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姙娠의 성립과 유지에 관한 문헌적 고찰

옥진아․박성하
1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의학연구소, 1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상의학 1부

Literature Study about Completion and Maintenance of Pregnancy

Jin A Ok, Seong Ha Park
1
,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 Division of Clinic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bibliographic search about completion and maintenance of pregnancy. In oriental medicine, there

is a proper temper and appearance that encourages optimal pregnancy. Invigoration of sperm is important for males

to have descendants, and regulation of menstrual disturbances is necessary for female to have descendants. It is not

good for both male and female to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too often. Male and female shall have sexual

intercourse. When they feel the connection, mind and body are sound, weather is fine, and they take position at ease.

Previous studies on pregnancy describe minutely process of fetus's growth until the fifth month, and suggest the rules

of fetus's health according to fet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vent acquiring diseases during

pregnancy. Female needs to be careful and restful in the early stage of pregnancy. In the late period of pregnancy,

she needs to b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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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9년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

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고1),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0

년에는 11.0%가 되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

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추정된다2).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여성이 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결

혼 연령이 늦어져 고령임신이 늘고, 성적 개방에 따른 여성생식

기 질환이 증가해 불임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중요한 원인이다.

전통적으로 한의학 문헌에서 임신이 잘되게 하는 방법을

‘求嗣’, ‘胎孕’이라 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근래 여러 문헌 연구에

서 姙娠이 되는 과정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韓醫學에 있어서 姙娠의 成立에 關한 文獻的 考察』
3)
에서는

姙娠의 성립과 관련된 臟腑와 적절한 연령, 여자의 月經과 男女

交合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産前管理에 關한 文獻的 考

察』4)과 『健康한 姙娠에 危害를 줄 수 있는 因子에 대한 文獻

的 考察』5)에서는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병증의 원인을 고찰

하여 한의학적 고위험 임신을 정의하고 관리항목을 정하였다.

『逐月養胎說의 文獻的 考察』6)에서는 『諸病源候論』을 중심

으로 제반 문헌들을 정리하여 姙娠 개월 수에 따른 胎兒의 形態

와 病症, 姙娠의 시기별 調理法을 정리하였고, 『胎敎에 關한 文

獻的 考察-飮食을 中心으로』7), 『胎敎에 關한 文獻的 考察-養性

情 및 優生學을 中心으로』8), 『姙娠과 關聯된 養生導引에 대한

1)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3) 金鐘桓·金哲源·朴炳烈. 韓醫學에 있어서 姙娠의 成立에 關한 文獻的 考

察. 裡里, 원광한의학 제3권 제1호, 1993.

4) 李仁仙. 産前管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서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6

권 제1호, 1993.

5) 金始榮·李仁仙. 健康한 姙娠에 危害를 줄 수 있는 因子에 대한 文獻的

考察. 서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 10권 제2호, 1997.

6) 文泳植〮〮〮·金哲源·柳深根·朴炳烈. 逐月養胎說의 文獻的 考察. 서울, 대한한

방부인과학회지 제6권 제1호, 1993.

7) 姜明孜·宋炳基. 胎敎에 關한 文獻的 考察. 서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1권 제1호, 1987.

8) 卞廷煥·宋炳基. 胎敎에 關한 文獻的 考察. 서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1권 제1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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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察』9), 『東洋醫學的 胎敎에 對한 考察』10)에서는 姙娠한 여

성에게 健康하고 賢明한 아이를 낳는데 스스로의 情緖, 起居, 飮

食등에 기울여지는 노력은 胎兒에게 그대로 전해져 영향을 끼친

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근래에는 변증논치에 입각하여, 腎虛, 肝鬱, 痰濕, 濕熱, 血

瘀, 血虛로 분류하여 불임을 치료하도록 하고 있으나11), 약물치

료에 대한 내용이 主가 된다. 또한 相女法, 陰陽交合法과 禁忌,

受胎可能時期, 十月分經養胎說와 같은 임신이 잘되게 하기 위한

기록들이 있다.

이에 한의학적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법모색을 위하여 먼저

문헌에 나타난 임신 관련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약물요법

을 포함하는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어 歷代 文獻에 散在하는 姙娠이 잘되는 방법과 養胎에 관

한 내용을 살펴보고, 總合, 整理한 結果를 報告한다.

연구방법

姙娠을 주로 다룬 문헌과 기타 부분적으로 다룬 문헌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다(Table 1).

Table 1. 임신성립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문헌

번호 문헌

1 注解補注黃帝內經 素問

2 脈經

3 王叔和脈訣

4 諸病源候論

5 孫眞人千金方

6 諸病源候論

7 婦人大全良方

8 三因極一病証方論

9 東垣十書

10 丹溪醫集

11 世醫得效方

12 醫學正傳

13 醫學綱目

14 新對譯 編註 醫學入門

15 對譯萬病回春

16 景岳全書

17 東醫寶鑑

18 女科經綸新解

19 國譯 葉天士女科

상기의 文獻에서 주로 求嗣와 姙娠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

췌하여 공통되는 의견을 통합하고, 차이점 및 상호비판점을 실어

여러 관점을 알도록 정리하였다.

결 과

1. 姙娠에 적합한 여성의 形象과 性情

9) 張明俊·李相龍. 姙娠과 關聯된 養生導引에 대한 考察. 서울, 대한동의병

리학회지 제 14권 제1호, 2000.

10) 任昌慶·朴 炅. 東洋醫學的 胎敎에 對한 考察. 裡里, 원광한의학 제2권

제1호, 1992.

11) 한의부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상). 정담, PP 251-254,

2001.

1) 『醫學入門』

陰氣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여자로서 성생활에 대

한 생각이 지나치면 딸을 많이 낳는다. 그리고 성질과 품행이 좋

은 여자는 月經이 고르고 姙娠도 잘 한다. 성질과 품행이 나쁜

여자는 月經이 고르지 못하다. 또는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여자

는 좋지 못한 일이 많고, 얼굴이 곱게 생긴 여자는 복이 적다. 또

한 지나치게 살이 찌면 자궁에 지방이 많아지고, 너무 여위면 자

궁에 血이 적어진다. 이런 여자들은 다 姙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2).

2) 『東醫寶鑑』

『醫學入門』과 上同13)

3) 『景岳全書』

姙産婦는 크게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婦人들은

흔히 모르고 있고, 男子도 역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어리

석음에 가깝다.

대저 胎元의 强弱, 産育의 難易 및 産後 崩淋, 經脈의 병은

이것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대저 胎神이 공고해지는

시기에는 극히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데 삼갈 줄 몰라 흔히 慾火

를 動하게 하여 陰精을 盜泄하게 되면 울타리가 이로 말미암아

固하지 않고 상하게 되며 氣血이 모이지 않고 亂하게 되고 子女

가 이로 말미암아 虧하여 夭折하게 되는데 陰分의 병도 역시 이

것에서 비롯되어 다 발생한다. 이것은 婦人이 가장 삼가야 하는

것인데 아는 자들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14).

대저 婦人의 質은 靜한 것은 貴하나 動하는 것은 賤하고, 重

한 것은 貴하고 輕한 것은 賤하며, 厚한 것은 貴하나 薄한 것은

賤하고, 蒼한 것은 貴하고 嫩한 것은 賤한 까닭으로 대저 입술이

短少하면 堪當할 수 없으니 이곳은 子處의 部位이며, 귀가 작고

耳輪이 薄한 것은 堪當할 수 없으니 이곳은 神氣의 外候이며, 목

소리가 가늘고 우렁차지 못한 것은 堪當할 수 없으니 丹田의 기

가 근본이다. 形體가 薄弱하면 堪當할 수 없으니 이것은 藏畜의

宮城이며 飮食을 적게 먹는 것은 堪當할 수 없으니 이것은 倉廩

血海의 源이며 머리카락이 焦하고 이빨이 엉성한 것은 堪當할

수 없으니 肝血이 虧하고 腎精이 虧한 것이며 눈동자가 露出되

고 臀部가 약하며 堪當할 수 없으니 藏하는 것을 藏하지 못하며

後에 後가 없는 것이며 顔色이 濃艶한 것은 堪當할 수 없으니 화

려한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며 肉이 두껍고 많은 것은 堪當할 수

없으니 이것은 子宮이 隘하고 腎氣가 詘한 것이다. 연약하여 筋

이 骨을 束하지 못하면 堪當할 수 없으니 肝腎이 虧하고 根幹이

堅하지 않는 것이다. 山根, 脣口에 靑氣가 많은 사람은 堪當할 수

12) 李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p 1461,

2009. 未笄之婦 陰氣未完 慾盛之婦 所生多女 性行和者調經易挾 性行妬

者月水不勻 相貌惡者刑重 顔容美者福薄 太肥脂滿子宮 太瘦子宮無血 俱

不宜子不可不知

13) 許浚 編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옮김.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p

1585, 2002.

14)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한미의학, 서울, p 1785, 2006. 妊娠之

婦, 大宜寡慾, 其在婦人多所不知, 其在男子而亦多有不知者, 近乎愚矣.凡

胎元之强弱, 産育之難易, 及産後崩淋經脈之病, 無不悉由乎此.其爲故也,

蓋以胎神鞏固之日, 極宜保護宮城, 使不知愼而多動慾火, 盜泄陰精, 則藩

籬由不固而傷, 血氣由不聚而亂, 子女由元虧而夭, 而陰分之病亦無不由此

而百出矣.此婦人之最宜愼者, 知者不可不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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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니 陽이 陰을 勝하지 못하여 반드시 흔히 肝脾가 滯逆하게

된다. 脈이 緊數弦澁하면 堪當할 수 없으니 반드시 眞陰이 虧弱

하고 經侯가 不調하여 生氣가 杳然하게 된다. 이 외에 예를 들어

호랑이나 곰같이 험악한 얼굴이거나 넓적한 얼굴과 눈썹이 서있

는 것, 목소리가 여우와 같으면 반드시 形剋하여 불길하니 멀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만약 늑대같이 험악하거나 陰惡스런

성격이고, 간사스럽고 음험하며 극히 가벼운 성격이 있으면 子孫

의 命脈이 달려있는 것이니 어찌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15)?

4) 『葉天士 女科』

『醫學入門』과 『景岳全書』의 내용과 같다16).

2. 姙娠 成立에 필요한 男女의 健康 狀態

1) 『黃帝內經素問』

任脈에 병들면 남자는 속에서 울체되어 七疝을 일으키고, 女

子는 帶下, 瘕聚등을 일으킨다. 『類經』에서 말하기를 “任脈은

생식기로부터 시작하여 陰毛가 난 곳으로 상행하고 뱃속을 주행

하므로 남녀의 병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17).

督脈은 병이 생기면 하복부에서 心臟으로 上衝하면서 통증

이 있고,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衝疝을 일으키는데, 女子는 不孕

이 나타나고, 癃, 痔, 遺溺, 嗌乾등이 나타난다. 『類經』에 말하

기를 이것은 여자에게 있어 不孕, 痔, 遺溺, 嗌乾등의 증상을 나

타낸다. 비록 督脈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났으나 실은 또한 衝任

脈의 병이다. 王氷은 “여자의 任脈은 임신하고 길러내며, 衝脈은

기가 上衝한다. 督脈은 經脈의 바다를 감독한다”라고 하였다. 또

한 이 세 가지 경맥은 생식기로부터 위로 올라가므로 병이되는

것이 이와 같다18).

