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7 -

『東醫寶鑑』에 보이는 丹溪痰飮論의

醫史學的 考察1)

蘇 鎭伯2)

A medical historical study of Dan-kyei’s

congestion theory mentioned in

『DongEuiBoGam』

Soh, Jin-Baik

By studing the congestion theory of Choo Dan-kyei mentioned in

『DongEuiBoGam』, I have reached following conclusions.

1. Dan-kyei’s congestion theory influenced greatly on 『DongEuiBoGam』. The

congestion theory of 『DongEuiBoGam』 is built up with several theories

centering round on Dan-kyei’s theory and Huh-Jun's own opinion in addition.

2. Dan-kyei’s congestion theory has given theoretical foundation to the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of congestion reported in 『DongEuiBoGam』

-Congestion Chapter.

3. Dan-kyei’s congestion theory offers many examples of symptoms reported in

『DongEuiBoGam』-Congestion Chapter. It's shown well through outer symptoms,

several congestion disease, congestion mass, and “congestion never sudden death”,

etc.

4. Dan-kyei’s congestion theory has influenced greatly on treatment of congestion

reported in 『DongEuiBoGam』-Congestion Chapter, and it’s well shown through

spewing method, grand method in congestion treatment and common medicine of

1)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位論文

2)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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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stion, etc.

5. Dan-kyei’s congestion theory offers variety of treating methods to symptoms

caused by congestion reported in 『DongEuiBoGam』. It’s shown variously

through upper stomachache, stomachache, back pain, side pain, “San”, joint pain,

Summer disease, internal injury, cough and morning sickness, etc..

6. Dan-kyei’s congestion theory has factors that could be operated to common

diseases of mordern people. They can be classified as food congestion, alcohol

congestion, obstruction congestion and Qi congestion, and they are clinically very

efficient.



Ⅰ. 序論

『東醫寶鑑』3)은 조선 중기(1610년)에 완성된 한국의 韓醫學을 대표하는 종합의서이

다. 이 책은 이전까지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간행되었던 의학서적들을 한국

인의 체질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의서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질병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법 등은 당시까지 나온 醫書들과 차별되는 특징을 반영해주고

있다. 특히 목차의 순서를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篇, 鍼灸篇 등 다섯 개의 篇으

로 구성하고 그 내용에 있어 內景篇에서 身形, 精, 氣, 神 등 인체의 기본 요소를 중

심으로 1권을 구성하고,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飮 등 인체의 내부의 상태를 외부

로 표출해내는 看病要素를 다음에 나열하고 있다는 점은 독특하다. 특별히 痰飮이 이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東醫寶鑑』의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일반적으로 痰飮은 질병의 원인으로 취급되므로 雜病篇에 들어가는 것이 더 타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을 법하지만, 許浚은 과감히 內景篇 卷二에 집어넣어

인체의 내부의 상태를 외부로 표출해내는 看病要素로 보아 痰飮의 발생기전, 형상, 질

병양태, 분류, 치법, 처방 등을 논하고 있다.

3) 『東醫寶鑑』의 판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저본으로 삼은 판본은 1814년에 간행된 完營重刊

版으로 이를 南山堂에서 1966년에 影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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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제는 『東醫寶鑑』에 보이는 痰飮이다. 특별히 朱丹溪4)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朱丹溪의 病因論으로서의 痰飮論이 『東醫寶鑑』의 病因論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元나라가 망하고 明나라가 중국의 중원을 지배

하여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달라진 이후 조선 초기부터 『東醫寶鑑』이 나온 시기까지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이어져온 흐름이었다.

『東醫寶鑑』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병들 중에서 痰飮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많

은데,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많은 부분이 痰飮이 원인인 경우가 많

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높은 비중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痰飮이 어떻게

『東醫寶鑑』에서 표출되고 있는지를 丹溪의 痰飮論이 이 책에 수용되어 응용되는 과

정에 중점을 두어 논술하고자 한다.

『東醫寶鑑』과 관련된 유사논문은 몇 가지가 있지만, 『東醫寶鑑』의 痰飮論을 丹

溪의 학설의 수용과정과 연결시켜 논한 논문은 아직까지 없다. 기존의 『東醫寶鑑』

에 관한 연구는 許浚의 생애나 그의 업적을 중심으로 행하여 진 것이 대다수이며,

『東醫寶鑑』의 내용분석 및 의학적인 내용과 연계된 것은 드물다. 또한, 朱丹溪에 대

한 연구도 그의 대표저작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그의 疾病觀 및 病

因으로서의 痰飮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5)

4) 朱震亨을 말함. 朱震亨(1281～1358)은 元나라의 저명한 醫家이다. 字는 彦修이고,

丹溪라고도 부른다. 婺州義烏(지금의 浙江省 義烏)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四書五

經과 程朱理學을 학습하였고, 30세 이후에 비로소 의학을 배웠다. 그는 江蘇, 浙江,

安徽 등을 돌아다니면 名醫를 탐방하였는데, 후에 羅知悌로부터 의학을 배웠다. 『內

經』등 古醫書를 깊이 연구하였고, 학술상으로 劉完素, 李杲 등의 영향을 비교적 많

이 받았다. 劉完素의 火熱學說을 더욱 발전시켜, “陽有餘陰不足”論을 제창하였다.

『內經』에 근거하여 相火의 常變을 논증하였는데, 인체는 相火에 의해 臟腑를 溫養

하고 기능활동을 推動하나, 相火는 妄動하기 쉬운 바, 일단 相火가 망동하면 經血을

耗傷하여 병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양생의 측면에서는 식욕, 색욕을 절제하

여 陰分을 保養할 것을 주장하였다. 임상에서 滋陰降火를 주장하여, 滋陰降火藥을 善

用하였으므로, 후세에 그 學術派를 養陰派라고 칭하였다. 그가 創用한 越鞠丸, 大補

陰丸 등은 지금도 상용하는 방제이다. 임상에서 用藥이 능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당시 일부 의사들이 辨證을 소홀히 여겨 기계적으로 『和劑局方』을 쓰고 辛

燥藥을 남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格致餘論』,『丹溪心法』,『局方發揮』,『本草衍

義補遺』등 서적들을 저술하였다. 그의 학설은 중국에서 추숭되었을 뿐 아니라 韓國,

日本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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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丹溪의 痰飮論이 『東醫寶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먼저 丹溪痰飮論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후에 『東醫寶鑑』

의 痰飮論이라는 제목 하에 『東醫寶鑑』에서 논하고 있는 痰飮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 다음으로 『東醫寶鑑』에 미친 丹溪痰飮論의 영향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丹

溪痰飮論의 현대적 운용에 대하여 논의하여 현대에 丹溪痰飮論을 운용할 것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Ⅱ. 丹溪痰飮論의 성립과 발전과정

丹溪의 痰飮論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면 『黃帝內經』, 『金匱要略』 등 한의학의 초기 저작에까지 이른다. 이를 시대적으

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秦漢時代는 痰飮論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痰飮病의 病因, 分類,

證狀, 診斷과 治療原則뿐 아니라 약물에 대한 기록이 이 시기에 나온 『素問』, 『金

匱要略』 등에 보이기 시작한다. 『素問․至眞要大論』의 “太陰이 在泉하게 되면 濕

의 사기가 많아져서 백성들이 飮이 쌓여 心痛을 앓게 된다.”6), “飮이 가운데에서 發하

면 上部가 붓는다.”7), 『素問․六元正紀大論』의 “飮이 쌓이면 膈膜을 막는다.”8), “土

鬱이 發하면 백성들이 飮이 下部에서 濕을 發하게 하는 병을 앓게 된다.”9), 『素問․

5) 『東醫寶鑑』 관련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許津, 許浚의 生涯와 東醫寶鑑에 대한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

權學澈, 東醫寶鑑을 通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關한 考察,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2.

許程, 東醫寶鑑의 保健史的 硏究, 龜岩學報 2호, 1992.

孫弘烈, 東醫寶鑑 編纂의 歷史的 背景, 구암학보 1호, 1991.

許津, 東醫寶鑑의 辨證에 관한 硏究,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9.

梁榮埈,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6) 太陰在泉 濕淫所勝 民病積飮心痛. 『素問․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7) 飮發於中 腫於上. 『素問․至眞要大論篇 第七十四』

8) 積飮否膈. 『素問․六元正紀大論篇 第七十一』



『東醫寶鑑』에 보이는 丹溪痰飮論의 醫史學的 考察



- 151 -

氣交變大論』의 “歲運이 土太過年이면 腎水가 邪氣를 받아 …… 심하면 飮이 나타나

고 먹는 것이 줄고 속이 그득해진다.”10) 등의 문장은 후세 痰飮學說의 발전에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金匱要略』의 「痰飮咳嗽病脈證治」에서는 痰飮의 形을 나누어 치

료를 논하였는데, 이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는 痰飮을 발병부위에 따

라 痰飮, 溢飮, 懸飮, 支飮 등으로 분류를 하고, 병의 新久에 따라 留飮과 伏飮으로 분

류하고 있다. 또한 張仲景은 水와 飮을 같은 類로 보고 水를 飮의 범주에 넣고 이론

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후세의 醫家들이 痰飮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때 논

거로 삼았다. 특히, 劉河間, 王隱君, 張子和 등은 이를 바탕으로 三花神祐丸11), 導水

丸12), 禹功散13), 礞石滾痰丸14) 등의 처방을 만들어 냈다. 『金匱要略』에서 張仲景이

논하고 있는 痰飮病은 廣義와 狹義로 나눌 수 있다. 廣義의 痰飮은 그가 언급하고 있

는 모든 飮病의 총칭이며, 狹義의 痰飮은 그가 언급하고 있는 飮病들 가운데 痰飮 하

나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張仲景이 언급한 痰飮에 대한 논의는, 그가

비록 『內經』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飮에 대해서는 상세하나 痰에 대해

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隋唐時代는 痰飮과 관련하여, 옛 법을 유지해 나가면서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辨證論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게 된 시기이다.

『千金翼方』에서는 痰飮을 留飮, 澼飮, 淡飮, 流飮, 溢飮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巢元方의『諸病源候論』에서는 仲景의 四飮에 留飮, 流飮, 癖飮 등을 더하여 7종의 痰

飮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飮證 24候를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9) 土鬱之發 民病飮發濕下. 『素問․六元正紀大論篇 第七十一』

10) 歲土太過 腎水受邪 …… 甚則飮發 食減中滿. 『素問․氣交變大論篇 第六十九』

11) 治一切水濕腫滿 黑丑頭末二兩 大黃一兩 芫花 甘遂 大戟 各五錢 輕粉一錢 右末水

丸小豆大 初服五丸 每服加五丸 以溫水下. 처방인용은 『東醫寶鑑』위의 책. p. 357

12) 治一切濕熱鬱滯 能宣通氣血 黑丑頭末 滑石各四兩 大黃 黃芩各二兩 右末水丸小豆

大 溫水下十丸至十五丸 以利爲度 一名藏用丸 一名顯仁丸. 처방인용은 『東醫寶鑑』위

의 책. p. 357

13) 治寒疝 黑丑頭末一錢 茴香二錢半 加木香一錢 右末每二錢 薑湯調下. 처방인용은

『東醫寶鑑』위의 책. p. 357

14) 治濕熱痰積變生百病 大黃酒蒸 黃芩去朽各八兩 靑礞石一兩 同焰硝一兩 入罐內盖定

鹽泥固濟晒乾火煆紅 候冷取出以礞石如金色爲度 沈香五錢 右爲末滴水和丸梧子大 茶淸

溫水任下四五十丸 服藥必須臨睡送下至咽 卽便仰臥令藥在咽膈之間 徐徐而下漸逐惡物

入腹入腸方能見效. 처방인용은 『東醫寶鑑』위의 책.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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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金元時期는 痰과 飮이 이리저리 분리되어 고찰되어진 시기이다. 이에 따라 痰飮學

說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된다. 唐나라 때에는 ‘痰’을 혹 ‘淡’으로 쓰기도 하였는

데, 그리하여 협의의 담을 淡飮이라고 칭하였다. 옛날에는 ‘痰’과 ‘淡’, ‘淡’과 ‘瞻’이 같

은 뜻으로 쓰였는데, 물이 담담하게 퍼지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宋 이후에는 ‘痰’에

새로운 뜻이 포함되게 되어 痰飮學說이 독립적으로 발전되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

다. 楊仁齋가 지은 『仁濟直指方』에서는 먼저 痰飮을 痰과 飮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嚴用和, 張子和, 朱丹溪 등도 모두 별도로 ‘痰病’만을 다루는 편을 두고서 이를

