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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문

德山 朴贊國의 醫學思想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裕�相

I. 序論

德山 朴贊國(1950-2009)은 현대의 대표적인 한의학자로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재직 

기간(1985~2001) 동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의 활동을 통하여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

으며, 퇴임 이후 함소아의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병행하였다. 논

문 및 학술발표문 이외에 朴贊國의 연구 성과로 다수의 역저서1)가 있으며, 그 밖에 언론 매

체를 통한 200여편의 기고문을 남겼다.    

德山 朴贊國의 학문세계의 특징은, 한의학의 기본 원리인 陰陽五行論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古醫典 즉, 黃帝內經, 傷寒論, 金元四大家 주요 저서, 明代 및 

溫病學 주요 저서,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등을 연구하여 그 역사적 맥락과 이론 연구, 

그리고 임상적 활용에 대한 일관된 흐름을 찾으려 한 데에 있다. 그의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2004)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運氣學이�唐代에�王冰에� 의하여� 만들어� 저술되었다면�運氣論에� 와서�三陰三陽論
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커다란�發展으로� 볼� 수� 있고,�金元四大家에� 의하여� 만들
어진� 相火論도� 三陰三陽論의� 理解를� 돕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臨床에� 있어서�
傷寒雜病論을� 필두로� 시작된� 病理論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하였지만� 金元 이
래로� 발전한� 滋陰降火論이� 溫病學으로� 이어진� 것이� 가장� 뚜렷한� 發展이었으며,�
韓國에서�誕生한�四象醫學은�三陰三陽을�四象으로�要約하여�體質區分에�適用함
으로�複雜한�病理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開拓한� 것이다2).�

즉, 黃帝內經의 陰陽五行論이 運氣學의 발달을 통하여 三陰三陽論으로 완성되고 金元四

大家로 계승되었으며, 또 하나의 갈래로 임상에 있어서 傷寒論 六經辨證이 역시 金元時代 

이후로 溫病學으로 이어졌으며, 한국의 四象醫學도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다. 이 문단에는 東醫寶鑑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타의 저작들을 살펴보면 東醫寶鑑
역시 黃帝內經의 陰陽五行論을 계승하여 한국 한의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한 것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朴贊國의 단독 연구논문 및 학술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그 醫學思想을 

1) 주요 저역서, 편역서로는 溫病學(1989), (問答式)상한‧금궤‧온병(1991), 病因病機學(1992), 藏象學
(1992), 東洋醫學大辭典(1999), 한의학특강(2000), (譯註)胎敎新記(2002), 한의학한영사전(2004),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2005), 감기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2007),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

注釋(2009) 등이 있다.      

2)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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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해 보았다. 일부의 임상 관련 논문3)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의학의 이론,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주제들이므로 이에 집중하여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단독 연구논문과 학술발표 이외

에의 연구 성과와 기고문 중에도 본인의 醫學思想이 매우 풍부하게 담겨져 있으므로, 본 연

구는 그의 醫學思想 규명에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계 이

후 朴贊國의 醫學思想에 대한 기초적인 학술적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하나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 만족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黃帝內經의 중요성 

德山 朴贊國의 黃帝內經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한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저작으로 중

시하였으며 이유는 바로 陰陽五行에 대한 원리와 적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런데 많은 사람들이 內經 속에 담긴 陰陽五行의 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

는 현실 또는 임상 속에서 萬物과 질병의 변화과정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자연과의 접촉을 늘리고 자연과 임상 

현실 속에서 陰陽五行을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조언하였다. 즉, 인간과 사

회, 자연 등 주변과의 접촉을 통하여 陰陽五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느끼고 파악해야 하

며, 이러한 노력을 여러 번 시도하여 훈련함으로써 그에 대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陰陽五行은�內經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陰陽五行은�萬物의�變化過程에서�認識
할� 수� 있는� 存在일� 뿐이다.� 우리는� 당장의� 이� 現實에서� 또는� 臨床에서� 陰陽五行
의� 存在를� 認識하고� 利用할� 수� 있을� 때� 陰陽五行이� 이� 世上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內經을�硏究하는� 많은� 사람들은� 醫學을� 하는� 사람들이�內經을� 읽지� 않는�
것을� 탓하고�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內經의� 臨床的 價値에� 대하여� 많은� 懷疑를�
가지고� 있다.� 물론� 歷代의� 名醫들이� 모두� 內經을� 硏究하고서야� 名醫가� 되었으므
로� 內經의� 價値를� 정면으로� 否定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內經을� 읽고� 陰陽五行의�
참�價値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
...� 우리�內經을�硏究하는� 사람들도�自然과의�接觸을� 늘리고�自然과�現實 臨床에
서� 陰陽五行을� 느끼고� 생각하는� 時間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方式으로� 敎育을� 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黃帝內經에� 의한�現代醫學의�檢證)4)

黃帝內經의 핵심 사상인 陰陽五行 이론은 三陰三陽 모델로 통합적으로 정립되었고 이러

한 전통은 傷寒論으로 이어지게 된다. 傷寒論 이후 陰陽五行論에 대한 연구가 주로 運氣

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실제 임상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宋代에 이르러 內

經을 중심으로 원리론을 연구하는 학풍이 생겼으며 金元代에 이르러서는 이를 임상에 적용

하여 큰 효과를 보게 되어, 金元四大家의 의학이 성립되게 된다. 金元四大家 의학의 특징은 

內經의 陰陽五行論, 臟腑論, 經絡論 등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를 종학적으로 일관되게 시

3) 朴贊國. 心風熱證 患兒 21例에 대한 導赤降氣湯의 證例 報告.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4).

4)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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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특히 臟腑 중심의 辨證論治를 발달시켰다는 점이다. 이후 金元時代 의학은 明代

에 종합 정리되고 그 전통이 유입되어 東醫寶鑑의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5). 따라서 한

의학의 핵심 내용인 黃帝內經의 陰陽五行論 전통은 傷寒論, 金元四大家 의학 등을 거쳐

서 東醫寶鑑으로 이어지게 되고, 臟腑論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東醫壽世保元까지 이어진

다고 볼 수 있다.     

2. 陰陽과 五行의 관계 

陰陽五行은 우주와 만물의 변화 원리인 동시에 그 변화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陰陽五行論의 밑바탕에는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움직인다는 기본 생각이 깔려 있다. 즉, 공간 속에는 반드시 어떠한 존재 즉 物이 있는데, 

이 物이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위치한 공간의 편차나 

방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空間이라� 하여� 그대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事物과�
時間의�變化와� 함께�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時空과�陰陽五行)6)

그런데 陰陽과 五行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陰陽이 만물의 운동변화가 외부로 표현된 

것이라면, 五行은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러한 관계를 

體用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다. 

根本的으로� 五行은� 陰陽에� 비하여� 本體를� 이루는� 구조라고� 말하였는데,� 이� 本體
는�用이�革新的이라면�保守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陰陽과�五行의�關係)7)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體用 관계로서 陰陽과 五行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

다. 예를 들어, 變과 不變의 관계로 설명하자면 사물에 내재된 원리인 五行은 일종의 원리이

므로 그 순환은 변하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陰陽은 분화와 통일의 반복 속에서 盛衰를 거듭

하게 된다. 물론 만물이 변화하는 가운데 五行이 계속 순환하므로 하나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그 순환의 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陰

陽은 消息盛衰의 변화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이를 太少 또는 太過不及의 相生이라고도 한

다. 실제로는 陰陽과 五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표리 관계를 이루는데 왜냐하면 陰陽五行의 

운동변화를 하는 주체 즉, 物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만물은 

분화와 통일을 거듭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 운동변화의 표현이기도 하며 생명의 본질이기

도 하다. 이에 대하여 朴贊國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宇宙의� 모든�事物은� 왜� 이렇게�伸縮運動을� 하고� 있단� 말인가?� 거기
엔� 반드시� 어떠한� 理由와� 目的이� 內在하고� 있을� 것이다.� 즉,� 사물이� 자기를� 펴는�
것은� 곧�事業을� 하자는� 것이다.�

5) 韓國韓醫學硏究所. 韓國醫學史再定立(上). 서울. 韓國韓醫學硏究所. 1995. pp.213-338.  

6) 朴贊國. 時空과 陰陽五行.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11.  

