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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傷寒論에서는 病證 분류의 명칭으로 三陰三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대로 많은 주석가들의 주장과 견해가 있었다. 三陰三

陽의 본질에 대해서는 經絡과 연관지은 經絡說, 臟腑와 연관지은 臟腑說, 六氣의 氣化와 연

관지은 氣化說, 6개의 部位와 연관지은 部位說, 여섯 구역의 地面과 연관지은 六經地面說, 

病의 경과를 6개의 단계로 나누어 연관지은 段階說, 西醫學의 生理系統과 연관지은 生理系

統說, 6개의 病과 연관지은 六病說 등이 제기되었으나, 어떤 하나의 가설도 三陰三陽의 본질

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에 지금까지도 三陰三陽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1)2)3)

德山 朴贊國은 黃帝內經과 傷寒論 등의 한의학 原典들을 꾸준히 자신의 관점을 가지

고 설명한 연구자로 특히 三陰三陽에 대한 연구가 가장 두드러진다. 특히 傷寒論을 해석할 

때 素問·陰陽離合論의 開闔樞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기존의 傷寒論 주석

가 중 비슷한 방식으로 三陰三陽을 開闔樞의 관점에서 해석한 淸나라의 柯琴과 후대 연구자

인 朴贊國의 傷寒論 三陰三陽 해석을 살펴 朴贊國의 傷寒論 三陰三陽 해석이 어떤 특징

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傷寒論 주석가인 柯琴이 傷寒論注, 傷寒論翼, 傷寒附翼을 종합

하여 편찬한 傷寒來蘇集과 朴贊國이 쓴 三陰三陽 관련 논문4) 및 강의록5)과 칼럼6) 등에 

기재된 三陰三陽 관련 논술들을 발췌한 뒤에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시 이 둘을 서로 비

교하여 朴贊國의 傷寒論 三陰三陽 해석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1)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6. pp.1-46.

2) 丁彰炫, 朴贊國. 仲景 傷寒論의 六經實質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7. pp.232-268.

3) 田炳薰, 禹元洪, 鄭遇悅. 傷寒論의 六經槪念에 對하여. 동의병리학회지. 1990. 5. pp.131-138.

4) 朴贊國의 三陰三陽 관련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朴贊國, 崔三燮. 素問·陰陽離合論을 중심으로 한 三陰三陽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2. 6. 

pp.131-137.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7. pp.74-83.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對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p. 15-20.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5. 9. pp.1-9.

   朴贊國. 三陰三陽經脈의 發生과 機能.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12(2). pp.166-174.

5) 김경수 편집. 『傷寒論』 朴贊國 교수님 강의록. 서울. 경희대 한의대 복사실. 2005. pp.1-161.

   김도완 편집. 德山 朴贊國 교수님과 함께 한 方劑學 공부 上. 2007. pp.1-565.

   김도완, 김동휘 편집. 德山 박찬국 교수님의 要約整理 온병학 特講 ver.2. 2013. pp.1-88 

6) 朴贊國.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三陰과 三陽. 민족의학신문. 1989. 6호.

   朴贊國.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太陽病은 무엇인가. 민족의학신문. 1991.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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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論

1) 三陰三陽 중 太陽의 해석

① 柯琴의 太陽 해석7)

柯琴은 六經의 提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正面일 뿐이므로 讀者가 그 이면에 숨

어 있는 것을 잘 찾아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陰陽離合論｣에서 太陽이 開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仲景이 이로써 主表한다고 했고, 脈浮와 惡寒과 頭項强痛을 提綱으로 삼

았고, 이 중 諸陽이 모이는 머리와 太陽之會인 뒷목의 병증인 頭項强痛만이 太陽病에서 독특

하게 나타나는 병증이라고 하였다.8) 柯琴은 지금 傷寒論을 연구한 책들이 모두 膀胱을 太

陽으로 간주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仲景이 陰陽大法을 宗으로 삼았고, 陰陽의 經絡에 구애되

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柯琴은 陽中之太陽인 心이 一身의 氣血을 통괄하고 안으로는 

五臟六腑의 經隧를 운행하게 하여 營衛를 주관하고 모든 陽氣를 다스리므로 太陽으로 삼았

다.9)

② 朴贊國의 太陽 해석

朴贊國은 太陽을 開闔樞 중 開라고 했는데, 특히 開를 안으로는 열리지 않고 밖으로만 열

리는 문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 植物에 있어서는 호흡과 김내기를 하는 잎에 비유하였다. 

太陽 기능은 음식물의 消耗와 排泄에 관여하고, 少陰의 精으로부터 陽氣를 받아서 수행하며, 

太陽은 陽明에서 흡수한 穀氣를 소모시켜야 하므로 全身이 太陽의 활동무대이고, 膀胱은 太

陽의 활동으로 생긴 廢棄物을 저장하기 위한 腑이며, 太陽病은 陽氣의 부족병이라고 하였다. 

