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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圖 원리로 본 四肢關節의 五行배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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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Application of Five Phases Theory to the Joints of the 

Limbs from the Viewpoint of Ha-Do Based on I-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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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inciple that the joints of the limbs belong to Five Phases in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Ching, Ha-Do provides the logic which could attach everything to Five Phases. 

Ha-Do is composed of the numbers from one through ten, and in order to explain the logic of Universe formation, it 

furnishes the method of transforming ‘immateriality’ into ‘materiality'. If we apply formation theory of Ha-Do to the joints 

of the limbs, however,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 trunk of body develops the appendages, which means Ha-Do 

suggests a logic that 'materiality' generates 'materiality' in this case. Therefore, it is not the Water but the Earth that 

occurs first in the appendages development in this theory, and the shoulder joints belong to the Earth. Following 

development should occur in order of Five Phases formation of Ha-Do ; that is to say, the elbow joints belong to the 

Water, the wrist joints belong to the Fire, the finger joints belong to the Wood, and the ends of fingers belong to th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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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에서 關節은 두 개 以上의 骨이 可動的으로 연 하여 

굴신운동을 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關節은 『素門․氣交變大

論』1)에 “其藏肝, 其病內 胠脇, 外在關節.”라 하고『素問․五臟

生成篇』2)
에 “諸筋  皆屬於節”이라 하여 筋과 肝에 배속을 하

다. 그러나 다양한 關節들은 인체 내에서 각기 다양한 생리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발단이 된 의문은 肘關

節을 屈伸하는 것과 腕關節을 屈伸하는 것이 구체 으로 어떻게 

인체에 相異하게 향을 까하는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의

문을 해결하기 해 四肢關節인 견  주  완  등의 關

節들을 五行的으로 단순히 木에만 배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에서 분석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河圖의 생성  

논리에 근거하여 각 에 오행배속을 용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어 이에 발표하는 바이다.  

본    론

1. 河圖의 生成과 運行

 1) 河圖

    河圖는 黃河에서 나온 그림(圖)으로 易의 基源이 된다3). 伏 

羲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 頭는 龍이고 身은 馬의 形象을 한 

神秘로운 짐승이 河水(황하)에 출 하 다고 하며, 그 背에 있는 

55개의 點(머리의 가마같이 터럭이 휘돌아 치는 무늬)에서 천지

창조와 만물생성의 이치를 깨달아 八卦를 그렸다고 해진다.  

    즉 우주의 기원과 구조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河圖는 동양철학의 근간이 되며, 한의학의 근본 원리 역시 

여기에서 개되고 있다. 즉 河圖는 동양 고 의 그림4)으로 우주

 1)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出版文化社, p509,1982. 

 2) 高世栻. 前揭書, p90.

 3) 金碩鎭, 大山周易講解(上), 39-42, 서울, 大有學 , 1997.

 4) 원래는 河圖, 洛書, 伏羲八卦, 文王八卦 네 개의 상징(그림)들이 相互

交流를 하고 變化하면서 宇宙와 事物의 生成과 運行을 보여 다. 河圖

洛書 伏羲(先天)八卦 文王(後天)八卦는 상호 랙탈 인 모습으로 연  

결이 되는데 그 뿌리는 河圖에 있다.

    김병수. 河圖․洛書․ 先天八卦․後天八卦의 상호 유기  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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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담고 있어 우주와 지구, 만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다. 고  동양인은 천지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으며, 그 연결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 바

로 ‘河圖’이다. 

    河圖의 출 에 하여 최근 국의 證學 들은 宋代 陳摶

의 작으로 보고 있다5). 陳摶을 통해 邵康節 朱喜에 이르러 세

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 한국 학자 尹暢烈은 재 많

은 학자들은 河圖에 나타난 진리의 참 모습을 악하지 못하여 

圖象의 내용을 평가 하하거나 격하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주의 내재  질서를 집약된 數로써 표

하고 있는 河圖는 그 지고한 가치를 조 도 잃지 않고 있으며 

그 간명함에 반비례하여 우주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했다6). 河圖에 한 여러 가지 비  학설이 있으나 

부분 證的인 논리들로 보이며, 朱喜가 『周易本義』앞부분에 

河圖와 洛書를 넣은 理由에 한 硏究와 河圖 洛書의 본연의 이

치에 한 논지는 소홀하다고 보인다. 과거 조선에서는 하도 낙

서를 벽에 붙이고 면벽 공부를 한 학자가 많았다는 것은 하도 낙

서가 제시하는 진실된 내용이 있으리라는 반증이 된다.  