7)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關係.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0. 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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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陰陽이란� 바로� 모든�事物의�活動에서� 펴나가는� 사업� 활동을�陽이
라� 하였고,� 거두어� 정리하는� 사업� 활동을�陰이라� 하였다.� 즉� 이�陰陽은�事物의�本
體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그�作用과� 기능을�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이다.� �

(陰陽과�五行의�關係)8)

생명체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이 단순히 생명의 연장, 삶의 영위라

고 말할 수도 있으나, 실제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화란 無形 

속에 잠재된 여러 가능성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과정이며, 통합이란 현실의 존재

들을 다시 無形의 가능성으로서 갈무리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생명체가 도달하게 되는 목표 또는 목적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궁무진하여 끝이 없다. 朴贊國은 이러한 분화와 통합을 陰陽運動으로 파악

하였는데, 자기 자신을 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활동을 陽이라 하였고, 사업을 거두어 정리

하는 과정을 陰이라고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그래서 陰陽은 정지된 상태를 표현하거나 사물

의 본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물의 작용과 기능을 가리킨다고 본 것

이다. 반면에 五行은 사물의 내재된 원리이므로 오히려 외부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無極 또는 太極의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 그러므로� 五行은� 그� 活動이� 內部와� 밑에서만� 이루어지므로� 陰陽에� 비하여� 잘�
나타나지도� 않고,�時間과�空間의�變化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陰陽과�五行의�關係)9)

이러한 陰陽과 五行의 관계는 바로 인간에게도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五臟六腑와 經絡의 

관계에 대비될 수 있다. 즉, 五臟六腑 특히 五臟은 精을 갈무리하고 이를 氣化하여 精氣를 

발양시키는데 비하여 經絡은 精氣 운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氣와 血을 순환시켜서 삶을 펼

쳐나가는 역할을 한다10). 이때 五臟은 바로 五行의 원리를 따르게 되고 – 六腑도 근본적으

로는 五臟을 따른다 – 經絡은 陰陽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시 분화된 三陰三陽을 변화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陰陽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하는 八綱辨證보다 五臟의 虛實

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五臟辨證이 더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도 내부의 변화 원리와 그 상태

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겉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하였다11). 

이와 같은 陰陽과 五行의 이분법적 구도는 河圖와 洛書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河圖가 

先天으로서 五行의 원리를 담고 있는 반면에 洛書는 後天으로서 변화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

다12). 또한 運氣學에서 運과 氣의 관계도 이와 동일하다13). 物에 내재된 五行이 원리에 따

라 운행하는 것을 바로 運이라 하고, 그 運이 밖으로 드러나 다양한 陰陽 변화로 표현되는 

것을 氣라고 한다14). 이러한 陰陽과 五行의 관계가 동양철학의 여러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

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8)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關係.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0. 4. p.12.

9)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關係.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0. 4. pp.13-14.

10)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關係.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0. 4. pp.14-17.

11)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關係.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0. 4. p.17.

12)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관계-(1).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4. 8. pp.25-26.

13)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관계-(1).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4. 8. pp.27-28.

14) 朴贊國. 運氣學의 三陰三陽과 周易 乾卦 六爻의 相關關係에 대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0. 

13(2).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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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五行論도 결국은 우주와 만물의 운동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그 본질을 잘 

파악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적이 중요하다. 의학에서도 陰陽五行論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

였을 때 의사나 환자가 질병을 예방하고 오래토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古代에 理나, 氣라는� 말보다�陰陽五行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고정불면의�理致(죽은�
이치)를� 탐구하기� 보다는� 생성발달하여�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기도� 같이� 움직여서�

변화하면서�現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醫學에서도� 단순히� 病理的 說明을� 위한�學問,� 論理的 체계를� 위한� 學問이� 아
니라,� 學問과� 臨床이� 統一되는� 學問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理氣的 
관찰을� 주로� 하는� 科學的 方法보다는� 本質의� 파악에� 주력해온� 陰陽五行을� 씀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또한�陰陽五行을� 쓸� 때에� 비로소� 진정한�醫道도� 펼� 수� 있다.� �
(陰陽五行的 醫道)15)

즉 의학의 도리, 醫道는 理와 氣로 분리해서 보는 과학적 방법론이 아니라 바로 陰陽五行

論의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죽은 이치에 의존하지 않는, 만물의 생성변화를 

그대로 파악하여 의술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醫道라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설명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학문과 임상이 통일되는 넓은 의미의 학문을 해나가는 데에 陰陽五行論이 필

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3. 三陰三陽의 모델 

일반적으로 運氣論은 黃帝內經의 여러 편들의 내용보다도 시기적으로 조금 후에 만들어

졌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陰陽五行論의 발달사에서 보면, 黃帝內經 運氣篇이 저작됨에 이

르러 비로소 陰陽論과 五行論이 서로 융합된 하나의 모델로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朴贊國의 三陰三陽 모델에 대하여 象數學적으로 4에서 5로, 5에서 6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6)17).  

五行은�四時의�一定不變의�變化와� 그�變化로�萬物이�生成消滅한다는�內容이� 첨
가되어� 그�內容은� 더욱� 풍부하여졌고� 나아가� 萬物의� 生成變化를� 說明할� 수� 있는�
도구로�成長하게� 된� 것이다.� 즉� 시초에�五行은� 단순히�地球上의�事物의�分類라는�
代表的인� 명칭에� 불과하였으나� 四時의� 개념이� 도입되어� 萬物의� 變化를� 主宰하는�
힘의� 근원이�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지금�內經을� 보면� 이� 두� 가지�五行의�槪念
이�共存하고� 있는� 것이다.

(五行과�陰陽)18)

太素陰陽의 편차를 표현한 四象에 더하여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현실이 반영되면

15) 朴贊國. 陰陽五行的 醫道. 東洋醫學. 1992. 18(3). p.9.  

16)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5. 9. p.8. 

17) 朴贊國, 崔三燮. 《素問》 「陰陽離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 6. 

pp.132-134

18) 박찬국. 五行과 陰陽.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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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변화를 주재하는 역할과 그 원동력의 근원이 포함되면서 五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五行이 단순히 사물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만물 변화의 원리로 의미가 격상된 것이

다. 象數學的으로 五行은 다시 六氣 또는 三陰三陽으로 분화한다. 

六氣와�三陰三陽은�內經에서는� 標本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어� 이� 둘의� 관계가� 아
주� 긴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六氣와�三陰三陽과는� 별� 관
계가� 없다.�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단지� 五行과� 三陰三陽과를� 함께� 설명하려다� 보
니�六氣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다시� 말하면�五行에서�三陰三陽(다
음부터�陰陽이라� 칭함)이� 나왔다면�六의� 짝이� 맞지� 않음으로�理論的 矛盾이�發生
하기� 때문에�中間에�六氣를� 도입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五行과�陰陽)19)

黃帝內經 運氣篇에 언급한 五行과 三陰三陽의 표리 관계가 바로 5數와 6數의 관계이며 

달리 말하면 五行과 陰陽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陰陽과 五行의 관계는 앞에서 설명한 대

로, 사물의 내재된 변화의 원리가 五行이며 이 五行의 원리에 따라 외부로 드러나는 작용과 

그 消息盛衰를 표현한 것이 陰陽이다. 그리고 이 陰陽이 五行과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서 시

공의 변화 속에서 분화된 양상을 표현한 것이 三陰三陽이다.   

事物이� 순간순간� 變하는� 때에� 五行은� 그대로� 存在하고� 있어� 단지� 그� 事物이� 事
物로써� 存在할� 수� 있는� 理致만을� 제공하고� 있을� 따름이다.� 三陰三陽이란� 五行의�
理致에� 의하여�存在하는�事物이�生成變化하는� 과정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

(五行과�陰陽)20)

黃帝內經 運氣篇에서 五行과 六氣, 三陰三陽을 묶어서 함께 표현함으로써 陰陽五行論의 

통합된 형식인 三陰三陽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五行을 本, 三陰三陽을 標라고 

하며 여기에 中氣가 더해져서 통틀어 標本中 이론이라고 한다. 標本 관계에 있는 五行과 三

陰三陽에 대하여 朴贊國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의� 단순한�陰陽의� 知識으로� 본다면� 厥陰은� 陰이고� 風이나� 木은� 陽인데� 어찌
하여� 이렇게� 모순된� 용어를� 쓰고� 있나에� 대하여� 모두� 의문을� 한두� 번� 품어� 보았을�

것이다.� 우선� 이� 모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 둔� 것은� 여기서의�木은� 엄밀한�
의미에서� 五行은� 木은� 아니고� 이미� 三陰三陽에� 도입된� 五行의� 개념이라는� 것이
다.� 즉� 萬物을� 統合,� 調和시키려는� 無極的인� 面에서의� 五行이� 아니고� 分化發達
이� 이루어질�太極的인�面에서의�五行이라� 할� 수� 있다.� � �

(五行과�陰陽)21)

19) 박찬국. 五行과 陰陽.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1.

20) 박찬국. 五行과 陰陽.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2.

21) 박찬국. 五行과 陰陽.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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厥陰風木의 木은 이미 五行 자체의 木이 아니고 三陰三陽에 도입된 木이다. 즉 無極的 측

면의 木이 아니라 분화발달이 이루어질 太極的인 측면의 木이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는 木의 

운동이지만 밖으로 形이 형성되므로 陰化 현상이 厥陰의 형태로 시작되게 된다. 또 다른 예

로서 少陽相火의 경우는 君火가 太陰의 無極 자리로 들어가고 나서 껍데기만 소멸하는 少陽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 君火가 다시 陽化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相火이다. 그리고 

이 相火는 다음에 오는 燥金의 수렴작용에 의하여 少陰 속에 伏藏되게 된다. 또한 少陰에 갈

무리된 精이 발현되고 이후 太陰과 陽明의 氣血 생성을 도와 다시 精을 생성하도록 하는 데

에도 相火가 관여한다. 精으로부터 氣化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原氣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은 精이 가장 충실하므로 좋은 相火를 발생시켜 原氣를 발양함으로써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22).   

