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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이번 ‘故 德山 박찬국교수 서거 1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의 개최를 맞이해 故人이 남기신 

뜻을 되새기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後學의 입장에서 故人의 뜻을 되돌아보는 가장 의미있는 

방법은 그 분이 남기신 학술 사상을 현재의 시점에서 反芻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한의학이

라는 학문에 대한 故人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哲學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故人

께서 한의학을 연구하고 실현해 온 핵심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의 醫哲學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현대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의 비인간화와 관료화, 질병으로부터의 환자 소외 현상,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나타난 현대 의학의 위기(crisis of contemporary medicine)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의학의 본질과 목적을 포함하여 의학 전반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성찰하고자 

대두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1). 한국의 현대 醫哲學의 본격적인 역사는 한의학에서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93년 의철학연구소(1995년에 동의과학연구소로 개편)가 창립한 것

을 기점으로 하며, 이를 모체로 2006년 한국의철학회가 창립되었다2). 한국의철학회는 그 창

립 취지문에서 ‘의료의 위기는 과학 기술이 철학을 대신한 탓’으로 진단한 바 있다.

德山 朴贊國의 醫哲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醫哲學의 일반적인 주제들과 맞닿아있으면서

도 해당 학술적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故人의 醫哲學的 문제의식은 故人

이 당면했던 현실 속에서 독자적인 길어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故人의 醫哲學 

사상에는 고유한 학술적 특징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醫哲學의 

일반적 문제의식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현실에서도 여전히, 혹은 더욱 심화된 상황이

라고 할 수 있으므로, 故人의 醫哲學 사상도 현재의 시점에서 여전히, 혹은 가일층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故人의 醫哲學 연구에 대해 “象數學에 기초하여 음양오행과 운기 등을 

연구하는 입장”에 속한다고 보았는데3) 이는 그의 醫哲學에 대한 연구 성과 중 매우 국한된 

부분만을 검토한 결과로 나타난 성급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4). 이에 故人의 醫哲學 사상의 

특징에 대해 보다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선 주요 논저들에 실린 醫哲學

에 관련된 언급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에 담긴 사상적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권상옥. 의철학 연구의 최근 경향. 의철학연구. 6. 2008. p.4.

2) 권상옥. 한국에서 의철학하기. 의철학연구. 2. 2006. p.10. “의학과 철학의 본격적인 대화는 1993년 한의학

에서 시작되었다. 1993년 한의학자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 연구 분과 소속의 동양 철학자 그리고 과

학철학자가 의철학연구소(1995년에 동의과학연구소로 개편)를 창립한 것이다.”

3) 권상옥. 한국에서 의철학하기. 의철학연구. 2. 2006. p.7.

4) 권상옥은 각주에서 『한의학 특강(개정판)』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저작에 실린 일부 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故人의 대표적인 醫哲學 관

련 논저들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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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故 德山 박찬국교수 서거 10주기 추모 문집 발간 및 학술세미나 준비위원회’에서 제

공한 관련 자료 모음에 포함된 故人의 기타 기고문들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II. 本論

1. 주요 논저에 나타난 醫哲學 연구의 범위

 1) 한의학의 메타이론(metatheory)

  (1) 陰陽五行 및 易學

朴贊國의 醫哲學 사상은 陰陽五行論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의 주

요 논저들 중 「五行과 陰陽」5), 「時空과 陰陽五行」6), 「陰陽과 五行의 關係」7), 「陰陽

과 五行의 關係-(1)」8), 「陰陽五行的 醫道」9), 「陰陽五行論」10),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11) 등에서는 陰陽五行에 대해 상세히 논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陰陽五行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陰陽과 五行의 상호 비교를 통해 兩者의 특성을 

드러내었으며, 이를 통해 陰陽五行이 현실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에까지 논의

를 확장하였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醫와 易의 同異」12), 「運氣學의 三陰三陽과 周易 乾卦 六爻의 相關關係에 대한 

硏究」13)와 같이 易學의 성격과 의학의 성격을 비교하고 易學의 관점에서 의학을 이해하고

자 하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時空과 陰陽五行」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완연히 결합된 방식으로 時空을 

논하는 陰陽五行의 특성을 주로 설명하였으며14), 「陰陽과 五行의 關係」, 「陰陽과 五行의 

關係-(1)」에서는 陰陽과 五行을 비교하여 兩者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陰陽五行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臟腑經絡, 辨證, 五運六氣와 같은 한

의학 이론 및 개념에 나타나는 陰陽五行의 특성을 분석하여 陰陽五行論에 기초한 한의학 개

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15). 

