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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ang Lun (王綸)’s assertion on Ginseng and Astragali Radix and its 

related arguments that had shown critical or advocative point of views about Wang lun’s theory.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help understand the history of arguments on the usage of Ginseng and Astragali Radix that had been triggered by Wang lun’s 

assertion.

Methods :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his study first looked into the assertions of Wang Lun and the representative arguments 

about it, which includes Yu Tuan (虞摶), Wang Ji (汪機), Sun Yikui (孫一奎). And secondly,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other 

following additional arguments that had shown the conclusional aspects of this disputes.

Results & Conclusions : Wang Lun (王綸)’s assertion on Ginseng and Astragali Radix proclaimed that in the symptoms of fevers in 

lung or lack of blood (血) the use of Ginseng and Astragali Radix must be prohibited. This assertion later faced severe criticism by 

opposers like Yu Tuan, Wang Ji. These opposers asserted that Yang (陽) has the ability of creating Yin (陰), and Ginseng and 

Astragali Radix could be the right drugs to the symptoms by lack of Yin. But a few approvers like Sun Yikui (孫一奎) had tried to 

advocate Wang Lun’s assertion and casted the question of true meaning of Wang Lun. And In the other following arguments, it could 

be said that the influence of Wang Lun’s assertion had gradually waned but could have been reciprocally accepted in the opposite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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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王綸(1453-1510)은 明代의 의가로서, 字를 汝言이라 했
고 號를 節齋라 하 다. 朱丹溪의 학술계통을 계승한 의가
로 알려져 있으며, 明醫雜著, 本草集要 등의 저작이 많
은 주목을 받았다. 王綸의 參芪論이란 人參, 黃芪에 한 
그의 논설을 뜻하는 것으로서1), 明醫雜著와 本草集要
에서 그 관련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이 논의는 이후 

의학계에 많은 향을 미쳤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
가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王綸의 參芪論은 기본적으로 肺에 火邪가 있다거나 血虛
의 증일 경우에 人參, 黃芪와 같은 甘溫한 성미의 약을 금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人參, 黃芪는 氣를 
補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肺에 火邪가 있거
나 血虛의 증 등에 쓸 경우 오히려 火를 조장하면서 병을 
악화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시에 
人參, 黃芪의 사용을 매우 꺼리는 풍조를 불러온 것이었으
며2), 한편으로 여러 의가들의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1) 王綸은 자신의 저작에서 人參, 黃芪와 관련하여 ‘參芪論’이라는 이름으로 편장을 달리 설정하면서 그의 주장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 
예로 明代의 의가인 孫一奎의 醫旨緖餘에 ‘王節齋 本草集要 參芪論’이라는 이름의 글이 있는 것과 같이, 본 논고에서도 이를 따라 人參, 黃
芪에 한 王綸의 논의를 ‘參芪論’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2) 明代의 의가 徐春甫가 古今醫統大全에서 “自綸斯言一出, 舉世醫者畏參如虎.”라 한 것은 王綸의 參芪論이 당시 의학계에 미친 향을 잘 보여준
다.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卷之九十四 本草集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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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王綸의 參芪論에 해 비판적인 주장을 밝힌 표적인 

의가는 汪機(1463-1539)라 할 수 있다. 역시 丹溪學派로 
분류되는 汪機는 石山醫案에서 ‘辨明醫雜著忌用參芪論’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王綸의 參芪論을 비판하 으며, 
역시 石山醫案에 실린 그의 ‘營衛論’이라는 글은 그의 비
판적 논의에 한 이론적 기초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王綸의 參芪論 자체에 한 연구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이 같은 汪機의 논의에 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성지 과 劉曉芳, 董曉靑 등의 연구가 
표적이다3). 그리고 이들 연구에서는 王綸에 한 汪機의 비
판을 丹溪의 滋陰學說로부터 이후의 溫補學說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이론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에 있어 王綸의 參芪論에 한 지금까지
의 연구는 王綸의 논의 자체보다는 이에 한 汪機의 비판
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춰진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王綸의 논의가 의학계에 미친 향이 큰 만큼 그
에 해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논의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고 그에 한 여러 의가들의 관점이 어떠했는지에 한 더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王綸의 參芪論에 

