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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Yi cheon(李梴)'s

Medical Ideology and Research System

Cha Wung Seok

In this essay, following final conclusions have been drawn by

analyzing medical ideology and research system of Yi cheon(李梴) in

Yi hak yip mun(『醫學入門』).

Firstly, even though the existing medical history researchers are

not noting the system of Yi-cheon(李梴)‘s medical ideology, this essay

has proved the man as a doctor who succeeded the (main system)

based on the content of Yi-hak-yip-mun(『醫學入門』) by

Ju-Dan-Gae(朱丹溪). The outline of this proof is as follows.

1. Those doctors who had actively researched in Myung era(明代), were 

basically taking over the medical studies and result of  Gum-Won era(金元

代). However, depending on whose theory is to be followed, the follower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groups of Ju-Dan-Gae Academics(丹溪學派) 

and On-Boe Academics(溫補學派). In addition, both Ju-Dan-Gae Academics

(丹溪學派) and On-Boe Academics(溫補學派) hold contradictory ideologies 

to that of the main medical system. In Yi-hak-yip-mun(『醫學入門』),  

Yi-cheon(李梴) ties The Text of  Whang-Jae-Nae-Kyung(『黃帝內經』), 

Jang-Jung-Kyung(張仲景), Yu-Ha-Gun(劉河間), Yi-Dong-Won(李東垣), 

Ju-Dan-Gae(朱丹溪) into one pedigree. With regard to the main system, he 

especially marks Ju-Dan-Gae(朱丹溪) for his efforts in gathering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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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heories into a large compilement.

2. When Yi-Cheon(李梴) was writing  Yi-Hak-Yip-Mun(『醫學入門』), he 

made references to various medical publishings, among those book which he 

had utilized, books by Ju-Dan-Gae Academics(丹溪學派) had affected him 

more than anything else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3. Yi-Cheon(李梴)‘s "Congested Phlegm Theory(痰鬱論)" had succeeded 

"Congested Phlegm  Theory(痰鬱論) of Ju-Dan-Gae Academics(丹溪學派). His 

Yi-Hak-Yip-Mun(『醫學入門』), carries a more complete form of  

"Congested Phlegm Theroy(痰鬱論)  which was made into a more systemic and 

widely applicable method which was by Ju-Dan-Gae Academics(丹溪學派).

Secondly, Yi-Hak-Yip-Mun(『醫學入門』), is a medical book which

was written in the process of systemic reorganization of medical

theories of various academic parties in Myung 명 era. Since this

process was hearing its completion in the period of Yi-Cheon(李梴),

he chose specific ways of reshuffling, whilst seeking ways to

efficiently utilizing existing medical information . He provided a

standard to specific ways. He rearranged the existing medical

theories based upon these standards. He also contributed to clinical

medicine by providing description of symptoms focused upon the

symptoms differentiated

In Conclusion, Yi-Hak-Yip-Mun(『醫學入門』) holds systematic

medical information which was developed by Ju-Dan-Gae Academics

(丹溪學派). Also, Yi-Cheon(李梴) uniformly classified the clinical

experiences of existing Ju-Dan-Gae Academics(丹溪學派). He had

contributed in the clinical use of Ju-Dan-Gae Academic(丹溪學派)'s

clinical experience by providing main points from differentiation of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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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醫學入門』1)은 중국 明代에 南豐(지금의 강서성 남풍현)출신인 李梴이 저술한 의학

의 기초와 임상을 종합한 의학서이다. 이 책은 처음 출간2)된 이후에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여러차례 간행되었으며 현존하는 판본만도 약 20여종3)에 이른다. 이천은 字가

健齋이며 江西省 南豊출신으로4) 1500년대에 江西省과 福建省에서 활동한5) 의사이다.

이천의 생몰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이천에 관한 기록은 『南豊縣誌』6)에 “이천은 자는

건재이며 읍상에서 공부를 하였고 재주가 뛰어났다. 隆慶(1567～1572)과 萬曆(1572～

1615)의 번성하던 때에 병이 난 것을 계기로 의학에 은거하였고 『醫學入門』 8권을 저

술하였다.”7)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醫學入門』「引」에서는 이천 자신이 병을 앓아

여러 차례 치료를 하였는데도 결국 낫지 않자 4년간을 두문불출하고 의학을 연구하여

『醫學入門』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8)

필자가 본고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李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과 特徵에 관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필자는 이천과 『醫學入門』이 醫學史에서 갖는 의의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醫學史的으로 학술계통 즉 학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宋金元代에 新儒學的인 토

대를 갖춘 지식인들이 대거 의학에 입문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9) 이 때에 한의학은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들은 『黃帝內經』과 『難經』 『傷寒論』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고 기존의 경험위주의 의학기술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12세기에

1) 李梴, 『醫學入門』, (원서는 1580년에 간행되었으며, 본고에서 참고로 한 『醫學入門』은 조선에서

1818년(戊寅年)에 重校하고 庚辰年에 간행한 판본을 고려의학출판사에서 影印한 것임.)

2) 『醫學入門』 原書의 저술과 간행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견이 분분하다. 저술시기에 대해서

는 洪元植, 楊醫亞, 甄志亞, 嚴世云 등이 1575년이라고 보고 있고, 王雲凱가 1576년이라고 하고 있

으며 蔡仁植은 157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간행시기에 대해서도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朝鮮

戊寅年重校本(高麗醫學出版社 影印本)은 1580년에 간행된 것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嚴世云의 『中

國醫籍通考』에 의하면 明萬曆乙亥刊本(1575년), 明萬曆病者敦古齋刊本(1576년)이 있다고 되어 있

다. 단, 본고에서는 韓國韓醫學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朝鮮戊寅年重校本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3) 嚴世云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4년. pp2557,2558에 근거함.

4) 『醫學入門』 「引」 “ … 南豊健齋謹述 … ”

5) 中國名醫名著名方(主編 王雲凱)과 中國醫學史(主編 甄志亞)에서는 이천의 활동지역을 지금의 강서성

과 복건성이라고 하였다.

6) 1871년에 刊行

7) 嚴世云 , 上揭書 pp2557에서 재인용 “ … 李梴 字健齋 邑庠生 負奇才 當隆萬盛時以病隱于醫 輯醫學入

門八卷 … ”

8) 『醫學入門』「引」" … 身病多矣 遍百藥而不竟痊 必所嘗湯液而猶未達 其所以倏爾閉戶四祀 寓目古今方

論 掄其要括其詞發其隱 而類編之分註之 … "

9) 陳大舜, 中醫各家學說, 上揭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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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 劉完素10)는 ‘火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학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금원

사대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張元素11)는 ‘五臟辨證’이라는 측면에서 이론과 임상을 접목하

고자 하였다. 劉完素의 계통을 이은 張從正12)은 『內經』과 『傷寒論』에 나와 있는 汗

吐下治法의 임상적인 가치를 높였고, 장원소에게 사사받은 李杲13)는 ‘內傷脾胃’이라는 관

점에서 당시 치료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금원사대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朱震亨14)은 14세기 초에 활동한 의학자로 원래 유완소의 계통을 이은 의학

자이면서도 이고의 內傷脾胃 및 用藥에 대한 의론을 받아들여 陽有餘陰不足論, 氣血痰鬱

論 등을 제창하였다. 金元四大家로 대표되는 이 당시 의학자들은 모두가 『黃帝內經』과

『傷寒論』을 종주로 삼고 있었지만, 환경과 문화의 차이 또는 개인적인 성향때문에 의학

관과 치료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15)

明代에 들어서면서 금원시대의 의학분파는 점차 상호절충의 과정을 거쳐 체계화되고

종합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느 학파의 주장을 근간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명대의 학파간의 갈등으로 대표적인 것은

溫補學派와 丹溪學派의 논쟁이 그것이다. 元代末期에 활동한 주진형은 陽有餘陰不足論,

氣血痰鬱論 등 독창적인 의학관을 수립하였지만, 그의 학술계통은 유완소의 학설을 근간

으로 삼고 있고 또 이고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주진형의 제자들[단계학

파]16)은 『黃帝內經』에서 시작하여 『傷寒論』, 유완소, 장종정, 이고를 하나의 계보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주진형에 대해서는 諸家의 학설을 集大成한 의학자로 평가하였다. 그

리고 주진형의 의학이론에 입각해서 종합적인 의학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明代의 薛己17), 孫一奎18), 趙獻可19), 張介賓20) 등은 단계학파의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10) 劉完素(1120-1200년?) : 金代의 저명한 의학자, 金元四大家의 한사람. 字는 守眞이며 自號는 通玄

處士, 河澗사람으로 劉河間이라고도 부른다. 의학적으로 火熱論을 제창하였으며, 저서로는 『素問玄機

原病式』, 『素門病機氣宜保命集』, 『宣明方論』 등이 있음.

11) 張元素(1120-1200년?) : 金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潔古, 易州사람. ‘臟腑標本藥式’을 제정하였

으며, 저서로는 『醫學啓源』, 『珍珠囊』 등이 있음.

12) 張從正(1156-1128년?) : 金代의 저명한 의학자. 金元四大家의 한사람. 字는 子和이며 自號는 戴

人. 劉完素의 학설을 추종하였으며, 임상적으로 汗, 下, 吐 三法의 운용에 능통함. 저서로는 『儒門事

親』이 있음.

13) 李杲(1180-1251년) : 金代의 저명한 의학자. 金元四大家의 한사람. 字는 明之이며 自號는 東垣老

人. 흔히 李東垣이라고 불림. 內傷脾胃論을 제창하였으며, 저서로는 『脾胃論』, 『內外傷辨惑論』,

『蘭室秘藏』, 『東垣試效方』 등이 있음.

14) 朱震亨(1281-1358년) : 元代의 저명한 의학자. 金元四大家의 한사람. 字는 彦修이고 丹溪라고도 칭

함. 陽有餘陰不足論, 相火論, 氣血痰鬱論을 제창하였으며, 저서로는 『局方發揮丨』, 『格致餘論』,

『本草衍義補遺』 등이 있음.

15) 陳大舜과 裘沛然은 이 시기의 學派를 河澗學派, 攻邪學派, 丹溪學派, 易水學派로 분류하였다

16) 주진형과 사승관계에 있거나 혹은 사승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주진형의 의학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그의 호를 따라 단계학파로 분류한다.

17) 薛己(1486-1558년?) : 明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新甫 號는 立齋. 張元素, 이고등에 영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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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단계학파 의학자들이 치료의 원칙을 ‘滋陰降火’로 삼고 寒凉

한 약을 남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주진형에 대해서도 제가의 학설을 집대성한 의

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체의 眞氣가 ‘溫補’를 통해서만 보존될 수 있다는 입장

에 있었으며, 溫補라는 측면에서 제가의 학설을 수용하여 나름의 의학적인 체계를 만들고

자 하였다.

즉 明代는 제가의 학설이 종합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었지만 어느 학파의 주장을 근간

으로 삼느냐에 따라 의학적인 견해가 달라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첨예한 대립이 생

기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명대 의학자인 이천의 의학사상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천이 어느 계파의 입장을 주되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첫단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극히 소략하다. 『中醫各家學說』이라는 저술을 통해 중

국의학사의 계파를 정리한 裘沛然21)과 陳大舜22)은 이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

으며, 『中國醫學史』23)에서도 이천의 『醫學入門』은 諸家의 학설을 종합하여 완성한

것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그 밖의 劉國柱, 楊醫亞, 甄志亞 등도 명대의 여러 의학자중

의 한사람으로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17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임상적인 가치가

뛰어난 의학서가 ‘각가의 학설을 종합하여 완성한 것’이라고만 평가받는 것은 이천의 의학

사상과 『醫學入門』의 특징에 대해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에 본고에서는 이천의 의학사상의 계통을 고찰하고 나아가서 이천 『醫學入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 번째는 이천 의학사상의 계통에 대한 연구로

서 이천이 어떤 계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 내용이다.[2장] 두 번째

는 1장의 고찰을 통해 필자가 얻은 가설[이천은 단계학파의 입장에서 의학을 이해하고

眞陰, 眞陽을 보하는 방제를 쓸 것을 주장함. 저서로는 『薛氏醫案』, 『內科摘要』, 등이 있고 『小

兒藥證直訣』, 『婦人大全良方』, 『外科精要』 등을 校注하여 간행하였다.

18) 孫一奎(16세기) : 明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文垣, 號는 東宿 또는 生生子라고도 함. 생몰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며, 嘉靖, 萬曆年間에 활동함. 저서로는 『醫旨緖餘』, 『赤水玄珠』 등이 있음.

19) 趙獻可 : 明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養葵. 薛己의 학설을 추존하여 그의 命門學說을 발전시킴. 저

서로는 『醫貫』 등이 있음.

20) 張介賓(1563-1640년?) : 明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景岳, 또는 會卿. 주진형의 陽常有餘陰常不足

論에 반대하여 “陽非有餘 眞陰不足”이라고 역설하였다. 저서로는 『景岳全書』, 『類經』, 『類經圖

翼』, 『類經附翼』, 『質疑錄』 등이 있음.

21)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1990

22)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23)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硏究院,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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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에 좀더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醫學入門』에 단계학파의 영향이 얼마만

큼 배어있는지[3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계학파의 의학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4장, 5장]. 세 번째 부분은 『醫學入門』이 단계학파의 계통을 잇고 있

는 의서라고 한다면, 이천 『醫學入門』만이 갖는 독특한 점은 무엇일까에 대해 필자 나

름의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6장] 그리고 7장은 본고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고에

서 필자가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醫學入門』의 醫學史的인 意義에 대해 정리하였다.

2. 李梴 醫學思想의 系統

李梴의 의학사상의 계통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中國醫學史』24)에서

는 『醫學入門』에 대해 “鍼灸는 難經과 素問을 따르고, 診斷은 王叔和를 따르고, 本草는

醫經小學 및 醫方捷徑, 釋藥集韻을 기본으로 했고, 溫暑는 유완소의 原病式에서 채록했으

며, 傷寒은 陶氏六書를 위주했고, 內傷은 東垣과 各名家의 학설을 끌어썼고, 雜病은 危氏

의 得效方 및 丹溪用藥總法을 근간으로 했으며, 女科는 婦人良方을 따랐고, 幼科는 楊士

瀛을 따랐고, 痘症은 醫學正傳을 위주로 하였으며, 外科는 外科樞要를 위주로 했는데, 대

략 各家를 종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특출한 점은 없다.”라고 하여 인용의서만을 나열하고

그 계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 陳大舜의 『中醫各家學

說』25), 裘沛然의 『中醫歷代各家學說』26) 등과 같은 各家學說 과목의 교재에서도 이천

을 다루지 않고 있는 등 現代의 醫學史 연구자들은 이천의 의학사상이 계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醫學入門』은 간행이후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20여차례나 간행될 정도로 많

은 영향을 미쳤으며, 의학의 基礎理論에서 시작하여 臨床의 여러 분야를 총괄한 綜合醫書

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역대로 의학이 발전해오는 과정을 살펴볼 때, 어떤 의학자의 의학

적 성취라는 것은 단순한 치료경험의 조합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人間과 宇宙

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理論과 臨床의 모든 분야에서 나름의 체계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의 경우에도 제가의 학설을

종합하였다는 주장27)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각가의 학설을 나름의 체계와 주관없이 섭렵

24)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硏究院, 1987 p259

25) 陳大舜,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中國 1985년

26)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3년

27) 洪元植, 中國醫學史, 上揭書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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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관점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영향, 지역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당시 의학적인 조류가 어떠했느냐일 것이다.

『醫學入門』이 간행된 명대의 의학조류의 큰 특징은 金元四大家로 대표되는 금원대의

다양한 학설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학적 관점이 하

나로 종합하고 체계화되는 이면에는 반드시 학문적인 대립의 양상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명대에 비교적 극렬한 양상으로 드러난 것은 溫補學派와 단계학파의 대립이다.28)

금원시대에 활동하면서 나름의 학문적인 체계와 계통을 형성한 사람들은 金元四大家와

張元素가 대표적이며, 陳大舜과 裘沛然은 이들의 사승관계와 학문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河澗學派, 易水學派, 攻邪學派, 丹溪學派로 분류하였다. 이 다섯 학파가 모두 나름의 특

징은 있지만, 공사학파의 泰斗인 장종정은 유완소의 학풍을 계승하고 있고, 단계학파의

비조인 주진형은 유완소의 三傳弟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간학파, 공사학파, 단계학파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장원소를 시조로 하여 이동원까지 이어지는

易水學派의 관점은 명대에 溫補學派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원대의 역수학파와 명대의 온보

학파는 또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대의학계의 학파간의 논쟁

은 온보학파와 단계학파의 대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명대에 드러난 溫補學派와 丹溪學派와의 갈등은 치료의 원칙을 ‘溫補’로 할것인가 ‘降

火’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되면서 치열해졌다. 결국 논쟁의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청

대로 넘어가면서 학파의 논쟁은 의학계의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고 말았지만, 상호간의 공

박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이 공유되고, 또 조금씩 교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의학의 내용

은 좀더 정밀해지고 체계화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동서고금의 모든 학파

의 대립양상이 그러하듯이, 궁극적으로는 이 양자간의 대립은 금원대의 다양한 의학적 관

점이 하나로 융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즉 명대의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금원시대의 다양한 학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가는 과정이며, 학파별로

어느 의학자의 학설을 중심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부득이 대립의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천은 醫學史的으로 온보학파와 단계학파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동안에 활동한 의학자

이다. 따라서 이천의 의학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천이 금원사대가에 대해 어떤 평가

를 내리고 있는지, 어느 학자의 주장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의학적인 가치관을 피력해가

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천은 「引」과 「集例」를 통해서 밝혔다시피 獨學으로 의학

을 연구한 학자이다. 따라서 사승관계를 밝힌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여기고, 본 장에서는 『醫學入門』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천 의학사상의 계통에 대해 살펴

28) 洪元植, 中國醫學史, 上揭書,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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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2.1. 李梴의 金元四大家에 대한 평가

『醫學入門』「原道統說」에는 태초 우주의 생성에서 시작하여, 생명이 생겨나는 과정,

伏羲, 神農, 黃帝가 의학을 창시한 내용, 張仲景29)의 활약, 隋唐代의 의학침체기, 금원시

대 의학의 부흥, 명대의학에로의 전승 등의 의학역사가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금원사대가에 대한 평가이다.

“ …漢唐이래로 학자들은 그 깊은 이치를 얻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內經』의 이치가 너무 심오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巢元方의 『諸病源

候論』과 孫思邈의 『千金方』은 말은 번잡하되 이치는 더욱 어지럽고 方은 많지

만 法은 정수를 잃었으니 『內經』을 사용하는 자가 드물게 되었다. …사람을 살리

는 경우도 많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자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도 河澗(劉完素)의 

『圖解素問要旨論』과 『素問玄機原病式』 두 책이 저술된 이후 『內經』의 이

치가 해와 달처럼 밝아졌으며 『傷寒直格論方』과 『黃帝素問宣明論方』이 저

술된 이후에는 仲景의 법이 지도리처럼 집약되었으며 桂枝麻黃各半湯으로 雙解散

을 만들고 十棗湯을 변조해서 三花神祐丸을 만든 공은 성인의 경지에 이를 만하

다. 비슷한 때에 子和(張從正)는 內經의 대요를 밝혀 河澗의 정통을 이었으니 麻

知幾와 더불어 강학하여 만든 『儒門事親』에는 吐法중에 汗法이 있고 瀉法중에 

補法이 있다고 하였고 성인은 단지 三法만을 두었으며 四法을 두지 않았다고 하였

으니 이는 바뀌지 않는 확론이며 지극히 정미로운 격언이다. 이로서 劉張의 학파가 

있게 되었다. 東垣老人(李杲)같은 경우는 『素問』의 이치를 밝히고 仲景의 법을 

종주로 하여 『十書』를 지어 후세에 전하였는데, 脈을 설명함에 權衡規矩를 취하

고 약을 씀에 升降浮沈을 본받으니 이는 王道覇道에 비유할 만하다. 丹溪(朱震

亨)에 이르러서 傷寒, 內傷, 雜病이 모두 연구되었는데, 특히 痰火의 심오한 이치

(痰火를 주요 病理機轉으로 삼은 醫學理論)는 그의 독창적인 견해이다. 宋濂은 

그를 일러 여러 의학의 門派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실로 참된 말이다. 

… ”30) 

29) 張機(2세기중-3세기초) : 東漢時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仲景. 『黃帝內經』등의 고전에 입각하여

전염병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업적을 남김. 후대 여러 의학자들에 의해 臨床醫學의 대가로 추존됨. 저

서로는 『傷寒論』이 있음.

