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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research had been designed to survey Li Chan (李梴)’s viewpoint of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ripple 

energizers and discover his own medical distinction in them.

Methods : First, look up contents related with it’s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in his book, Introduction to Medicine. Second, 

investigate which books they had derived from. Third, decide whether the contents were originative or not.

Results & Conclusions : Even though his viewpoint of it’s characteristics mostly followed Neijing (內經) and Nanjing (難經), he 

partially changed and added some theories in his book. For example, he regarded that tripple energizers played a role in not only 6 

vowels but also 5 viscera, developed man’s essence-spirit and made his joints strong. These came from Wang Haogu (王好古)’s 

CiShiNanJi (此事難知), Suwen (素問)･ShengQiTongTianLun (生氣通天論)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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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三焦理論은 그 淵源이 위로 內經, 難經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그 이후로 歷代醫家들이 많이 발명하여 生理, 病理, 診
斷, 治療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溫病에 사
용되는 三焦辨證이야말로 그 理論의 總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널리 인정되고 있는 三焦의 生理學說은 오로지 內經, 

難經의 내용을 언급･부연하고 있는데, 醫學入門 三焦 
生理 특성과 비교할 때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다소 相異하
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李梴이 인식한 三焦 生理 특성에 일반성이 있
을 뿐만 아니라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 특수성에 해 분석
하면 그의 독창적인 관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한편 三焦의 生理 특성에 한 국내 연구는 內經1)2)3)4)
과 難經5)에 근본한 고찰과 營衛6), 장부계통7), 心包･命
門8) 및 相火9)와의 관계, 三焦의 실질10)11), 三焦의 어

1) 정종국, 신 일. ｢靈樞･오륭진액별에 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16(2):317-335.
2) 강한주, 조홍윤. ｢靈樞･本藏篇에 나타난 毛髮과 三焦･膀胱과의 關系에 관한 考察｣. 大韓醫療氣功學會誌. 2002;6(1):75-91. 
3) 윤창열. ｢內經에 나타난 三焦有形의 根據 및 三焦의 實體｣.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25(4):57-63.
4) 河洪基, 金基郁, 朴炫局. ｢黃帝內經靈樞에 기재된 三焦에 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24(4):43-53. 
5) 金晶圭, 金容辰, 尹暢烈. ｢難經中 臟腑生理篇에 관한 硏究(I)｣.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4;8:361-386.
6) 文聖植, 姜政秀. ｢三焦와 營衛의 相關性｣.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論文集. 2000;9(1):105-112.
7) 박석기, 김길훤. ｢三焦의 장부계통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15(6):837-846. 
8) 송지청, 권강범, 이수엽, 이헌재, 류도곤. ｢心包, 三焦, 命門에 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2):362-369. 
9) 박찬국. ｢三焦와 相火｣.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2(1):16-17.
10) 윤창열.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26(2):1-7.
11) 윤창열. ｢三焦有形說에 關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24(6):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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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12), 水穀의 사과정 설명모델13), 발생14), 經脈15) 및 
해부학적16)17) 고찰, 동의수세보원의 四焦와 비교18), 吳鞠
通19), 張景岳20), 章楠21)의 연구 등의 이론연구와 내분비
계22), 자율신경계23)와의 비교 등이 이루어져왔다.

중국의 연구로는 三焦의 生理機能 자체24), 內經, 難經
의 三焦學說25), 膜原과 관련한 三焦의 實質26) 등이 있다.

醫學入門은 조선 중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이래로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져서 이를 통해 기본이론
을 익혀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임상에 꾸준히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독창적인 학술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주로 編制,27) 참고문헌28), 丹溪學派로부터의 향29), 
조선 침구학에 한 향30) 등 포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지 못하거나, 脾臟･腎臟에 작용하는 藥物31)32)과 痞病33), 
瘧疾34), 腰痛35) 등 病症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게다가 기본이론서로 활용되고 있는 醫學入門의 生理 
측면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三焦 生理 
특성에 한 李梴의 관점은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며, 三焦 
生理 특성에 한 그의 학술성과는 평가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焦 生理 특성을 검색하여 그 
내용에 따라 臟腑, 부위, 經脈, 기능의 네 가지 측면으로 분

류하고, 다시 그것이 유래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三焦 生理 특성에 한 李梴의 관점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독창적인 면모가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Ⅱ. 本論 및 考察

三焦 生理 특성에 한 李梴의 관점과 학술성과를 전체
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內經의 三焦 개념을 臟腑, 部位, 
辨證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연구하는 방법36)을 
借用･변형하 다. 즉 ‘辨證’의 측면은 生理 특성과 거리가 
멀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고, 生理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機能’과 ‘經脈’의 2가지 측면을 더하 다.

그에 따라 먼저 臟腑, 部位, 經脈, 機能의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그 분류마다 다시 세분하여 그 유래를 찾아보도
록 한다.

이를 통해 그 유래가 밝혀진 내용은 李梴이 이전의 학설
을 계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 유래를 명확히 밝
히지 못하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그의 독창적인 관점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2) 成樂箕. ｢原典上에 表出되고 있는 三焦의 生理作用에 對한 語源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論文集. 1996;4(2):53-62. 
13) 柳姃我, 張祐彰, 丁彰炫.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21(1):63-78. 
14) 김경신, 이태경, 강정수, 김병수. ｢五藏五府에서 三焦를 形成하여 五藏六府가 되는 藏府의 發生學的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22(4):55-66. 
15) 김도훈. ｢三焦經의 하부 경맥 연관성에 한 고찰｣. 경락경혈학회지. 2008;25(4):1-15. 
16) 박경식. ｢수소양 三焦경근의 해부학적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07;24(1):65-77. 
17) 이봉효, 김용범, 박정연, 박현우, 이성준, 이창 , 등. ｢腹募穴･背兪穴과 解剖學的 臟腑의 相關性에 한 통계적 분석 및 心包와 三焦의 解剖學

的 臟器 推定｣. 東西醫學. 2009;34(1):45-62. 
18) 李敬愛, 朴性植, 李源哲. ｢三焦와 東醫壽世保元 四焦의 比較考察｣. 大韓漢方內科學會誌. 1995;16(1):17-32. 
19) 朴炫局, 金基郁, 李泰宰, 蔣喜旭. ｢吳鞠通의 治學思想 및 用藥에 관한 연구｣. 大韓經絡診斷學會誌. 2005;3:79-103.
20) 朴赫圭, 孟雄在.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88;11(1):309-359. 
21) 金圭烈. ｢章楠 醫門棒喝의 <少陽三焦膀胱辨>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7:50-73. 
22) 李鏞泰, 申玟圭, 金完熙. ｢命門･三焦에 對한 實驗的 硏究 - ACTH 및 ALDOSTERONE 分泌에 미치는 육종용･附子의 影響-｣. 東醫生理學會誌. 

1989;4(1):29-41.
23) 洪淳用, 朴炅. ｢命門(心包), 三焦의 機能과 內分泌系統 自律神經系統에 對한 比較硏究｣. 大韓韓醫學會誌. 1983;4(1):30-36. 
24) 王河宝. ｢三焦生理功能论｣. 江西中医学院学报. 2011;23(2):23-25.
25) 馬天阳, 吴春平, 李晓艳. ｢内经, 难经. 三焦学说初探｣. 黑龙江中医药. 2011;4:16-17.
26) 高嘉骏, 申秀云. ｢膜原乃三焦门户说探析｣. 光明中医. 2012;27(8):1502-1504.
27) 車雄碩, 金南一. ｢醫學入門의 편제분석｣. 慶熙韓醫大論文集. 1999;22(1):66-84. 
28) 차웅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참고의서 분석과 편제연구｣. 韓國醫史學會誌. 1999;12(2):47-88. 
29) 車雄碩, 金南一. ｢醫學入門에 나타난 丹溪學派의 향｣. 慶熙韓醫大論文集. 2000;23(1):121-143.
30) 오준호, 김남일, 차웅석. ｢醫學入門을 통해 본 조선 침구학의 특성｣.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15(1):55-62. 
31) 이석재, 금경수.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작용하는 藥物에 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7;20(4):45-63. 
32) 이석재, 맹학 , 금경수, 황우준, 이시형. ｢醫學入門･臟腑條分中 脾臟에 작용하는 藥物에 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22(2):201-229.
33) 趙學俊. ｢醫學入門에 반 된 痞病의 發展過程｣.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24(5):131-145. 
34) 趙學俊. ｢醫學入門에 반 된 瘧疾의 學術繼承과 成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26(2):85-103.
35) 趙學俊. ｢醫學入門･腰痛의 문헌 근거(-東醫寶鑑･腰痛과 비교 -)｣.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27(2):119-135.
36) 王志紅. ｢三焦概念辨析｣.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03;9(10):18-19. 이 논문 이외에도 국내･외의 다수 논문에서 三焦理論을 臟腑, 部位, 辨證

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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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臟腑의 特性

三焦가 六腑 중 하나라는 관점은 일찍이 內經에서 시
작하 고37)38), 그 뒤로 거의 모든 醫家들이 이러한 관점을 
따랐으며, 李梴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39)40).