    Fig. 1에서 보듯 河圖는 1-10까지 數로 이루어져 있다7). 河圖

는 우주생성의 원리를 표 하기에 無形이 有形化되는 방법을 표

하고 있다. 1(下)2(上)3(左)4(右)5(中央)의 數가 內에 있고, 그 外

에 6(下)7(上)8(左)9(右)10(中央)의 數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모두 55點으로 구성되어 있다. 1, 3, 5, 7, 9는 天之數가 되어서 奇

數로서 白點으로 표시하고, 2, 4, 6, 8, 10은 地之數가 되어서 偶

數로 黑點으로 表示한다8). 

Fig. 1. 河圖

 2) 河圖의 生成 

    河圖의 생성은 자연수를 세는 순서와 같다. 즉 1,2,3,4의 순

서이다. 처음은 一에서 시작하여 十까지 진행된다. 숫자 1(下, 奇

數)에서 시작하여 2(上, 偶數), 3(左, 奇數), 4(右, 偶數), 5(中央, 奇

數)로 생성되고(1-5를 生數라고 한다.) 다시 6(下), 7(上), 8(左), 9

(右), 10(中央)으로 끝난다(6-10을 成數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

동의생리병리학회 21(2):379-386, 2007.

 5) 심경호 옮김, 廖名春 외 2인, 周易哲學史, pp369-417, 서울, 문서

원, 1998.

    김상섭 해설, 朱熹, 易學啓蒙, pp35-85, 서울, 문서원, 1996.

 6) 尹暢烈, 河圖와 洛書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關한 硏究, 大田大學校 韓

醫 學硏究所 1995, 3(2):103-124. 

 7)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pp47-48, 서울, 杏林出版, 1990. 

 8) 金碩鎭, 大山周易講解(上), pp39-42.

야 할 은 河圖는 無形의 理致가 有形化되어서 구체 인 천지

만물을 만드는 이론을 설명하는 圖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에 보이지 않는 無形의 點이 中央의 5개의 點 中 가운데에 있으

며 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있다. 이는 有

形化되기 前을 말하며 無形과 有形의 사이의 中間 단계이다. 미

리 언 하면 앙의 5   가운데 이 하상좌우로 이동하면서 

미리 우주의 청사진을 앙 5  안에서 그려 본다9). 이후 최 에 

1(下)부터 形象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즉 中央의 五十土는 나머

지 前後左右를 생성하는 全體가 되는 것이다. 칸토어의 集合論에

서와 같이 全體와 部分을 나 자면10) 中心에 있는 5와 10은 全體

(whole)이고 下의 1과 6(part 1), 上의 2와 7(part 2), 左의 3과 

8(part 3), 右의 4와 9(part 4)는 各各 部分에 해당한다. 즉 河圖가 

發生時에 中心(全體)에서 始作하여 各各 上下左右로 나뉘게 된

다. 中心에서 四方으로 퍼지는 象이다. 한 그림을 자세히 보면 

中央의 5의 上下左右로 나와 있는 모양이 체 河圖가 上下左右

로 펼쳐져 있는 생김새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河圖가 

全息圖(fractal)的인 構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생긴 모양으로 

보아도 中央의 5, 10(5+5)이 全體를 나타내고, 上下左右의 數字들

이 부분을 나타낸다(Fig. 2)11).