「五行과 陰陽」에서는 陰陽五行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한의학의 六氣와 三陰

三陽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는데, 그의 陰陽五行論의 실질적인 목적이 五行과 陰陽을 

5) 朴贊國. 五行과 陰陽.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6) 朴贊國. 時空과 陰陽五行.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7)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關係. 대한원전의사학회지. 4. 1990.

8) 朴贊國. 陰陽과 五行의 關係-(1). 대한원전의사학회지. 8. 1994.

9) 朴贊國. 陰陽五行的 醫道. 동양의학. 18(3). 1992.

10) 朴贊國. 陰陽五行論. 동서간호학연구지. 1(1). 1997.

11)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7(4). 2004.

12) 朴贊國. 醫와 易의 同異. 주역연구. 4. 199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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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3(2). 

2000.

14) 朴贊國. 時空과 陰陽五行.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우리는 現象世界를 觀察함에 있어 時間이나 

空間을 단순히 一定不變한 것으로 觀察하려는 機械的인 思考方式을 脫皮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時間의 觀察

에 반드시 空間을 結合시키고 空間의 觀察에 時間을 結合시켜야 變化하는 實質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時空을 초월해 버린 陰陽五行的인 思考를 동원한다면 實體의 把握이 조금 쉬어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

15) 朴贊國. 時空과 陰陽五行.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우리 韓醫學에서 이 時空을 完全히 結合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辨證思想에서 일 것이다. 즉 仲景이 六經辨證과 後世의 八綱辨證의 그 가장 

좋은 例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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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한 의학에서의 三陰三陽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체 形

氣의 변화를 나타내는 三陰三陽의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인체에서의 陰陽五行의 요점을 ‘陰

精’과 ‘相火’의 관계로 개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16).

「陰陽五行的 醫道」와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은 陰陽五行論이 보편적

인 의학을 논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임을 설명하고 陰陽五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함을 역설한 時論的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논저이다. 「『黃帝內經』

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에서는 동양의 사유에 내재된 의학과 철학의 관계를 제시하며 의

학과 철학이 괴리된 현대의 학문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고들었고17), 陰陽五行을 대표로 한 

진정한 철학의 힘을 지닌 한의학이 현대 사회에서 담지해야 할 책무를 제시하였다.

「陰陽五行的 醫道」에서는 陰陽五行論과 理氣論의 비교를 통해 陰陽五行論이 醫道를 펼

치는 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때의 ‘醫道’의 의미는 

단순히 의학의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 인식되어 온 ‘道’의 의미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학의 학문적 방법론 및 태도, 의사와 환자의 관계, 질병을 비롯한 생명 현상에 

대한 관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18). 아울러, ‘醫道’는 형이상학적인 이치가 아닌 ‘得道’

의 의미로서 의료의 주체가 주체성을 갖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19).

朴贊國의 논저 중 陰陽五行에 대한 것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陰陽五行의 의미 

밝히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陰陽五行을 통해 한의학의 이론과 개념에 대

한 긴밀한 이해를 제시하고, 나아가 한의학을 넘어 보편적 의학에 관한 철학적 관점, 즉 ‘醫

道’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象數學

「象數와 동양의학의 관계」20)는 한의학 이론의 메타이론(metatheory) 중 하나인 象數學

的 방법론에 대해 밝히고자 한 논저이다. 사물의 변화는 無形的인 것으로부터 有形的인 것으

로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그 단계를 心, 神, 氣, 形으로 개괄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보다 변화의 근원에 가까운 단계에서 조짐을 찾아내어 대응해야 하는데, 心, 

神과 같은 근원적 단계에서 변화의 조짐을 찾아내기 위해 周易의 卦나 陰陽五行, 干支 등을 

활용하는 象數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1). 이에 象數學의 방법론이 한의학에 적용된 실질적

16) 朴贊國. 五行과 陰陽.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宇宙의 어느 事物이나 모두 五行을 가지고 있는

데, 그 物이 하나의 個體로 인정받는 것은 각기 自己의 氣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人間이라면 다른 