2)『丹溪心法』

부인이 여위고 약해지는 것은 자궁에 血이 부족한 것이므로

陰을 돋구어주고 血을 보해야 한다. 姙娠하지 못하는 부인의 몸

이 지나치게 살쪄서 자궁에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濕과 鬱痰을

헤쳐야 한다19).

15)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한미의학, 서울, pp 1849〜1850, 2006.

大都婦人之質, 貴靜而賤動, 貴重而賤輕, 貴厚而賤薄, 貴蒼而賤嫩.故凡脣

短嘴小者不堪, 此子處之部位也.耳小輪薄者不堪, 此腎氣之外候也.聲細而

不振者不堪, 此丹田之氣本也.形體薄弱者不堪, 此藏蓄之宮城也.飮食纖細

者不堪, 此倉廩血海之源也.髮焦齒豁者不堪, 肝虧血而腎虧精也.睛露臀削

者不堪, 藏不藏而後無後也.顔色嬌艶者不堪, 與其華者去其實也.肉肥勝骨

者不堪, 子宮隘而腎氣詘也.嬝娜柔脆, 筋不束骨者不堪, 肝腎虧而根幹不

堅也.山根脣口多靑氣者不堪, 陽不勝陰, 必多肝脾之滯逆也.脈見緊數弦澀

者不堪, 必眞陰虧弱, 經候不調而生氣杳然者也.此外, 如虎頭熊項, 橫面竪

眉, 及聲如豺狼之質, 必多刑剋不吉, 遠之爲宜.又若剛狠陰惡, 奸險剋薄之

氣, 尤爲種類源流, 子孫命脈所係, 烏可近之?

16) 葉桂 原著, 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 제2기졸업준비위원회 譯, 國譯 葉天

士女科. 서울, 대성문화사, pp 376〜377, 1995.

17) 金達鎬, 李鐘馨 共編譯. 注解補注黃帝內經 素問 下. 서울, 醫聖堂, p 182,

2001.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女子帶下瘕聚. 類經曰 任脈 自前陰上毛際

行腹裏故男女之爲病如此

18)金達鎬, 李鐘馨 共編譯. 注解補注黃帝內經 素問. 서울, 醫聖堂, p 187,

2001. 督脈者...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不得前後 爲衝疝 其女子 不孕

癃 痔 遺溺 嗌乾. 類經曰此在女子不孕 痔 遺溺 嗌乾等證 雖皆由此督脈

所生而實亦任衝之病 王氏曰 任脈者女子得之以任養也 衝脈者以其氣上

衝也 督脈者以其督領經脈之海也 且此三脈皆由陰中而上行 故其爲病如

此

19) 朱震亨 撰, 장일무, 지제근 公譯. 丹溪醫集.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pp

411〜412, 2000. 無子婦人瘦怯者乃子宮乾澁宜滋陰養血肥盛軀脂滿溢子

3) 『醫學綱目』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姙娠에서부터 시작되는데, 姙娠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月經을 고르게 해야 한다. 姙娠하지

못하는 부인들을 보면 반드시 月經 날짜가 앞당겨지거나 늦어지

며 혹 그 양이 많거나 적다. 그리고 月經을 하기 전에 아프거나

月經을 한 뒤에 아프며, 혹 색이 짙은 자주색이거나 검기도 하고,

멀겋거나 덩어리져서 고르지 못하다. 이렇게 月經이 고르지 못하

면 氣血이 조화되지 못하여 姙娠할 수 없게 된다20).

4) 『醫學入門』

姙娠할 수 있게 하자면 여자들은 月經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자들은 精氣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

의 정액이 묽으면 비록 성생활을 해도 血海가 허하여 정액이 힘

없이 사정되어 자궁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흔히 姙娠이

되지 않는다. 평상시에 성생활을 조절하지 못하여 정액을 너무

많이 배설하였으면 반드시 정액을 보하고 겸해서 마음을 안정하

여 성욕이 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액이 충실할

때 성생활을 하면 姙娠을 하게 된다.

부인에게 陰血이 부족하면 성생활을 해도 자궁에서 정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姙娠하지 못하며, 혹 姙娠이 된다

하여도 胎兒를 養育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

할 때 반드시 나이가 적당해야 한다21).

성욕을 억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성욕을 억제하여 함부로 성생활을 하지 말고 정기를

축적하면서 정액을 충실하게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성생활을 해

야 姙娠할 수 있다. 성욕을 억제하면 정기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姙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오래 살 수 있다22).

5) 『景岳全書』

男病에서는 “姙娠에 관계된 疾病은 男子는 精에 있고 女子

는 血에 있는데 不足하지 않으면 병이 없다. 대저 男子의 不足은

精滑, 精淸, 精冷하거나 일에 임하여 발기가 되지 않거나 흘러내

리고 사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夢遺頻數 또는 便濁

淋澁하거나 好食하여 陰虛하니 陰虛하면 腰腎이 痛憊하며, 男色

을 좋아하여서 陽極하니 陽極하면 함성하여 亡陰하며, 혹은 과도

히 强固하니 强固하면 勝敗가 化合하지 못하게 되며 혹은 본래

陰疝을 앓고 있거나 陰散이 있으면 肝腎이 乖離하게 되는 것이

다. 이외에도 혹은 陽衰한 경우도 있는데 陽衰하면 多寒하고 혹

은 陰虛한 경우도 있으니 陰虛하면 多熱하게 된다. 그러나 그 비

롯됨을 알아서 治療가 마땅하면 治療하고 反이 마땅하면 反하는

데 반드시 먼저 자신을 살피고 난 뒤에 婦人을 살핀다면 구제하

宮宜行濕燥痰

20) 樓英 編撰, 東醫文獻硏究室 再編輯. 陳柱杓 註釋. 註釋 醫學綱目, 서울,

법인문화사, p 926, 2010. 生人之道始於求子 求子之法莫先調經 每見婦

人之無子者 其經必或前或後 或多或少 或將行作痛 或行後作痛或紫或黑

或淡或凝而不調不調則血氣乖爭不能成孕

21) 李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p

1461, 2009. 求嗣之道 婦人要經調男子要神足 男子陽精微薄則雖遇血海

虛靜流而不能直射子宮多不成胎盖因平時嗜慾不節施泄太多宜補精元兼

用靜工存養無令火動候陽精充實依時而合一擧而成矣. 婦人陰血衰弱雖投

眞精不能攝入子宮雖交不孕雖孕不育是以男女配合必當其年

22) 李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p

1462, 2009. 寡慾淸心爲上策寡慾則不妄交合積氣儲精待時而動故能有子

是以慾寡則神完不惟多子抑亦多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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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23)”라고 하였다.

女病에서는 “婦人에게 중요한 바는 血에 있는데 血은 능히

精과 結合하여 姙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병을 살피고자 한다

면 오직 經候를 보면 되고 그 병을 治療하고자 하면 오직 陰分을

調理하면 된다. 대저 經은 血이고 血은 陰이며 陰은 月에 응하는

까닭으로 매달 月經이 있게 되니 이것이 正常인 것이다. 眞陰이

이미 병이 되면 陰血이 不足한 경우는 胎를 養育할 수 없고 陰氣

가 不足한 경우는 胎를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저 이러

한 養育과 攝育은 모두가 命門에서 주관하니 바로 命門은 衝任

의 血海이니 胎는 血로써 爲主로 삼는데 血이 스스로 生하지 않

으면 또한 氣로써 主를 삼으니 이것은 모두가 眞陰을 말하는 것

이다. 소위 命門을 補하는 데는 血 혹은 氣가 모두 補陰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補陰의 法은 즉 뿌리를 培養하

고 本을 堅固하게 하는 道인 것이다. 대저 長年에서 老年에 이르

기까지 사람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며 하물며 先天과 後天

의 기틀이 되니 장차 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구하겠는가? 이로써

調經과 種子의 法은 역시 오직 命門을 塡補해야하니 陽氣를 아

깝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精血은 모두 命門에 있고 精血

의 원천은 또한 二陽인 心脾에 있는 것인데 대저 心主血하니 心

을 養하면 血이 生하게 되고 脾胃는 飮食을 主하니 脾胃를 건강

하게 하면 氣가 散布하게 되니 이 두 가지가 造化되면 氣가 暢하

고 血은 行하게 되는 것이다24)”라고 하였다.

褚氏遺書에서는 “褚氏가 대답하기를 남녀가 합하는 데는 반

드시 마땅한 나이가 있으니 男子는 16세에 비록 精이 통하지만

반드시 30세가 되어서 장가를 가야하고 女子는 비록 14세에 天

癸가 있으나 반드시 20세가 되어서 시집을 가야 하니 모두가 陰

陽이 完實한 然後에 관계를 가져야 姙娠을 할 수 있고 姙娠을 해

서 養育할 수 있으며 養育하여 자식이 健康하고 장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女子가 天癸가 비로소 왔는데 이미 男色을 가까이 하

면 陰氣가 일찍 泄하게 되어 完全하지 않은데 상하게 하고 實하

지 않는데 動하게 하니 이로써 관계를 가져도 姙娠이 되지 않고

姙娠을 해도 養育할 수 없으며 養育을 해도 자식이 요절하게 되

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왕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

였다.

23)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한미의학, 서울, p 1858, 2006. <男病

疾病一>疾病之關於胎孕者, 男子則在精, 女人則在血, 無非不足而然.凡男

子之不足, 則有精滑․精淸․精冷者, 及臨事不堅, 或流而不射者, 或夢遺

頻數, 或便濁淋澁者.或好色以致陰虛, 陰虛則腰腎痛憊, 或好男風以致陽

極, 陽極則亢而亡陰, 或過於强固, 强固則勝敗不洽, 或素患陰疝, 陰疝則

肝腎乖離.此外, 則或以陽衰, 陽衰則多寒, 或以陰虛, 陰虛則多熱, 倘知其

由而宜治則治之, 宜反則反之, 必先其在我而後及婦人, 則事無不濟矣.

24)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한미의학, 서울, pp 1858〜1859, 2006.

<女病 疾病二> 婦人所重在血, 血能構精, 胎孕乃成.欲察其病, 惟於經候

見之.欲治其病, 惟於陰分調之.蓋經卽血也, 血卽陰也, 陰以應月, 故月月如

期, 此其常也. 眞陰旣病, 則陰血不足者不能育胎, 陰氣不足者不能攝胎.凡

此攝育之權, 總在命門, 正以命門爲衝任之血海, 而胎以血爲主, 血不自生,

而又以氣爲主, 是皆眞陰之謂也.所以凡補命門, 則或氣或血, 皆可謂之補

陰, 而補陰之法, 卽培根固本之道也.凡自壯至老, 乃人人之所不可缺者, 而

矧以先天後天之肇基, 又將舍是而何求乎? 是以調經種子之法, 亦惟以塡

補命門, 顧惜陽氣爲之主.然精血之都在命門, 而精血之源又在二陽心脾之

間.蓋心主血, 養心則血生, 脾胃主飮食, 健脾胃則氣布, 二者胥和, 則氣暢

血行,

대저 老陽이 少陰을 만나고 老陰이 少陽을 만나는 것도 역

시 자식을 얻는 道인 것이다25).