해서는 汪機 외에도 虞摶, 孫一奎 등에게서 구체적인 관
련 논의들을 더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과 같은 丹溪學派 
의가들의 논의 이후에도 여러 의가들에 의해 지속적인 논
의가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王綸의 參芪論의 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이어 虞摶, 汪芪, 孫一奎 등의 논의를 통
해 參芪論 관련 논의의 주된 흐름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 
이후의 여러 저작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추가로 살펴봄으로
써 王綸의 參芪論 및 그 관련논의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
습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王綸의 參芪論

王綸이 人參, 黃芪의 사용상의 주의점을 강조한 내용은 
그의 저작인 明醫雜著와 本草集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明醫雜著의 ‘丹溪論之氣血痰鬱’에 나타난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丹溪는 또한 이르기를, 근래에 병을 다스림에 氣와 血을 
나누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虛한 병증을 보
기만 하면 곧 人參과 黃芪를 쓰곤 한다. 氣虛에 속하는 경
우라면 물론 마땅하지만, 만약 血虛의 경우라면 어찌 氣를 
도움으로써 도리어 陰血을 상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血의 병에 氣를 다스리면 血이 더욱 상할 뿐 아니라 
심하면 氣와 血이 모두 虛하게 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
이니, 따라서 병을 다스리려 약을 씀에는 반드시 氣와 血을 
분명히 분별하여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해야 한다.”4)

위 내용은 人參과 黃芪가 氣虛인 경우에 쓰일 수 있을 
뿐이며 血虛인 경우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관점을 밝힌 것
이다. 즉 人參과 黃芪는 기본적으로 氣를 補하는 것들로서, 
血虛인 경우에 사용하면 血을 補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하
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本草集要의 
人參에 관한 부분에 따르면, 肺에 寒邪가 들거나 短氣, 虛
喘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人參을 쓸 수 있지만 肺에 火
邪가 들거나 陰虛火動으로 인해 勞嗽, 吐血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하 다5). 이와 같이 王綸이 人
參, 黃芪를 금해야 한다고 한 병증은 血虛와 陰虛火動, 肺
가 火邪를 입은 경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王綸은 이에 해 그 구체적인 병증을 예로 들어 논하기
도 하 다. 일례로 그는 咳血을 논하면서 이는 부분 肺를 
침범한 熱로 인해 氣가 火로 化하면서 陰血이 이 火를 따
라 상승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이에 따라 瀉火滋陰의 치
법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人參 등의 甘溫한 성미의 약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 다. 人參, 黃芪 등은 咳血이 氣虛로 
인한 것일 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그나마 氣虛로 인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본 것이다.6) 또한 酒色이 과도함으로 

3) 성지 , 윤창열. ｢汪機의 營衛論 및 醫案에 나타난 溫補醫學思想｣. 전 학교 한의학연구소논문집. 2013;21(2):1-19. 劉曉芳. ｢汪機臨證運用參
芪法要｣. 中醫藥臨床雜誌. 2015;27(1):41-42. 董曉靑. ｢新安醫家汪機營衛氣血觀述評｣. 中醫藥臨床雜誌. 2014;26(2):121-123.

4) 王綸. 明醫雜著. 北京:學苑出版社. 2011:4. “丹溪又云, 近世治病, 多不知分氣血, 但見虛病, 便用參芪. 屬氣虛者固宜矣, 若是血虛, 豈不助氣而反耗
陰血耶? 是謂血病治氣, 則血愈虛耗, 甚而至于氣血俱虛, 故治病用藥, 須要分别氣血明白, 不可混淆!”