이와 같이 三陰三陽은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여 삶을 영위하고 꽃피우는 양상

을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에 가깝게 표현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三

陰三陽은 융합된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구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우선 五行의 원리가 내재된 五臟에 대비하여 三陰三陽이 표현되고 있는 經絡 체계에 대하여 

식물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여러� 번� 이야기되는� 것이지만�經絡은� 陰陽運動을� 맡고� 있는�人體의� 기관이다.� 그
러면�陰陽이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氣의�變化를� 말하는� 것
이니� 生長化收藏이� 바로� 陰陽의� 運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生長化收藏은�
사람이나� 동물은� 물론� 植物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사람에서� 이� 運動을� 이해하기보다는� 植物에서� 관찰하는� 것이�
쉬우므로� 사람의�經絡의� 활동을�植物에� 비유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三陰三陽과�氣의�變化)23)

식물 모델에서 씨앗이나 뿌리에 간직되어 있던 생명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싹을 틔우고 줄

기와 가지를 뻗고 잎과 꽃을 피우는 것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갈무리된 精에서 精氣가 氣化

하여 가장 겉에 위치한 經絡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몸을 키우고 튼튼하게 하며 정신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24). 이때 三陰三陽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므로 經絡 체계도 

바로 三陰三陽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經絡 체계가 식물 모델의 

三陰三陽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여 인간의 생명현상을 식물 모델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한

의학에서는 氣 중심의 생명체 모델을 氣立之物이라 하였고, 神 중심의 생명체 모델을 神機之

物이라 하였다25). 經絡 체계를 비유한 식물 모델은 이 중에서 氣立之物에 가깝지만, 인간은 

神을 중심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실제로는 神機之物에 좀 더 

가깝다. 식물 모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하여 태양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듯이 인체의 經絡 체계에서도 氣를 만들어 안으로 들여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이다.  

22) 박찬국. 五行과 陰陽.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p.3-4.

23)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5. 9. p.6.

24)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5. 9. p.2.

25) 박찬국.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5. 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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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絡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氣를� 받아들이고� 이를� 다듬어서�精氣를� 만드는� 데에�
있다고� 본다.�

...� 즉,� 經絡은� 내에� 있는� 藏府보다� 陰陽太少의� 偏差가� 커서� 氣의� 소모도� 많지만�
아울러�氣의� 생성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三陰三陽經脈의�發生과�機能)26)

靈樞․本輸에서 井滎輸經合을 각각 出, 溜, 注, 行, 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水穀과 

天氣를 들여와 中焦와 上焦에서 이를 변화시켜 선포하는 氣의 흐름이 아니라 말단의 經絡으

로부터 氣가 발생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별도의 흐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氣를 밖으로부터 만들어 들여오는 식물 모델의 經絡 체계를 활성화 시킨다면 精이 잘 수렴

되어 만들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神도 올바르게 부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五行의 원리에 따라 五臟에 갈무리된 精을 기반으로 외부로 三陰三陽의 변화가 

드러나며, 반대로 三陰三陽의 經絡을 통하여 氣를 수렴하여 精을 갈무리할 수도 있다. 이 과

정에서 각각의 三陰三陽은 특정한 기능과 작용을 가지게 되며, 공간적으로는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우선 三陰三陽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 開闔樞 이론은 우리 몸의 氣의 승강

출입을 설명한 것이고 陰陽 表裏 이론은 三陰三陽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素問․陰陽離

合論에 나오는 開闔樞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시 식물 모델로 설명하였는데 開, 

闔, 樞를 각각 잎, 뿌리, 줄기에 비유하였다. 

...� 옛부터�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을� 開闔樞로� 나누어� 놓았는데,� 식물의� 잎은� 바
로�三陰三陽의�開요,� 줄기는�樞,� 뿌리는�闔이� 된다는� 것이다.� � �
(〈傷寒論〉의�病과�證에� 대한� 연구)27)

內經의 일부 내용과 黃帝內經太素의 원문에 따라서 開를 關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

장도 있으나, 원래 開는 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조건 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으로는 갈

무리하지 않고 외부로는 소통함으로써 열고 닫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식물에 비유하면 외부와 氣를 교환하는 잎이 開에 해당하고, 이후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에

너지를 갈무리하여 저장하는 곳이 闔이 되며, 에너지나 수분, 영양소 등을 유통시키는 줄기

가 樞가 된다는 것이다. 다년생 식물의 경우 봄부터 가을까지 벌어들인 氣를 뿌리나 열매로 

수렴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싹을 틔우면서 그 氣를 사용하게 되며, 다년생 식물이 아닌 경우

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퍼뜨려서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精을 갈무리하였다가 神과 

함께 다시 그것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삶의 양태를 기능별로 나누어 구분한 개념이 開闔樞

이다. 

開闔樞에 대한 해석 가운데 厥陰과 少陰 중에서 무엇을 闔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도 

피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厥陰이�闔이� 된다는� 것은�足厥陰肝을� 가리킨� 것인데,� 바로�肝의�藏血機能
을� 말한� 것이다.�肝이� 藏하였던�血이�足少陰의�推動을� 받아�全身으로�分布될� 수�

26) 朴贊國. 三陰三陽經脈의 發生과 機能.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2). pp.173-174.

27)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대한 연구. 東洋醫學. 1993. 19(2).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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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여기서는� 少陰이� 樞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氣
血을� 가지고�開闔樞를�論하였으므로,�厥陰이�闔이� 되고�少陰이�樞가� 된다는� 것이
다.�萬若에�氣血을� 말하지� 않고,�精氣를� 말한다면� 당연히�少陰이�闔이� 되고�厥陰
이�樞가� 되어야� 한다.� �

(《素問》� 「陰陽離合論」을�中心으로� 한�三陰三陽 硏究)28)

이와 같이 본다면, 三陰三陽의 病證 傳變 모델 중에서 傷寒論의 경우 마지막 厥陰病에 

이르러 치료를 하지 못하면 죽게 되므로 氣血 중심의 開闔樞에서 闔인 厥陰이 손상을 받아

서 위태로워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하여 만성병이나 성인병의 경우과 같이 마지막으로 精

이 고갈되어 죽게 되는 경우에는 精 중심의 開闔樞에서 闔인 少陰이 손상되어 위태로워진다

고 본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傷寒論은 氣血 순환 중심의 의학이며 臟腑 중심의 의학들은 

精의 보존을 위주로 하는 의학이라 말할 수 있다.   

三陰三陽은 원래 陰陽이 분화된 것으로 陰陽의 속성을 따른다. 陰과 陽은 겉으로 보기에 

서로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낳기도 하고, 서로 상대방의 특성으로 바뀌어 

드러나기도 한다. 三陰과 三陽이 이러한 陰陽 관계에 따라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른바 表裏 관계이다. 朴贊國은 ‘三陰三陽 經絡의 發生과 機能’(1999년)에서 三陰三陽의 表裏 

관계를 각각, 氣場을 여는 少陰과 太陽, 氣를 버는 太陰과 陽明, 氣를 조절하는 厥陰과 少陽 

등으로 설명하였다29). 少陰과 太陽은 직접적으로 물질과 氣를 생성하여 운행시키는 것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단지 氣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場을 형성하는 것에 관여하며, 太陰과 

陽明은 실제 水穀과 天氣를 들어와 氣血을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하

면서 궁극적으로는 精을 벌어들이는 것에 관여하며, 厥陰과 少陽은 精神氣血을 균형을 조절

하면서 원활하게 생성 유통되도록 하는 것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

은 같은 글에서 추가적으로 陽明과 太陽의 짝을 언급하고 있는데, 氣를 거두는 역할을 한다

고 하여 精氣를 수렴하여 안으로 精으로 갈무리하는 데에는 또 다른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陽明과� 太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陽明은� 주로� 氣를� 흡수하여� 氣血을� 만
드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太陽은� 이를� 다시� 한� 번� 태워서� 노폐물은� 버
리고�精微한�氣를� 모아�精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고� 본다.� 즉,�陽明은�太陰과�表
裏가� 되어�氣의� 일차�集積을� 담당하고�太陽은�少陰과� 짝이� 되어�氣의� 이차�集積
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傷寒論〉의�病과�證에� 대한� 연구)30)

시간과 공간이 함께 연결되어 변화하는 과정에서 三陰三陽의 분화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

므로, 당연히 三陰三陽은 각각 인체의 특정 부위에 자리를 잡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三陰

三陽의 開闔樞를 설명한 素問․陰陽離合論에서는 三陰三陽이 우리 몸에서 위치한 구역을 대

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朴贊國의 素問․陰陽離合論에 대한 연구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은 

28) 朴贊國, 崔三燮. 《素問》 「陰陽離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 6. 

p.136. 

29) 朴贊國. 三陰三陽經脈의 發生과 機能.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2). pp.167-173.