전문적으로 논술하고 있는데, 이를 生理, 病理, 證候, 診斷, 治療 등의 방면에서 고찰하

여 마치 痰飮에 대한 전문적 분과를 만들어놓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痰과 飮을 구

별하고 생성기전이 같지 않다는 것을 최초로 인식한 사람은 陳言이다. 그는 『三因極

一病證方論』에서 外淫으로 인하여 생긴 痰涎을 飮과 함께 논하여서는 않되고 마땅히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黎民壽도 또한 이 설을 좇아 痰, 涎,

飮 세 가지는 근원은 같지만 치법이 다르므로 상세히 구별을 해야 한다고 『簡易方』

에서 말하고 있다. 이 시기의 痰飮學說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楊仁齋이다. 그

는 痰飮을 痰과 飮의 두 가지로 구별하여 보았을 뿐 아니라, 痰이 內, 外의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형성되는 病態的인 ‘津液’이라고 인식하여, 痰病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嚴用和, 朱佐 등의 醫家들도 대부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나중에 朱丹溪에게 이어져 “모든 병은 대부분 痰을 끼고 있다.”15), “痰病은 邪

祟證과 비슷하다.”16) 등의 설을 내놓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痰飮

의 病因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먼저, 嚴用和는 ‘氣滯’가 痰을 생기게 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濟生方․痰飮』에서 氣滯와 津液의 凝滯가 痰을 생기게 하

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朱佐도 또한 『朱氏集驗方』에서 “痰은 津液의 異名.”이라

는 인식을 하였다. 이처럼 痰飮에 대한 인식이 계속 깊어지면서 여러 종류의 분류방

법과 운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雜病廣要』에서는 “지금의 痰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涕라고 하기도 하고 唾라고 하기도 하며, 涎이라고 하기도 하고 沫이라고 한 것이다

.”17)라고 하였고, 史堪은 『史載之方』에서 “무릇 涎의 이름은 하나이지만 여러 종류

가 있는데, 첫째는 風涎이고 둘째는 熱痰이며 셋째는 冷涎이고 넷째는 病涎이며 다섯

째는 虛涎이고 여섯째는 毒涎이다.”18)라고 하였다. 張子和는 『儒門事親』에서 “첫째

15) 百病多兼有痰者

16) 痰病似祟

17) 今之痰者 古之云涕 云唾 云涎 云沫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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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風痰이고 둘째는 熱痰이며 셋째는 濕痰이고 넷째는 酒痰이며 다섯째는 沫痰이다

.”19)라 하여 痰病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그 후에 朱丹溪는 앞선 현인들을 계승하여

『丹溪心法․痰飮』에서 자기의 임상경험을 근거로 병이 오래되어 치료하기 어려운

것을 ‘頑痰’, ‘老痰’이라고 칭하였다. 이 시기에는 痰病을 치료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첫째는 理氣化痰, 둘째는 吐下導痰, 셋째는 實脾燥濕이다. 理氣化痰法을 만든

醫家는 먼저 楊仁齋로서 그는 『仁濟直指方』에서 “痰을 치료하는 방법은 理氣시키는

것이 상책이며 和胃시키는 법은 그 다음이다.”20)라고 하였다. 이를 이어서 嚴用和도

또한 이 법을 따랐는데, 그는 『濟生方』에서 “順氣만한 것이 없으니 이를 먼저하고

끌어내는 것은 그 다음이다. 順氣시키면 津液이 소통되어 痰飮이 아래로 내려가서 小

便을 따라 나오게 된다.”21)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후세에 자못 많은 영향을 미쳐

서 淸나라의 江之蘭은 이 주장을 발전시켰다. 그는 『醫律一筏』에서 “痰을 치료하는

데는 氣를 다스리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데 氣를 다스리는 것 또한 火를 내리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 氣를 파하고 火를 내리면 痰은 저절로 사그라진다.”22)라고 하

였다. 吐下導痰法은 張子和가 대표가 되는데 瓜蒂 한 가지 약물에 茶의 가루를 조금

가한 것을 상용하여 脘과 膈의 담을 토하게 하였다. 朱丹溪는 이 법을 본받았는데, 그

는 『丹溪心法』에서 “痰이 經絡에 있을 때 吐法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吐法 가

운데 發散의 뜻이 들어 있다.”23)라고 하였다. 導痰峻瀉法은 張子和이외에도 劉河間,

王隱齋 등도 또한 상용하였다. 丹溪는 담을 치료할 때 利藥을 쓰는 데는 신중하였고

實脾燥濕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痰을 치료하는 방법은 脾土를 실하게 하고 脾濕을

말리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다.”24), “무릇 담을 치료함에 利藥을 過多하게 쓰면 脾氣가

虛해지는데 이르게 되어 痰이 쉽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25)라고 하였다. 그의 저작

인 『丹溪心法』에서는 二陳湯26)으로 通治方을 삼고 證에 따라 가감하고 있으며, 또

18) 夫涎之爲名一也 而具數種 一曰風涎 二曰熱痰 三曰冷涎 四曰病涎 五曰虛涎 六曰毒

涎.

19) 一曰風痰 二曰熱痰 三曰濕痰 四曰酒痰 五曰沫痰.

20) 療痰之法 理氣爲上 和胃次之.

21) 不若順氣爲先 分導次之 順氣則津液流通 痰飮運下 自小便中出.

22) 治痰莫先于治氣 治氣又莫先于降火 破氣降火則痰自消.

23) 痰……在經絡中 非吐不可 吐法之中就有發散之義焉.

24) 治痰法 實脾土 燥脾濕是治其本. 『丹溪心法․痰飮』

25) 大凡治痰用利藥過多 致脾氣虛 則痰易生而多. 『丹溪心法․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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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 用藥法을 쓰고 있다. 그는 “痰이 脇下에 있을 때는 白芥子가 아니면 도달할

수 없다. 痰이 皮裏膜外에 있을 때는 薑汁과 竹瀝이 아니면 끌어낼 수 없다. 痰이 四

肢에 있을 때는 竹瀝이 아니면 열수 없다. 痰이 喉中에 맺혔을 때는 마른 것은 出入

할 수 없으니 化痰藥에 부드럽게 해주는 약물을 더하여서 쓴다.”27)라고 하였는데, 이

는 후세의 部分用藥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明淸時期는 痰飮學說의 성숙기로서 痰病이 이미 독립된 내과질병으로 성립되었고,

病因病耭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인식이 있었으며 치료방법에 있어서도 완성을 이루었

다. 李中梓는 『醫宗必讀』에서 “껄쭉하고 濁한 것은 痰이고 맑고 희멀건 것은 飮이

다.”28)라고 주장하였다. ‘껄쭉하고 濁한 것은 痰이다.’라는 것이 비록 痰의 완전한 개념

은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飮과 질적인 구별이 있다. 李梴은 더욱더

구체화시켰다. 氣味와 色澤으로 痰病의 新久와 輕重을 변별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고

가벼운 것은 맛은 담담하고 색은 푸르고 희면서 엷으며, 오래되고 무거운 것은 맛이

나쁘고 색은 누렇고 탁하다고 인식하였다. 戴思恭, 樓英 등의 醫家들도 이러한 방면에

서 공헌이 있다. 張景岳은 楊仁齋의 학설을 발전시켰는데, 그는 『景岳全書․痰飮』에

서 ‘臟腑病’, ‘元陽虧損’ 등이 痰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하였다. 동시에 “痰은 津

液이 올바르게 化하지 못한 것이지 化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29)라고 하였는데, 이는

“津凝血敗”의 물질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는 痰이 津液이 바르게 化하지 못한 병리

적 산물이며 ‘津凝血敗’가 痰의 물질적 기초라고 인식한 것이다. 趙獻可는 腎主水로

論을 세웠는데, 그는 『醫貫』에서 痰의 발생이 모두 신에서 벗어날 수 없고 陽虛하

면 “水泛爲痰”이 되며 陰虛하면 “水沸爲痰”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두 醫家의 虛로 인

하여 담이 생긴다는 논의는 痰病의 病因病理學說의 진일보한 인식이다. 이 시기의 痰

病의 특징과 변별에 대해서는 『本草綱目』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책에서 “痰涎은

氣를 따라 오르내리며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心에 들어가면 정신을 아득하게 하

여 癲癎을 일으키고 肺에 들어가면 구멍을 막아 기침과 등이 차가운 증상을 일으키

26) 通治痰飮諸疾 或嘔吐惡心 或頭眩心悸 或發寒熱 或流注作痛 半夏製二錢 橘皮 赤茯

苓各一錢 甘草灸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水煎服. 처방인용은 『東醫寶鑑』위의 책. p.

134

27) 痰在脇下 非白芥子不能達. 痰在皮裏膜外 非薑汁竹瀝不可導. 痰在四肢 非竹瀝不開. 痰結在喉

中 燥不能出入 用化痰藥加軟堅之味.『丹溪心法․痰飮』

28) 稠濁者爲痰 淸稀者爲飮.『醫宗必讀․痰飮』

29) 痰是津液不從正化 而非不化之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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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肝에 들어가면 옆구리가 아프고 마른 구역질이 나며 寒熱往來의 증상을 일으키고

經絡에 들어가면 麻痺와 疼痛을 일으키며, 筋骨에 들어가면 당기면서 아픈 증상을 일

으킨다.”30)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은 ‘痰’이 이미 病理産物이지만 또한 새로운 致

病因素로서 氣를 따라 오르내리고 虛를 타고 病을 생기게 하며 변화가 다양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설명이 매우 간명하고 요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明淸時期

醫家들의 痰을 치료하는 방법은 앞 시기와 비교하여 발전한 점이 있었다. 그 하나가

脾와 腎을 중시하는 것이다. 脾가 濕을 다스리고 濕이 動하면 痰이 생겨나고 腎이 水

를 다스리고 水가 넘치면 또한 痰이 되므로, 肝鬱氣滯가 비록 痰을 생기게 하지만 肝

鬱도 脾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火가 金을 태우면 痰이 되니 腎으로부터 일어나

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두 번째는 虛實을 변별하는 것이다. 實痰을 공격할 수 있으며

虛痰은 마땅히 補해야 하는데, 虛實의 변별은 元氣에 달려있다. 元氣가 盛한 경우는

痰涎을 씻어낼 수 있고 元氣가 虧損된 경우는 마땅히 調補시켜야 한다. 그 세 번째는

緩急을 변별하는 것이다. 痰涎이 上焦를 막아 약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는 담을

치료할 때 吐法을 쓸 수 있다. 痰氣가 심하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

지 완만하게 하여 本을 치료할 수 있다. 그 네 번째는 本을 구하는 것이다. 무릇 痰이

火로 인하여 動한 경우에는 마땅히 治火를 우선해야 한다. 담이 寒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마땅히 溫中을 위주로 해야 한다. 風痰은 마땅히 흩어지게 해야 하는데 辛

溫한 약이 아니면 불가하다. 濕痰은 마땅히 메마르게 해야 하는데 滲利시키는 약이

아니면 제거할 수 없다. 鬱痰에는 虛實이 있는데 울증에 怒를 겸한 경우에는 마땅히

肝邪를 억압해야 하고 울증에 憂를 겸한 경우에는 마땅히 肝肺를 북돋아 주어야 한

다. 여기까지 痰病의 치법이 대체로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

Ⅲ. 朱丹溪의 痰飮論

朱丹溪의 痰飮論은 상술한 바와 같은 역사적 논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朱丹

溪는 담증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 모든 병 중에서 담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증상과 원인의 별별과 치료의 방면에 많은 주장을 하였다.

痰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朱丹溪는 『格致餘論․澁脈論』에서 “혹은

30) 痰涎爲物 隨氣升降 無處不到 入心則迷成癲癎 入肺則塞竅爲喘背冷 入肝則膈痛乾嘔寒熱往來

入經絡則麻痺疼痛 入筋骨則牽引拘痛.



韓國醫史學會誌  Vol.15  No.1  



- 156 -

憂鬱로 인하고 혹은 厚味로 인하며 혹은 無汗으로 인하고 혹은 補劑로 인하여 氣가

오르고 血이 끓어 맑은 것이 濁하게 변하여 老痰과 宿飮이 되어 단단하게 붙어서 어

지러이 흔드는 것.”31)이라고 주장하였다. 病機方面에 있어서 그는 脾虛와 氣鬱이 관건

이라고 하였다. 脾虛하면 運化機能이 균형을 잃어 水穀의 氣가 모두 痰이 되며 氣鬱

하면 火가 거슬러 올라가 津液을 쪄서 痰을 생성한다고 인식하였다. 朱丹溪는 “東南지

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濕土 때문에 痰이 생겨난다.”, “七情이 울결되어 담이 생겨나고

火가 동한다.”32)라고 하였는데, 전자는 脾虛이고 후자는 氣鬱에 속하는 것으로 모두

痰이 생겨나는 원인이다.