30) 『醫學入門』「原道統說」 " … 漢唐以下 學者豈不欲涉其淵微之旨 矧內經之理深幽 無徑可入 如巢元

方之作病源書 孫思邈之作千金方 辭益繁而理愈昧 方彌廣而法失眞 內經之書 施用者鮮矣 及朱奉議宗長沙

太守之論 編南陽活人之書 仲景訓陰陽爲表裏 奉議解陰陽爲寒熱 差之毫釐 謬以千里 其活人也固多 其死

人也不寡矣 幸而守眞劉子要旨論原病式 二書旣作 則內經之理 昭如日月之明 直格書 宣明論 二書旣作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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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는 수당대에 의학은 침체된 상태에 있었으며, 금원대에 유완소,

장종정, 이고, 주진형 등이 등장하면서 『黃帝內經』과 『傷寒論』의 이치가 분명해졌다

는 내용이다. 그리고 금원사대가가 나름의 의학적인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이천

은 주진형이 기존의 의학자들의 업적을 총결한 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宋

濂31)의 표현을 빌어 ‘集大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 의학사 연구자들은 유완소와 이

고, 장종정, 주진형이 각각의 계파를 형성한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32), 이천은 주진형이

이들의 의학적인 성과를 종합하고 있는 것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 「傷寒序」에 나오는 이천의 말을 통해 우리는 ‘集大成’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피

상적으로만 인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 張仲景이 傷寒에 대해 의론을 세운 이후에 만세의 법이 되었다. 河澗은 溫

暑의 이론을 제창하고 방법을 보충하여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도 傷寒의 

법을 쓸 수 있게 하였을 따름이지만, 傳經直中과 陰陽雜病의 분별은 丹溪가 傷寒

의 큰 의의를 홀로 본 것이다. 그리고 西北은 바람이 많고 지대가 높아 상한을 앓는 

자가 많지만 東南은 평지가 많고 기후가 따뜻하여 內傷을 앓는 자가 많다. 그래서 

東垣은 內外傷論을 지어 그것을 변별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상한의 글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이다. 지금의 의사들이 상한의 한두가지 이치만을 보고 雜病과 內傷을 

보지 않으며 혹은 內傷과 雜病의 한두가지 이치만을 보고 상한을 이해하지 않아 오

로지 發散에 치중하거나 또는 溫補에 치중하여 內外를 변별하지 않으니 사람을 죽

이는 것이 다반사이다.  … "33) 

長沙之法 約如樞機之要 如改桂枝麻黃各半湯爲雙解散 變十棗湯爲三花神佑丸 其有功於聖門也不淺矣 同

時有張子和者 出明內經之大道 續河間之正源 與麻知幾講學而作儒門事親之書 乃曰 吐中有汗 瀉中有補聖

人止有三法 無第四法 乃不易之確論 至精之格言 於是有劉 張之派矣 若東垣老人 明素問之理 宗仲景之法

作濟拔萃十書以傳於世 明脈取權衡規矩 用藥體升降浮沈 是以有王道 覇道譬焉至於丹溪朱氏 傷寒內傷雜

病 無不精硏 痰火奧義 猶其獨得 宋太史㾾謂其集醫家之大成 誠哉是言也 … "

31) 宋濂 : 明代에 활동한 저명한 학자. 字는 景濂, 號는 潛溪원대에 한림원편수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

지 않고 東明山에 隱居하면서 저술에 몰두함. 明代初氣에 翰林學士, 國子司業, 禮部主事, 侍講學士,

學士承旨 등의 관직을 역임. 말년에는 胡惟庸의 亂에 연루되어 옥중생활을 하다가 사면됨. 사후 시호

는 文獻. 『元史』, 『洪武正韻』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저서로는 『宋學士全集』, 『浦陽人物記』,

『龍門子凝道記』, 등이 있다.

32) 陳大舜은 『中醫各家學說』에서 의학유파를 傷寒學派, 河澗學派, 易水學派, 攻邪學派, 丹溪學派, 溫

補學派, 溫病學派로 대별하였다. 여기에서 유완소와 주진형, 장종정은 각각 하간학파, 단계학파, 공사

학파의 태두로 언급하고 있고 이고는 역수학파에서 장원소의 계승자로 이해하고 있다. 진대순도 주진

형이 유완소와 사승관계가 있으며, 장종정도 유완소의 계보로 설명하고 있지만, 각각의 독창적인 의학

이론에 주목하여 별도의 학파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33) 『醫學入門』「傷寒序」 " … 仲景傷寒立論 萬世典也 河間溫暑補方 三時用耳 至於傳經直中 分別陰陽

雜證 乃丹溪之獨見傷寒大義如此 然西北風高傷寒者多 東南地燠內傷者多 是以東垣又作內外傷論以辨之

傷寒之書至此 可謂全且備矣 奈何今之醫者 或讀傷寒一二而不理會雜病內傷 或竊內傷雜病一二而不理會傷

寒 主傷寒者專一發散 主內傷者專一溫補 內外莫辨 殺人慣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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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천은 유완소와 이고와 주진형에 대해 모두 장중경의 상한이론을 계발하고 완성해

간 의학자들로 평가하고 있다. 유완소의 火熱論, 이고의 內外傷論은 모두 중경의 상한이

론을 보충한 것이며 주진형의 雜病理論 또한 상한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이천은

보고 있다.

이천은 이 글에서 중경을 필두로 하여 유완소와 이고, 주진형을 모두 상한연구자로 이

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原道統說」의 내용을 참고해서 본다면, 실제로는 『黃帝

內經』과 『傷寒論』, 유완소, 장종정, 이고, 주진형을 하나의 계보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천은 『黃帝內經』의 이론이 장중경의 상한연구를 통해 확실해졌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또 유완소와 이고, 주진형은 각각이 나름대로 『黃帝內經』과 『傷寒

論』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주진

형이 유완소와 이고와 다른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張仲景은 傷寒을 논하면서 모두 太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지만, 『經』에

서 風邪는 肝을 상하고 寒邪는 腎을 상하며 暑邪는 心包를 상하고 濕邪는 脾를 

상하며 熱邪는 心을 상하고 燥邪는 肺를 상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유추해볼 때 

風邪는 마땅히 少陽으로부터 시작해야하고 濕邪는 陽明으로부터 暑邪는 三焦로부

터, 寒邪는 太陽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 점은 丹溪가 경전의 취지를 얻은 것으

로 仲景이 미처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34)  

즉 이천은 유완소와 이고에 대해 경전의 취지를 제대로 재현해 놓았다는 수준에서 평

가하고 있다면, 주진형에 대해서는 장중경이래로 유완소와 이고가 보충해 놓은 이론을 종

합한 것을 넘어 중경이 미쳐 개발하지 못한 부분에까지 공헌이 미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상술한 바의 표현 외에도 『醫學入門』의 곳곳에는 주진형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경

우가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주진형의 말을 빌어 논지의 근거로 삼는 경우인

데, 痓證의 剛柔를 설명하면서 ‘陽極하면 剛痓가 되고 陰極하면 柔痓가 된다는 논지의 근

거로 주진형의 ‘實이 剛이되고 虛는 柔가 된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35) 그리고 肥瘦人을

구별하고 氣虛血虛로 구별하여 처방하는 예를 제시하면서 그것은 주진형의 방법이라고 소

개하고 있고36) 傷寒病이 전변하여 雜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학이론을 정립한 것은

34) 『醫學入門』「診脈․氣口人迎脈訣」 " … 論傷寒 皆自太陽始 然經云風喜傷肝 寒喜傷腎 暑喜傷心胞

濕喜傷脾 熱喜傷心 燥喜傷肺 以類推之 風當自少陽 濕當自陽明 暑當自三焦 寒當自太陽 此丹溪獨得經旨

發仲景未發也 … "

35) 『醫學入門』「雜病分類下․痓」 " … 此丹溪謂實則爲剛 虛則爲柔 … "

36) 『醫學入門』「雜病提綱․風」 " …血虛者 四物湯俱薑汁炒過 加竹瀝薑汁 肥人濕痰 少加附子行經 瘦

人火動 加黃柏 氣虛者 四君子湯 虛甚 遺尿聲鼾睡者 濃煎參芪加附子薑汁 勞傷者 補中益氣湯加竹瀝 兼

治右瘓 痰盛者 二陳湯加薑汁竹瀝 能食者換荊瀝 此丹溪雜病通法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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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의 공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37) 그리고 장중경과 주진형의 의론을 비교하면서 이

것은 오히려 주진형의 의론이 뛰어나다고 언급하는 부분도 있다.38) 이렇게 본문에서 직

접 의학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는 經典의 말이거나 간혹 장중경, 이고, 유완소 등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주진형의 경우만큼 자주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없

다. 그리고 『醫學入門』의 여러 곳에 보이는 주진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醫學入

門』의 편제의 특성상, 이천은 자신의 의학이론을 전개할 때 일일이 누구의 견해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만 「集例」와 제목아래에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을 참고함'이라고만 밝

히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천이 주진형을 예우하는 정도는 금원사대가중에서 가장 으

뜸이라고 할 수 있다.

2.2. 丹溪學派의 金元四大家에 대한 이해

이천의 위와 같은 주진형에 대한 평가, 즉 “丹溪에 이르러서 傷寒, 內傷, 雜病이 모두

연구되었다.”39)는 관점에 대해,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단계학파 의서에서 그 원형을 찾

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진형의 再傳弟子인 劉純40)의 『醫經小學』에는 「醫之可法爲

問」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주진형과 혹자가 대화하는 형식의 글인데, 여기에서 주진형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나는 병을 치료할 때 항상 東垣의 약쓰는 법을 사용하며 仲景의 처방하는 

법을 본받는다. … 外感에는 중경을 본받고 內傷에는 동원을 본받는다. 중경의 치

법은 다시 『黃帝內經』에 부합한다. …”41)42)

주진형은 『格致餘論』의 序文에서 『黃帝內經․素問』을 의학의 주된 경전으로 삼고

있고43) 그의 의서 여러 곳에서도 『黃帝內經』의 문장을 자신의 논거로 삼고 있는 등

37) 『醫學入門』「診脈․氣口人迎脈訣」" … 先賢又恐病流傳 取諸雜脈乃全備 此丹溪 示人活法 病有傳變

如傷寒 緊不在腎 傷怒 濡不在肝 流傳別經 … "

38) 『醫學入門』「診脈․氣口人迎脈訣」 " … 此丹溪獨得經旨 發仲景未發也 … "

39) 『醫學入門』「原道統說」 " … 至於丹溪朱氏 傷寒內傷雜病 無不精硏 痰火奧義 猶其獨得 宋太㾾謂其

集醫家之大成 誠哉是言也 … "

40) 劉純(14세기) : 明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宗厚. 주진형의 제자인 劉橘泉의 아들로서 그 역시 주

진형 의학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음. 저서로는 『醫經小學』, 『玉機微義』 등이 있다.

41) 劉純, 『醫經小學』, 유순醫學全書 1卷,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년. p6 「醫之可法爲問」 “

… 先生曰 吾每治病 用東垣之藥 效仲景處方 庶品味數少 則藥力專精也 … 外感法仲景 內傷法東垣 則

仲景治法 更合內經 … ” (원서는 明代 劉純(1358-1418)가 1388년에 저술, 본서는 1439년에 陳有戒

가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함.)

42) 이 글을 지은 유순은 주진형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부친인 劉橘泉이 주진형에게

서 직접 배웠고 유순는 부친을 통해 주진형의 의학을 전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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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을 의학의 경전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의학사 연구자들도 주진형이

『黃帝內經』을 깊이있게 연구하였다는 점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주진형도 또

한 이고와 장중경의 법을 쓰는 것이 『黃帝內經』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주진형은 『黃帝內經』에서 시작하여 장중경과 이고를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醫經小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진형의 견해이며,

유순의 견해이기도 하다.

「醫之可法爲問」에서 주진형의 학술계통44)에 대한 내용은 주진형의 방계제자로 알려

진 王綸45)의 『明醫雜著』에로 이어지고 있다.

丹溪에 이르러서는 여러 儒醫들의 업적을 집대성하였고 특히 內傷과 外感에서의 

陰虛發熱이 생기는 이치와 濕熱이 중요한 病因이 된다는 것을 밝혀 전대의 의학자

들이 미처 하지 못한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外感에서는 仲景을 본받고 內傷에서는 

東垣을 본받으며 熱病에서는 河澗을 본받고 雜病에서는 丹溪를 본받아야 의학의 

도가 완전해진다.46)

『醫經小學』에서는 外感과 內傷의 권위자로 각각 중경과 동원을 언급하였지만, 왕륜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완소와 주진형을 각각 熱病과 雜病의 가장 권위 있는 의학자

로 추대하고 있다. 주진형의 제자인 왕륜은 주진형의 의학사적인 위치를 주진형이 스스로

높이고 있는 장중경과 이고와 같은 반열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왕륜이 제

자로서 그의 스승인 주진형을 여러 의학자들보다 훨씬 우위에 두어야할 것 같지만, 이미

주진형이 이고와 장중경을 大家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가들과 같은 반열에 두

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추대인 것이며 왕륜의 주진형에 대한 평가는 파격적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천의 “丹溪에 이르러서 傷寒, 內傷, 雜病이 모두 연구되었다.”47)는 관점, 그리고 “溫

43) 朱震亨,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本,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916 “ … 素問 載道之書也 詞簡

而義深 去古漸遠 衍文錯簡 仍或有之 故非吾儒不能讀 … 由是有志于醫 遂取素問讀之 … ” (원서는

1347년에 주진형이 저술함. 본서는 명대 敦化堂刊本을 저본으로 天津科學技術出版社에서 1996년에

점교하여 간행한 것임)

44) 「醫之可法爲問」에는 유완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주진형은 유완소의 학통을 이어받은 의학자이기

때문에, 주진형의 의학사상은 『內經』과 『傷寒論』의 학설을 근거로 유완소와 이고의 의학이론을 포

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王綸(15세기중-16세기초) : 明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汝言 號는 節齋. 저서로는 『明醫雜著』가

있음.

46) 王綸, 『明醫雜著』,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년, (원서는 明代 1502년에 왕륜이 저술함. 본서는

薛己가 주를 달아 1549년에 간행한 것의 点校本임.) p2 " … 至於丹溪出而又集諸儒之大成 發明陰虛發

熱類乎外感內傷 及濕熱爲病甚多 隨症著論 亦不過闡內經之要旨 補前賢之未備耳 故曰 外感法仲景 內傷

法東垣 熱病用河間 雜病用丹溪 一以貫之 斯醫道之大全矣 … "

47) 『醫學入門』「原道統說」 " … 至於丹溪朱氏 傷寒內傷雜病 無不精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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暑는 河澗, 內傷은 東垣, 雜病은 丹溪의 공헌으로 여기고 있는 점”48)은 모두 왕륜의 견해

이면서, 그 근원은 주진형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천의 그러한 견해는 다

음과 같은 싯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丹溪로부터 長沙로 들어가니 가을강이 맑고 맑으며 (由丹溪而入長沙 秋江澄徹)

河澗을 건너 東垣을 지나니 봄산이 붉고 붉도다. (涉河澗而步東垣 春山紅紫)49)

이천은 이 싯귀아래에 다시 네 사람이 계발한 의학이론이 상호 보완함으로써 경전의

취지가 투철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50) 그리고 이천은 여기에 덧붙여 네 사람의 의론을

토대로 하여야만 王叔和51)나 成無己52)의 의학이론도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

다.53)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천이 금원사대가의 업적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주진형에 대해서는 금원사대가의 업적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좀더 주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原道統說」에서 이천이 인용한 송렴의 ‘集大成‘이라는 표현은 단

순히 주진형이 시대적으로 나중의 인물이기 때문에 붙인 피상적인 것이 아니며, 『黃帝內

經』과 상한이론 변천의 관점에서 『黃帝內經』과 장중경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고 또 한

단계 진보시킨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이천이 주진

형에 대하여 내리고 있는 평가는 이천의 독단의 평가가 아니라 유순과 왕륜 등의 단계학

파들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의 주진형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後學의 입

장이라기보다는 주진형 계통을 잇는 의학자의 입장이라고 해야할 것이다.[표1]

醫家 醫學史에 대한 이해

朱震亨 『黃帝內經』 → 張仲景 → 劉完素 → 李杲

劉純 『黃帝內經』 → 張仲景 → 劉完素 → 李杲

王綸 『黃帝內經』 → 張仲景 → 劉完素 → 李杲 → 朱震亨

李梴 『黃帝內經』 → 張仲景 → 劉完素 → 李杲 → 朱震亨

표 1 단계학파의 醫學史에 대한 이해

48) 『醫學入門』「傷寒序」

49) 『醫學入門』「傷寒」

50) 『醫學入門』「傷寒」" … 仲景傷寒 專爲霜降至春分 卽病者設 河澗補溫暑一法 丹溪分別時令直中 東

垣力辨內傷外感 四公前後發明 經旨透徹 眞如春山千紅萬紫無所不備 … "

51) 王叔和 : 西晉代의 의학자. 장중경의 『傷寒論』을 정리하였으며, 『脈經』의 저자로 알려져있다.

52) 成無己 : 金代의 의학자. 『註解傷寒論』(1114년)과 『傷寒明理論』 등을 저술하였다.

53) 『醫學入門』「傷寒」 " … 未究乎張劉朱李 且勿議乎叔和無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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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非丹溪學派의 金元四大家에 대한 이해

전 장에서 필자는 이천이 주진형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가 단계학파의 견해와 맥락

을 같이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의학자들의 금원사대가에 대한 평가는 어

떠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溫補學派로 분류된 조헌가와 장개빈의

금원사대가에 대해 입장을 살펴보고 또 청대 의학자인 徐大椿54)의 입장을 정리하여 이천

의 견해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조헌가는 생몰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저서 『醫貫』이 1617년에 저술되었기 때

문에 이천보다는 약간 후대의 의학자이다. 조헌가의 『醫貫』「傷寒論」에 나온 다음과

같이 표현은 그가 명대의학의 흐름, 즉 금원사대가의 이론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흐름속

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仲景의) 傷寒의 책을 읽고서 東垣의 책을 읽지 않으면 內傷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을 많이 죽일 것이고 東垣의 책을 읽고서 丹溪의 책을 읽지 않으면 陰虛의 이

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을 많이 죽일 것이다. 丹溪의 책을 읽고서 薛己의 책을 

읽지 않으면 眞陰眞陽의 이치가 명확하지 않아 사람을 또한 많이 죽일 것이다.55) 

조헌가는 금원사대가인 이고, 주진형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는 의학자로 평가하고 있지

만, 『醫貫』「血證論」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그가 이고의 입장에 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劉河間先生은 특히 五運六氣 중에서 暑火로 논을 세웠기 때문에 寒凉한 약을 

써서 火를 치료하였고 후대 사람들이 그를 종주로 삼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

간의 학설이 단지 중경의 『傷寒論』에 상대하여 강론한 것임을 모르는 것이며, 하

간의 학설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을 밝혀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火에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을 아니다. 東垣先生이 나와 脾胃의 火는 溫養해야한다고 말함으로부

터 비로소 한량한 약을 금기하게 되었다. 丹溪先生은 陰虛火動한 이치를 논하였는

데 이것은 전인들이 계발하지 못한 이치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大補陰丸, 補陰

丸의 두 처방중에서 黃柏과 知母를 군약으로 삼음으로써 한량약의 폐단이 다시 성

행하게 되었다. 안타깝다! 단계의 책이 성행할수록 黃帝岐伯의 도는 드러나지 못하

54) 徐大椿(1693-1771년) : 淸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靈胎, 大業. 號는 洄溪. 저서로는 『難經經

釋』,『神農本草經百種錄』, 『醫貫砭』, 『醫學源流論』, 『傷寒類方』 등이 있음.

55) 趙獻可, 『醫貫』,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本, 華夏出版社, p840 “ … 若讀傷寒書 而不讀東垣書 則內傷

不明 而殺人多矣 讀東垣書 而殺人多矣 則陰虛不明 而殺人多矣 讀丹溪書 而不讀薛氏書 則眞陰眞陽不明

而殺人多矣 … ” (원서는 1617년 趙獻可가 저술함, 본서는 淸代 順治年間에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996년에 華夏出版社에서 점교하여 간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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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나.56)

이상의 조헌가의 견해의 주된 논지는 한량약에 대한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조헌가는

『醫貫』의 全篇을 통해 火에는 寒凉한 약으로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해서도 안되는 眞

火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火熱論에 입각한 유완소이나 滋陰이라는 명목아래 知

母, 黃柏 등의 한량약을 사용한 주진형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에 반해서 甘溫한 약재

로 脾胃의 원기를 보하는 치법을 善用한 이고의 경우는 일장일단이 있음에도 추종의 대

상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醫貫』에서는 금원사대가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이고를 언급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주장의 논거로 삼기 위해 언급하고 있지만, 유완소이나 주진형에 대해서

는 “亦發前人所未發”이라고 한 조헌가 자신의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한량약을 남용하는데

일조한 의학자로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개빈은 대략 1563년에 출생하여 1640년까지 활동하였으며, 이천보다는 조금 늦은

명대말엽의 의학자이다. 그는 『景岳全書』「陽不足再辨」에서 “陽非有餘”라는 입장을 강

조함으로써 주진형의 “陽常有餘陰常不足論”을 공박하였다.57) 이것만으로도 그는 단계학파

와는 다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質疑錄』의 서두에 나온 다음과 같은 표현은

그가 나름대로는 金元四大家 의학의 계승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醫學의 道가 軒岐로부터 비롯되어 모든 著書와 立論이 그 이치를 밝혔는데 張

仲景, 劉河間, 李東垣, 朱丹溪 만한 의학자가 없었고, 陶氏, 王氏, 陳氏, 薛氏

에 이르러서는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폐단이 없을 수 없으

니, 한마디의 그릇된 말이 매번 후인들에게 禍를 미치는 것과 같다. 이에 그것을 취

하여 변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前賢을 

망령되게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58) 

이상의 장개빈의 표현은 『黃帝內經』과 『傷寒論』, 유완소, 장종정, 이고, 주진형을

하나의 계보로 이해하고 있는 이천의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質疑錄』의

여러 곳에서 보이는 금원사대가의 이론에 대한 공박은 장개빈이 이천과는 달리 유완소,

56) 趙獻可, 『醫貫』上揭書 p844 “ … 劉河間先生 特以五運六氣暑火立論 故專用寒凉以治火 而後人宗之

不知河澗之論 但欲與仲景傷寒論對講 各發其所未發之旨耳 非通論種種不動之火也 自東垣先生出 而論脾

胃之火 必須溫養 始禁用寒凉 自丹溪先生出 而立陰虛火動之論 亦發前人所未發 可惜大補陰丸 補陰丸 二

丸中 俱以黃柏 知母爲君 而寒凉之弊于盛行矣 嗟乎 丹溪之書不息 岐黃之道不著 … ”

57) 洪元植, 上揭書, p245에서 재인용

58) 張介賓, 『質疑錄』,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p808 “ … 醫道肇于軒岐 而著書立言以發明之者 莫如張

劉李朱爲最 以至陶王陳薛各有闡述 然亦有不能無弊者 如一言之謬戾 每遺禍于後人 是不得不取而辨論之

以正其失 非敢妄訾乎前賢也 … ” (원서는 17세기 초 장개빈이 저술함. 본서는 康熙 27년(1688년)에

간행된 東海石氏刻本을 저본으로 하여 1996년에 華夏出版社에서 점교하여 간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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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주진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개빈은 『質疑錄』 「論原病式病機十九條」에서 유완소가 『黃帝內經』의 ‘病機十九

條’의 내용을 총결한 공헌은 인정하지만, 虛證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智者之一失”59)이

라고 표현하면서 유완소의 주된 학술내용인 ‘病機十九條’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論相火爲元氣之賊」에서 “이고는 相火가 元氣의 적이라고 하였지만, 相火라는 것은 元

氣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元氣의 적이되는 것은 壯火이지 相火가 아니다”60)라고 하여 이

고의 相火論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주진형에 대해서는 『質疑錄』「論苦寒補

陰之誤」에서 “劉朱의 말이 유행하게 한다면 軒岐의 道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61)라고

조헌가가 『醫貫』에서 한 표현62)을 빌어 비교적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상의 조헌가, 장개빈 두 사람은 이천과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지만, 단계학파와는 대

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으며, 의학사적으로 온보학파로 분류되는 의학자들이다. 그렇기 때

문에 주진형에 대해서는 혹평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고찰하였다시피 금원시

대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의학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단계학파와 온보학파의 차이는 금원시대의 의학성과를 주진형학설을

중심으로 엮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고의 학설을 중심으로 엮어낼 것인가의 차이이며, 금원

시대 의학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대로 넘어

가면 명대의학자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금원사대가의 업적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다.