30) 朴贊國. 三陰三陽經脈의 發生과 機能.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12(2).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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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衝과 廣明에 대한 해석이다31). 太衝은 과일의 꼭지와 같이 만물이 태어날 때 無極에서 太

極이 만들어지면서 분화를 시작했던 시작점 중의 하나인데, 형태적으로도 크게[太] 모이는

[衝] 곳으로 등의 척추 쪽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廣明은 글자 그대로 넓게 열려서 빛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얼굴, 가슴 등 신체의 전면부에 해당한다32).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등을 

陽으로 보고 복부를 陰으로 보는데 이것은 表裏의 신체 구조로 설명한 것이며, 기능과 작용

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전면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모든 활동이 일어나게 되므로 

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三陰三陽 모델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의식과 氣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단

지 우주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에는 太少陰陽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의식과 물질, 정신과 

육체 등이 함께 결합된 복잡한 생명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三陰三陽의 모델이 만들

어질 수밖에 없었다. 陰陽이 각각 셋으로 단순히 나누어진 것 같으나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形과 氣의 구체적인 盛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모델이다. 예를 들면, 내면

에서는 氣血을 발산시키고 형체를 키워나가는 원동력인 君火가 활동을 하고, 외부에서는 陰

의 형체가 자라기 시작하여 가장 왕성하게 커가는 양상을 少陰君火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黃帝內經 運氣篇의 三陰三陽 모델은 傷寒論 뿐만 아니라 후대 의가들의 의학사상 형성

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傷寒論과 溫病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五臟 속에 내재되어 있는 五行의 원리에 따라 생명체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 변화는 곧 생명체가 분화 발달하는 것으로 三陰三陽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朴贊國은 傷寒論 대한 연구33)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재차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五行이� <周易>의�先天圖와� 같이� 본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면,�三陰三陽은�洛
書처럼�分列,�發達하고� 있는� 현상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傷寒論 三陰三陽에�對한�硏究)34)

三陰三陽의 모델은 밖으로 드러나는 생명체의 분화발달 양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며,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이 모델의 도입과 

응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 그러므로� 인체의� 본질적인� 생명작용뿐만� 아니라� 그� 외현하는� 생명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醫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현상세계의� 변화를� 정확

31) 朴贊國, 崔三燮. 《素問》 「陰陽離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 6. 

pp.131-132. 

32) 朴贊國, 崔三燮. 《素問》 「陰陽離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 6. 

pp.131-132

33) 朴贊國, 洪元植. 仲景 傷寒論에 關한 考證. 大韓漢醫學會誌. 1980. 16(1). pp.30-36. : 朴贊國의 傷寒論
연구의 초기 저작으로 傷寒論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傷寒論 후세 학자들의 考證 내용

을 辨脈 및 平脈篇, 傷寒例, 痙濕喝篇, 六經篇 및 傷寒論全文, 可與不可諸篇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朴贊國. 仲景의 生涯와 後世傷寒家의 六經辨證에 관한 硏究(碩士論文). 慶熙大學校大學院. 1981. : 후세의 
傷寒論 연구자들 간의 주요 논쟁들 즉, 王叔和의 傷寒論 撰次에 대한 비판, 분류 방법에 대한 논쟁, 六經

의 의미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六經을 6개의 단계로 나누어 체계를 세운 것으

로 雜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34)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75.  



故 德山 朴贊國교수 서거 1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  113

하게� 보여줄� 수� 있는�三陰三陽(陰陽)의� 도입과� 응용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傷寒論 三陰三陽에�對한�硏究)35)

傷寒論의 三陰三陽 병증 체계는, 인체의 陰陽 운동 변화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

나는 병리적 현상들을 三陰三陽의 모델에 따라 해석하고 치료한 경험이 축적되어 성립된 것

이다. 이때 각각의 三陰三陽 병증은 단순히 질병 전변의 단계를 의미하거나 陰陽의 盛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三陰三陽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太陽病의 경우는 가장 최전선에서 邪氣를 막아내야 하는 太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병증이며, 이 단계에서 치료하지 못하면 다시 邪氣가 안으로 들어와 陽明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陽明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傷寒論》의�三陰三陽은� 바로� 인체의�陰陽變化에� 근거한� 것이다.
...� 六經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인체의� 陰陽變化의� 차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太
陽病은� 인체의� 太陽機能이� 病들었다는� 말이고,� 太陰病은� 太陰機能이� 病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 �

(《傷寒論》�三陰三陽에�對한�硏究)36)

또한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1993년)에서는, 人體가 이 氣를 벌어들이는 과정 

즉, 飮食物을 消化, 吸收 分配, 排泄의 과정은 陽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陽이라 하고, 일단 벌

어들인 氣를 비축하여 다시 쓰는 과정을 陰이라 한다고 설명하였다37). 각각의 三陰三陽을 

인체의 기능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관점은 三陰三陽의 開闔樞 이론과 연결된다. 같은 논문에

서 이러한 기능 중심의 三陰三陽 체계를 종합하여 설명하였는데38), 傷寒論의 三陰三陽 체

계는 밖으로 드러난 우리 몸의 병리적 변화를 三陰三陽 모델로 관찰하여 구성된 것이며, 이

때 병의 表裏 특성에 따라서 陰과 陽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각각의 陰陽은 기능에 따라서 開

闔樞로 나누어진다. 또한 表에 해당하는 三陽病은 氣의 盛衰에 대처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며, 裏에 해당하는 三陰病은 精氣 또는 陰精의 손실에 대처하는 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된

다고 하였다. 즉, 素問․熱論의 三陰三陽 병증이 주로 경락학설을 기반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傷寒論의 三陰三陽 병증 체계는 각각의 기능을 위주로 병리기전을 파악하고 

여기에 임상 경험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傷寒論은 또한 후대 辨證論治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비록 三陰三陽의 병증이 겉으

로 드러나는 증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부 五臟六腑의 병리기전을 파악하지 못

한다면 제대로 辨證하기 어렵다. 辨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론에 입각하여 인체 

내부의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우선 證의 의미에 대하여 朴贊國은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症이란� 病이� 人體를� 通하여� 드러내는� 現狀이지만,� 證이란� 反對로� 사람이� 疾病을�
治療코자� 할� 때,�藥을� 쓸� 수� 있는�根據가� 되는� 것이다.� �

35)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76. 

36)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77. 

37)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78. 

38)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7.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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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論〉의�病과�證에� 대한�硏究)39)
 

證이란 글자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辨證施治의 근거를 말하는데, 단순한 증상들의 조

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望聞問切을 통하여 얻어낸 여러 가지 진단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리는 것이며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인체 내부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理論的으로�證이� 이러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하더라도�實際 臨床에서�證을�
區分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많은�臨床家들이�辨證을� 하기� 보다는� 어떤�處方
의� 應用病症을� 외우거나,� 經驗을� 바탕으로� 臨床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
다.� � �

우리가� 흔히�八綱辨證이라� 하여�寒熱,�虛實,�表裏,�陰陽을� 말하는데,�寒熱,�虛實,�
表裏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陰陽을� 잘� 모르는� 것� 같
다.�

(〈傷寒論〉의�病과�證에� 대한�硏究)40)

辨證論治라는 용어 자체는 20세기 초반 현대 중의학이 성립되면서 학자들이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전통의학의 특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나, 辨證 행위 자체는 한의

학 진단 치료의 핵심이며 역사적으로 처음 한의학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어져 온 것

이다. 그런데 실제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辨證論治를 어려워하고 간단히 통치방을 쓰거나 

증상에 대응하는 대증치료 수준의 치료를 해왔던 이유는, 인체 내면의 변화를 읽어내야 하며 

특히 五臟의 虛實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겉으로 표현되는 陰陽의 양상도 

형식적으로는 간단히 보이나 임상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진료에 임하기는 쉽지 않다. 

辨證의�方法이나�證이라는� 것은,� 어떤�固定된� 것이� 아니다.� 우리� 醫學을� 하는� 사
람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가꾸고� 길러야� 하는� 것이다.� 오늘� 당장�必要없는� 것
이라고� 버린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證이나�辨證은� 곧� 시들해져� 버릴� 것이다.� � �

(傷寒論의�病과�證에� 대한�硏究)41)
 

傷寒論 辨證論治에 대하여 朴贊國은 三陰三陽 모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三陰三陽 각각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開闔樞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

다. 예를 들면, 太陽은 開에 속하므로 太陽病의 경우 외부와 氣의 소통, 開闔의 적절한 조절, 

衛氣 등 陽氣의 원활한 순환 등이 병증 발생의 관건이 된다.   

...� 그러나� 根本的인� 判斷의� 基準은� 亦是 人體의� 陰陽변화를� 觀察하여야� 하므로�
三陰三陽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옛부터�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을� 開闔樞로� 나누어� 놓았는데,� 식물의� 잎은� 바

39)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대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16. 

40)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대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17.

41)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대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20. 



故 德山 朴贊國교수 서거 1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  115

로�三陰三陽의�開요,� 줄기는�樞,� 뿌리는�闔이� 된다는� 것이다.� � �
(〈傷寒論〉의�病과�證에� 대한�硏究)42)

傷寒論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外感으로 인하여 太陽病이 시작하여 

병이 전변되지만 그 과정 속에는 인체 精氣의 虛實 상태가 겸하고 있어서 병의 전변과 치료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傷寒論에서 臟腑論에 입각한 五臟 精氣의 상

태를 별도로 논하지 않은 이유는, 張仲景이 三陰三陽의 모델을 중심으로 표준적인 병의 변화

를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면�眞正한�治療란� 무엇인가?�胃의�潰瘍이�肝實로� 왔다든지,�腎陽虛로� 왔다든
지를� 먼저� 밝히고,�肝實이나�腎陽虛는� 또� 어떠한�理由로� 왔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
다.� 그러다� 보면�結局 患者의�生活方式,�性格,� 타고난�性質 등이,�病의�要因으로�
登場할� 수밖에� 없다.� �

(傷寒論의�病과�證에� 대한�硏究)43)

결국 傷寒論 辨證論治의 시작이 三陰三陽의 병증으로부터 시작하기는 하나, 깊이 진단

해 들어가다 보면 臟腑의 虛實을 파악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성격, 기질, 생활방식 

등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黃帝內經, 傷寒論, 金元四

大家 의학, 四象醫學 등의 다양한 관점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다.  