太陽에 이상이 생겨 穀氣의 소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精氣와 血氣의 생산에도 

착오가 발생함을 강조하였다.10)11)

③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太陽 해석의 특징

柯琴과 朴贊國 둘 다 太陽을 開로 보았다. 柯琴은 太陽이 開이며 諸陽의 氣를 주관하여, 

7) 柯琴과 관련한 연구는 기존 연구 중에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張祐彰, 洪元植. 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2. 15(2). pp.120-144.

  張祐彰, 丁彰炫. 柯琴傷寒附翼 飜譯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3). pp.183-206.

  李相協. 柯琴의 ｢太陽病解｣를 통한 傷寒論 太陽病의 개념에 대한 연구. 2012. 25(2). pp.1-13.

  李相協. 柯琴이 認識한 傷寒論 厥陰病에 관한 연구. 2012. 25(4). pp.23-38.

  李相協. 傷寒論 六經地面說에 관한 연구. 2013. 26(3). pp.33-52.

8) 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62-181. “《陰陽離合論》太陽爲

開, 故仲景以之主表, 而以脈浮惡寒頭項强痛爲提綱. …中略…, 仲景六經各有提綱一條, 猶大將立旗鼓使人知有所

向, 故必擇本經至當之脈症而標之. 讀書者須緊記提綱以審病之所在. 然提綱可見者只是正面, 讀者又要看出底板, 

再細玩其四旁, 參透其隱曲, 則良法美意始得了然. 如太陽提綱提出脈浮頭項强痛惡寒八字, 是太陽受病之正

面. 讀者要知三陽之脈俱浮, 三陽俱有頭痛症, 六經受寒俱各惡寒, 惟頭項强痛, 是太陽所獨也. 故見頭連項强痛, 

知是太陽受病. 蓋太陽爲諸陽主氣, 頭爲諸陽之會, 項爲太陽之會故也. 如脈浮惡寒發熱, 而頭不痛項不强, 便知非

太陽病. 如頭但痛不及于項, 亦非太陽定局. 如頭項强痛反不惡寒, 脈反沉, 不可謂非太陽病.”

9) 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78-181. “今傷寒書皆以膀胱爲太

陽, 故有傳足不傳手之謬, 不知仲景書, 只宗陰陽大法, 不拘陰陽之經絡也. 夫陰陽散之可千, 推之可萬. 心爲陽中

之太陽, 故更稱巨陽以尊之. 又中身以上, 名曰廣明, 太陽之前, 名曰陽明, 廣明亦君主之尊稱. 廣明居陽明之上, 

故六經分位, 首太陽, 次陽明, 又腰以上爲陽, 膀胱位列下焦之極底, 其經名爲足太陽, 以手足陰陽論, 實陰中之少

陽耳, 以六腑爲陽論, 與小腸之太陽, 同爲受盛之器耳, 不得混膈膜之上爲父之太陽也. 仲景以心爲太陽, 故得外統

一身之氣血, 內行五臟六腑之經隧, 若膀胱爲州都之官, 所藏精液必待上焦之氣化而後能出, 何能外司營衛而爲諸陽

主氣哉？岐伯曰：聖人面南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是心腎爲一身之大表裏也.”

10)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7. pp.74-83. 

11)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對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p.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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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陽이 모이는 머리와 太陽之會인 뒷목의 병증인 頭項强痛이 太陽病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병증이라고 하였고, 기존에 膀胱을 太陽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太陽을 一

身의 氣血을 주관하는 心으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朴贊國도 太陽을 開로 보았는데, 특히 이를 안으로는 열리지 않고 밖으로만 열리는 문에 

비유한 것은 그냥 開라고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이 자유롭게 개방되었다는 어감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太陽의 기능은 少陰의 精으로부터 陽氣를 받아 음식물의 消耗와 排

泄에 관여하므로 太陽病을 陽氣 부족병이라고 하였고, 太陽의 消耗하고 排泄하는 기능이 精

血의 氣化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表裏를 이루는 少陰과의 연관성을 중시했는

데, 이는 陰陽을 항상 함께 고려하는 생각을 보여 준 것이며, 素問·陰陽離合論에 나타난 

少陰과 太陽이 太衝을 매개로 하여 先天之精인 씨앗을 맺고, 이를 펼쳐내는 것과도 연관된

다.12)

2) 三陰三陽 중 陽明의 해석

① 柯琴의 陽明 해석

柯琴은 陽明을 開闔樞의 闔으로 보았고, 主裏하여 胃家實만을 提綱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太陰과 陽明은 함께 中州에 거처하고 있지만, 太陰이 開가 되고, 陽明이 闔이 되므로 陽明이 