6) 『東醫寶鑑』

부인에게 성욕이 나게 하는 데에는 玉鑰啓榮丸, 螽斯丸, 煖

宮螽斯丸이 좋다.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흔히 血이 적어

서 정액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月經을 고르

게 하고 血을 보하는 것이 좋다26).

7) 『女科經綸』

자식을 얻기 위해 精을 모으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는 이

론에 대하여, 袁了凡은 “精을 모으는 원칙은 첫째 성욕을 절제하

는 것(寡欲), 둘째 과로하지 않는 것(節勞), 셋째 성내지 않는 것

(息怒), 넷째 음주를 절제하는 것(戒酒), 다섯째 음식 섭취에 주의

하는 것(愼味)이다”고 하였다27).

3. 姙娠 成立에 필요한 性交法 및 禁忌

1) 『葉天士 女科』

男女가 和悅하여 彼此 精이 動한 후에 行한즉 陽施陰受하여

胚胎가 이루어져 子가 있게 된다. 만약 男子의 精이 이르렀으나

女子의 마음이 動하지 않으면 玉體와 겨우 交合하여도 瓊漿을

먼저 吐하여 陽精이 비록 베푸나 陰이 그것을 받지 못한다. 만약

女精이 이르렀으나 男子의 뜻이 다르면 桃浪이 다만 일어나고

玉露가 적셔지지 않으니 陰血이 비록 열렸으나 陽이 들어갈 수

없으니 陰陽이 乖離되어 天地가 사귀지 못하는 否를 이루니 어

찌 萬物을 生할 수 있겠는가?

天地生物은 반드시 絪縕의 時가 있고, 萬物化生은 樂育의 候

가 있으니 고양이, 개와 같이 지극히 미미한 것도 장차 孕胎하려

면 그 암컷은 狂呼하고 奔跳하여 絪縕 樂育의 氣가 접촉되어 스

스로 그칠 수가 없다. 이것은 天地의 節氣요 生化의 眞機인 것이

다. 婦人이 經이 다한 後 반드시 一日에 子宮內에 蓮花蕊子가 나

오고, 氣가 蒸하여 熱하고 神昏하면서 悶하고 交接하고자 하여

참지 못하는 것은 受精하여 結胎하려는 徵候이다. 이러한 때를

逆하여 取하면 丹을 이루고, 順하여 取하면 胎를 이룬다. 단지 婦

人이 부끄러워 말하기 어려우니 男子가 모름지기 그것을 豫告하

여 스스로 말하게 하여 一擧하면 的中한다.

질은 얕은 것이 좋고, 여러 번 성교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여

자를 상한다. 陰血이 먼저 參聚하고, 陽精이 後로 流하고, 血속에

精이 있으면 男兒가 생겨나니 임신이 이루어진다.

男女가 아직 交合하지 않았을 때에는 男子에게 三至가 있는

데 陽道가 흥분하여 振하는 것은 肝氣의 至요, 壯大하며 熱이 있

25)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한미의학, 서울, pp 1862〜1863, 2006.

『楮氏遺書』曰: 澄對曰: 合男女必當其年, 男雖十六而精通, 必三十而娶,

女雖十四而天癸至, 必二十而嫁, 皆欲陰陽完實, 然後交而孕, 孕而育, 育

而子堅壯强壽.今未笄之女, 天癸始至, 已近男色, 陰氣早洩, 未完而傷, 未

實而動, 是以交而不孕, 孕而不育, 而子脆不壽, 此王之所以無子也.夫老陽

遇少陰, 老陰遇少陽, 亦有子之道也.

26) 許浚 編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옮김.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p

1584, 2002. ○女宜鼓動微陽宜玉鑰啓榮丸螽斯丸煖宮螽斯丸○婦人無子

多由血少不能攝精宜調養經血

27) 蕭壎 原著, 김동일·김민성 公譯. 女科經綸新解. 보명북스, 서울, pp 95〜

97, 2006. <種子有聚精之道五論>袁了凡曰 : 聚精之道, 一日寡欲, 二日節

勞, 三日息怒, 四日戒酒, 五日愼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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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心氣의 至요, 堅勁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은 腎氣의 至다.

三至는 모두 갖추어지는 것이 女子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이다.

만약 痿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肝氣가 이르지 못함이요, 肝

氣가 이르지 못하는데 强制로 合하면 筋을 傷하며 그 精이 流滴

하고 射精하지 못한다. 壯하되 熱이 없으면 心氣가 이르지 못하

는 것이며 心氣가 이르지 못한데 强制로 合하면 그 血을 傷하며

그 精이 淸冷하고 따뜻하지 않다. 堅하나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腎氣가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腎氣가 이르지 못한데 强制

로 合하면 骨을 상하며 精이 나오지 못한다. 비록 나오더라도 역

시 적다. 求嗣는 寡慾淸心하는 것을 貴히 여기니 心은 肝을 기르

며 心腎의 氣인 것이다.

男女가 아직 交合하기 전에 女子에게 다섯 가지 이르는 것

이 있으니,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고 눈썹에 검은 사마귀 같은

것이 잠깐 생기는 것은 心氣가 이르는 것이요 눈빛에 촉촉한 기

운이 돌고 눈의 초점이 흐려져 情을 보내는 것은 肝氣의 이르는

것이요, 머리를 낮추고 말을 하지 않고 코에 콧물이 나오는 것은

肺氣의 이르는 것이요 목이 까딱거려서 서로 가물거리며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脾氣가 이르는 것이요, 玉戶가 열리고 瓊

漿이 적셔지는 것은 腎氣가 이르는 것이다. 五氣가 모두 이르러

男子와 더불어 交合하되 아홉 번은 얕게 한번은 깊게 하는 방법

을 行하면 情이 비슷해지고 뜻이 행복해져 胎를 이루지 못함이

없다.

交合時 女子에게 五傷이 있는데 一은 陰戶가 항상 닫히고

열리지 않아 强하게 刺戟하지 못하니 刺하면 肺를 傷한다. 二는

女子가 興해서 이미 動했는데 男子가 따르지 않으면 興이 지나

가서 비로소 交合하면 心을 傷하여 經不調에 이른다. 三은 少陰

이 老陽을 만나 玉莖이 不堅하고 勃起를 해도 쉽게 軟하게 되니

女情이 不暢하면 肝을 傷해 반드시 盲目에 이른다. 四는 經水가

未盡한데 男子가 强制로 逼合하면 腎을 傷한다. 五는 男子가 醉

後에 交合하면 莖物이 堅硬하여 오래 刺하고 그치지 않고 女情

이 이미 지나도 陽이 興해 쉬지 않으니 腹을 傷하는 것이 五傷의

徵候이니 어찌 子息이 있으리오?

嬌吟低語는 心이다. 合目不開는 肝이다. 咽乾氣喘은 肺다.

양다리가 屈折되거나 펴지는 것 누워서 屍體와 같은 것인 脾다.

口鼻氣冷하며 陰戶瀝出粘滯는 腎이다. 다섯 가지는 快美의 極으

로 男子가 그 情을 알아서 선택하면 단지 有子만이 아니고 補助

의 益도 있게 된다.

陰陽情質의 稟이 不齊하여, 精固한 者는 항상 遲하다. 精이

不固한 者는 항상 速하다. 遲者가 速을 싫어하는 것은 굶주리며

밥을 기다리다 삼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速者가 遲를 두려워하

는 것은 醉하여 술잔을 더하려는데 吐하고자 해서 마실 수 없는

것과 같다. 遲速이 가지런하지 못하면 어찌 胎를 이루겠는가? 고

로 遲를 速하게하려면 마땅히 奇한 경로로 出해야 하니 先聲을

가볍게 해야 한다. 速이 遲를 만나면 마땅히 靜하여 스스로 지키

며, 싸움을 건 後에 戰하면 적절히 그 機會를 만난다.

陽强陰弱하면 벌을 두려워하듯 피하는 것이 창과 방패와 같

으며 陽弱陰强하면 風을 느낀 후에 쓰러지듯이 티끌만큼이라도

다한 뒤에 방사를 끝내야 하니, 强弱이 서로 깔보면 勢가 대적할

수 없으니 어찌 孕胎하리오? 그러나 弱을 돌봄에도 방법이 있으

니 반드시 仁에 居하여 義를 따르고 心을 지키는데 힘쓰며, 强한

것을 억누르기는 진실로 어려우니 精이 모이고 神이 모이는 것

이 아니면 어찌 魄을 빼앗을 수 있는가? 진실로 이 법을 얻어 治

療하면 强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弱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

바야흐로 꽃망울과 꽃받침이 생긴 것은 生氣가 아직 펴지지

못한 것으로 아직 어린 아이와 처녀는 天癸가 넉넉지 않다. 일찍

이 알차지 않은 쌀알이 種이 되고, 채워지지 않은 누에가 고치가

되는 것을 보았는가? 心力을 强하게 썼으면 다른 날을 잠시 기다

려야 한다고 말하나 年衰者는 기다릴 수 있으랴? 이것은 앉아서

그 때를 잃는 것일 따름이다28).

2) 『千金方』

성생활을 할 때 丙丁日, 음력 보름과 그믐, 초하루, 바람이

심하고 비가 많이 오며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몹시 차거나 더운

날, 번개가 번쩍거리고, 벼락이 치는 날, 날씨가 흐려서 캄캄할

때, 일식, 월식, 무지개가 설 때와 땅이 진동할 때 성생활을 하면

神氣가 상해서 좋지 않다. 남자에게 더욱더 해롭고, 여자에게는

병이 생기며, 만일 姙娠이 되면 癲癎과 바보, 멍청이, 벙어리, 귀

28) 葉桂 原著, 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 제2기졸업준비위원회 譯. 國譯 섭천

士女科. 대성문화사, 서울, pp 385〜390, 1995. <男女情興> 男女和悅, 彼

此精動而後行之, 則陽施陰受, 而胚胎成, 是以有子. 若男精已至而女心未

動則玉體纔交, 瓊漿先吐, 陽精雖施而陰不受矣. 若女精已至, 而男志或異,

則桃浪徒飜, 玉露未滴, 陰血雖開, 而陽無人矣, 陰陽乖離, 成天地不交之

否, 如之何能生萬物哉.

<種子時候> 天地生物, 必有絪縕之時, 萬物化生, 必有樂育之候, 猫犬至

微, 將受孕也. 其雌必狂呼而奔跳, 以絪縕樂育之氣, 觸之而不能自止耳,

此天地之節氣, 生化之眞機也. 婦人於經盡之候, 必有一日, 子宮內, 挻出

蓮花蕊子, 氣蒸而熱, 神昏而悶, 有欲交接不可忍之狀, 此受精結胎之候也.

於此時, 逆而取之, 則成丹, 順而取之, 則成胎. 但婦人, 每含羞, 不肯言耳,

男子順預告之, 令自言, 則一擧卽中矣.

