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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원전의사학교실  김�종�현

Ⅰ. 서론

故박찬국 교수님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하신 논문과 논설들은 한두 가지로 정리하

기 어려울 만큼 그 주제와 내용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론적으로는 三陰

三陽을 중심으로 한 陰陽五行論이 논의에 바탕을 이루며, 실제 병의 치료에 관해서는 소아의 

감기부터 癌과 風의 연관성을 논증한 것에 이르기까지 유독 감기에 대한 언급이 많다. 감기

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모든 병이 風에서부터 연유한다는 황제내경의 이론에서 비롯되어 실

제 임상 경험을 통해 구체화되었을 것이며, 가장 일상적인 병으로부터 한의학이 가진 장점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람도 포함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박찬국 교수님의 여러 논설들 가운데 포함된 감기에 대한 독창적 이론을 정리해보

는 한편, 한의학 문헌들과 최근 연구를 통해 그러한 관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II. 본론

1. 생태 순환의 시각에서 바라본 감기

“한방에서도� 예로부터� 감기를�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보고� 이를� 다루는� 방법을� 연구하였지만�

감기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일�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언뜻� 보아� 인간에게� 해만을� 끼치는� 것

으로� 보이니까� 악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5)

지금부터 살펴볼 감기에 대한 독창적 견해는 ‘가장 오래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가장 익숙한 

이 병에 대해, 언젠가는 극복하고 섬멸해야할 대상으로만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역으로 그것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으로 발전하였

다.

“우리가� 들판에� 오물이� 있는데� 이� 오물에� 파리가� 들끓고� 있으면� 오물과� 파리가� 더럽다는� 사

실만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오물에� 파리가� 구대기를� 슬어� 구대기가� 오물을� 분해하지�

않는다면� 오물은� 그대로� 남아� 생태의� 순환을� 방해할� 것이다.� 다행히� 사람이� 싫어하는� 오물을�

파리와� 모기� 기타� 곤충� 세균들이� 먹어서� 생태순환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나�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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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럽혀� 놓은� 자연이� 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 자연만� 미생물들이� 정화를� 하겠는가?�

우리� 인체도� 크게� 보면� 자연환경의� 한� 분야인데� 어찌� 미생물들이� 정화를� 하지� 않겠는가?”�

(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5)

감기의 존재 당위성에 대한 사유는 생태 순환이라는 모델에 근거하여 인체로 확장된다. 

즉 오물, 쓰레기, 노폐물 등이 벌레나 세균의 분해를 통해 생태 순환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

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발생하는 노폐물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본연의 생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하였다.  

“인체의� 어느� 한� 과정이� 일이� 밀려서� 처리되어야할� 노폐물인� 담(痰)이� 많을� 때가� 바로� 외부
의� 힘을� 빌릴� 때� 일� 것이다.� 외부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같은� 세균이

다.� 인체는� 이들이� 인체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번식하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자연의� 법칙상�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들이� 담(痰)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5)

“감기바이러스는�毒을� 깰려고� 온� 것이다.� 감기를� 잘� 앓아서�血熱을� 떨어뜨리고� 노폐물을� 제
거하는� 것이다.”� (傷寒論 강의록,� 2005)�

인체에 발생한 노폐물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痰, 심한 경우에는 毒이라 할 수 있으며 인체

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분해과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감기

는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감기를� 잘� 걸리면� 온몸이� 구조조정이� 된다.� 즉� 몸이� 더� 좋아진다.�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구

조조정이� 필요하므로� 걸리는� 것이다.� 온몸에�氣血 순환이� 안� 되어� 정체된� 것을� 제거하는� 것
이다.”� (傷寒論 강의록,� 2005)�

그 결과 감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어 氣血循環이 회

복되며, 이는 구조조정에 비유되었다. 감기에 대한 이 같은 관점은 질병에 대한 철학적 고찰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내용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논설의 일부이다. 