반드시 闔病을 위주로 하며, 陽明病에서 나타나는 不大便, 不小便, 不能食 등을 모두 열리지 

못하는 闔의 象으로 파악하였다.13)

② 朴贊國의 陽明 해석

朴贊國은 陽明을 開闔樞 중 闔으로 보았는데, 특히 陽明을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는 문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 植物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 물과 營養分을 흡수하는 뿌리

에 비유하였다. 陽明 기능은 음식물의 消化와 吸收에 관여하며, 表裏가 되는 太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陽明病이 津液이 부족한 병이라고 하였다. 津液의 부족에 대해서는 24절기 중 

白露에 더위가 지나가면서 이슬이 맺히는데, 太陰에서 식으면서 이슬이 맺혀야 하는데, 이슬

이 안 맺히니까 燥해지는 陽明病이 된다고 하였다.14)15)16)

③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陽明 해석의 특징

柯琴과 朴贊國 둘 다 陽明을 闔으로 보았다. 柯琴은 陽明이 闔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不大便, 不小便, 不能食 등의 闔의 병증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陽明病에서 나타나는 

병증의 발현 象을 闔으로 파악한 것이다.

朴贊國도 또한 陽明을 闔으로 보았는데, 특히 이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

갈 수는 없는 문과 植物의 뿌리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朴贊國이 闔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

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문에 비유한 것은 그냥 闔이라고 하면, 出口가 없이 닫혀져 있

12)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5. 9. pp.1-9.

13) 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81-185. “按陽明提綱, 以裏症

爲主, 雖有表症, 仲景意不在表, 爲有諸中而形諸外也. 或兼經病, 仲景意不在經, 爲標在經而根于胃也. 太陰陽明

同處中州, 而太陰爲開, 陽明爲闔也. 故陽明必以闔病爲主, 不大便固闔也, 不小便亦闔也. 不能食食難用飽, 初欲

食反不能食, 皆闔也. 自汗盜汗, 表開而裏闔也. 反無汗, 內外皆闔也. 種種闔病, 或然或否, 故提綱獨以胃實爲主.”

14)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7. pp.74-83. 

15)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對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p. 15-20.

16) 김경수 편집. 『傷寒論』 朴贊國 교수님 강의록. 서울. 경희대 한의대 복사실. 2005.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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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어감을 줄 수 있는데, 인체에서 일어나는 穀氣의 흡수는 입을 통해 음식물이 들어와야 

흡수가 되므로 闔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문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朴贊國이 陽明을 陽明 기능이라고 한 의미 속에는 陽明經 뿐만이 아니라 음식물을 

받아들여 진액을 생성하는 胃의 臟腑적인 속성도 함께 포함하여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陽明의 작용에 表裏를 이루고 있는 太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陰陽을 항상 함

께 고려하는 생각을 보여 준 것이며, 素問·陰陽離合論에 나타난 太陰과 陽明이 廣明을 매

개로 하여 몸을 키우고 자라게 하며 인체에서 음식물의 소화흡수와 영양분의 배급에 관여하

는 것과 연관된다.17)

3) 三陰三陽 중 少陽의 해석

① 柯琴의 少陽 해석

柯琴은 少陽을 陽樞로 보았다. 少陽은 半表半裏에 거처하여 三焦相火의 游行을 관장하는

데, 仲景이 특별히 口苦와 咽乾과 目眩을 提綱으로 삼은 것은 病機를 취하여 법을 세운 것이

라고 하였다. 口苦와 咽乾과 目眩의 입과 목구멍과 눈은 臟腑의 精氣가 드러나는 總竅로 天

地의 氣와 더불어 서로 통하는 것으로 表라고도 말할 수 없고, 裏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하

면서 이는 表가 入裏하는 것이고, 裏가 出表하는 곳으로 半表半裏라고 하였다. 입과 목구멍

과 눈은 모두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어서 지도리(樞)의 象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口苦와 咽乾

과 目眩은 모두 相火가 상부에 있는 空竅로 달려 나가 病이 되는 것으로 風寒雜病에서 모두 

이를 두었으므로 少陽 一經의 총강이 된다고 하였다.18)

② 朴贊國의 少陽 해석

朴贊國은 少陽을 開闔樞 중 樞로 보았고, 少陽이 太陽과 陽明 사이에서 調節과 완충의 仲

介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植物에 있어서는 뿌리와 잎 사이에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줄기에 비유하였다. 또한 少陽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表裏를 이루고 

있는 厥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少陽이 樞가 되는 것은 陽明의 穀氣가 太陽으로 나

가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少陽病을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는 유

