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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론의 육기와 삼음삼양 연구:
오운육기와 기상학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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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and Six Qi:
Based on the Theory of‘Yun Qi’
and Meteorological Perspective

Woojin Choi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yin-yang properties of the six qi and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x qi and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Methods : As the concept 

of six qi is the six climatic influences after all, I tried to grasp the yin and yang properties of the six qi on the basis of the meteorology 

and Yun Qi theory. Based on this I studied the concept and properties of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Results and Conclusions: 

(1) Among the six qi, cold and heat refer to temperature, dryness and dampness to humidity, and wind and ministerial fire to 

atmospheric pressure. Wind is an ascending air current while ministerial fire is a descending air current. Therefore, wind, heat, and 

dampness are the yang, and ministerial fire, dryness, and cold are the yin. (2) Three yin and three yang represent changes of ying 

and yang of all things following six qi changes. Simple deviation of qi can be described by yin and yang, but consequent changes 

in form required further developed concepts of three yin and three yang. In other words, the changes of the form caused by wind, 

heat, and dampness are namely reverting yin, lesser yin, and greater yin respectively, while the changes of the form caused by 

ministerial fire, dryness, and cold are expressed as lesser yang, yang brightness, and greater ya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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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은 주기성을 가지고 사계절을 만들고, 만물은 이 변화에 순

응하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과 상호관계를 통해 생명활동을 유지하

고 있다. 그리고 외부환경은 사람의 생리기능뿐만 아니라 질병 발

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대한 관찰이 이루

어져 왔다1).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간의 유형ㆍ무형적인 생명현상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육

기(六氣), 삼음삼양(三陰三陽)이란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음양오행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으로 태양의 영향을 다르게 받으

면서 나타나는 낮과 밤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 만물의 생장화수장

(生長化收藏)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1).

육기는 태양과 지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섯 가지 기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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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를 의미한다2). 외부육기는 대기

에서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하고, 바람이 부는 것으로서 온도와 

습도, 풍도(기압)로 측정되고 인체의 내부 환경을 이루는 내부 육기

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체온과 체액량, 혈압으로 나타나고 있다1). 

그리고 삼음삼양은 음양다소의 변화양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단순

히 음양의 기를 세 개씩 나눈 것이 아니라 육기가 나타날 때 땅 

위에서 나타나는 만물의 변화현상을 표현한 것이다3). 

한의학에서는 육기와 삼음삼양의 개념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는데 경락론에서는 수태음폐경, 족양명위경 등 십이경맥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상한론에서는 태양병, 소음병 등 병

증의 분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오운육기에서 육기

의 표(標), 내경에서 잡병의 분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등 삼음삼양

은 생리와 병리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4).    

그동안 삼음삼양에 대하여 운기학과 주역의 육효를 통한 개념 

연구5-7), 내경과 의가의 학설 등을 통한 각각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설명한 연구8,9)가 있는데 기와 형의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육기에 대해서는 풍에 대한 연구10)와 삼음삼양

과의 상응에 대한 연구11)가 있었고, 각 의가의 군화(君火)와 상화

(相火)에 대한 연구12,13)와 삼음삼양 연구5)에서 풍과 상화, 조(燥)와 

습(濕)의 음양속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육기는 기후의 개념이므로 그 성질에 대해 기상

학적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립

하면 삼음삼양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부와 

경락 이론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에 저자는 오운육기에

서 육기-특히 군화와 상화, 풍과 상화, 조와 습-와 삼음삼양의 관계

와 음양속성에 대해 현대 기상학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지견을 얻었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육기

1) 육기의 개념 

우주의 모든 현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대대작용이 일어나며 평형

이 유지되고 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일어나는 운동은 고정된 것

이 아니라 변화하므로 태양의 뜨고 지며 밤낮이 발생하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변하는 태양의 입사각에 따른 복사의 강도와 기간의 

차이로 계절이 발생한다1,14). 