5)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卷之九十四 本草集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1:1144-1145. “肺受寒邪及短氣虛喘宜用, 肺受火邪喘嗽, 及陰虛火動勞嗽
吐血者, 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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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脾腎의 眞陰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제반 병증에 있어
서도 人參, 黃芪 등의 甘溫한 성미의 약을 금해야 함을 강
조하 는데, 이 역시 陰血이 虛한 상태에서 火가 왕성해진 
병증에는 苦甘한 성미의 약으로 生血, 降火하는 것이 올바
른 치법이며 甘溫한 성미의 약은 氣만을 도움으로써 陰血
을 더욱 손상시킨다고 본 것이다.7) 

이상과 같은 王綸의 주장은 한편으로 局方發揮에서 氣
의 寒熱과 관련하여 丹溪가 펼친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丹
溪는 局方發揮에서 寒이 병이 되는 것은 외부의 寒邪나 
飮食傷 등에 의한 것만이 있을 뿐이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병의 절  다수가 火로 인한 것이라 하 다. 여기에서 丹溪
는 脈訣에서 “熱則生風, 冷生氣”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가운데 ‘冷生氣’의 부분을 高陽生의 오류라 하며 부정하

는데8), 즉 脈訣에서 ‘冷生氣’라 하듯이 의가들이 氣의 
여러 병리적인 변화를 寒邪와 관련된 것으로 많이 생각하
지만 사실은 내부의 火에 의한 것이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脈訣에서 “熱則生風, 冷生氣”라 한 것은 劉河間도 
인용한 예가 있는데9), 그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中
風의 病機를 설명하는 데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河間은 
中風을 내부의 熱이 동하여 風이 발한 것으로 설명하 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 ‘靜勝氣躁’의 원리에 따라 養血의 치법
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河間은 ‘冷生氣’의 부분
에 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丹溪는 이를 高陽生
의 오류라 하면서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丹溪
는 ‘冷生氣’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氣의 火化의 문제를 크게 
강조한 것이며, 내부의 火가 盛할 때 河間이 ‘靜勝氣躁’의 
원리에 따라 血을 자양해야 한다고 한 것에 향을 받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補氣의 효

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人參, 黃芪는 火를 더 조장할 염
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王綸은 氣虛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
니라면 人參, 黃芪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본 것이며, 氣
虛가 아닌 경우에 人參, 黃芪를 쓰면 오히려 火를 조장하여 
血을 더 상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王綸에게 
있어 人參, 黃芪는 기본적으로 李東垣이 氣虛로 인한 內傷
發熱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은 예에 쓸 수 있는 
것이며, 陰血이 상한 상태에서 陽氣가 편승한 경우라면 丹
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따라 血藥으로 血을 補해야 하는 
것이었다10).

그런데 한편으로 王綸은 단지 血이 虛한 것만이 아니라 
氣와 血이 모두 虛한 경우에는 오히려 人參과 같은 氣藥을 
써야 한다고 하 다11). 즉 이 같은 경우에는 氣를 補해야
만 血을 생할 수 있다고 한 것이며, 그는 仲景이 人參을 사
용한 예를 근거로 甘味가 血을 생한다는 이치를 내세운 것
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本草集要의 ‘治血藥論’에도 잘 드
러나 있는데, 즉 血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血藥
들로 구성된 四物湯과 같은 처방을 위주로 하지만, 예외적
으로 氣와 血이 모두 虛한 경우에 있어서는 仲景의 예에 
따라 人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人參과 黃芪는 甘溫한 성미
의 약들로서 기본적으로 氣를 補하는 효능이 있고 또 이를 
통해 血을 생할 수도 있지만, 氣虛가 아닌 증에서 이들 약
재를 사용하면 오히려 火를 조장하여 血을 상하게 할 뿐이
라는 것이다. 즉 血의 문제를 다스림에 있어 人參, 黃芪를 
사용하는 경우는 氣와 血이 모두 虛한 경우에 국한된다는 

6) 王綸. 明醫雜著. 北京:學苑出版社. 2011:60. “若勞嗽見血, 加阿膠當歸芍藥天門冬知母貝母桑白皮, 亦于前肺虛陰虛二條擇用. 大抵咳嗽見血, 多是肺
受熱邪, 氣得熱而變爲火, 火盛而陰血不寧, 從火上升, 故治宜瀉火滋陰, 忌用人參等甘溫之藥. 然亦有氣虛而咳血者, 則宜用人參黃芪款冬花等藥, 但此
等症不多耳.”