李梴은 ｢臟腑總論｣에서 臟과 腑에 한 定義를 내리고 
차이점을 지적하 는데41), 臟은 精神과 관계가 있고 精氣
가 流通하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 腑는 精神, 精氣와는 관계가 
없으며 주로 水穀을 出納, 運送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臟과 腑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각각 서로 비슷한 공통점이 있기에 臟과 腑의 表裏 관
계는 마치 父母로부터 기운을 똑같이 받았지만 형체는 다
른 형과 아우의 관계와 같다고 여겼다.

1) 腑의 實質(有名而無形)

李梴은 難經을 따라 三焦가 실질적인 형체가 없다는42)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三焦가 腑로서 실질적인 형체가 있는지 여부에 
한 논의는, 難經에서 無形說을 제시한 데 반해 內經

에서 언급한 三焦가 유형인지 무형인지 뚜렷하지 않기에 
지금까지도 분분하다.

黃龍祥은 靈樞･營衛生會와 靈樞･經脈篇에서 말한 三
焦는 흉복강의 上･中･下 세 부위를 가리키는데 반해, 靈
樞･本輸, 靈樞･本藏과 靈樞･四時氣에서 말한 三焦는 
하복부에 자리한 구체적인 臟器를 가리키며 膀胱과 접하
게 관계하고 기능도 膀胱과 같다. 그 중 첫 번째 의미의 三
焦는 難經에서 예전 로 따라서 傳하여 수록되었고, 두 
번째 의미의 三焦는 難經에서 부위에는 改變이 없지만 

새로운 기능인 “原氣가 따로 行하는 길로 전신의 기를 주관
한다.[爲原氣之別使, 主持諸氣.]”라는 것을 추가하 다. 明
堂經에서 반 된 三焦學說은 주로 內經, 難經에서의 
두 번째의 것으로, 즉 하복부에 위치한 구체적인 臟器인 三
焦로 보았다고43) 하 다.

2) 腑의 五行特性(丙火, 無根之相火)

李梴은 ｢臟腑條分･三焦｣에서 五行論에 입각하여 三焦가 
丙火(陽火)의 腑가 된다고44) 하 다. 小腸도 丙火의 腑이
지만 三焦가 小腸과 다른 점은 ‘無根之相火’라는 점이 다르
다. 한편 ｢運氣｣와 ｢鍼灸･子午八法｣에서 三焦는 天干으로는 
壬水(陽水)에 해당하고45)46), 地支로는 申(相火)에 해당한
다고47) 하 다. 그러나 三焦가 丙火의 腑가 된다는 이론은 
현재로서는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三焦를 天干 중 丙火(陽火)에 해당한다고도 하
고 동시에 壬水(陽水)에 해당한다고도 한 것은 서로 모순
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즉 三焦가 五行의 밖에 있으
며, 水中의 火에 속하여 ‘相火’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나타내
기 위한 것이다. 三焦가 ‘無根之相火’에 해당한다는 것은 五
臟 配合의 밖에 해당한다는 ‘外腑’라는 의미와 서로 통한다.

또한 三焦를 相火의 하나로 보는 관점은 일찍이 王叔和
脈訣의 “命門, 三焦는 相火의 자리이다.”48)에서 기원하
는데, 朱震亨을 비롯한 많은 醫家들이 이를 따랐으며, 李梴
도 그에 해당된다.

李梴은 ｢雜病提綱･暑｣에서 “五行 중에 오직 火가 둘이다. 
心은 君火가 되어 一身의 주인공이 되고, 腎은 相火가 되어 전
신에 유행하되 항상 肝, 膽, 胞絡, 三焦의 사이에 붙어있다.”49)
고 하여, 三焦가 腎을 도와 ‘相火’로서 작용한다고 보았다.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42. “夫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 此五者, 天地之所生也, 其氣象天, 故瀉而不
藏, 此受五藏濁氣, 名曰傳化之府.”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22.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39)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22-323. “抑又聞腑有六, 臟有六, 有九者, 何謂也? 腑有六者, 謂三焦爲外腑也. 上焦者, 在心下胃上口, 

主內而不出, 其治在膻中;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其治在臍兩傍; 下焦者, 在臍下, 當膀胱上口, 主分別淸濁, 出而不內, 以傳道也, 
其治在臍下一寸, 故曰:三焦. 是腑之所以有六也.”

4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24. “胃 大小腸 三焦 膀胱五者, 名曰傳化之府, 此皆不能久留輸瀉者.”
4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13. “臟者, 藏平也, 藏諸神而精氣流通也; 腑者, 府庫也, 出納轉輸之謂也. 臟腑, 兄弟也, 同氣而異形耳.”
4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4. “[三焦]如霧如漚如瀆, 雖有名而無形”
43)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法仁文化社. 2005:963-964.
4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三焦爲丙火之腑, 故其發也, 則爲無根之相火. 遊行諸經, 令人惡寒發熱異常.”
45)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249. “明堂詩曰 甲膽乙肝丙小腸, 丁心戊胃己脾鄕. 庚屬大腸辛屬肺, 壬屬膀胱癸腎藏. 三焦亦向壬宮寄, 

胞絡同歸入癸方.”
4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487.
4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252. “寅申握生化之始終, 相火位焉. 少陽相火佐脾, 雖有午位. 君火居之, 故居寅, 火生於寅也. 足少陽膽

(寅) 手少陽三焦(申)居之.”
48) 王叔和 著. 吳祺鏞 譯. (國譯)王叔和脈訣. 서울:成輔社. 1994:42. “命門三焦, 相火之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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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無根之相火’라는 용어는 현재로는 유래를 찾지 
못하 다. 한편 ‘無根之火’라는 용어는 일찍이 朱震亨의 金
匱鉤玄･火豈君相五志俱有論50)에서 虛症을 일으키는 원인
으로 사용되었는데, 李梴이 三焦가 相火라는 개념과 결합하
여 ‘無根之相火’라는 용어를 만들어 처음으로 사용하 다.

｢臟腑條分･三焦｣의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李梴은 三焦
가 ‘無根之相火’의 生理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少陽病에 寒
熱往來의 증상을 유발한다는51) 논리를 펴고 있다. 

寒熱往來의 증상은 인체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고 ‘無根之相火’로서 모든 경맥으
로 유행한다고 하 으므로, 결국 ‘無根之相火’의 속성은 ‘전
신의 체온 유지’라고 추측할 수 있다.

3) 腑로서의 역할(主食 主便,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分別淸濁, 水穀의 道路)

李梴은 三焦가 비록 실질적인 형체는 없으나 主食(中焦), 
主便(下焦)의 작용을 하므로52) 六腑 중 하나라고 여겼다. 이
는 腑는 精神, 精氣와는 관계가 없으며 주로 水穀을 出納, 運
送하는 특징이 있다는 그의 관점에 입각한 들어맞는 언급이다.

그런데 上焦는 主氣, 中焦는 主食, 下焦는 主便한다는 李
梴의 언급은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上焦는 手太陰의 大會, 
腠理의 開闔(땀의 배출)과 관련이 있고, 中焦는 胃가 水穀
의 精微를 營氣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下焦는 糟粕 
중 水分이 膀胱으로 滲入하여 소변이 배출되는 것과 관련
이 있다는53) 설명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동시에 難經･三

十一難에서 上焦는 ‘主內而不出’하며 中焦는 ‘主腐熱水穀’
하며 下焦는 ‘主出而不內 以傳導’54)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반 한 것이다.

그의 “主氣 主食 主便”을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
瀆”55)과 비교하면, 肺, 胃, 膀胱 등과 三焦의 상호작용을 

접하게 결합한 결론이며, 특히 ‘主食 主便’은 腑로서의 역
할을 하고 ‘主氣’는 臟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에 해 다시 ‘胃의 濁氣가 하강하면 소변이 되
고 胃의 淸氣가 상승하면 營氣･衛氣가 된다.’56)는 관점에서 
“三焦에 水穀이 들어와서 아래로 하강하면서 변화를 거쳐 
糟粕이 되어 배출되므로 水穀의 도로가 된다.”57)고 해석하

다. 즉 三焦의 腑로서의 역할은 氣(濁氣)의 하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다시 三焦가 水穀의 도로이지만 上･中･下 三焦에 경계가 
있다고58) 보았다. 즉 上焦는 賁門을, 中焦는 幽門을, 下焦
는 闌門을 경계로 하고 있다.