한의학의 역사상 傷寒論으로부터 시작하여 淸代 溫病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朴贊國은 金元 이래로 발전한 滋陰降火論이 溫病學이 탄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44). 그런데 후대에 형성된 溫病學이 무조건 傷寒論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외감성 전염병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본인이 임상에서 실제 溫病學 위주로 치료를 시행하면

서도 傷寒論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王士雄이� 內經과� 傷寒論의� 理論을� 溫病學에� 도입하고� 溫病學說이� 普及됨에� 따
라� 溫病의� 槪念이� 擴充되어� 溫病學은� 傷寒을� 包括하게� 되었으며,� 溫病은� 모든�
外感熱性病의�總稱으로�變貌되었다.�

(溫病學 發達에�關한�文獻的 硏究)45)

傷寒論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溫病學을 이해하였으므로, 溫病學에 대한 三陰三

陽 및 辨證論治 중심의 접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현대의 의료 환경에서 왜 溫病學을 중

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대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p.17-18.

43)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대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19. 

44)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3. 

45) 朴贊國. 溫病學 發達에 關한 文獻的 硏究(博士論文). 慶熙大學校大學院. 1984.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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歷史的으로� 보면� 漢代 以前에는� 陰이� 盛하여� 貯藏性이� 强하였으므로� 傷寒論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魏晉南北朝와� 隋唐宋을� 거치면서� 社會가� 混亂하고� 心性이�
어지러워지면서�相火의�熾盛으로�火熱이� 많아지자�金元에� 이르러�火熱理論과�相
火論이�擡頭하게� 되고� 이들은�學界의�呼應을� 얻게� 되고�明淸을� 거치면서�溫病學
으로� 발전하여� 現在 中國에서는� 傷寒論보다� 훨씬� 많은� 呼應을� 얻고� 있는� 것� 같
다.� 우리나라도�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몇�大學에서�溫病學 講義가�開設되고� 있
는� 형편이다.� 이는�陰氣가� 점차�弱해지고�陽氣가�盛해지고� 있다는�證據인� 것이다.�

(黃帝內經에� 의한�現代醫學의�檢證-갈수록� 기울어지는�陰陽의�均衡)46)

여기서 중요한 것은 傷寒과 溫病의 차이를 일반적인 風寒의 邪氣와 溫邪 등 邪氣의 종류 

기준으로 구분하여 본 것이 아니고, 시대 변화 속에서 사회가 혼란하여 心性이 어지러워지면

서 내부의 相火가 치성하게 되어 火熱病이 많아진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물론 疫病의 경우

처럼 특수한 성질의 溫疫의 邪氣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일정한 패턴의 溫病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수한 溫疫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대부분의 溫病의 경우도 傷寒과 마

찬가지로 인체 내부의 요인들이 발병과 전변에 크게 작용함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현대 사회도 계층 및 세대 간의 양극화, 물질주의로 인한 지나친 경쟁, 개인주의로 인한 공

동체 파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화가 치성하여 넓은 의미의 溫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溫病學의 보급에 앞장섰던 것이다. 따라서 朴贊國이 추구하였던 溫病學的 

치료는 淸代나 현대 중국의 그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으로, 이론적으로 劉河間의 火熱論

이나 朱丹溪의 滋陰學說의 상당 부분을 포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東醫寶鑑과 四象醫學 

朴贊國은 ‘東洋醫學 眞面目 못 보여줬다’(1991년)에서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小說 東醫寶

鑑이 조선시대 한국의학의 특징인 臟腑 중심의 辨證論治의 특색을 잘 살리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47). 東醫寶鑑 성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黃帝內經의 전통을 계승하

였다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오랜 분열 시기가 끝나 秦漢으로 통일되면서 중국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저작된 黃帝內經은 陰陽五行 이론을 중심사상으로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臟腑論, 經絡論 등을 발전시킴으로서 선진의학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

다. 한국도 고조선과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黃帝內經을 토대로 의학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

에서 黃帝內經의 三陰三陽論이 傷寒論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宋代를 거쳐 金元四大家 의학에 이르러 黃帝內經과 傷寒論 연구가 임상 분야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이 당시 고려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의학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자주적인 발전을 꾀하여 鄕藥이라는 새로운 의학을 탄생시켰다48). 이후 臟腑論 중심의 

金元四大家 의학은 明代에 이르러 종합 정리되고 그 내용이 다시 유입되어 東醫寶鑑의 성

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49)50). 따라서 東醫寶鑑은 黃帝內經, 傷寒論, 金元四大家 의학의 

46)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5.

47) 朴贊國. 東洋醫學 眞面目 못 보여줬다.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5. pp.8-17. 

48)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대한 硏究–許浚의 《東醫寶鑑》을 通하여. 1991.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5. 

pp.138-142.  

49) 韓國韓醫學硏究所. 韓國醫學史再定立(上). 서울. 韓國韓醫學硏究所. 1995. pp.213-338.  

50)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대한 硏究–許浚의 《東醫寶鑑》을 通하여. 1991.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5.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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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五行論(三陰三陽 포함), 臟腑論, 經絡論 등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고려시대 鄕藥으로부터 

이어지는 한국 한의학의 전통을 결합하여 東醫學을 성립시킨 저작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 내용은 精氣神을 의학의 근간으로 삼고 臟腑 중심의 辨證論治를 통하여 인체의 精氣를 

보존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한 것이다.    

辨證이라� 하면� 邪氣를� 전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邪氣보다는� 人體의� 機能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곧� 우리의�辨證施治란� 어떠한�事故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아� 그� 해결
과� 보상을� 구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스스로� 자신에게서� 찾아�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

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만� 한다면�事故가� 완전히� 해결될� 뿐
만� 아니라� 아무런� 부작용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東醫寶鑑의�辨證 體制에� 대한�考察)51)

東醫寶鑑이 완성되기까지 조선왕조는 의학을 발전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醫方類聚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는 의사들이 비록 

기술직으로서 중인 계급에 속해 있기는 하나 유학 공부를 통하여 仁義禮智의 本性과 理氣 

이론에 대한 학식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 및 우주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어, 결국 한

의학을 수준 높은 의학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 때에는 유학자로 하여금 醫生을 교육하도록 하였으며52), 세조 때에는 

醫書習讀官 제도를 만들어 醫師 및 醫生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黃帝內經, 傷寒論 등의 

기본 의서를 공부하도록 하였다53)54). 이러한 조선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黃帝內經의 陰陽

五行論으로부터 이어지는 의학전통에, 고조선, 삼국시대 이후 鄕藥 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의학의 전통을 접목하여 東醫寶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精氣神과 臟腑 중심의 辨證論治를 바탕으로 하는 東醫寶鑑의 목차를 살펴보면, 어떠한 순

서로 辨證論治를 시행해야 하는지의 구성 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의�篇制에서,� 「內景篇」의� 精氣神血의�養生과�治療에� 있어서
는,� 「外形篇」의�皮筋肉骨 등의�養生治療에서보다� 좀� 더�治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雜病篇」에서의�雜病은,� 「內景篇」이나� 「外形篇」에서보다� 더욱�治氣에� 역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東醫寶鑑의�辨證 體制에� 대한�考察)55)

즉, 「內景篇」의 精氣神血의 辨證論治는 治心에 집중되어 있으며, 「外形篇」의 皮筋肉骨

과 「雜病篇」의 雜病으로 갈수록 辨證論治는 治氣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東醫寶鑑은 

陰陽과 五行을 통합한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傷寒論 이후 金元醫學을 흡수하

51) 朴贊國. 東醫寶鑑의 辨證 體制에 대한 考察. 제3의학. 1996. 1(1). p.46. 

52) 韓國韓醫學硏究所. 韓國醫學史再定立(上). 서울. 韓國韓醫學硏究所. 1995. pp.236-237.

53)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대한 硏究–許浚의 《東醫寶鑑》을 通하여. 1991.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5. 

p.145. 

54) 韓國韓醫學硏究所. 韓國醫學史再定立(上). 서울. 韓國韓醫學硏究所. 1995. pp.230-231, p.237.