다음은 청대 서대춘의 『醫學源流論』의 내용이다.

唐宋 이래로 儒學者들이 의학을 진흥시키지 않고 下業으로 여겨 천시하였기 때

문에 자못 전수되는 바가 끊겨 지극한 이치가 없어지고 좋은 기술도 사라지게 되었

다. 이에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회복되지 못하게 되었다. (『醫學源流

論』「自敍」) …張潔古나 李東垣 같은 무리들은 …(『醫學源流論』「病隨國

運論」)  …의학의 도가 어두워진 것이 오래되었다. 명나라 사람들은 四大家를 일

러 張仲景, 유완소, 이고, 주진형을 말한다. 이 네 사람을 두고 千古의 의학의 宗

主라고 하지만 이는 진실로 무지한 망언이다. 張仲景 선생이야 醫學을 집대성한 

聖人이기 때문에 儒學者들이 孔子를 종주로 삼는 것에 비길 수 있겠지만, 河澗과 

東垣은 일개 편협한 의학자들일 뿐이고, 丹溪는 제가의 학설을 종합하고 취사하여 

의학을 쉽게 공부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일러 세속에서는 名醫라고 하지

59) 『質疑錄』上揭書, p812

60) 『質疑錄』上揭書, p815 " … 是元氣則相火之所化而非賊元氣之物 其賊元氣者 乃壯火而非相火也 … "

61) 『質疑錄』上揭書, p818 " … 吾故曰 使劉朱之言不息 則軒岐之道不著 … "

62) 『醫貫』上揭書 p844 “ … 丹溪之書不息 岐黃之道不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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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河澗, 東垣, 丹溪는 仲景의 만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醫學源流論』

「四大家論」)63)

이천을 비롯하여 조헌가, 장개빈이 금원사대가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반면 청대학자인

서대춘은 극단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조헌가나 장개빈이 비록 주진형에 대해서만큼은 비

판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진형을 “先生”이라고 약존칭이나마 사용하였고, “發前人之

未發”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대춘은 “장원소, 이고 같은 무리[輩]”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편협한 자들”이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다. 서

대춘의 “河澗, 東垣, 丹溪는 仲景의 만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黃帝內

經』에서부터 시작하여 장중경, 유완소, 이고, 주진형을 하나의 계통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금원사대가에 의해 의학이 한층 진보했다는 입장인 이천의 견해와는 정면으로 상치되

는 것이다. 그리고 주진형을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조헌가나 장개빈의 견해

와도 또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천은 유완소, 장종정, 이고, 주진형 등 금원대 의학자들에 대해 나름의 가

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주진형에 대해서 금원사대가의 업적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좀더

주목하고 있고 의학을 ‘集大成‘한 의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진형에 대한 이러한 평가

는 다른 계통의 의학자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으며, 유순, 왕륜 등 단계학파 의학자들의 의

서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천이 주진형에 대해, 『黃帝內經』과 상한이론

변천의 관점에서 『黃帝內經』과 중경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고 또 한단계 진보시킨 인물

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後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주진형 계통을 잇는 의학자의

입장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3. 李梴과 丹溪學派의 聯關性에 대한 考察

3.1. 保養論에서의 朱震亨 學說의 비중

63) 徐大椿, 『醫學源流論』,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本, 華夏出版社, p887「自敍」 " … 唐宋以來 無儒者

爲之振興 視爲下業 逡巡失傳 至理已失 良法幷亡 惄傷懷 恐自今以往不復有生人之術 … ", p906 「病隨

國運論」 " … 張洁古 李東垣輩 … ", p917 「四大家論」 " … 醫道之晦久矣 明人有四大家之說 指張

仲景 劉河間 李東垣 朱丹溪四人 謂爲千古醫宗 此眞無知妄談也 夫仲景先生 乃千古集大成之聖人 猶儒宗

之孔子 河澗 東垣 乃 一偏之學 丹溪不過斟酌諸家之言而調停去取 而開學者 便易之門 此乃世俗之所謂名

醫也 三子之于仲景 未能望見萬一 … " (원서는 1757년에 徐大椿이 저술하였으며, 본서는 1757년에

간행된 半松齋刻本을 저본으로 화하출판사에서 점교하여 간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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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學入門』에는 의학의 기초이론에서 처방까지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기초이론

을 설명하는 중에서도 이천은 의학적인 치료에 앞서 保養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64) 이천

의 ‘保養에 관한 견해’(이하 保養論)는 「陰騭」,「天眞節解」,「筎淡論」,「陰火論」,「保

養說」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陰騭」과 「保養說」은 이천의 自作이

지만 「天眞節解」는 『黃帝內經』의 「上古天眞論」을 정리한 것이고 「筎淡論」과 「陰

火論」은 주진형의 『格致餘論』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천의 보양론에서 주진형의 의학사상이 얼마만큼 깊

히 배어있느냐하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보양론에 관한 다섯 편의 논문의 상호연

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것은 이천이 자신의 보양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筎淡論」과 「陰火論」두 편의 주진형 논문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천이 주진형의 의학사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 가늠하

는 척도가 될 것이다.

다음은 「保養說」의 마지막에 나온 이천의 保養論에 대한 요지이다.

保養을 하면 약은 필요없다. 風寒을 피하면[避風寒] 皮膚와 六府를 보전할 수 

있어서 麻黃湯, 桂枝湯, 理中湯, 四逆湯 등을 복용할 필요가 없고, 과로와 게으

름을 절제하면[節勞逸] 筋骨과 五藏을 보전할 수 있어서 補中益氣湯이나 却老健

步湯이 필요 없으며, 色慾을 경계하면[戒色慾] 精氣를 길러서 思慮를 올바르게 

할 수 있어 腎氣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滋陰降火湯, 養榮湯, 凝神湯 등의 탕제

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음식을 절제할 수 있으면[薄滋味] 혈을 기를 수 있고, 말을 

적게 하면 氣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四物湯, 四君子湯, 十全湯, 三和湯 등의 약

재가 필요 없을 것이다. 대개 血이라는 것은 氣의 활동으로 말미암고 氣는 神의 온

전함으로 말미암는데 神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기르는 것[養心]은 욕

심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65)    

이천은 보양에 대한 견해를 요약 정리하면서, 風寒을 피하는 것[避風寒], 과로와 게으

름을 절제하는 것[戒勞逸], 성생활을 절제하는 것[戒色慾], 음식을 절제하는 것[薄滋味]

의 네 가지의 생활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네 가지는 방법론적인 문제이며 이천

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기를[養心]수 있느냐이다. 養心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생활규범을 준수하며 養心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양심을

64) 『醫學入門』「保養說」 " … 曰保養可勿藥乎 … “
65) 『醫學入門』「保養說」 " … 曰保養可勿藥乎 曰避風寒以保其皮膚六腑 則麻黃桂枝理中四逆之劑 不必

服矣 節勞逸以保其筋骨五臟則補中益氣 刦勞健步之劑 不必服矣 戒色慾以養精正思慮以養神 則滋陰降火

養榮凝神等湯 又何用哉 薄滋味以養血 寡言語以養氣 則四物四君十全三和等湯 又何用哉 要之血由氣生氣

由神全神乎心乎 養心莫善於寡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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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先天圖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氣血의 順行과 직결되기 때문

이라는 것이 이천 保養論의 요지이다.

이천은 「保養說」에서 뿐 아니라 『醫學入門』의 전편을

통해 養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평소에 공부할 때는 매

일 아침 先天圖[그림1]를 앞에 두고 靜坐하는 것에서부터

『孝敬』, 『論語』, 『小學』 등 儒書 한두 개를 읽는 것으

로 시작하여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 의술을 시행하는 것은 물

론이고,66) 만약에 환자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벽을 기다려 靜坐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그 원인을 다

시 한번 궁구히 하고 나서 재차 진료에 임할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67) 즉 때때로

새벽의 기운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68) 특히 “모든 병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遺精과 遺尿 뿐 아니라 타박상까

지도 모두 마음의 망령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69)라고 말한 점은 이천이 얼마나 마음

의 작용 즉 養心을 중시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천의 養心해야한다는 주장은 단지 保

養을 설명하는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醫學入門』의 全篇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관점이며 이천 의학사상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천의 보양론의 연원을 찾

는 문제는 근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천의 보양론과 주진형의

의학사상과는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

이천의 자신의 보양론을 전개하면서 첫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陰騭」이라는 항

목이다. 「陰騭」은 陰德을 행하는 것[陰騭]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孝行]이 결국 건강

하게 사는 첫걸음이라는 요지의 글로서, 현세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실현해 가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유학자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70) 그 다음으로 이천은『素問․上古天眞

論』과 주진형의 『格致餘論』에 있는 「筎淡論」과 「陽有餘陰不足論」의 내용을 싣고

있다. 이천은 「上古天眞論」의 내용 중에서 인간의 수명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정리하였

66) 『醫學入門』「習醫規格」 " … 每早 對先天圖靜坐 玩讀孝經論語小學 大有資力者 次及全部四書 古易

白文 及書經 洪範無逸堯典(理會大意 不必强記) 蓋醫出於儒 非讀書明理 終是庸俗昏昧 不能疏通變化 每

午 將入門大字 從頭至尾 逐段誦讀 必一字 不遺 苦出諸口 (如欲專小科則不可不讀大科 欲專外科 亦不可

不讀內科 蓋因此識彼則有之 未有通於彼而塞於此者 惟經涉 淺深生熟 故 有分科 不同) 熟讀後 潛思黙想

究竟其間意義 … 及其行持 尤不可無定規 每五鼓 淸心靜坐 及早起 仍玩儒書一二 以雪心源 …"

67) 『醫學入門』「習醫規格」 " … 病機 稍有疑滯 而藥 不甚效者 姑待五鼓靜坐潛心 推究其源 再爲診察

改方 必無不愈 … "

68) 『醫學入門』「習醫規格」 " … 時時 不失平旦之氣 爲妙 … "

69) 『醫學入門』「雜病用藥賦」 " … 萬病皆由心生而精溺跌撲 莫非心之狂喪 … "

70) 이천은 「習醫規格」에서 “醫學은 儒學에서 나왔다.(『醫學入門』「習醫規格」 " … 醫出於儒 … " )”

라고 밝혔듯이 儒學者的인 입장에서 醫學의 원리를 풀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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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이 글은 『醫學入門』에서 「天眞節解」로 제목이 바뀌었다.) 「筎淡論」과 「陽有

餘陰不足論」(이 글은 『醫學入門』에서 「陰火論」으로 제목이 바뀌었다.)은 거의 전재

하다시피 하고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보양에 대한 견해를 「保養說」에서 정리하

고 있다.

이천은 「陰騭」에서 음덕과 효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이것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왜 그러한 사회적인 덕목의 실천이 개

인적인 건강과 직결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禍와 福이 인간에게 감응하여 오는 것은

마음[心]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71)고 말하고 마음이 선하느냐 선하지 않느냐에

따라 길흉화복이 결정된다고 하였다.72) 그는 다시 ”세상의 이치는 모두 한 가지에서 출발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마음의 한 생각 [心之一念]“73)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세상의 모

든 이치가 모두 이에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의학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74)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병이 오래되어 낫지 않는 것, 虛勞나 勞瘵,

癰疽, 눈병, 귓병 등이 그 예가 된다고 설명하였다.75)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天眞節解」는 『素問․上古天眞論』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上古天眞論」의 내용 중에서도 이천이 주목한 대목은 인간의 壽命에 관한 내용이다. 여

기에는 인간의 長壽를 방해하는 몇 가지 원인으로 ”술을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 망령된

것을 항상된 것으로 여기는 것, 취한 채로 성교하는 것“76)을 들고 있고 결국 이러한 행

위는 ”인간의 생명에너지인 정기를 소모시키는 것“77)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에 대해 ”욕심이 가는 대로 좆아[務快於心] 진정한 생명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78)이라

고 설명하고 인간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허사적풍을 피하고 염담허무한 자세를 유지하여

참다운 기운이 이르도록 하고 정과 신을 안에서부터 지켜야 [精神內守] 질병이 생기지

않다“79)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간은 생식능력이 마감되는 남자64세

(八八)와 여자49세(七七)가 넘어서도 생식능력이 유지되고 노화가 지연된다.“80)고 결론

내리고 있다. 즉 ‘마음의 한 생각[心之一念]’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욕심이 가는 대로

71) 『醫學入門』「陰騭」" … 至於禍福感應 一毫不可先萌於心 … "

72) 『醫學入門』「陰騭」" … 一念之善 則不必其事之遂而後爲吉也 卽此與天相似 吉莫大焉 況積之久而休

徵以類應乎!一念之惡 則不必其迹之着而後爲凶也 卽此與天隔絶 凶莫甚矣 況積之久而咎徵以類應乎 … "

73) 『醫學入門』「陰騭」" … 殊不知數起於一 一卽心之一念也. … "

74) 『醫學入門』「陰騭」" … 故曰 禍福無不自己求之者 醫學所係甚重 … "

75) 『醫學入門』「陰騭」" … 病久不痊 … 如虛損勞瘵癰疽耳目廢壞等證 皆天刑也 … "

76) 『醫學入門』「天眞節解」" …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 "

77) 『醫學入門』「天眞節解」" … 欲竭其精 以耗散其眞 … "

78) 『醫學入門』「天眞節解」" … 務快其心 逆於生樂 … "

79) 『醫學入門』「天眞節解」" … 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 "

80) 『醫學入門』「天眞節解」" … 夫道者 能却老而全形 身年雖壽能生子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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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는 것[務快於心]’은 결국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음주와 성생활을 지

극히 절제하여 ‘정신을 안에서부터 지켜야한다는 것[精神內守]’을 이천은 「陰騭」과 「天

眞節解」의 내용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뒤이어 이어지는 「筎淡論」과 「陰火論」, 주진형의 논문 두 편은 음식을 조절하는 것

과, 성교를 절제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방편을 제시한 것이다. 「筎淡論」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음식을 담담하게 먹어야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삶고

익히고 양념을 한 음식들은 모두 치우치고 후탁한 것”81)으로 모두 병을 일으키는 독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甘淡한 맛의 쌀과 疏通시키는 효능을 가진 채소같은 음식만이 土德

과 生命의 인자함을 실현하는 참된 음식이며,82) 육류와 술을 지나치게 먹는 것은 불필요

한 ‘火’를 초래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하였다.83) 주진형은 이 글에서 “음식을 담담하

게 먹는 것은 마음을 거두는 것[心之收]이며 火를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편후한 음식

을 먹는 것은 욕심을 방종하는 것이고 火를 조장하는 것이다“84)라고 음식을 조절해야하

는 이유를 마음[心]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陰火論」은 주진형의 주요 의학이론인 陽有餘陰不足論을 설명할 때 항상 논거로 제

시하는 글이며, 인체의 陽氣는 항상 有餘하고 陰氣는 항상 不足하기 때문에 性生活을 지

극히 자제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陰氣란 生殖能力을 포괄하고 視聽

言動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운을 말하며,85) 陽氣라는 것은 肝과 腎에 있는 2개의 相火와

心의 君火를 말한다.86) 주진형은 앞의 「天眞節解」의 내용을 이어 인간은 남자64세, 여

자49세에 이미 陰氣가 고갈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87) 불구하고 인간의 情慾은

끝이 없기 때문에88) 쉽게 소모되어 陽有餘陰不足이 된다고 하였다.89)

주진형은 陰氣가 쉽게 소모되는 기전을 설명하면서 精氣90)의 閉藏과 疏泄을 담당하는

腎肝에 있는 相火는 心君火에 매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

81) 『醫學入門』「筎淡論」" … 人之所爲者 皆烹飪調和 偏厚之味 有致病發疾之毒 … "

82) 『醫學入門』「筎淡論」" … 彼粳米之甘而淡者 土之德也 物之屬陰而最補者也 惟可與菜同進 經以菜爲

充者 恐於饑時頓食 或思慮過多 因致胃損 故以菜助其充足 取其疏通而易化 此天地生物之仁也 … "

83) 『醫學入門』「筎淡論」" … 論語曰肉雖多不使勝食氣 傳曰賓主終日拜而酒三行 以避酒禍 此聖人施敎

之意也 皆穀與肥鮮同進 厚味得穀爲助 其積之也久 寧不助陰火而致毒乎 … "

84) 『醫學入門』「筎淡論」" … 予安於沖和之味者 心之收 火之降也;以偏厚之味爲安者 欲之縱 火之勝也

何疑之有 … "

85) 『醫學入門』「陰火論」" … 夫以陰氣之成 止供給得三十年之視聽言動 己先虧矣 … "

86) 『醫學入門』「陰火論」" … 主閉藏者腎也 司踈泄者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心君火也 爲

物所感則易於動 心動則相火翕然而隨 雖不交會 亦暗流而滲漏矣 … "

87) 『醫學入門』「陰火論」" … 男子六十四歲而精絶 女子四十九歲而經斷 … "

88) 『醫學入門』「陰火論」" … 人之情欲無涯 … "

89) 『醫學入門』「陰火論」" … 此難成易虧之陰氣 … "

90) 이 글에서의 精氣와 陰氣의미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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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기의 소모가 결정된다고 하였고 마음을 거두어 본성을 기르는 것[收心養性]이 가

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91) 그리고 사람의 정기가 특히 허해지는 4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92) 특히 그러한 때에는 精氣를 망설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93) 일상의 생활에

서 욕심이 동하여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94)

마지막의 「保養說」은 「天眞節解」,「筎淡論」,「陰火論」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천

자신의 保養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글로서, 우선 전체적인 요지를 「天眞節解」의 표현을

빌어 “飮食有節, 起居有常, 不忘作勞하면 精神內守하여 無病長壽할 것이다”95)라고 요약

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색욕에 빠지며 부귀와 명예를 탐하고 과로하

는 것은 사람의 기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인의 “重其身하며 精神內守하라”는 말씀을 지

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96) 일상의 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

였다. 그리고 이천은 일상의 바른 식생활과 성생활의 결과로 얻어진 精과 神의 온전한 작

용은 氣血의 順行으로 이어짐을 설명하고 있다.97)

사회적 덕목의 실천
陰德 (養心)

孝行

保養의 完成 氣血의 調和

↑

개인의 건강관리

避風寒 (外感)

節勞逸 (內傷) (養心) 儒學과

醫學의

접점을 시도

戒色慾 (性生活)

薄滋味 (食生活)

표 2 李梴의 保養論

91) 『醫學入門』「陰火論」" … 爲物所感則易於動心動則相火翕然而隨 雖不交會 亦暗流而滲漏矣 所以聖

賢只是敎人收心養性 其旨深矣 … "

92) 四者之虛 : 일년중의 巳午未亥子의 5개월이 첫 번째 虛이고, 한달중의 상현달이 뜨기 전과 하현달이

진 후의 月光이 없는 때가 두 번째 虛이다. 그 다음으로 하루중의 虛가 두가지인데, 큰 바람, 큰 안

개, 무지개, 우박, 번개 暴寒 暴暑한 정상적이지 못한 日氣가 세 번째 虛이고 만취, 과로, 생각이 많

은 경우 등 사람의 정신상태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네번째 虛이다.( 『醫學入門』上揭書, p54 )