痰의 임상표현에 있어서, 痰이 생성된 후에는 氣의 升降에 따라 온몸을 흘러 다니는

데, 이른바 “痰이라는 것은 氣를 따라 오르내리는데,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33)라고

설명한 것이다. 생성된 후의 증상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 “咳嗽, 嘔吐와 泄

瀉, 眩暈, 嘈雜, 驚悸, 寒熱往來, 腫痛, 痞膈壅塞, 혹은 胸脇 사이의 꼬르륵꼬르륵하는

소리, 혹은 등 한가운데 한부분이 늘 차가운 것, 四肢의 麻木不仁 등은 모두 담음이

일으킨 것들이다.”34)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結核, 積塊, 神志病變 등은 늘 痰祟와 관계

가 있는데, 주단계가 말한 “무릇 사람 몸의 上, 中, 下에 덩어리가 있는 것은 대부분

痰 때문이다.”35), “무릇 사람의 몸 가운데에 맺힌 것이 있으면서 아프지도 않고 감각

도 없으며 膿을 만들지도 않는 것은 모두 痰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36), “痰이 횡격막

사이에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癲狂證이나 健忘證을 일으키게 한다.”37)는 등의 말을

통하여 痰證이 임상에 있어서 매우 많이 나타나면서 지극히 복잡미묘하여 한의학에서

중요한 질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담증의 치료에 있어서, 朱丹溪는 담을 치료함에 健脾와 順氣 두 가지를 매우 중시하

였다. 비가 잘 운행하면 痰濕이 저절로 없어지니, 이른바 “痰을 치료하는 法은 脾土를

實하게 하며, 脾濕을 마르게 하는 것이 그 根本을 治療하는 것이다.”38)라고 한 것이

31) 或因憂鬱 或因厚味 或因無汗 或因補劑 氣騰血沸 淸化爲濁 老痰宿飮 膠固雜揉.

32) 東南之人 多是濕土生痰. 七情鬱而生痰動火.『丹溪心法․痰』

33) 痰之一物 隨氣升降 無處不到. 『丹溪心法․痰』

34) 爲咳爲嗽 爲吐爲利 爲眩爲暈 爲嘈雜驚悸 爲寒熱痛腫 爲痞膈 爲壅塞 或胸脇間轆轆

有聲 或背心一片常爲冰冷 或四肢麻木不仁 皆痰飮所致. 『丹溪心法․痰』

35) 凡人身上 中 下有塊者 多是痰. 『丹溪心法․痰』

36) 凡人身中有結核不痛不仁 不作膿者 皆痰注也. 『丹溪心法․痰』

37) 痰在膈間使人顚狂或健忘. 『丹溪心法․痰』



『東醫寶鑑』에 보이는 丹溪痰飮論의 醫史學的 考察



- 157 -

다. 氣가 順하면 痰飮이 또한 그것을 따라 제거된다. 그러므로 朱丹溪도 또한 嚴用和

의 관점을 따라 “痰을 잘 치료하는 자는 痰을 치료하지 않고 氣를 치료한다. 氣가 순

조로워지면 온몸의 津液도 또한 氣를 따라 순조로워진다. 古方에 痰飮을 치료하는데

汗, 吐, 下, 溫 등의 방법을 썼으나 내가 보기에는 順氣를 爲主로 하는 것만 같지 못

하며 이끌어 내는 것이 그 다음이다.”39)라고 주장하였다. 즉 “治痰先治氣”의 관점인

것이다. 脾가 虛한 것은 곧 痰이 생겨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朱丹溪는 痰을 치료

함에 峻利藥을 과도하게 쓰는 것을 반대하여 “무릇 痰을 치료함에 利藥을 過多하게

쓰면 脾氣가 虛해지는 데에 이르게 되어 痰이 쉽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40)라고 주

장하였다.

구체적인 용약에 있어서는 二陳湯을 主方으로 삼았는데, 온몸의 痰鬱을 두루 치료해

야한다고 인식하고 “위로 行하게 하려거든 당겨 위로 올리는 약을 더하고, 아래로 行

하게 하려거든 당겨 내리는 약을 더한다.”41)라고 하였다. 痰의 서로 다른 성질을 분별

하여 朱丹溪는 또한 많은 용약 경험을 내놓았다. “濕痰에는 蒼朮, 白朮을 쓰고, 熱痰에

는 靑黛, 黃芩을 쓰고, 食積痰에는 神麯, 麥芽, 山楂를 쓰고, 風痰에는 南星을 쓰고, 老

痰에는 海石, 半夏, 栝樓, 香附子, 五倍子 등의 藥을 丸으로 만들어 먹인다. …… 痰이

火가 盛한 것으로 인하여 거슬러 올라온 경우는 火를 다스리는 것을 먼저 해야 하니

白朮, 黃芩, 石膏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 內傷에 痰을 낀 경우에는 반드시 人蔘, 黃芪,

白朮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 生薑을 많이 써서 내보내고, 혹은 半夏를 더하거나 虛가

甚할 때는 竹瀝을 더한다.”42)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朱丹溪는 또한 痰이 맺히는 부위

에 근거하여 용약경험을 서술하였는데, 예를 들면, 痰이 脇下에 있을 때는 반드시 白

芥子를 쓰고, 皮裏膜外에 있을 때는 반드시 薑汁, 竹瀝을 쓰며, 四肢에 있을 때는 또

한 竹瀝을 쓴다고 하였다. 또 “痰이 膈上에 있을 때는 반드시 吐法을 써야 하니 瀉下

로는 또한 내보낼 수 없다.”43), “무릇 吐藥을 사용할 때는 氣를 끌어 올리는 것이 마

38) 治痰法 實脾土 燥脾濕是治其本. 『丹溪心法․痰』

39) 善治痰者 不治痰而治氣 氣順則一身之津液亦隨氣而順矣. 古方治痰飮用汗 吐 下 溫之法 愚見

不若以順氣爲主 分導次之. 『丹溪心法․痰』

40) 大凡治痰用利藥過多 致脾氣虛 則痰易生而多. 『丹溪心法․痰』

41) 欲上行加引上藥, 欲下行加引下藥. 『丹溪心法․痰』

42) 濕痰用蒼朮 白朮 熱痰用靑黛 黃連 黃芩 食積痰用神麯 麥芽 山楂 風痰用南星 老痰用海石 半

夏 栝樓 香附 五倍子作丸服. …… 痰因火盛逆上者 以治火爲先 白朮 黃芩 石膏之類 內傷挾痰

必用參 芪 白朮之屬 多用薑片傳送 或加半夏 虛甚加竹瀝. 『丹溪心法․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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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한데, 예를 들면 防風, 山梔子, 川芎, 桔梗, 芽茶, 生薑, 薤汁 등의 약물과 혹은 瓜蒂

散 같은 것들이다.”44)라고 하였다. 담이 腸胃間에 있을 때는 모름지기 下法을 써야 하

니 墜痰丸, 靑礞石丸 등 痰積을 공격하여 씻겨내는 처방이 마땅하다고 하여 이러한

처방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朱丹溪의 痰飮論은 그의 제자인 戴思恭에게 이어져 더욱 발전되었다. 역대의

醫家들이 痰飮證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술을 하였는데, 戴思恭은 유명 醫家들의 여러

설을 모아서 病機와 證治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丹溪의 학설이 그에게 영향을 주

었다고 할 수 있다.

戴思恭은 『內經』에 비록 담음증의 명칭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脾胃濕土가 太過

하면 積飮과 痞膈 및 飮이 가운데에 쌓이는 등의 증상이 된다.”45) 등의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실제는 다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劉完素는 火와 濕을 주로

하여 논을 세웠는데, “火淫의 조문 아래에서 中風, 風癱 等의 병명을 나열하고 痰涎이

水가 衰하고 熱이 盛한 것으로 인하여 津液이 넘쳐 흘러서 胸膈에 모이니 熱에 의하

여 말려진 것이 痰涎이다고 하였다.……濕土의 조문 아래에서 濕氣가 스스로 심하면

積飮, 痞膈, 霍亂 등의 증상이 된다고 하였다.”46)라고 하였다. 張從正은 留飮을 중요하

게 여기고 서술을 하였는데, “留飮이라는 증상은 蓄水에 지나지 않는다.……四飮이라

는 것은 病의 形狀을 보고 이름을 정한 것이다. 그것이 도래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다. 膹鬱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는 氣가 抑鬱되어 펴지지 못하여 肝氣가 脾를 타서

脾氣가 원활하지 못하여 留飮이 된다. 勞役으로 피곤하여 물을 마시는 것을 틈타 생

기는 경우는 脾胃의 힘이 쇠하여 때때로 잠잘 때 누워 제대로 맥에 퍼지지 못한 것으

로 인하여 또한 留飮이 된다. 肝은 思慮를 주관하는데 오랫동안 思慮하여 풀어지지

않으면 肝氣가 行하지 못하고 脾는 생각을 주관하는데 오랫동안 생각하여 그치지 않

으면 脾氣가 맺혀서 또한 留飮이 된다. 飮酒가 過多하여 燥金을 틈타서 胞가 滲泄하

지 못하면 또한 留飮이 된다. 매우 더운 날에 津液이 말라서 찬물을 마시기를 좋아하

여 過多하게 마시고 나태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또한 留飮이 된다.”47)라고 하였다. 劉

43) 痰在膈上 必用吐法 瀉亦不能出. 『丹溪心法․痰』

44) 凡用吐藥 宜升提其氣 如防風 山梔 川芎 桔梗 芽茶 生薑 薤汁之類 或瓜蒂散. 『丹溪心法․

痰』

45) 脾胃濕土太過 爲積飮痞膈與飮積於中者. 

46) 于火淫條下則云中風 風癱等病 痰涎因水衰熱盛 津液涌溢 聚于胸膈熱燥以爲痰

涎……于濕土條下濕氣自甚則爲積飮 痞膈 霍亂. 『推求師意․卷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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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素와 張從正의 설명의 기초위에서 戴思恭은 또한 朱丹溪의 학술경험을 토대로 하여

痰飮의 病因, 病機를 “혹 飮食을 삼가지 않거나 혹 밖으로 六淫에 손상되거나 혹 안으

로 七情에 손상되거나 혹 飮食을 지나치게 먹거나 하는 것은 모두 穀氣가 升하지 못

함에 이르게 하여 營衛가 먼저 鬱滯되어 횡격막에 열이 생기므로 津液이 행하지 못하

게 되어 쉽게 뭉치게 된다. 氣로 인하여 積을 일으키고 氣가 쌓여서 痰을 일으킨다

.”48)라고 주장하였다. 痰飮이 변하여 생성되는 병증은 또한 복잡한데, “嘔吐, 反胃, 喘

滿, 咳逆, 膈噎, 呑酸, 嗜雜, 膨脹, 痞, 痛, 泄利, 不食 등의 증상이 되거나 위로 치받으

면 頭痛, 眩暈 등의 증상이 되고 아래로 넘치면 足腫, 㿗疝등의 증상이 된다. 체표에

서 퍼지면 寒熱, 跗腫, 支節痛 등의 증상이 되고 心에 모이면 狂, 癲, 昏仆, 不語 등의

증상이 된다.”49)고 하였고, “經脈에 모여서 病이 되는 경우는 冷한 것은 맑기가 飮과

같고 熱한 것은 탁하기가 痰과 같다. 만일 風火로 여기고 핍박하면 넘쳐나서 일어날

것이니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50)라고 하였다. 痰飮의 병리변화 및 치료에 대해서 戴

思恭은 또한 정밀한 분석을 하였는데, “飮에는 무릇 여섯 가지가 있으니, 懸飮, 溢飮,

支飮, 痰飮, 伏飮, 留飮 등이 그것이다. 痰飮은 단지 이 六淫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사람이 이것을 앓음에 단지 痰飮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飮이 오랫동안 머물면 얼

마 되지 않아서 痰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氣가 거슬러 올라가 閉塞시켜 津液이 통하

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다. 그러므로, 痰을 잘 치료하는 사람은 痰을 치료하지 않고