事物에 비하여 축적된 精이 充賣하여 보다 좋은 相火를 發生시킬 수 있기 때문에 萬物의 靈長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7) 朴贊國.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7(4). 2004. “바꾸어 말하면 科學

과 哲學은 서로 關係가 없는 學問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라나 周易에서 말한 形而下와 形而上이란 

말은 원래 그러한 뜻이 아닌 것 같다. …… 다시 발하면 哲學은 科學을 낳고 科學은 哲學을 그 안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8) 朴贊國. 陰陽五行的 醫道. 동양의학. 18(3). 1992. “古代에 理나, 氣라는 말보다 陰陽표行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고정불변의 理致(죽은 이치)를 탐구하기 보다는 생성발달하여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기도 같이 움직여 

변화하면서 現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治者와 被治者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원리는 원리대로, 現象은 현실대로 되는 까닮이 없었으며, 단순한 知識을 위한 학문, 벼슬을 위한 학문, 致富

를 위한 학문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생활을 위한 학문, 자신의 교양올 위한 학문, 자신의 삶을 위한 학문이 

될 수 있었다.”

19) 朴贊國. 陰陽五行的 醫道. 동양의학. 18(3). 1992. “孔子께서 “一陰一陽之謂道”(周易, 繫辭上 五章)라 하셨

듯이, 道란 人爲가 없는 自然의 陰陽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得道라고 말한다면 바로 도의 세계에 내가 

뛰어들어간 것이니, 陰陽에 내가 들어가서 五行의 세계를 이룬 것이다.”

20) 朴贊國. 象數와 동양의학의 관계. ‘98 국제주역학술회의 21세기와 주역’ 논문집. 1998.

21) 朴贊國. 象數와 동양의학의 관계. ‘98 국제주역학술회의 21세기와 주역’ 논문집. 1998. “形보다는 氣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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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들을 예시하였는데, 黃帝內經의 藏象論, 經絡과 開闔樞, 辨證, 藥物 효능의 표현 등이 

象數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朴贊國이 말하는 象數의 방법론은, 무한한 변화 속에서 재현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하나의 

시공간 속에 나타난 사물의 본질을 心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인간이 사물

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그 자체로 훌륭한 방법론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논

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한의학의 연구는 철저히 象數學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서양과학

을 통한 설명, 또는 증명은 한의학의 철학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생명의료윤리

「醫哲學에 대한 小考」22), 「東洋哲學과 韓醫學」23)은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사상이 주로 

드러나 있는 논저이다. 

「醫哲學에 대한 小考」에서는 ‘인류의 오만’을 생명의료윤리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주

요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생명의 기본이 되는 것은 신이 창조한 자연 상태 자체라

고 하였다24). 따라서 현대의학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동양의학

사상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설명하고자 선천성 기형의 생명연장 문제, 장

기 이식의 문제, 인공장기의 문제, 의사의 능력을 기계에 의존하는 문제, 서양의학의 합성약

의 기전 문제 등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현실감을 부여하였다.

「東洋哲學과 韓醫學」에서는 하나의 학문은 반드시 哲學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역

설하였으며25), 이어서 서양의학의 철학적 기반의 허구성을 드러내었다. 그와 반대로 동양의

학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굳건한 사상적 토대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 의료의 대상과 목적 등을 제시하는 데에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

러한 논의는 대체로 醫哲學의 보편적인 주제에 속하는 것인데 그는 철저히 동양철학의 사유 

방식, 즉 陰陽五行과 氣 등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한의학의 醫哲學

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논저에서 朴贊國은 윤리적인 문제는 의학의 이론적 특징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학문은 반드시 哲學을 기초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학문으로서 의학이 바탕

에 두고 있는 哲學은 의학의 이론적 특징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의 답을 도출하는 과정

에까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의료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

의 해답도 인간을 관찰하는 데에 보다 합리적인 관점을 가진 동양의학의 기반인 ‘동양철학’

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실체는 ‘陰陽五行’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에, 氣보다는 心神의 단계에서 그 조짐을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 바로 象數學의 存在 이유가 있다.”

22) 朴贊國. 醫哲學에 대한 小考.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23) 朴贊國. 東洋哲學과 韓醫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6(1). 2003.

24) 朴贊國. 醫哲學에 대한 小考.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人間은 宇宙의 萬物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自然과 神의 攝理를 무시하고 있다. …… 생명의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의 創造한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精氣神血이나 人間의 五臟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었으면 한다.”