통이 안 되는 병으로 파악하였으며, 유통을 위해 보관, 저장을 하므로 少陽이 병 들면 四肢

無力하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고 하였고, 咳嗽, 大小便不利, 睡眠障碍, 頭痛, 九竅不利, 腰

痛, 手足痛, 肩背痛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19)20)21)

③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少陽 해석의 특징

柯琴과 朴贊國 둘 다 少陽을 樞로 보았다. 柯琴은 少陽病에서 口苦, 咽乾, 目眩이 나타나

는 것을 입과 목구멍과 눈이 臟腑 精氣가 밖으로 발현되는 구규로 天地의 氣와 상통하여 表

가 裏로 들어가고, 裏가 表로 나오는 半表半裏이고, 입과 목구멍과 눈이 모두 열고 닫아 樞

17)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5. 9. pp.1-9.

18) 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86-189. “少陽處半表半裏, 司

三焦相火之游行, 仲景特揭口苦咽乾目眩爲提綱, 是取病機立法矣. 夫口咽目三者, 臟腑精氣之總竅, 與天地之氣相

通者也. 不可謂之表, 又不可謂之裏, 是表之入裏, 裏之出表處, 正所謂半表半裏也. 三者能開能闔, 開之可見, 闔

之不見, 恰合爲樞之象. 苦乾眩者, 皆相火上走空竅而爲病, 風寒雜病咸有之, 所以爲少陽一經總綱也.” 

19)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7. pp.74-83. 

20) 朴贊國. 傷寒論의 病과 證에 對한 硏究. 東洋醫學. 1993. 19(2). pp. 15-20.

21) 朴贊國.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5. 9.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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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과 부합한다고 하였고, 朴贊國은 少陽이 太陽과 陽明 사이에서 調節 작용을 함에 있

어서 厥陰의 도움이 필요하고, 少陽病을 생산과 소비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유통이 안 되는 

病으로 보고, 유통을 위해 보관, 저장도 하므로 四肢無力 등의 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

았다.

柯琴이 少陽 樞를 풀이할 때 입과 목구멍과 눈을 表에서 裏로 들어가고, 裏에서 表로 나

오는 半表半裏와 열고 닫는 樞의 象에 비유한 것이 少陽病 병증의 象과 관계된 것이라면 朴

贊國은 樞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생산과 소비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유통의 의미로 

풀이하였고, 유통을 위해서는 보관과 저장도 하는데, 추측컨대 이는 傷寒論 96조22)에 나

오는 小柴胡湯의 或證을 보관과 저장이 안 되어 발현되는 병증으로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4) 三陰三陽 중 太陰의 해석

① 柯琴의 太陰 해석

柯琴은 太陰을 開闔樞 중 開로 보았다. 太陰은 開가 되고, 또한 陰道虛하며, 太陰은 脾가 

생하게 하는 病을 주관하며, 脾는 濕을 주관하고, 또한 수송을 주관하므로 提綱은 腹滿時痛

과 吐利를 주관하는데 모두 裏虛하여 단단하지 못하고, 濕勝하여 밖으로 넘치는 症이라고 풀

이하였다. 脾가 虛하면 胃도 또한 虛해지는데, 食不下는 胃가 안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으로 

胃家不實이 곧 太陰病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23)

② 朴贊國의 太陰 해석

朴贊國은 太陰을 開闔樞 중 開로 보았다. 腎에 있는 精氣가 太陰으로 열려야 脾의 陽氣가 

원활한 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데, 太陰이 병이 들면 飮食未振, 腹痛, 泄瀉가 나타난다고 하

였다. 太陰의 開 작용을 脾와 肺의 兩方面으로 설명했는데, 脾가 胃를 위하여 津液을 행하

고, 肺가 大氣를 흡입하여 氣血의 소모를 촉진함을 開라고 보았다. 陽明이 闔이고, 太陰이 

開인데, 穀氣 속의 氣인 津液이 둘 사이에서 열린다고 하여 太陰의 기능이 陽明과의 협조 속

에서 발현됨을 중시하였다.24)25) 

③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太陰 해석의 특징

柯琴과 朴贊國 둘 다 太陰을 開로 보았다. 柯琴은 太陰을 脾의 운화 기능과 연관시켜서 

太陰病이 들면 수송이 잘 안되어 腹滿時痛과 吐利가 발생한다고 했고, 脾와 表裏를 이루는 

胃와 연관시켜서 脾虛하면 胃虛하여 食不下하니, 胃家不實이 太陰病이라고 했고, 朴贊國도 

柯琴과 마찬가지로 脾와 表裏를 이루는 胃와의 상관성을 중시하여 太陰 속에 陽明이 들어있

고, 太陰과 陽明이 開闔의 동시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朴贊國은 이 뿐만 아니라 太陰의 開 작용을 腎의 精氣와 연관지어서 腎에 있는 精氣가 太

陰으로 열려야 脾의 陽氣가 원활한 작용을 수행할 수 있고, 太陰이 병이 들면 飮食未振, 腹

22)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6. p.215. “96. 傷寒五六日, 中風, 往來寒熱, 胸

脇苦滿, 嘿嘿不欲飮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硬, 或心下悸, 小便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咳者, 小柴胡湯主之.”