氣를 치료하니, 氣가 순조로워지면 온몸의 津液도 또한 氣를 따라 순조로워진다.”51)라

47) 留飮一症 不過蓄水而已……四飮者觀病之形狀而定名也 其來有五 有膹鬱而得之者

其氣抑鬱不伸 則肝氣乘脾 脾氣不濡 故爲留飮 有勞役乘困飮水 脾胃力衰 因時睡臥不

能布散于脈 亦爲留飮 肝主慮 久慮不決則肝氣不行 脾主思 久思不已則脾氣結 亦爲留

飮 飮酒過多 以乘燥金 胞不滲泄亦爲留飮 隆暑津液焦涸 喜陰寒水過多 逸而不動 亦

爲留飮. 『推求師意․卷下』

48) 或飮食不謹 或外傷六淫 或內傷七情 或食味過厚 皆致穀氣不升資發 營衛先鬱 滯而

成膈熱 故津液不行 易于攢聚 因氣成積 積氣成痰. 『推求師意․卷下』

49) 爲嘔吐 爲反胃 爲喘滿 爲咳逆 爲膈噎 爲呑酸 爲嗜雜 爲膨脹 爲痞爲痛 爲泄利 爲

不食 衝上爲頭痛 爲眩暈 溢下爲足腫 爲㿗疝. 散于表爲寒熱 爲跗腫 爲支節痛 聚于心

爲狂爲癲 昏仆 爲不語. 『推求師意․卷下』

50) 聚于經脈以爲病 冷則淸如飮 熱則濁如其痰 設値風火之迫則涌溢而起 無處不到. 『推

求師意․卷下』

51) 飮凡有六 懸溢支痰伏留 痰飮特六飮之一耳 人病此而止曰痰飮者 盖停飮久未有不爲

痰 多因氣逆閉塞 津液不通 故善治痰者 不治痰而治氣 氣順則一身之津液亦隨氣而順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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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는 주단계의 “治痰先治氣”說과 한가지로 통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또

한 “痰飮의 병을 앓아서 변화되어 생겨난 모든 증상들은 모든 증상들이 이끄는대로

病名을 作名해서는 않된다. 마땅히 飮을 치료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니, 飮이 사

그라들면 모든 증상들이 저절로 낫는다.”52)라고 주장하였다. 痰을 치료하는 정확하고

도 요긴한 법칙이다.

구체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그는 늘 蘇子降氣湯과 導痰湯을 각각 반 씩 같이 달여 먹

이거나, 혹은 小半夏茯苓湯에 枳實, 木香 등을 넣어 달인 물로 五套丸53)을 먹이기도

하였다. 만약 평소에 痰이 약간 있으면서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二陳湯, 小半夏

茯苓湯 등을 썼고, 痰이 많은 경우는 靑州白丸子54)를 사이사이 복용시키며, 痰飮眩暈

및 痰厥을 일으킨 경우는 별도로 木香二生湯55)을 加하여 靑州白丸子 등을 복용시킨

다. 痰飮이 四肢에 유입되어 肩背酸痛, 兩手軟痹 등의 증상에는 導痰湯에 木香과 薑黃

을 각 半錢을 넣어 먹인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자못 실용적이어서 후세에도 늘 사용

되었다.

朱丹溪와 戴思恭을 거친 痰飮論은 明代의 王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痰의 生

成에 대하여 王綸은 氣血流行의 失常과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明醫雜

著․化痰丸論』에서 “사람이 살아감에 몸에서 氣血이 맑고 順하면 津液이 流通될 것

이니 어찌 痰이 있겠는가? 오직 무릇 氣血이 탁하여 거슬러 올라가면 津液이 맑지 못

하여 薰蒸되어 모인 것이 변하여 痰을 이루는 것이다.”56)라고 설명하였다. 同時에 그

는 또한 痰이 생겨나는 원인을 脾腎에 歸屬시키고, “痰의 本은 水인데 腎에 근본하며

痰이 動하는 것은 濕인데 脾에서 주관한다.”57)라는 說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理論은

진실로 앞 사람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힌 것으로 趙獻可가 六味丸과 八味丸을 사용

하고 張介賓이 “腎虛水乏爲痰”의 治療에 金水六君煎을 만든 것에 對하여 重要한 啓示

『證治要訣․卷六』

52) 病痰飮而變生諸證 不當爲諸證所牽掣 妄言作名 宜以治飮爲先 飮消則諸證自愈. 『證

治要訣․卷六』

53) 五套丸 : 南星 半夏 白朮 茯苓 良薑 木香 靑皮 陳皮.

54) 靑州白丸子 : 半夏 南星 白附子 川烏.

55) 木香二生湯 : 附子 半夏生用各等分 每服四錢 薑五片 水煎 入木香尤佳.

56) 人生一身氣血淸順 則津液流通 何痰之有 惟夫氣血濁逆 則津液不淸 薰蒸成聚 而變

爲痰焉.

57) 痰之本 水也 原于腎 痰之動 濕也 主于脾. 『明醫雜著․化痰丸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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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趙獻可의 『醫貫․痰論』 中에 “王節齋가 痰을 논함에 처음

으로 痰의 本을 腎이라고 내걸었으니 이는 앞 사람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힌 것이

다.”58)라고 하여 자못 많이 논의되었다. 이 외에 王節齋는 痰證의 治療에 對하여 論한

바가 있는데 二陳湯은 實脾燥濕하는데 다만 濕痰, 寒痰, 痰涎 등의 증상에 適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 對해서는 “痰이 火로 인하여 위로 올라가 肺氣가

맑지 못하여 咳嗽가 때때로 나타나고 老痰, 鬱痰 등이 맺혀서 껄쭉하게 되어 인후 사

이에 凝滯되어 뱉으려고 해도 나오기가 어려운 이러한 痰이 나타난다.”59)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二陳湯 같은 약을 써서는 溱效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는 그 病機가 火邪가

上焦를 데워서 肺氣가 鬱滯됨으로 津液이 氣를 따라 上昇하여 火가 薰蒸하게 되어 凝

濁鬱結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오래되면 根本이 깊고 症狀이 고질적

으로 되니 그 原因은 火邪이다. 그는 이러한 種類의 痰을 가리켜 “病이 上焦에 있는

것은 心肺의 사이와 咽喉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中焦 脾胃의 濕痰, 冷痰, 痰飮, 痰涎

등이 변화하여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湯藥으로 치료하기 어려우며 또한 半夏, 茯

苓, 蒼朮, 枳殼, 南星 등의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丸劑를 쓰는 것이 마

땅한데 오직 울체된 것을 열고 火를 내려 肺金을 맑히고 부드럽게 하며 凝結된 痰을

풀어서 완만하게 치료해야만 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60)라 하고, 스스로 化

痰丸61)을 만들어 治療하였다. 天門冬과 黃芩은 瀉肺降火하고, 海浮石과 芒硝로 軟堅化

痰하며, 瓜蔞仁으로 潤肺淸痰하고, 蓮翹로 開結降火하며, 香附子로 開鬱降氣하고, 靑黛

로 去鬱火한다. 淸代 醫家인 臧達德은 『履霜集․虛癆吐痰論』에서 “‘王節齋가 痰의

本은 水이고 腎에 근본하며 痰이 動하는 것은 濕이고 脾에서 주관한다.’고 하였다. 세

상 사람들이 二陳湯을 담을 치료하는 통용 처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한즉 濕痰과 寒

痰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옳다. 만약 陰水가 不足하여 陰火가 위로 끓어올라 肺가 火

의 모욕을 받으면 淸肅하여 아래로 行하게 하지 못하는 까닭에 津液이 氣를 따라 위

58) 節齋論痰而首揭痰之本于腎 可爲發前人所未發.

59) 痰因火上 肺氣不淸 咳嗽時作 及老痰 鬱痰 結成粘缺 凝滯喉間 吐喀難出 此等之痰.

『明醫雜著․化痰丸論』

60) 病在上焦 心肺之分 咽喉之間 非中焦脾胃濕痰 冷痰 痰飮 痰涎之化 故湯藥難治 亦

非半夏 茯苓 蒼朮 枳殼 南星等藥所治 適宜于丸劑 惟在開其鬱 降其火 淸潤肺金而消

凝結之痰 緩以治之 庶可效耳. 『明醫雜著․化痰丸論』

61) 天冬 黃芩 海粉 桔紅 桔梗 連交 香附 靑黛 芒硝 瓜蔞仁 右爲細末 煉蜜 入薑汁少

許 和藥爲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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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가 凝結되어 痰을 이룬다. 비린내가 나고 껄쭉하고 탁하며 심하면 피를 띠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는 中焦 脾胃의 濕痰과 寒痰이 변화하여 된 것이 아니니 또한

半夏, 南星 등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滋陰시키는 약물을 써야만 거슬

러 올라온 火로 하여금 집으로 돌이키게 하여 사그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痰이

저절로 맑아질 것이니, 二陳湯을 투여하면 바로 죽는 것을 볼 것이다.”62)라고 하였는

데 議論이 자못 詳細하다. 滋陰之劑로써 上逆된 火를 根本으로 돌이켜 쉬게 하니 이

두 가지의 用藥은 비록 不同하나 모두가 香燥之品을 忌한다는 것을 闡發하였다. 王綸

은 降火하여 軟堅化痰한다 하였고 臧達德은 滋陰하여 潤肺化痰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治法은 비록 다르나 結果는 같은 것이다.

王綸의 痰證治療는 丹溪의 學術을 師淑한 것으로 “實脾燥濕”, “順氣爲先, 分導次之”,

“順氣在于降火” 등의 치법이 있다. 『名醫雜著․痰飮』에서 具體的인 治法으로 “熱痰

은 시원하게 하고 濕痰은 말리며 風痰은 흩뜨리고 鬱痰은 열어주며 頑痰은 부드럽게

해주고 食積은 소화시켜 준다. 위에 있는 것은 吐法을 사용하고 가운데 있는 경우는

下法을 사용한다. 또한 中氣가 虛한 경우는 中氣를 굳건히 한 다음에 痰을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데 만일 공격하는 방법을 심하게 쓰면 胃氣가 허하여져서 痰이 더욱 甚하

게 될 것이다.”63)하고 주장하였다. 用藥 또한 丹溪의 뜻을 따랐으니 風痰에 南星, 白

附子를 加하고, 熱痰에는 黃芩을 加하며, 食積痰에는 神曲을 加하는 것 等이다. 또한

痰이 脇下에 있으면 白芥子가 아니면 능히 除去할 수 없고, 痰이 四肢에 있으면 竹瀝

이 아니면 治療할 수 없다고 하였다. 竹瀝과 荊瀝의 運用에 대하여 節齋는 독특한 식

견을 잦추고 있었는데, 竹瀝과 荊瀝의 功效는 같아서 風痰에 모두 應用할 수 있으나

단지 氣虛食少者는 竹瀝을 使用함이 마땅하고 氣實能食者는 荊瀝을 使用하는 것이 마

땅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또한 加味二陳湯64)을 創方하여 전적으로 痰證을 치료하였

는데 胃氣가 恢復된 後에 사이사이에 먹여 理痰시켰다. 加味化痰丸65)은 痰滿胸膈과

62) 王節齋曰 痰之本水也 原于腎 痰之動濕也 主于脾 世人用二陳治痰通劑 然以治濕痰

寒痰則是也 若陰水不足 陰火上炎 肺受火侮 不得淸肅下行 故其津液隨氣而升 凝結成

痰 腥穢稠濁 甚則有帶血而出者 此非中焦脾胃濕痰 寒痰之所比 亦非半夏 南星之所治

惟用滋陰之劑 使上逆之火 得返其宅而息焉 則痰自淸 投以二陳立見殆矣.

63) 熱痰則淸之 濕痰則燥之 風痰則散之 鬱痰則開之 頑痰則軟之 食積則消之 在上者吐

之 在中者下之 又中氣虛者 宜固中氣而運痰 若攻之太重 則胃氣虛而 痰愈甚矣.

64) 桔紅 半夏 白茯苓 白朮 甘草 連交 黃芩 前胡 香附 瓜蔞仁 桔梗 大麥芽.

65) 半夏 桔紅 桔梗 海蛤粉 瓜蔞仁 香附 枳殼 連交 黃芩 貝母 訶子皮 桔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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咽喉不利 等의 證을 치료한다. 이와 같이 氣血痰鬱의 見解를 서술한 것은 臨床辨證論

治에 있어서 거울로 삼을만한 가치가 있다.