태양과 지구의 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하루와 1년의 변화 양상을 

표현한 것이 음양오행이라면,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기후요소를 나타내는 개념이 육기이다1). 소문ㆍ천원기대론15)에

서는 “풍한서습조화”는 하늘의 음양”이라 하였고, 소문ㆍ지진요

대론15)에서는 “양이 동하면 따뜻해지기 시작하여 왕성하면 더워

지고, 음이 동하면 서늘해지기 시작하여 왕성하면 추워지니 춘하추

동이 각각 나뉜다”고 했으니 육기는 음양의 많고 적음에 따른 기후

의 변화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지칭한 것이다. 즉 봄과 여름의 

특징적인 기후는 열이고, 가을과 겨울의 특징적인 기후는 한이다. 

그리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 풍과 상화

이며, 습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조와 습이다16).

2) 육기의 음양 속성과 작용

지구의 환경조건인 온도와 습도, 풍도(기압)는 기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요소이다16,17). 온도는 한과 열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고, 

습도는 조와 습의 변화, 그리고 풍도는 풍과 상화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므로 현대 기상학적 이론을 통해 각각의 성질과 작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온도(한, 열): 온도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열 함유량의 척도로서 

얼마나 차갑고 따뜻한지를 나타내는 양이다14). 물질이 에너지를 얻

게 되면 그 안의 분자운동은 빨라지고 온도는 상승하는데 열은 물

체와 주위 사물과의 온도 차이로 인한 물체 안팎으로의 에너지 이

동이다17). 

열은 더운 성질을 의미하고, 서는 여름의 주된 기후인 더위를 

나타내는데, 이는 덥게 하는 성질이 있어 땅에 열이 나게 한다15). 

반면에 한은 겨울의 주된 기후인 추위로서 사기로 작용하면 양기를 

쉽게 손상한다18). 이는 딱딱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한이 많으면 땅

이 갈라지는데15) 한기와 열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한은 기운을 안으로 잡아 가두어 움직임이 저하

되게 하므로 음적이고, 열은 밖으로 나가게 하여 움직임이 증가하

게 되므로 양적이라 할 수 있다8). 

(2) 습도(조, 습):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

는데 물기가 있는 상태를 습이라 하고 마른 상태를 조라고 한다14). 

조는 가을의 주된 건조한 기후로서18), 마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 땅

이 건조해진다15). 반면에 습은 장마철의 습한 기후로서18), 윤택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땅이 질퍽해 진다15).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주로 

상대습도로 측정되며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많아진다. 상대습도는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포화되기 

위해 필요한 수증기의 양에 대한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

서,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내기보다는 공기의 포화에 얼

마나 근접한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포화상태의 

습기량은 많아진다17).

조와 습에 대해 송5)은 건조한 것은 양적이며 습한 것은 음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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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고, 반면 이8)는 습이 변화를 일으키므로 양적이라고 했고, 

조는 만물을 말리고 수렴시키는 기운이므로 음적이라고 했다. 기상

학14,17)적으로는 더울수록 더 많은 습기를 포함할뿐만 아니라 습한 

기후는 따뜻한 공기로 인한 저기압 상태에서 나타나 일년 중 한여

름에 가장 습하므로 양적이고, 추울수록 상대적으로 건조해질뿐만 

아니라 건조한 기후는 고기압이거나 한류와 근접한 곳에서 찬 공기

의 결과로 나타나 일년 중에서는 겨울에 가장 건조하므로 음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습윤한 공기의 수증기는 증

발을 느리게 하고 열을 가두어서 냉각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양적이고, 건조한 공기는 인체의 땀을 쉽게 증발하게 하며 지면의 

열을 발산시켜 서늘하게 만든다14)는 점에서 음적이라 할 수 있다.

(3) 풍도(풍, 상화): 기압은 표면 위에 놓인 공기의 무게로서 공기

는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는 팽창하고 기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압축

된다. 대기 중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 상승하고 지

면에서 공기 분자의 수와 질량을 감소시켜 저기압을 형성한다. 그

리고 저기압 중심으로 수렴된 공기는 상승기류를 만들고 상층에서

는 발산이 일어나며, 수증기는 냉각되고 응결하여 구름과 강수를 

형성한다. 반면 상부에서 냉각된 차고 건조한 공기는 밀도가 높아 

고기압을 형성하며, 상층은 수렴현상이 있어서 하강기류가 발달하

고 하층에서는 발산이 일어나며 날씨가 맑다14). 