7) 王綸. 明醫雜著. 北京:學苑出版社. 2011:15. “凡酒色過度, 損傷脾腎真陰, 咳嗽吐痰, 衄血吐血咳血咯血等症, 誤服參芪等甘溫之藥, 則病日增, 服之
過多則不可治. 蓋甘溫助氣, 氣屬陽, 陽旺則陰愈消. 前項病症, 乃陰血虛而陽火旺, 宜服苦甘寒之藥以生血降火. 世人不識, 往往服參芪以爲補, 予見服
此而死者多矣.”

8) 朱丹溪. 局方發揮.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945. “或曰, 脈訣謂熱則生風冷生氣, 寒主收引. 今冷氣上衝矣, 氣逆矣, 
氣滯矣, 非冷而何? 吾子引仲景之言而斥其非. 然則諸氣, 諸飮, 嘔吐, 反胃, 呑酸等病, 將無寒證耶? 予曰, 五臟各有火, 五志激之, 其火隨起. 若諸寒爲
病, 必須身犯寒氣, 口得寒物, 乃爲病寒. 非若諸火病自內作, 所以氣之病寒者, 十無一二. ……冷生氣者, 出高陽生之謬言也. ……”

9) 劉河間. 素問病機氣宜保命集.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128. “經云, 風者百病之始, 善行而數變, 行者, 動也. 風本生
于熱, 以熱爲本, 以風爲標, 凡言風者, 熱也. 叔和云, 熱則生風, 冷生氣, 是以熱則風動, 宜以靜勝其躁, 是養血也.”

10) 王綸. 明醫雜著. 北京:學苑出版社. 2011:14. “若夫飲食勞倦, 爲内傷元氣, 此則眞陽下陷, 内生虛熱, 故東垣發補中益氣之論, 用人參黃芪等甘溫之
藥, 大補其氣而提其下陷, 此用氣藥以補氣之不足者也. 又若勞心好色, 内傷眞陰, 陰血既傷, 則陽氣偏勝而變爲火矣, 是謂陰虛火旺勞瘵之症, 故丹溪
發陽有餘陰不足之論, 用四物加黃柏知母, 補其陰而火自降, 此用血藥以補血之不足者也.”

11)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卷之九十四 本草集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1:1145. “仲景治亡血脈虛, 以人參補之, 氣虛血弱, 必補其氣而血自生, 陰
生于陽, 甘能生血也.”

12)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卷之九十四 本草集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1:1133-1134. “治血用血藥, 四物湯之類是也. 請陳其氣味專司之要, 川
芎血中之氣藥也, 通腎經, 性味甘寒, 能生真陰之虛也. 當歸分三治, 血中主藥也, 通肝經, 性味辛溫, 能活血, 各歸其經也. 芍藥陰分藥也, 通肝經, 性
味酸寒, 能和血, 治血虛腹痛也. 若求陰藥之屬, 必于此而取則焉. 若治者随經損益, 損其一二之所宜, 爲主治可也. 此特論血病而求血藥之屬耳. 若氣虛
血弱, 又當長沙血虛以人參補之, 陽旺則生陰血也. 若四物者, 獨能主血分受傷, 爲氣不虛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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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Ⅲ. 王綸의 參芪論에 대한 비판