Ⅳ. 『東醫寶鑑』의 痰飮論

인체에 존재하는 津液들은 정상적인 전변과정을 거친다면 혈액처럼 인체에 유익한

액체로 바뀌거나 파괴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전변과정을 거

치지 못하여 체내에 군더더기로 남아 있는 진액이 있다. 이를 痰飮이라 한다.66) 일반

적으로 가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痰飮의 가래로써의 한 가지 측면만

담은 해석이다. 『東醫寶鑑』에서 痰飮門은 다른 여타의 서적들과는 달리 內景篇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東醫寶鑑』에서 바라보는 痰飮에 대한 관점이 다른 의서들

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東醫寶鑑』에서 보이는

담음은 질병의 원인으로서의 그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서

들에서 단순한 증상으로 바라본 것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

에서 보이는 담음에 대한 논의들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痰, 涎, 飮 세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非生理的 액체를 痰, 涎, 飮의 세 가지로 나눈 기록은 『直指方』에

서 비롯되었다. 『直指方』에서는 “痰, 涎, 飮 이 세 가지는 이치는 한 가지이나 나누

어지는 구별이 있다. 痰은 包絡에 숨어 있다가 기를 따라 폐로 들어가 막혀 있어서

기침할 때 나온다. 涎은 脾에 뭉쳐 있다가 기를 따라 위쪽으로 넘쳐서 입가로 흘러나

온다. 오직 飮은 胃府에서 생겨서 嘔가 되고 吐가 되는데 이는 胃의 병으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67)라고 하여 구분을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이 문장을 인용하여

痰, 涎, 飮에 대한 구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는 가래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66) 痰者 津液之異名 人之所恃 以潤養肢體者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67) 曰痰 曰涎 曰飮 又有理一分殊之別. 伏於包絡 隨氣上浮客肺壅 嗽而發動者 痰也. 聚

於脾元 隨氣上溢 口角流出而不禁者 涎也. 惟飮生於胃府 爲嘔爲吐 此則胃家之病 不

可不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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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같지만 이처럼 구분이 되는 것이다.

2. 痰飮은 淸濁으로 나뉜다.

痰과 飮은 맑으냐 탁하냐로 구분할 수 있다. 痰은 津液이 열을 받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껄쭉하면서 탁하다.68) 飮은 마신 물이 잘 퍼지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맑은 빛을 띤다. 옛날 醫書에서는 痰을 飮이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사

람들이 痰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69) 이처럼 水와 飮은 한가지이나 이름이 다

른 것으로 사람이 脾土가 휴손되면 마신 물이 전화되지 못하여 혹은 심하에 머무르거

나 혹은 옆구리 사이에 모이거나 혹은 경락에 머무르거나 혹은 방광으로 넘쳐서 왕왕

이로 인하여 병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70)

3. 痰에 의한 증상들

세속에서 10가지 병 가운데 9가지는 담이라고 한 것은 담에 의한 증상들이 매우 다

양하게 많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에서는 王隱君의 痰論을 인용하여 이러한 증상들

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래의 모양을 띠면서 뱉어

낼 수 있는 담을 주의 깊게 조사한다면 몸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병이 생긴지 얼

마 않되어 병이 가벼울 때는 가래가 희멀겋고 묽으며 냄새도 별로 않나고 맛도 싱겁

다. 그러나, 오래되어 병이 깊어졌다면 가래가 누렇고 탁하며 걸쭉하고 뭉쳐서 뱉으려

해도 잘 않된다. 그리고 점차 나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하여 신맛, 매운맛, 비린내, 노

린내 등이 나거나 짜거나 쓰기도 하고, 심지어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담을

통해 병이든지 얼마 않됐는지 오래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痰은 가래의 모양

으로 호흡기, 소화기 등에 있다가 기침, 구토 등을 통해 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체

내 조직에 머물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증상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한

68) 痰者 津液因熱而成 熱則津液熏蒸而稠濁 故名爲痰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69) 飮者 因飮水不散而爲病 痰者 因火炎熏灼而成疾 故痰形稠濁 飮色淸痰 古方謂之飮

今人謂之痰 其實一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70) 水之與飮同出而異名也 人惟脾土有虧故所飮水漿不能傳化 或停於心下 或聚於脇間

或注於經絡 或溢於膀胱 往往因此而致病矣. 『東醫寶鑑․內景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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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로 체내에 담이 있는 경우는 눈 주위가 검다. 손과 팔을 잘 놀리지 못하거나

뼈마디와 온몸이 아프고 앉으나 누우나 편안하지 않은 것은 痰이 뼛속에 들어갔기 때

문이다. 또한 눈 주위가 검고 걸을 때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놀리기 힘들어하는 것도

담이 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온 뼈마디가 아프다. 눈 주위가 검고 얼굴이

흙빛을 띠고 팔다리가 힘이 없어 늘어지고 저리면서 굴신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風濕

痰이다. 눈 주위가 검고 숨이 끊어지면서 짧은 것은 驚風痰이다. 눈 주위가 검고 뺨이

붉고 혹은 얼굴이 누런 것은 熱痰이다. 뱉으려고 해도 담이 나오지 않는 것은 가래가

뭉쳤기 때문이다. 또한 옆구리가 아프면서 추웠다 더웠다하며 기침이 나고 숨이 촉급

한 것도 담이 뭉쳤기 때문이다.71)

4. 痰飮流注證

상술한 痰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통증을 유발하므로 판단이 쉬운 편이지만, 이리저

리 옮겨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통증을 유발하여 통증의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들도 잘못알고 이를 風의 증상으로 여기고 약을 쓰고 침과

뜸을 시술하지만 낫지 않는다. 이것은 痰飮이 이리저리 흘러 다녀 통증을 일으킨 것

으로 痰飮流注證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증상은 갑자기 가슴과 등, 팔과 다리, 허리

와 사타구니가 은근히 참을 수 없게 아프고 연달아 근골이 당기면서 아파 앉으나 누

우나 편안하지 못하고 때때로 담이 일정한 곳이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72)

71) 痰證古今未詳 方書雖有懸飮 留飮 支飮 痰飮 諸飮之異而莫知其爲病之源 或頭風眩

暈目昏耳鳴 或口眼蠕動眉稜耳輪瘙痒 或四肢遊風腫硬 似痛非痛 或爲齒頰痒痛牙床浮

腫而痛痒不一 或噫氣呑酸嘈雜嘔噦 或咽嗌不利 咯之不出嚥之不下 色如煤 形如敗絮

桃膠蜆肉之類 或心下如停水雪 心頭冷痛時作 或夢寐奇怪鬼魅之狀 或足腕痠軟腰背卒

痛 或四肢骨節煩疼並無常所 乃至手麻臂痛狀若挫閃 或脊中每有一掌如氷凍之寒痛者

或渾身習習如蟲行者 或眼眶澁痒口糜舌爛甚爲喉閉等證 又或遶項結核似癧非癧 或胸

腹間如有二氣交紐 噎塞煩悶有如烟氣上衝 頭面烘熱 或爲失志癲狂 或爲中風癱瘓 或

爲勞瘵荏苒之疾 或爲風痺及脚氣之候 或心下怔忡驚悸如畏人將捕 或喘嗽嘔吐 或嘔冷

涎綠水黑汁 甚爲肺癰腸毒便膿攣跛 其爲內外疾病非止百端 皆痰之所致也 盖津液旣凝

爲痰爲飮而洶涌上焦 故口燥咽乾流而之下 則大小便閉塞面如枯 骨毛髮焦乾婦人則經

閉不通 小兒則驚癎搐搦. 『東醫寶鑑․內景篇․痰飮』

72) 凡人忽患胸背手脚腰胯隱痛不可忍 連筋骨牽引釣痛 坐臥不寧 時時走易不定 俗醫不

曉 謂之走注 便用風藥及針灸 皆無益 又疑風毒結聚 欲爲癰疽 亂以藥貼 亦非也此 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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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痰病은 邪祟와 비슷하다

痰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痰으로 인한 증상이 귀신한테 홀려서 나타나는 邪祟證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邪祟證과 비슷한 경우는 혈과 기가 극단적

으로 허해져서 중추에 담이 머물러 있게 되어 기혈이 오르내리는 작용이 장애가 되어

잘 돌아가지 못하여 五臟六腑가 각각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듣고 말

하고 행동하는 것이 허튼 것이다. 이를 邪祟證으로 보고 치료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

이므로 주의를 요한다.73)

6. 8가지 飮病과 10가지 痰病

『東醫寶鑑』에서는 飮病을 8가지로, 痰病을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8가지로 분류된

飮病은 부위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고, 痰病은 원인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飮病

은 留飮, 癖飮, 痰飮, 溢飮, 流飮, 懸飮, 支飮, 伏飮 등 8가지로 나뉜다. 모두 술을 먹은

다음 寒邪에 감촉되었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생긴다.74) 가슴속에 있으면 留

飮으로 숨이 짧으면서 갈증이 나며 팔다리에 歷節風이 생겨 아프다. 양 옆구리 아래

에 있으면 癖飮으로 움직이면 물소리가 난다. 장속에 물이 생겨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痰飮이라 한다. 痰飮이 생기면 원래는 기력이 왕성했던 사람도 마른다. 마신물이

퍼지다가 팔다리에 머물러 있어 땀을 내서 내보내야 하는데도 땀을 내지 않아 몸이

무겁고 아픈 것을 溢飮이라 한다. 마신 물이 옆구리 아래로 머물러 있어서 기침을 하

거나 침을 뱉으면 당기면서 아픈 것을 懸飮이라 한다. 支飮은 물이 횡격막 위에 있어

서 기침이 나면서 기가 거슬러 올라가고 몸을 기대고 숨을 쉬며 숨이 짧은 것이다.

痰涎伏在心膈上下變爲此疾 或令人頭痛不可擧 或神意昏倦多睡 或飮食無味痰唾稠粘

夜間喉中如拽鋸聲 多流睡涎手脚冷痺氣脉不通 誤認爲癱瘓亦非也. 『東醫寶鑑․內景

篇․痰飮』

73) 血氣者 人之神也 神氣虛乏邪因而入理 或有之 若夫血氣兩虛 痰客中焦妨碍 升降不

得運用 以致十二官各失其職 視聽言動 皆有虛 妄以邪治之 其人必死. 『東醫寶鑑․內

景篇․痰飮』

74) 有留飮 癖飮 痰飮 溢飮 流飮 懸飮 支飮 伏飮等證 皆因飮酒冒寒 或飮水過多所致.

『東醫寶鑑․內景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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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막위에 담이 가득 찬 것을 伏飮이라 한다. 숨을 헐떡이면서 기침하고 혹 토하면 추

웠다 더웠다 하고 등과 허리가 아프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면서 몸을 부들부들 떤

다. 痰病은 風痰, 寒痰, 濕痰, 熱痰, 鬱痰, 氣痰, 食痰, 酒痰, 驚痰의 10가지로 나뉜다.

이것은 원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75) 風痰은 풍으로 생긴다. 흔히 반신불수, 머리를

흔듦, 어지러움 증, 가슴이 답답함, 경련, 살갗이 푸들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寒痰은 차가운 담이다. 寒痰으로 骨痺가 생겨 팔다리를 못쓰고 기로 찌르는 듯이 아

픈데 번열은 없고 차가운 기운이 뭉쳐있는 증상이 나타난다. 濕痰은 습으로 생긴다.

몸이 무겁고 힘이 없고 권태로우면서 나른하고 허약한 증상이 나타난다. 熱痰은 火痰

이다. 煩熱이 나서 담이 말라 뭉치고 머리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눈시울이 짓무

르면서 목이 막히며 지랄증이 생기고 명치 밑이 쓰리고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鬱痰은 老痰이나 燥痰과 같은데 즉 火痰이 心과 肺의

사이에 오랫동안 뭉쳐 있어서 걸쭉해져 뱉어내기 힘들며 흔히 머리털이 초췌해지고

얼굴빛이 말라비틀어진 뼈의 색깔을 띠고 목과 입이 마르고 기침이 나며 숨이 찬 증

상이 나타난다. 氣痰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생긴다. 목구멍에 담이 막힌 것이

헌솜이나 매화씨 같이 걸려 있어서 뱉으려 해도 뱉어지지 않고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고 가슴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 食痰은 먹은 것이 얹혀서 생긴다.