이처럼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비해 밀도가 

낮아 상승기류를 형성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는 밀도가 높아 하강

기류를 형성한다. 즉 공기의 흐름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데, 저기압으로 불어드는 기류는 기압경도력에 의해 고기압에서 발

산되는 기류보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17). 

한의학에서 풍은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며10), 움직이게 하는 성

질이 있어 풍이 많으면 땅이 움직인다15). 반면에 상화는 군화의 명

을 실행하는 재상에 해당하는 화로서 상하를 운행하여 소통하는 

기운이고18), 열을 전달함으로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땅을 견

고하게 다진다15). 풍과 상화의 속성에 대해 송5)은 풍은 양적이고 

상화는 음적이라고 했고, 반면 이8)는 풍은 언 땅에 봄바람을 일으켜 

음에서 양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주도하는 양의 기운이고, 상화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를 조절하여 그 활동의 결과는 양의 기운이 적

어지는 음의 기운이라고 했다.

그런데 육기를 구성하는 온도의 한과 열, 습도의 조와 습이 반대

의 개념이므로 기류의 세기인 풍도(기압)를 나타내는 풍과 상화도 

반대의 개념이라 추론할 수 있다. 기류의 흐름은 저기압으로 인한 

상승기류와 고기압으로 인한 하강기류로 구분되고, 풍도는 풍과 상

화로 구분되니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는 풍과 상화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따뜻한 공기로 인한 상승기류로 불어 들어오는 강한 

바람은 쉽게 느낄 수 있으니 봄에 특징적인 풍이고, 서늘한 공기로 

인한 하강기류에서 발산되는 완만한 흐름은 초가을에 특징적인 상

화라고 사료된다. 기류의 흐름은 큰 범주로 모두 풍10)이라 하기도 

하고 상화18)라 하기도 하는데,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로 구분하면 다

시 풍과 상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풍은 봄의 특징적인 따뜻한 

공기에 의해 유발된 상승기류이므로 양적이고, 상화는 가을이 시작

되면서 서늘한 공기에 의해 하강하는 기운이므로 음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기의 성질을 기의 방향과 작용에 따라 음과 양으로 

구분하면 한은 음이고 열은 양이며, 조는 음이고 습은 양이며, 상화

는 음이고 풍은 양이다. 즉 풍, 열, 습은 따뜻하거나 더운 시기에 

나타나므로 그 속성이 양적이고 상화, 조, 한은 서늘하거나 추운 

시기에 나타나므로 음적이다.

3) 군화와 상화

한의학에서는 자연과 체내에서 작용하는 화를 군화와 상화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상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열의 이동과 순환을 이루는 공기의 흐름

을 나타내는 개념이고15), 둘째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의미하는 개념

이다19). 그리고 인체에서 나타나는 상화는 명문상화, 간담상화, 삼

초상화, 심포상화, 오지(五志)의 화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20,21). 이처

럼 상화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동음이의어

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맥에서 정확한 개념

을 파악할 수 있다. 

군화와 상화에 대해 소문ㆍ천원기대론15)에서 “君火以明 相火

以位”라고 그 역할을 설명한 이후 왕빙22)은 “군화는 이름뿐이고 

상화가 대행한다”고 했고, 주진형23)은 “군화는 인화(人火), 상화는 

천화(天火)인데 명(命)으로 말하면 군화라 하고 지위로서 말하면 명

을 맡아 행하므로 상화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장남(章楠)24)은 “군

화는 체(體)이고, 상화는 군화를 좇아 활동한다”고 하였으니 상화는 

왕명을 행하는 재상으로 비유되어 군화(열)가 사방으로 전달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문ㆍ오운행대