55) 朴贊國. 東醫寶鑑의 辨證 體制에 대한 考察. 제3의학. 1996. 1(1).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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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精氣神의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仲景 傷寒論이� 生理와� 病理를� 陰陽으로� 묶어� 버리자� 生理,� 病理의� 개념이� 간
단하게� 정리가� 되었으나� 사고의� 국한성이� 경직성을� 면키� 어려운� 바가� 없지� 않다.�

이에� 宋醫家와� 金元 四大家에서의� 傷寒論의� 새로운� 연구와� 內經 사상의� 확
대� 해석은� 生理와� 病理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辨證
에� 있어서도� 그�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즉�東垣의� 脾胃論은� 인체의�精氣가�脾胃의�養을� 받아� 생성된다는� 이론과�丹溪
가� 주장한�肝腎 相火論이�精과�氣血의� 상호� 생성함을� 밝힘으로써�精氣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동시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丹溪의� 滋陰說이나�
東垣의� 脾胃之氣의� 昇降論은� 五臟氣의� 상호교제의� 이해를� 돕게� 되었다.� 또한� 命
門 三焦에� 대한� 이해가� 相火論이나� 脾胃의� 昇降論과� 함께� 깊어짐으로� 五臟六腑
에� 국한되었던�臟腑의� 기능도� 더욱� 그� 폭이� 넓어졌다.�
결국� 이러한�臟腑 개념의� 확대는� 傷寒論의�陰陽개념을� 체표나�經絡에� 국한시키
지� 않고� 인체� 전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東醫寶鑑은� 당시의� 중국의학을� 주도하던� 金元醫學을� 도입하여� 정리한� 것
이므로� 그� 선택의� 여지가� 넓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東醫寶鑑의�辨證 體制에� 대한�考察)56)

四象醫學은 傷寒論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 한의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東醫寶鑑

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四象醫學은 기존의 五行에 기반 한 

臟腑論과 달리 上下로 四臟을 배치한 후 그로부터 발현되는 性情의 차이에 따라 체질을 구

분하여 치료한다는 점에서 東醫寶鑑 등 기존 한의학의 체계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한의학에 반영하여 우리 몸의 陰陽五行 변화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心性을 함께 참작하여 치료하려고 한 결과일 뿐이다. 五臟 精氣의 虛實과 

五臟에 갈무리된 神 또는 감정의 편차를 고려하여, 일시적인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보다 근

본적인 의학적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한의학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朴贊國은 이러한 맥락상에서 四象醫學이 멀게는 黃帝內經의 陰陽五行論으로

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비록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학이기는 하

나 陰陽五行의 관점에서 충분히 체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韓國에서�誕生한�四象醫學은�三陰三陽을�四象으로�要約하여�體質區分에�適用함
으로�複雜한�病理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開拓한� 것이다.�

(黃帝內經에� 의한�現代醫學의�檢證)57)

四象과� 三陰三陽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기서� 論者가�
三陰三陽을� 언급하는� 것은� 內經의� 三陰三陽理論을� 四象醫學을� 연구하는데� 도입

56) 朴贊國. 東醫寶鑑의 辨證 體制에 대한 考察. 제3의학. 1996. 1(1). p.51.

57)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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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자는� 뜻에서이다.� �

(四季節의�象을�利用한�體質鑑別法)58)

三陰三陽 모델은 五行과 陰陽을 결합하여 생명체의 분화 발전을 설명한 것이므로 인간의 

性情에 대한 내용은 관련이 적다. 따라서 性情보다는 주로 氣質을 중심으로 한 체질의 판정

에 대해서 三陰三陽 모델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봄에� 싹이� 나고� 나서� 줄기가� 자라는� 모습에서� 少陰人 象을� 볼�
수� 있고� 여름에� 茂盛하게� 자라는� 草木에서� 太陰人의� 象을� 찾을� 수� 있고� 가을에�
잎에�丹楓이� 들면서� 열매가� 커져가는�草木에서�少陽人의�氣象을� 느낄� 수� 있고� 겨
울에� 씨를� 속에� 감추고� 매서운� 바람이� 오히려� 시원한� 듯� 견디고� 있는� 나무에서�太
陽人의�氣象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四季節의�象을�利用한�體質鑑別法)59)

厥陰부터 陰의 形質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명체가 길이 성장을 하면서 형체

를 만들어가는 象으로써 少陰人 체질을 설명하였고, 여름에는 이미 형체가 다 자라서 크기는 

하나 더 이상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象으로써 太陰人 체질을 설명하였다. 또한 가을에 낙

엽이 지면서 氣가 충실해지고 열매가 커져가는 象으로써 少陽人의 체질을 설명하였고, 겨울

에 精氣를 씨앗이나 뿌리에 갈무리하여 강하게 견디고 있는 象으로써 太陽人의 체질을 설명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內經부터 이어지는 陰陽五行論 특히, 三陰三陽 모델의 순환적 관점

으로 四象醫學을 파악한 것으로서 體質論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다.    

6. 相火와 三焦 

君火와 相火의 개념에 대하여 朴贊國은 丹溪의 相火論과 유사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陽氣

를 발양하여 운행시키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君火이고 精이 氣化하여 발생하는 氣를 相火라

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精氣가, 밖으로부터 氣味를 원활하게 들여와서 제대로 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나누어 설명한 것이 또한 三焦이

다. 

곧�精이�氣化하는� 것인데� 이때의�氣化 過程을�相火라� 부르고,� 이때에�生成된�氣
도�相火라� 부르기도� 한다.�
...� 人體內에서는� 穀氣나� 天氣를� 吸收하여� 생성되는� 營衛之氣 곧� 우리가� 視聽言
動하며�體溫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君火이고,�氣血이� 일단�精化되었다가�精이� 다
시�氣化하여� 발생되는�氣는�相火에� 의한� 것이다.�

(三焦와�相火)60)

三焦의 無形說에 대하여 有形이라고 반박하기보다는 精氣의 활동을 기능 중심으로 파악한 

58) 朴贊國. 四季節의 象을 利用한 體質鑑別法.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3.

59) 朴贊國. 四季節의 象을 利用한 體質鑑別法.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5.

60) 朴贊國. 三焦와 相火.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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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三焦이므로 無形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즉� 肝이� 血을� 藏한다� 라는데� 어디� 꼭� 實質臟器에만� 血을� 藏할� 수� 있겠는가?� 다
만� 腎은� 精을� 藏한다� 하지만� 어찌� 그�腎에만�精을�藏한단� 말인가?� 단지� 자고� 있
던�魂을� 일깨워�生動하게� 하는�作用을� 담당함을�肝이라�稱하고�人間의�精神氣血
의� 활동으로� 맺어진� 씨앗을� 갈무리하는� 기능을�腎이라� 불렀을� 뿐이다.

(三焦와�相火)61)

上中下 三焦의 기능은 바로 精이 氣化된 相火의 氣가 수행하는 것인데, 그 특징을 天地人

의 세 가지 德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원래 素問․三部九候論에서 우리 몸을 上中下의 天

地人으로 나눈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인체가 소우주라고 하는 天人相應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氣의� 作用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自然의� 天地人에� 비추어� 作用을�
說明하여�三焦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
즉� 天이� 氣를� 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地에� 쏟는� 덕을� 베풀고� 있음을� 본따� 上焦
라� 이름하고,� 地의� 天에� 順應하여� 物을� 갈무리하는� 덕을� 본따� 下焦를� 이름하고,�
天地의�德으로� 살되�天地의�長點을�取하여�天地의�公事를� 돕고� 있는�人間的 行
爲를� 본따� 中焦를� 이름한� 것이다.� 즉� 中焦에서� 흡수된� 味인� 곧� 地氣는� 上焦에서�
흡수된�天氣를�結合하여�血을� 만들고�氣를�生成하여�上焦에� 보내주면�上焦를� 이
를�全身에�分配하여�人의�生을�營衛하게� 하며�下焦는�生을� 영위하고� 난� 후의�氣
血을� 받아�精微로운� 것은�精으로� 만들어� 갈무리하고� 거친� 것은� 밖으로� 버려� 배설
시키고� 있는� 것이다.

(三焦와�相火)62)

7. 醫哲學  

한의학은 과학인가, 아니면 철학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의학이 철학이어서는 안 

되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학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朴贊國은 우선 이러한 논

란에 대하여 철학과 과학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科學과�哲學은�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哲學이� 없는�科
學은�飮酒運轉者가�運轉하는�自動車의�疾走와도� 같은� 것이다.� 물론�科學이� 없는�
哲學도�單純한�空理空論에� 빠질� 뿐이다.� � �

(黃帝內經에� 의한�現代醫學의�檢證)63)�

61) 朴贊國. 三焦와 相火.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16. 

62) 朴贊國. 三焦와 相火.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17. 