25) 朴贊國. 東洋哲學과 韓醫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6(1). 2003. “그러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學問은 

반드시 哲學的 背景을 가져야 그 방향을 바로잡고 또 스스로 施行錯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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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학의 발전 방향 모색

「『內經』硏究者가 해야 할 일」26)에서는 ‘실제적인 臨床硏究’를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

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자,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陰陽

五行, 三陰三陽 및 辨證과 같은 이론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면서도 그 이해는 이론에 그쳐서

는 안되며 임상 현실에서 철저히 활용하여 그 효용을 결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실제적인 임상진료의 수단이 되는 望聞問切의 진단 기술을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익

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27). 물론 이를 하나의 교육 지침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思想的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철학과 의학이 만나 하나가 되는 임상 현실에서 ‘陰陽

五行的 醫道’가 완성된다고 보는 朴贊國의 견해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1世紀의 새로운 醫療模型」28)에서는 물질의학과 氣의학, 氣의학과 心身의학의 사이에

서 미래에 지향해야 할 醫療의 모습을 논하고 있다. 氣의학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을 가

지고 있어 부분을 통해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물질의학인 서양의학은 물질

의 관점에 멈추어 있어 미래의 醫療 모델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氣의학도 완전한 것은 아니

라고 보고 있는데, 氣를 통해서만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氣를 조정

하는 ‘마음’의 차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朴贊國은 이 논저에서 동서양의학의 일원화 문제와 같은 의료제도의 문제의 해결을 

아울러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의학의 기본이론과 철학에 대한 연

구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의학철학이 정립되면서 동서양 의학의 시

각이 통일되고 이론적 차별도 사라져 자연히 의료제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 것

이다29).

26) 朴贊國. 『內經』硏究者가 해야 할 일. 대한한의학원전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

27) 朴贊國. 『內經』硏究者가 해야 할 일. 대한한의학원전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 “첫째는 반드시 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使命感이 모자란다. …… 그러므로 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意識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급

선무이다.”

28) 朴贊國. 21世紀의 새로운 醫療模型.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2000.

29) 朴贊國. 21世紀의 새로운 醫療模型.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2000., “현금 

의학계는 기초이론이나 임상의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의학의 기본이론과 그 철학에 대한 연구가 절

한의학의 

메타이론

(metatheory)

陰陽五行 

및 易學

五行과 陰陽.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時空과 陰陽五行.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陰陽과 五行의 關係. 대한원전의사학회지. 4. 1990.

陰陽과 五行의 關係-(1). 대한원전의사학회지. 8. 1994.

陰陽五行的 醫道. 동양의학. 18(3). 1992.

陰陽五行論. 동서간호학연구지. 1(1). 1997.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7(4). 2004.

醫와 易의 同異. 주역연구. 4. 1999.

運氣學의 三陰三陽과 周易 乾卦 六爻의 相關關係에 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3(2). 2000.

象數學 象數와 동양의학의 관계. ‘98 국제주역학술회의 21세기와 주역’ 논문집. 1998.

생명의료윤리
醫哲學에 대한 小考.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 1988.

東洋哲學과 韓醫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6(1). 2003.

의학의 발전 방향 모색
『內經』硏究者가 해야 할 일. 대한한의학원전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

21世紀의 새로운 醫療模型.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2000.

[표1]朴贊國 주요 논저에 나타난 醫哲學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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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朴贊國의 醫哲學 思想의 특징

 1) 의학에 맞서는 哲學이 아닌 총체적, 전인적 醫道로서의 醫哲學 지향

현대의 醫哲學의 흐름은 주로 현대의학의 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哲學이 의학에 대한 성

찰을 자임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철학과 의학이 일종의 대립과 긴

장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양 과학의 전통에서 볼 때, 근대 이후에 의학은 

철학과 헤어졌으며 현대에 醫哲學이 대두된 뒤에도 서로의 영역을 의식하며 관계 설정을 하

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醫哲學은 스스로의 외연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의료윤

리학과 같은 인접 학문과의 경계면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30).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학문이 구색을 갖추어 성숙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궁극적인 학문의 존재 

가치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은 ‘경계짓기’는 현대의학의 위기의 해

결이라는 지상 목표의 달성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비해 朴贊國의 醫哲學 思想은 생명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통한 

질병의 치료라는 의학의 본질적인 가치와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한의학의 이론, 임상 및 陰

陽五行, 象數와 같은 메타이론(metatheory)과 철저히 하나를 이루려는 특징을 보여준다. 