이것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생기는데 혹 어혈이 겹치게 되면 곧 주머니 같은

것이 생기거나 흔히 덩어리 같은 것이 생겨 더부룩하면서 그득해지는 것이다. 酒痰은

술을 마신 것이 소화되지 않았거나 술을 마신 뒤에 차를 많이 마셔 생긴다. 술만 마

시면 다음날에 토하며 음식 맛이 없고 신물을 토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驚痰은 놀라

서 생긴다. 담이 뭉쳐서 가슴이나 배에 덩어리가 생겨 발작하면 뛰면서 아파 참을 수

없는 증상이다. 간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며 부인에게 많이 생긴다.

7. 痰飮을 치료하는 법

인체의 어떤 부위에서도 담음으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치료할

때 통증부위를 따라다니다 보면 담음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만다. 『東醫寶鑑』에서

는 담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담음이 생겨나게 된 장부를 다스려서 치료할 것을 말한

75) 有風痰 寒痰 濕痰 熱痰 鬱痰 氣痰 食痰 酒痰 驚痰 痰之源不一 有因熱而生者 有因

氣而生者 有因風而生者 有因驚而生者 有因飮而生者 有因食而成者 有因暑而生者 有

傷冷而成者 有脾虛而成者 有因酒而成者 有腎虛而生者. 『東醫寶鑑․內景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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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주목된 것이 脾胃이다. 脾胃는 음식물을 받아들여 진액대사를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잘못되면 痰飮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겨난

담음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기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해도

담이 생긴다. 기가 순조롭게 흐르면 담음과 같은 非生理的 액체는 소멸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氣의 흐름을 순조롭게 해주는 것도

痰을 치료하는 방법이 된다.76)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돌아다니는 痰飮은 삭아서 없어

지게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二陳湯이나 芎夏湯이 대표적인 처방들이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을 사용하지 말고 곧바로 토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痰飮이 횡

격막 위에 있을 때, 아교처럼 껄쭉하고 흐릴 때, 경락 속에 있을 때 등은 토하게 하는

약을 써서 재빨리 토해내야 한다.

Ⅴ. 『東醫寶鑑』에 미친 丹溪痰飮論의 영향

朱丹溪의 痰飮論은 『東醫寶鑑』의 痰飮門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痰飮病의 진단,

증상, 치료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단계의 痰飮論은 痰

飮門 뿐만 아니라 담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다른 많은 질병들에서도 많이 보인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痰飮의 分類

『東醫寶鑑』에서는 痰飮을 淸濁으로 나누고 있다. 痰飮門의 「痰飮分淸濁」에서 朱

丹溪의 “痰이라는 것은 津液이 열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열이 나면 진액을 훈증하여

걸쭉해지고 흐려지는데, 그러므로 담이라고 부른다.”77)라는 말을 인용하여 이를 설명

하고 있다.

2. 痰飮의 診斷

76) 治痰順氣爲先分導次之 然氣升屬火因氣動者曰痰氣 宜順氣導痰湯 因火動者曰痰火

宜淸熱導痰湯 因濕動者曰濕 痰導痰湯 通用二陳湯. 『東醫寶鑑․內景篇․痰飮』

77) 痰者 津液因熱而成 熱則津液熏蒸而稠濁 故名爲痰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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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음을 진단할 때 맥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脈法」에

서 “濇脈이 오랫동안 나타나면 반드시 조리하여야 한다. 대개 담이 아교같이 굳어져서

혈맥을 막아 깔깔하여졌기 때문이다.”78)라고 하여 담증의 맥상을 서술하고 있다.

3. 痰飮의 證狀

1) 痰飮의 外證

痰으로 인하여 병이 생겼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痰飮外

證」에서 “무릇 痰이 있으면 눈꺼풀과 눈 아래에 반드시 검은 잿빛이 돈다.”79), “무릇

병이 생겨서 온갖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고 關上脈이 伏하면서 大한 것은 담증이다.

이런 데는 控涎丹을 써야 한다.”80)라 하고 있다. 이는 痰病을 진단함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지표가 되는 것들이다.

2) 痰飮의 여러 가지 병

痰飮病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朱丹溪의 말을 인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痰

飮病을 설명하고 있다. 「痰飮諸病」에서 “무릇 사람이 손과 팔을 잘 놀리지 못하거나

혹 뼈마디와 온몸이 아프거나 앉으나 누워도 편안하지 않은 것은 痰이 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눈 주위가 검고 걸을 때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놀리기 힘들어하는 것

도 담이 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증상은 온 몸의 뼈마디가 우리하게 아프다.”81),

“눈 주위가 검고 얼굴에 흙빛이 돌며 팔다리가 힘이 없어 늘어지고 저리면서 구부리

고 펴기가 불편한 것은 風濕痰이다.”82), “눈 주위가 검고 숨이 가쁜 것은 驚風痰이

다.83)”, “눈 주위가 검고 뺨이 붉으며 혹 얼굴빛이 누런 것은 熱痰이다.”84)라고 하였

78) 久得濇脈 必費調理 盖痰膠固 脈道阻澁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79) 凡有痰者 眼皮及眼下 必有烟灰黑色. 『東醫寶鑑․內景篇․痰飮』

80) 凡病百藥不效 關上脈伏而大者 痰也 用控涎丹. 『東醫寶鑑․內景篇․痰飮』

81) 凡人手臂 或動不得 或骨節遍身痛 坐臥不寧 此痰入骨也. 又曰 眼黑而行步呻吟 擧動

艱難者 入骨痰也. 其證 遍身骨節疼痛. 『東醫寶鑑․內景篇․痰飮』

82) 眼黑而面帶土色 四肢痿痺 屈伸不便者 風濕痰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83) 眼黑而氣短促者 驚風痰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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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痰塊

담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 중 독특한 하나가 痰塊이다. 이에 대하여 「痰塊」에

서 “사람 몸의 上焦, 中焦, 下焦에 덩어리가 있는 것이 腫毒같은데 그것이 피부 속과

근막 밖에 많이 있는 것은 濕痰이 흘러 다니면서 작은 덩어리를 만든 것이 흩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에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를 물어보고 약을 써서 토하

게 하거나 설사시킨 후에 담을 삭이고 덩어리를 흩어지게 하는 약을 써야 한다. 二陳

湯에 大黃, 蓮翹, 柴胡, 桔梗, 白芥子, 黃連 生薑汁에 炒한 것 등을 달인 물에 竹瀝을

타서 많이 먹으면 저절로 없어진다.”85)라고 하여 痰塊에 대한 증상, 원인 및 치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4) 痰病은 갑자기 죽지 않는다.

痰으로 인한 질병을 앓는 사람은 갑자기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여 담병의 전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痰病不卒死」에서 “ 무릇 병이 오래 질질 끌면서 갑자기 북

지 않는 것은 食積과 痰飮으로 인한 까닭이다. 왜 그러한가? 대개 胃氣는 또한 痰積

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기에 음식은 비록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胃氣가 갑자기 허해

지지는 않기 때문이다.”86)라고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 痰飮의 治法

1) 吐法

朱丹溪는 담음을 치료함에 토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痰飮門 「痰飮吐法」에서 “담이

횡격막 위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토하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설사시켜서는 잘 없

84) 眼黑而頰赤 或面黃色者 熱痰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85) 人身上中下 有塊如腫毒 多在皮裏膜外 此因濕痰流注 作核不散 問其平日好食何物

用藥吐下後 方用消痰散核之藥 二陳湯加 大黃 連翹 柴胡 桔梗 白芥子 黃連 薑汁炒 煎

水入竹瀝 多服自消. 『東醫寶鑑․內景篇․痰飮』

86) 大凡病久淹延卒不死者 多因食積痰飮所致 何以然者 盖胃氣亦賴痰積所養 飮食雖少

胃氣卒不便虛故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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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는다.”87), “맥이 부하면 마땅히 토법을 써야 한다.”88), “담이 아교처럼 걸쭉

하고 탁하면 반드시 토법을 써야 한다.”89), “담이 經絡 속에 있을 때에는 토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토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발산시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담을

토하게 할 필요는 없다.”90), “무릇 토하게 하는 약을 쓸 때는 마땅히 기운을 끌어 올

려서 토하게 해야 한다. 방풍, 치자, 천궁, 길경, 차싹, 생강, 채소즙 등이나 혹 이진탕

으로 담을 토하게 하거나 혹 과체산을 쓴다.”91) 등의 문장을 인용하여 토법을 써야하

는 다양한 상황과 구체적인 처방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2) 痰飮治法

담음병을 치료하는 큰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痰飮治法」에서 “脾

胃를 실하게 하고 脾濕을 마르게 하는 것이 본을 치료하는 것이다.”92), “虛한 사람이

中焦에 담이 있으면 胃氣가 또한 기르는 바를 의존하기 때문에 갑자기 담을 공격해서

는 안 된다. 공격을 다 하고 나면 더욱 허해지기 때문이다.”93), “무릇 담을 치료할 때

에 설사시키는 약을 지나치게 쓰면 脾氣가 내려가고 허해지게 되어 담이 오히려 쉽게

생기고 많아진다. 치법은 반드시 비위를 보하고 중기를 맑아지게 해야 담이 저절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이다.”94), “張子和가 ‘痰飮病에는 보하는 방법

은 없다. 반드시 水氣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땀을 내게 하는 것, 토하게

하는 것, 설사시키는 것 등 3가지 방법을 써서 치료하는 사람마다 늘 나았다. 그러나,

寒證을 낀 경우와 虛證을 낀 증상이 있고 또 혈기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이치는

마땅히 몰려 있는 담을 이끌어 제거시켜야 한다. 또한 반드시 보하는 것을 겸해야 한

87) 痰在膈上 必用吐法 瀉亦不能去. 『東醫寶鑑․內景篇․痰飮』

88) 脈浮者宜吐. 『東醫寶鑑․內景篇․痰飮』

89) 膠固稠濁者 必用吐. 『東醫寶鑑․內景篇․痰飮』 

90) 痰在經絡中 非吐不可 吐中就有發散之意 不必在出痰也. 『東醫寶鑑․內景篇․痰

飮』

91) 凡用吐藥 宜升提其氣便吐也 防風 梔子 川芎 桔梗 芽茶 生薑 虀汁之類 或以二陳湯

探吐 或用瓜蔕散. 『東醫寶鑑․內景篇․痰飮』

92) 實脾土 燥脾濕 是治其本. 『東醫寶鑑․內景篇․痰飮』

93) 虛人中焦有痰 胃氣亦賴所養 卒不可便攻 攻盡則愈虛. 『東醫寶鑑․內景篇․痰飮』

94) 凡治痰用利藥過多 致脾氣下虛 則痰反易生而多 法當補脾胃 淸中氣 則痰自然運下

乃治本之法也. 『東醫寶鑑․內景篇․痰飮』



韓國醫史學會誌  Vol.15  No.1  



- 172 -

다. 또한, 장자화의 3가지 방법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95), “『難經』에서 ‘腎이 五液을

주관하는데 이는 변화하여 五濕이 되며 습은 담을 생기게 한다.’라고 하였다. 담이 기

침하는데 따라 움직이는 것은 脾의 濕이다. 半夏는 標에 있는 담은 잘 내보내지만 本

에 있는 담은 잘 내보내지 못한다. 본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은 腎을 사하는 것인

데, 十棗湯과 三花神祐丸이 그런 약이다. 熱痰은 시원하게 해야 하므로 석고, 청대, 치

자, 황금, 황련 등을 쓴다. 寒痰은 따뜻하게 해야 하므로 반하, 건강, 부자, 육계 등을

쓴다. 燥痰은 적셔 주어야 하므로 과루인, 행인, 오미자, 천화분 등을 쓴다. 濕痰은 마

르게 해야 하므로 창출, 백출, 후박, 복령 등을 쓴다. 風痰은 흩어지게 해야 하므로 남

성, 조각자, 백부자, 죽력 등을 쓴다. 老痰은 부드러워지게 해야 하므로 해석, 망초, 과

루인, 지각, 변향부자 등을 쓴다. 食積痰은 삭여야 하므로 산사, 신곡, 맥아 등을 쓴다.

큰 요점은 인삼과 감초로 脾를 보하고 백출과 반하로 濕을 마르게 하며 陳皮와 청피

로 이기시키고 복령과 택사로 수기를 빠지게 하는 것이다.”96) 등의 문장을 인용하여

담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용약법 또한 상세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 痰飮通治藥

담음을 통치하는 처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 ‘二陳湯’에 대한 方解가 독특하다.