<進火妙訣> 玉湖須淺泛(淺則女美), 重載却成憂(深則女傷), 陰血先參聚

(女血先來), 陽精向後流(男精後至), 紅花含玉露(血裏精則生男), 平步到

瀛州(直上成胎).

<男有三至> 男女未交合時, 男有三至者, 謂陽道奮昻而振者, 肝氣至也.

壯大而熱者, 心氣至也. 堅勁而久者, 腎氣至也. 三至俱足, 女心之所悅也.

若痿而不擧, 肝氣未至也. 肝氣未至而强合, 則傷其筋, 其精流滴而不射矣,

壯而不熱者, 心氣未至也. 心氣未至而强合, 則傷其血, 其精淸冷而不暖矣.

堅而不久者, 腎氣未至也. 腎氣未至而强合, 則傷其骨, 其精不出, 雖出, 亦

少矣. 求嗣者, 所貴寡慾淸心, 心養肝, 心腎之氣也.

<女有五至> 男女未交之時, 女有五至者, 面上赤起, 眉靨乍生, 心氣至也.

眼光涎瀝, 斜視送情, 肝氣至也. 低頭不語, 鼻中涕出, 肺氣至也. 交頸相偎,

其身自動, 脾氣至也. 玉戶開張, 瓊漿浸潤, 腎氣至也, 五氣俱至, 男子方與

之合, 而行九淺一深之法, 則情洽意美, 無不成胎矣.

<女有五傷> 交合之時, 女有五傷, 一, 陰戶尙閉不開, 不可强刺, 刺則傷

肺. 二, 女興已動, 男子不從, 興過始交, 則傷心, 致經不調, 三, 以少陰而遇

老陽, 玉莖不堅, 擧而易軟, 女情不暢, 則傷肝, 必至盲目. 四, 經水未盡, 男

强逼合則傷腎. 五, 男子酒醉交戰, 莖物堅硬, 久刺不止, 女情已過, 陽興不

休, 則常腹, 五傷之候 安得有子.

<女有五候> 嬌吟低語, 心也. 合目不開, 肝也. 咽乾氣喘, 肺也. 兩足或屈

或伸, 仰臥如屍, 脾也. 口鼻氣冷, 陰戶瀝出粘滯, 腎也. 五者快美之極, 男

子識其情而採之, 不獨有子, 且有補助之益

<遲速異勢> 陰陽情質, 稟有不齊, 精固者, 常遲, 精不固者, 常速, 遲者,

嫌速則猶饑待食, 及嚥不能, 速者畏遲, 則猶醉添杯, 欲吐不得, 遲速不侔,

何以成胎. 故以遲遇速, 宜出奇, 由逕, 勿逞先聲, 以速遇遲, 宜靜以自持,

挑而後戰, 則適逢其會矣.

<强弱殊情> 陽强陰弱, 則畏如蜂躉, 避如戈矛, 陽弱陰强, 則聞風而靡, 望

塵而北, 强弱相凌, 而勢不能敵, 何以受孕, 然撫弱有道, 必居仁由義, 務得

其心, 克强固難, 非聚精會神, 安奪其魄, 誠得此法, 以治, 則强不足畏, 弱

不足慮矣.

<童稚不孕> 方苞方萼, 生氣未舒, 甫童甫笄, 天癸未裕, 曾見有未實之粒,

可爲種, 未足之蠶, 可爲繭乎. 强費心力, 卽曰姑俟異日, 而年衰者, 其能待

乎. 是坐失其時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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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리, 절름발이, 장님이 되거나, 병이 많이 생겨서 오래 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자식이 생길 수 있다. 또 해와 달, 별, 불빛

등의 아래에서나 사당이나 절간에서나 우물, 부엌, 뒷간에서나

무덤이나 송장 곁에서는 다 성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성생

활 때 위에서 말한 것을 피하면 복덕이 있어서 현명한 인물이 태

어나서 성품과 행실이 온순하고 단정하여 집안이 날로 융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복하여 우둔하고 미련하며, 악한

자식이 태어나 성품과 행실이 나쁘고 험악하여 어떤 일이든지

되지 않으며, 집안이 날로 몰락한다. 화와 복의 응함이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빠르니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29).

3) 『葉天士 女科』

『千金方』과 동일30).

4. 受胎可能時期

1) 『東垣十書』

대체로 사람이 처음 생길 때는 자궁이 비로소 깨끗해지기

시작하므로 1일, 2일, 3일 된 때는 精이 血을 이기기 때문에 男兒

가 되고, 4일, 5일, 6일에는 血이 왕성하여 精이 血을 이기지 못

해서 女兒가 된다. 이것은 두 물질이 서로 어울릴 때 언제나 몸

보다 먼저 생기는 것을 神이라하며, 精이라고도 하는데, 도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의 면목이라는 것이 이것이다31).

2) 『丹溪心法』

姙娠될 때 精과 血이 먼저 오고 뒤에 오는 것으로써 아들과

딸을 구별한다고 楮澄이 말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의심한다. 東

垣은 月經이 끝난 다음 1∼2일이 되어 精이 血을 이기면 남자가

되고, 4∼5일이 되어 血이 精을 이기면 여자가 된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정확하지 못하다. 易에는 “乾道는 남자가 되고, 坤道는

여자가 된다”고 하였다. 대체로 乾, 坤은 陰陽의 본성이고, 왼쪽

과 오른쪽은 陰陽의 길이며, 남자와 여자는 陰陽의 표현이다. 아

버지의 精과 어머니의 血이 감응되어 합치는데, 정액이 배설되는

것은 陽이 주는 것이고, 血이 그것을 싸는 胞가 되는 것은 만물

이 坤元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음과 양이 交媾하여 姙娠이 된다.

胎兒가 있는 곳을 자궁이라 하는데, 한 가닥은 아래로 늘어져 있

다. 위에는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

나는 오른쪽으로 가 있다. 精이 그 血을 이길 때인 剛日 陽時에

감응되면 陽이 主가 되기 때문에 왼쪽자궁에서 氣를 받으므로

남자가 되고, 精이 血을 이기지 못할 때인 柔日 陰時에 감응되면

陰이 主가 되기 때문에 氣를 오른쪽 자궁에서 받게 되고 여자가

29) 孫思邈 著, 眞本千 編, 李景榮, 蘇禮, 焦振廉 校訂. 孫眞人千金方.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 23, 1996. 凡男女交會當避丙丁日 及弦望晦朔 大風大

兩大露大寒大暑 大雷電大霹靂天地晦 冥 日月薄蝕 虹霓地動則 損人神不

吉 損男白倍 令女得病 有子必癩痴頑愚瘖瘂聾瞶攣跛盲眇多病短壽不孝

不仁 又避日月火光 星辰之下 神廟佛寺之中 井竈圊厠之側 塚墓尸樞之傍

皆所不可 夫妻交合如法則有福德大智善人降詫胎中 仍令性行調順 家道

日隆 若不如法則 薄福愚痴惡人來詫胎中 令性行凶險 所作不成 家道日

否. 禍福之應有如影響 可不思之

30) 葉桂 原著, 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 제2기졸업준비위원회 譯. 國譯 葉天

士女科. 서울, 대성문화사, p 391, 1995.

31) 李東垣 著, 陳柱杓 註釋, 金元四大家 醫學全書 蘭室秘藏, 서울, 法仁文化

社, pp 803-804, 2007. 夫人之始生也血海始淨一日二日三日精勝其血則爲

男子四日五日六日血脉已旺精不勝血則爲女子乃二物相薄長先身生謂之

神又謂之精道與釋二門謂之本來面目是也

된다32).

3) 『醫學正傳』

대체로 아이를 낳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여자의 月經이

고른지 아닌지를 보아야 한다. 혹 고르지 않으면 반드시 약을 써

서 고르게 해야 한다. 月經이 고르게 된 다음에는 성생활을 하는

시기와 방법을 잘 맞추어서 하되, 姙娠이 될 시기를 놓치지 말아

야 한다.

대개 月經이 끝나고 金水가 생기는데, 이때는 자궁이 열려

있으므로 정액을 받아 姙娠을 할 때이며, 신묘하게 합치한 음양

이 조화된 太和의 시기이다. 이러한 좋은 시기를 놓치면 자궁이

닫혀서 姙娠하지 못한다.

月經이 끝난 후 1일과 3일, 5일에 성생활을 하면 남자가 되

고, 2일, 4일, 6일에 성생활을 하면 여자가 된다. 이 시기가 지나

면 姙娠이 되지 않는다. 또한 子時이후에 성생활을 해야 좋다33).

4) 『萬病回春』

月經이 2일 반에 끝나는 것도 있고, 3일에 끝나는 것도 있으

며, 또는 부인의 血氣가 왕성하여 6∼7일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다만 月經의 색깔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 깨끗한 흰 솜이나

헝겊으로 陰門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아 금빛이 나면 姙娠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고, 선홍색이면 아직 깨끗해 지지 못하였으므로

姙娠하지 못한다. 빛이 연한 것은 때가 늦은 것이다. 그러나 궂은

피가 다 나가고 새로운 피가 금빛 같을 때가 좋은 시기 이므로,

이 때 성생활을 하면 姙娠이 되지 않는 일이 없다34).

5) 『東醫寶鑑』

아이를 낳으려면 오직 月經이 끝난 후 1일, 3일, 5일 가운데

서 그 어느 좋은 날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봄에는 甲日과 乙

日, 여름에는 丙日과 丁日, 가을에는 庚日과 辛日, 겨울에는 壬日

과 癸日이다. 이러한 날들의 夜半이후에 生氣가 躍動할 때 성생

활을 하면 대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반드시 오래 살

수 있고 똑똑하다. 2일, 4일, 6일 가운데서 그 어느 날 성생활을

하여 姙娠이 되면 반드시 딸을 낳는다. 6일 이후에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35).

32) 朱震亨 著, 陳柱杓 註釋, 金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p 25,

2007. 成胎以精血之後先分男女者楮澄之論也愚竊惑焉東垣曰經斷後一二

日精勝血者成男四五日血勝精者成女此亦未瑩易曰乾道成男坤道成女夫

乾坤陰陽之性情也左右陰陽之道路也男女陰陽之儀象也父精母血因感而

會精之泄陽之施也血能攝之陰之化也精成其子此萬物之資始於乾元也血

成其胞此萬物資生於坤元也陰陽交媾胎孕乃疑胎之所居名曰子宮一系在

下上有兩岐一達於左一達於右精勝其血及剛日陽時感者則陽爲之主受氣

於左子宮而男形成精不勝血及柔日陰時感者則陰爲之主受氣於右子宮而

女形成矣

33)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 355, 1986. 凡欲求嗣必先視其婦之經

脉調否其或未調 必以藥而調之經脉旣調宜以人事副之按其法而行之庶不

失其候也..盖婦人月經方絶金水纔生此時子宮正開乃受精結胎之候妙合太

和之時過此佳期則子宮閉而不受胎矣. 月經行後一日三日五日交會者成男

二日四日六日交會者成女過此則不孕矣亦要在子時後方可也

34) 龔廷賢 撰 , 陳柱杓 編譯, 對譯 萬病回春. 서울, 법인문화사, p 790, 2007.