1. 虞摶

虞摶은 醫學正傳에서 人參, 黃芪에 한 王綸의 주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의 주장이 東垣과 丹溪의 학설에 모두 
부합되지 못한다고 비판하 다13). 여기에서 虞摶은 특히 
産後의 血虛의 문제를 그 구체적인 병증의 예로 들고 있는
데, 즉 産後의 血虛한 상태에서 단지 四物湯 등으로 陰血을 
補할 뿐 人參, 黃芪를 금하는 것에 해 비판적 관점을 제
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産後의 血虛에 관한 내용은 다소 고찰의 여지가 있는
데, 王綸의 明醫雜著에서는 본래 ‘産後發熱’의 내용 가운
데 “婦人産後陰血虛, 陽無所根據而浮散于外, 故多發熱, 止可
用四物湯補陰血, 而以炙乾姜之苦溫從治而收其浮散, 使歸根
據于陰.”으로 되어 있었는데, 虞摶이 이 또한 人參, 黃芪를 
금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 끝부분에 “亦戒勿用參芪也”의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虞摶이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은 “止
可用四物湯補陰血”이라는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 부분에 人參, 黃芪에 한 언급은 없지만 단지 四物
湯으로 陰血을 補하는 치법만을 쓸 수 있다고 했다는 점에
서 人參, 黃芪를 배제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王
綸이 産後의 發熱을 血虛에 따른 陽氣의 浮散에 의한 것으
로 보면서 이에 해 四物湯과 함께 乾薑을 사용한 것은 
丹溪의 치법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丹溪治法心要에 
따르면 産後의 가벼운 發熱에는 茯苓으로 滲泄시킬 수 있
지만 大熱인 경우에는 반드시 乾薑을 써야 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며, 그 이유는 産後의 發熱이 有餘之熱이 아닌 血虛

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乾薑을 陰血을 補하는 약과 함
께 사용함으로써 血을 생하는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4). 즉 王綸은 乾薑이 陽氣가 浮散한 것을 거두어들
여 陰으로 되돌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虞摶은 王綸이 말하는 것과 같은 産後의 陽氣의 
浮散은 오히려 人參, 黃芪가 아니면 수렴시킬 수 없다고 주
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와 관련하여 産後에 氣와 血을 
모두 크게 補해야 한다는 점을 丹溪의 논의를 빌어 주장한 
것이다. 産後에 氣血을 크게 補해야 한다는 丹溪의 논의는 
丹溪心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15), 즉 産後의 제반 雜證
을 다스림에 있어 항상 血虛인 상태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雜證의 증상에 따라 섣불리 發表하는 등의 치법을 쓰
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16). 虞摶은 여기에서 단지 
血을 補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氣와 血을 함께 언급한 점
에 주목한 것이고, 血을 補함에 있어서의 補氣의 의미를 人
參, 黃芪의 효능을 통해 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虞摶은 王綸의 주장을 비판하는 한편으로 
그의 주장 역시 丹溪의 陰陽論에 바탕을 두는 것임을 강조
하 다. 즉 血虛의 문제에 氣를 補하는 효능을 지닌 人參, 
黃芪를 사용하는 것이 丹溪의 陰陽論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丹溪의 陰陽論에 한 虞摶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무릇 陽은 항상 有餘하고 陰은 항상 不足하다고 하는 
것은 天地에 있어서는 만물에 두루 관계되는 것이고 사람
의 몸에 있어서는 몸 전체에 두루 관계되어 논해지는 것이
지 단지 氣는 陽일 뿐이고 血은 陰일 뿐임을 말한 것이 아
니다. 經에 이르기를 陽 중에 陰이 있고 陰 중에도 陽이 있
다고 하 으니, 이른바 홀로 된 陽은 生하지 못하고 홀로 
된 陰은 長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치법과 
證을 통해 이를 말하자면, 氣虛라 하는 것은 氣 중의 陰이 
虛한 것이며, 치법으로는 四君子湯으로 氣 중의 陰을 補하

13) 虞摶. 醫學正傳.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2:5. “如王汝言之通達, 亦未明此理, 其所著 明醫雜著 謂, 近世治病, 但見虛證, 便用參芪, 屬氣虛者
固宜, 若是血虛, 豈不助氣而反耗陰血邪. 是謂血病治氣, 則血愈虛耗. 又曰, 血虛誤服參芪等甘溫之藥, 則病日增, 服之過多, 則死不治. 蓋甘溫助氣屬
陽, 陽旺則陰愈消. 又曰, 婦人産後陰血虛, 陽無所根據而浮散于外, 故多發熱, 止可用四物湯補陰血, 而以炙乾姜之苦溫從治, 而收其浮散, 使歸根據于
陰, 亦戒勿用參芪也. 丹溪曰, 産後當以大補氣血爲主, 旣曰陽無所依而浮散于外, 非參芪等藥, 何以收救其散失之氣乎. 噫! 汝言之論, 何其與東垣丹
溪俱不合也.”