63)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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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부재한 과학은 목표를 잃고 폭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철학의 중요성을 조금 더 

높게 보았다. 또한 철학의 두 축인 존재론과 인식론의 입장에서 볼 때, 동양의학에서는 물질

과 정신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으며 명확히 존재하는 물질보다 오히려 정신의 지배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인식론에 있어서는 서양과학의 객관적, 분석적 인식보다는 주관적, 종합적 

인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西洋醫學은� 物質의� 독립적� 存在를� 인정하는� 實在를� 택하였고�
事物의� 인식에� 있어서는� 과학적� 인식� 즉,� 실험이나� 논리적�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분석적� 인식론을� 택하였고� 논리에� 있어서는� 오직� 실용만을� 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東洋醫學의� 哲學은� 어떠한가?� 우선� 存在論에� 있어서� 東
洋醫學은�物質과�精神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物質은�精神의� 지배를� 받고� 있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식에� 있어서는� 서양과학의� 客觀的 分析的 인식보다는�
主觀的 綜合的 인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는� 陰陽五行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 언뜻� 보면� 生物과� 無生物이� 다르고� 動物과� 植物 모두�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形質의� 세계를� 떠나� 氣와� 神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들의� 生成變化의� 법칙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東洋哲學과�韓醫學)64)
  

물질과 비물질 또는 물질과 정신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동양철학

에서 말하는 神과 氣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 生成變化하는 법칙이 크게 다르지 않다

는 것이다. 나아가 朴贊國은 氣의 개념을 확장하여 물질에 대비되거나 혹은 정신에 대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면서 양자를 매개하는 중간자의 특성을 가

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일부 동양의 전통의학자들이 유물론에 입각하여 氣를 물질로 치

부하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 氣라는� 것은� 아주� 主觀的이고� 難解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자연과학으로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이�氣라는� 존재는� 물질적이면서� 다분
히� 정신적인� 면이� 많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氣란�精神과� 物質을� 이어주는� 매
개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精神과�物質을� 분리하는�西洋醫學이�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西洋醫學이� 形質 즉,� 物質을� 醫療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東洋醫學은�
形質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氣를� 그�醫療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韓醫學은�形質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精神까지� 그�治療영역
에� 쉽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 � � �

(東洋哲學과�韓醫學)65)

64) 朴贊國. 東洋哲學과 韓醫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1). p.3. 

65) 朴贊國. 東洋哲學과 韓醫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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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氣 자체가 물질도 아니며 정신도 아닌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질과 정신을 분리

하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몸과 마음의 결합을 바탕으로 주관적이고 종

합적인 인식을 하는 동양철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여야만 기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개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곧 氣를 다루는 의학이므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히 서양의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앞서서 철학이 부재한 

과학을 비판한 것과 같이 생명체로서 인간의 삶의 목표를 철학적으로 궁구하지 않고 서양의

학이 단지 이미 질병이 물질세계의 형질로 나타난 이후에 치료하려는 것은 자체로 낮은 수

준의 의학임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의학에 대한 평가는 철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즈음�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들� 말하고� 있다.� 그러나� 西洋醫學의�
3대� 약물인� 항생제,� 호르몬제,� 진통제가�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단� 말인가?� 도

리어� 이러한� 약들은� 인간의� 생체리듬을� 깨뜨리고�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비판�

받은� 지� 오래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뚜렷한� 哲學的 背景이� 부재한� 學問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인류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단� 말인가?� 대중은� 어

리석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해소하고� 가시적으로� 病巢를� 보여준다고� 西洋醫學을�
選好하기� 때문에� 西洋醫學이� 우수한� 것이� 아니며,� 西洋醫學을� 전공하고� 있는� 이
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높다고� 하여�西洋醫學이� 우수한� 것도� 아니다.� �
...� 즉� 다시� 말하면� 의료의� 가치는� 상업적으로� 평가되어서도� 아니� 되며� 학문적으로�

평가되어서도� 아니� 된다.� 반드시� 철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東洋哲學과�韓醫學)66)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AI의 등장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단지 의료산업의 측면에서 AI의 확산으로 인하여 의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변화를 일으킬 뿐

만 아니라, 환자 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AI가 인간 지성의 역할을 잠식해 들어오면서 과

연 인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며 인간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많

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이 바로 철학의 주제들이며 실용학문의 

하나인 의학도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의학을 철학적으로 평가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 해당한다.   

또한 인간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 인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문화, 인간과 과학 등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생태학, 인류학, 환경학, 윤리학, 사회학 등의 분야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人間의� 疾病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온갖� 手段과� 方法을� 동원해서� 퇴
치시켜야� 할� 악마와� 같은� 것인가?� 事實 世上의� 모든� 惡이� 그� 씨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善과�正義가� 행하여지지� 않는� 데에서� 바로� 생겨나는� 것이다.� 즉�惡이란� 바

66) 朴贊國. 東洋哲學과 韓醫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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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善에서� 나오는� 것이다.� �
...� 좀더�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 生命體란� 健康과� 疾病을� 따지기� 이전에� 生命體의�
存在에� 꼭� 필요한� 어떤�法則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요,�健康과�疾病이란� 그�生
命現狀의� 일부에� 붙인�名稱에� 불과하다.�
...� 人類는� 自身의� 잘못으로� 病苦가� 계속되어도� 이를� 감내하고� 惡한� 行動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病의� 苦痛마저� 없는� 인류사회는� 종국에� 어떻게� 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疾病은� 하느님이� 인류에� 내린� 자비요� 藥과�
같은� 것이다.�

(醫哲學에� 대한�小考)67)

건강과 질병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관념에 빠지게 되면 생명체가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 어

떠한 원리를 간과하게 되며, 질병의 원인을 邪氣나 바이러스 등의 탓으로만 돌리게 되므로 

이는 우주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삶의 질보다는 단순한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이 주도하여 온 폐단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늙고, 건강하게 죽는 것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오히려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 보았다. 

醫師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는� 사람을� 없애야� 하는� 것이� 그� 一次的인� 義務이겠
지만,� 그러나� 죽어야� 할� 사람을� 잘� 죽게� 하는� 것도� 그�義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人類의� 아니� 宇宙의� 善惡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人類에게� 이득
이� 오느냐� 손해가� 오느냐에� 있다.� 그런데�惡을�行하여� 나쁜�疾病에� 걸려도�人間의�
손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다면� 이는�宇宙의�善惡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이다.�

(醫哲學에� 대한�小考)68)

지금이라도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명력을 위축시키지 

말고 키워나가야 하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黃帝內經에서 말하나 三陰三陽의 변화가 곧 生長化收藏

이므로 억지로 노화를 막거나 삶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규모를 조절하여 타고난 삶의 사이클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 이는� 어딘가� 근본적으로� 醫學思想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人間이� 있
는� 곳에� 疾病은� 있게� 마련이다.� 어찌� 疾病이� 患者의� 건전한� 生活과� 思想이� 없이�
단지�醫師나�藥의� 힘으로� 정복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그러한� 법칙은� 있을� 수�
없다.�

...� 그리고� 생명의�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創造한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精氣신혈이나�人間의�五臟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67) 朴贊國. 醫哲學에 대한 小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7. 1(1). p.21.  

68) 朴贊國. 醫哲學에 대한 小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7. 1(1).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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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으면� 한다.�

(醫哲學에� 대한�小考)69)

체내의� 어떤� 생리요소가� 필요하다던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체내에� 주입시

키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가장� 알기� 쉬운�例로� 인슐린이� 부족하다� 하여� 이를� 합성하여�體內에�注入하여�糖
尿病을�治療하는� 것은� 가장� 과학적이고�合理的인� 처치법� 같지만� 다시� 한� 번� 생각
하여� 볼� 때�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인슐린을�體外로부터� 주입시키면,� 미약하나마� 인슐린을� 생산하
고� 있던�體內의� 기능을�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醫哲學에� 대한�小考)70)

당뇨병을 인슐린으로 조절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단순히 이를 부정하고 쓰

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자체의 조절 기능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사

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의학은 이미 仁術의 하나라기보다는 막대한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인간의 생명력과 스스로 치유하려는 자생력을 키

우기보다는, 의료산업을 지탱해주는 경제적 대상으로 인간을 전락시켜 결국 병들고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철학의 시작과 목적은 인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철학에 기반 

한 의학은 인간의 행복을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다. 無極에서 太極으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체가 태어나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을 표현한 모델이 바로 三陰三陽이며, 그러한 

三陰三陽의 변화는 바로 생명체 본연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추상적으로 말하면 행복이며 그 행복이 자기만

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밖에 朴贊國은 철학적으로 醫學과 易學의 다른 점과 같은 점에 대하여 논하였는데71) 

醫와 易이 다른 점은, 사물이 陰陽五行의 변화를 해나갈 때 생명체의 경우 정신뿐만 아니라 

氣의 形質이 결합되어 변화하므로 밖으로 三陰三陽으로 드러나고 필연적으로 相火의 존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周易은 주로 안에 내재한 五行과 관련된 정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한 것이고, 醫學은 주로 외부의 三陰三陽으로 드러나는 氣血의 변화를 파악하여 질병을 치료

하기 위한 것이다72). 醫學과 易學이 같은 점은, 精神과 氣血 모두 변화하는 消息盛衰의 양상

은 크게 보면 동일하며, 그 하나의 예로서 三陰三陽의 변화와 六爻의 배치가 서로 상응한다

는 것이다73). 醫易學이라는 분야가 존재하나 역사적으로 醫學과 易學이 분리되어 발전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인간과 우주의 변화를 바라보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8. 한의학 교육과 정책 

69) 朴贊國. 醫哲學에 대한 小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7. 1(1). p.23.

70) 朴贊國. 醫哲學에 대한 小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7. 1(1). p.25.

71) 朴贊國. 醫와 易의 同異. 周易硏究. 1999. 4. pp.195-210.

72) 朴贊國. 醫와 易의 同異. 周易硏究. 1999. 4. pp.196-199.