婦人經水來時有兩日半淨者三日而淨者亦有女人血旺氣盛六七日淨者但

觀寶田經水之顔色何如耳乃以潔白之物或綿或帛夾之于戶口取而目之金

色者佳期也鮮紅者未淨不及也淺淡者大過也惟以敗血去淨新血生如金者

爲佳期此時交合無不成矣

35) 許浚 編著,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東醫寶鑑. 서울, 동의보감출판사, p

1850, 2005. 欲求子者但待婦人月經絶後一日三日五日擇其旺相日如春甲

乙夏丙丁秋庚辛冬壬癸以生氣時夜半後乃施瀉有子皆男必壽而賢明二日

四日六日施瀉有子必女過六日後勿爲施瀉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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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十月養胎說과 姙娠의 維持

1) 『諸病源候論』

姙娠 1개월은 胎胚라고 하는데 足厥陰脈이 養하고, 2개월은

始膏라고 하며 足少陽脈이 養하며, 3개월은 始胎라고 하는데 手

厥陰心包脈이 養하게 된다. 4개월이 되면 비로소 血脈이 形成되

는데 手少陽脈이 養하게 되고, 5개월에는 비로소 氣가 形成되니

足太陽脈이 養하게 되며, 6개월에는 비로소 筋이 形成되는데 足

陽明脈이 養하게 되고, 7개월에는 비로소 骨이 形成되며 手太陰

脈이 養하게 되고, 8개월에는 비로소 膚革이 形成되어 手陽明脈

이 養하게 되며, 9개월에는 비로소 毛髮이 形成되는데 足少陰脈

이 養하게 되고, 10개월에는 五臟六腑, 關節, 人身이 모두 갖추어

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대략이다.

姙娠 一月에는 힘써 일하지 말고 잘 때는 반드시 안정해야

하고, 二月에는 반드시 조용한 곳에서 거처하고, 남자는 과로하

지 말라. 三月에는 단정히 맑은 곳에 앉아있고, 四月에는 항상 形

體를 고요히 하라. 五月에는 반드시 자다가 늦게 일어나고 목욕

하면서 옷을 빨며, 깊은 곳에서 거처하고, 옷을 두껍게 입고, 아

침으로 햇빛을 받아 추운기운을 피하고 크게 피로하지 말라. 六

月에는 몸을 약간 움직여라. 고요한 곳에 있지 말고 들에 나가

놀고, 자주 달리는 것을 보고 달리는 말을 보아라. 七月에는 힘써

일하고 사지를 움직여 하여금 정하여 그치지 말라. 몸을 움직이

고 거처함에 반드시 燥하라. 八月에는 마음을 和하게 하고 호흡

을 고요하게 하여 氣가 極하지 않게 하라. 九月에는 혁대를 느슨

히 하고 스스로 유지하고 출산을 기다려라36).

2) 『三因極一病証方論』

父母가 처음 交會할 때 자식은 父母의 精血을 빌려 그 사이

에서 나온다. 그런 뒤에 임신이 이루어지니 元氣의 시작을 이름

이다. 一月은 血聚하니 始胚라하고, 二月은 精凝하니 始膏라한

다. 三月은 成形하니 비로소 胎라 한다. 이것은 차례가 없는 것이

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이라하니 이미 三으로써 이

루어졌으므로 개월에 따라 나눌 필요가 없다. 成形之後에 陰陽이

변화를 베풀어 男女가 비로소 나뉜다. 그러므로 外象을 보는 것

에 따라 內로 感하게 된다. 四月에는 手少陰君火氣로써 養精하

고, 五月에는 手太陰濕土氣로써 養肉하고, 六月에는 手少陽相火

氣로써 養氣한다. 七月에는 手陽明金氣로써 養骨하고 八月에는

手太陽水氣로써 養血하며, 九月에는 手厥陰木氣로써 養筋하며,

十月에는 臟腑가 모두 갖추어지고, 神明이 이미 완전하니 때를

기다리면 태어난다. 이것은 모두 胎의 시작을 이루고 끝을 이루

는 바를 기르는 것이다. 만약 능히 기르는 자가 오직 모체에만

36) 巢元方 著. 南京中醫學院校釋,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142-1153, 1982. 妊娠 一月名胎胚, 足厥陰脈養之, 二月名始膏, 足少

陽脈養之, 三月名始胎, 手心主脈養之.當此之時, 血不流行, 形象始化, 未

有定儀, 因感而變.欲子端正莊嚴, 常口談正言, 身行正事, 欲子美好, 宜佩

白玉, 欲子賢能, 宜看詩書, 是謂外象而內感者也.四月始成其血脈, 手少陽

脈養之, 五月始成其氣, 足太陰脈養之, 六月始成其筋, 足陽明脈養之, 七

月始成其骨, 手太陰脈養之, 八月始成膚革, 手陽明脈養之, 九月始成毛髮,

足少陰脈養之, 十月五臟․六腑․關節․人神皆備, 此其大略也.

姙娠一月不爲力事寢必安靜 二月居必靜處男子勿勞 三月端坐淸處 四月

常靜形體 五月臥必晏起 沐浴浣衣 深其居處 厚其衣裳 朝吸天光 以避寒

殃 無大勞倦 六月身欲微勞 無得靜處 出遊於野 數觀走及視走馬 七月勞

身搖肢 無使定止 動作屈身 居處必燥 八月和心靜息 無使氣極 九月緩帶

自持而待之

있는 경락이 실어주는 바에 의지하여 때맞춰 길러주고, 망령되이

음식을 먹거나 침, 뜸을 맞거나, 과로하거나 안일한 것을 하지 않

으면, 胎가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도 상하지 않을 것이

다37).

3) 『婦人良方大全』

『諸病源候論』과 上同.

姙娠婦는 매달 주관하는 경락에 침이나 뜸을 놓아서는 안

된다. 침이나 뜸을 놓으면 반드시 流産한다38).

4) 『醫學入門』

(1) [一月]

사람의 발생이 있게 되는 것은 어미의 血室이 처음 열려서

비로소 배란이 되고, 아비의 축축한 정액과 정자가 마침 이르러

난자를 뚫고 들어간 뒤에는 난자의 陰幕이 이미 翕하여 마치 자

루가 꼬이는 것과 같이 되어 그 精血이 衝氣를 틈타서 자연히 돌

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마치 말똥구리벌레가 물기 있는 똥을 먹

으며 입에 물어서 한 덩이의 둥근 구슬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기

를 9일간을 한 호흡이라도 정지함이 없이 한 뒤에, 음양이 크게

정해주고 검은 것과 누른 것이 相包하여 밖이 실을 감아 놓은 瑪

瑙와 비슷하게 되고 그 가운데가 자연히 꺼지면서 한 구멍을 이

루어 空洞虛圓하여 달걀 노른자위의 一穴이 있는 것과 相似하게

되고 덩어리의 거죽은 氣가 스스로 엉기어 胞衣가 되는 데 初薄

漸厚하게 되어 마치 미음이나 콩물표면에 스스로 한 껍질이 엉

기고 中竅가 날마다 발생하여서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되고 精血이 날마다 변화하여 있는 것으로부터 없는 것으로 되

어 9일후에는 다음 9일을 지나고 또 다음 9일을 지나서 무릇 27

일이 지나면 1개월에 해당한 일수가 되는 것이니 그 구멍에 자연

히 一粒이 엉겨서 마치 露珠와 같은 것이 된다. 이것이 곧 太極

이 動하여 陽을 발생한 것이며 天一生水한 것이니 胚라고 부르

는 것이다. 足厥陰脉이 주관하는 것이니 此月에는 月經이 폐지하

되 潮熱도 나지 않으며, 아픈 것도 없으며 음식 먹는 것이 조금

平日과 다를 것이니 무리한 모든 觸犯행위 및 경솔히 복약하는

일은 불가하다.

(2) [二月]

또 3×9=27일이 지나면 2개월의 일수가 된다. 이때는 露珠가

적색으로 변성하여 마치 桃花의 꽃잎 조각과 같이 된다. 이것은

태극이 靜하여 陰을 발생한 것이고 地二生火한 것이니 腪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足少陽脉이 주관하는 것이니 이번 달에는 腹中이

37) 陳言. 三因極一病証方論.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 236, 1983. <養胎大

論> 父母敎會之初 子假父母精血 投識於其間 然後成任 元氣質始之謂也

一月血聚 謂之始胚 二月精凝 謂之始膏 三月成形 謂之始胎 此亦無次第

中次第也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旣以三而成 故不得不數月而

分也 成形之後 陰陽施化 男女始分 故隨見外象而有感於內 四月始手少陰

君火氣以養精 五月手太陰濕土氣以養肉 六月手少陽相火氣以養氣 七月

手陽明金氣以養骨八月手太陽水氣以養血 九月手厥陰木氣以養筋 十月臟

腑具備 神明已全 俟時而生 此皆所養胎息之所成始成終也 若能養者 惟在

乃母 依經所載而時養之 無忘服食針灸 勞逸等 不特傷胎 亦能自傷

38) 陳自明 撰. 婦人大全良方. 서울, 광산출판사, pp 486-496, 2003. 婦人懷

胎一月之時足厥陰脉養○二月足少陽脉養○三月手心主脉養○四月手少

陽脉養○五月足太陰脉養○六月足陽明脉養○七月手太陰脉養○八月手

陽明脉養○九月足少陰脉養○十月足太陽脉養○諸陰陽各養三十日活兒

手太陽少陰不養者下主月水上爲乳汁活兒養母○四時之令始于春木故胎

養始於肝膽也 ○姙婦不可灸刺其經必墮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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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動하는 감각이 있기도 하고 혹은 動하는 감각이 없기도 하

여서 오히려 姙娠이 아니라고 홀로 의심할 수 있으나, 만일 吐逆

하여 酸味생각이 난다면 명칭을 惡阻라 하는 것이니 姙娠이 분

명한 것이다. 혹은 어떤 한 물질을 편식으로 좋아하면 이것은 어

느 一藏이 허한 때문이니 예를 들면 酸物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肝藏이 다만 養血을 하여 허해졌기 때문이다.

(3) [三月]

또 3×9=27일이 지나면 즉 3개월의 일수가 되는 것이니 대체

로 백일 사이에 남녀의 形影이 변성하되 마치 맑은 콧물 속에 白

絨이 있는 것과 相似하게 되어 人形을 이루고 코와 자웅의 두 생

식기는 먼저 분명히 이루어지고 기타 모든 전체를 은연히 다 갖

추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胎라고 부른다. 이것이 우주본체인 태

극에서 乾道는 남성을 이루고 坤道는 여성을 이룬다고 한 것이

다. 手厥陰心胞脈인 相火가 주관하는 것이므로 胎가 이때에 가장

동하기 쉬우니 芩朮湯을 쓰거나 혹은 이것을 丸으로 만들어 자

주 먹으면 最妙하다.