여기서는 “方氏가 ‘반하는 담을 제거하고 습을 말리며 귤홍은 담을 삭이고 기를 고르

게 하며 복령은 기를 내리고 습을 빠지게 한다. 감초는 비를 보하고 속을 편하게 한

다.’고 하였다. 대개 비를 보하면 습이 생기지 않고 습을 말리거나 빠지게 하면 담이

생기지 않는다. 기를 잘 돌게 하고 내리게 하면 담이 삭아서 풀린다. 체와 용을 아울

렀고 병의 본과 표를 다 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쓰는 자가 증상에 따라 가감해야

한다.”97)라고 하여 二陳湯의 구성약물의 용처와 방제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

95) 張子和曰 飮無補法 必當去水 故用汗吐下三法 治人常愈 然亦有挾寒挾虛之證 又有

血氣虧乏之人 理宜導去痰滯 又當補接兼行 又難拘於子和之三法也. 『東醫寶鑑․內景

篇․痰飮』

96) 難經曰 腎主五液 化爲五濕 濕能生痰 痰者因咳而動 脾之濕也. 半夏能泄痰之標 不能

泄痰之本 泄本者泄腎也 十棗湯 三花神佑丸 是也. 熱痰則淸之 用石膏 靑黛 梔子 黃芩

黃連 寒痰則溫之 用半夏 乾薑 附子 肉桂 燥痰則潤之 用瓜蔞仁 杏仁 五味子 天花粉 濕

痰則燥之 用蒼朮 白朮 厚朴 茯苓 風痰則散之 用南星 皂角 白附子 竹瀝 老痰則軟之 用

海石 芒硝 瓜蔞仁 枳殼 便香附 食積痰則消之 用山査子 神麴 麥芽 大要 人參甘草以補

脾 白朮半夏以燥濕 陳皮靑皮以利氣 茯苓澤瀉以滲水. 『東醫寶鑑․內景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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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은 단계의 제자인 방광이 지은 『丹溪心法附餘』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단계의 사

상이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것이 『東醫寶鑑』에 들어와 영향을

끼친 것을 잘 보여 준다.

5. 痰飮으로 인한 기타 증상

『東醫寶鑑』에 나오는 많은 병증들 중에서 담음으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도 많은데 이는 그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담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을 소개함으로써 감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 胃脘痛

痰飮으로 인하여 胃脘痛이 생겼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을 「痰飮胃脘痛」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痰飮으로 胃脘痛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 한 처방이 있다. 白螺螄殼

火煆한 것, 南星 炮한 것, 滑石, 梔子 炒한 것, 便香附子, 蒼朮 각 1兩, 枳殼, 靑皮, 木

香, 半夏, 縮砂 각 5錢 등의 약을 가루 내어 생강즙에 담군 후 쪄서 반죽한 다음 녹두

크기로 丸을 만든다. 한번에 50-70丸씩 생강 달인 물로 먹는다. 봄에는 川芎, 여름에

는 黃連, 겨울에는 吳茱萸를 더 넣어 쓴다.”98)라고 하여 주단계의 창방을 소개하고 있

다.

2) 腹痛

痰飮으로 인하여 복통이 생겼을 때의 치법과 처방을 「痰飮腹痛」에서 설명하고 있

는데, “무릇 배가 아픈데 맥이 滑한 것은 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마땅히 담을 끌어내

고 뭉친 것을 풀어야 한다.”99), “맑은 담으로 인하여 흔히 배가 아픈 데는 천궁, 창출,

향부자, 백지 등을 가루 내어 생강즙과 함께 끓여 조금씩 먹는다.”100), “痰으로 아픈

97) 方氏曰 半夏豁痰燥濕 橘紅消痰利氣 茯苓降氣滲濕 甘草補脾和中 盖補脾則不生濕

燥濕滲濕則不生痰 利氣降氣則痰消解 可謂體用兼該 標本兩盡之藥 用者隨證加減. 『東

醫寶鑑․內景篇․痰飮』

98) 一方治痰飮胃脘痛 白螺螄殼火煆 南星炮 滑石 梔子炒 便香附子 蒼朮各一兩 枳殼

靑皮 木香 半夏 縮砂各五錢 右爲末 薑汁浸蒸餠和丸菉豆大 每五七十丸 薑湯下 春加川

芎 夏黃連 冬吳茱萸. 『東醫寶鑑․外形篇․胸』

99) 凡腹痛脈滑者 是痰 宜導痰解鬱. 『東醫寶鑑․外形篇․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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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반드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또 아프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담

이다.”101)라고 하였다.

3) 腰痛

담음으로 인하여 요통이 생겼을 때의 진단법과 처방을 「痰飮腰痛」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맥이 滑하거나 伏한 것은 痰飮 때문에 아픈 것이다.”102), “담음이 經絡으로

돌아다녀서 허리와 등이 아픈 데는 二陳湯이나 혹 芎夏湯에 南星, 蒼朮, 黃栢 등을 더

넣어 쓰거나 혹 控涎丹을 쓴다.”103), “담음으로 허리가 아픈 데는 南星, 半夏 등에 기

가 잘 돌아가게 하는 약을 좌약으로 더 넣어 쓰는 것이 마땅하다.”104)라고 하였다.

4) 脇痛

담음으로 인하여 협통이 생겼을 때의 증상과 처방을 「痰飮脇痛」에서 설명하고 있

는데, “담음이 厥陰經으로 돌아다니면 또한 옆구리 아래가 아플 수 있는데, 이 병은

기침이 나고 숨이 차며 옆구리가 당기면서 아프다.”105), “기침하고 옆구리가 당기면서

아픈 경우는 마땅히 肝氣를 소통시켜 주어야 하는데, 靑皮, 枳殼, 香附子, 白芥子 등의

약물을 쓴다.”106), “痰이 돌아다녀서 옆구리가 아픈 데는 控涎丹에 南星, 川芎, 蒼朮

등을 더 넣어서 二陳湯을 달인 물로 먹는다.”107), “양쪽 옆구리가 이리저리 아픈 데는

控涎丹을 쓸 수 있다.”108)라고 하고 있다.

100) 淸痰多作腹痛 川芎 蒼朮 香附 白芷爲末 薑汁和湯點服. 『東醫寶鑑․外形篇․腹』

101) 痰痛者 必小便不利 又云 痛則小便不利者 痰也. 『東醫寶鑑․外形篇․腹』

102) 脈滑者伏者 是痰飮痛也. 『東醫寶鑑․外形篇․腰』

103) 痰飮流注經絡 腰背疼痛 二陳湯 或芎夏湯 加南星 蒼朮 黃栢 或用控涎丹. 『東醫寶

鑑․外形篇․腰』

104) 痰飮腰痛 宜南星 半夏 加快氣藥佐之. 『東醫寶鑑․外形篇․腰』

105) 痰飮流注於厥陰之經 亦能使脇下痛 病則咳嗽氣急引脇痛. 『東醫寶鑑․外形篇․

脇』

106) 咳引脇痛 宜疎肝氣 用靑皮 枳殼 香附 白芥子之類.『東醫寶鑑․外形篇․脇』  

107) 痰注脇痛 宜控涎丹 以加南星 川芎 蒼朮 二陳湯煎水呑下. 『東醫寶鑑․外形篇․

脇』

108) 兩脇走痛 可用控涎丹. 『東醫寶鑑․外形篇․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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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疝證

산증에 대해서도 담음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이론을 주단계의 설과 그의 제자인 方廣

의 설을 인용하여 펴고 있다. 「諸疝治法」에서 “疝證으로 아픈 것은 濕, 熱, 痰, 積

등이 아래로 흘러 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찬 기운이 울체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109), “疝證으로 통증을 일으킬 때, 古方에서는 ‘辛溫한 약을 써서 흩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標를 치료하는 것이다. 丹溪가 ‘痰飮, 食積, 死血 등이 足厥

陰肝經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 신평한 약물을 써서 담을 풀리게 하고

積을 삭이며 어혈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本을 치료하는 것이다. 무릇 疝

痛이 일정한 곳이 아픈 것은 형체가 있는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痰飮, 食積, 死

血 등이 서로 엉켜서 생긴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일 형체가 없는 氣가 통증을

일으킨다면 온 배의 여기저기가 아플 것이고 통증이 온몸으로 흘러 퍼질 것이다.”110),

“疝證이 虛를 끼고 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맥이 심하게 沈緊하지는 않고 豁大하면

서 힘이 없는 것이 이것이다. 통증 또한 가벼운데 오직 무겁게 늘어지고 당기는 느낌

이 있을 뿐이다. 마땅히 人蔘과 白朮을 君藥으로 삼고 消導시키는 약을 佐藥으로 써

야 한다. 消導시키는 약은 桃仁, 山査, 枳實, 梔子, 山茱萸, 川練子, 玄胡索, 丁香, 木香

등의 약물이 이것이다.”111), “모든 疝證에 손으로 누르면 매우 아픈 것은 實證이고 아

프지 않는 것은 虛證이다.”112)라고 하여 疝證의 機轉, 治法 및 診斷法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6) 歷節風

歷節風의 발생기전도 痰飮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법도

단계의 이론을 끌어들여 이야기 하고 있다. 「歷節風治法」에서 “痛風을 치료하는 大

109) 疝痛屬濕熱痰積 流下作病 因寒鬱而發也. 『東醫寶鑑․外形篇․前陰』

110) 疝痛之證 古方用辛溫之劑 以散之 是治其標也 丹溪以爲痰飮食積死血 流注歸於厥

陰肝經 用辛平之藥 以豁痰消積破血 是治其本也 夫疝痛有定處 是有形之積也 非痰飮與

食積死血相聚而何哉 若是無形之氣作痛 則走注滿腹 而流散於遍身矣. 『東醫寶鑑․外形

篇․前陰』

111) 疝有挾虛而發者 其脈不甚沈緊而豁大無力者 是也 其痛亦輕 惟覺重墜牽引耳 當以

參朮爲君 疎導藥佐之 疎導卽桃仁 山査 枳實 梔子 茱萸 川練 玄胡索 丁香 木香之類 是

也. 『東醫寶鑑․外形篇․前陰』

112) 諸疝以手按之大痛者 爲實 不痛者 爲虛. 『東醫寶鑑․外形篇․前陰』



韓國醫史學會誌  Vol.15  No.1  



- 176 -

法은 蒼朮, 南星, 川芎, 白芷, 當歸, 酒芩 등으로 구성된 처방을 쓰는 것인데, 병이 위

에 있으면 羌活, 威靈仙, 桂枝, 桔梗 등을 더 넣어 쓰고 병이 아래에 있으면 牛膝, 防

己, 木通, 黃栢 등을 더 넣어 쓴다.”113), “薄桂는 痛風을 치료하는데 맛이 없으면서 퍼

지는 기운은 손과 팔로 가는데 南星, 蒼朮 등의 약물을 이끌어 아픈 곳으로 이르게

한다.”114), “風, 寒, 濕 등의 사기가 經絡에 들어가면 氣血이 응체되고 津液이 머물러

있게 된다. 이것이 오래되면 속이 답답하고 단단해지며 榮衛를 막아 잘 돌지 못하게

하여 正氣와 邪氣가 서로 싸우게 되므로 통증이 생긴다. 이 때에는 모름지기 맛이 맵

고 성질이 몹시 세고 빠른 약으로 뭉친 것을 열어주고 기를 잘 돌게 하며 瘀血을 풀

어 주고 담을 삭여야 하는데 그러면 속이 답답하던 것이 풀리고 榮衛가 잘 돌아가면

서 병이 비로소 그친다.”115) 등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7) 暑病 세 가지

여름에 나타나는 暑病은 그 증상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도 痰飮과 관계가

있다. 이 또한 단계의 이론을 인용하여 진단과 치법을 설명하고 있다. 「暑有冒暑中暑

傷暑三證」에서 “배가 아프면서 물 같은 설사를 하는 것은 胃와 大腸이 사기를 받은

것이고 속이 메슥거리면서 구토를 하는 것은 胃에 痰飮이 있는 것인데 이 것이 冒暑

이다. 이 때는 黃連香薷散, 淸暑六和湯, 消暑十全飮, 解暑三白散 등을 쓰는 것이 마땅

하다.”116),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우리하게 아프며 번조증이 나고 편안하지 못하

거나 혹 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것은 열이 肉을 상한 것인데 이 것이 傷暑이다.