“人間의� 疾病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온갖� 手段과� 方法을� 동원해서� 퇴치시켜야� 할� 악마와�
같은� 것인가?� 事實 世上의� 모든� 惡이� 그� 씨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 善과� 正義가� 행하여지
지� 않는� 데에서� 바로� 생겨나는� 것이다.� 즉�惡이란� 바로�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
지로�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健康속에서� 나온� 것이�病이요�健康의�維持에� 절대�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 生命體란� 健康과� 疾病을� 따지기� 이전
에� 生命體의� 存在에� 꼭� 필요한� 어떤� 法則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요,� 健康과� 疾病이란�
그�生命現象의� 일부에� 붙인�名稱에� 불과하다.”� (醫哲學에� 대한�小考,� 1988)

내용에 따르면 生老病死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질병은 삶이 있기에 필연적

으로 존재하는 삶과 건강의 이면이다. 따라서 질병은 生으로부터 떼어내야 할 惡이 아니며, 

모든 질병을 제거한다는 것은 삶의 과정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의학의 목표는 

마땅히 겪어야할 과정들을 무리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으며, 감기도 겪어야 

할 과정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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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의 감기 치료에 대한 비판

생태 순환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감기는 인체의 노폐물이 분해되고 순환이 회복되는 하나

의 과정이다. 따라서 치료는 그 과정을 순순히 겪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을 단절시키는 치법

은 문제로 인식된다.

“물론� 술도� 오래되면� 쉬지만� 일정기간� 다시� 발표가� 되지� 않는다.� 감기가� 낫는� 것도� 이와� 마

찬가지이다.� 일정기간� 동안� 세균이� 작용하여� 체내에서� 발효가� 진행되면� 더� 이상� 세균이� 작용

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술이� 발효되는� 동안에� 발효를� 방해하여� 쌀� 속에� 영양분

이� 남아� 있다면� 효모가� 발효작용을� 멈출�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여� 발효가� 제지된� 세

균이� 그�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 속으로� 잠복하면� 환자

들의� 몸에� 항상� 미열이� 있으면서� 근육통이나,� 두통,� 아토피,� 알레르기,� 중이염,� 비염,� 결막염�

등을� 유발하고� 밤에� 수면을� 깊이� 하지� 못하고� 몸이� 개운치� 못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온갖� 병

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5)

위의 논설에서 감기의 발병과 회복은 술의 발효 과정에 비유되었다. 요약하자면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면 발효가 멈추지 않듯, 감기도 억지로 기전을 억제하면 남겨진 노폐물

이 다른 문제를 낳는다. 큰 관점에서 보면 감기는 삶이라는 과정을 이어가게 하는 전체의 일

부분이지만, 감기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작은 순환을 거쳐 완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항생제로� 세균을� 박멸하면� 세균만이� 아니라� 세균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체의� 혈구나�

세포들도� 같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세균이� 생노병사를� 못하듯이� 우리� 인체의� 세포들도� 생로

병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5)�

“洋方에서는� 감기가� 걸리면� 해열제와�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약들은� 자연히� 열
을� 발산시키기� 보다는� 열을� 자꾸� 속으로� 감추기� 때문에� 아토피,�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少陽病 血分 감기가� 이렇게� 많은가?,� 2005)

항생제와 해열제는 감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파괴하는 구체적 원인으로 빈번하게 지목되었

다. 항생제와 해열제는 세균의 생로병사, 즉 감기라는 과정을 단절시킴으로써 인체의 자연스

런 회복을 가로막으며 열이 체외로 발산되지 못해 체내에 쌓이는 원인이 되어 아토피와 같

은 열성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의학으로 감기를 치료하는 원칙은 그 과정

을 충분히 겪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한방에서� 감기에� 걸리면� 세균의� 발생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인체생리의� 기능을� 빨리� 회복

하여� 세균이� 적당히�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다.”� (감기에� 대

한� 새로운� 인식,� 2005)�

3. 少陽病 血分證과 염증 질환의 증가

여러 논설들에서 강조된 현대 감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少陽病 血分證의 빈발이다. 여기서 

少陽病은 仲景 『傷寒論』에 기록된 少陽病과 小柴胡湯證에 해당하는 증후로 볼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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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熱往來와 같은 表證과 더불어 喜嘔, 不欲飮食 등의 裏證이 겸하고 口苦, 咽乾, 目眩 등의 

熱證이 위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血分證이라는 것은 감기 초기 氣分의 熱證이 內陷하

여 血熱이 속발된 것을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병증이 유행하는 원인들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아들의� 아토피라는� 병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자세히� 연구해본� 결과� 아토피의� 대

다수가� 단순한� 소양병(少陽病)의� 혈분병(血分病)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양의학에서
는� 감기가� 표(表)에서� 이(裏)로� 들어가면� 이를� 감기라고� 보지� 않고� 비염이니� 중이염이니� 아
토피니� 하는� 병명을� 붙여서� 치료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두� 염증질환으로� 분류하여� 치료하고�

있으나……� 서양의학에는� 이러한� 변증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라는� 병이� 감기가�

속으로� 들어간� 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5)