14) 朱丹溪. 丹溪治法心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1403. “産後大發熱, 必用乾薑, 輕用茯苓淡滲其熱, 一應苦寒發表之
藥皆不可用. 或曰, 大熱而用乾薑何也? 曰, 此熱非有餘之熱也, 引血藥生血, 勿獨用, 必與補陰藥同用.”

15) 朱丹溪.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1223-1224. “産後無得令虛, 當大補氣血爲先, 雖有雜證, 以末治之. 一
切病多是血虛, 皆不可發表.”

16) 丹溪의 이 주장은 후  의가들에게 많은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일례로 張景岳의 景岳全書의 ｢婦人規｣에서도 丹溪의 이 주장을 언
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法仁文化社. 2007:664. “産後病治, 嘗見丹溪云, 産後當大補氣血, 即有雜證, 以末治之, 
一切病多是血虛, 皆不可發表. 此其意謂血氣随胎而去, 必屬大虛, 故無論諸證, 皆當以大補爲先, 其它皆屬可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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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血虛라 하는 것은 血 중의 陰이 虛한 것이며, 
치법으로는 四物湯으로 血 중의 陰을 補하도록 한다. 陽虛
라 하는 것은 心經의 元陽이 虛한 것으로서, 그 병에 惡寒
이 많은 것은 火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치법으로는 氣를 補
하는 약에 烏頭와 附子 등의 약을 가해야 하고, 증상이 심
한 경우에는 三建湯이나 正陽散과 같은 부류를 써야 한다. 
陰虛라 하는 것은 腎經의 眞陰이 虛한 것으로서, 그 병에 
壯熱이 많은 것은 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치법으로는 血
을 補하는 약에 知母와 黃柏 등의 약을 가하여 쓰거나 大
補陰丸, 滋陰大補丸 등을 쓰도록 한다.”17)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虞摶은 丹溪가 陽有餘陰
不足論에서 말한 陰陽의 개념을 단지 氣는 陽이고 血은 陰
이라는 것과 같은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陽이 虛한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 氣虛의 개념을 氣 중의 
陰이 虛한 것이라 하 고, 단순히 陰虛의 개념으로 이해되
기 쉬운 血虛의 개념을 血 중의 陰이 虛한 것이라 하 다. 
이에 따르면 氣虛나 血虛의 개념은 모두 기본적으로 陰이 
虛한 것이라는 개념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는 人參, 黃
芪를 사용한다 해서 곧 陽을 더 有餘하게 하여 火를 조장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虞摶
은 陽虛와 陰虛의 개념을 더 말하 는데, 陽虛는 心經의 元
陽이 虛한 것으로서 곧 火가 不足한 것이고 陰虛는 腎經의 
眞陰이 不足한 것으로서 곧 水가 不足한 것이라 하 다. 이
상과 같이 虞摶에게 있어 陰陽의 有餘不足의 실제적 개념
은 氣와 血 및 元陽과 眞陰 등으로 한 층 더 구분되어 논
해져야 하는 것이되 陽中有陰, 陰中有陽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虞摶이 보기에 다른 많은 의가들의 관점은 氣虛 
및 血虛의 개념을 陽虛, 陰虛와 혼동하면서 치법에도 편벽
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18). 즉 다른 의가들은 氣虛에 四君
子湯 등만을 쓸 뿐 川芎, 細辛 등의 辛散한 약들을 쓰지 못
하지만, 虞摶의 관점에서 볼 때는 陽虛와 달리 氣虛에는 川
芎, 細辛 등을 쓸 수 있는 것이다. 元陽이 虛한 陽虛의 경