론15)에서는 “화기가 상하 사이를 운행한다”고 하였으니 화기로 

표현된 상화는 소통하는 기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체 내에서는 

군화(심장)의 명을 받은 상화가 전신을 두루 유행하면 모든 조직이 

화를 받아 음양이 화평을 이루지만 사기(邪氣)에 의해 조직이 막혀 울

체가 심해지면 화가 순행하지 못하니 상실하허(上實下虛)가 된다21). 따

라서 군화(열)는 더운 기운으로서 온도를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 상

화는 공기의 흐름으로서 풍과 함께 풍도(기압)를 나타내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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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체내에서는 열의 이동과 순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구는 그 축이 23.5도 경사져 있으므로 오운에서 새

로운 불이 하나 더 불어나 六氣로 나타나므로 상화는 복사열을 의

미한다19).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이 

복사에너지로 인해 지구는 가열되고, 반사 및 재분배에 의한 과정

으로 복사의 평형이 이루어진다14). 한편 달에는 대기가 없고 표면

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람이나 기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

며 지구처럼 열을 잡아두는 온실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25). 대기의 

움직임은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에 의해 생기는데 달에는 이러한 

변화가 없고 오직 지구에만 있으므로 복사열과 같은 상화도 지구에

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체내에서 나타나는 상화는 군주로 비유되는 심장의 열과 

함께 명문상화, 간담상화, 삼초상화, 심포상화로 구분된다. 사람은 

타고난 기운인 원기(原氣), 호흡과 심장의 박동으로 나타나는 기운

인 종기(宗氣)가 있는데 모두 추동하는 힘이 있으므로 오행 중 화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하며 전신에 따뜻

한 혈액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임금으로 비유하여 군화라고 한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몸의 기운은 원기로서 명문(命

門)이란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심장을 보필하는 심포와 심화를 받

는 간신(肝腎), 심화(군화)를 전신에 순환시키는 삼초를 상화라고 

하였다20,21). 이와 같이 체내에서의 순환은 움직임이므로 오행 중 

‘화’로 지칭해야 하는데 심장의 화와 구별하기 위하여 심화를 군화

라고 하였고, 명문의 원기와 삼초 등은 상대적인 화라는 의미로 

‘상’을 붙여 ‘상화’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칠정이 울결되어 나타나는 화로서 이는 병리적인 

화이므로 인체의 정상적인 화와 구분하여 상화라고 한다. 주진형23)

은 “사람이 욕심으로 인한 칠정(人欲)으로 의해 몸에서는 화가 망동

하여 원기를 손상시키는데 내경에서 五火라고 한 이것을 상화라고 

한다”고 했다21). 그리고 이동원은 “상화는 원기의 적이므로 상화와 

원기는 함께 있지 못한다”고 했고, 장경악은 상화는 원기의 근본이

라고 하여 서로 상반된 학설을 제시했으나 장남(章楠)은 둘 다 맞다

고 하였다24). 왜냐하면 원기의 적이 되는 상화는 칠정울결로 인한 

병리적인 화이며, 원기의 근본이 되는 상화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생리적인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화는 열이 사방으로 전달되는 흐름의 개념으로 사용되

었고, 인체에서는 원기와 순환을 의미하는 생리적인 화와 칠정울결

로 인한 병리적인 화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오운육기의 상화

는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연에서는 태양으로 인한 열(군화)

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인체에서는 심화와 구분하

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운육기의 범위에서 다

루고 있으므로 상화는 풍과 함께 기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삼음삼양 

1) 삼음삼양의 개념과 필요성

삼음삼양은 음양의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어진 것으로서 

소문ㆍ천원기대론15)에서는 음양의 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삼음

삼양으로 나뉜다고 하였고, 소문ㆍ음양류론15)에서는 일양을 소

양, 이양을 양명, 삼양을 태양이라 하고 일음을 궐음, 이음을 소음, 

삼음을 태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음양은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사물의 속성을 판단하

는 수단이 되지만 실제 현상과 사물의 시간적ㆍ공간적 측면을 함께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육기에 의한 자연의 계절

변화는 형체가 없어서 음양의 편차만 보면 되지만 유기적 생명체가 

나타내는 정체성은 편차만이 아니라 형과 기의 동시적 변화를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무형의 기와 형질의 

변화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삼음삼양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6,9). 