(4) [四月]

姙娠 4개월이 되면 남녀의 性이 이미 구별되었고 처음으로

水精을 받아서 血脈의 형태를 이루며 六府를 갖추어서 순성하게

되는 것은 手少陽三焦脉이 주관하는 것이다.

(5) [五月]

姙娠 5개월이 되면 처음으로 火精을 받아서 陰陽의 氣를 이

루며 筋骨과 四肢가 이미 이루어지고 毛髮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니 足太陰脾脉이 주관하는 것이다.

(6) [六月]

姙娠 6개월이 되면 처음으로 金精을 받아서 筋을 이루며 口目

이 다 이루는 것이니 足陽明胃脉養胎이 주관하는 것이다. 5〜6개

월이 되어서 태가 불안한 자는 安胎飮 固胎飮을 善用할 것이다.

(7) [七月]

姙娠 7개월이 되면 처음으로 木精을 받아서 뼈를 이루며 皮

毛를 이미 이루었고 그 정신의 魂이 유행하여 능히 左手를 움직

이게 되는 것이니 手太陰肺脉이 주관하는 것이다.

(8) [八月]

姙娠 8개월이 되면 처음으로 土精을 받아서 피부를 이루며

形骸가 점점 자라며 九竅가 다 생기고 그 정신의 魄이 유행하여

능히 右手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 手陽明大腸脉養胎이 주관하

는 것이다.

(9) [九月]

姙娠 9개월이 되면 처음으로 石精을 받아서 皮毛와 百節을

이루어 다 구비하면 그 몸을 세 번 회전하는 것이니 足少陰腎脉

이 주관하는 것이다.

(10) [十月]

姙娠 10개월이 되면 생명의 기운을 받은 것이 충족하여 五

藏六府의 작용이 일제히 상통하고 天地氣를 丹田에 들여보내서

모든 關節과 人神으로 하여금 다 구비하게 되는 것이니 足太陽

膀胱脉이 주관을 한다.

그런데 전 經脈중에 오직 手少陰經인 心과 手太陽經인 小腸

만이 오로지 주관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은 心은 君主의 官能으

로서 항상 전체를 總括하기 때문이다39).

5) 『景岳全書』

陳臨川이 말하기를 “일찍이 巢氏가 말한 姙娠脈養의 이치를

생각해보니 만약 足厥陰肝脈, 足少陽膽脈은 하나는 臟이고 하나

는 腑이면서 表裏의 經이 되는데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그리

고 四時의 時令은 반드시 春木에서 시작되는 까닭으로 十二經의

영양은 肝膽에서 시작하게 되고, 소위 1개월, 2개월을 養胎하게

되며, 手厥陰心包脈과 手少陽三焦脈은 火에 속하고 여름에 왕성

하여서 3개월 4개월의 胎를 養하게 되고, 手少陰, 手太陽은 心脈

이고 君主의 官이니 主宰하는 것이 없다. 足太陰脾脈과 足陽明胃

脈은 土에 속하고 長夏에 왕성하니 5개월, 6개월의 胎를 養하게

되며, 手太陰肺脈과 手陽明大腸脈은 金에 속하고 秋에 왕성하니

7개월, 8개월의 胎를 養하며, 足少陰腎脈은 水에 속하고 겨울에

왕성하여 소위 9개월의 胎를 養하게 되는데 하물며 母의 腎臟에

胎가 묶여 있으니 母의 眞氣에 子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10개

월째가 되면 兒가 母의 뱃속에서 諸藏氣脈의 滋養을 충분히 받

은 연후에 시간을 기다려서 出生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論은

진실로 지극한 이치가 있는 것인데 거듭 세상에 이것을 더 밝힌

것이 있다 하여도 역시 巢氏의 論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이로 인해 그 說을 敍述한 것이다”라고 하였다40).

6) 『女科經綸』

姙娠 십 개월 동안의 養胎는 木에 해당되는 足厥陰肝에서

39) 李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pp

1487-1490, 2009. 夫人之有生也母之血室方開 父之精潮適至陰幕旣翕如

布袋絞紐而精血乘衝氣自然旋轉不息 如蜣蜋之滾糞呑啖含 受成一團圓璇

璣 九日一息不停然後 陰陽大定 玄黃相包外似纏絲瑪瑙 其中自然虛 成一

竅 空洞虛圓與鷄子黃中一穴相似 而團圓之外氣自凝結爲胞衣 初薄漸厚

如彼米飮豆漿面上自結二皮中竅日生從無入有 精血日化從有入無九日之

後次九又九凡二十七日卽成一月之數竅自然凝成一粒如露珠然乃太極動

而生陽天一生水謂之胚 足厥陰脉養胎此月經閉無潮無痛飮食稍異平日不

可觸犯及輕率服藥.

又三九二十七日卽二月數 此露珠變成赤色如桃花瓣子 乃太極靜而生陰

地二生火謂之腪 足少陽脉養胎 此月腹中或 或不動猶可狐疑 若吐逆思酸

名曰惡阻 有孕明矣 或偏嗜一物乃一藏之虛 如愛酸物乃肝藏正能養血而

虛也.

又三九二十七日卽三月數 百日間變成男女形影 如淸鼻涕中有白絨相似以

成人形 鼻與雌雄二器先就分明 其諸全體隱然可悉斯謂之胎 乃太極之乾

道成男坤道成女也 手心主心包絡脉養胎 此時胎最易動芩朮丸頻服最妙.

是月男女已分 始受水精以成血脉形像具六府順成 手少陽三焦脉養胎

始受火精以成陰陽之氣筋骨四肢已成毛髮始生足太陰脾脉養胎.

始受金精以成筋口目皆成 足陽明胃脉養胎 若胎動宜安胎飮.

始受木精以成骨皮毛已成遊其魂能動左手手太陰肺脉養胎.

始受土精以成皮膚形骸漸長九竅皆成遊其魄能動右手手陽明大腸脉養胎.

始受石精以成皮毛百節畢備三轉其身 足少陰腎脉養胎.

受氣足五藏六府齊通納天地氣於丹田使關節人神皆備待時而生 足太陽膀

胱脉養胎.

惟手少陰手太陽無所專主者以君主之官無爲而已.

40)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한미의학, pp 1763-1765, 2006.

胎候 十九

陳臨川曰: 嘗試推巢氏所論云妊娠脈養之理, 若足厥陰, 肝脈也, 足少陽,

膽脈也, 爲一臟一腑, 表裏之經, 餘皆如此.且四時之令, 必始於春木, 故十

二經之養, 始於肝膽, 所以養胎在一月二月.手心主, 心胞絡脈也, 手少陽,

三焦脈也, 屬火而夏旺, 所以養胎在三月四月.手少陰手太陽, 乃心脈也, 以

君主之官, 無爲而尊也.足太陰, 脾脈也, 足陽明, 胃脈也, 屬土而旺長夏, 所

以養胎在五月六月.手太陰, 肺脈也, 手陽明, 大腸脈也, 屬金而旺秋, 所以

養胎在七月八月.足少陰, 腎脈也, 屬水而旺冬, 所以養胎在九月.又況母之

腎臟繫於胎, 是母之眞氣, 子之所賴也.至十月, 兒於母腹之中, 受足諸臟氣

脈所養, 然後待時而生.此論誠有至理, 世更有明之者, 亦未有過於巢氏之

論矣, 余因述其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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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는 이론에 관해, 『聖濟經』에서는 “원래 四時의 化生

은 木에서부터 시작되고 十二經이 養胎하는 것도 肝에서 시작된

다. 肝을 滋養하는 經脈은 足厥陰의 脈이다. 厥陰에서 시작하여

太陽의 脈에 이르기까지 姙娠 1개월부터 10개월이 될 때까지 누

적된다. 五行에 따른 相生의 氣는 天地와 서로 부합되는 數로서

모두 여기에 있게 된다. 그런데 手少陰과 手太陽經은 전문적으로

養胎하는 달이 없다. 이는 君主의 官으로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母의 眞氣에 의존하여 胎兒의 形을 기

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愼齋는 “사람이 胞門에서부터 受胎

를 하기 시작하면 手足의 十二經脈의 氣血이 두루 돌면서 모두

胎元을 감싸고 기르게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달수에 따라 經脈

이 구분되고 특정 經脈이 姙娠의 특정 달수에만 養胎할 리가 있

겠는가?”라고 하였다41).

7) 『葉天士 女科』

(1) [初月胎形]

이 달에는 아직 宮羅에 있지 않고 裩戶之間에 있으며 아직

腹內에 入하지 않는데 만약 寒熱疼痛이 없으면 藥을 服用하지

말고 더욱이 房勞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니 그리하면 暗産하

게 된다.

(2) [二月胎形]

이 달에는 母에서 陰戶內 6, 7寸에 있고 이미 腹內에 있으며

衣裏에 入하지 않아 或 動하고, 或 不動하여 마치 여우가 의심하

는 듯하고, 만약 吐逆, 呑酸하면 孕이 분명하다. 혹 一物을 지나

치게 좋아한 즉 예를 들어 一臟이 虛하며 마치 酸物을 좋아하는

것은 이에 肝臟이 養血하지 못하므로 虛한 것이다.

(3) [三月胎形]

形이 마치 蠶繭과 같고 점점 長大해지고 一頭가 大하고 一

頭가 小하고 그 頭가 다소 둥글며 宮羅에 入하지 않고 이미 臍에

至하거나 臍下에 至하여 희미하게 薄衣胞裏가 있어 이에 太極이

乾道에 男이 成하고 坤道에 女가 成한다. 故로 胎라 한다. 이 달

에는 胎가 가장 動하기 쉬우므로 가장 잘 防禦해야 한다.

(4) [四月胎形]

이 달에는 이미 宮羅의 室로 들어가고 衣裏가 점차 丹田에

이르고 牛, 馬, 猪의 頭와 諸般의 發毒之物을 먹는 것을 忌하여라.

(5) [五月胎形]

이 달에 이미 宮室에 入하고 胎가 安隱하고 만져보면 마치

盞을 엎어 놓은 것 같으면 男兒이고, 마치 팔꿈치 모양같은 것이

길쭉하게 두드러지면 女兒이다.

(6) [六月胎形]

이 달에는 男胎는 左로 움직이고, 女胎는 右로 움직이며 항

상 臍中에 있고 점점 浮上하여 마치 고기가 浮水하는 것과 같다.

41)蕭壎 原著, 김동일·김민성 公譯. 女科經綸新解. 서울, 보명북스, pp

116-117, 2006. 『聖濟經』 曰: 原四時之化始於木, 十二經之養始於肝,

滋肝之經, 足厥陰之脈也. 自厥陰次之, 至於太陽, 自一月積之, 至於十月.

五行相生之氣, 天地相合之數, 擧在於是. 然手少陰太陽之經無所傳養者,

以君主之官, 無爲而已, 是皆母之眞氣所賴以養形者也.

愼齊按: 已上三條, 序受胎之始, 分十二經脈以養胎也. 人自受胎於胞門,

則手足十二經脈, 其氣血周流, 俱以擁養胎元, 豈有遂月分經, 某經養某月

之胎之理?