위 내용은 항생제와 해열제의 사용이 血分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생제와 해열제는 감기의 ‘생리’를 차단하는데, 氣分에서 풀어져야 

할 熱이 남아 오히려 裏熱을 유발한 것이다. 또한 최근 증가한 아토피, 비염, 중이염 등의 

질환의 경우 염증 자체보다는 血分에 陷入된 熱이라는 이면의 원인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비료는� 농작물의�成長을� 과도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비료를� 준� 농작물은�
陽氣는�盛하고�陰氣는�虛합니다.……� 현재는� 양력� 4월� ~5월에� 모내기를� 해서� 8~9월에� 벼
를� 다�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벼가� 가을의� 서늘한�陰氣를� 기를� 여가가� 없다는� 것입니
다.� 이렇게� 陰氣는� 없고� 陽氣만� 있는� 쌀을� 많이� 먹고�間食으로� 많이� 먹고� 있는� 과일도� 모
두� 早生種이� 판을� 치고� 있으며,� 더욱이� 당도가� 높은� 것으로� 품종을� 개량하여� 陽氣가� 성한�
과일만이� 판을�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즈음은� 그렇게� 쓴� 상치를� 먹어보기가� 쉽지� 않습

니다.� 모두� 비닐하우스의� 따뜻한� 곳에서만� 자라니� 채소� 속에� 쓴맛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

다.� 쓰고� 신� 陰味를� 먹지� 못하니� 血이� 약하여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왜� 少陽病 血分 
감기가� 이렇게� 많은가?,� 2005)

위 내용은 현대의 감기가 주로 熱證의 양상을 나타내는 까닭을 제시한 것으로 주된 원인

을 음식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전반적으로 陽盛하고 陰虛한 환경에서 

수확되며 그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한 것이 현대인이 熱에 취약하게 된 素因이라 설명하였다.  

III. 고찰

감기에 관한 박찬국 교수님의 관점을 정리해보면, 감기는 인체의 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증상 억제를 위한 치법을 사용해 일련의 과정이 완결되지 못하면 또 다른 병증의 

원인이 되며, 최근 보이는 염증 질환들의 증가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견해

는 생태 순환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유추된 것으로 자연스러운 논리를 갖추었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매우 독창적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견해들이 한의학 문헌들과 최근의 연

구로써 뒷받침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34 ■ 학술발표문 : 감기에 대한 朴贊國 교수님의 독창적 견해

1. 病因과 病機     

감기는 기혈순환의 정체로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생기는 반응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일반적인 한의학 언어로 해석해보면, 감기는 

痰이나 積에 의해 外感의 風邪가 들어와 발생하는 表證이다. 즉 內傷에 의한 雜病의 범주에 

속하며 傷寒과 구별되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大抵感冒，古人不敢輕發汗者，止由麻黃能開腠理,�用或不能得其宜,�則導泄眞氣,�因而致
虛,� 變生他證.� 此藥乃平和之劑,� 只能溫中解表而已,� 不致妄擾也.”� (太平惠民和劑局方·卷
之二·淳新添方)

『和劑局方』은 感冒를 치료할 때 함부로 腠理를 열면 眞氣가 새어나가 虛證에 의한 병들

이 유발됨을 경고하였다. 麻黃에 의한 發汗을 주의하라는 것은 感冒와 傷寒을 구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虛證에 대한 언급은 感冒에 內虛의 素因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뒤 이어 제

시한 처방은 半夏, 厚朴, 蒼朮, 橘紅으로 痰을 제거하고 脾胃의 運化를 돕는 약물로 구성되

었다.   

“寒溫不節,�將理失宜,�乍煖脫衣,�甚熱飮冷,� 坐臥當風,� 居處暴露,� 衝冒霜雪,� 凌晨朝起 呼
吸冷氣,�久晴暴煖 忽變陰寒,�久雨積寒 致生陰濕.�如此之候,�皆爲邪厲,�侵傷肌膚,�入于腠
理,� 使人身體沈重,� 肢節痠疼,� 項背拘急,� 頭目不淸,� 鼻塞聲重,� 淚出,� 氣壅,� 胸膈凝滯,� 飮
食不入.�凡此之證,�若不便行解利,�伏留經絡,�傳變無已.”�

“雜病與傷寒,� 相類者極多,� 凡有感冒輕證,� 不可便認爲傷寒而妄治之.� 其或可者,� 盖亦因其
不敢放肆,�多用和解平和之藥散之爾.”� (東醫寶鑑·雜病·寒·感寒及四時傷寒)