이에 대해 소문ㆍ천원기대론15)에서는 “풍한서습조화는 천기

의 음양이니 삼음삼양이 육기의 명을 받들어 만물의 변화를 드러내

고, 그 영향을 받은 땅의 오행은 땅의 음양이니 태과와 불급이 생겨 

만물의 생장화수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하늘에서 육기 각

각의 기상현상이 생겨날 때 땅위의 만물에서 나타나는 변화현상을 

형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 삼음삼양이라고 말하고 있다9). 

이를 통해 볼 때 삼음삼양은 음양의 기, 즉 음기와 양기를 각각 

셋으로 구분하여 만물의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생겨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만물의 현상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의 작용

과 땅에서 나타나는 형의 작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삼음삼양

으로 표현할 때도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삼음삼양의 명칭은 같더라도 의미는 다를 수 있으므

로 이것이 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지 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인지 파악해야 한다.

즉, 사물은 형체(體)를 이루는 물질과 쓰임(用)이 되는 기능이 있

어 소문ㆍ음양응상대론15)에서는 “양화기 음성형”이라 하여 양

은 기가 되고, 음은 형을 이룬다고 했다. 기는 본체의 기능을 의미

하고 형은 구조를 의미하므로 기(용)는 양이라 하고, 형(체)는 음이

라 한다1). 따라서 기를 나타낼 때는 양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형을 

나타낼 때에는 음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기의 관점에서 보면 봄과 여름의 기운은 활발해지며 점점 더워

지니 양기가 커진다고 표현하고, 가을과 겨울의 기운은 약해지며 

점점 추워지니 양이 작아지고 음기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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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삼양의 기의 다소는 양기가 가장 많은 것이 태양이고, 다음은 양

명이며 가장 작은 것은 소양이다. 그리고 음기가 가장 많은 것이 

태음이고, 다음은 소음이며 가장 작은 것은 궐음이므로1,4) 일년 중 

상반기는 삼양에 속하고, 하반기는 삼음에 속한다. 반면 형의 관점

에서 보면 봄과 여름에는 만물의 형체가 점점 커지므로 음이 커진

다고 표현하고, 가을과 겨울의 형체는 점점 작아지니 양이 커진다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형의 음양으로 삼음삼양을 배속시키면 일 

년 중 상반기는 삼음에 속하고, 하반기는 삼양에 속하게 된다. 따라

서 기의 관점에서는 태양은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태음은 음기가 

가장 왕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형의 관점에서는 태음이 형체

가 가장 크고 태양은 형체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삼음삼양 각각의 의미

삼음삼양은 기운과 형질을 모두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므로 기

(양)의 관점과 형(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기의 관점에서 

보면 양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음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다. 

형의 관점에서 보면 음은 형체가 커지는 것이고, 양은 형체가 작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봄과 여름에는 양기가 증가하고 음형이 커지

며, 가을과 겨울에는 음기가 증가하고 음형이 작아진다. 삼음삼양 

각각의 의미를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궐음: 궐음은 음이 생기려고 하지만 힘이 미약하여 아직 생하

지 못하는 약한 음을 말하는 것이다19). 기의 관점에서는 음기가 조

금 있는 것으로서 기후적으로 초가을에 조금 서늘해지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조금 생겨난 것으로서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작은 형을 나타낸다.

소문ㆍ지진요대론15)에서는 궐음이 음이 소진되어 장차 회복

하려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소문ㆍ맥해15,26)에서는 양중

의 음인 진월(3월)이라 하였으니 이는 형의 관점에서 궐음을 나타

낸 것이다. 

(2) 소음: 소음은 음기에 의해 만물의 양기가 모두 억제되어 드날

리지 못하는 것이다15). 기의 관점에서는 음기가 중간 정도로 있는 

것으로서 가을에 서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중간 정도로 생겨난 것으로서 늦봄이나 초여름의 

잎과 같이 중간의 형을 나타낸다. 

소문ㆍ맥해15,26)에서는 신월(7월)은 가을의 기운이 이르므로 

소음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기의 관점에서 소음을 나타낸 것이다. 