93) 『醫學入門』「陰火論」" … 善養生者 於此五箇月 出居於外 苟値一月之虛 一日之虛 亦宜暫遠帷幕 久

自珍重 保全天和 庶可以滋助化源 水得所養 陰無虧損 與陽齊平 然後陽得所附 而無飛越之尤 遂成天地交

之泰 何病之可言 … "

94) 『醫學入門』「陰火論」" … 古人謂不見可欲 使心不亂 夫以溫柔之感於體 聲音之感於耳 顔色之感於目

馨香之感於鼻 誰是鐵心漢不爲動 … "

95) 『醫學入門』「保養說」" … 素問曰飮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勞 精神內守 病安從來?故能盡其天年 度

百歲乃去 此保養之正宗也 … "

96) 『醫學入門』「保養說」" … 香醪美美陳於前 雖病所忌也而弗顧 情況意興動於中 雖病且危也而難遏 貪

名競利之心急 過於勞傷而不覺 此古今之壽相遠者 非氣稟之異也 實今人之不如古人重其身耳 曰吾知精神

內守 而後飮食起居得其宜 … "

97) 『醫學入門』「保養說」" … 蓋有節有常而不勞 則氣血從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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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천은 마음의 작용이 氣血의 활동과 이어지기 때문에, 氣血의 불균형인 질병을 치

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기르는 것[養心]이 의학의 출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

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外感과 內傷, 식생활과 성생활의 관점에서 기본이 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표2] 이천이 주장하는 양심이라는 것은「天眞節解」,「筎淡論」,「陰

火論」각각의 요지인 정과 신을 안에서부터 지키는 것[精神內守], 마음을 거두는 것

[心之收], 마음을 거두어 본성을 기르는 것[收心養性] 세 가지를 총결하여 말한 것이

다. [표3]

陰騭 黃帝內經
주진형

筎淡論
주진형

陰火論
李梴 
保養論

陰德과

孝行의

실천

避風寒

節勞逸

恬憺虛無

薄滋味 戒色慾

心之一念 精神內守 心之收 收心養性 養心

표 3 李梴 保養論의 論理展開

[표3]와 같이 『素問․上古天眞論』과 주진형의 「筎淡論」,「陰火論」의 내용을 양심

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엮어내고 있는 것은 이천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건강의 시발

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천이 이러한 관점은 주진형의 『格致餘

論』에서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心이 火가되어 위에 있고 腎이 水가 되어 아래에 있다. 水가 능히 올라가

고 火가 능히 내려와서 한번 올라가고 한번 내려가는 것이 그침이 없어야 생명을 영

위할 수 있다. 水는 본체가 靜하며 火는 본체가 動하는데 동하기는 쉽지만 정하기

는 어렵다. 그래서 성인은 이에 말을 두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 儒學에서 말하기를 

正心, 收心, 養心은 모두  이 火가 망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자들

이 가르치는 恬憺虛無, 精神內守도 또한 화를 망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98)  

 

위에서 말하는 ‘의학자들의 恬憺虛無, 精神內守’는 『素問․上古天眞論』의 내용이며,

98) 朱震亨,『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本, 天津科學技術出版社, 「房中補益論」p937 “ … 人之有

生 心爲火居上 腎爲水居下 水能升而火能降 一升一降無有窮已 故生意存焉 水之體靜 火之體動 動易而靜

難 聖人于此未嘗忘言也 儒者立敎曰 正心 收心 養心 皆所以防此火之動于妄也 醫者立敎 恬憺虛無 精神

內守 亦所以遏此火之動于妄也 … ” (원서는 1347년에 주진형이 저술함. 본서는 명대 敦化堂刊本을 人

民衛生出版社에서 1956년에 影印한 것을 天津科學技術出版社에서 1996년에 점교하여 간행한 것임)

格致餘論, 上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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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은 「上古天眞論」의 내용을 儒學의 正心, 收心, 養心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부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위 내용이 실린 『格致餘論․房中補益論』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욕을 절제해야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진형은 「上古天眞論」의 내

용과 성생활을 절제해야한다는 점을 유학의 收心養心의 관점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醫學入門』에서 이천이 「天眞節解」,「筎淡論」,「陰火論」의

내용을 養心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엮어내고 있는 것은 주진형 의학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주진형은 원래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朱熹99)의 從孫이며, 주희의 四傳弟子인 許謙

에게서 직접 유학을 전수 받았을 정도로 유학적인 식견이 뛰어났다. 그리고 『格致餘論』

의 序文에서 『黃帝內經』에 대해 “우리 같은 유학자가 아니면 읽을 수가 없다.”100)고 표

현하였고, 또 『格致餘論』이라는 서명은 “옛사람들이 의학도 우리 같은 유학자들의 格物

致知의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다.”101)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유학자적인 면

모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醫學은 儒學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

고,102) 靜工에서의 ‘靜’이란 儒學에서 말하는 ‘敬’의 의미와도 통한다 말한103) 이천으로서

는 주진형의 儒醫的인 관점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천이 保養論의 논리전개과정에서 「上古天眞論」의 내용을 儒學의 收心養心

으로 이해하는 주진형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나, 『格致餘論』의 「筎淡論」,

「陽有餘陰不足論」의 내용을 전제한 것은 그가 주진형의 의학사상에 깊이 영향받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3.2. 編制와 引用醫書에 나타난 丹溪學派의 영향

『醫學入門』의 편제는 크게 「內集」과 「外集」으로 나누어져 있다. 「內集」에는 保

養, 經絡臟腑, 診斷, 本草, 鍼灸 등의 의학의 기초적인 내용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外

集」에는 傷寒, 雜病, 婦人, 小兒, 外科 등의 임상내용과 처방설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保養에 대해서는 본고 “3.1 保養論에서의 朱震亨 學說의 비중 ”에서 주진형의 영향이

크다고 고찰하였다. 그리고 臟腑에 대한 설명을 제외한 經絡, 診斷, 本草, 鍼灸에는 모두

『醫經小學』을 참고하였다고 이천은 밝히고 있으며 여러 의서들 중에 『醫經小學』을 가

99) 朱熹(1130-1200) : 性理學을 集大成한 南宋時代 儒學者.

100) 『格致餘論』上揭書 p916 “ … 素問 … 故非吾儒不能讀…”

101) 『格致餘論』上揭書, p916 “ … 古人 以醫爲吾儒 格物致知一事 … ”

102) 『醫學入門』「習醫規格」" … 醫出於儒 … "

103) 『醫學入門』「保養說」" … 曰若然則吾儒一敬盡之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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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나은 것으로 보고 있다.104) 물론 『醫經小學』에 대해 ‘의학에 입문하기에 가장 적합

한’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醫經小學』의 내용은 本草, 脈訣, 經絡, 病機, 治法(針

灸治療), 運氣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醫經小學』중의 많은 내용이 『醫學入門』

중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천이 溫暑와 傷寒을 묶어 「病機外感」으로 제목을 달고

있는 점은 『醫經小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本草」에서는 주진형 계열의 의학자들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이천은 “神農을 위시로

伊尹과 仲景에 의해서 본초가 연구된 이래로 隋唐代에는 그 연구가 미미하였지만, 근자에

경전의 취지를 얻은 사람은 오직 東垣과 丹溪뿐이며 (동원과 단계가 정리한) 요지를 이해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王綸과 方廣105) 뿐이다”106)라고 「本草」의 서두에 언급함으로

써, 주진형 계열의 의학자들에 의해 정리된 본초학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

다. 실제로 『醫學入門』에서는 본초를 효능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초를 효능별로 분류

하는 방법은 이고에서부터 유래한다. 그가 『藥類法象』에서 風升生, 熱浮長, 濕化成, 燥

降收, 寒沈降이라고 하여 六氣의 특성을 설명하고 여기에 각각 이 기운으로 인해 생긴 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를 나열한 것이 효능별 분류의 시초였는데, 方廣은 『丹溪心法

附餘』의 「附古庵藥鑑」에서 약재를 治風門, 治熱門, 治濕門, 治燥門, 治寒門, 治瘡門으

로 분류하고 있다. 『醫學入門』의 본초분류는 治風門, 治熱門, 治濕門, 治燥門, 治寒門,

治瘡門, 食治門으로 마지막에 식용으로 쓰는 본초를 따로 정리한 食治門을 첨가한 것 외

에는 방광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丹溪心法附餘』에서는 단지 본초 명칭

만을 기술한 것과 달리 『醫學入門』에서는 주치와 효능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몇

가지 본초가 추가되었다.

임상내용인 「外集」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傷寒」은 이천이 「傷寒序」에서 언급하

였다시피 중경의 상한이론 뿐 아니라 유완소, 이고, 주진형에 의해 재차 정리되고 완성된

내용이 실려 있다. 다음 [표4]은 이천의 질병분류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천의 질병분류방식은 크게 傷寒과 雜病이며 內傷과 外感이다. 유완소는 溫暑를 보

충하였고, 이고는 內傷을 변별하여 상한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주진형은 상한병이 들

어 처음의 正傷寒에서 점차 변하여 雜證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 탁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이천의 상한병을 이해하는 주된 관점이다.

104) 『醫學入門』「集例」 " … 因病涉醫 苦無統要入門 叔和 脈訣 東垣 藥性 編註病機 醫方捷徑 醫學權

輿 非不善也 然皆各自成帙 有所不便 傷寒論 活人書 百問歌 非不美也 然非幼讀不能成誦 醫經小學 法全

辭略 眞可以入門也 … "

105) 方廣(16세기) : 明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約之 號는 古菴. 주진형을 추존하여 그의 遺稿인 『丹

溪心法』을 토대로 『丹溪心法附餘』를 저술함.

106) 『醫學入門』「本草總括」" … 本草經 肇炎皇 醫之祖也 伊尹用本經爲湯液 仲景廣湯液爲方法 後之陶

唐李陳本草雖多 不能及也 日久黑白未免無混 得經意者惟東垣丹溪 會經要者惟古菴節齋 … "



韓國醫史學會誌 Vol.14 No.2



- 214 -

권수 내용 목차(대) 목차(소)

卷三 傷寒

病機外感(溫暑) 病機19條

病機外感(傷寒) 六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婦人傷寒
內傷 內外傷辨, 內傷辨, 脾胃虛實傳變論

卷四 雜病

雜病提綱
外感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調理脾胃, 氣, 血, 痰, 鬱, 積熱, 諸虛, 沈寒痼冷

雜病分類
外感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調理脾胃, 氣, 血, 痰, 鬱, 積熱, 諸虛, 沈寒痼冷

표 4 『醫學入門』傷寒과 雜病의 질병분류

溫暑107)와 內傷은 장중경의 전통적인 『傷寒論』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이므로, [표4]

의 病機外感(溫暑)와 內傷은 유완소와 이고의 논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천의 주장은 『醫學入門』의 상한이론전반에 주진형의 색채가 반영되고 있음을 말

해준다.

張仲景은 傷寒을 논하면서 모두 太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지만, 『經』에

서 風邪는 肝을 상하고 寒邪는 腎을 상하며 暑邪는 心包를 상하고 濕邪는 脾를 

상하며 熱邪는 心을 상하고 燥邪는 肺를 상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유추해볼 

때 風邪는 마땅히 少陽으로부터 시작해야하고 濕邪는 陽明으로부터 暑邪는 三焦

로부터, 寒邪는 太陽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점은 丹溪가 경전의 취지를 얻은 

것으로 중경이 미처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108) 

「雜病」에서 이천이 주로 참고한 의서는 『世醫得效方』, 『仁齋直指方』, 『格致餘

論』, 『局方發揮』, 『玉機微義』, 『丹溪心法纂要』, 『丹溪心法附餘』, 『十藥神書』

등이다. 이중에서 『世醫得效方』, 『仁齋直指方』, 『十藥神書』를 제외하면 모두 주진

형의 의서이거나 단계학파 의학자들의 저술이다.109) 특히 「雜病」의 목차를 ‘風寒暑濕燥

火’와 ‘氣血痰鬱’로 정한 것은 주진형의 의학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의 세부질병을 배속하는 것은 『丹溪心法附餘』에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고 하였

으므로110) 잡병을 기술함에 있어 주진형의 의학이론과 그 계열의 의학자들의 역할은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07) 유완소의 火熱論을 말함.

108) 『醫學入門』 「診脈․氣口人迎脈訣」" … 論傷寒 皆自太陽始 然經云風喜傷肝 寒喜傷腎 暑喜傷心胞

濕喜傷脾 熱喜傷心 燥喜傷肺 以類推之 風當自少陽 濕當自陽明 暑當自三焦 寒當自太陽 此丹溪獨得經旨

發仲景未發야 … "

109) 陳大舜은 『中醫各家學說』(p93)에서 戴思恭, 王履, 劉純, 虞摶 등이 주진형의 학통을 이은 사람이

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다 方廣은『丹溪心法附餘』를 지었으며, 주진형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학파 의학자로 봐야한다.

110) 『醫學入門』「集例」" … 稍從丹溪附餘 小目分類於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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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목차2

外感門 中風, 傷風, 中寒, 傷寒, 中暑, 中濕, 溫疫

內傷門 內傷, 傷食, 調補脾胃

風門 破傷風, 胃風, 痛風, 痺, 癘風

寒門 咳嗽, 霍亂

暑門 瘧, 痢

濕門 痞, 泄瀉

濕熱門 呑酸, 疽, 水腫, 鼓脹, 赤白濁

痰門
痰, 哮喘, 惡心, 嘔吐, 咳逆, 翻胃, 嘈囃,

關格, 癭氣

痰熱門 痓, 癎, 癲狂, 驚悸怔忡, 健忘, 纏喉風喉痺

火門

火, 吐血, 咳血, 嘔血, 喀血, 衄血, 溺血,

下血, 腸風藏毒, 痔瘡, 漏瘡, 脫肛, 淋,

小便不通, 小便不禁, 夢遺

風熱門
斑疹, 頭眩, 頭痛, 頭風, 眼目, 耳聾, 鼻病,

口舌, 牙齒

燥門 消渴, 燥結

鬱門 六鬱, 氣滯

寒鬱門 心脾病, 腹痛

火鬱門 脇痛, 跌撲損傷, 疥瘡, 癰疽, 疔癧, 諸瘡

濕鬱門 腰痛, 疝痛, 脚氣

積門 積聚痞塊

虛損門 發熱, 惡寒, 自汗, 盜汗, 痿, 厥, 勞瘵, 補損
표 5 『丹溪心法附餘』 雜病의 證候配屬

분류 목차1 목차2

外感

風類
頭眩, 頭痛, 頭風, 面風, 眼, 耳, 鼻,

口舌唇, 牙齒, 痛風, 痺風, 斑疹

寒類 咳嗽, 霍亂, 心脾痛, 腹痛

暑類 瘧, 痢

濕類
痞滿, 泄瀉, 呑酸, 黃疸, 鼓脹,

赤白濁, 腰痛, 疝氣, 脚氣,

燥類 消渴, 燥結

火類
脇痛, 夢遊, 淋, 小便不通,

小便不禁, 脫肛,

內傷

內傷類 傷食, 積聚, 蠱瘴 

氣類 氣滯

血類
吐血, 嘔血, 衄血, 咳唾喀血, 溺血,

便血

痰類

喘, 哮, 嘈雜, 噯氣, 嘔吐, 궤逆, 膈噎,

關格, 痓, 癎, 癲狂, 驚悸怔忡健忘,

咽喉

虛類
發熱, 汗, 痿, 厥, 勞瘵, 諸蟲, 求嗣,

養老

표 6 『醫學入門』雜病의 證候配屬

이밖에 婦人, 小兒, 外科의 인용서적에서는 우단의 『醫學正傳』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주진형의 색채를 확인할 수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부인과, 소아과, 외과는 전문적인 분

야이고 또 단계학파 의학자들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므로 좀더 권위 있는 의서를

참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이상 『醫學入門』에 있는 인용서적과 편제를 중심으로 단계학파의 영향력에 대해 간

략히 고찰해 보았다. 이천은 각 방면의 여러 의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지만, 그 중에서도

「保養」과 「本草」와 「傷寒」, 「雜病」에서 주진형 및 단계학파 의학자들의 의서는

여타학파의 의서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많고 관련정도 또한 깊다고 할 수 있다.

3.3. 證狀分類方式에 보이는 朱震亨 學說의 영향

위의 [표6]은 『醫學入門』에서 雜病

을 분류하는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

천은 잡병을 다시 外感과 內傷으로 나누

고 이를 각각 風寒暑濕燥火와 氣血痰鬱虛로 분류하였다. 즉 이천의 이러한 外感과 內傷

의 변별방식에 가장 주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방광의 『丹溪心法附餘』이다.[표5] 방광

은 『丹溪心法』의 내용중에서 주진형의 醫論과 상치되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나름대로 제

가의 학설을 참고하여 처방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丹溪心法』에 나와 있는 증상들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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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과 內傷으로 다시 분류하여 『丹溪心法附餘』를 저술하였다.111) 이천은 방광이 정한

外感內傷의 분류방법을 이어받아 『丹溪心法附餘』에서 이 外感인지 內傷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은 燥類, 火類를 外感에 배속하였고, 內傷은 濕熱, 痰火, 鬱積, 虛損으로 분

류한 방식을 다시 氣, 血, 痰, 鬱, 虛, 冷 등으로 다시 재편하였다. 즉 방광은 『丹溪心法

附餘』의 서두에서 질병의 분류는 內傷과 外感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112) 정작 구체

적인 편제에서는 이 점을 완벽하게 그 점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醫學入

門』의 잡병분류는 방광의 취지를 이어받으면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천이 內傷과 外感을 감별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것은 『醫學入門』의 여러 부

분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천은 「習醫規格」에서 ‘이미 자세한 問證을 통해 內傷과 外感

을 분명하게 가렸으면 더 이상 맥진을 할 필요가 없다’113)고 말하였다. 그리고 「雜病題

綱」의 목차를 內傷과 外感으로 나눈 이유를 설명하면서 內傷과 外感을 감별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문호라고 말할114) 정도로 이천의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은 內傷과 外感

을 가려내는데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望診과 聞診은 그 분량이 극히 소략한 데도 外感과

內傷을 감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問診에 해당하는 「問證」에서는 60개의 질문항

목중 29개가 內傷과 外感을 변별하기 위한 질문이다.115) 또한 「診脈」에서도 人迎氣口

脈法의 핵심을 內傷과 外感의 감별로 설명하고 있다.116)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천의 內傷․外感의 감별이 기존의

의학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內外傷의 감별은 이천의 『醫

學入門』에만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학사적으로 內傷과 外感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漢代의 『黃帝內經』에 이미 정리

되어있다. 그러나 內傷과 外感을 대비시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정신적

111) 方廣,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서울, 1999년 표제설명 " … 丹溪定爲病目一百 可謂約矣 然

簡約之中 又有樞要存矣 何則醫之未流 雖繁 其本源也 不過外感內傷二者而已 故今定門類 先之以外感內

傷 然外感又有風寒暑濕 致疾之殊 … 內傷又有濕熱痰火 爲病之異故 … " (원서는 명대 1536년 방광이

『丹溪心法』중에서 단계의 의론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 편차를 새롭게 꾸미고 方論을 첨

가하여 간행한 것임.본서는 臺北의 大中國圖書公司가 소장하고 있는 판본을 근거로 하여 점교한 것임)

112) 『丹溪心法附餘』 上揭書 " … 丹溪定爲病目一百 可謂約矣 然簡約之中 又有樞要存矣 何則醫之末流

雖繁 其本源也 不過外感內傷二者而已 故今定門類 先之以外感內傷 … "

113) 『醫學入門』「習醫規格」" … 及內外傷辨法 逐一詳問證 雖重而門類明白者 不須診脈 亦可議方 … "

114) 『醫學入門』「雜病分類上」" … 所以題之於前 以見其爲百病大綱 其餘證 皆由此變出 醫能知此門戶

又能知從頭至足問證之法 第一辨其爲內傷也 爲外感也 …"

115) 『醫學入門』「問證」

116) 『醫學入門』「診脈․氣口人迎脈訣」" … 氣口右手 關前一分 以候七情 及房勞工作勤苦 與飮食無節

皆爲內傷不足之證 其所以名氣口者 五臟之氣 必因胃氣而幷於手太陰故也 人迎 左手關前一分 以候六淫及

起居失宜 感冒時行不正之氣 皆爲外感有餘之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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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극이 병인이 되어117) 五臟六腑 및 骨髓가 상하는 것118)을 內傷이라고 표현하였고,

風寒 등의 六淫의 사기에 의해119) 피부 및 체표조직이 손상되는 것120)을 外傷, 내지는

外中이라고 지칭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內傷과 外感이라는 용어는 內的인

원인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外的인 원인에 의한 것이냐에 관한 문제로, 보다 원인적인 의

미가 강하다. 그러나 『黃帝內經』의 內外傷에는 內的인 原因, 外的인 原因 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內外의 부위적인 의미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內傷, 外感에 대한 단

서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內傷外感 감별의 실질적인 연원을 송대의 陳

言121)으로부터 삼는 것이다.

진언은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內因, 外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內外因에 포함되지 않는 병인들은 不內外因으로 분류하였다. 진언의 분류에

의하면, 六淫에 상한 것이 外因이며122), 七情에 상한 것이 內因이다123). 그리고 飮食傷,

勞倦傷, 打撲傷, 邪祟, 등이 不內外因에 속한다.124) 이후 금원시대의 의학자들에 의해

內傷과 外感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제기된다. 유완소와 장종정도 모두 內傷과 外感에 대해

언급하였지만,125) 본격적으로 內傷과 外感을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이고의 『內外傷辨惑

論』에 이르러서이다. 이고는 傷寒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外感邪氣를 몰아내는 방법 외

에도 脾胃를 補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內傷과 外感의 감

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술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不內外

因에 속해있던 飮食傷과 勞倦傷이 이고에 의해 七情傷과 같은 內傷의 범주에 귀속되었다.