23) 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89-191. “太陰爲開, 又陰道虛, 

太陰主脾所生病, 脾主濕, 又主輸. 故提綱主腹滿時痛而吐利, 皆是里虛不固, 濕勝外溢之症也. 脾虛則胃亦虛, 食

不下者, 胃不主內也. 要知胃家不實, 便是太陰病.” 

24)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7. pp.74-83. 

25) 박경수 편집. 『傷寒論』 朴贊國 교수님 강의록. 서울. 경희대 한의대 복사실. 2005.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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痛, 泄瀉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足太陰인 脾 외에도 手太陰인 肺가 大氣를 흡입하

여 氣血의 소모를 촉진시킨다고 하면서 脾肺 兩方面으로 太陰의 開를 설명하였다. 이는 朴贊

國이 精氣를 중심으로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三陰三陽 중 少陰의 해석

① 柯琴의 少陰 해석

柯琴은 少陰을 陰樞로 보았다. 少陰의 한 經은 水火의 두 기운을 겸하여 寒熱이 섞여 거

처하여 病症을 종잡을 수가 없는데, 寒症일 때는 症이 太陰과 유사하고, 熱症일 때는 症이 

太陽과 유사하므로 仲景이 微細한 病脈과 欲寐의 病情으로 提綱을 삼았다고 하였다. 또한 같

은 樞인 少陽과 서로 비교하였는데, 少陽은 陽樞이고, 少陰은 陰樞로 弦은 木象이 되어, 弦

하면서 細한 것은 陽이 적은 것이고, 微는 水象이 되어, 微하면서 細한 것은 陰이 적은 것으

로, 이것은 脈氣가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衛氣가 陽分을 운행하면 깨어나고, 陰分을 운행

하면 잠이 드는데, 그 陰分을 25도 행할 때에는 항상 足少陰의 分을 따라서 臟으로 운행하

고, 少陰病이면 樞機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欲寐가 나타난다고 하였다.26) 

② 朴贊國의 少陰 해석

朴贊國은 少陰을 開闔樞 중 闔으로 보았다.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少陰을 樞로 보았으

나, 傷寒論에서 少陰을 해석함에 있어서 樞가 아니라 闔으로 본 것에 대해서 血氣 중심으

로 본다면 厥陰이 闔이지만, 精氣 중심으로 본다면 少陰이 闔이라고 했다. 少陰이 精氣를 藏

하는 闔 기능이 안 되면 精氣의 소모를 막기 위해 脈微細와 但欲寐가 나타난다고 하였다.27)

傷寒論 강의록에 따르면 傷寒論의 傳變 순서가 太陽陽明少陽, 太陰少陰厥陰 순서이므로, 

開闔樞 순서로 보면 少陰病이 闔病이 된다고 보았고, 少陰病을 밧데리가 나간 것으로 비유하

여 설명하기도 하였다.28)

③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少陰 해석의 특징

柯琴은 少陰을 陰樞로 보았으나, 朴贊國은 少陰을 闔으로 보았다. 柯琴은 少陰이 陰樞가 

되고, 水火의 두 氣를 겸하여 寒熱이 섞여 종잡을 수가 없는데, 寒症일 때는 太陰과 유사하

고, 熱症일 때는 太陽과 유사하다고 보았고, 欲寐不寐가 陰樞의 증상인 것에 대하여 衛氣가 

足少陰之分을 따라 五臟에 들어가 행하므로 少陰病이 들면 樞機가 불리해져 欲寐不寐가 나

타난다고 보았다.

朴贊國은 少陰을 闔으로 보았는데, 이는 三陽病을 穀氣 중심으로, 三陰病을 精氣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과 연관되며, 少陰이 五臟 중 腎과 관련되고, 腎은 藏精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少陰의 闔 기능에 병이 들면 精氣가 소모되므로 精氣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 脈微細와 但欲寐가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충분한 수면을 통해 방전된 밧데리를 

충전하고자 하는 몸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26) 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91-194. “少陰一經, 兼水火二

氣, 寒熱雜居, 爲病不可捉摸. 其寒也, 症類太陰, 其熱也, 症似太陽. 故仲景以微細之病脈, 欲寐之病情爲提綱, 立

法于象外, 使人求法于病中. 凡症之寒熱與寒熱之眞假, 仿此義以推之, 眞陰之虛實見矣.  …중략…, 少陽爲陽樞, 

少陰爲陰樞, 弦爲木象, 弦而細者, 是陽之少也. 微爲水象, 微而細者, 陰之少也, 此脈氣之相似. 衛氣行陽則寤, 行

陰則寐. 其行陰二十五度, 常從足少陰之分, 間行臟. 少陰病, 則樞機不利, 故欲寐也.” 