『東醫寶鑑·寒』은 門의 서두에 三陰三陽病의 形證用藥에서 각 병의 提綱 및 전형적인 증

상을 다루고, 이어서 『傷寒論』에 언급된 주요 병증을 설명하였다. 위에 인용한 「感寒及四

時傷寒」은 그러한 병증들을 모두 다룬 후 편의 말미에 기술되었으며, 感冒와 四時傷寒의 병

증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感冒는 전형적인 傷寒과 다른 유사병증으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병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하는데 원인은 눈, 비, 이슬, 서리 등을 맞은 

것, 새벽에 찬 공기를 쐰 것, 체온을 조절하지 못한 것 등으로 風寒에 속하기는 하나 온전히 

外邪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섭생을 잘 하지 못한 것에 중점이 있으므로 雜病에 

속한다. 증상으로는 몸살, 두통, 코 막힘, 콧물 등을 말하여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같다. 나

열된 원인과 증상들을 보건대 感寒 및 四時傷寒은 현재의 감기와 같은 병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傷寒과 雜病을 구분해야하며, 感冒를 傷寒으로 오인해 함부로 치료하지 

말고 和解平和의 성질을 가진 약을 써야한다고 설명한다.1) 즉 傷寒表證과 유사한 증상을 보

이지만 감기는 雜病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임을 알 수 있다.  

“一曰痰飮,�二曰虛煩,�三曰脚氣,�四曰食積.”� (東醫寶鑑·雜病·寒·傷寒相類四證)

“……�但痰證初起,�頭痛發熱,� 類外感表證,�久則潮咳夜重,�類內傷陰火.� 又痰飮流注,�肢節

1) 첨부한 처방은 羌活沖和湯, 防風冲和湯, 沖和散, 升摩葛根湯, 交加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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疼痛,�類風證.……”� (東醫寶鑑·內景·痰飮·痰飮諸病)

「傷寒相類四證」은 「感寒及四時傷寒」에 이어 傷寒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병인을 제

시했으며, 痰飮과 食積이 여기에 속한다. 「痰飮諸病」에서는 痰飮病의 증상을 설명했는데 

초기에 두통, 발열처럼 外感表證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肢節疼痛과 같은 風證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和劑局方』과 『東醫寶鑑』의 설명을 종합해볼 때 감기는 雜病의 범주에 속하며, 드러

나는 증후는 傷寒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表證이다. 痰飮과 食積은 內傷의 범주에 

속하나 傷寒과 유사한 表證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증상들은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

헌의 내용을 통해 外感이 특정한 목적을 갖는다는 관점은 발견할 수 없지만, 內傷의 원인에 

의해 外感을 겸한 雜病으로 발현된다는 면에서 박찬국 교수님의 견해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血分熱證과 염증 질환의 증가  

본론에서 검토한 견해에 의하면, 감기를 겪는 동안 熱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못하면 오

히려 血分으로 陷入되어 熱證을 유발하며 염증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傷風之病,� 本由外感,� 但邪甚而深者,� 遍傳經絡,� 即爲傷寒.� 邪輕而淺者,� 止犯皮毛,� 即爲
傷風.� 皮毛爲肺之合而上通于鼻,� 故其在外則爲鼻塞聲重.� 甚者并連少陽陽明之經,� 而或爲
頭痛,� 或爲憎寒發熱,� 其在内則多爲咳嗽,� 甚則邪實在肺,� 而爲痰爲喘.”(景岳全書·雜病謨·
傷風)

위 내용은 『景岳全書』에서 傷風을 논한 부분이다. 서두에 傷風의 病은 外感으로 말미암

으나 단지 邪氣가 심하고 깊을 때만 經絡으로 전하여 傷寒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張介賓 역

시 심상한 傷風을 傷寒과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 

傷風이 가볍고 얕은 경우 病所는 皮毛에 한정되는데, 惡寒과 가벼운 發熱 등을 뜻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皮毛는 肺와 合하므로 밖으로는 코의 증상(鼻塞聲重)이, 안으로는 咳嗽가 

발생하며 심하면 邪氣가 肺에 들어가 喘으로 발전한다. 皮毛, 鼻, 肺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

하건대 傷風의 病이 미치는 주요 病所는 肺로 볼 수 있다. 또한 병이 外部에 있을 때 심한 

경우 少陽經과 陽明經으로 전한다 하여 表證에서 裏證으로 발전됨을 설명했다. 