117) " … 雖不中邪 精神內傷 身必敗亡 … "(『素問․疏五過論』), " … 若內傷於憂怒, 則氣上逆 … "

(『靈樞․百病始生』)

118) " … 刺有淺深 各至其理 無過其道 過之則內傷 內傷則內動脾 … "(『素問․刺要論』), " …流淫於中,

五臟內傷 … "(『靈樞․終始』), " … 內傷骨, 內傷骨爲骨蝕. … "(『靈樞․刺節眞邪』)

119) " … 此外傷於風, 內開腠理 … "(『靈樞․營衛生會』), " … 卒然外中於寒 … "(『靈樞․百病始

生』),

120) " … 內至五藏骨髓 外傷空竅肌膚 … "(『素問․移精變氣論』)

121) 陳言 : 南宋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無擇. 질병을 三因으로 분류하는 三因說을 제창함. 저서로는

『三因極一病證方論』이 있음.

122)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중국의학대계 743권, 여강출판사, 서울 1988. pp170-171 (원서는

1174년 송대 陳無擇이 저술함. 본서는 文淵閣四庫全書本을 영인한 것임.) " … 六淫者 寒暑燥濕風熱

是也 … 六淫天之常氣 冒之則 先自經絡 入內舍於臟腑 爲外所因 … "

123) 『三因極一病證方論』上揭書, p171 " … 七情者 喜怒憂思悲驚恐 是也 … 七情 人之常性 動之則 先

自藏府 鬱發外形肢體 爲內所因 …"

124) 『三因極一病證方論』上揭書, p171 " … 其如 飮食飢飽 呌呼傷氣 盡神度量 疲極筋力 陰陽爲逆 乃至

虎狼毒虫 金瘡踒折 疰忤附着 畏壓溺等 有非常理爲不內外因 … "

125) 유완소의 『宣明方論』에는 ‘內外傷’이라는 명칭의 항목이 있어서 內傷과 외상의 맥상에 대해서 간

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장종정의 『儒門事親』에는 外傷形, 內傷形, 外積形, 內積形이라는 항목이 있

으며, 內傷형과 내적형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자극에 의한 병증을 설명하고 있고 외상형과 외적형에는

타박손상에 의한 병증과 체표에 드러나는 병증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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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內外傷에 대한 인식은 주진형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주진형은 “內傷은 東垣을 본

받고 外感은 중경을 본 받는다”126)고 말함으로써, 질병의 內傷과 外感의 변별방식을 정착

시켰다. 또한 氣血痰鬱論을 비롯한 六淫邪氣의 전변과정을 재정립함으로써, 후대 의학자

들이 상한과 잡병을 변별할 수 있게 하는데도 공헌하였다.

요약하면, 『醫學入門』에 나와있는 內傷, 外感으로 모든 병증을 포괄해가는 입장은 주

진형이 제창하고 단계학파 의학자들에 의해 점차 정밀화된 다음 방광의 『丹溪心法附餘』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착된 것이다. 특히 內傷의 범주를 氣, 血, 痰, 鬱, 虛, 冷으로 분

류해가는 방식은 주진형의 氣血痰鬱論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방광은 『丹溪心法附餘』의 서

두에서 질병의 분류는 內傷과 外感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정작 『丹溪心法附餘』에서는

완벽하게 그 점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127) 이에 비해 [표6]의 『醫學入門』의 분류는 좀더

완성된 형태의 증상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李梴의 朱震亨 學說을 응용하는 방식Ⅰ (中風)

본 장에서는 이천과 단계학파의 연관성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中風門」

을 예로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이천이 中風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주진형의 의

학사상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4.1. 『醫學入門』에 실린 「中風」의 諸家說

『醫學入門』 「中風門」의 처음은 眞中風과 類中風의 감별이다.128) 즉 이천은 중풍이

라는 증상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할 것이 바로 眞

似의 감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풍증상에 있어 외부 風邪의 자극을 받은 眞中風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기로 인해

126) 『醫經小學』上揭書, p7 " … 先生(丹溪)曰 吾每治病 用東垣之藥 效仲景處方 … 素難之外 更看何書

爲要 曰 外感法仲景 內傷法東垣 …"

127) 『丹溪心法附餘』 上揭書 " (… 의학의 말단은 비록 번잡하지만 그 본원은 外感과 內傷에 지나지

않으니 …) … 丹溪定爲病目一百 可謂約矣 然簡約之中 又有樞要存矣 何則醫之未流 雖繁 其本源也 不

過外感內傷二者而已 故今定門類 先之以外感內傷 然外感又有風寒暑濕 致疾之殊 … 內傷又有濕熱痰火

爲病之異故 … "

128) 『醫學入門』「雜病題綱․風」" 中風卒倒分眞似 風爲百病長 善行數變 爲卒中昏倒 爲竄視喎僻 爲搐

搦反張 或爲寒中 或爲熱中 或爲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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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類似中風이 문제가 되는 것은 金元代以後이며 유완소와 이고는 각각 火熱과 氣虛

로 인식하였고 주진형은 濕痰의 울체로 인식하였다. 王履129)는 이 세 사람의 학설을 묶

어 類中風이라고 하였으며 기존의 『金匱要略』과 『備急千金方』에 기재된 중풍을 眞中

風이라고 구분하였고, 진중풍과 유중풍은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

다.130)131) 『醫學入門』에는 이 같은 王履의 학설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표7] 단

『醫學入門』에 나와 있는 내용은 王履의 『醫經溯回集』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방광이

『丹溪心法附餘』에서 재차 정리한 것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132)

구분 시대 의서․의학자 주장내용

眞中
漢 張仲景 絡, 經, 腑, 臟에 각각 침입했을 때를 구분하여 증상설명

唐 孫思邈 증상특징에 따라 偏枯, 風痺, 風懿, 風痱의 4대증을 구분

似中

兼中

金 유완소 五志過極하여 心火暴盛으로 인해 중풍이 발생한다는 원인설을 제기함.

金 이고 감정의 무절제로 氣가 상하여 생기는 本氣病이라는 입장을 제시함.

元 주진형

중풍에는 서북지방과 동남지방의 기후차이에 의해 질병의 양상도 달라지는데,

서북지방은 실지 風邪에 의한 중풍증이지만 동남지방은 濕한 기운 때문에 痰

이 생기고 그 담이 熱이되어 중풍을 유발한다고 주장

표 7 『醫學入門』에 실린 中風의 諸家學說 정리

즉 이천은 王履의 『醫經溯回集』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고 方廣의 『丹溪心法附餘』에

서 잇고 있는 진중풍과 유중풍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王履와 方廣이 모두 단계학파 의학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풍을

진중풍과 유중풍으로 감별하는 방식이 단계학파만의 고유방법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는 좀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온보학파 의학자 趙獻可의 중풍에 대한 입장은 이

천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유완소와 이고와 주진형 세 사람이 나와서 이전 사람들과는 다른 견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하간은 火를 주장하고 동원은 氣를 주장하였으며, 단계는 濕

을 주장하여 풍은 虛狀이라고 여겼으니 이것은 이전 사람들의 견해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 오직 火와 氣와 濕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을 ‘風’이라는 글자를 억지

로 끌어내어 같이 논한다면 이것은 眞僞가 불분명해지는 것이고 名實이 부합하지 

않는다. … 王履의 논의는 심히 묘하지만 類中風과 眞中風을 같이 논함으로써, 輕

129) 王履(1332-?) : 元末에서 明初까지 활동한 의학자. 字는 安道 號는 畸叟, 抱獨山人. 주진형의 제

자이며 저서로는 『醫經溯回集』 등이 있다.

130) 『醫經溯回集』上揭書 p967 " … 辨之爲風則從昔人以治 辨之爲火氣濕則從三子以治 如此庶乎析理明

而用法當矣 … 以因火因氣因濕證分出之則眞中風病彰矣 … "

131) 金南一, 車雄碩, 中風에 관한 文獻的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권 1호, p100

132) 『丹溪心法附餘』 上揭書, 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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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 緩急의 구분을 없이하였으니 마땅히 폐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133)

조헌가는 왕리가 유중풍의 범주에서 말하고 있는 유완소의 主火論, 이고의 主氣論, 주

진형의 主濕論은 단지 火, 氣, 濕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일 뿐이며 여기에 억지로 ‘風’이라

는 글자를 끌어다둔 것은 명실이 상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즉 왕리의 진중풍 유중풍

구별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조헌가의 주된 주장이다.

왕리의 위와 같은 중풍의 변별방식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필자의

식견으로는 단언하기 어렵다. 조헌가의 주장처럼, 왕리의 중풍론이 의미를 잃고 퇴색해갔

는지, 아니면, 조헌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된 중풍론으로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단 필자가 주목하는 사실은 왕리의 중풍론은 최소한

단계학파 의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정설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醫學入門』에서

이천이 왕리의 중풍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또 중풍의 眞似구별을 강조한 점은

단계학파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李梴의 中風說

이천은 『醫學入門』에서 단계학파의 견해를 이어가고 있지만, 왕리와 방광이 제기하지

못한 주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왕리가 유완소, 이고, 주진형의 학설을 主乎火,

主乎氣, 主乎濕134)이라는 대등하면서도 독립된 주장으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이천은 세

사람의 학설은 비록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다고 주장하고135) 濕이 생기는 이유는 中氣가

제대로 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痰이 생기는 것이고 그 痰은 火로 인해서 동하기

때문에 중풍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136) 이러한 주장은 주진형의 “濕生痰 痰生熱 熱生

風”137)이라는 기본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이고와 유완소의 학설을 수용하고 있는 것

133) 『醫貫』上揭書, p835“ … 及近代劉河間 李東垣 朱彦修三子者出 所論始與昔人異矣 河澗主乎火 東垣

主乎氣 彦修主乎濕 反以風爲虛狀 而大異於昔人矣 以予觀之 昔人三子之論 皆不可偏廢 但三子以相類中

風之病 視爲中風而立論 故使後人狐疑而不能決 殊不知因于風者 眞中風 因于火 因于氣 因于濕者 類中風

而非風也 三子之所論者 自是因火 因氣 因濕 而爲暴病暴死之證 與風何相干哉 與內經所謂三陰三陽發病

爲偏枯痿易 四肢不擧 亦未嘗必因于風而候然也 夫風火氣濕之殊 望聞問切之間 豈無所辨乎 辨之爲風則昔

人以治之 辨之爲火氣濕 則從三子以治之 如此 庶乎析理明而用法當矣 惟其以因火因氣因濕之證 强引風而

合論之 所以眞僞不分而名實相紊 若以因火 因氣 因濕證分出之 則眞中風病彰矣 王氏之論甚妙 但類中風

與眞中風並論 無輕重緩急之分 亦不能無弊 … ”

134) 『醫經溯回集』上揭書, p967 " … 三子之論 河間主乎火 東垣主乎氣 彦修主乎濕 反以風爲虛象而大異

於昔人矣 … "

135)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三子所主雖殊而實同也 … "

136)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濕則中氣不運而生痰 痰因火動而生風 … "

137) 『丹溪心法附餘』 上揭書,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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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대해 이천은 “두사람의 견해를 겸한 것이다(又兼二子之見也)”138)라고 말함으

로써, 주진형을 종주로 삼고 유완소와 이고의 학설을 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천은 유완소와 이고의 학설을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유완소의 중풍에 대한 주장을 이천은 中氣와 中風의 감별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火氣

가 動하는 것이 심해지면 중기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중풍과 비슷하지만 중기

의 증상은 脈이 沈하고 몸이 차다는 점에서 중풍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고139) 이에

대해 ‘將息失宜로 인해 五志가 過極해지고 그에 따라 心火가 暴盛해지면 腎水가 熱氣를

제어할 수 없어서 생긴다’는 유완소의 학설을 끌어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140)

그리고 이고가 주장하는 ‘本氣病’에 대해서는 『素問․上古天眞論』의 “邪氣所湊 其氣必

虛”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으며141) 『素問․風論』에서 內風, 腦風, 目風, 洩風, 胃風

등의 내용을 이고의 本氣病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142) 風病認識의 의학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素問․風論』에서 말하는 중풍은 汗出을 주증상으로 하는 체표기능상실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傷寒論』에서 말하는 중풍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으로서,143) 금원대 이후, 중풍을 半身不遂, 卒中昏到 등의 소위 腦血管疾患으로 국한하여

설명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黃帝內經』에 나와있는 중풍의 개념은 별도의 범주로 취급

되었다.144) 그러나 이천은 이고의 本氣病說을 이용해 『黃帝內經』의 중풍개념을 설명함

138) 『醫學入門』「雜病題綱․風」

139)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火動氣中無涎汚 中氣脈沈身凉無痰涎爲異耳 … "

140)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卽河間所謂 將息失宜 五志過極 則心火暴甚 腎水難制熱氣怫鬱 昏

倒筋骨不用 … "

141)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氣血壯盛 腠理緻密 邪不能入 惟中年氣血始衰 腠理空疎 加以七情

勞役飮食 內傷元氣 門巷賊風 乘虛侵入臟腑血脈 故有兼中者 東垣所謂非外邪徑傷 乃本氣病也 … "

142)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 氣血壯盛 腠理緻密 邪不能入 惟中年氣血始衰 腠理空疎 加以七

情勞役飮食 內傷元氣 門巷賊風 乘虛襲入臟腑血脈 故有兼中者 東垣所謂非外邪徑傷 乃本氣病也 有醉後

當風 頭面多汗善渴者 名曰漏風 有房勞中風 下體多汗 曰內風 十全大補湯加附子防風 如入風府 曰腦風

入係頭 曰目風 在腠理 爲洩風 與漏風同 但身盡疼耳 久則爲腸風食後曰胃風 又名挾食中風 久則爲下血

有傷食變爲暴厥 亦類中風 但定食則胸中滿悶 須探吐及理脾胃 有酒濕病 亦類證風 當分消以瀉濕毒 有內

傷熱證似中風者 有雜病虛證似中風者 均不可以風治 … "

143) 『傷寒論』「辨太陽病」" … 太陽病 發熱汗出 惡風 脈浮者 名爲中風 … "

144) 『素問․風論』에 나와있는 풍병의 증상은 대부분 汗出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이것은 『傷

寒論』에 보이는 “太陽病 發熱 汗出 惡風 脈緩者 名爲中風”에서 말하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正氣의 허약으로 체표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틈을 대체하기 위하여 외부의 풍사가 끼어들면서

체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전을 말하고 있다. 白은 이에 대해 “ … 風은 자체로서 體內正氣의 정상

적인 순행에 이상을 일으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의 다른 기운을 그 侵襲, 運行하는

힘으로 쉽게 같이 끌고 들어간다. 또 체내의 정상적인 氣血循行을 흩뜨러뜨림으로 인하여 다른 邪氣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감퇴시킴으로써 다른 사기의 침습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다.(白上龍, 風의 本

質과 醫學에서의 運用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 1994, pp34-35) 즉 체표의 기능상실로 대표되

는 『黃帝內經』과 『傷寒論』의 풍에 대한 개념은 금원시대를 지나면서 王履에 의해서 眞中風, 類中

風의 구별이 생기고 증상또한 半身不遂, 口眼喎斜 등의 뇌혈관 질환으로 국한되며 汗出을 주증상으로

하는 기존의 중풍개념은 傷風이라는 용어로 대치된다.(金南一, 車雄碩, 中風에 관한 文獻的 硏究,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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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兩者145)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이천은 유완소의 주장을 단지 中氣의 경우를 설명하는 기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黃帝內經』의 중풍개념을 포용하는 과

정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천의 중풍설은 기본적으로 주진형의 학설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中風門」의 治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이천의 이같은 관점은 그

대로 반영되고 있다.

東南에도 眞中風이 없을수 없으며, 西北에도 類中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眞中風을 감별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經絡臟腑의 구별을 염두에 두어야하고, 類

中風은 氣血의 虛實과 痰火의 多少를 보아야하는데, 經絡臟腑를 구별하면서 氣

血과 痰火를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고 氣血과 痰火를 살피는데도 또한 經絡臟腑의 

구별을 살펴야한다146)

이천의 중풍치법 기본방향은 眞中風은 經絡臟腑로 구별하고, 類中風은 氣血痰火의 상태

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王履가 “중풍의 증상에서 風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옛사람의

치법을 따르되, 그렇지 않고 火나, 氣나 濕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三子의 설을 따르

라”147)고 한 주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이천은 진중풍의 경우는 경락장

부의 구별 즉 『金匱要略』의 구분법을 따르며, 유중풍의 경우는 주진형의 치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그가 주진형의 중풍설에 근거하여 중풍을 치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천이 중풍에 대해 주진형의 학설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 점은, 중풍의 治療原則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난다. 크게 左右의 구별을 두어서 血虛는 좌측에 증

상을 유발하며 氣虛는 우측에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감별하는 것을 치료에 앞선

선결요건으로 제시한 점,148) 그리고 肥人과 瘦人에게 생기는 풍병의 주된 원인을 각각

濕痰과 火動으로 규정한 점149)은 『丹溪心法』150)에서 주진형이 중풍을 치료하면서 보

韓原典醫史學會誌 12권 1호 참조)

145) 腦血管疾患(半身不遂, 口眼喎斜)으로서의 中風槪念과 體表機能喪失(汗出)로서의 中風槪念 두가지를

말함.

146)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抑論. 舊以西北風高 眞中宜分臟腑經絡調治 東南地濕 兼中　似中

宜分氣血虛實痰火多少調治. 然眞中兼中 南北互有 且治臟腑者 可不分氣血之虛實乎 治氣血者 又可不分臟

腑經絡之邪多少乎 大抵外感重而內傷輕者 先須分表裏法 祛風爲主. 次用氣血痰法調治 內傷重而外感輕者

先用調補氣血痰法爲主 次分臟腑經絡祛風 此活法也. … "

147) 醫經溯回集, 上揭書 p967 " … 辨之爲風則從昔人以治 辨之爲火氣濕則從三子以治 如此庶乎析理明而

用法當矣 … "

148)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左爲死血與少血 痰與氣虛身左右 … "

149)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 肥人濕痰 少加附子行經 瘦人火動 加黃柏 … "

150) 朱震亨, 『丹溪心法』행림출판, 서울 (원저는 주진형의 유고를 제자들이 편집한 것은 명대 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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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는 치료의 커다란 방향이다.151) 『醫學入門』에서도 이천은 이러한 左右의 구

별과 肥瘦人의 구별을 비롯해서 能食與否, 痰盛有無, 勞傷有無, 氣虛와 血虛 및 痛症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주진형이 잡병을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

다.152) 그리고 마지막에 치료의 큰 요체를 祛風과 順氣活血로 삼고 있는데, 이 점은

『丹溪心法附餘』에서 방광이 치료의 방향으로 정한 것을 이천이 이어받은 것이다.153)

그리고 『醫學入門』에는 중풍증상을 경락장부로 구분하는 『金匱要略』의 방법이 소

개되어 있는데, 『醫學入門』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기술을 방광의 『丹溪心法附餘

』154), 유순의 『玉機微義』155), 이고의 『醫學發明』1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고는 『醫學發明』에서 『金匱要略』의 경락장부 구분법을 나름대로 소화시켜 정

리하였고, 유순은 제가의 학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고의 구분법을 채용하였으며, 그것

은 다시 방광의 『丹溪心法附餘』로 이어지고 이천의 『醫學入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다. 즉 『醫學入門』에는 이고의 경락장부구분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계계열의

의학자들에 의해 한번 정리되고 주진형의 학설과 융화작용을 거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은 제가의 학설을 포용하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157) 많은 의학자들의 논의

가 담겨있는데, 『醫學入門』의 저본이 주로 단계학파 의학자들의 의서라는 점을 감안한

다면, 『醫學入門』에 미친 단계학파의 영향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醫學入門』에는 제가의 중풍설이 실려있는데 기본적으로 단계학파의 중풍

변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왕리의 진중풍, 유중풍의 감별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천은 유완소, 이고, 주진형 세 학자의 중풍이론을 주진형의 主濕論을 중심으로 하나의 체

계로 엮고 있으며, 아울러 주진형 중풍이론의 편협성도 보완하였다. 기타 『千金要方』

『金匱要略』등에 나와있는 중풍설을 이천은 방광의 『丹溪心法附餘』와 유순의 『玉機微

義』의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학파들의 융화작용을 거친 내용을 수용

하고 있는 것이다.

교정하여 1481년에 간행함. 본서는 戊辰年 일본인 奈須恒德이 필사한 것을 영인한 것임.)