이 때는 人蔘白虎湯, 小柴胡湯 등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117), “기침이 나고 추워하다

113) 治痛風大法 蒼朮 南星 川芎 白芷 當歸 酒芩 在上加羌活 威靈仙 桂枝 桔梗 在下

加牛膝 防己 木通 黃栢. 『東醫寶鑑․雜病篇․風』

114) 薄桂治痛風 無味而薄者 能橫行手臂 領南星 蒼朮等 至痛處. 『東醫寶鑑․雜病篇․

風』

115) 風寒濕入於經絡 以致氣血凝滯津液稽留 久則沸鬱堅牢 阻碍榮衛難行 正邪交戰 故

作痛也 須氣味辛烈暴悍之藥 開鬱行氣破血豁痰 則沸鬱開榮衛行 而病方已也. 『東醫寶

鑑․雜病篇․風』

116) 其腹痛水瀉者 胃與大腸受之 惡心嘔吐者 胃口有痰飮 此冒暑也 宜用黃連香薷散 淸

暑六和湯 消暑十全飮 解暑三白散. 『東醫寶鑑․雜病篇․暑』

117) 其身熱頭疼躁亂不寧 或身如鍼刺者 此爲熱傷在肉分 此傷暑也 宜用人參白虎湯 小

柴胡湯. 『東醫寶鑑․雜病篇․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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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이 나며 식은땀이 그치지 않고 맥이 數한 것은 열이 肺經에 있는 것인데 이 것

이 中暑이다. 이 때는 淸肺生脈飮, 白虎湯, 益元散 등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118)라고

하여 모서가 상서, 중서 등과 구분이 되는 점을 설명하고, 특히 모서의 증상은 위의

담음이 그 원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8) 內傷으로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이러한 증상이 담음으로 인한 경우에 단계의 처방을 제시하여 그 치법을 소개하고

있다. ‘生胃丹’이라는 처방을 소개하면서 “脾胃의 기가 허하여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

하면 그것이 쌓여 濕痰이 된다. 기를 보하는 것, 담을 치료하는 것, 습을 말리는 것

등의 3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없앨 수 없다. 이 처방 가운데서 人參과 白朮은 기를 보

하고 맥아와 축사는 음식을 소화시키며 남성은 濕痰을 말린다. 또 복령은 습을 내보

내고 陳皮와 청피는 기를 잘 돌게 하며 백두구와 필징가는 가슴을 열어주고 목향은

기를 고르게 하며 연육은 심의 열을 내린다. 두루 갖추어 완비된 처방이라 할 만하다.

살이 찌고 흰 기가 허한 사람에게 더욱 마땅히 먹여야 한다.”119)라고 하여 담음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9) 咳嗽

해수가 담음으로 인한 경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수 통치약을 소개하고

있다. 「通治咳嗽藥」에서 “기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침하면 곧 가래가 나오는 것

은 비습이 많아 가래가 잘 나오는 것이고 연속으로 십여 번 기침을 하여도 가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폐의 燥한 기운이 痰濕보다 성한 것이다. 가래가 잘 나오면 南星,

半夏, 皂角灰 등의 약물로 脾를 마르게 하고, 가래가 잘 나오지 않으면 枳殼, 紫蘇葉,

杏仁 등의 약물로 폐를 순조롭게 해야 한다.”120), “기침이 나면서 옆구리 아래가 아픈

118) 其咳嗽發寒熱 盜汗不止脈數者 熱在肺經 此中暑也 宜用淸肺生脈飮 白虎湯 益元散.

『東醫寶鑑․雜病篇․暑』

119) 脾胃氣虛 則不能運化水穀 水穀停積則爲濕痰 曰補氣 曰治痰 曰燥濕 三者不可偏癈

此方中 人參 白朮 以補氣 麥芽 縮砂 以消食 南星 以燥濕痰 又茯苓 滲濕 陳皮 靑皮 利

氣 白豆蔲 蓽澄茄 開膈 木香 調氣 蓮肉 淸心 可謂周而且備 肥白氣虛者 尤宜服之.

『東醫寶鑑․雜病篇․內傷』

120) 咳之爲病有二 咳卽出痰者 脾濕勝而痰滑也 有連咳十數不能出痰者 肺燥勝痰濕也

滑者 宜南星 半夏 皂角灰之屬 燥其脾 澁者 宜枳殼 紫蘇 杏仁之屬 利其肺. 『東醫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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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靑皮로 肝氣를 소통시키고 白芥子 등을 약물을 아울러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후에 二陳湯에 南星, 香附子, 靑皮, 靑黛 등을 넣어서 생강즙으로 풀을 써서 반

죽하여 환을 만들어 먹인다.”121), “二陳湯은 해수를 치료하는 약물로 痰을 제거하여

병의 근원을 치는 약이다. 음허하고 혈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가 성하여 마른기침

을 하는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122) 등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10) 積聚

積聚 또한 痰飮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으로 이에 대한 구분, 증상 등을 단계의 이

론으로 소개하고 있다. 「痞塊積聚所屬部分」에서 “痞塊나 積聚가 가운데 있는 것은

痰飮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食積 때문에 생긴 것이다. 왼쪽에 있

는 것은 血積 때문에 생긴 것이다.”123), “무릇 왼쪽에 있는 것은 血塊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식적이며 가운데 있는 것은 痰飮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진

실로 옳다. 왼쪽 關부위는 肝膽의 자리로서 혈액을 갈무리하는 것을 주관한다. 오른쪽

관부위는 脾胃의 자리로서 음식을 갈무리하는 것을 주관한다. 가운데는 음식이 들어

가고 나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왼쪽에 있는 것은 혈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식적

이며 가운데 있는 것은 담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치가 명확한 것이

다.”124) 등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11) 姙娠惡阻

임신 중에 나타나는 惡阻의 증상도 담음과 관계있는 경우가 있다. 「惡阻」에서 “惡

阻란 임신 중에 속이 메슥거려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 담으로 보고 치료

한다. 살찐 사람은 담이 있고 마른 사람은 열이 있다.”125), “임신 때 한 가지 음식만을

鑑․雜病篇․咳嗽』

121) 嗽而脇下痛 宜以靑皮疎肝氣 兼用白芥子之類 後以二陳湯 加南星 香附 靑皮 靑黛

薑汁糊爲丸服. 『東醫寶鑑․雜病篇․咳嗽』

122) 二陳湯治咳嗽 去痰伐病根之藥 除陰虛血虛 火盛乾咳嗽者 勿用. 『東醫寶鑑․雜病

篇․咳嗽』

123) 凡痞塊積聚在中爲痰飮 在右爲食積 在左爲血積. 『東醫寶鑑․雜病篇․積聚』

124) 夫左爲血塊 右爲食積 中爲痰飮 此言誠然 夫左關肝膽之位 主藏血液 右關脾胃之位

主藏飮食 中間則爲水穀出入之道路 所以左爲血塊 右爲食積 中爲痰飮 其理昭然. 『東醫

寶鑑․雜病篇․積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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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 좋아하는 것은 곧 한 장부가 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혈기가 약하여 간을

영양하지 못하면 간이 허해진 까닭에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기 좋아한다.”126)라는 말

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Ⅵ. 단계담음론의 현대적 운용에 대하여

현대인들의 많은 질환 중 痰飮이 그 원인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는 변증

과 진단이 쉽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치료의 초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

문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담병을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고 그

증상에 따른 치법들은 『東醫寶鑑』에 나오는 痰飮에 관한 논의들로 답하여 보고자

한다.

1. 食痰

이는 현대인들의 과도한 식사량 및 영양과잉으로 인하여 痰飮이 생겨 병을 일으킨

경우이다. 「食痰」에서 “식담이란 食積으로 생긴 담이다.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았는

데 혹 瘀血이 끼인 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주머니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흔히 癖

塊가 생겨 더부룩하면서 그득한 느낌의 증상이 나타난다.”127)라고 증상을 설명하고 靑

礞石丸, 黃瓜蔞丸, 正傳加味二陳湯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2. 酒痰

이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담음이 생겨 이것이 병을 일으킨 경우이다. 「酒痰」에

125) 惡阻謂有孕而惡心 阻其飮食者是也 多從痰治 肥者有痰 瘦者有熱. 『東醫寶鑑․雜

病篇․婦人』

126) 懷孕愛喫一物 乃一藏之虛 如血氣弱不能榮肝 肝虛故愛喫酸物. 『東醫寶鑑․雜病

篇․婦人』

127) 卽食積痰也 因飮食不消 或挾瘀血 遂成窠囊 多爲癖塊痞滿. 『東醫寶鑑․內景篇․

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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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담은 술을 마신 것이 소화되지 않았거나 혹 술을 마신 뒤에 차를 많이 마신 것

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단지 술만 마시면 다음날에 또한 토하며 음식이 맛이 없고

신물을 토하기도 한다.”128)라고 증상을 설명하고 瑞竹堂化痰丸, 香附瓜蔞靑黛丸, 小調

中湯, 滌痰散, 對金飮子에 半夏와 乾葛을 넣은 것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3. 驚痰

이는 놀라서 담음이 생긴 경우로, 특히 차량사고로 인하여 놀란 경우에 이러한 경담

의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驚痰」에서 “경담은 놀란 것으로 인하여 담이 뭉쳐서 덩

어리가 가슴이나 배에 있는 것으로 발작하면 요동을 치면서 아픈 것을 참을 수가 없

는 것이다. 혹 癲癎을 일으키기도 하며 부인에게 많이 생긴다.”129)라고 증상을 설명하

고 妙應丹, 滾痰丸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4. 鬱痰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담음이 생긴 것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병

을 일으킨 경우이다. 「鬱痰」에서 “울담은 老痰이나 燥痰과 같은 것이다. 즉 火痰이

心과 肺의 사이에 뭉쳐서 그것이 오래되면 가슴 속에 뭉쳐서 걸쭉하게 되어 뱉기 힘

들며 몸의 털이 메마르고 색은 흰 것이 말라버린 뼈와 같이 되고 목과 입이 마르고

기침이 나며 숨이 몹시 가쁜 증상이 나타난다.”130)라고 증상을 설명하고 節齊化痰丸,

抑痰丸, 霞天膏, 淸火豁痰丸, 加減二陳湯, 瓜蔞枳實湯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5. 氣痰

128) 因飮酒不消 或酒後多飮茶水 但得酒次日又吐 飮食不美 嘔吐酸水. 『東醫寶鑑․內

景篇․痰飮』

129) 因驚痰結成 塊在胸腹 發則跳動 痛不可忍 或成癲癎 婦人多有之. 『東醫寶鑑․內景

篇․痰飮』

130) 與老痰燥痰同 卽火痰鬱於心肺之間 久則凝滯胸膈 稠粘難咯 多毛焦而色白如枯骨

咽乾口燥 咳嗽喘促. 『東醫寶鑑․內景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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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람의 情志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상술한 울담

과 유사하다. 「氣痰」에서 “기담은 七情이 鬱結되어 담이 인후에 맺혀 있는 것이 헌

솜이나 매화씨 같아서 뱉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으면서 가슴 속

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것이다.”131)라고 증상을 설명하고 淸火豁痰丸, 玉粉丸, 加味四七

湯, 潤下丸, 二賢散, 前胡半夏湯, 加味二陳湯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Ⅶ. 결론

『東醫寶鑑』에 보이는 朱丹溪 痰飮論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丹溪痰飮論은 『東醫寶鑑』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東醫寶鑑』의 痰飮論은 丹

溪의 學說을 중심으로 여러 이론을 아우르고 여기에 허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는 형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 丹溪痰飮論은 『東醫寶鑑』痰飮門에서 서술하고 있는 痰飮의 分類, 痰飮의 診斷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3. 丹溪痰飮論은 『東醫寶鑑』痰飮門에서 서술하고 痰飮의 증상에 대하여 많은 예시

를 제공하고 있는데, 痰飮의 外證, 여러 가지 痰飮病, 痰塊, 痰病卒不死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4. 丹溪痰飮論은 『東醫寶鑑』痰飮門에서 서술하고 있는 痰飮의 治法에도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는데, 吐法, 痰飮治療의 大法, 痰飮通治藥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5. 丹溪痰飮論은 『東醫寶鑑』에서 서술하고 있는 痰飮으로 인한 기타 증상에 대해서

다양한 치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胃脘痛, 腹痛, 腰痛, 脇痛, 疝證, 歷節風, 暑病, 內傷,

咳嗽, 積聚, 姙娠惡阻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6. 丹溪痰飮論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하여 운용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데, 이는 食痰, 酒痰, 驚痰, 鬱痰, 氣痰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상에

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이다.

131) 七情鬱結 痰滯咽喉 形如敗絮 或如梅核 咯不出嚥不下 胸膈痞悶. 『東醫寶鑑․內景

篇․痰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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