“傷寒中風,� 有柴胡證,� 但見一證,� 便是,� 不必悉具.� 凡柴胡湯病證而下之,� 若柴胡證不罷者,�
復與柴胡湯,�必蒸蒸而振,�却復發熱汗出而解.”(傷寒論 101조)

“傷寒五六日,� 嘔而發熱者,� 柴胡湯證具,� 而以他藥下之,� 柴胡證仍在者,� 復與柴胡湯,� 此雖
已下之,�不爲逆.�必蒸蒸而振,�却發熱汗出而解.……”(傷寒論 149조)�

『傷寒論』에 101조와 149조에서는 小柴胡湯의 복용 후 병이 풀리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열이 속에서부터 달아오르면서 떨다가, 다시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풀린다. 두 조문 모두 

소시호탕을 복용하라고 말하기 전 下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裏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

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열이 땀과 함께 밖으로 나와야만(必)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통

해 잠복한 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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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陽以胸脇之間,� 爲半表半裏,� 表多則小柴胡湯,� 裏多則黃芩湯.”(東醫寶鑑·雜病·寒·少陽
證爲半表半裏)

“治下痢膿血,�身熱,�腹痛,�脈洪數.�黃芩,�白芍藥,�各二錢,�甘草一錢,�右剉作一貼,�水煎服,�
腹痛甚加桂心三分.�一名黃芩湯.”� (東醫寶鑑·內景·大便·黃芩芍藥湯)

『東醫寶鑑·寒』에서는 少陽病을 半表半裏證으로 규정하고 表證이 많은 경우는 小柴胡湯, 

裏證이 많은 경우는 黃芩湯의 사용을 주문했다. 黃芩湯의 경우 「內景·大便」에서 下利膿血

에 사용했는데, 설사에 膿血이 섞여 나오는 것은 裏熱이 血分에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종합해볼 때, 가벼운 傷風은 惡寒發熱, 鼻塞聲重과 같이 皮毛와 鼻의 증상이 나타나 일반

적인 감기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면 속으로 肺에 미쳐 喘咳로 발전되거

나, 혹은 少陽·陽明의 裏證으로 진행된다. 少陽病의 경우 表裏證이 공존하지만 病이 낫기 위

해서는 發熱汗出을 통해 잠복된 熱이 풀려나가야 하며, 裏로 잠입한 熱은 血證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유추해볼 때 감기의 오치가 염증질환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기존의 한의학 

논법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설명 보다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예는 溫病學

에서 볼 수 있다. 肺와 氣分의 熱이 營血分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衛氣營血의 변

증체계를 통해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 『東醫寶鑑』, 『景岳全書』의 

논설을 통해 이러한 病程이 溫病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감기에서도 유사한 방향으

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발표된 논문에서 김2) 등은 항생제의 처방 일수와 여러 질환의 발생 빈도를 비교

하였다. 위 그래프의 수평축은 항생제 사용의 개월 수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 빈도를 표시한다. 피부염, 비염, 천식의 病所는 공교롭게도 張介

賓일 말한 皮毛, 鼻, 肺와 일치

한다. 또한 염증을 위주로 증상

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血分의 

熱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초

에 항생제를 처방한 까닭을 일

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가벼

운 병의 기전을 차단하는 치료 

방법이 血分의 熱證을 유발한

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Do Hyun Kim, Kyungdo Han, Soo Whan Kim. Effects of Antibiotics on the Development of Asthma 

and Other Allergic Disea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llergy Asthma Immunol Res. 2018 Sep. 

10(5). PP. 457-465. 

[그림]항생제 처방 일수에 따른 청소년기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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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박찬국 교수님의 감기에 관한 논설들을 살펴본 결과, 감기는 인체의 氣血循環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당위적 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억지로 차단할 경우 다양한 질

병, 특히 血分 熱證으로 인한 여러 염증질환들이 유발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기존에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관점이지만 여러 문헌에서 감기를 雜病으로 이해하고 痰飮과 食積

으로 인한 表證을 설명한 내용과 부합되며, 發熱과 發汗을 통해 외부로 풀려나가야 하는 熱

이 內陷할 경우 血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통

계자료를 통해 감기의 기전을 차단하는 항생제의 남용이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과 같

은 질환의 원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기에 대한 박찬국 교수님의 견해는 치료와 예방 측면에서 분명 실용적 가치가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관점은 질병과 건강이 모두 삶의 일부라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모든 질

병에 적용될 수 있으며, 病因 제거와 증상 완화에만 천착해온 기존의 시각을 재고하도록 요

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