(3) 태음: 태음은 궐음이나 소음에 비하여 더 커진 음이면서 형이 

시작되는 인묘진의 기본이다19). 기의 관점에서는 음기가 가장 커진 

것으로서 기후적으로는 겨울에 추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

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아주 커진 것으로 늦여름의 잎과 같이 가

장 큰 형을 나타낸다.

소문ㆍ맥해15,26)에서는 “태음은 음기가 가장 왕성한 자월(11

월)에 해당하는데 이때에는 만물의 기가 모두 가운데에 저장된다.”

고 하였으니, 이는 기의 관점에서 태음을 나타낸 것이다.

(4) 소양: 소양은 양의 창조과정의 첫 단계이다19). 기의 관점에서

는 양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서 기후적으로 봄에 조금 따뜻해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조금 작아진 것으로

서 초가을의 잎과 같이 성장을 멈추고 줄어드는 형을 나타낸다. 

소문ㆍ맥해15)에서는 소양은 양기가 적고 음기가 성한 술월(9

월)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형의 관점에서 소양을 나타낸 것

이다.

(5) 양명: 양명은 소양과 태양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의 작용이 

소양처럼 불급하지도 않고 태양처럼 태과하지도 않은 것이다15). 기

의 관점에서는 양기가 중간 정도로 커진 것으로서 기후적으로 늦봄

과 초여름에 조금 더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

의 형체가 중간 정도로 작아진 것으로서 가을의 잎이 시드는 것과 

같이 조금 줄어든 형을 나타낸다. 

소문ㆍ맥해15,26)에서는 양명은 오월(5월)에 해당하여 양이 극

도로 왕성해진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기의 관점에서 양명을 나타

낸 것이다. 

(6) 태양: 태양은 본체로 보면 가장 작은 양이지만 현상으로 보면 

가장 큰 양이다19). 기의 관점에서는 양기가 가장 커진 것으로서 기

후적으로 한여름에 매우 더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

는 사물의 형체가 가장 작은 것으로서 겨울에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줄어든 것을 나타낸다. 

소문ㆍ맥해15)에서는 “인월(1월)은 왕성한 음기를 뚫고 양기

가 위로 나오는 때라고 하였으니, 이는 형의 관점에서 태양을 나타

낸 것이다. 

삼음삼양의 월별배속을 정리하면 소문ㆍ맥해15)에서는 태양은 

1월, 궐음은 3월, 양명은 5월, 소음은 7월, 소양은 9월, 태음은 11

월로 삼음삼양과 월을 배속하여, 음양이 순서대로 배속되지 않고 

교차하고 있어 운기편의 배속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27)

는 삼음삼양 힘의 크기 순서가 아닌 삼음삼양의 표리관계를 설명하

는 것으로 해석되며, 표리의 육기가 태양-소음, 궐음-소양, 양명-태

음으로 배합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고 하였다. 앞서 삼음삼양을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으로 본 내용에 비추어보면 소문ㆍ맥해에 

나타난 월별배속은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기의 관점에서는 양기가 가장 작은 것을 소양, 중간

을 양명, 가장 많은 것을 태양이라 하고 음기가 가장 작은 것을 

궐음, 중간을 소음, 가장 많은 것을 태음이라고 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형이 시작되는 것을 궐음, 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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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가듯 형이 커지는 것을 소음, 가장 크게 자란 형을 태음이라 

한다. 그리고 형의 팽창을 멈추고 수렴을 시작하는 모습을 소양, 

잎의 색이 변하고 시들기 시작하여 형이 작아지는 것을 양명, 잎이 

떨어져 형이 아주 작아지고 양이 응축되는 현상을 태양이라 한다11).

3. 육기와 삼음삼양

1) 육기와 삼음삼양의 관계

삼음삼양과 육기의 관계에 대하여 소문ㆍ천원기대론15)에서는 

“궐음은 풍기와 상응하고, 소음은 열기, 태음은 습기, 소양은 화기, 

양명은 조기, 태양은 한기와 상응한다”고 하였다. 육기는 외부의 

현상을 유발하는 본질적 기운이고, 삼음삼양은 육기의 작용에 의해 

외부에 발현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11). 즉 풍기에 의해 형체

에 나타나는 특징을 궐음이라 하고, 열기에 의해 소음, 습기에 의해 

태음이 발현된다. 그리고 상화에 의해 소양, 조기에 의해 양명, 한기

에 의해 태양이란 형의 특징이 타난다.