그는 難經･四十四難의 七衝門59)에 따라 “賁門은 곧 胃
脘上口로서 水穀은 賁門에서 위로 달려가고 穀氣는 肺로 
傳하며, 幽門은 中脘과 가까이 있어서 그 자리가 깊숙하고 
후미져서 胃 속의 水穀이 幽門에서 小腸으로 들어오며, 闌
門은 배꼽 아래에 있어서 水穀을 울타리처럼 가두었다가 
膀胱과 大腸으로 나누어 들어와서 大便과 小便이 된다. 이
에 大腸, 小腸, 膀胱은 氣血, 津液이 유통하는 도로가 된
다.”60)라고 하 다. 이는 또한 三焦가 腑로서의 역할을 한
다는 점을 밝힌 내용이다.

4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388. “五行惟火有二, 心爲君火, 一身之主, 腎爲相火, 遊行於身, 常寄肝膽胞絡三焦之間. 又膀胱爲民火 
亦屬於腎 此皆天賦不可無者 若五志之火, 則由於人, 是以內傷火多, 外感火少.”

50) 朱震亨. 金匱鉤玄(朱丹溪醫學全書 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458. “若腎水受傷, 其陰失守, 無根之火, 爲虛之病, 以壯水之劑製之, 如
生地黃, 玄參之屬.”

5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三焦爲丙火之腑, 故其發也, 則爲無根之相火. 遊行諸經, 令人惡寒發熱異常.”
5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4-365. “主氣 主食 主便”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19-120.
54) 滑壽 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譯. 難經本義. 전:주민출판사. 2003:157. “上焦者는 在心下하야 下鬲하고 在胃上口라 主內而不出하며 其治

는 在膻中이니 玉堂下一寸六分의 直兩乳間陷者가 是라 中焦者는 在胃中脘하야 不上不下라 主腐熱水穀하며 其治는 在臍傍이라 下焦者는 當膀胱
上口라 主分別淸濁하니 主出而不內하야 以傳導也라 其治는 在臍下一寸이라 故로 名曰三焦라 其府는 在氣街라 一本에 作衝하니라”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20.
5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 “升中淸, 降下濁, 造化出納無窮(胃中濁氣下降而爲溲便, 淸氣上升而爲榮衛, 上極必返於下, 下極必

復於上, 造化自然之妙, 循環無窮. 至於水穀之所入者, 自上而中自中而下, 糟粕轉輸傳導而無底滯, 故云 水穀之道路也.)”
5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 “升中淸, 降下濁, 造化出納無窮(胃中濁氣下降而爲溲便, 淸氣上升而爲榮衛, 上極必返於下, 下極必

復於上, 造化自然之妙, 循環無窮. 至於水穀之所入者, 自上而中自中而下, 糟粕轉輸傳導而無底滯, 故云 水穀之道路也.)”
5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571-1572. “其槁在上焦賁門者 …… 其槁在中焦幽門者 …… 其槁在下焦闌門者 ……”
59)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672.
6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1571-1572. “三焦枯槁成[膈噎](飮食不下, 而大便不通, 名膈噎. 疏云 膈有拒格意, 卽膈食反胃也. 玉

機云 噎塞大便不通, 通幽湯. 故以膈噎爲題. 局方以噎近咽, 膈近胃, 而遺下焦, 又妄分十膈五噎, 皆非經旨. 病因內傷, 憂鬱失志及飮食淫慾而動脾
胃肝腎之火, 或因雜病, 誤服辛香燥藥, 俱令血液衰耗, 胃脘枯槁. 其槁在上焦賁門者, 食不能下, 下則胃脘當心而痛, 須臾吐出乃止. 賁門, 卽胃脘上口, 
言水穀自此奔入於胃, 而氣則傳之於肺也. 其槁在中焦幽門者, 食物可下, 良久復出. 幽門與中脘相近, 言其位幽僻, 胃中水穀自此而入小腸也. 其槁在
下焦闌門者, 朝食暮吐. 暮食朝吐, 闌門臍下, 欄約水穀, 分入膀胱　大腸而爲糞溺. 是大小腸　膀胱, 乃氣血津液流通之道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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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腑로서의 요건(外腑)

李梴은 三焦가 六腑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해 의
문을 품어 “三焦가 正腑가 아니다.”61)라고 하 는데, 이 관
점은 華陀內照圖에서 유래하 고 易簡方의 내용과 같
다고62) 알려져 있다.

靈樞에서 三焦를 ‘孤之府’라고 불 는데, 難經･三十八難
에서 ‘外府(外腑)’63)라고 明命하여 그 의의를 약간 다르게 
언급하 다.

三焦가 ‘外腑’라는 표현의 해석은, 첫째 안으로 다른 五
腑처럼 實質的인 腑가 없고 밖으로 經脈이 있다는64) 관점, 
둘째 氣衝이 外腑라는65) 관점, 셋째 臟腑의 밖에서 둘러싼 
가장 큰 六腑라는66) 관점, 넷째 三焦가 다른 五腑가 五臟
과 表裏의 配合을 이루는 것과 달리 表裏 配合의 밖에 있
다는 관점67) 등이 있다. 특히 넷째의 관점은 ‘外腑’는 곧 
正腑가 아니라는 李梴의 언급과 서로 통한다.

李梴이 三焦가 六腑 중 하나라는 점에 의심한 까닭은, 그가 
정의내린 기준에서 찾을 수 있는데, 三焦는 다른 腑처럼 消化
管으로 이어져서 水穀을 직접 出納, 運送하지 않기 때문이다.

消化管으로 이어지지 않은 六腑는 三焦 외에 膽, 膀胱도 
거기에 해당된다. 膽은 水穀 사 신 精을 저장하므로 素
問에서 ‘奇恒之腑’68)라고 인식하 고, 특히 膀胱은 靈樞
에서도 下焦의 ‘決瀆’ 작용과 연관하여69) 이해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 있다.

5) 臟과 같은 역할(主氣[主持諸氣], 引導陰陽, 分別

淸濁, 應呼吸, 行氣血)

李梴은 三焦가 腑로서 ‘主食, 主便’의 역할 외에 臟처럼 
‘主氣(主持諸氣)’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 다.

王好古가 此事難知에서 “三焦는 臟이 있고 腑가 없어
서 안으로 유행하는 것이 血이고 밖으로 固護하는 것이 氣
이다. 上焦如霧는 氣를 가리키고 下焦如瀆은 血을 가리키고 
中焦는 氣血로 나눈다.”70)고 하여 일찍이 三焦가 臟의 역
할을 함을 지적하 다.

靈樞･營衛生會篇에서 上焦는 手太陰의 大會, 腠理의 開
闔(땀의 배출)과 관련이 있고, 下焦는 糟粕 중 水分이 膀胱
으로 滲入하여 소변이 배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71)는 언
급을 그는 조금 더 확 하여 해석하 다.

즉 上焦는 心과 肺가 營衛를 宗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고 보아 靈樞에 비해 心의 작용을 추가하 고, 下焦는 腎
間動氣의 작용에 의해 肝과 腎이 津液을 소통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고 보아 靈樞에 비해 腎間動氣의 작용과 肝과 
腎의 津液 疏通의 역할을 추가한 것 등72)이다.

이에 해 또한 ‘胃의 濁氣가 하강하면 소변이 되고 胃
의 淸氣가 상승하면 營氣･衛氣가 된다.’73)고도 해석하 다. 
즉 三焦의 臟으로서의 역할은 氣(淸氣)의 上升에 의해 이
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李梴은 三焦가 臟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점
을 ‘主持諸氣’라고 표현하 으며, 이를 세분하여 引導陰陽, 分
別淸濁과 應呼吸, 行氣血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6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0. “三焦, 非正腑也.”
62)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法仁文化社. 2009:377.
63) 滑壽 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譯. 難經本義. 전:주민출판사. 2003:187.
64)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632-633. “三焦無內府오 惟有經脈하야 名手少陽이라 故曰 外府也라(集注)” 

“外雖有經脈이나 內實無特形矣 而以有決瀆之官職이라 故曰 外府라(裒腋)”
65)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632. “其府는 不同各府之在內 而獨在于氣衝之分이 府也者라 內焉五오 外焉六이니 

所以言府有六也라(圖注)”
66)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632-633. “外府는 謂在諸藏府之外也”(正義) “所以能統攝乎外라 故曰外腑也라 

二十五難에 予註三焦 乃護於諸臟腑之一大囊이라하니 與此章之義合之면 可以恍然矣라.”(闡注) “唯其非正府라 故薰蒸肓膜之內하고 遊行府藏之
間하야 宛如外郭然이라 故謂外府라(古義)”