우에는 이들 약재를 쓰면 腠理가 열려 眞氣가 새어나가면
서 陽氣가 더욱 虧損될 뿐이지만, 氣虛는 陽虛인 경우와 다
르다고 본 것이다. 또한 眞陰이 虛한 陰虛의 경우라면 烏
頭, 附子 등의 補陽의 효능이 있는 약들을 쓸 수 없겠지만, 
血虛의 경우라면 人參이나 黃芪 등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虞摶은 血虛의 경우에 人參이나 黃芪를 쓰면 火
를 조장할 뿐이라는 관점에 해 이는 陰虛의 경우에 補陽
藥들을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 개념일 뿐이며 血虛에 人參
이나 黃芪를 쓰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 것이다. 虞摶은 
이와 같은 논의를 펼치면서 王綸조차도 이런 이치를 제
로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이며, 이는 결국 이 같은 논의의 주
된 요지가 人參, 黃芪에 한 王綸의 관점을 비판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虞摶의 주장은 또한 東垣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그는 東垣이 “陽旺則能生陰血”, “血脫益
氣, 古聖人之法也.”19)라 한 것 등을 논의의 근거로 삼았던 
것인데, 血虛인 경우에 人參, 黃芪를 쓰는 것은 결국 陽生
陰長의 이치에 따라 氣를 補함으로써 血을 생하게 하는 방
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 한 예로 東垣이 창
제한 當歸補血湯 같은 경우는 補氣의 효능을 지닌 黃芪가 
血을 補하는 데 주된 약재로 쓰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처
방은 黃芪 1兩과 當歸 2錢으로 구성되어 補氣의 효능을 지
닌 黃芪의 양이 훨씬 많음에도 결국 血을 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虞摶은 이와 같은 陽生陰長의 논의와 함께 丹溪의 
陰陽論에 한 재해석을 통해 人參, 黃芪의 문제를 다루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人參, 黃芪가 陽生陰長의 작용을 
통해 血을 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작용 가운데 火를 조장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만족스럽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虞摶의 관점에서 人參, 黃芪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眞陰이 虛한 경우에 국한될 뿐인 것이다.20)

17) 虞摶. 醫學正傳.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2:4. “夫陽常有餘陰常不足者, 在天地則該乎萬物而言, 在人身則該乎一體而論, 非直指氣爲陽而血爲陰
也. 經曰陽中有陰, 陰中亦有陽, 正所謂獨陽不生獨陰不長是也. 姑以治法兼證論之, 曰氣虛者, 氣中之陰虛也, 治法用四君子湯以補氣中之陰. 曰血虛
者, 血中之陰虛也, 治法用四物湯以補血中之陰. 曰陽虛者, 心經之元陽虛也, 其病多惡寒, 責其無火, 治法以補氣藥中加烏附等藥, 甚者三建湯正陽散
之類. 曰陰虛者, 腎經之眞陰虛也, 其病多壯熱, 責其無水, 治法以補血藥中加知母黃柏等藥, 或大補陰丸滋陰大補丸之類.”

18) 虞摶. 醫學正傳.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2:4. “夫眞水衰極之候, 切不可服烏附等補陽之藥, 恐反助火邪而爍眞陰. 元陽虛甚之軀, 亦不可投芎苓
等辛散淡滲之劑, 恐反開腠理而泄眞氣. 昧者謂氣虛即陽虛, 止可用四君子, 斷不可用芎辛之屬, 血虛即陰虛, 止可用四物, 決不可用參芪之類.”

19) 본래 李東垣이 婦人의 經漏不止에 사용한 益胃升陽湯에 해 한 말이다. 李東垣. 蘭室秘藏.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639. “血脫益氣, 古聖人之法也. 先補胃氣以助生發之氣, 故曰陽生陰長, 諸甘藥爲之先務, 舉世皆以爲補, 殊不知甘能生血, 此陽生陰長之理也.”