“자기가� 硏究한� 陰陽五行을� 가지고� 現實의� 狀況을� 分析하거나� 또는� 疾病을� 分析하여� 여
기에서� 좋은� 결과가� 얻어내어�陰陽五行의�效用性을�確認하여�喜悅을� 느끼는� 것이다.”31)

「『內經』硏究者가� 해야� 할� 일」

陰陽五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론적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뛰

어들어 다양한 현상을 陰陽五行을 통해 분석하고 예측하여 그 효용을 느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글에서는 이에 덧붙여, 陰陽五行에서 나아가 三陰三陽을 이해하고 辨

證, 望聞問切의 실질을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한 칼럼에서 한의학 자체를 ‘기술’

이라고까지 지칭하면서 그 실질적인 성격을 지극히 강조하기도 하였다32).

“바꾸어� 말하면� 科學과� 哲學은� 서로� 關係가� 없는� 學問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라나�
周易에서� 말한�形而下와�形而上이란� 말은� 원래� 그러한� 뜻이� 아닌� 것� 같다.� ……� 다시� 발하
면�哲學은�科學을� 낳고�科學은�哲學을� 그� 안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黃帝內經』에� 의한�現代醫學의�檢證」

서양에서의 科學과 哲學의 관계와 달리 동양에서의 科學과 哲學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라고 명시하였다. 직접적으로 현대의 醫哲學을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의학과 어색

한 거리에 서있는 醫哲學의 모습을 중첩시키면 朴贊國의 醫哲學 思想의 특징을 명확히 인식

대 필요하다. …… 의학철학이 정립되어 자연 東西醫學의 이론적 차별도 없어져 하나의 보다 나은 의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0) 반덕진. 의철학의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 의철학연구. 3. 2007. “의철학이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
게 되는 학문은 의료윤리학이나 생명의료윤리학일 것이다. …… 자칫하면 두 학문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위

험이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철학은 의료윤리학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31) 朴贊國. 『內經』硏究者가 해야 할 일. 대한한의학원전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

32) (박찬국칼럼)한의학은 기술이다 기술교육을 시키자. 민족의학신문. 2003년 8월 11일 기사. “한의학은 단순

한 학문이기 전에 기술이다. 즉 숙련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기술이 수련을 통하

지 않고 습득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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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孔子께서� “一陰一陽之謂道”(周易,� 繫辭上 五章)라� 하셨듯이,� 道란� 人爲가� 없는� 自然의�
陰陽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得道라고� 말한다면� 바로� 도의� 세계에� 내가� 뛰어들어간� 것이
니,�陰陽에� 내가� 들어가서�五行의� 세계를�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治者와�被治者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원리는� 원리대로�現象은� 현실대로� 되는�
까닭이� 없었으며,� 단순한�知識을� 위한� 학문,� 벼슬을� 위한� 학문,�致富를� 위한� 학문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생활을� 위한� 학문,� 자신의� 교양을� 위한� 학문,� 자신의� 삶을� 위한� 학문이� 될� 수�

있었다.”

「陰陽五行的 醫道」

「陰陽五行的 醫道」에는 이러한 생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醫哲學이 아닌 

‘醫道’라는 술어를 쓴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도의 세계에 내가 뛰어들어간 것’

이라는 말로 의미를 풀어 설명하였고, 또 靜的인 陰陽의 세계에 주재자인 내가 뛰어들어 動

的인 五行의 세계를 만들었다고도 설명하였다. 이 말은 陰陽과 五行에 대한 풀이이기도 하

며, 변화하여 일정한 틀에 가둘 수 없는 생명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며, 의사는 오만

한 사고의 틀을 버리고 변화하는 세계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동양의 醫道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아래의 문장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그의 醫哲學 思想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준다. 治者인 

의사와 被治者인 환자, 그리고 의학 원리와 임상 현실의 괴리가 합치되어 진정한 주재자가 

되어 醫道를 실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2) 陰陽五行을 중심으로 한 醫哲學 思想

그의 醫哲學 思想에서 陰陽五行은 단순히 한의학 이론의 메타이론(metatheory)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陰陽五行은 마치 액자 구성과 같아서 臟腑, 經脈, 辨證 등의 한의학 이론 

자체를 설명하다가도 외부로 나와 의사가 임상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참여해야 한다

는 醫道를 설명하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東洋醫學의�哲學은� 어떠한가?� ……�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는�陰陽五行의� 법칙에� 따
라�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사람도�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陰陽五行의� 법칙에� 따라� 生成 
變化하는�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東洋哲學의�人間觀이다.� 단지� 다른� 것은�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인간은� 다른� 사물에� 비하여�神靈스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보고� 있을� 따
름이다.”