67)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633. “此配合之外一府耳니 故曰 此外府也라(匯海)”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42.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寫, 名

曰奇恒之府.”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22.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70) 王好古. 此事難知(王好古醫書集成 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158. “三焦有臟而無腑, 在內則遊行是在血也, 在外則固護, 是在氣也, 上焦

如霧者氣也, 下焦如瀆者血也, 中焦者氣血分之也.”
7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19-120.
7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上焦主納, 心肺若無上焦, 何以宗主榮衛. 中焦主不上不下, 脾胃若無中焦, 何以腐熟水穀? 下焦主

出, 腎間動氣應焉, 肝腎若無下焦, 何而踈決津液? 是三焦者, 引導陰陽, 分別淸濁, 所以主持諸氣, 有其名而無其形. 寄在胸中, 以應呼吸而行氣血.”
7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 “升中淸, 降下濁, 造化出納無窮(胃中濁氣下降而爲溲便, 淸氣上升而爲榮衛, 上極必返於下, 下極必

復於上, 造化自然之妙, 循環無窮. 至於水穀之所入者, 自上而中自中而下, 糟粕轉輸傳導而無底滯, 故云 水穀之道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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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引導陰陽’은 上焦의 心肺가 營衛를 宗主하여 陽氣
를 내보내 皮膚와 分肉의 사이를 따뜻하게 하고 下焦의 腎
間動氣의 작용으로 陰을 인도한다는 뜻이다.

‘行氣血’은 膻中은 上焦에 있어서 氣海에 해당하고 血室
은 下焦에 있어서 血海에 해당하여 남녀가 그곳에서 모두 
營衛氣血이 모이며, 氣는 본래 陽이라 오르기만 하고 血은 
본래 陰이라 내려가기만 하는데 氣는 三焦의 작용으로 氣
海에서 모 다가 내려가고 血도 三焦의 작용으로 血海에서 
모 다가 올라가서 氣血이 소통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分別淸濁은 水穀을 받아들여 津液과 糟粕으로 나누
는 작용이므로 臟보다 腑의 역할에 가깝지만 李梴은 ‘主持
諸氣’에 속한다고 하 다. 따라서 分別淸濁은 腑와 臟의 역
할을 둘 다 한다고 볼 수 있다.

6) 臟腑 表裏(其腑三焦, 其臟心胞絡)

李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焦는 五腑의 正腑가 아
니라고 하 다. 더 나아가 그는 三焦가 命門(心包)과 배합
된다고74)하 다.

三焦가 ‘心包와 배합된다.’는 내용은 일찍이 靈樞･經脈篇
에서 유래하여 일반적인 학설이 되어왔으므로, ‘命門(心包)
과 배합된다.’는 그의 주장은 그의 독창적인 관점이다.

그 독창성으로 인해 그의 학설에 해 비판하는 의견75)
도 있다. 그러나 李梴은 心包가 곧 命門이라는 전제 하에서 
命門(心包)과 짝이 된다고 본 것이며, 經脈의 관계로서는 
心包가 三焦와 서로 연락된다고76) 여겼다.

7) 기타 臟腑와 관련(心肺･脾胃･肝腎 및 胃)

李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焦가 心肺･脾胃･肝腎의 
作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명하 다.

그는 또 足陽明胃經의 氣衝이 三焦가 發用하는 곳이므로 
氣衝이 三焦가 胃氣의 도움을 받아 行氣하게 하는 腑라
고77) 해석하여 三焦가 胃와 관련 있다고 하 다. 이는 難
經･三十一難”78)에서 기원하 다.

2. 部位의 特性

三焦란 신체를 上･中･下 세 부위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靈樞･營衛生會篇79)에서 上焦는 胃口 以
上 胸中까지의 部位에 있으며, 中焦는 胃腑가 있는 部位에 
있으며, 下焦는 回腸 以下 大腸, 膀胱에 속한 部位에 있다
고 보았다. 難經･三十一難80)에서 上焦는 心下･胃上口에 
해당하고 中焦는 胃中脘에 해당하고 下焦는 膀胱上口에 해
당한다고 하 다.

醫學入門에서 難經을 인용하 을 뿐만 아니라 또한 
備急千金要方의 “上焦如霧, 其氣起於胃上管 ……, 中焦如
漚, 其氣起於胃上管 ……, 下焦如瀆 …… 其氣起於胃上管”81)
을 참조하여, 李梴은 上焦의 위치는 玉堂穴 아래 1寸6分인
데 그곳은 兩乳 사이의 오목한 곳이고, 中焦와 下焦는 배꼽
을 경계로 구분한다는82) 점을 발명하 다.

三焦의 臟腑, 經絡, 生理, 病理 등의 특성은 뚜렷하지 않
으나 오로지 部位의 특성이 뚜렷한 언급을 醫學入門에서 
곳곳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에
서 발견할 수 있다.

7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1. “心包, 卽命門, 其經手厥陰, 其腑三焦, 其臟心胞絡. 其部分在心下橫膈膜之上, 竪斜膈膜之下, 與橫
膜相粘, 其處黃脂漫包者心也. 其漫脂之外, 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此胞絡也.”

75)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法仁文化社. 2009:377. “三焦와 表裏를 이루는 것이 心包인지, 아니면 王叔和가 말하듯 
命門인지를 언급하고, 王叔和가 틀린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 寶鑑이 인용한 부분은 특이하기는 하지만 맞는 내용이 아니다.”

7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2. “心胞脈起於胸中下膈. 循絡三焦 故病有胸病及息噴者.”
7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 “腑在氣衝, 水穀資胃而傳送.(氣衝在小腹毛中, 去中行各二寸, 乃陰陽道路, 陽明脈之所發. 足陽明主

腐熟水穀之氣, 三焦發用, 貫通十二經絡, 往來上下, 腐熟水穀, 營運氣血, 皆其所主. 是知氣衝爲三焦行氣之府, 盖氣血必胃氣以爲本也.)”
78) 滑壽 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譯. 難經本義. 전:주민출판사. 2003:157. “三焦. 其府, 在氣街.(一本, 作衝.)”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19-120. “上焦出于胃上口, 幷咽以上, 貫膈而布胸中, ……, 中焦亦幷胃中, 出上焦

之後, ……, 下焦者, 別回腸, 注于膀胱而滲入焉.”
80) 滑壽 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譯. 難經本義. 전:주민출판사. 2003:157. “上焦者, 在心下. 下鬲, 在胃上口, 主內而不出. 其治在膻中, 玉堂

下一寸六分, 直兩乳間陷者, 是.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熱水穀. 其治在臍傍. 下焦者, 當膀胱上口. 主分別淸濁, 主出而不內, 以傳導也. 
其治, 在臍下一寸, 故, 名曰三焦. 其府, 在氣街. 一本, 作衝.”

8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3 中). 서울:大星文化社. 1995:634-637.
8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上焦者, 在心下胃上口 …… 其治在膻中. 中焦者, 在胃中脘 …… 其治在臍兩傍. 下焦者, 在臍下, 

當膀胱上口 …… 其治在臍下一寸(上焦, 玉堂下一寸六分, 直兩乳間陷處. 中焦, 臍上中脘. 下焦, 臍下膀胱上口.)”
8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140-142. “滑壽 …… 治婦人病小便, 中滿喘渴 …… 公曰: 水出高源, 天中之氣不化, 則水液不行, 病因於

氣徒行水無益, 法當治上焦. 乃與朱雀湯, 倍枳, 梗. …… 治一婦人, 年六十餘, 亦病小便秘若淋狀, 小腹脹, 口吻渴脈沈具濇. 公曰 此病在下焦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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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焦의 部位 특성은 上･中･下의 높이로 診斷하는 특성을 포
함하고 있고, 溫病學의 三焦辨證에도 이 특성이 반 되어 있다.

더 나아가 三焦의 부위 특성을 臟腑 특성과 결합한 관점
을 醫學入門 ｢臟腑條分･三焦｣101)에서 찾을 수 있다. 즉, 
上焦는 心과 肺가 營衛를 宗主하는 데 관여하고, 中焦는 脾
胃가 水穀을 腐熟하는 데 관여하고, 下焦는 肝과 腎이 津液
을 소통하는 데 관여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은 溫病學의 三焦辨證에서 上･中･下 각각 三焦
의 病證을 변별할 때 해당 부위에 있는 臟腑 특성을 구분
하는 기준과 서로 통한다.

3. 經脈의 特性

李梴은 三焦의 經脈이 다른 경맥과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 는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1) 經脈의 六氣 속성

李梴은 ｢運氣｣에서 三焦는 地支로 申(相火)에 해당한다
고102) 하 는데, 이는 三焦經脈의 속성을 반 한다. 이처럼 
六腑를 地支에 배속한 것은 醫學入門 외에 실려 있는 문
헌이 없다고103) 알려져 있다.

