降, 出入).
   ③ ‘균형(balance)’: 균형에는 a.축 균형(axis balance), b.천

80)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93, 2000.
81) M. 존슨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93.
82)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故器者, 生化之宇, 器散則分之, 生化息矣.”(<黃帝

內經 素問 六微旨大論>)
83) M. 존슨 저, 노양진 역, 위의 책, p.94.
84)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p.125-128.

칭 균형(twin-pan balance), c.평형(equilibrium)이 있다.85) 균
형은 균형 잡기라는 우리 몸의 활동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보행
을 배우기 전 어린 아이의 일어서기와 같은 활동으로부터 균형
을 경험한다.86)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영역에 투사하여 균형이
라는 은유를 통해 표적영역을 개념화한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활동이 균형, 또는 평형
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陰平陽秘, 亢害承制, 
相生相克 등이 모두 평형과 관련된 개념이다.
   ④‘경로(path)’: 경로에는 근원 또는 출발점이 있고, 목표 또
는 종착점이 있으며, 근원과 목표를 연결하는 행로가 있다. 경로
는 목표를 향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성이 부
여된다.87)

    한의학에서 經氣의 순행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된다. 根結理論 또한 경로도식과 관련이 있다.
   ⑤ ‘주기(cycle)’: 우리는 신체경험을 통해 다양한 주기를 경
험한다.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여성의 월경, 수면, 혈액순환 등
이다. 또 우리는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주기적 과정에 묶
여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 주야, 삭망, 계절, 삶의 행로(탄생과 
죽음), 식물과 동물의 성장 단계, 천체의 운행 등이 그것이다.88) 
가장 기본적으로 주기는 시간적 주기이다. 주기는 어떤 초기상
태에서 출발하여 다시 시작했던 곳에서 끝남으로써 반복적인 주
기 패턴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므로 가장 단순한 주기 도식은 
원 운동으로 표현된다. 주기는 원 상태로의 회귀를 표현한다.89) 
그러나 주기를 원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에서 흔
하게 경험하는, 특히 정점(climax)이 있는 구조를 포함할 수 없
다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정점 구조는 주기적인 ‘상
승’과 ‘하강’을 보이는 사인 곡선(sign wave)에 의해 가장 적절
하게 표현될 것이다.90)

    한의학에서는 주기(cycle)도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도식을 자연계와 인체의 다양한 현상에 투사하여 구
조화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계절의 변화나 천체의 운동 속에
서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어 음양升降이라는 주기적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체 생리현상도 이와 상응하여 변화하는 것
으로 인식한다.
   ⑥ ‘부분-전체(part-whole)’: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환유(metonymy)에 속한다.91) 한의학에서는 ‘人身은 小宇宙’라
는 일종의 부분-전체 도식을 통해 인체의 해부학적 형태나 생리 
기능을 해석했다. 최근에는 耳鍼, 頭鍼, 足鍼 등 分區鍼法과 중
국의 全息理論에서 이런 도식을 찾아볼 수 있다.  
   ⑦ ‘중심-주변(center-periphery)’: 이 도식을 통해 원근이 
규정된다. 또 이 도식이 그릇도식과 결합하면 중심을 안쪽으로 
경험하며 이것에 상대적으로 바깥쪽을 정의하게 된다. 이렇게 

85)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p.194-197.
86)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p.175-178.
87)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p.228-234.
88)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236.
89)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237.
90)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p.237-238.
91)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

정, pp.75-85.