Fig. 2. 河圖의 생성

    이는 宇宙萬物의 創造에 한 五行의 生成 이다. 즉 無形의 

土를 지나 形象化는 水→火→木→金→土로 진행된다. 그러나 無

에서 有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有에서 有가 발생한다면, 즉 有形

體가 존재한 뒤에 附屬肢가 발 될 때는 첫 시작인 無形의 土가 

有形의 土로 化했기 때문에 土→水→火→木→金의 序로 發顯

이 되는 것이 옳다. 즉 신체를 로 들으면 체간을 기 으로 팔

다리는 부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족 이 발생하는 원리는 

無에서 有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有(체간)에서 有(부속지)가 발

생하는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3) 河圖의 運行 

    모든 存在는 生成이 있으면 運行이 있다. 한, 生成과 運行

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지지 않음을 河圖는 보여주고 있다. 

河圖의 左側 3-8을 木이라 하고 上側 2-7을 火라고 하고 가운데 

 9) 앙의 5 은 사방과 앙으로 구성된 하도의 모양과 유사하다(아래논

문을 참조).

    김병수. 河圖․洛書․ 先天八卦․後天八卦의 상호 유기  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 21(2):379-386, 2007.

10) 김상일, 한의학과 러셀역설해의, pp145-149, 서울, 지식산업사, 2005. 

11) 金秉洙. 河圖와  러셀역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3):583-59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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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을 土라고 한다. 그리고 右側 4-9를 金이라고 하고 아래 1-6

을 水라고도 한다. 한, 이들 東南西北에 해당하는 木火金水는 

各各 時間的으로 春夏秋冬에 해당한다. 여기에 中央 土가 들어가

면 五行이 구비된다. 五行은 生克制化의 운행법칙으로 相生을 기

으로 運行이 된다.

    따라서 河圖의 運行을 살펴보면, 左側의 3-8 木은 上部의 2-7 

火를 生成하고 上에 있는 2-7 火는 中心의 5-10 土를 생성한다.  

    5-10土는 다시 右側의 4-9金을 生成하고 4-9金은 다시 아래

의 1-6 水를 생성한다. 1-6 水는 다시 左側의 3-8 木을 生成하여 

다시 火土金水 으로 生生不息한다. 卽 河圖의 五行 運行은 木

→火→土→金→水→木의 회 방식이 된다. 하도는 五行의 相生

을 보여주는 가장 표 인 그림이다. 그러나 河圖의 待 하는 

방식은 木과 金(좌우), 水와 火(상하)으로 相剋을 보여주므로 河

圖의 운행은 相生과 相剋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四肢關節의 구조

    사지골격(Appendicular Skleleton)은 크게 상지 (pectoral 

girdle), 상지골(upper limb), 하지 (pelvic gridle), 하지골(lower 

limb)로 구성되며, 각각 4, 60, 2, 60개의 骨로 구성되어 있다12).  

    하지 는 髖骨(골반골)이 左右 있지만 상지 는 肩胛骨에 鎖

骨이 추가되어서 4개가 되고, 상지골과 하지골은 60개의 骨로 숫

자가 동일하지만 하지골은 膝蓋骨이 있고 足跟骨이 14개인 반면

에 상지골은 手根骨이 16개이다. 사지골격을 모두 합치면 126개

로 체 206개 골격의 반이 넘는 숫자이다.

    手와 足의 구조가 강 같아서 手에 肩關節 肘關節 腕關節 

三大關節이 있고, 足에 髖關節(股關節) 膝關節 踝關節 三大關節

이 있다. 이러한 手足 三關節을 天人地 三才로 구분을 하면 두 

종류로 나  수 있다. 그 하나로 宋13)은 腕關節이 天, 肘關節이 

人, 肩關節이 地로 指定되고, 足에서는 踝關節이 地, 膝關節이 

人, 股關節이 天으로 지정되어서 手가 左右合六節, 足이 左右合

六節로 모두 十二節이 되어 一年 十二月에 應한다라고 하여 手

掌이 天을 向하고 足掌이 地上에 있는 형상으로 取象하 다. 