27)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7. pp.74-83. 

28) 박경수 편집. 『傷寒論』 朴贊國 교수님 강의록. 서울. 경희대 한의대 복사실. 2005. pp.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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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三陰三陽 중 厥陰의 해석

① 柯琴의 厥陰 해석

柯琴은 厥陰을 開闔樞 중 闔으로 보았다. 太陰과 厥陰이 모두 裏症을 提綱으로 삼았는데, 

太陰은 陰中之陰으로 寒을 주관하므로 不渴하고, 厥陰은 陰中之陽으로 熱을 주관하므로 消渴

이 나타난다. 太陰은 濕土를 주관하여 土가 병들면 氣가 下陷되어 濕邪가 胃로 들어가므로 

腹痛自利가 나타나고, 厥陰은 相火를 주관하여 火가 병들면 氣가 上逆하여 火邪가 心에 들어

가므로 心中疼熱이 있다. 太陰에서 腹滿而吐하고 食不下하며, 厥陰에서 飢不欲食하고, 食卽

吐蛔하는 것은 동일하게 食不下가 나타나지만, 太陰에서는 그득하고, 厥陰에서는 배고프며, 

동일하게 한 번 吐하지만, 太陰은 음식을 吐하고, 厥陰은 蛔蟲을 吐하니, 이것이 또한 하나

는 土에 속하고 하나는 木에 속하는데서 오는 차별이다. 太陰은 開가 되어 본래 自利하는데, 

만약 瀉下하면 開가 끊어지니 胸下痞硬은 開가 끊어져 오히려 闔한 것이다. 厥陰은 闔이 되

어 氣가 上逆하는데, 瀉下하면 闔이 끊어져 下利가 멈추지 않는 것은 闔이 끊어져 오히려 開

하게 된 것이다. 兩陰交盡을 厥陰이라고 하고, 또한 陰之絶陽이라고 하니, 이는 厥陰에서는 

熱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厥陰은 肝을 주관하고 있고, 膽은 肝 속에 감춰져 있으니, 

곧 厥陰熱症은 모두 少陽相火가 안에서 발동한 것이다. 요컨대 少陽과 厥陰은 동일한 相火로 

相火가 안으로 들어가면 厥陰病이고, 相火가 表로 나오면 少陽病이 됨을 알아야 한다. 少陽

咽乾은 厥陰消渴의 조짐이고, (少陽) 胸脇痞滿은 (厥陰) 氣上撞心의 조짐이며, (少陽) 心煩은 

(厥陰) 邪熱의 초기이고, (少陽) 不欲食은 (厥陰) 飢不欲食의 뿌리이며, (少陽) 喜嘔는 (厥陰) 

吐蛔의 조짐이므로 少陽이 풀리지 않고 厥陰으로 轉屬되면 病이 위태로워지고, 厥陰病이 쇠

퇴하여 少陽으로 轉屬되면 낫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29)

② 朴贊國의 厥陰 해석

朴贊國은 厥陰을 開闔樞 중 樞로 보아 厥陰이 太陰과 少陰 사이에서 精氣의 조절과 완충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厥陰을 闔으로 보았으나, 傷寒論에서 

厥陰을 해석함에 있어서 闔이 아니라 樞로 본 것에 대해서 精氣 중심으로 본다면 少陰이 闔

이 되고, 厥陰이 少陰과 太陰 사이에서 조절과 완충을 하는 樞가 된다고 보았다. 少陽病에서 

寒熱往來 증상이 나타난다면, 厥陰病에서는 寒熱錯雜 증상이 나타나고, 厥陰病은 血氣와 精

氣가 고갈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0)