「東洋哲學과�韓醫學」

한의학의 哲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陰陽五行이라고 하였는데, 모든 존재가 따라 변화

하는 법칙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宇宙에 속해있는 사람도 이러한 陰陽五行의 이치를 따라 

생성되고 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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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에� 理나� 氣라는� 말보다� 陰陽五行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고정불변의� 理致(죽은� 이치)를�
탐구하기보다는� 생성발달하여�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기도� 같이� 움직여� 변화하면서�現象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陰陽五行을� 쓸� 때에� 비로소� 진정한�醫道도� 펼� 수� 있다.”

「陰陽五行的 醫道」

陰陽五行을 중심에 둔 思想은 전인적 ‘醫道’로서의 醫哲學 思想과 맞닿아있다. 「陰陽五行

的 醫道」에서는 理氣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陰陽五行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陰陽五行은 理

氣에 비해 자유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변화하는 세계의 특성을 잘 표현하며 동시에 생명

체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陰陽五行은 醫道를 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부

각되면서 생명의료윤리를 구현하는 원리로서의 의미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동양의학 중심의 동서의학 융합

동서의학의 융합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서양철학, 또는 서양의학이 주류인 입장에서 현대

의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한의학의 대안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

다. 그러나 朴贊國은 서양의학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확고한 哲學을 

지닌 동양의학이 중심이 되어 동서의학을 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西洋醫學은� 그� 哲學的 배경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西洋醫學의�
이론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에� 따라� 치료법이나� 약품들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東洋哲學은� 의학이� 성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이� 여전히� 東洋醫學
의� 사상적� 뼈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東洋哲學과�韓醫學」

“현대의학은� 그� 의학의� 기본사상을� 다시� 검토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현대의학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가� 해결되리라� 사료된다.� 즉� 현대의학은� 동양의학사상을�

배타하지� 말고� 과감히� 수용할� 때� 현대의학도� 발전할� 수� 있고,� 동서의학의� 융합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醫哲學에� 대한�小考」

朴贊國은 물론 기본적으로 西洋醫學과 한의학의 兩者의 상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醫哲

學이 정립되고 편견없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33). 그러나 西洋醫學은 취약한 哲學的 

33) 朴贊國. 21世紀의 새로운 醫療模型.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2000. “그럼 이 

두 의학은 영원히 통합될 수 없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동서의 철학이 서로를 좀 더 이해

해 가고 있으며, 동서의학도 좀더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질병의 접근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접근하지 않고 다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해지며 치료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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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그 이론이 변화하고 흔들리지만 東洋醫學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흔

들리지 않는 확고한 哲學의 기반을 가지고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東洋醫學의 哲學을 

중심에 두고 현대의학이 이를 보다 과감히 수용해야 兩者의 공동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의학의 바탕이 되는 東洋哲學에 대한 확고한 학문적 신뢰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醫哲學 필요성 역설

박찬국은 현대의학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공히 철학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

다. 그러나 양자의 문제의 성격은 다른 것으로, 한의학은 본래 단단한 철학의 기초를 둔 학

문이지만 현대에 그러한 부분을 긍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서

양의학은 그 자체로 철학적 배경이 취약하다고 보았다. 어쨌든 현재의 시점에서 한의학과 의

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醫哲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

다.

“哲學이� 없는�科學은�飮酒運轉者가�運轉하는�自動車의�疾走와도� 같은� 것입니다.”