2) 經脈의 流走

李梴은 ｢診脈･總看三部脈法｣에서 手少陽三焦經이 耳目을 
지나므로 그 脈動處는 診脈의 “九候 중 上部人”104)에 해당
한다고 하 다. 이는 素問･三部九候論105)에서 기원하 다.

｢臟腑條分･三焦｣에서 또 “手少陽脈이 膻中으로부터 缺盆
으로 나와 뒷목으로 올라가서 귀 뒤로 이어져서 곧장 귓바
퀴 위쪽으로 나왔다가 뺨으로 내려가서 광 뼈까지 이르므
로”106) 三焦에 熱이 있으면 胸中煩滿, 口渴, 咽腫 등의 症

陰火盛而水不足, 法當治血. …… 治一婦經水將來. 三五日前, 臍下㽱痛, 如刀刺杖, 寒熱交作. …… 公曰 此下焦寒濕, 邪其搏於衝任, 衝主血海, 任主
胞胎, 爲婦人血室. 故經事將來, 邪與血爭作痛, 寒熱生濁, 下如豆汁, 宜治下焦, 遂以辛散苦溫理血之藥. …… 治一婦病寒疝, 自臍下上至心, 皆脹滿攻
痛, 而脇疼尢甚, 嘔吐煩滿 不進飮食, 兩手脈沈結不調. 公曰 此由寒在下焦, 宜亟攻其下, 無攻其上. 爲灸章門, 氣海, 中脘, 內服玄胡索, 官桂, 胡椒, 
佐以茴, 木, 諸香, 茯苓, 靑皮等而愈.” ｢歷代醫學姓氏･儒醫｣

8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171-172. “呂復 …… 有因大醉甚大吐, 熟睡至次早, 眼中視物皆倒埴, 診其脈左關浮促, 復用藜蘆, 瓜蔕, 
平旦吐之, 視物如常. 盖傷酒吐時, 上焦反覆, 致倒其膽腑, 故視物皆倒, 法當復吐, 以正其膽.” ｢歷代醫學姓氏･儒醫｣

85)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32. “冷凝手穀不化, 寒入下焦腸痛.” ｢臟腑條分･小腸｣
8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50. “肺脈起於中焦” ｢臟腑條分･肺｣
8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60. “熱結腹滿而胞塞 甚則狂發(熱結下焦, 則小腹苦滿, 難於俛仰, 胞轉閉塞, 不得小便, 令人發狂.)” ｢臟

腑條分･膀胱｣
88)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1. “節飮三盃, 固尾閭(酒水好停下焦爲邪, 節之, 尾閭自固, 不患漏泄.)” ｢臟腑條分･膀胱｣
89)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597. “凡藥根在土中者, 中半已上氣脈上行, 以生苗者, 爲根. 中半已下氣脈下行, 以入土者爲梢. 病在中焦

用身, 上焦用根, 下焦用梢.” ｢本草･本草總括｣
9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823. 已上治上焦寒藥 ｢本草･本草分類｣
9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845. 已上治中焦寒藥 ｢本草･本草分類｣
9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852. 已上治下焦寒藥 ｢本草･本草分類｣
9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331-1332. “經云 陰虛生內熱 …… 此所謂陰虛之陰 …… 蓋身中之陰氣, 與水穀之味耳. …… 或以下焦

陰分爲言, 或以腎水眞陰爲言, 皆非也.” ｢內傷辨(新纂)｣
9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332-1333. “夫胃受水穀 惟陽升陰降 而後變化出入以滋榮一身, 今胃不善納 而氣衰少 則淸無升濁無降

矣 故曰上焦不行, 下脘不通. 然非謂絶不行不通也, 但此之平人則謂之不行不通耳. 上不行, 下不通則鬱矣. 鬱則少火皆壯化, 而胃居上焦下脘兩者之
間, 故胃氣熱, 熱則上炎, 故薰胸中而爲內熱也.” ｢內傷辨(新纂)｣

95)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1. “在上焦, 則咽乾口燥而臭, 舌糜唇瘡, 在中焦, 則胸滿乾嘔作渴, 在臟腑, 則大小便閉.” ｢內傷･積熱｣
9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103. “[表裏俱無] 不可犯上犯下(…… 不可汗吐, 以犯上焦淸氣, 不可大下, 以犯下焦胃氣.)” ｢傷寒･五法｣
9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152-1153. “熱者吐下之後[消渴]可必(凡吐下後, 邪熱不客於上焦爲虛煩, 而乃客於中焦, 爲消渴者.” ｢傷

寒･初證｣
9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383. “濕在上焦, 加羌活,　蒼朮. 微汗有熱, 加黃芩. 中焦濕, 加猪苓,　澤瀉, 滲利. 熱加黃連. 下焦濕, 加

升麻, 防風, 升提.” ｢雜病提綱･濕｣
9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526. “上消引飮便如常(熱在上焦心肺, 煩躁, 舌赤唇紅, 少食引飮, 小便數者.” ｢雜病條分･燥類･消渴｣
10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535. “熱在上焦氣分, 渴而小便不利者, 肺中伏熱, 水不能降, 宜氣薄淡滲之藥, 淸金瀉火, 以滋水之上源, 

淸肺飮子, 熱在下焦血分, 不渴而小便不利者, 腎與膀胱無陰而陽氣不化, 水枯火升, 宜氣味俱陰之藥, 除熱瀉閉, 以滋水之下源.” ｢雜病條分･火類･淋｣
10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上焦主納, 心肺若無上焦, 何以宗主榮衛? 中焦主不上不下, 脾胃若無中焦, 何以腐熟水穀? 下焦主

出, 腎間動氣應焉, 肝腎若無下焦, 何而踈決津液? 是三焦者, 引導陰陽, 分別淸濁, 所以主持諸氣, 有其名而無其形. 寄在胸中, 以應呼吸而行氣血.”
10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252. “寅申握生化之始終, 相火位焉. 少陽相火佐脾, 雖有午位. 君火居之, 故居寅, 火生於寅也. 足少陽

膽(寅) 手少陽三焦(申)居之.”
103)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法仁文化社. 2009:252.
10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430. “九候. 上部天, 足少陽膽, 以候頭角. 上部人, 手少陽相火三焦, 以候耳目.”
10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81. “上部人, 耳前之動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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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이 나타난다.
또 “手少陽脈이 네 번째 손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손등과 

下腕을 따라 팔꿈치와 上腕의 바깥쪽으로 뚫고 올라와서 
어깨로 올라갔다가 …… 갈비뼈를 따라 三焦에 屬하므
로”107) 三焦에 風이 침입하면 네 번째 손가락과 팔꿈치, 下
腕, 上腕, 어깨, 갈비뼈 바깥쪽이 다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이 내용은 靈樞･經脈篇108)에서 기원하 다.

手少陽經의 支脈이 ”귓바퀴에서 귓속으로 들어가므로”109) 
三焦가 虛하면 耳鳴이 생기고, 手少陽經의 支脈이 “귓속에
서 귀의 앞쪽으로 지나가서 뺨에서 교차하여 눈의 바깥초
리까지 이르므로”110) 三焦의 氣滯로 귀 뒤와 눈의 바깥초
리가 아프고, 또 手少陽經의 支脈이 “팔뚝을 돌아 胸中으로 
注入하여 心包와 合하므로”111) 가슴 앞쪽이 아프다. 이 내
용은 靈樞･經脈篇112)에서 기원하 다.

3) 經脈의 表裏(其腑三焦, 其臟心胞絡)

李梴은 三焦가 命門(心包) 臟과 짝이 되어 心包의 經脈
이 三焦와 서로 연락된다고113) 하고, 또 手少陽 三焦의 經
脈이 넷째 손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 缺盆으로 들어가서 
膻中에서 교차하여 心胞로 흩어져서 연락되어 橫隔膜으로 
내려가서 옆구리를 따라서 三焦에 속한다고114) 하 다.

三焦經脈이 心包經脈과 서로 연락된다는 내용은 靈樞･
經脈篇115)에서 기원하 다. 이 관계는 다른 經脈이 臟과 
腑가 서로 表裏를 이루는 관계, 예를 들어 足厥陰 肝經과 
足少陽 膽經이 表裏를 이루는 것 등과 같다.

4) 經脈의 氣血多少

李梴은 三焦의 經脈이 血이 많고 氣가 적다고116) 하
다. 經脈의 氣血多少는 素問･血氣形志117), 靈樞･五音五
味118), 靈樞･九鍼論119)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이 서
로 다르다. 醫學入門의 내용은 素問･血氣形志를 기준으
로 한 徐氏鍼灸大全을 인용한 것120)으로 알려져 있다.