    그 두 번째는 체간을 심으로 四肢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하면 肩關節股關節은 地, 肘關節膝關節은 人, 腕關節踝

關節은 天에 속한 것으로 이는 인체의 空間的인 구조에 因한

다14). 이  肘膝關節은 두가지 방면에서 모두 天人地中 人에 屬

하며 上下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로 水液 는 氣機의 소통작용

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체간을 심으로 한 부속지로 四肢關節을 보

고자하므로 후자의 논리를 용하여 肩關節․股關節에서 手足指 

12) 이원택 外 譯, David shier 外. 人體解剖生理學(Hole's human anatomy 

& physiology). 서울, 鼎談, p209, 2004. 

13) 송 식. 의학집요. , 주민출 사, pp71-72, 2006.

14) 金秉洙 姜政秀. 于膝關節生理的硏究. 天津, 天津第4 國際中醫藥學

術交流 議, 天津中醫學院, p58, 2004.

15) 수지침과 발 맛사지 등은 한방생리학의 手와 足의 이해로 풀이할 수 있

다. 나무 가지와 뿌리에 비유하여 氣血로 논한 내용을 보면 신경성 소

화불량 등 氣的 변화는 手部로, 육체  피로 등 血的 변화는 足部로 해

결함이 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 범주를 

벗어나기에 생략한다.

    송 식. 의학집요. , 주민출 사, p71, 2006. 

말단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三大關節  肩關節과 股關節은 體幹에서 四肢로 나오는 첫

째 이다. 각각 體幹의 支持帶(上肢는 肩胛骨, 下肢는 骨盤)에

서 一個의 骨인 上腕骨 는 大腿骨로 구성되어 있다. 

    肘關節과 膝關節은 上腕骨과 大腿骨에서 각각 二個의 骨로 

구성되어 있다. 肘關節은 撓骨과 尺骨로 구성되고, 膝關節은 脛

骨과 腓骨로 구성된다. 腕關節과 踝關節은 한 각각 5개의 手指

와 5개의 足趾로 분화된다. 이러한 構造를 易理的으로 說明하면 

太極에서 陰陽으로 구성되고 다시 五行으로 분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針灸學上 매우 重要한 觀點을 제시하는데, 五兪穴이 肘膝

關節 以下에만 분포가 되는 理由를 제시할 수 있다. 

    즉, 上腕骨과 大腿骨은 太極에 該當하므로 氣機升降에 作用

하지 않는 禁鍼 禁灸穴이 부분이다. 반면 肘膝關節以下는 陰陽

으로 분 되어 五行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經絡의 순행이 자유롭

기에 이 부 에서 經絡을 調節하는 것이 合理的이라 보인다.

3. 四肢關節의 五行配屬

    人體에는 多數의 關節이 있다. 藏府配屬으로 ‘肝主關節’한다

고 하지만 과연 肘關節을 작동하는 노동량과 腕關節을 작동하는 

노동량이 同一할 때 인체 藏府에 미치는 향은 동일한 것일까?  

    筆 의 견해는 藏府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만약 筆 의 주장 로 다르다면 關節 각각에 五行 는 藏

府 經絡을 配屬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밝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河圖의 生成原理를 이용하여 四肢關節을 五行의 

법칙에 배속하고자 한다. 

    河圖는 기본 으로 無에서 有가 나오는 천지창조를 설명한 

것인데, 만약에 有에서 有가 나오는 附屬肢 개념으로 河圖의 生

成을 논하면 一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中央 土부터 시작

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논거 로 無形의 中央 一點은 有形의 一

點이 되어야 한다.

    四肢關節에서는 體幹을 기 으로 一個의 骨이 처음 發生해

야한다. 즉 體幹에서 末端까지 펼쳐 나아가는 槪念으로 四肢를 

보면, 上肢의 경우 肩關節에서 肘關節을 지나 腕關節로 이어져 

手指을 지나 手指 末端에서 끝나는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河圖의 理論에 맞게 上肢에 五行을 配屬하면, 肩關節이 土, 

肘關節이 水, 腕關節이 火에 配屬이 된다. 나머지 木과 金은 어디

에 該當할 수 있을까? 腕關節 以後에 手指關節들은 木에 해당하

며 手指關節 末端은 金에 해당한다고 보인다(Fig. 3A). 