傷寒論 강의록에 따르면 厥陰病은 主症이 厥症이고, 水升火降이 안 되는 것이며, 氣上撞心

症은 相火 妄動이고, 下利는 精氣虛로 인하여 체내로의 同化作用을 포기한 것으로 도마뱀이 

위급하면 마치 꼬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厥熱勝復症을 樞의 病이며 半表半裏

라고 풀이하였으며, 厥陰病에서 厥이 적고 熱이 나야 낫는데, 열이 낫는 것을 精氣가 일어나

29) 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95-198. “太陰厥陰, 皆以裏症

爲提綱, 太陰爲陰中之陰而主寒, 故不渴. 厥陰爲陰中之陽而主熱, 故消渴也. 太陰主濕土, 土病則氣陷下, 濕邪入

胃, 故腹痛自利. 厥陰主相火, 火病則氣上逆, 火邪入心, 故心中疼熱也. 太陰腹滿而吐, 食不下. 厥陰飢不欲食, 食

卽吐蛔, 同是食不下, 太陰則滿, 厥陰則飢. 同是一吐, 太陰則吐食, 厥陰則吐蛔, 此又屬土屬木之別也. 太陰爲開, 

本自利而下之, 則開折, 胸下痞硬者, 開折反閤也. 厥陰爲閤, 氣上逆而下之, 則閤折, 利不止者, 閤折反開也. 兩陰

交盡, 名曰厥陰, 又名陰之絶陽, 是厥陰宜無熱矣. 然厥陰主肝, 而膽藏肝內, 則厥陰熱症, 皆少陽相火內發也. 要

知少陽厥陰, 同一相火, 相火入于內, 是厥陰病. 相火出于表, 爲少陽病. 少陽咽乾, 卽厥陰消渴之機, 胸脇痞滿, 卽

氣上撞心之兆, 心煩, 卽邪熱之初, 不欲食, 是飢不欲食之根, 喜嘔, 卽吐蛔之漸, 故少陽不解, 轉屬厥陰而病危, 厥

陰病衰, 轉屬少陽而欲愈.”  

30) 朴贊國. 『傷寒論』 三陰三陽에 對한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7.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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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木火土에서 金水로 넘어가는 곪기(化膿)로 해석하였으며 해열제를 쓰면 곪지 못하므로 해

열제의 남용을 경계하였다31).

③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厥陰 해석의 특징

柯琴은 厥陰을 闔으로 보았으나, 朴贊國은 樞로 보았다. 柯琴은 厥陰이 陰中之陽으로 熱을 

주관하므로 消渴 증상이 나타나는데 비하여 太陰은 濕土로 腹痛自利가 나타나고, 厥陰은 相

火를 주관하므로 氣上逆과 心中疼熱이 나타나고, 厥陰과 太陰 모두 食不下 증상과 吐 증상이 

있는데, 土에 속하느냐 木에 속하느냐의 구별이 있을 뿐이고, 厥陰은 闔이 되고, 氣上逆하지

만, 瀉下하면 闔의 작용이 끊어져 下利不止가 나타나는데 이를 반작용으로 파악하였고, 朴贊

國은 厥陰을 樞로 보았는데, 이는 三陽病을 穀氣 중심으로, 三陰病을 精氣 중심으로 해석하

고자 한 것과 연관되며, 厥陰이 五臟 중 肝과 관련되고, 肝은 藏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厥陰病의 寒熱錯雜 증상과 少陽病의 寒熱往來 증상을 같은 樞로써 비교하였고, 厥陰病提

綱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水升火降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厥陰을 樞라 한 것은 

厥陰이 단순히 太陰과 少陰의 사이를 순행한다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厥陰이 肝藏血을 바

탕으로 精氣의 조절과 완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素問·陰陽離合論에서 

厥陰을 闔으로 보았으나,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해석할 때 厥陰을 樞로 본 것은 三陰三陽이 

五藏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三陰病에서는 經絡보다는 藏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였다.32)

31) 박경수 편집. 『傷寒論』 朴贊國 교수님 강의록. 서울. 경희대 한의대 복사실. 2005. pp.137-154.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三陰三陽 해석의 특징

太陽

둘 다 太陽을 開로 보았음. 柯琴은 太陽을 一身의 氣血을 주관하는 心으로 보았고, 朴贊國은 開를 안으로는 

열리지 않고 밖으로만 열리는 문과 植物의 잎에 비유하였으며, 太陽의 기능은 少陰의 精으로부터 陽氣를 받

아 음식물의 消耗와 排泄에 관여하므로 太陽病을 陽氣 부족병이라고 하였고, 表裏를 이루는 少陰과의 연관

성을 중시함.

陽明

둘 다 陽明을 闔으로 보았음. 柯琴은 陽明이 闔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不大便, 不小便, 不能食 등의 闔

의 병증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朴贊國은 闔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문과 植物

의 뿌리에 비유하였으며, 陽明 기능은 음식물의 소화흡수와 관련되므로 陽明病을 津液 부족병이라고 하였고, 

表裏를 이루고 있는 太陰과의 연관성을 중시함.

少陽

둘 다 少陽을 樞로 보았음. 柯琴은 少陽病에서 口苦, 咽乾, 目眩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입과 목구멍과 눈이 

모두 열고 닫아 樞의 형상과 부합된다고 하였고, 朴贊國은 少陽이 太陽과 陽明 사이에서 調節 작용을 함에 

있어서 厥陰의 도움이 필요하고, 少陽病을 유통이 안 되는 병으로 보았음.