李梴은 經脈의 氣血多少를 鍼灸 補瀉의 기본원칙으로 삼
고 있으므로121), 三焦 經脈의 虛實을 조절하는 데 적용한
다면 氣를 補하고 血은 瀉하여 치료할 수 있다.

5) 經脈의 相通(腎과 三焦의 相通)

李梴은 ｢五臟穿鑿論｣의 臟腑相通을 인용하여 腎과 三焦가 
서로 통한다고122) 하고, 그 의의는 合一의 妙라고 하 다. 
현재까지 ｢五臟穿鑿論｣의 문헌 근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123)

｢五臟穿鑿論｣에서 陽臟-陰腑 또는 陰臟-陽腑가 相通하
10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67. “熱則上結於心, 而胸中煩滿, 甚則口渴咽腫(手少陽脈從膻中出缺盆, 上項系耳後, 直上出耳上角, 以

屈下頰至䪼.)”
10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7. “風若縈纏, 小指次指, 肘臂肩臑肋外皆疼(手少陽脈, 起於小指次指之端, 循手表腕上貫肘臑外, 上

肩而交足少陽之後, 入缺盆交膻中, 散絡心胞, 而下膈循肋, 屬三焦. 故病實則攣痛, 虛則不收.)”
10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82.
109)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7. “虛則引氣於肺, 而中寒痞脹, 甚則溺窘耳鳴(手少陽支脈從耳入耳中. 經曰: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

尤堅, 不得小便窘急. 溢則水流, 卽爲脹候. 耳鳴者, 手少陽支脈從耳後入耳中也.”
11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7. “氣爲是動, 時秘時泄, 耳後胸前目銳作痛.(氣證或秘或泄, 手少陽別脈, 遶臂注胸中, 合心主病, 其

支脈自耳中走耳前, 交頰至目銳眥, 故氣滯則作痛.”
11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7. “氣爲是動, 時秘時泄, 耳後胸前目銳作痛.(氣證或秘或泄, 手少陽別脈, 遶臂注胸中, 合心主病, 其

支脈自耳中走耳前, 交頰至目銳眥, 故氣滯則作痛.”
1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82.
11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2. “心胞脈起於胸中下膈. 循絡三焦 故病有胸病及息噴者.”
11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7. “手少陽脈, 起於小指次指之端, 循手表腕, 上貫肘臑外, 上肩而交足少陽之後, 入缺盆, 交膻中, 散

絡心胞, 而下膈循肋, 屬三焦.”
1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82. “三焦手少陽之脈, 起於小指次指之端, 上出兩指之間, 循手表腕, 出臂外兩骨

之間, 上貫肘, 循臑外, 上肩而交出足少陽之後, 入缺盆, 布膻中, 散絡心包, 下膈, 循屬三焦.”
11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14. “詩曰 多氣多血經須記, 手經腸足經胃. 多氣少血有六經, 三焦膽腎心脾肺. 多血少氣心胞絡, 膀胱

小腸肝所異.”
1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95.
1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283.
1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333.
120)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法仁文化社. 2009:323.
12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14. “病値氣血少者補之, 多者損之.”
12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8-369. ｢五臟穿鑿論」曰 心與膽相通(心病怔忡, 宜溫膽爲主.) 膽病戰慄癲狂, 宜補心爲主. 肝與大腸

相通, 肝病宜踈通大腸, 大腸病宜平肝經爲主) 脾與小腸相通(脾病爲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肺與膀胱相通(肺病宜淸利膀胱水, 後用分利淸
濁. 膀胱病宜淸肺氣爲主, 兼用吐法) 腎與三焦相通(腎病宜調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胃與命門相通(津液胃虛, 宜大補右腎) 此合一之妙也.

123)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法仁文化社. 200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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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李梴은 陽臟과 陰臟의 짝을 이룬 
관계에 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臟腑相通의 배합에 한 해석은 몇 가지 관점이 있지만, 
체로 五行論 및 臟象論과 三陰三陽의 開闔樞 理論으로 

설명하는 관점124)125)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董氏奇穴의 
활용 가능성126)에 해 문헌을 통해 밝힌 바가 있다. 그러
나 臟腑相通의 配合을 五行論 또는 臟象論으로 설명하기에
는 다소 억지스러운 점이 많으며, 三陰三陽의 開闔樞 理論 
또는 그에 바탕을 둔 經脈理論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의 開闔樞 이론에 근거한 經脈理論으
로 해석하면, 手經･足經 陽經脈의 開-足經･手經 陰經脈의 
開, 또는 手經･足經 陽經脈의 閤-足經･手經 陰經脈의 閤, 
또는 手經･足經 陽經脈의 樞-足經･手經 陰經脈의 樞끼리 
서로 通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三焦의 經脈은 腎의 經脈과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6) 기타 經脈과 관계(胃經, 肺經)

李梴은 足陽明胃經의 氣衝이 三焦가 發用하는 곳이므로 
氣衝이 三焦가 胃氣의 도움을 받아 行氣하게 하는 腑라
고127) 해석하 다. 이 내용은 본래 難經･三十一難 “三焦. 
其府, 在氣街.(一本, 作衝.)”128)에서 기원하 는데, 그 글자
가 서로 비슷하여 氣街가 옳은지 氣衝이 옳은 지에 한 
논란이 있다.129)

또 ｢臟腑條分･肺｣에서 靈樞･經脈을 인용하여 肺脈은 
中焦에서 起始한다고130) 하 다.

4. 機能의 特性

難經硏究集成에서 難經에 나타난 三焦의 機能 特性
에 해 “첫째, 三焦는 原氣의 別使가 된다. 둘째, 三焦는 
水穀의 道路가 된다. 셋째, 三焦는 諸氣를 主한다. 넷째, 三
焦는 決瀆之官이 된다.”131)라고 네 가지로 개괄하 다.

李梴이 인식한 三焦 機能 특성은 위의 4가지 외에 4가지
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중 素問･生氣通天論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三焦 機能의 범위를 확 한 특징이 있다.

1) 모든 氣를 주관(主持諸氣)

李梴은 “三焦者, 引導陰陽, 分別淸濁, 所以主持諸氣, 有其
名而無其形. 寄在胸中, 以應呼吸而行氣血.”132)이라고 하여 
‘主持諸氣’가 三焦의 기능임을 밝혔다.

일찍이 難經･三十八難에서 “三焦는 人體의 모든 기운
(諸氣)을 主持한다.”133)고 하 다. 또한 難經･三十一難에
서 “三焦者 …… 氣之所終始也”134)라 하고, 難經･六十六難
에 “三焦主通行三氣”135)라 하 다. 그러나 內經에는 難
經처럼 ‘三焦가 모든 기운(諸氣)을 主持한다’는 뚜렷한 언
급이 없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기본적으로 ‘諸氣’의 의의를 반
하고 있다. 가령 靈樞･決氣에서 “上焦開發, 宣五穀味, 薰
膚充身澤毛, 若霧露之漑是爲氣.”136)라고 하고, 靈樞･五癃
津液別에서 “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液, 其流
而不行者爲液.”137)라고 한 것 두 문장을 합쳐서 ‘上焦如霧’
의 의의138)로 해석하 다.

그러나 醫學入門에서 內經, 難經에서 언급한 ‘主持
諸氣’의 의의를 모두 반 한 것은 아니다.

124) 朴喆, 丁彰炫, 白裕相. ｢臟腑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17(2):1-17.
125) 김경철, 이용태.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理解｣.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3):617-623.
126) 정년식, 임윤경. ｢장부상통의 원리를 이용한 董氏奇穴의 임상활용에 관한 文獻考察｣. 한경락경혈학회지. 2005;22(3):199-209.
12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 “腑在氣衝, 水穀資胃而傳送.(氣衝在小腹毛中, 去中行各二寸, 乃陰陽道路, 陽明脈之所發. 足陽明

主腐熟水穀之氣, 三焦發用, 貫通十二經絡, 往來上下, 腐熟水穀, 營運氣血, 皆其所主. 是知氣衝爲三焦行氣之府, 盖氣血必胃氣以爲本也.)”
128) 滑壽 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譯. 難經本義. 전:주민출판사. 2003:157.
129)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法仁文化社. 2009:331.
13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50. “肺脈起於中焦”
131)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197-198.
13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133)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559. “三焦主持諸氣”
134)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631.
135)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867.
1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68.
1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83.
138)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上焦主出陽氣, 溫於皮膚分肉之間, 若霧露之漑焉, 故曰 上焦如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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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靈樞･邪客에서 “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
脈, 而行呼吸.”139)이라고 하 으나 李梴은 醫學入門에 ‘宗
氣’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靈樞･營衛生會에서 “營氣
出於中焦, 衛氣出於下焦.”140)라고 하 으나 李梴은 營氣와 
衛氣의 發源處가 다른 점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 元氣를 생산(元氣之父)

難經･六十六難에서 原穴을 설명하면서 “臍下腎間動氣
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
別使也.”141)라고 하여 腎間動氣를 ‘原氣’라고 稱하고 三焦
와 관련이 있다고 하 다. 