「『黃帝內經』에� 의한�現代醫學의�檢證」

“현금� 의학계는� 기초이론이나� 임상의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의학의� 기본이론과� 그� 철

학에� 대한� 연구가� 절대� 필요하다.� ……� 의학철학이� 정립되어� 자연�東西醫學의� 이론적� 차별
도� 없어져� 하나의� 보다� 나은� 의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1世紀의� 새로운�醫療模型」

“醫療의� 가치는�商業的으로� 평가되어서� 아니� 되며�學問的으로� 평가되어서도� 아니� 된다.� 반
드시� 哲學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 있어서는� 전
문평가인이� 한� 사람도� 없고�學問은� 물론� 이� 분야에� 대한� 논문도� 별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東洋哲學과�韓醫學」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에서는 哲學이 없는 학문은 마치 음주운전을 하

는 것에 비유하여 비합리적이며 위험한 것임을 말하였다. 또 「21世紀의 새로운 醫療模型」

에서는 현대 의학계에 기초이론 및 임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나 醫哲學의 정립이 절대적으

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대의 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哲學的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哲學을� 가지고� 있는� 우리� 醫學에� 대한� 自矜心을� 가지고,� 哲學을� 바탕으로� 한� 韓醫學 理
論 敎育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黃帝內經』에� 의한�現代醫學의�檢證」

양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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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욱� 哲學的 기반을� 다지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 實例로� 영어교육에�
앞서�漢文敎育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內經 등의�原典 교육� 늘려야� 할� 것
이다.�生理,�病理와�本草나�經穴學 등은�陰陽五行의� 이론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만들고� 교
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東洋哲學과�韓醫學」

이에 따라 醫哲學 연구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방안

을 살펴보면, 크게 漢文敎育과 한의학 이론 교육의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한의학 

이론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原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生理, 病理, 

本草, 經穴 등의 과목에서도 실험연구가 아닌 陰陽五行의 이론에 입각하여 강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III. 結論

지금까지 德山 朴贊國의 주요 논저를 중심으로 醫哲學 思想을 살펴봄으로써 대체로 어떠

한 내용을 논의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의 논저들에서 한의학의 메타이론

(metatheory)을 다룬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陰陽五行 

및 易學에 관련된 논저와 象數學에 관련된 논저가 있었다. 또, 생명의료윤리에 관련된 논저

가 있었으며, 의학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저도 있었다.

이어서 아주 거칠게나마 몇 가지로 그의 醫哲學 思想의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첫째로 그

는 의학에 맞서는 哲學이 아닌 총체적, 전인적 ‘醫道’로서의 醫哲學을 지향하였다. 의학에 대

립하는 입장에서 醫哲學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학과 의학, 이론과 임상, 의사와 환

자가 괴리되지 않고 한 몸이 되어 총체적인 醫道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둘째로, 陰陽五行을 중심으로 醫哲學 思想을 펼쳐나갔다. 그가 설명하는 陰陽五行은 단순

히 한의학 이론의 메타이론(metatheory)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사물에 보편적으

로 적용되는 원리로 보아 인간관으로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陰陽五行에 대한 인식은 전인적 

‘醫道’로서의 醫哲學 思想과 맞닿아있다. 

셋째로, 동양의학 중심의 동서의학 융합을 주장하였다. 대체로 동서의학의 융합에 대한 논

의는 서양철학, 또는 서양의학의 입장에서 한의학을 대안적 가능성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확고한 철학적 기초를 가진 동양의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서양의학이 이를 

잘 수용했을 때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로, 한의학계에 醫哲學의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비록 한의학이 서양과학에 비

해 단단한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나, 현대 한의학에서는 구성원들의 한의학에 대한 긍정

과 신뢰가 부족하여 醫哲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에 그는 醫哲學의 연구를 장려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그의 醫哲學 관련 논저들에는 그가 한의학의 현실에서 느낀 깊은 

우려와 희망,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큰 사랑과 안타까움이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

서 길어 올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의학 연구에서 그 이전에도 드물었고 이후에도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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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哲學 분야에 많은 생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 그의 논지가 다소 거칠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것은 그가 이론과 형식에 갇히

지 않고 진정한 ‘醫道’를 추구하여 10~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의 생각이 낡지 않

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그가 느꼈던 문제가 아직도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

다. 과연 지금의 한의학을 하는 우리는 충분한 철학적 지평을 가지고 한의학을 해나가고 있

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또, 진실로 현실에 뛰어드는 주재자가 되어 의사와 환자, 이론과 

현실, 철학과 의학이 한 몸으로 陰陽五行을 이해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지 반성해보아야 한

다.

그의 생각들을 다시 읽고 반추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새로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그의 

뜻을 이어 해나가야 할 작업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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