151) 『丹溪心法』 上揭書, p16 " … 肥白人多濕少用烏頭附子行經 凡用烏附必用童便煮過以殺其毒 … 瘦

人陰虛火熱 用四物湯加牛膝竹瀝黃芩黃柏 … "

152)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痛者爲實 … 不痛爲虛 … 血虛者 … 瘦人火動 … 氣虛者 … 勞

傷者 … 痰盛者 … 此丹溪雜病通法也. … "

153) 방광은 중풍을 치료하는 방제를 크게 祛風, 開鬱, 順氣, 豁痰으로 나누었다. (『丹溪心法附餘』 上

揭書 p47-79)

154) 『丹溪心法附餘』上揭書, pp52-55

155) 劉純, 『玉機微義』, 유순醫學叢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pp113-114 (원서는 명대 1368년

유순이 徐彦純의 『醫學折衷』을 증보하여 간행한 것임. 본서는 明正統四年陳有有戒刊本임 )

156) 李杲, 『醫學發明』, 金元四大家醫學全書 上卷, p756-758

157) 洪元植, 中國醫學史, 上揭書,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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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李梴의 朱震亨 學說을 응용하는 방식Ⅱ (痰鬱論)

주진형의 의학사상은 일반적으로 ‘陽有餘陰不足論’, ‘相火論’, ‘實火可瀉虛火可補論’, ‘氣

血痰鬱論’의 네 가지로 알려져 있다.158) 이중에서 陽有餘陰不足論과 相火論은 養生과 관

련된 인체의 생리적인 측면을 말한 것이며, 實火可瀉虛火可補論은 相火論을 제창하는 과

정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 임상치료에 있어서는 氣血痰鬱論이 주되게 활용된

다.

주진형은 『局方發揮』와 『丹溪心法』에서 인체 氣機의 부조화의 산물로서 痰鬱이 생

긴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담울을 제거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핵심이며 나아가서 氣

血을 순화시키는 첩경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담울증에 대한 인식과 담울증을 해결

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주진형 계열의 의학자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천이 주진형의 痰鬱證을 운용하는 예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5.1. 朱震亨의 痰鬱論과 丹溪學派들의 痰鬱論運用

이천이 痰鬱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주진형의 痰鬱論은 무엇이

며, 주진형이 담울론을 제창한 이후 그 계열의 의학자들에게 담울론이 어떻게 운용되었는

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진형 담울론의 요지는 氣血의 순행이 저체되면 담울이 되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는 것이며, 본래『局方發揮』에서 “ … 平時津液隨上升之氣 鬱積而成 鬱積之久 濕中生熱

故從火化 … ”159)라고 한 것에서 근거한다. 그러나 위의 문장은 주진형이 吐酸, 呑酸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병기의 일부로서 제시한 것이며, 『局方發揮』에는 氣血痰鬱에 대한

체계적인 논술은 보이지 않는다. 주진형의 생전저작인 『格致餘論』과 『局方發揮』에는

氣血痰鬱에 대한 견해가 病機의 일부로서 산재해 있을 뿐이며, 주진형의 보다 완성된 형

태의 氣血痰鬱論은 주진형의 遺作인 『丹溪心法』을 통해 알 수 있다. 『丹溪心法』에는

鬱症이 모든 병의 근원이며 氣血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고160) 二

158) 주진형의 醫學思想을 위 4가지로 분류한 것은 陳大舜의 中醫各家學說(호남과학기술출판사, 1985

년, pp94-97)을 근거로 함.

159) 朱震亨, 『局方發揮』, 金元四大家醫學全書本(下卷),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946 (원서는 1300년대

주진형이 저술함, 본서는 1956년 北京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한 것을 天津科學技術出版社에서 점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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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湯을 加減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이 등장한다.

이 같은 주진형의 담울론에 대해 戴思恭161)은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鬱이라는 것은 結聚하여 發越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땅히 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

가지 못하고 마땅히 내려가야 할 것이 내려가지 못하며 마땅히 변화하여야 할 것이 

변화하지 못하면 이는 傳化가 정상을 벗어난 것이며, 六鬱의 病證이 드러난다.162)  

대사공은 주진형에게 직접 사사받은 의학자로서 주진형의 遺稿를 다수 정리하였으며,

痰鬱論의 이치를 임상에서 폭넓게 활용한 의학자로 알려져 있다.163)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丹溪心法』에는 痰과 鬱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鬱證에 대해 “사람의 모든 병은 대부분 鬱에서 생긴다.”164)라고 설명한

점은 울증을 담증보다 포괄적인 병기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후세의

의학자들이 주진형의 의학사상의 특징으로 鬱論이 아닌 痰論을 들고 있다. 程充은 『丹溪

心法』을 교정간행하면서 “丹溪는 병을 치료할 때 痰을 중시하여 모든 병이 거의가 痰으

로부터 생긴다고 보았다.”165)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왕륜은 氣病과 血病과 痰病에 각각

鬱證을 겸할 수 있다고 痰證과 鬱證을 구별하고 있기는 하지만,166) “단계선생의 치병은

氣血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167)고 밝힌 것은 주진형의 痰證과 鬱證을 하나의 병기로 이

해하고 있는 것이다.168)

필자의 견해로는 『丹溪心法』에는 痰과 鬱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痰은

160) 『丹溪心法』上揭書 p255 " … 氣血冲和 萬病不生 一有怫鬱 諸病生焉 故人身諸病 多生於鬱 … "

161) 戴思恭(1324-1405년?) : 明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原禮. 어려서부터 주진형에게서 의학을 배

웠으며 후에 주진형의 遺稿를 정리하여 『金匱鉤玄』을 간행하였다.

162) 朱震亨, 戴思恭, 『丹溪先生金匱鉤玄』, 金元四大家醫學全書本,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983 “ … 鬱

者 結聚而不得發越也 當升者不得升 當降者不得降 當變化者不得變化也 此爲傳化失常 六鬱之病見矣 …

”(원서는 주진형의 遺稿를 戴元禮(約 1324-1405)가 정리한 것임. 본서는 明代 吳勉學이 교정하여 간

행한 것을 點校한 것임.)

163)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70

164) 『丹溪心法』上揭書 p255 “ … 故人身諸病 多生于鬱 … ”

165) 『丹溪心法』上揭書, p107 " … 充按 丹溪治病以痰爲重 諸病多以痰爲生 … "

166) 王綸, 『明醫雜著』, 人民衛生出版社, 1995년, p4 " … 故用藥之要有三 氣用四君子湯 血用四物湯

痰用二陳湯 又云久病屬鬱 立治鬱之方 曰越鞠丸 蓋氣血痰三病 多有兼鬱者 或鬱久而生病 或病久而生鬱

或誤藥雜亂而成鬱 故余每用此方治病 時以鬱法參之 氣病兼鬱則用四君子湯加開鬱藥 血病, 痰病皆然 …

“(원서는 1549년 명나라 왕륜이 저술간행한 것임, 본서는 중국 인민위생출판사에서 1549년의 판본과

그 이후의 판본을 참고로 하여 點校한 것임.)

167) 『明醫雜著』上揭書 p4 " … 丹溪先生 治病不出乎氣血痰三者 … "

168) 왕륜은 『明醫雜著』「痰飮」에서 “外感과 內傷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氣逆이 되면 진액이 변하여

담음이 생기며 이렇게 생긴 담음은 전신을 유주하면서 거의 모든 질병을 발생시킨다( … 痰屬濕熱 乃

津液所化 因風寒濕熱之感 或七情 飮食所傷 以致氣逆 痰濁變爲痰음 … 隨氣升降 遍身上下 無處不到 其

爲病也 … 皆痰所致 百病中多有兼痰者 世所不知也 … )“라고 설명하였다. 『明醫雜著』上揭書,

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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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 **병인 비고

中風 血虛有痰, 或屬虛挾火與濕 ***○

中寒 溫散爲主

中暑 暑邪, 挾痰, 挾虛 ○

中濕
上濕, 下濕, 脾胃濕, 內濕,

外濕, 挾痰
○

溫疫 宜補, 宜散, 宜降

火 實火, 虛火, 火鬱 ○

斑疹 風熱挾痰, 內傷 ○

瘧 風, 暑, 食, 痰, ○

痢 氣, 血

泄瀉 濕, 火, 氣虛, 痰積 ○

燥結 血少

霍亂 內積外感(主治方 : 二陳湯) ○

표 8 『丹溪心法』에 나와있는 각 증후의

주된 원인

* 상기 증후의 선별은 『丹溪心法』의 목차

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12개를 뽑은 것임

** 『丹溪心法』의 증후설명에서 주진형이

제시한 원인임.

*** 비고의 ‘○’은 痰 및 鬱과 관련이 있음을

표시한 것

氣를 따라 가지 않는 곳이 없다.”169)라고 언급하

고 있고, 鬱證과 함께 痰證도 병기의 중요한 부

분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표8] 후대 그를 연

구한 의학자들은 痰과 鬱의 병기를 묶어서 이해

하였다고 생각한다.

정충과 왕륜 등이 痰論과 鬱論을 하나로 엮어

주진형의 ‘氣血痰鬱論’을 완성해가고 있다면, 방

광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담과 울이 증상

을 야기하는 중요한 병기라는데 착안을 하여

『丹溪心法附餘』의 편제를 담과 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방광은 주진형이 『丹溪心法』에서

“痰은 氣를 따라 승강하여 다니지 않는 곳이 없

다”170)라고 단서를 제시하고 왕륜이 거기에 덧

붙여 “痰이 병되는 것은 喘, 咳, 惡心, 嘔吐, 痞

隔壅塞, 關格異病, 泄, 眩暈, 嘈雜, 怔忡, 驚悸,

癲狂, 寒熱, 痛腫, 胸間轆轆有聲, 背心一點氷冷,

四肢麻痺不仁 등이 모두 痰飮의 소치이다.“171)

라고 한 말에 따라, ‘痰門’에 痰, 痰熱, 哮喘, 喘, 惡心, 嘔吐, 咳逆, 翻胃, 嘈雜, 關格, 癭

氣 등의 증후를 배속하였고, ‘鬱門’에서는 鬱門, 寒鬱門, 火鬱門, 濕鬱門으로 나누어, 六

鬱, 氣滯, 心脾痛, 腹痛, 脇痛, 跌撲損傷, 疥瘡, 癰疽, 疔癧, 諸瘡, 腰痛, 疝痛, 脚氣의 증

후를 배속하였다. 방광은 『丹溪心法附餘』의 편제에서 痰과 鬱에 대해 별도의 것으로 취

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丹溪心法』의 편제를 의식한 부득이한 경우이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담에 대한 논의와 울에 대한 논의를 혼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사공, 정충, 왕륜, 방광 등이 주진형의 痰鬱論을 深化하는 방향으로 발

전시켜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또 다른 단계학파인 유순은 역대의 痰飮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해가면서 주진형의 痰鬱論을 보충하고 있다.

유순은 담울에 대한 이론을 『金匱要略』과 『三因極一病證方論』의 논의로부터 시작

하고 있다. 중경이 말한 四飮 즉 懸飮, 留飮, 支飮, 痰飮에 대해 정리한 다음, 역대로 四

飮과 五飮, 六飮의 분류가 있었지만, 이것은 중경의 四飮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

169) 『丹溪心法』上揭書, p95 “ … 痰之爲物 隨氣升降 無處不到 … ”

170) 『丹溪心法』上揭書, p95

171) 『明醫雜著』上揭書,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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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72) 그리고 진언의 三因으로 담음을 분류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진언이 담음을

보는 방식, 즉 원인에 따라 담음을 분류하는 방식이 절묘하며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는

데,173) 이는 유순이 담음의 증상보다는 병인병기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嚴用和174)와 王珪175)의 痰論을 소개하면서 엄용화가 담증을 치료하는데 順

氣를 위주로 한 것과 왕규가 滾痰丸으로 모든 담증을 해결하고자 한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하다고 지적해내고 있다.176) 그 다음으로는 유완소와 장종정이

담음의 치료에 온열한 약재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을 싣고 있다.177) 유순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장종정의 三花神祐丸을 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

고 있다.178) 그리고 결론으로서 『局方發揮』에 나와 있는 주진형의 담론을 소개하였

다.179) 즉 『玉機微義』에서 유순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주진형의 痰鬱論에 근거하여

172) 『金匱要略』에는 6개의 飮證이 나온다. 懸飮, 留飮, 支飮, 痰飮, 伏飮, 溢飮이 그것인데 중경은 이

중에서 복음과 일음을 제외한 것을 四飮이라고 하였다. 유순은 여기에 주를 달아 복음과 일음은 사음

에서 나온 증상에 불과 하며 간혹 五飮이라고도 하는 것은 유음과 복음을 한데 묶어서 말하기 때문이

다라고 하였다.(『玉機微義』上揭書, p130)

173) 陳言은 담음이 생기는 이유를 營衛가 不淸하여 氣血이 濁敗하지고 그것이 凝結되어 생기는 것이라

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七情으로 인한 것(內因), 外感으로 인한 것(外因), 飮食과

色慾이나 勞役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不內不外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유순은 이러한 진언의

담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至爲切當이라고 하였다.(『玉機微義』上揭書, p130)

174) 嚴用和 : 南宋代의 저명한 의학자. 字는 子禮. 저서로는 『濟生方』이 있음.

175) 王珪 : 元代의 저명한 의학자. 號는 均章, 逸人, 洞虛子, 中陽老人이며 吳지방의 虞山에 은거하여

王隱君이라고도 함. 저서로는 『泰定養生主論』 등이 있음.

176) 『玉機微義』에 소개된 嚴用和의 談論은 사람의 氣道의 소통여부는 津液의 소통과도 밀접하다는 전

제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이 바로 痰이기 때문에 古方에서 汗下法을

위주로 담을 치료한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順氣를 위주로 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순은

이에 대해 七情이 주된 원인으로 생기는 痰證의 경우에는 엄씨의 견해가 타당하지만, 痰積으로 인해

氣機의 순행이 저체되는 경우, 직접 담적을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씨의 順氣가 담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우선이 된다는 학설은 편협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王隱君의 痰論에 대해서는 기

존의 담증의 증상만을 변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담증의 원인을 변별하고 담음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

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곤담환으로 모든 담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玉機微義』上揭書, p130-131)

177) 유완소와 장종정은 痰飮을 水濕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水濕에 燥邪가 끼어들어 생기는 것이 痰인

데, 이때 溫熱한 약재로 치료하려고 한다면 수습은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心火를 조장하는

폐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玉機微義』上揭書, p131-132

178) 『玉機微義』上揭書, p132 " … 但專以三花神祐丸爲說 則失之太峻也 … "

179) 『玉機微義』에 소개된 주진형의 담론은 『局方發揮』(중국의학대계 746권 pp685-686, 원서는

1300년대 중반에 주진형이 지은 것)중의 或曰諸氣諸飮與嘔吐呑酸膈噎反胃等證 … 의 내용이다. 여기

에 나와있는 담론의 내용은 痰證이 氣血의 순환장애로 말미암아 생기며 『화제국방』의 조열한 약재

들은 일시적으로는 상쾌함을 느끼지만 종국에 가서는 胃液을 응결시키고 脾氣를 耗散시키기 때문에

더욱 치료가 어려워짐을 설명하고 있다. 『局方發揮』에 나와있는 담론은 담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고 『局方發揮』에서 燥熱한 약재를 쓰는 폐단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丹溪心法』의

痰論과는 기술방향이 약간 다르다. 한편 『玉機微義』에서 『丹溪心法』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

은, 『丹溪心法』은 단계의 遺作으로 후인들이 편집한 것이며 현재 『丹溪心法』이라고 알려진 책은

1481년에 程充이 교정하여 간행한 것이므로 劉純은 1396년에 『玉機微義』를 저술하면서 참고하지



韓國醫史學會誌 Vol.14 No.2



- 228 -

기존의 제가의 痰論을 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진형의 계통을 잇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痰論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진형 痰鬱論의 내용을 더욱 풍

부하게 하고 있다.

朱震亨의 痰鬱論에

근거하여 諸家의

學說을 포용

→ 확대
劉純

醫學入門朱震亨

戴思恭 王綸 程充 方廣

痰鬱論의 효시

痰論, 鬱論을 구분

→ 심화

痰鬱論의

내용을 보충

痰論과 鬱論을 하나의

病機로 이해

痰鬱論에

근거하여

편제구성

표 9 단계학파의 痰鬱論 發展過程과 『醫學入門』에 미친 영향

요약하면, 주진형의 痰鬱에 관한 의론은 『局方發揮』와 『丹溪心法』에서 원형을 제시

하였지만, 후대 단계학파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또 임상에서의 운용의 범위도

확대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주진형 이전의 담울에 대한 이론을 포용함으로써, 보다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천의 『醫學入門』에는 초기형태의 痰鬱論이 아닌 후대의 완성

된 형태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표9]

5.2. 李梴의 痰論

이천이 痰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雜病提綱」의 「痰門」이다. 여

기에서 이천은 담증에 대해 크게 네 부분으로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痰病의 기전과

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증상을 설명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痰病의 症狀鑑別, 세

번째로는 『金匱要略』에 있는 痰病의 종류, 네 번째로는 痰病의 治法이다.

첫 번째로 이천은 담병의 기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못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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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痰은 津血로 이루어지며 氣를 따라 승강한다. 氣血이 조화로우면 流行하여 모

이지 않는데, 만약 內傷과 外感으로 상하게 되면 壅逆하여 병이 된다.180)

이러한 이천의 담증에 대한 기본병리는 “外感과 內傷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氣逆이 되

면 진액이 변하여 담음이 생기며 이렇게 생긴 담음은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모든 질

병을 발생시킨다.”181)라고 말한 왕륜의 담증에 대한 견해와 “氣血이 제대로 돌아가면 만

병이 생기지 않지만 하나라도 울결된 곳이 있다면 모든 병이 생길 수 있다.”182)라고 말한

주진형의 울증에 대한 견해를 적절히 섞어놓은 듯 하다. 그리고 『醫學入門』에는 울증에

대한 기술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183) 「雜病分類」의 「痰類」에서는 담과 울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을 모두 담증으로 포괄하고 있고 또 이천은 울증을 氣病의 범주에서 이해하

고자 하였기 때문에184) 주진형이 별도로 언급한 담과 울을 하나의 범주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주진형의 제자들의 견해를 이천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 뒤의 담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증상과 각 증상에 대한 감별과 담병의 종류등의 내

용은 『玉機微義』, 『明醫雜著』, 『丹溪心法附餘』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

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특히 『金匱要略』의 4종의 담증에 대한 견해

는 『玉機微義』에 나와 있는 유순의 견해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담증의 치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常法順

氣與分道”185)는 기존의 단계학파 의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며 두 번째의

“逐下溫中潤肺家”186)는 담병의 치료는 腎과 脾와 肺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내용으

로 이천은 이에 대해 “痰의 근원은 腎에 있고 脾로 인해 움직이며 肺에 가서 머문다”187)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왕륜이 『明醫雜著』에 “痰의 근본은 水이므로 腎에서 근본

하고 痰의 움직이는 것은 濕이므로 脾에서 주관한다.”188)라고 주장한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雜病題綱」의 「痰門」외에도 이천의 담울에 대한 논의는 「雜病題綱」과「雜病分

類」,「婦人」,「小兒」의 전편에 걸쳐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기술하는 방식은 크게 직접

180)『醫學入門』「雜病題綱․痰」“…痰乃津血所成 隨氣升降 氣血調和則流行不聚 內外感傷則壅逆爲患…”

181) 『明醫雜著』上揭書, p67-68 " … 痰屬濕熱 乃津液所化 因風寒濕熱之感 或七情 飮食所傷 以致氣逆

痰濁變爲痰飮 … 隨氣升降 遍身上下 無處不到 其爲病也…皆痰所致 百病中多有兼痰者 世所不知也 … "

182) 『丹溪心法』上揭書, p255 " … 氣血冲和 萬病不生 一有怫鬱 諸病生焉 … "

183) 『醫學入門』「雜病題綱․痰」

184) 『醫學入門』「雜病題綱․痰」" … 鬱與氣類參看 … "

185) 『醫學入門』「雜病題綱․痰」

186) 『醫學入門』「雜病題綱․痰」

187) 『醫學入門』「雜病題綱․痰」" … 痰原於腎 動於脾 客於肺 水升火降 脾胃調和 痰從何生 … "

188) 『明醫雜著』上揭書, p36 " … 痰之本 水也 原於腎 痰之動 濕也 主於脾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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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원인으로 제시하는 경우와 간접적인 挾證 내지는 兼證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脇痛에 대해 “왼쪽은 怒火와 死血이며 오른쪽은 痰飮과 七情이다”189)라고 말한

점은 전자의 경우이고 “무른 厥證에 癲證이 되고 卒倒하며 헛것이 보이고 腹脹, 大小便不

通, 嘔吐, 心痛 등이 생기는 것은 모두 痰火鬱氣의 병이다”190)라고 설명한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 양자를 모두 합하면 모든 질환에서 痰을 문제삼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

다. 이것은 ‘단계의 방법’을 모든 잡병 치료에 그대로 적용해가기 때문이다. 요지를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血虛하면 痰火가 左側으로 유주하고 氣虛하면 痰火가 右側으로 유주한다. 급히 

치료하면 낫지만 오래되면 담화가 鬱結하여 치료하기 어렵다. 痰을 치료하기 위해

서는 火를 내려야한다. 아프지 않는 것은 虛症인데 血虛의 경우는 四物湯을 쓴다. 

肥大한 사람은 濕痰이 많기 때문에 附子를 조금 넣어주고 마른 사람은 火가 자주 

동하기 때문에 黃柏을 넣는다. 氣虛한 경우는 四君子湯을 쓴다. 허증이 심하면 遺

尿가 생기고 코골며 자는 사람에게는 人參과 黃芪를 진하게 달여 附子와 生薑汁을 

넣어쓴다. 勞傷한 경우는 補中益氣湯에 가감하고 痰이 성하면 二陳湯에 生薑汁 

竹瀝을 넣고 식사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竹瀝을 荊芥로 바꾼다. 이것이 丹溪의 雜

病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191)

이상은 주진형의 氣血痰鬱論에 근거하여 잡병을 치료해가는 방식이며, 『丹溪心法』의

대표적인 用藥法이다. 이천은 이 같은 방식을 『醫學入門』「雜病」 全篇에 걸쳐 적절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醫學入門』에 배어있는 주진형의 색채는 훨씬 광범위하다.