    따라서 下肢는 股關節이 土, 膝關節이 水, 髁關節이 火, 足趾

關節이 木, 足趾關節 末端이 金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런 배치

가 갖는 의미와 그 응용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사료된다.

    五兪穴인 井滎輸經合에서 陽經絡은 井穴이 金에 해당하는

데, 그 이유를 이러한 形態的인 五行配屬 에서 추론할 가능

성이 있을 것이다. 한 肘關節에서 흔히 나타나는 肘關節痛(테

니스 는 골 로 因한)은 부분 水氣의 不足으로 인한 精病으

로 인식될 수 있으며, 腕關節 痛證은 木火의 발산기능에 異常으

로 악될 것이다. 手指關節의 痛腫 等은 木氣의 疏通에 異常이 

있는 觀點이 提示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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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五行的 분석은 기존의 ‘關節을 木’으로만 배속한 

수 보다는 한층 심화된 논리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논리를 기

반으로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한의학  응용이 가능하리라 사

료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기본 으로 河圖의 오행 생성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주는 체간에서 생성된 부속지의 생

성 순서에 따른 五行 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河圖의 원리에

는 생성과 운행이 있듯이, 사지 의 오행배속에도 생성 배속이 

아닌 운행 배속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한 논의

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A

B

Fig. 3A. 四肢關節 五行配屬. 3B. 手部關節 五行配屬

4. 五行배속의 全息圖

    랙탈(fractal, 全息圖)  은 한 구조내에 다시 同一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河圖의 有가 有를 生하는 方式의 土

水火木金 配屬은 기 이 되는 主體幹에 딸린 附屬肢는 모두 

용이 가능하다. 즉, 體幹을 기 으로 보면 上肢가 附屬肢가 되지

만, 上肢를 기 으로 보면 腕關節 以下 手部도 附屬肢에 該當한

다. 즉, 腕關節은 土에, 第三肢節關節(本節)은 水, 第二肢節關節은 

火, 第一肢節關節은 木에 該當하며 肢節末端은 金에 配屬된다

(Fig. 3B). 이는 全息圖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며, 韓國의 手指

鍼 등 手部에서 人體板을 설정하여 인식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

로 이해된다. 다만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의 오행배속에 

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물론, 인체의 다양한 全息圖 역시 陰陽 氣血 等의 에 따

라 분석해야 수  높은 의료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든다

면, 全息圖上 手部에도 左肩部가 있고 足部에도 左肩部가 있으며,

耳部에도 左肩部가 있는데, 患 가 肩痛을 호소할 때 과연 어떠

한 근거로 手部 는 足部 外 기타 다른 部位를 設定할 것인지에 

한 論理的 根據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는 手足 上下關系15)
와 

五官에 한 理論  河圖 이론 등을 이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와 같은 手指 의 오행배속 역시 하도 생성에 따른 배

속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본 논의로 인해 手指關節 각각에 오행

을 배속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동씨침 등 수족부 에 련된 한의학을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단된다.  

결    론

    河圖의 生成과 運行을 통해 河圖는 無에서 有가 生成되는 

천지만물의 발생 원리임을 밝혔다. 四肢關節의 구조에서 上肢는 

肩關節, 肘關節, 腕關節이 三大關節이며 下肢는 股關節, 膝關節, 

足髁關節이 三大關節이다. 河圖의 원리가 有에서 附屬肢를 생성

될 때는 水가 아닌 土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四肢關節의 五行配

屬은 河圖의 원리를 응용하여 土水火木金의 으로 배속이 되며, 

上肢關節인 경우 肩關節은 土에, 肘關節은 水에 腕關節은 火, 手

指關節은 木, 手指末端은 金에 해당된다. 랙탈 에서 附屬

肢를 手部로 축소해 보면 다시 腕關節은 土에, 第三肢節關節(本

節)은 水, 第二肢節關節은 火, 第一肢節關節은 木에 해당하며 肢

節末端은 金에 배속된다. 

    따라서 河圖의 원리를 응용하면 향후 身體 肢節과 臟腑經絡

을 連結시켜 새로운 臨床的 근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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