자연의 계절변화는 형체가 없어서 표ㆍ본ㆍ중을 살필 필요 없이 

음양의 편차만 보면 된다. 그러나 유기적 생명체가 나타내는 정체

성은 편차만이 아니라 형과 기의 동시적 변화를 수반한다6). 그러므

로 육기가 내적 운동인 기를 표현한 것이라면 삼음삼양은 육기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만물 변화의 형상(표식)을 표현한 것이므로 

육기는 ‘본(本)’이 되고 삼음삼양은 ‘표(標)’가 된다9). 

한편 황제내경 소문15)에서는 삼음삼양이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

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표’인 형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의 관점에서 기의 음양을 나타낼 때는 삼음삼양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음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기가 주관하는 봄과 여름에 드러나는 표식은 삼음으

로 표현했고, 음기가 주관하는 가을과 겨울에 드러나는 표식은 삼

양으로 표현했다. 즉, 풍과 열, 습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만물의 

변화현상은 각각 궐음, 소음, 태음으로 나타냈고 상화, 조, 한의 영

향을 받아 나타나는 만물의 변화현상은 각각 소양, 양명, 태양으로 

나타냈다. 

2) 삼음삼양과 육기가 결합한 명칭의 의미

삼음삼양과 육기가 결합된 명칭인 궐음풍목, 소음군화, 태음습

토, 소양상화, 양명조금, 태양한수에는 궐음과 풍, 소음과 열, 태음

과 습, 소양과 상화, 양명과 조, 태양과 한이 조합되어 있다. 이 명칭

은 각각 음과 양, 양과 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궐음과 풍목은 동격이 아니라 풍이 본이고 궐음이 표이므로 봄철에 

풍이 나타날 때의 외적 변화양상이 궐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로 태음과 습이 동격이 아니고 소양과 상화가 동격이 

아니다. 만약 삼음삼양이 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

이라면 삼음삼양과 육기를 같은 속성으로 연결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이 시생하는 기운인 소양과 봄의 기운인 풍목을 합하여 

소양풍목이라 명명하고, 순서대로 양명군화, 태양습토, 궐음상화, 

소음조금, 태양한수라고 했을 것다. 하지만 삼음삼양과 육기가 결

합된 명칭은 특정 시기의 기운과 그에 따라 나타난 형상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이므로 음(궐음, 소음, 태음)+양(풍목, 군화, 습

토), 양(소양, 양명, 태양)+음(상화, 조금, 한수)으로 결합된 것이다.

(1) 궐음풍목: 풍은 봄(목)에 주로 나타나는 따스하고 상승하는 

기운이므로 풍목이라 하고, 궐음은 풍기의 영향을 받아 새싹이 돋

고 만물의 형이 생겨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육기 

중 따스한 풍목의 영향을 받아 만물에 나타나는 형의 변화를 궐음

이라 하였다. 즉, 궐음과 풍목을 결합한 단어인 ‘궐음풍목’이란 만

물의 형을 생겨나게 하는(궐음을 있게 만드는) 봄철과 같은 온기(목

기)를 나타낸다. 

(2) 소음군화: 열은 여름(화)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더운 기운이

므로 군화라 하고, 소음은 열기의 영향을 받아 만물의 형이 조금 

커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음과 군화를 결합한 단어인 ‘소음

군화’는 만물의 형을 성장하게 하는 여름철과 같은 열기(군화)를 

의미한다. 

(3) 태음습토: 습은 환절기(토)를 주관하는 습한 기운이므로 습토

라 하고, 태음은 열기에 이어 습기의 영향을 받아 만물의 형이 가장 

커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태음과 습토를 결합한 단어인 ‘태음습

토’는 만물의 형을 가장 크게 만드는 장하의 습기(토기)를 의미한다. 