(7) [七月胎形]

이 달에는 男胎는 左脇을 향하여 움직이고, 女胎는 右脇을

향하여 움직인다. 七月이 이미 足하여 역시 降生하여 人이 成하

게 되어서 姙娠된 것이 이때에 이르러 行步가 困難해진다.

(8) [八月胎形]

이 달에는 臟腑가 갖춰지고 毛髮이 모두 生하고 元神이 모

두 眞靈을 降한다.

(9) [九月胎形]

이 달에는 穀氣가 胃에 入하고 眼에 光이 있고 鼻에 氣가 있

고 耳가 들을 수 있으며 宮室이 펼쳐져 生人이 정해진다.

(10) [十月胎形]

氣를 足히 받아 五臟六腑가 가지런히 갖추어지고 天地의 氣

를 丹田에 받아들여 關節과 人神이 모두 갖추어 지고 때를 기다

려 나온다.

十月이 넘어서 나오는 者는 富貴하고 長壽하며 月이 不足한

者는 貧賤하고 夭折한다42).

고 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출산을 기

피하는 문화 뿐만이 아니라 불임도 주원인중 하나다43).

불임의 치료로 양방에서 시행되는 보조생식술은 초기에 난

관폐쇄, 난관절제, 난관결찰 등과 같은 난관인자 불임증이 주가

되었으나, 현재는 난관인자와 남성인자를 비롯한 원인불명, 자궁

내막증, 면역학적 요인, 조기난소부전, 중증 골반유착으로 인한

불임으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으며44)45). 다른 대체요법을 강구

42) 葉桂 原著, 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 제2기졸업준비위원회 譯. 國譯 葉天

士女科. 서울, 대성문화사, pp 116-120, 1995. [初月胎形]婦人初受胎, 一

點精血, 凝成一粒, 形如珠露, 及太極動, 而生陽, 天一生水, 謂之胚, 此月

未有宮羅, 在裩戶之間, 未入腹內, 若無寒熱疼痛, 不必服藥, 尤不可觸犯

房勞, 致成産.

[二月胎形]姙娠受胎, 一月滿足, 精血近陽, 珠露變成赤色, 形如桃花辨子,

及太極靜, 而生陰, 地二生火, 謂之腪, 此月在母 陰戶內六七寸, 已入腹內,

未入衣裏, 或動, 或不動, 猶有狐疑, 若吐逆呑酸, 有孕明矣. 或偏嗜一物,

則如一臟之虛, 如受酸物, 乃肝臟不能養血, 而虛也.

[三月胎形]三月, 形如蠶繭, 漸漸長大, 一頭大, 一頭小, 其頭微圓, 未入宮

羅, 已至臍至臍下, 微有薄衣包裏, 及太極, 乾道成男, 坤道成女也. 故謂之

胎. 此月胎最易動, 最宜防護.

[四月胎形]四月, 男女已分, 胎受水精, 以成血脈, 形體初具, 六腑順成, 此

月已入, 宮羅之室, 衣裏, 漸至丹田之所, 忌食牛馬猪頭, 諸般發毒之物.

[五月胎形]五月, 胎受火精, 以成其氣, 筋骨四肢初成, 毛髮胎生, 此月已入

宮室, 其胎安穩, 令人摸之, 如覆盃者, 男, 如肘頸參差起者, 是女也.

[六月胎形]六月, 胎受金精, 以成其筋, 口目皆成, 此月男動左, 女動右, 常

在臍中, 漸漸浮上, 如魚浮水, 一般

[七月胎形]七月, 受木精, 以成其骨, 皮毛初成, 游其魂, 能動在手, 此月,

男向左脇動, 女向右脇動, 七月已足, 亦有降生成人, 所以姙娠, 至此, 行步

艱難.

[八月胎形]八月, 胎受土精, 以成皮膚, 形骸漸長, 九竅皆成, 游其魄, 能動

右手, 此月臟腑具, 毛髮俱生, 元神俱降眞也.

[九月胎形]九月, 胎受石精, 以成皮毛, 百節畢備, 三轉其身, 此月穀入胃,

眼有光, 鼻有氣, 耳有聞, 宮室羅布, 以生人.

[十月胎形]十月, 受其足, 五臟六腑齊備, 納天地氣於丹田, 關節入神, 皆

備, 待時而生, 其有延月而生者, 富貴而壽, 月不足者, 貧賤而殀.

43) 안성호·이일한·고희은·정경남·심의섭·고재환·김용봉, 원인불명 불임증

환자 치료를 위한 과배란 유도후 자궁내 인공수정술시 임신율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5(11):189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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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46)47)48).

한의학에서도 임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역대 문헌

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며, 풍부한 임상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9), 아직까지는 불임, 난임에 대한 치료의 접근방식이 변증론치

에 의한 약물치료나 침구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불임은 腎虛, 肝鬱, 痰濕, 濕熱, 血瘀, 血虛로 변증분류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있으며49), 현재 불임의 약물치료와 침치료 효과

에 대한 많은 임상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48,49).

한의학 문헌에서는 ‘求嗣’라 하여 임신이 잘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는데 약물치료법 이외에도 임신이 잘되는 여자의

形相, 性情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기타 문헌에 性交方法, 姙娠

중의 개월별 養胎法등에 대한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관심 있게 볼 내용으로 한의학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 있는 性情과 여성의 외형적 특성이 임신능력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불임은 대표적 심신질

환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50). 또한 한의학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 있는 性情 이외에도 여성의 외형적 특성이 임신능력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姙娠 능력에 영향을 주는 性情에 대한 기술로는 『醫學入

門』에서 여성의 성질과 품행이 바르지 않으면 月經이 고르지

못하고 임신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외형적 특성에 대하여는 지나

치게 비만하거나 수척한 경우 외에도 얼굴이 험상궂거나 지나치

게 고운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東醫寶鑑』이

나 『葉天士 女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4,15,18)

. 한편 『景岳全

書』에는 임신능력에 영향을 주는 형상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즉, 입술, 귀, 형체, 머리카락, 이빨, 눈동자, 안색,

근육, 山根, 脣口의 색과 같은 여성의 외형이 靜, 重, 厚, 蒼하면

좋고 動, 輕, 薄, 嫩하면 나쁘다고 하였으며, 기타 목소리가 가늘

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신체의 부위는 자궁, 丹

田, 肝腎의 기능, 性情, 陰血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부위로 여기

고 있다17).

임신 능력에 영향을 주는 남녀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여성

의 임신능력과 관련하여 많은 문헌에서 자궁에 血 혹은 陰血이

부족한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21-28). 그 증상으로는 “부인이 여

위고 약해진다”고 기술하고 있으며21), 이런 여성의 경우 불임이

나 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3)

.

『景岳全書』에서는 姙娠에 관계된 疾病은 男子는 精不足

에 있고 女子는 血不足이 문제인데, 命門은 衝任의 血海이므로

44) 김석현. 보조생식술의 현재와 미래.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연수강좌. 31:

45-57, 2000.

45)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onitor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World collaborative report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2002. Hum Reprod. 24(9):2310-2320, 2009.

46) Ho M, et al. Electroacupuncture reduces uterine artery blood flow

impedance in infertile women. Taiwan J Obstet Gynecol.

48(2):148-151, 2009.

47) 배경미, 조혜숙, 이승환, 이인선. 보조생식술에 있어서 침의 중재에 대한

임상연구 동향. 대한부인과학회지 22(4)65-82, 2009.

48)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저출산지원정책

49) 한의부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상), 정담, PP 251-254,

2001.

50) 한의부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한의부인과학(상), 정담, p 104, 2001.

養育과 攝育은 모두가 命門에서 주관하므로 調經과 種子의 法은

역시 오직 命門을 塡補해야하는대 精血은 모두 命門에 있고 精

血의 원천은 또한 二陽인 心脾에 있다고 하여 心脾를 중시하였

다25,26).

이처럼 여성이 외형적 특성이 지나치게 수척하거나 수척해

지는 것은 血虛와 관련이 있고, 몸이 지나치게 살찌는 것은 자궁

에 濕과 鬱痰으로 인한 것으로 모두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21).

이외에 임신능력에 영향을 주는 증상으로, 月經이 고르지 않

고 或前 或後 或多 或小하거나, 痛하거나, 月經色의 이상한것 등

이 있는데 이는 氣血이 조화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였고22,23,28), 지나치게 年小한 경우를 들고 있다27). 또 任督脈에

병이 들면 不姙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생식기 질환으로

인한 속발성불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된다19,20).

交合하는 방법과 임신능력에 대하여는 남녀모두 寡慾과 性

交時 남녀의 화합을 중시하고 있다. 『葉天士 女科』에서 성교시

남녀의 화합의 중요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즉 “男女가 和

悅하여 彼此 精이 動한 후에 行해야 임신이 된다. --중략-- 만약

男子의 精이 이르렀으나 女子의 마음이 動하지 않으면 玉體와

겨우 交合하여도 瓊漿을 먼저 吐하며 陽精이 비록 베푸나 陰이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성교 시 남녀가 함께 성적극치감에

도달해야 母의 陰血이 父精을 받아 임신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男子에게 三至가 있으니 三至가 모두 갖추어지는 것이 女子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이며, 女子에게 五至가 있으니 五氣가 모두

이르러 男子와 더불어 交合하되 아홉 번은 얕게 한번은 깊게 하

는 방법을 行하면 情이 비슷해지고 뜻이 행복해져 胎를 이루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陽强陰弱 陽弱陰强와 같이 남녀가 强

弱의 차이가 있을 때는 强이 弱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등 성교

의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女子의 五傷과 같이 잘 못

된 交合으로 인하거나, 陰陽情質의 稟이 不齊하여 交合時 남녀의

遲速이 맞지 않아 불임되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다
30)

.

이처럼 임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녀가 함께 성적 극

치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성교하는 방법과

성교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교시 여

성의 성적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經止後 一日

은 반드시 一時辰間에 絪蘊之時가 있어서 교접욕을 참을 수 없

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가 種子時이다”라고 하여(송병기. 한방부

인과학. 행림, p 51, 1992.) 건강한 여성은 배란기에 성욕을 느낀

다고 하였고, 『東醫寶鑑․婦人門』에 求嗣를 위해 여성은 微陽

을 鼓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여성이 성욕을 느껴야 임신

이 잘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28).