6. 『醫學入門』의 독창성에 대한 고찰

본고 3장, 4장, 5장에서는 필자는 이천과 단계학파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진

형로부터 시작하는 단계학파는 유순과 왕륜, 우단과 방광 등을 거치면서 이론적으로 풍부

해졌으며, 임상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천이 단계학파의 일

189) 『醫學入門』「雜病分類下․脇痛」" … 左爲怒火與死血 … 右爲痰飮七情居 … "

190) 『醫學入門』「雜病分類下․厥」" … 凡厥證爲癲　爲眴仆　爲妄見 或腹脹　二便不利 或嘔 或心痛　

皆痰火鬱氣病也 … "

191) 『醫學入門』「雜病題綱․風」" … 血虛則痰火流注於左而爲滮 氣虛則痰火流注於右而爲淲 急治則愈

久則痰火鬱結難治. 痛者爲實 先以二陳　省風之類治痰 後以防風通聖散　瀉靑丸之類瀉火 不痛爲虛 血虛

者 四物湯俱薑汁炒過 加竹瀝　薑汁. 肥人濕痰 少加附子行經 瘦人火動 加黃柏 氣虛者 四君子湯 虛甚 遺

尿聲虍睡者 濃煎蔘　挪加附子　薑汁 勞傷者 補中益氣湯加竹瀝 兼治右淲. 痰盛者 二陳湯加薑汁　竹瀝

能食者　換荊瀝 此丹溪雜病通法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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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의 이천만의 독창적인 업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醫學入門』은 명대에 여러 학파의 의학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과정에서 만

들어진 의서이고 또 명대 후반의 저작으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른 시점의

의서이다. 명대의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의학적인 경험을 첨가한 경우도 소홀히 할 수 없

겠지만, 커다란 맥락에서 본다면 송대 이전의 의학적인 성과를 금원대 의학자들이 재해석

하고 명대 의학자들은 그것을 정리해 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천 시대에 이

르러서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醫學入門』을 저술하면서

이천이 접한 의학적인 내용은 이미 病因, 病機, 症狀, 治法, 處方의 여러 분야에서 기본

적인 정리가 끝난 상태라고 해야할 것이다. 앞선 고찰에서도 확인하였다시피 『醫學入

門』은 내용적으로 주진형 의학사상을 중심으로 여러 의학자들의 학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학파의 제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가깝게는 방광의 『丹溪心法附餘』와

도 흡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의학이론을 창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게 정리해 가는 것이며, 동시에 기존의 의학정보를 좀더 효율적

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1. 症狀의 鑑別要點 提示

『醫學入門』이 기존의 의학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중에서 두드러지는 첫 번째는 증상

의 감별요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醫學入門』은 七言絶句 형식으로

되어있다. 각 소제목 아래에 중심 되는 내용을 몇 개의 七言絶句로 정리하였으며, 각 절

구아래에는 상세한 내용이나 치법, 처방, 금기 등의 사항이 있다. [표10, 11, 12]에서는

각 소제목 아래의 몇 개의 七言絶句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칠언절구를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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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내용 분석 증상 내용 분석

雜病提綱 雜病分類

風 中風卒倒分眞似 ●△ 頭眩 頭眩欲倒辨肥瘦 ●△

寒 中寒無汗肢僵仆 △ 頭痛 厥頭痛將內外分 ●

暑 暑熱汗渴審虛實 ●△ 頭風 頭風項强分偏正 ●△

濕 濕氣覺來分內外 ● 面風 面腫虛食熱不食 ●△

燥 燥有內外屬陽明 ●☆ 眼 眼病須先分表裏 ●

火 火因內外分虛實 ● 耳 耳聾虛熱分新久 ●☆

調理脾胃 調理脾胃濕與熱 ☆○◇ 鼻 鼻塞須知問久新 ●

氣 諸氣皆因火作孼 ☆ 口舌唇

口病有熱亦有虛

舌病內外因可詳

唇屬脾家病幾般

○
●
☆

血 諸血先須分各經 ○ 牙齒 牙齒屬腎胃大腸 ○

痰 痰分新久內外邪 ● 痛風 痛風歷節分怯勇 ●

鬱 六鬱仍分痰火積 ○ 痺風 五痺皮脈肌筋骨 ○

積熱 積熱三焦審實虛 ● 斑疹 斑疹屬火有二因 ●

諸虛 諸虛專要辨陰陽 ● 咳嗽 咳嗽須分痰與聲 △○

沈寒痼冷 沈痼大補煖胃脾 ◇ 霍亂 霍亂暑濕乾三種 ○

표 10 『醫學入門』 질환 분석표 1

- 표의 증상은 『醫學入門』의 목차에 의거하여 각 항목의 첫문장을 발췌한 것

- 2개 이상의 칠언절구는 연결되어 있거나 내용이 여러개인 경우임

- 기호설명 : ● (음양적인 기준으로 변별), ○ (변별에 초점을 둔 것), △ (증상의 요점)

☆ (주요원인), ◇ (치료의 요점)

증상 내용 분석 증상 내용 분석

雜病分類 雜病分類

心脾痛 厥心痛先問久新 ● 氣滯
氣滯不行辨久新

濕熱痰積是其因

●
☆○

腹痛 腹痛大小分陰陽 ● 吐血 吐血屬胃審陰陽 ●

瘧 瘧疾先要陰陽定 ● 嘔血 嘔血與吐無大異 ○

痢 痢憑色證分熱寒 ●△ 衄血 衄血熱溢肺與胃 ☆○

痞滿 痞滿先分便易難 ●△ 咳唾咯血 嗽痰帶血本脾經 ☆

泄瀉 五瀉須知溺赤淸 ○ 溺血 溺血純血全不痛 △

呑酸 呑酸吐酸皆濕熱 ☆ 便血 便血須先分內外 ●

黃疸 黃疸須知有濕乾 ● 喘 喘急先分肺實虛 ●

水腫 水腫上下陰陽微 ●
哮 哮促喉中痰作聲 △

惡心 惡心欲吐不得吐 △

鼓脹 鼓脹虛軟實則堅 ●△ 嘈雜 心嘈似饑又煩雜 △

표 11 『醫學入門』 질환 분석표 2

※ 해설은 표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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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내용 분석 증상 내용 분석

赤白濁 赤白濁皆因濕熱 ☆ 噯氣 噯轉食氣名噯氣 기타

腰痛 腰痛新久總腎虛 ●☆ 嘔吐 嘔吐須知爲冷熱 ●

疝氣 疝本濕熱標則寒 ☆△ 呃逆 呃逆分不足有餘 ●

脚氣 脚氣須知有濕乾 ● 噎膈 三焦枯槁成膈噎 ☆

消渴 消渴先明氣血分 ● 關格 關不小便格吐逆 △

燥結 燥結兩字亦有辨 ○ 痓 痓證虛柔實則剛 ●△

脇痛
脇痛本是肝家病

宜分左右審實虛

☆

●
癎 癎有陰陽只是痰 ●☆

夢遺 夢遺之病全屬心 ☆ 驚悸怔忡健忘

驚悸惕惕不自定

如人將捕曰怔忡

又有健忘非質鈍

△

△

△

淋 五淋氣血石膏勞 ○ 咽喉 種種咽喉總是火 ☆

小便不通 小便不通本實熱 ☆ 發熱 發熱原無表裏證 △

小便不禁 小便不禁不自覺 △ 汗 自汗侵侵屬氣虛 ☆

脫肛 脫肛全是氣下陷 △ 痿 諸痿不痛火剋肺 ☆△

傷食 傷食惡食分上下 ● 厥
厥證不獨手足厥

宗筋脾胃合屬孼

△

☆

積聚 五積六聚皆屬脾 ☆ 勞瘵 勞瘵先須辨陰陽 ●

蠱瘴 中蠱害人俗不姸 △ 諸蟲
九忠皆因臟氣弱

濕熱熏蒸痰瘀成

☆

○

표 12 『醫學入門』 질환 분석표 3

※ 해설은 표10참조

표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천의 질병을 이해하는 관점이 증상의 변별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83개의 증상설명 중에서 陰陽개념을 사용하여 이분법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 40개이며(표에서의 ‘●’에 해당하는 항목) 여기에서 이천은 內外, 新

久, 乾濕, 陰陽, 上下, 虛實, 眞邪, 氣血, 寒熱, 表裏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이분법적인

변별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이천이 기본적인 생명현상과 구조를 陰陽的인 입장에서 이

해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음양론적인 인간관이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

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92) 그 밖의 ○(음양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변별에 초점을 둔 것), △(증상의 요점을 기술한 것), ☆(주요원인에 대해 기술한 것),

◇(치료의 요점을 기술한 것) 등도 모두 증상의 속성을 변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즉 『醫學入門』에서 이천이 증상을 기술하면서 가장 중시한 것은 증상의 감별이다. 이

렇게 감별을 중시한 관점은 개개의 증상을 표현하는데 뿐 아니라 이미 전체적인 편제를

192) 『醫學入門』의 陰陽論的 人間觀에 대해서는 졸고 “中國의 『醫學入門』이 韓國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韓國醫史學會誌 13권 1호)”에서 고찰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東醫寶鑑』은 精氣神

(天地人) 三才的觀點에서, 그리고 『醫學入門』은 陰陽의 대대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질병을 이해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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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표13]는 증상과 치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醫學入門』 3권,

4권, 5권의 편제를 정리한 것이며 [표14]는 3,4,5권의 편제를 토대로 『醫學入門』에서

질병을 분류하는 방식을 도표로 만든 것이다.

권수 내용 목차(대) 목차(소)

卷三 傷寒

病機外感(溫暑) 病機19條

病機外感(傷寒) 六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婦人傷寒
內傷 內外傷辨, 內傷辨, 脾胃虛實傳變論

卷四 雜病

雜病提綱
外感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調理脾胃, 氣, 血, 痰, 鬱, 積熱, 諸虛, 沈寒痼冷

雜病分類
外感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調理脾胃, 氣, 血, 痰, 鬱, 積熱, 諸虛, 沈寒痼冷

卷五

婦人 經候, 崩漏, 帶下, 癥瘕, 胎前, 臨産, 産後

小兒 胎毒, 內傷乳食類, 外感, 諸熱, 痘, 麻

外科 腦頸部, 手部, 胸背部, 臀腿部, 足膝部, 遍身部

표 13 『醫學入門』傷寒과 雜病의 질병분류

症狀分類

傷寒 雜病 婦人小兒外科

外感 內傷 外感 內傷 婦人 小兒 外科

溫暑 傷寒

十八劑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婦人傷寒

補益

調理

升散

婦人

小兒

外科

風

寒

暑

濕

燥

火

調理脾胃

氣

血

痰

鬱

虛

痼冷

經候

崩漏

帶下

癥瘕

胎前

臨産

産後

胎毒

內傷乳食類

外感

諸熱

痘

麻

腦頸部

手部

胸背部

臀腿部

足膝部

遍身部

표 14 『醫學入門』의 證狀分類方式

[표14]는 이천이 증상을 분류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변별해 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천은 傷寒이나 雜病이냐를 가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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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傷寒이라면 그 중에서도 外感이냐 內傷이냐를 가린다. 여기서 말하는 內傷은 이고의

內傷을 말한다. 만약 外感이라면 다시 유완소의 寒凉한 치법을 사용할 溫暑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張仲景이 말한 전형적인 傷寒인가를 가려내야 한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傷寒의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正傷寒과 類傷寒, 初證, 雜證 등으로 세밀하게 변별해간다. 또

雜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外感과 內傷을 변별한다. 外感에 속하는 경우라면 다시 風,

寒, 暑, 濕, 燥, 火중에서 어느 부분에 귀속되는 것인가를 가려내며 內傷의 경우에는 氣

血痰鬱虛의 단계학파의 분류방식에 따라 증상을 변별해간다. 婦人小兒外科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婦人病이라면 經候, 崩漏, 帶下, 癥瘕 등의 여성의 특징적인 질환과 胎前, 臨産,

産後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증후군을 변별한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증상의 변별에 들어간

다. 小兒의 경우에는 胎毒과 內傷 外感 및 痘疹, 麻疹의 감별을 우선 한 다음에 구체적인

증상을 변별하며, 外科의 경우에는 부위별 변별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단계

의 변별과정 중에서 이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內傷과 外感의 감별이다.193) 상

한과 잡병의 감별에서 시작하여 다시 內傷과 外感의 감별을 순차적으로 이어가서 궁극적

으로는 질병의 속성이 어디에 귀결되느냐가 이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醫學入門』은 명대에 여러 학파의 의학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과정에서 만

들어진 의서이고 또 명대 후반의 저작으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른 시점의

의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醫學入門』을 저술하면서 이천이 접한 의학적인 내용은 이미

병인, 병기, 증상, 치법, 처방의 여러 분야에서 기본적인 정리가 끝난 상태이다. 특히

『醫學入門』은 내용적으로 주진형 의학사상을 중심으로 여러 의학자들의 학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단계학파의 제자들의 의서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의학적인

흐름에서 이천이 단계학파의 일원으로서 선택한 것은 새로운 의학이론의 창시가 아니라

단계학파가 꾸준히 축적하고 정리해온 기존의 의학정보를 효과적인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천은 『醫學入門』을 통해 기존의 의학정보를 증상의 감별

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자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6.2. 辨證施治의 體系化

전 장에서는 이천이 기존의 의학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으로써 증상

의 감별에 초점을 맞추어 의학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천에게는 傷寒

과 雜病의 감별에서 시작하여 다시 內傷과 外感의 감별을 순차적으로 이어가서 궁극적으

193) 이에 대한 내용은 본고 “3.3. 證狀分類方式에 보이는 朱震亨 學說의 영향”에서 자세히 고찰함.



韓國醫史學會誌 Vol.14 No.2



- 236 -

로는 질병의 속성이 어디에 귀결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천은 그 점을 목차

와 전체적인 편제를 독창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구현하고 있다.

이천이 전체적인 목차와 편제를 통해 증상감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면, 개개의 증상

과 치법, 처방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본 장의

주된 목적이다. 본 장에서는 「腰痛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6.2.1. 기존 의학자들의 分類方式(腰痛門을 중심으로)

『醫學入門』의 기술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학자들의 동일한 질

병194)을 어떤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학사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대에 정부에서 간행된 『太平聖惠方』을 보면 당시의 요통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기준이

‘五種腰痛’195)임을 알 수 있다. 오종요통이란 少陰腰痛, 風痺腰痛, 腎虛腰痛, 旣196)腰通,

寢臥濕地腰痛의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다섯 가지를 설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

세히 알 수 없지만, 隋代 巢元方의 『巢氏諸病源候論』과197) 唐代 孫思邈의 『備急千金

要方』198)에도 위와 같은 오종요통에 대한 설명이 나오므로, 『太平聖惠方』에 나온 오

종요통은 隋唐 이래의 전통적인 요통분류방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송대 이후의

의학자들은 기존의 오종으로 요통을 분류하는 방식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나름의 의학적

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요통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송대 이후 금원대 및 이천

이전의 의학자들의 요통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199)

194) 본고에서는 腰痛을 예로 함

195) 『太平聖惠方』, 간행년도와 출판사는 불명. 현재 경희대학교 소장본. pp1321-1346 (원서는 992

년 송나라 정부가 주도하여 王懷君 등이 간행함. 본서는 紹興 17년(1147)에 간행된 판본을 필사한

‘養安院藏書’(북경소재)를 다시 간행한 것임.)

196) 원래 글자는 ‘旣’자 아래에 육달월변이 붙어있다. 증상설명에서 ‘卒然傷損於腰而致痛也’(太平聖惠方

p1135)라고 하였고 태평성혜방에서는 기요통을 ‘墜墮傷腰’(聖濟總錄 p1481)라고 하였으므로 엉치와

허리를 다쳐서 생긴 이른바 閃挫腰痛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旣+月’자가 ‘臀‘자의 誤記가 아

닐까 의심한다. 이하 ‘旣+月’자는 편의상 ‘旣’자로 표기한다.(단 요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만)

197)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校釋』, p141 " … 凡腰痛病有五 一曰少陰 … 二曰風痺 … 三曰腎虛 …

四曰旣腰 … 五曰寢臥濕地 … “(원서는 610년 隋代 巢元方이 저술함. 본서는 淸代 周學海가 간행한

新刻病源候論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한 것을 底本으로 南京中醫學院에서 校釋한 것임)

19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p374 " … 論曰 凡腰痛有五 一曰少陰 … 二曰風痺 … 三曰腎虛 … 四曰

旣腰 … 五曰取寒眠地 … “(원서는 7세기 중엽에 孫思邈이 저술함. 본서는 日本江戶醫學에서 北宋判에

加句한 것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한 것임)

199) 본고에서는 明代 이후의 의학자의 경우 단계학파 의학자들의 醫書만을 나열하였다. 그 이유는 前章

에서 이미 이천이 주진형의 계통을 잇는 의학자임을 밝혔고 本章에서는 이천이 기존의 단계학파들과

어떤 차이점을 두는지에 대한 고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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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구분 의서 내용

宋代
三因極一病證

方論

外因腰痛 (六經腰痛), 內因腰痛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
不內不外因腰痛 (腎着, 汗出冷濕, 墜地惡血, 房勞竭精)

金代 儒門事親 足太陽經 燥形、 足太陽經 寒形

金元代 東垣試效方 寒濕(陽氣不足)、 腎熱(陰氣不足)、 六經腰痛、 閃挫、 血凝

元代 丹溪心法 濕熱, 腎虛, 瘀血, 閃挫, 痰積

元代 世醫得效方
風傷腎腰痛、 寒傷腎腰痛、 濕傷腎經腰重冷痛、 體虛傷冷腰痛、 氣滯腰痛、閃挫腰痛、
腎虛腰疼、 房勞傷腎腰痛、 老人虛弱腎氣虛損腰痛、 冷氣流注腰疼、 打撲腰痛、 腰臀痛

明代* 玉機微義
六經腰痛, 陰陽氣不足腰痛, 宜補腰痛, 宜刺腰痛, 宜下腰痛
/ 風, 風濕, 風寒濕, 濕熱, 攻下, 理氣, 理血, 通關節, 補

明代 雜病治例 氣虛, 血虛, 腎虛, 風, 濕, 熱, 瘀, 血, 寒, 氣滯

明代 醫學正傳 六經腰痛 / 腎着, 閃挫, 瘀血, 風寒, 濕痰

明代 丹溪心法附餘 濕熱, 腎虛, 瘀血, 閃挫, 痰積

표 15 『醫學入門』이전 의학자들의 腰痛의 분류방식

* 명대이후의 의서는 단계학파 의학자의 의서만 나열하였음

[표15]에서처럼 송대 이후의 의학자들은 기존의 오종요통의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나

름의 의학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요통을 분류하고 치법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송대의

陳言은 그의 三因說에 입각해서 요통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고는 陽氣不足과 陰氣不足의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또 주진형은 그의 痰鬱理論에 입각해서 濕痰과 痰積을 주된 원인으

로 삼아 요통을 설명하고 있는 등, 의학자별로 요통을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

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요통을 腎藏의 기능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으며, 風寒濕에

의한 外感腰痛과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氣血의 질서가 어그러져서 생기는 內傷腰痛이

있으며, 타박으로 인한 閃挫腰痛으로 구분해 가는 방식은 대략 일치한다.

의학사적으로 송대에서 금원대로 넘어가는 과정은 기존의 의학적인 성과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송대 정부에서 『太平聖惠方』이나 『聖濟總錄』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의학기

술을 집적하였지만, 무분별한 처방의 나열은 오히려 약물의 남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

게 되었다. 금원대 의학자들의 의학이론연구는 그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

으며, 이 과정에서 부득이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金元四大家로 대표되는 의학의 분파

는 명대로 넘어오면서 각 학파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표15]의 요통

에 대한 여러학자들의 견해만 하더라도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명대초기의 유순, 왕륜 등은 금원대 의학자들의 요통의 설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중

간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명대 후반인 16세기의 우단, 방광등의 요통에 대한 설명은 종

합과 체계화의 과정이 성숙단계에 이른 것이다. 『醫學入門』의 요통에 대한 내용은 『丹

溪心法附餘』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丹溪心法附餘』가 금원대이후의 의학자들의

임상경험을 주진형의 학설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처럼, 『醫學入門』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지 『丹溪心法附餘』에서는 주진형의 요통분류방식을 원형대로 이어오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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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은 內傷과 外感의 변별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의 의학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바꾼 것

이며 방광의 요통설명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6.2.2. 李梴 分類方式의 特徵(腰痛門을 중심으로)

이천의 증상분류에 의하면 요통은 傷寒과 雜病 중에서 잡병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에서도 外感에 속하는 것이다. 外感의 분류는 風寒暑濕燥火로 다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도 濕類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천이 요통의 주된 특징을 外感의 습사로 규정한 것은 『丹

溪心法』의 영향이다. 『丹溪心法』은 요통을 濕熱, 腎虛, 瘀血, 閃挫, 痰積로 분류하고

있고200), 『醫學入門』의 잡병내용은 『丹溪心法』과 『丹溪心法附餘』의 계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濕邪를 요통의 특징으로 삼은 것은 주진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천은

주진형의 영향을 받아 요통을 잡병중에서도 外感의 濕類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外感의 風寒이나 정서적인 자극 또는 타박상, 방로상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이천은 이에 관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표16]

번호* 칠언절구* 주요내용

1 腰痛新久總腎虛
新痛은 外感으로 久痛은 內傷으로 보아 치료한다. 허리는 腎에 속해 있으며 腎이 허

해진 다음에 邪氣가 들어와 병이 되는 것이다.