李梴은 “三焦陽氣, 通行諸經, 臍下腎間動氣者, 十二經之根
本也, 故曰原.”142)이라고 약간 수정하여 인용하 는데, 醫
學入門에서 ‘原氣’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元氣’의 
용어만 사용하 고 또한 三焦를 ‘別使’라고 稱하지도 않았다.

또한 ｢治法･雜治賦｣에서 三焦가 元氣를 생산하므로 “元
氣之父”143)라고 하 는데, 이 말은 그가 처음으로 사용하
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孫一奎가 醫旨緖餘에서 “三焦爲
氣父, 包絡爲血母.”144)라고 하 다.

3) 水穀이 運行하는 도로(水穀의 道路, 上焦如霧, 中

焦如漚, 下焦如瀆)

難經･三十一難에서 三焦는 水穀이 운행하는 도로145)라
고 하 고, 靈樞･營衛生會篇에서도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이라고 하 다.
‘上焦如霧’에 해 李梴은 “上焦는 주로 陽氣를 내보내는

데 皮膚와 分肉의 사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마치 안개나 
이슬이 적시는 것과 같다.”146)고 하고, ‘中焦如漚’에 해 
李梴은 “中焦는 주로 水穀의 五味를 변화시키는데 그 水穀
의 精微가 肺로 올라가서 血로 변화하여 五臟과 전신을 
양하는 것이 마치 거품과 같다.”147)고 하고, ‘下焦如瀆’에 

해 李梴은 “下焦는 주로 소변을 通利하여 때맞추어 내
려 보내는데 糟粕을 내보내기만 하고 水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막힌 것을 통하게 한다.”148)고 하 다. 이러한 설명
은 李梴이 難經의 “水穀之道路”라는 관점으로 內經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을 해석한 것이다.

그는 이에 해 다시 ‘胃의 濁氣가 하강하면 소변이 되고 
胃의 淸氣가 상승하면 營氣･衛氣가 된다.’149)는 관점에서 “三
焦에 水穀이 들어와서 아래로 하강하면서 변화를 거쳐 糟粕이 
되어 배출되므로 水穀의 도로가 된다.”150)고 해석하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다시 三焦가 水穀의 도로로
서 上･中･下 三焦에 구분이 있어서 上焦는 賁門을, 中焦는 
幽門을, 下焦는 闌門을 경계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難經･四十四難의 七衝門151)에 따라 “賁門은 곧 
胃脘上口로서 水穀은 賁門에서 위로 달려가고 穀氣는 肺로 
傳하며, 幽門은 中脘과 가까이 있어서 그 자리가 깊숙하고 
후미져서 胃 속의 水穀이 幽門에서 小腸으로 들어오며, 闌門
은 배꼽 아래에 있어서 水穀을 울타리처럼 가두었다가 膀胱
과 大腸으로 나누어 들어와서 大便과 小便이 된다. 이에 大
腸, 小腸, 膀胱은 氣血, 津液이 유통하는 도로가 된다.”152)라

1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298.
1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19.
141)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867.
14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483.
14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2388. “手陽明大腸, 喜熱惡淸. 足陽明胃, 喜淸惡熱. 足厥陰肝, 喜潤惡燥. 手厥陰心胞絡, 乃胞絡十二經

之總, 不係五行, 乃坤元一正之土. 雖主生長, 喜靜惡燥, 稟互少陽元氣, 乃能生育, 故曰三焦, 爲元氣之父. 胞絡, 乃陰血之母. 是四經, 好惡不同, 法
不可泥故, 從中治. 中, 非中外中下之中, 乃隨時以取中也.”

144) 孫一奎. 醫旨緖餘(孫一奎醫學全書 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54.
145)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559. “三焦者, 水穀之道路”
14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上焦主出陽氣, 溫於皮膚分肉之間, 若霧露之漑焉, 故曰 上焦如霧.”
147)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中焦主變化水穀之味, 其精微上注於肺, 化而爲血, 行於經隧, 以榮五臟周身, 故曰 中焦如漚.”
148)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下焦主通利溲便, 而時傳下, 出而不納, 開通秘塞, 故曰下焦如瀆.”
149)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 “升中淸, 降下濁, 造化出納無窮(胃中濁氣下降而爲溲便, 淸氣上升而爲榮衛, 上極必返於下, 下極

必復於上, 造化自然之妙, 循環無窮. 至於水穀之所入者, 自上而中自中而下, 糟粕轉輸傳導而無底滯, 故云 水穀之道路也.)”
150)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 “升中淸, 降下濁, 造化出納無窮(胃中濁氣下降而爲溲便, 淸氣上升而爲榮衛, 上極必返於下, 下極

必復於上, 造化自然之妙, 循環無窮. 至於水穀之所入者, 自上而中自中而下, 糟粕轉輸傳導而無底滯, 故云 水穀之道路也.)”
151)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硏究集成. 전:주민출판사. 2002:672.
15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1571-1572. “三焦枯槁成[膈噎](飮食不下, 而大便不通, 名膈噎. 疏云 膈有拒格意, 卽膈食反胃也. 玉

機云 噎塞大便不通, 通幽湯. 故以膈噎爲題. 局方以噎近咽, 膈近胃, 而遺下焦, 又妄分十膈五噎, 皆非經旨. 病因內傷, 憂鬱失志及飮食淫慾而動
脾胃肝腎之火, 或因雜病, 誤服辛香燥藥, 俱令血液衰耗, 胃脘枯槁. 其槁在上焦賁門者, 食不能下, 下則胃脘當心而痛, 須臾吐出乃止. 賁門, 卽胃脘
上口, 言水穀自此奔入於胃, 而氣則傳之於肺也. 其槁在中焦幽門者, 食物可下, 良久復出. 幽門與中脘相近, 言其位幽僻, 胃中水穀自此而入小腸也. 
其槁在下焦闌門者, 朝食暮吐. 暮食朝吐, 闌門臍下, 欄約水穀, 分入膀胱　大腸而爲糞溺. 是大小腸　膀胱, 乃氣血津液流通之道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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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이는 또한 三焦가 腑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내용이다.

4) 水液의 代謝(通調水道. 決瀆之官 水道出焉, 下焦

如瀆)

일찍이 素問･靈蘭秘典論에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
焉”153)이라 하 고, 靈樞･本輸에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
道出焉 屬膀胱”154)이라 하 으며, 靈樞･本藏에 “腎合三焦
膀胱”155)이라 하 다.

李梴은 內經에서 三焦가 인체의 水液代謝를 맡는다는 
의의를 계승하여 그 機能에 해 “決瀆之官, 水道出焉.”156)
이라고 하 다.

특히 지적할 점은, ‘通調水道’는 앞서 언급한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중 ‘下焦如瀆’의 水穀이 운행하는 도로
로서의 기능과 중첩된다.

5) 정신을 기르고 관절을 부드럽게 함(養精神, 柔

筋骨)

李梴은 三焦의 생리 특성 중 하나로서 “養精神, 柔筋骨”
을 처음으로 제시하 다. 이 말은 아마도 素問･生氣通天論
의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157)에서 근거한 듯하다. 
즉, 李梴은 이 문장의 ‘陽氣’를 三焦의 陽氣로 해석함으로써 
‘養神’, ‘養筋’을 각각 ‘養精神’, ‘柔筋骨’로 고쳐서 표현하
다. 素問･生氣通天論에 한 여러 注釋158)을 살펴보아도 
‘陽氣’가 속하는 臟腑를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러한 관점은 李梴의 독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陽氣’를 ‘粹然淸和之氣’라고 정의하고 나서 “粹然淸
和의 氣가 위로부터 中焦로 들어오면 土德을 도와서 五穀

을 잘 받아들여 精微로 변화하게 하여 안으로는 精神을 기
르고 밖으로는 筋骨을 부드럽게 한다.”159)라고 설명하 다.

‘三焦의 陽氣가 精神을 기른다.’에 한 설명은 膻中과 
上焦의 관련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三焦 陽氣의 ‘養精
神’을 素問･靈蘭秘典論의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160)
와 연관 지어 “中焦가 잘 다스려져서 膻中에 들어오면 胸襟
이 자연히 열려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161)고 하여 사
람의 정신활동을 정 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三焦 陽
氣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하 다.