『千金方』에선 陰陽交合避忌를 표현하였는데, 火氣가 성한

때와 장소, 안정되지 못하고 여자가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날씨

와 장소를 피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31). 火氣가 盛할 때는 남

자의 精이 물처럼 녹아내려서 실정이 되기 쉽고51), 보름, 그믐은

氣血의 상태가 극히 적거나 극히 성해서 음양 균형이 안 맞지 않

다. 안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교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은 부부간

51) 許浚 編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옮김. 東醫寶鑑, 法仁文化社, p 108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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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신적인 불안을 주어 氣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 된다52). 사당, 절간, 우물, 부엌은 집의 수호신이 계신 곳이

고, 뒷간, 무덤, 송장 등은 태어날 아이에게 조상의 노여움을 사

거나 귀신이 빙의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역으로 정신적으로 편

안한 상태에서 교합을 해야 姙娠이 잘 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受胎可能時期에 대해 李東垣은 月經 후 1, 2, 3일째는 精이

血보다 우세하므로 男兒가 태어나고, 4, 5, 6일째는 血이 精보다

우세하여 女兒가 태어난다고 보았고53), 朱丹溪는 剛日 剛時에 감

응되어 精이 血보다 우세하면 陽이 主가되어 왼쪽 자궁에서 氣

를 받기 때문에 男兒가 되고, 柔日 柔時시에 감응되면 女兒가 된

다고 하였다54). 그리고『醫學正傳』은 月經 후에 金水가 생기는

것은 자궁이 열려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교합해야

姙娠이 가능한데, 날짜의 홀짝에 따라 男女가 결정된다고 보았

다55). 『萬病回春』에서도 月經빛이 금빛일 때 이 시기가 姙娠

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하였다56). 『東醫寶鑑』에서는 月經

후 1, 3, 5일 가운데 적함한 시기에 교합하면 男兒가 태어난다고

보았다57). 이 내용에 의하면 受胎可能時期를 月經이 끝난 후 1-6

일간의 비교적 이른 시기로 보고 있다. 이는 옛날 의사들이 月經

후 姙娠되는 경향을 관찰하여 얻어진 결과로 사람들의 月經持續

其間과 月經週期가 다르므로 이 기간에 姙娠이 되는 경우도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排卵期나 受胎可能期에 비하여 너무 빠른

시기이다. 다만 靑末에 와서 景岳이 “經止後 10日 내지 半月後에

受胎할 수 있다하여 排卵期,와 가장 가까운 시기를 말하였다. 또

한 月經 후 날짜의 先後나 홀짝에 따라 남녀가 나눠진다고 하였

는데 이는 음양의 우세정도에 따라 姙娠되는 아이의 성별이 나

뉘어진다는 의미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58).

巢元方은 『諸病源候論』에서 姙娠 각 개월에 따라 주관하

는 경락이 다르다고 하여 十月分經養胎說을 처음으로 주장하였

는데, 아울러 姙娠 중 태아의 성장발육과 姙娠婦의 음식 및 생활

방식의 주의, 그리고 정서상의 문제 등의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 이론은 『婦人良方大全』의 五臟論說, 三因方說, 醫學

入門說, 葉天士說 등의 이후의 많은 부인과 관련서적에서 주요하

게 다루고 있는데 그 大綱은 모두 巢元方의 說과 유사하다. 巢는

姙娠 1개월 수정이후 수정란의 분열, 배낭형성과정과 內部臟器

에서부터 外部骨格, 皮膚, 毛髮순서로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각 개월 수마다 자세히 설명 하였을 뿐 아니라, 성장과정과 더불

어 주관하는 經絡, 姙娠의 유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春夏秋冬 四時의 흐름과 같이 모체 내에서 태아를 기르는

경락의 흐름도 木火土金水의 흐름을 따른다고 보았다38,40,43). 더불

52) 任昌慶·朴 炅, 東洋醫學的 胎敎에 對한 考察, 裡里, 원광한의학 제2권 제

1호, p 290

53) 李東垣 著, 陳柱杓 註釋. 金元四大家 醫學全書 蘭室秘藏. 서울, 法仁文化

社, pp 803-804, 2007.

54) 朱震亨 著, 陳柱杓 註釋. 金元四大家 醫學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p 25,

2007.

55) 虞搏 編. 의學正傳. 서울, 成輔社, p 355, 1986.

56) 龔廷賢 撰, 陳柱杓 編譯., 對譯 萬病回春. 서울, 법인문화사, p 790, 2007.

57) 許浚 編著.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東醫寶鑑, 서울, 東醫寶鑑出版社, p

1850, 2005.

58)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 행림, p 53, 1992.

어서 養胎를 위하여 七情의 과도한 刺戟을 삼가하여 정신적으로

安靜할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임산부의 생활방식에 관해 1〜5

월은 流産과 같은 姙娠病을 예방하고 태교에 중점을 두기위해

靜的인 태도에 주안점을 두었고, 6월〜9월 사이는 經絡이 잘 疏

通되지 않으므로 動的인 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59).

『三因極一病証方論』에서는 『諸病源候論』의 경락순서와는

달리 “四月에는 手少陰君火氣로써 養精하고, 五月에는 手太陰濕

土氣로써 養肉하고, 六月에는 手少陽相火氣로써 養氣한다. 七月

에는 手陽明金氣로써 養骨하고 八月에는 手太陽水氣로써 養血하

며, 九月에는 手厥陰木氣로써 養筋한다”라고 하여 3개월 전에 血

과 精이 모여 形을 이룰 때까지는 姙娠 개월수에 따라 특별한 경

락이 養胎하지 않으며 姙娠 4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경락이 나뉘

어 胎를 기른다고 보았다39). 『景岳全書』와 『婦人大全良方』

는 『諸病源候論』의 주장을 따르며 내용을 덧붙여 함부로 복약

하지 말 것과 각 장부가 주관하는 경락은 침이나 뜸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60)61). 『葉天士女科』에서는 十月養胎說을 집

대성하여 서술하였다. 胎形에서는 胎兒의 형성과정과 그 시기에

따른 姙娠유지방법을 서술하였다. 그 뒤로 각 개월마다 養胎와

胎症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특히 姙娠 1월에 房勞에 주의하지 않

으면 暗産이 될 수 있다 하였고, 『醫學入門』에서는 3월 手厥陰

心胞脈인 相火가 주관하여 胎가 이때에 가장 동하기 쉬우니 芩

朮湯 투여하고, 5〜6개월이 되어서 태가 불안한 자는 安胎飮 固

胎飮을 善用하여 하여 姙娠 개월수에 따라 주의할 증상과 치료

방법을 적고 있다
41)62). 여러 醫家들이 『諸病源候論』의 逐月養

胎說을 따르고 있으나, 胎兒의 성장과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나 姙娠 5개월까지는 胎兒의 성장과정을 사실

적으로 묘사하였고, 成長次緖와 관련한 각 개월에 나타날 수 있

는 증상들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豫見하여 하여 姙娠病을 예방

하는 방향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6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韓醫學에 나타난 姙娠의 成立과 維

持에 관한 내용은 姙娠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약물치료 이외에

도, 姙娠이 어려운 여성의 외형적 특성이 있으며 심리적 요인과

관련 있는 性情이 姙娠 성립에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性交方法

이 필요하며, 성교 시에는 금기가 되는 장소와 시기를 피하여야

姙娠이 잘 되거나 좋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姙娠이 가능한 시기와 十月分經養胎說에서 姙娠 중의 생활관리

와 치료에 관해 기록하였다.

외형적 특성은 지나치게 비만하거나 수척한 경우를 가장 많

이 언급하였고, 이외에도 얼굴이 험상궂거나 지나치게 고운 경

우, 혹은 姙娠能力에 영향을 주는 신체 일정부위의 형상적 특성

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의 부위는 대개 자

궁, 丹田, 肝腎의 기능, 性情, 陰血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부위

59) 巢元方 著. 南京中醫學院校釋,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1142-1153, 1982.

60) 張介賓 著, 安永敏 譯. 景岳全書. 서울, 한미의학, pp 1763-1765, 2006.

61) 陳自明 撰. 婦人大全良方. 서울, 광산출판사, pp 486-496, 2003.

62) 葉桂 原著, 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 제2기졸업준비위원회 譯. 國譯 葉天

士女科. 서울, 대성문화사, pp 116-127, 1995.

63) 文泳植〮〮〮·金哲源·柳深根·朴炳烈. 逐月養胎說의 文獻的 考察. 서울, 대한한

방부인과학회지 6(1):171-17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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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性情은 여성의 성질과 품행이 바르지 않으면 姙娠

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姙娠 能力에 영향을 주는 남녀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男子

는 精不足을 女子는 血不足과 月經의 고르지 못함을 최우선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姙娠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교방법은 남녀가 함께 성적

극치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성교하는 방법과

성교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姙娠이 가능한 시기는 月經

이 끝난 후 1〜6일간의 비교적 이른 시기로 보고 있어 排卵期나

수태가능기에 비하여 너무 빠른 시기이다.

성교 시에는 금기가 되는 장소와 시기는 火氣가 성한 때와

장소, 음양 균형이 안 맞지 않는 시기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

체로,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교합을 해야 姙娠이 잘 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十月分經養胎說에 나타난 姙娠 중의 생활관리와 치료에 관

한 내용은 임산부의 생활방식에 관해 1〜5월은 流産과 같은 姙

娠病을 예방하고 태교에 중점을 두기위해 靜的인 태도에 주안점

을 두었고, 6월〜9월 사이는 經絡이 잘 疏通되지 않으므로 動的

인 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함부로 복약하지 말 것

과 각 장부가 주관하는 경락은 침이나 뜸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특히 姙娠 1월에 房勞에 주의하지 않으면 暗産이 될 수

있다 하였고, 『醫學入門』에서는 3월 手厥陰心胞脈인 相火가

주관하여 胎가 이때에 가장 동하기 쉬우니 芩朮湯 투여하고, 5〜

6개월이 되어서 태가 불안한 자는 安胎飮 固胎飮을 善用하여 하

여 姙娠 개월수에 따라 주의할 증상과 치료방법을 적고 있다.

결 론

韓醫學에서는 求嗣를 위하여 약물치료법 이외에도 姙娠이

잘되는 여자의 形相, 性情, 性交方法, 성교시의 금기, 수태가 가

능한 시기에 대한 기술이 주를 이루며, 姙娠 중의 생활관리와 관

련하여 十月分經養胎說에서 다루고 있다.

姙娠과 관련한 여성의 외형적 특성은 지나치게 비만하거나

수척한 경우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기타 자궁, 丹田, 肝腎의

기능, 性情, 陰血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신체 부위의 특성을 설

명하고 있다. 性情은 여성의 성질과 품행이 바르지 않으면 姙娠

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姙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寡慾해서 精을 길러야하고,

여자는 調經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으며, 남녀 모두 慾心을

줄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交合시에는 서로 情이 動했을 때, 서로간의 차이를 조절해서

해야 하며, 날씨가 치우치지 않고 고른 날, 편안한 장소에서, 정신

을 안정시켜 성적극치감에 이르게 하면 교합해야 姙娠이 잘된다.

姙娠이 가능한 시기는 月經이 끝난 후 1〜6일간의 시기로

보고 있다.

十月養胎說에 나타난 姙娠 중의 생활 관리에 관한 내용은 1

〜5월은 流産과 같은 姙娠病을 예방하고 태교에 중점을 두기위해

靜的인 태도에 주안점을 두었고, 6월〜9월 사이는 經絡이 잘 疏

通되지 않으므로 動的인 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姙娠 1월에 房勞에 주의하지 않으면 暗産이 될 수 있다 하였다.

十月養胎說에 나타난 姙娠 중 치료에 관한 내용은 함부로 복

약하지 말것과 각 장부가 주관하는 경락은 침이나 뜸 치료를 하

면 안되며, 姙娠3개월은 胎가 이때에 가장 동하기 쉬우니 芩朮湯

을, 5〜6개월에 胎가 불안하면 安胎飮 固胎飮 투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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