2 外感暴痛寒背拘
傷寒으로 허리에 暴痛이 오는 경우는 傷寒의 六經辨證法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感冒로 인해 생기는 腰痛은 寒邪로 인한 것이다.

3 濕痛重著熱煩躁

濕地에 오래 있거나 하면 濕邪로 인해 허리가 무겁고 아프다. 濕邪에 熱을 끼고 腰痛
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長夏의 暑濕으로 인한 外感과 膏梁厚味로 濕熱이 쌓여서

생기는 內傷으로 나뉜다.

4 風牽擱膝强難舒
風邪가 腎을 상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風熱, 풍虛, 風寒濕挾雜인지를

가려야한다.

5 內傷失志腰膨脹 정신적인 원인으로 心血이 돌지 못하면 筋肉을 영양하지 못해서 생기는 腰痛이 있다.

6 憂怒腹脇痛相須
생각이 많아 脾를 상하여 胃氣가 돌지 못해도 腰痛이 되고, 화를 많이 내면 肝病이 들

어 宗筋을 영양하지 못해도 요통이 생긴다.

7 痰連背脇積難仰 濕痰과 食積에 濕熱이 합쳐져서 經絡을 流注하기 때문에 腰痛이 생긴다.

8 閃剉瘀逆夜偏呼 打撲 등으로 血瘀가 생겨 요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

9 作勞血脈難周養 勞役이 심하거나 勞心하여도 요통이 된다,.

10 房慾悠悠或軟如 房勞가 심하면 精血不足, 陽氣不足의 두 방면의 腰痛이 생긴다.

표 16 『醫學入門』 요통의 내용정리

* 『醫學入門』의 내용은 칠언절구로 된 대문과 그 아래 주문으로 되어 있다. 요통은 총 10개의 대문이 있으며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것이다.

200) 『丹溪心法』上揭書, pp330-335



李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硏究



- 239 -

[표16]의 1번에서 증상의 新痛, 久痛에 따라 구분한 것은, 邪氣를 몰아내는데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체내의 氣血을 조절하는데 치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

다. 2,3,4번의 내용은 外感의 寒邪, 濕邪, 風邪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5,6번은 정신적인 자극에 의해 생기는 요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8번은 타박에

의한 요통이다. 그리고 7번의 痰積에 관한 내용은 주진형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10번의

房勞傷에 의한 요통은 전통적인 腎虛腰痛에 관한 내용이다. 이상의 「腰痛門」에 나온 내

용은 주진형의 『丹溪心法』, 유순의 『玉機微義』, 방광의 『丹溪心法附餘』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천의 요통에 대한 견해는 금원대 의학자들의 의학이론을 체계화하려는 명대의 여타

의학자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이천은 주진형 계통을 이은 의학자로서 주진

형과 그의 제자들의 견해에 입각하여 요통을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천이 여타의 의학자

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는 각 七言絶句의 아래

注文의 내용을 처방활용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천이 기존의 의학적인 경험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번호* 대분류 소분류 처방분류기준 치법 및 처방

2**

傷寒腰痛 傷寒篇 參照

感冒 寒傷腎

基本症狀 五積散 加 杜冲 吳茱萸 桃仁

痛甚 五積散 加 黑牽牛

肢厥 古姜附湯

連肩背者 通氣防風湯/ 摩腰丹/ 屈伸導法

3 濕着

濕傷腎

基本症狀 腎著湯 加 附子

停水, 沈重, 小便不利 五苓散/ 滲濕湯

腰重痛 單角茴散

久不已 單牛膝酒浸服/ 靑娥丸 加 萆薢

濕兼熱

實者 二妙丸

虛者 七味蒼栢散

尿赤 五苓散/ 淸燥湯/ 健步丸

諸藥不效 加 甘遂 牽牛

其他 甘遂末和猪腰子

4 風傷腎

風熱
基本症狀 敗毒散 加 杜冲

二便閉者 甘豆湯 加 續斷 天麻

풍虛 基本症狀 小續命湯 加 桃仁/ 烏藥順氣散 加 五加皮

風挾寒濕 基本症狀 五積交加散 / 羌活勝濕湯 / 加味龍虎散/ 單葳仙末

5 內傷失志1
心血不旺

(傷心)

基本症狀 七氣湯 倍 茯苓 加 沈香 乳香

虛者 心腎俱補 - 人參養榮湯 加 杜冲 牛膝

표 17 『醫學入門』 요통증상분류와 처방법 1

* 번호는 표16의 번호를 따른 것임

**1번의 내용은 요통의 감별요점과 대강을 설명한 것으로 표의 취지에 맞지 않아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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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분류 소분류 처방분류기준 치법 및 처방

6 內傷失志2

傷脾
基本症狀 沈香降氣湯 / 木香均氣散

飮食難化 異香散

傷肝 基本症狀 聚香飮子 / 調肝散

七情挾外感
表證 人蔘順氣散 / 烏藥順氣散 / 枳甘散 加 葱白

通用方 七香丸 / 靑木香丸 / 立安丸

7 痰涎

濕痰

基本症狀 二陳湯 加南星 蒼朮 黃柏

風證 二陳湯 加 麻黃 防風 羌活

寒證 二陳湯 加 乾薑 附子 桂枝, 控涎丹

大便泄 龜樗丸

食積+醉入房

基本症狀 四物二陳湯 加 麥芽 神麯 葛花 砂仁 杜冲 黃柏 官桂 枳殼 桔梗

痛甚 速效散

積聚者 加味龍虎散

濕熱 七味蒼栢散 / 淸燥湯

8 閃挫 血瘀

實者 桃仁承氣湯 / 大黃生薑等分水浸服

久者 補陰丸 加 桃仁 紅花 / 五積散 去 麻黃 加 茴香 木香 檳榔

連脇痛者 復元通聖散 加 木香

9 勞役
勞力

基本症狀
黃芪健中湯 加 當歸 杜冲 / 大補陰丸 /

四物湯 加 知母 黃柏 五味子 杜冲

熱者 獨活湯

勞心 夢授天王補心丹 / 杜冲

10 房勞 傷腎

精血不足 杜冲丸 / 補陰丸

陽虛
九味安神丸 加 杜冲 鹿茸, 百倍丸 /

八味丸 加 鹿茸 木瓜 當歸 續斷 / 畏腎丸 / 豬腎酒

표 18 『醫學入門』 요통증상분류와 처방법 2

* 번호는 표16의 번호를 따른 것임

이상의 [표17]과 [표18]에서에서 ‘처방분류기준’과 ‘치법 및 처방’에 나오는 모든 내용

은 기존의 의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이미 언급된 사항이며 의학계에서 꾸준히

쌓아온 임상경험의 축적이다. 여기에서 『醫學入門』의 독창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 그러한 임상경험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재배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천은 腰痛을

이미 傷寒과 雜病 중에서 잡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귀속시키고 다시 잡병 중에서도 外

感에 속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요통의 구체적인 증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傷寒․雜病, 內傷․外感의 변별법을 사용하여 증상을 분류하고 있다. [표17,18]의 2번의

경우는 요통에서 상한과 잡병을 가려내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이하 3번 4번은 外感의

경우를 단계적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5～10번은 內傷에서 생기는 요통을 세밀하게 분별

하고 있다.

이천의 기존의학정보의 재배열의 특징은 증상의 속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17,18]의 3번은 外感 중에서도 濕邪로 인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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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요통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전형적인 濕邪에 의한 요통과 濕邪에 熱邪를 겸

한 요통을 설명하고 있다. 전형적인 濕邪에 의한 요통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濕着腰痛의

증상 외에 常見하는 兼證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濕邪에 熱邪를 겸하는 경우는 虛實의

구분을 다시 두었고 상견하는 증상과 기타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의 귀결점

으로 처방과 치법을 기술하고 있다.

『醫學入門』에 나와 있는 총 2200여개의 처방은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상의 귀

결점과 함께 수록되어있으며, 旣成處方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양한 가감법으로

써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요통의 증상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세분해 가는 방식은 기존의

단계학파 의학자들의 의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즉 [표17,18]의 ‘처방분류기준’과 ‘치법 및

처방’은 기존의 의서들에 산재해 있는 것이지만 ‘대분류’, ‘소분류’는 이천의 독창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천은 ‘대분류’, ‘소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존

의 처방과 의학기술을 재배열함으로써, 증상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변별하고 그에 맞는

처방과 치료법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오랜 세월 축적해온 의학기술을 활용하기 쉽

게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천은 자신이 『醫學入門』을 저술하게 된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의학사적으로는 기존의 단계학파들이 정리한 의학적인 내용을

보다 편리하고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7. 『醫學入門』의 의학사적 의의

본고의 여러 고찰을 토대로 『醫學入門』의 의학사적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醫學入門』은 16세기 말엽에 저술된 의서로서 이 당시의 중국의학계는 12-14세기의

의학분파의 난립이 점차 일관된 체계로 정형화되어 가는 시기이며 『醫學入門』은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의서이다. 즉 『醫學入門』에 대한 의학사적인 의의를 찾기 위해

서는 중국의학계에서 금원시대 의학의 분파가 성립하게 된 배경과 분파의 갈등이 해결되

어 가는 연속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979년에 조광윤은 五代十國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의 새로운 통일왕조인 宋을 건국하

였다. 송정부가 들어선 다음 의학 분야에서 시행한 사업은 醫書의 校訂刊行과 處方의 收

集이었다. 당시 조판인쇄술의 발달과 제지기술의 향상은 서적의 대량출간을 가능하게 하

였고 송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저명한 의서들을 수집하여 교정한 다음 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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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국적으로 유포시켰고,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처방을 수집하여 『太平聖惠方』

(992년)이라는 대규모의 방서를 제작하였으며, 이후 政和年間(1111-1117년)에 다시

『聖濟總錄』을 간행하였다. 『太平聖惠方』의 경우는 실린 처방의 개수는 무려 16,000

여개이며 성제총록은 이보다 많은 20,000여개이다. 『黃帝內經』이나 『傷寒論』 『難

經』, 『脈經』, 『千金要方』 등의 의서의 전국적인 유포로 識者들의 의학수준이 향상되

고, 또 전국적인 처방의 수집으로 많은 치료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당시 중국의 의학

기술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 법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 점은 뒤이어 금원시

대에 활동한 의학자들이 기존의 의학조류를 하나같이 비판한데서도 당시의 의학이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무분별한 처방의 나열은 약물의

남용을 초래하였고, 특히 임상적인 가치가 뛰어난 처방 수백 개를 선별하여 王室專用處方

集으로 제작한 『太平惠民和劑局方』은 당시 의료인들에게 ‘무슨 증상에 무슨 탕’이라는

對症위주의 치료법을 확산시키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송대 정부에서 국가의 주도아래 역대의 저명한 의서를 널리 보급시켰고, 또 유명한 처

방을 한곳에 모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에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못하

고, 오히려 약물의 남용과 의학기술의 퇴보를 초래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학이

론과 처방기술을 한데 엮어내지 못한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으며, 12-14세기의 金元

四大家로 대표되는 여러 의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의학계의 난맥상을 극복

해갔다고 볼 수 있다.

12세기에 활동한 유완소는 ‘火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과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

였으며, 금원사대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장원소는 ‘五臟辨證’이라는 측면에서 이론과 임상

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유완소의 계통을 이은 장종정은 『內經』과 『傷寒論』에 나와 있

는 汗吐下治法의 임상적인 가치를 높였고, 장원소에게 사사받은 이고는 ‘內傷脾胃’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치료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금원사대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진형은 14세기 초에 활동한 의학자로 원래 유완소의 계통을 이은 의학자이

면서도 이고의 內傷脾胃에 대한 의론을 받아들여 한의학의 잡병치료에 대해 전기를 마련

하였다. 이처럼 금원시대의 의학자들이 추구한 방향은 의학계의 혼란을 나름대로의 기준

과 체계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명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들의 의학적인 성과를 하나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점차 일

어난다. 특히 주진형의 계통을 이은 의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노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유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순은 주진형의 제자인 劉橘泉의 아들로서 주진형

에게서 직접 사사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醫經小學』과 『玉機微義』에서 『黃帝內

經』과 『傷寒論』 『金匱要略』 등의 漢代의 의서와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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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의서 및 위역림, 유완소, 장종정, 이고의 의학이론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기존의 의학을 주진형의 의학사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다. 유순은 비록 기존의 의학자들의 의론을 완전한 하나의 체계로 엮어내지는 못하였지

만, 주진형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의학의 방향이 어떤 것이었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계학파인 왕륜은 『明醫雜著』에서 “外感은 중경을 본받고, 內傷은 동원을

본받으며, 열병은 하간을 본받고, 잡병은 단계를 본받는다.”라고 밝힘으로써 주진형의 입

장에서 금원사대가의 의학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16세기에 들어서는 주진

형과 동향사람이면서, 단계학파인 우단이 『醫學正傳』을 지어 좀더 정돈된 모습으로 금

원대의 의학성과를 총괄하였으며, 16세기 중엽에 방광은 『丹溪心法附餘』를 지어 『丹

溪心法』 이후의 단계학파들의 의학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단계학파의 이와 같은 노력 외에도 명대에는 설기, 손일규, 조헌가, 장개빈 등이 주진

형의 의학이론과 치법에 이의를 제기하여, ‘溫補’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학체계를 구성하

기도 하였다. 후대 의사학자들은 명대의 이러한 흐름을 溫補學派와 단계학파와의 논쟁이

라고 묘사하였다. 이 양자간의 갈등은 치료의 원칙을 ‘溫補’로 할 것인가 ‘降火’로 할 것인

가의 문제로 집약되면서 치열해졌지만, 상호간의 공박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이 공유되고,

또 조금씩 교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의학의 내용은 좀더 정밀해지고 체계화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동서고금의 모든 학파의 대립양상이 그러하듯이, 궁극적으로는

이 양자간의 대립은 금원대의 다양한 학설이 하나로 융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명대의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금원시대의 다양한 학설을 하나의 체계로 엮

어가는 과정이며, 학파별로 어느 의학자의 학설을 중심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부득이 대

립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천은 계통상 단계학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醫學入

門』에는 단계학파가 주진형의 의학이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집적해온 의학이론과 기술들

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醫學入門』은 명대에 여러 학파의 의학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과정에서 만

들어진 의서이고 또 명대 후반의 저작으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른 시점의

의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醫學入門』을 저술하면서 이천이 접한 의학적인 내용은 이미

病因, 病機, 證狀, 治法, 處方의 여러 분야에서 기본적인 정리가 끝난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의학이론을 창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게 정리해 가는 것이며, 동시에 기존의 의학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천은 이에 대해 證狀과 治法에 관한

여러 의학적인 내용을 雜病과 傷寒, 內傷과 外感으로 변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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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존의 의학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표19]

組版技術의 發達

宋政府의 醫療政策
→ 處方收集 醫書刊行

宋代醫學의 集大成

藥物濫用 等

亂局招來
→ ← 儒醫의 活動

# 金元時代 醫學의 分派形成

劉完素

李杲

明代

醫學分派의

整理科程

朱震亨

→ 劉純

虞摶, 方廣

李梴 (醫學入門)
←

단계학파 의학을
傷寒雜病, 內傷外感의

관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임상활용도를 높임

표 19 『醫學入門』의 의학사적 계보도

# 이하의 그림은 주진형의 계보만을 기재하였음.

『醫學入門』이 이처럼 금원시대 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또 정리한 결과를 임

상에 쉽고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에 불구하고, 중국의학계에서는 이

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였다. 淸朝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의학계가 溫病學의 연구에 치중

한 것도 그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청대의 의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금원시대 및 명대의

의학적인 성과를 부정한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청대에 名醫로

이름을 떨친 徐大椿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그러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唐宋 이래로 儒學者들이 의학을 진흥시키지 않고 下業으로 여겨 천시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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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못 전수되는 바가 끊겨 지극한 이치가 없어지고 좋은 기술도 사라지게 되었

다. 이에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회복되지 못하게 되었다. (『醫學源流

論』「自敍」) …장원소나 이동원 같은 무리들은 …(『醫學源流論』「病隨國運

論」)  …명나라 사람들은 四大家를 일러 장중경, 유하간, 이동원, 주단계를 말한

다. 이 네 사람을 두고 千古의 의학의 宗主라고 하지만 이는 진실로 무지한 망언이

다. 張仲景 선생이야 醫學을 집대성한 聖人이기 때문에 儒學者들이 孔子를 종주

로 삼는 것에 비길 수 있겠지만, 하간과 동원은 일개 편협한 의학자들일 뿐이고, 단

계는 제가의 학설을 종합하고 취사하여 의학을 쉽게 공부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 이를 일러 세속에서는 名醫라고 하지만, 河澗, 東垣, 丹溪는 仲景의 만에 하

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醫學源流論』「四大家論」)201)  

이천의 『醫學入門』에는 金元四大家의 의학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천

자신도 金元四大家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徐大椿의 평가는 오

히려 金元時代와 明代를 거치는 동안 의학의 이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천의 의학사상이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중국의학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한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醫學入門』이 가지는 의

의는 중국에서의 그것과는 자못 다르다. 『東醫寶鑑』에서 이미 『醫學入門』의 의학적인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에 조선에서 출간된 『及幼方』이나, 『方藥合編』

등에서 다수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831년에는 의사고시과목으로 채택되게 되면

서 한국의 의학자들에게 있어서 『醫學入門』은 『東醫寶鑑』과 함께 중요한 의서로 자리

매김 하였다. 『東醫寶鑑』이 조선의 의사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1600년대 이후에는 의

학이론은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실제 임상은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하는

풍토가 정착하게 되었을202) 정도로 『醫學入門』은 한국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8. 맺음말

필자는 『醫學入門』을 통해 이천의 의학사상의 특징 및 학술계통에 대해 고찰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01) 徐大椿, 『醫學源流論』,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本, 華夏出版社 (원서는 1757년에 徐大椿이 저술하

였으며, 본서는 1757년에 간행된 半松齋刻本을 저본으로 화하출판사에서 점교하여 간행한 것임.)

p887 「自敍」, p906 「病隨國運論」, p917「四大家論」

202) 金永勳 著, 李鍾馨 編, 晴崗醫鑑, 성보사, pp47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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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의 醫史學 연구자들은 이천 의학사상의 계통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필자는 본고의 고찰을 통해 이천은 주진형의 계통을 잇고 있는 의학자임을 『醫學入門』

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明代에 활동했던 의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금원시대 의학성과를 계승하는 흐름

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금원시대 의학자들중에서 누구의 학설을 근간으로 할것인

가에 따라 丹溪學派와 溫補學派로 크게 대별된다. 그리고 단계학파와 온보학파는 

朱震亨의 의학사적 위상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천은 『醫學入門』

에서 『黃帝內經』과 張仲景, 劉完素, 李杲, 朱震亨을 하나의 계보로 이해하고 

있으며, 주진형에 대해서는 특히 諸家의 醫論을 集大成한 의학자로 평가하고 있

다. 이러한 주장은 주진형 단계학파 의학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며, 동시대의 

온보학파 의학자들의 견해와는 다르고 또 청대 학자들의 견해와도 상반된다.

2. 이천은 保養論을 전개하면서, 朱震亨의 「陽有餘陰不足論」과 「筎淡論」

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保養과 관련된 의학적인 내용을 養心이라는 儒學者的

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는 朱震亨이 儒學의 收心, 養心, 正心의 입장에서 

『黃帝內經』의 恬憺虛無, 精神內守의 논의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이천은 『醫學入門』을 저술하면서, 제가의 의서를 두루 참고하였는데, 그 

중에서 단계학파 의학자들의 의서는 수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다른 계파의 의

서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고, 本草의 분류와 雜病의 분류방식 및 내용은 方廣의 

『丹溪心法附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4. 이천의 中風論은 단계학파의 분류방법인 眞中風,類中風의 변별법을 사용하

고 있고, 劉完素와 李杲의 중풍론인 主火論, 主氣論을 朱震亨의 主濕論을 근간

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로 엮어내고 있다. 

5. 이천의 痰鬱論은 단계학파의 痰鬱論을 계승한 것인데, 『醫學入門』에는 주

진형이 제창할 당시 초기 痰鬱論이 아닌 劉純, 王綸, 方廣 등의 단계학파 의학자

들이 좀더 체계화하고 응용의 범위를 확대시킨 보다 완성된 형태의 痰鬱論이 실려

있다. 그리고 『醫學入門』에는 全篇에 걸쳐 朱震亨의 氣血痰鬱論에 입각한 치

법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醫學入門』은 명대에 여러 학파의 의학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과정에

서 만들어진 의서이다. 이천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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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세밀하게 정리해 가는 것

이며, 동시에 기존의 의학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천은 이에 대해 雜病과 傷寒, 內傷과 外感으로 변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기

준에 의거하여 기존의 의학정보를 재배치하였다. 또 개개의 증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증상의 鑑別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임상적인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醫學入門』에는 명대에 단계학파 의학자들이 주진형의 의학이론을 중심

으로 제가의 학설을 포용하면서 발전시킨 의학적인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있다. 그리고

이천은 『醫學入門』을 통해 기존의 단계학파들이 꾸준히 집적해온 임상경험을 傷寒과 雜

病, 內傷과 外感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분류하였고, 증상의 鑑別要點을 제시함으로써, 단

계학파 의학의 임상활용도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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