73) 朴贊國. 醫와 易의 同異. 周易硏究. 1999. 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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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贊國은 현재 한의학 교육의 큰 문제점은 학생들에게 한의학의 치료기술에 대한 자긍심

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 때문에 많은 한의사들이 참된 의료를 시행하

지 못하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의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

도록 만드는 책임은 물론 교육자에게 있다. 한편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중요하다. 제시한 방법론으로, 한의사는 반드시 학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진료에 임해야 

하므로 內經을 필두로 傷寒論, 四大家書, 溫病學 등 중국의 古醫典과 東醫寶鑑과 東

醫壽世保元 등 한국의 古醫典을 독파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문 독해 능력

뿐만 아니라 동양적 자연관과 식물관을 배양하는 조기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학생들이 직접 

자연과 사회를 접할 수 있는 실습과 봉사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를� 든다면� 의학을� 하는� 것을� 참된� 의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의학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제� 감추지도� 않는�

지경에� 도달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의학의�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신참� 한의사들에게� 진정한� 한의학적인� 의료기술에� 대한� 자긍

심을� 심어주지� 못한�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 內經을� 硏究하는� 사람들이�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韓醫
學을� 學術的으로� 理解하여�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臨床을� 하려면� 內經을� 필두로�
傷寒雜病論,� 四大家書,� 溫病學 등� 중국의� 古醫典을� 독파해서� 외워야� 하고,� 韓國
의� 古典으로는�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을� 역시� 읽고� 외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西洋科學 敎育만� 받다가� 갑자기� 20세가� 되어서야� 몇� 년간� 조금씩�
內經 傷寒雜病論 등을� 走馬看山격으로� 하고� 있으니� 어찌� 진정한� 醫師가� 나오기
를� 바랄� 수� 있겠는가?

...� 각�大學이� 진정�韓醫學을� 발전시킬�意志가� 있다면�韓國의�民族士官學校 같은�
中等敎育機關부터� 세워서� 東洋哲學을� 바탕으로� 한� 早期敎育을� 시행하면서� 漢文 
실력과�東洋的 自然觀 植物觀 등을�培養해야� 할� 것이다.� � � � �
...� 현재�醫學을� 한다는� 學生들을� 보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自然이나�
社會와의� 접촉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黃帝內經에� 의한�現代醫學의�檢證)74)

또한 陰陽五行論의 순환사상을 단지 한의학의 기초이론일 뿐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서

로 조화시키고, 인간 중심의 과학으로 전환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발양하고 마음을 열게 하

는 일종의 교육이념이며, 사회운동의 이념으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시켰다. 

자연과� 인간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한� 희생의� 대상이거나� 정복의� 대상이� 아

니다.� 사람이� 그것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해치기도� 한다.� 즉,� 모든� 것의� 출발선에는� 인간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74)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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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유기농법,� 자연농법과� 같은� 농업의� 혁신,� 자연의학인� 전통의학의� 위상

정립,� 기계의� 발달을� 승화시킬� 수� 있는� 도덕,� 정신교육의� 재무장� 등을� 통해� 물질공

학을� 자연․인간공학으로� 전환시키고,� 개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고의� 개
방� 등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자연관인� 음양오행론적� 순환사

상은� 서구의� 획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 �

...� 우리의� 이성이�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고,� 거기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는� 더� 나은� 미래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의� 교육

의� 가치체계� 내에� 발달된� 서구문명의� 도구를� 소화해� 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이� 중심에는� 우리의�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

(전통과학의� 재교육� 문제)75)

전통사상을 고루하다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통사상의 교육을 

바탕으로 발달된 서구의 문명을 소화해 낸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것

이다.    

한의학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한방공중보건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한의학에 

맞는 보건지도 업무가 보건소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단순한 방역, 예방이 아니라 

만성병, 성인병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섭생과 한방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예방

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보건소의� 기피현상은� 아마도� 한방이� 참여하므로�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保健당국은� 公衆保健醫의� 임무를� 단순히� 防疫이나� 豫防에� 그치는� 소극
적인� 진료태세에서� 慢性病,� 成人病 등의� 치료와� 예방은� 물론� 세균감염에� 앞서� 섭
생과� 약물의� 복용으로� 건강한�身體를�維持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하
여야� 할� 것입니다.� �

(韓方保健 指導業務 付與의�當爲性)76)

법정 전염병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한의학에서 말하는 六氣나 六淫이 현대적 표현으로 

곧 습도, 온도 등의 강약에 불과하므로 한의학으로 충분히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 세균을� 번식하게� 할� 수� 있는� 原因을� 六淫이라� 하여� 이�
六氣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여� 질병을� 치료하는데� 주력해� 왔다.�
지금� 六淫이니� 六氣니� 하는� 말들이� 아마도� 낯설지� 몰라도� 사실� 이� 六氣 六淫이�
곧� 체내의� 濕度,� 溫度,� 氣運의� 强弱을� 表示하는� 것으로� 매우� 科學的이라� 할� 수�
있다.�

(韓方保健 指導業務 付與의�當爲性)77)

75) 박찬국. 전통과학의 재교육 문제. 東洋醫學. 1998. 24(1). p.12.  

76) 朴贊國. 韓方保健 指導業務 付與의 當爲性.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26.  

77) 朴贊國. 韓方保健 指導業務 付與의 當爲性.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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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의학계의 이러한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몰이해에 의하여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사회 정의와 공정한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알기로� 법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모순의� 개선에�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단지� 어느� 단체의� 힘에� 밀리거나� 기

성제도� 얽매여� 새로운� 변혁을� 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

(韓方保健 指導業務 付與의�當爲性)78)

의학이 좁은 의미로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학문이나, 넓게 보면 많은 질병들이 인간관

계와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

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질병을 예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형

성하는 것이다. 한의사들이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자연에 관심을 두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제도 개선과 사회 변혁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Ⅲ. 結論

德山 朴贊國의 학문세계와 醫學思想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우

선, 한의학의 기본원리 연구에 충실하여 가장 핵심적인 의서인 黃帝內經의 陰陽五行論을 

깊이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陰陽論과 五行論이 서로 역사적 연원이 다르며, 陰陽論은 우주

만물의 변화 성쇠를 표현하고 五行論은 순환의 원리를 바탕으로 相生相克의 변화를 나타낸

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朴贊國은 象數學과 周易의 河圖, 洛書의 先後天說을 바탕으로, 

五行은 사물에 내재된 변하지 않는 원리로서 萬物의 변화를 주도하며, 陰陽은 五行의 원리에 

의하여 사물이 분화 발달하게 되는 원동력인 동시에 그 변화를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인체에 적용하여, 五行과 陰陽의 관계를 각각 내부의 臟腑와 외부 經

絡 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朴贊國은 三陰三陽의 의미와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三陰三陽 모델은 運

氣學의 발달에 따라 陰陽論과 五行論이 통합되면서 성립된 것으로, 우주와 자연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결합된 인간의 생명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생

명체, 특히 인간은 차원 높은 삶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체의 기능들을 陰陽五行의 통합된 원리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바로 三陰三陽 모델인 것이다. 

傷寒論은 黃帝內經의 三陰三陽 이론을 계승하였는데 단, 외부로 드러나는 병증을 위

주로 三陰三陽의 병리를 해석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이후 내부의 五行 원리에 입각

하여 五臟辨證을 발전시킨 金元四大家들 가운데 劉河間의 火熱論과 李東垣의 脾胃論, 朱丹溪

의 滋陰論 등을 거치면서, 明代에 命門相火論이 대두되었고 다시 溫病學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五行의 원리를 바탕으로 五臟 精氣의 虛實을 중시한 金元四大家 의학은 明

代의 정리 과정을 거친 이후 한국에 유입되어 東醫寶鑑의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

78) 朴贊國. 韓方保健 指導業務 付與의 當爲性.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 1(2).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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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東醫寶鑑은 멀게는 陰陽五行論을 핵심으로 하는 黃帝內經으로부터 시작하여 傷寒論

, 金元四大家의 의학사상을 받아들인 동시에, 고려시대 鄕藥으로부터 이어지는 한국 한의학

의 전통을 결합하여 東醫學을 성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朴贊國은 근세의 四

象醫學도 선천적인 五臟 精氣의 虛實과 五臟으로부터 발현되는 감정의 편차에 따라 근본적

인 예방과 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東醫寶鑑의 맥을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三陰三陽

의 모델을 적용하여 체질을 감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朴贊國은 의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보다는 철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동양

의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론에 있어서는 氣라는 존재가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식론에 있어서는 주관적

이고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비하여 서양의학은 인간에 대한 철학이 부

재함으로 인하여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의 삶의 목표를 궁구하지 않고, 단지 물질세계의 수

준에서 질병을 치료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인간 삶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인체의 

생명력과 자생력을 길러가는 방향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의학 교육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

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內經, 傷寒論, 四大家書, 溫病學,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등 중국과 한국의 古醫典을 깊이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한문 독해 능력뿐만 아니라 동양적 

자연관, 식물관을 배양하는 조기 교육을 시행하며, 학생들이 직접 자연과 사회를 접할 수 있

는 실습과 봉사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朴贊國의 醫學思想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한의학의 근본 원리에 대한 추

구,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바라본 인체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간, 우주, 사회, 자연 등 인

간 및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중시한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는 三陰三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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