‘三焦의 陽氣가 관절(筋骨)을 부드럽게 한다.’에 한 구
체적인 설명은 비록 醫學入門의 다른 篇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사지 관절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三焦 陽氣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하 다.

6) 精의 生成, 排泄

｢雜病條分･火類･夢遺｣에서 “精은 一時의 交感으로 三焦
의 火가 흡수하고 모아서 이루진다. …… 오로지 色欲을 절
제하여 氣血이 점차 성해지면 精이 희박하지 않다.”162)고 
하 다. 즉 李梴은 三焦의 火가 氣血을 모아서 精으로 만들
어 배출할 수 있게 한다고 본 것이다.

이 학설의 기원은 北宋 때 醫家인 單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163)

7) 체온의 유지(無根之相火)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李梴은 三焦가 丙火에 해당하며 
小腸과 달리 ‘無根之相火’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는 相火가 생리적 측면과 병리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
이 있다고 보았는데, ｢臟腑條分･命門｣에서 命門은 “相火의 

1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34.
1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22.
1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215.
15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1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6.
158) 素問硏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硏究集成(v.1). 구:素問硏究集成刊行委員會. 2001:104.
159)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367. “養精神, 柔筋骨, 襟懷喜氣若烘(粹然淸和之氣, 上入中焦, 則佐土德, 翕受五穀, 變化精微, 

內養精神, 外柔筋骨. 中焦旣治, 其氣上烘, 入於膻中, 而司入內, 襟懷開豁, 喜樂由生)”
1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34.
16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6-367. “中焦旣治, 其氣上烘, 入於膻中, 而司入內, 襟懷開豁, 喜樂由生.”
16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533-1534. “[夢遺] …… 却無精滿溢而淋(有曰年壯久不御女, 精滿而溢者, 深爲可笑. 人之臟腑, 惟氣

與血, 神則主宰其中, 而無形迹可見, 精乃一時交感, 三焦之火吸撮而成, 豈先有蓄積於中耶? 惟節色, 氣血漸盛, 而精不淸薄, 理也. 其不御女而漏者, 
或聞淫事, 或見美色, 或思想無窮, 所願不得, 或曾入房太甚, 宗筋弛縱, 發爲筋痿, 而精自出者, 謂之白淫. 盖腎藏天一, 以慳爲事, 至意內治, 則精全
而固, 去思外淫, 居室太甚, 宜乎滲漏而不振也, 單黃栢丸 妙.)”

163) 윤창열. ｢三焦有形說에 關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24(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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臟으로 元氣가 매어있다.”164)라고 하여 相火가 곧 元氣로서 
생리적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 고, 또한 ｢治法･水火分治｣에
서 동시에 相火를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모든 움
직임은 다 相火가 하는 것이다. 하늘은 이 火가 아니면 능
히 만물을 生하지 못하고 사람은 이 火가 아니면 능히 살
지 못한다. …… 사람의 火는 하늘과 같되 元氣의 적으로 삼
는 까닭은 사람은 살면서 늘 욕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相火가 부채질하듯 일어나서 眞陰을 졸이고 달여서 陰虛가 
되면 병들고 陰이 끊어지면 죽는다.”165)라고 하 는데, 이
는 朱丹溪의 학설을 따른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相火가 일으키는 구체적인 病症을 표적
으로 지적하 다. ｢臟腑條分･三焦｣에서 三焦는 “無根之相火로
서 모든 經脈에 유행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惡寒, 發熱의 이상
이 일어난다.”166)라고 하여, 정상일 때에는 발현되지 않다가 
이상이 있을 때 惡寒, 發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李梴은 三焦가 ‘無根之相火’로서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元氣와 관련이 있
으며, 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병을 일으키는데 표
적으로 惡寒, 發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8) 養胎에 관여

｢婦人門･胎前｣에서 十月養胎說에 해 “三月에는 心包經
이요 四月에는 三焦經이 養胎한다.”167)라고 하 다. 이 내
용은 본래 徐之才의 學說로서 孫思邈의 千金方에 수록되
어 있으며, 婦人大全良方도 이를 따르고 있으며, 千金方 
보다 앞서 巢元方의 諸病源候論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고168) 알려져 있다.

Ⅲ. 요약 및 結論

위와 같이 三焦 生理 특성에 한 李梴의 관점을 臟腑, 
부위, 經脈, 기능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다시 세
분하여 그 유래를 찾아보아, 그 유래가 분명하게 밝혀진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현재 공인되고 있는 三焦 生理學說은 內經, 難經의 
학설을 인용하고 있고, 三焦 生理 특성에 한 李梴의 
관점은 체로 內經, 難經의 학설을 계승하고 있으
므로, 두 가지를 비교하면 큰 틀에서 거의 같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다르거나 그 유
래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 유래를 밝
히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그의 독창적인 관점이며 그의 
학술성과로 볼 수 있다.

2. 三焦가 六腑 중 하나라는 관점은 일찍이 內經에서 시
작하 는데, 李梴은 三焦가 主食(中焦), 主便(下焦)의 
작용을 하므로 內經을 따라 六腑 중 하나라고 여기면
서도, 비록 실질적인 형체는 없다고 보아서 華陀內照圖
를 따라 ‘正腑가 아니다’고 하 다.
그러나 그는 三焦가 六腑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五臟
의 역할도 수행함을 지적하 다. 즉, 王好古의 此事難知
에 근거하여 上焦는 心과 肺가 營衛를 宗主하는 데 관여
하고, 中焦는 脾胃가 水穀을 腐熟하는 데 관여하고, 下
焦는 肝과 腎이 津液을 소통하는 데 관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三焦가 五行으로는 相火에 속하며, 丙火의 腑
가 되며, ‘無根之相火’라고 보았다. 三焦가 相火라는 관
점과 ‘無根之火’라는 병리 개념은 모두 朱震亨으로부터 
유래하여 李梴이 둘을 결합하여 ‘無根之相火’라는 생리
적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丙火의 腑가 된다
는 학설은 현재로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
또한 心包가 命門이라는 전제 하에 三焦는 命門(心包)과 
짝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것 역시 그의 독창적인 관점이다.

3. 三焦가 인체의 上･中･下 세 ‘부위’에 해당된다는 관점은, 
일찍이 難經･三十一難에서 기원하 다. 
그러나 醫學入門에서 難經의 관점을 단순히 계승하
지 않고 部位 특성과 臟腑 특성이 서로 결합한 관점을 
제시하 다. 즉 上焦는 心과 肺가 營衛를 宗主하는 데 
관여하고, 中焦는 脾胃가 水穀을 腐熟하는 데 관여하고, 
下焦는 肝과 腎이 津液을 소통하는 데 관여한다고 본 것
이다. 이런 관점은 溫病學의 三焦辨證의 기본이론과 서

16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2. “相火之臟, 元氣繫焉.”
16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2370-2371. “凡動, 皆相火之爲.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 …… 然人火同天也, 而以

爲元氣之賊者, 人生恒動於欲. 相火扇起,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絶則死. 此載人及東垣, 明言不獨張子和然也.”
16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南山堂. 1991:365. “三焦爲丙火之腑, 故其發也, 則爲無根之相火. 遊行諸經, 令人惡寒發熱異常.”
16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635. “[胎前] …… 三四胞絡三焦訣.”
168)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法仁文化社. 2009: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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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한다.
4. 三焦의 經脈流走와 表裏配合은 靈樞･經脈篇에서, 三焦

經脈의 氣血多少는 素問･血氣形志에서 기원하 는데, 
李梴은 이를 따랐다.
그는 經脈의 地支配合, 腎-三焦의 經脈(또는 臟腑) 相
通을 처음으로 제시하 는데, 三焦의 地支配合은 三焦의 
五行, 六氣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腎-三焦의 
相通은 三焦와 腎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 가 되고 있다.

5. 三焦의 機能 特性은 부분 內經, 難經에 근거하
는데, 가령 ‘모든 氣(諸氣)를 주관함’, ‘元氣를 생산함’, 
‘水穀이 運行하는 도로’, ‘水液 代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精의 生成･排泄’은 北宋 때 醫家인 單驤에게서 
기원한 것이고, ‘체온 유지(無根之相火)’는 朱震亨의 學
說을 발전시킨 것이고, ‘養胎에 관여함’은 徐之才의 學說
에서 기원한 것이고, ‘정신을 기르고 筋骨을 부드럽게 
함’은 素問･生氣通天論의 ‘陽氣’를 그가 유일하게 三焦
로 해석한 독창적인 관점이다.

이와 같이 李梴의 관점은 內經, 難經을 비롯하여 單
驤, 朱震亨, 王好古, 徐之才 등의 學說을 두루 계승･발전하

을 뿐만 아니라,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내용
이 있으므로, 그의 학술성과에 한 연구는 三焦의 生理 특
성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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