476 C. Y. Lee

생겨난 안-밖 지향성은 다양한 추상적 대상으로 확장되어 주관-
대상, 자기-타인 등의 구분을 낳는다.92) 한의학에서 중심-주변
도식은 ‘表裏’, ‘內外’의 음양적 인식과 연결된다.
  (3) 한의학에서 음양 은유의 의미와 과제
    한의학의 음양론적 인체관에는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제시
하고 있는 은유의 특징들이 많이 발견된다. 우선 한의학에서는 
음양개념에 의해 인체생명현상이라는 목표영역을 은유적으로 구
조화하고 있다. 음양 은유에 의해 생명현상은 음양현상으로 인
식되고, 음양의 속성과 관점 등 음양론의 하위 범주들에 의해 
생명현상이 체계적으로 조직된다. 이것은 구조적 은유의 기능과 
부합하는 것이다. 또 음양론적 인체관에는 다양한 지향적 은유
가 나타나고 있다. 위-아래(上下), 안-밖(表裏), 앞-뒤(前後), 좌-
우, 접촉-분리, 깊음-얕음(深淺), 중심-주변(遠近,標本) 등 다양
한 공간적 지향성들이 음양상응체계를 기반으로 여타의 개념들
과 연결되어 신체적/물리적 층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추상적 층
위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寒熱은 上下, 
表裏 등의 공간적 지향성을 갖는다. 열은 위로 상승하고, 인체의 
중심부에서 체표 쪽으로 발산되는 성질을 갖는다. 또 불(火)이 
위로 타오르듯이 사람의 감정적인 火는 氣를 상승하게 한다. 天
이 위에 있어 양이고 地가 아래에 있어 음이 되듯이 父(男)는 위
(양)이고 母(女)는 아래(음)다. 시간 또한 공간 속에 투영되어 升
降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한의학에서 공간화 은유(지향적 은유)
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렇다면 한의학의 인체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음양 은유는 
방법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레이코프와 존슨은 근원영역의 개
념에 의한 은유적 구조화가 통상 목표영역의 특정 측면을 부각
(highlight)하고 여타 측면은 은폐(hide)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고 설명한다.93) 음양 은유도 마찬가지다. 음양 은유에 의해 인체 
생명현상 중 부각되는 측면도 있고 은폐되는 측면도 있다. 음양 
은유에 의해 부각되는 측면은 인체 생명의 전체성, 외부환경과
의 인체의 긴밀한 관계이고, 그리고 생명현상을 음양기의 조화
와 평형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음양 은유에 의
해 부각되는 측면이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기존의 다른 의
학체계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음양 은유는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의학분야에서는 시스템 과학, 네
트워크 과학 같은 환원론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일종
의 전체론적 방법들이 떠오르는 새 분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음양 은유에 의해 구성된 한의학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의학분야
에서 인체 생리현상과 질병현상에 대해 거시적이고 전체론적인 
관찰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기초로한 많은 치료 경험들을 축적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양론적 방법을 현대적 방법으로 승화, 발
전시킬 수 있다면 한의학의 고유한 치료경험들도 사장되지 않고 
미래에도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의학 이론
용어들을 과학적 은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이 한의
학 이론을 현대적, 과학적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92) M. 존슨 저, 노양진 역,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pp.243-245.
93)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서울, 박이

정, pp.31-36.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한의학에서는 음양론에 입각하여 인체생명현상을 인식하고 
의학 이론의 체계를 세우고 있다. 음양론은 전통시대 동아시아
의 독특한 세계관, 사고방식,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전통
시대 전체를 지배했던 사상이었다. 그러나 근, 현대시기에 접어
들어 동아시아의 전통문화가 쇠퇴하고 과학문화가 지배하게 되
면서 음양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고, 이에 따라 한의학
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다.
    과학문화에 적응하여 한의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양론에 
대한 새로운 역할부여와 자리매김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 한의
학을 지향하는 현대 한의학에서 음양론의 바람직한 역할은 의학
적 방법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것은 음양론이 의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학적 방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구성되는 것
을 의미한다. 
    음양론은 전일관, 항동관, 평형관 등 동아시아인들의 세계관
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며, 음양론 속에는 이런 관점들이 녹아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음양론은 사물과 현상의 전체성, 동태성, 
관계성을 중시한다. 또 고대인들이 음양적 관점에서 세계를 효
율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발전시킨 것은 분류와 패턴인식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음양으로 분류하여 음양상응체
계를 구성했고,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규칙성을 찾아내어 이를 
음양 변화의 패턴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
여 상관적 우주론의 관점에서 同類相動, 同氣相感의 상관적 사
고를 통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해석했다.
    이런 독특한 음양론적 사고방식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음양적 방법은 한의학에 도입되어 의학적 방법이 되었다. 인체
는 음양 시스템으로 이해되었고, 인체 생명현상은 음양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인체는 神機氣立之物로서 스스로 외부환경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환경에 순응하
여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升降出
入의 과정을 통해 외부환경의 영향 속에서 생명을 유지한다. 인
체 내에서는 내외의 자극을 받아 양화기, 음성형의 음양대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생명현상을 발현한다. 한의학에서 생명
현상은 음양현상으로 인식되었기에 다양한 음양적 개념을 동원
하여 이 현상을 포착하고 있다.
    한의학의 인체관에 적용된 음양은 일종의 은유다. 한의학의 
음양론적 인체관에는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은유
의 특징들이 많이 발견된다. 우선 한의학에서는 음양개념에 의
해 인체생명현상이라는 목표영역을 은유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음양 은유에 의해 생명현상은 음양현상으로 인식되고, 음양의 
속성과 관점 등 하위 범주들에 의해 생명현상이 체계적으로 조
직된다. 그리고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말하는 지향적 은유(공간
화 은유)도 많이 관찰된다. 음양을 은유로 이해하는 것은 음양개
념을 합리적인 언어 또는 방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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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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