(4) 소양상화: 상화는 초가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늘한 하

강 기운을 의미하고, 이 때가 되면 만물이 형의 성장을 멈추고 작아

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소양이라 한다. 따라서 소양과 상화를 결합

한 단어인 ‘소양상화’는 형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초가을과 같은 

서늘한 기운인 상화를 의미한다.

(5) 양명조금: 조는 가을(금)을 주관하는 건조한 기운이므로 조금

이라 하고, 양명은 조기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 마르고 줄어드는 상

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명과 조금을 결합한 단어인 ‘양명조금’은 

만물의 형을 시들고 작아지게 만드는 가을철과 같은 조기(금기)라

는 의미이다.  

(6) 태양한수: 한은 겨울(수)을 주관하는 차가운 기운이므로 한수

라 하고, 태양은 한기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 아주 작아지고 잎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태양과 한수를 결합한 단어인 ‘태

양한수’는 만물의 형을 소멸시키는 겨울철과 같은 한기(수기)라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운기론의 육기와 삼음삼양의 속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육기는 자연의 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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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한열, 습도의 조습, 그리고 풍도(기압)의 풍과 상화이며 그 

속성은 풍과 열과 습은 양의 기운이고 상화와 조와 한은 음의 기운

이다. 그리고 삼음삼양은 초기에는 음양의 기를 세분화하여 표현하

는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육기의 영향을 받아 만물이 변화

하는 형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삼음삼양과 육기를 결합한 명칭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만물의 

특성과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와 형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고자 만든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육기와 삼음삼양이 대표적으로 경락의 

명칭과 육경변증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십이경락의 명칭은 

음양을 기본으로 하여 삼음삼양의 표리상합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

으로서 명칭과 관련한 육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락의 유

주는 음경인 궐음경, 소음경, 태음경은 아래에서 위로 주행하고 양

경인 소양경, 양명경, 태양경은 위에서 아래로 주행한다28). 본 연구

에서 궐음풍목과 소음군화, 태음습토의 속성은 양적이므로 기가 상

승하고, 소양상화와 양명조금, 태양한수의 속성은 음적이므로 기가 

하강한다고 한 결과는 궐음경, 소음경, 태음경의 경기(經氣)는 상승

하고, 소양경, 양명경, 태양경의 경기는 하강하는 것과 흐름이 일치

하므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경락명칭에 나타난 

삼음삼양의 속성과 유주방향에 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경락 속성

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    론

기상학적 관점에서 운기론의 육기와 삼음삼양의 관계와 음양속

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육기는 풍ㆍ한ㆍ서ㆍ습ㆍ조ㆍ화의 여섯 가지 기후로서 체외

와 체내환경에서 한열은 온도, 조습은 습도, 풍과 상화는 풍도(기압)

를 나타낸다. 이 중 풍과 상화는 기류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상승기

류는 풍에 해당하고, 하강기류는 상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습은 따

뜻한 공기로 인해 나타나며 일년 중 한여름에 가장 높으므로 양적

이고, 조는 추울수록 상대적으로 건조해질뿐만 아니라 일년 중 겨

울에 가장 건조하므로 음적이다. 따라서 육기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봄과 여름의 특징적 기후인 풍, 열, 습은 양의 기운이고, 가을과 

겨울의 특징적 기후인 상화, 조, 한은 음의 기운이다.

2. 삼음삼양은 육기의 변화에 따라 만물에 드러나는 음양의 변화

현상을 삼음과 삼양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음양의 크기를 

세분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는 육기가 기를 나타

내고, 삼음삼양은 외부로 드러난 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삼음삼양과 육기가 결합된 명칭은 자연과 사람에서 일어나는 

기의 특성과 형의 상태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 명명되었다. 즉, 풍, 

열, 습으로 인해 나타난 형의 변화를 각각 궐음, 소음, 태음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합하여 궐음풍목, 소음군화, 태음습토로 나타냈

다. 그리고 상화, 조, 한으로 인해 나타난 형의 변화를 각각 소양, 

양명, 태양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합하여 소양상화, 양명조금, 태양

한수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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