太陰

둘 다 太陰을 開로 보았음. 柯琴은 太陰을 脾의 운화 기능과 연관시켜서 太陰病이 들면 수송이 잘 안되어 

腹滿時痛과 吐利가 발생한다고 했고, 朴贊國도 柯琴과 마찬가지로 脾와 表裏를 이루는 胃와의 상관성을 중

시하여 太陰 속에 陽明이 들어있고, 太陰과 陽明이 開闔의 동시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太陰의 開 작용을 

脾肺 兩方面으로 설명하였음.

少陰

柯琴은 少陰을 陰樞로, 朴贊國은 少陰을 闔으로 보았음. 柯琴은 少陰이 陰樞가 되어 少陰病이 들면 樞機가 

불리해져 欲寐不寐가 나타난다고 보았고, 朴贊國은 少陰을 闔으로 보아 闔 기능에 병이 들면 精氣가 소모되

므로 精氣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 脈微細와 但欲寐가 나타난다고 보았음.

厥陰

柯琴은 厥陰을 闔으로 보았으나, 朴贊國은 樞로 보았음. 柯琴은 厥陰이 陰中之陽으로 熱을 주관하므로 消渴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朴贊國은 厥陰을 樞로 보았는데, 이는 厥陰이 肝藏血을 바탕으로 精氣의 조절과 

완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三陰病에서는 經絡보다는 藏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표58]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三陰三陽 해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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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찰

이상에서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傷寒論 三陰三陽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았는

데, 둘 다 素問·陰陽離合論에 나오는 開闔樞와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연관시켜서 설명한 

점은 같았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三陰病에 있어서 柯琴은 素

問·陰陽離合論에 나온 대로 厥陰을 闔으로 보고, 少陰을 樞로 보았는데, 朴贊國은 精氣 중

심으로 보아 少陰을 闔으로 보고, 厥陰을 樞로 보았다. 이는 傷寒論의 三陰三陽이 經絡 뿐

만이 아니라 臟腑까지 폭 넓게 포함해서 해석해야 그 病症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臟

腑, 특히 五臟이 藏하고 있는 精氣를 중시했으며, 少陰病에 나타나는 脈微細와 但欲寐를 精

氣 부족의 현상으로, 厥陰病에 나타나는 厥熱勝復症을 조절을 잘 못하는 樞의 病으로 본 것

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朴贊國은 三陰三陽의 해석에 있어서 開闔의 동시성 등 陰陽을 항상 함께 고려하는 

생각을 보여 주었다. 이는 三陰三陽이 단독으로 떨어져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表裏를 이루고 

있는 少陰과 太陽, 太陰과 陽明, 厥陰과 少陽이 항상 陰陽의 협조를 이루고 있음을 중요시한 

것이다.

朴贊國은 또한 三陽의 開闔樞인 太陽, 陽明, 少陽을 植物에 비유하여 잎, 뿌리, 줄기라고 

하였고, 開를 안으로는 열리지 않고 밖으로만 열리는 문으로, 闔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

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문에 비유하는 등 어려운 한의학 용어를 일상생활과 접목하여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였다.

Ⅳ. 結論

이상에서 柯琴과의 비교를 통한 朴贊國의 傷寒論 三陰三陽 해석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朴贊國이 傷寒論 三陰三陽을 해석함에 있어서 素問·陰陽離合論의 開闔樞 이론을 끌어

들여 설명한 것은 柯琴과 비슷하였으나, 三陽의 開闔樞를 穀氣의 消耗, 吸收, 調節로, 三陰의 

開闔樞를 精氣의 消耗, 吸收, 調節로 파악하고, 厥陰을 樞로 少陰을 闔으로 본 것은 柯琴의 

관점과 달랐다.

朴贊國은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파악함에 있어서 表裏를 이루는 陰陽의 合 관계를 중시

하였고, 三陰三陽이 經絡 뿐만이 아니라 臟腑까지 폭 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臟腑와의 연관성

을 중시하여 精氣를 중심으로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朴贊國은 傷寒論 三陰三陽 해석에 있어서 精氣를 중심으로 풀이하였고, 三陰三陽이 단

독으로 떨어져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表裏를 이루고 있는 少陰과 太陽, 太陰과 陽明, 厥陰과 

少陽이 항상 陰陽의 협조를 이루고 있음을 중요시하였으며, 素問·陰陽離合論과의 연관성 

속에서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 등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32) 朴贊國, 崔三燮. 素問·陰陽離合論을 중심으로 한 三陰三陽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2. 6.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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