20) 虞摶. 醫學正傳.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2:4-5. “殊不知東垣有曰, 陽旺則能生陰血(此陰陽二字直指氣血言). 又曰, 血脫益氣, 古聖人之法也. 
血虛者, 須以參芪補之, 陽生陰長之理也. 惟眞陰虛者將爲勞極, 參芪固不可用, 恐其不能抵當而反益其病耳, 非血虛者之所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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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汪機

汪機는 石山醫案에서 ‘辨明醫雜著忌用參芪論’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王綸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 다. 
이는 汪機가 明醫雜著의 人參, 黃芪 관련 내용을 거론하
면서 이에 한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 내용에서 汪機가 明醫雜著로부터 인용한 부분은 酒
色이 과도함으로 인해 肺腎의 眞陰이 상한 경우 人參, 黃芪 
등의 甘溫한 약을 금해야 한다는 부분이다21). 이 같은 주
장에 해 汪機는 그것이 어떤 연원을 가지는 것인지를 먼
저 논하 는데, 이에 따르면 肺가 火邪를 입었을 때 人參을 
금해야 한다는 관점이 王好古의 本草 저작의 내용으로부터 
비롯되어 이를 丹溪가 이어받는 면을 보이면서 후 에 많
은 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22) 王好古의 湯液本草
에 따르면 人參은 甘溫한 성미의 약으로서 調中益氣의 효
능을 통해 肺의 陽을 補하고 肺의 陰을 瀉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며, 肺가 寒邪를 입은 경우에는 人參으로 補하는 것
이 마땅하지만 肺가 火邪를 입은 경우에는 人參을 쓰는 것
이 마땅하지 않고 沙參을 써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3) 
즉 肺가 火邪를 입은 상태에서 氣를 補하는 甘溫한 성미의 
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한 것이다. 한편 人參에 한 丹
溪의 관점이 王好古의 주장을 이어받은 면이 있다는 것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점이다. 일단 丹溪가 人參을 많이 활용
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葉新苗은 丹溪가 임상에서 人
參을 많이 활용하 다는 점을 格治餘論에 한 고찰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작에 실려 있는 丹溪의 의안들 
46례 가운데 17례에서 人參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人參
이 활용된 처방이 오히려 滋陰 처방으로 알려진 大補陰丸, 

四物湯 등보다 많을 정도라고 하 다.24) 다만 丹溪가 그의 
저작에서 人參의 사용에 한 주의를 언급한 내용이 없지
는 않은데, 예를 들어 丹溪心法에 따르면 肺에 伏火가 든 
것이 오래 되었을 때 人參을 쓰면 痰嗽가 더해질 뿐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 다.25)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 
분명히 丹溪는 肺에 火가 들어 있는 경우 人參의 사용에 
신중을 기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丹溪가 人參의 금기에 해 크게 강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汪機가 생각하기에 王綸은 丹溪의 저작을 제 로 
읽어내지 못하고 人參, 黃芪의 사용에 과도하게 신중한 것
이었다. 汪機는 丹溪가 人參과 黃芪를 사용한 예들 가운데 
陰이 虛하거나 肺에 火가 들어있는 경우라고 생각되는 증
례들을 언급하여 王綸의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26), 王綸이 
人參과 黃芪를 사용한 예들은 脈이 細微하고 遲한 경우와 
같은 매우 협소한 범위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 다27). 이
어 汪機는 東垣과 丹溪가 王綸과 달리 血虛와 陰虛의 경우
에도 人參과 黃芪를 활용했음을 예를 들어 논하 는데, 東
垣은 血虛脈大의 경우에 黃芪가 들어간 當歸補血湯을 사용
했고 丹溪는 陰虛脈大의 경우에 人參을 활용했음을 언급한 
것이다28).

결론적으로 汪機에게 있어 人參과 黃芪는 이들 약들이 
기본적으로 氣를 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여 이런 면으로
만 그 활용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黃芪는 
氣를 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當歸를 佐藥으로 사용하면 
黃芪도 역시 血을 補하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
는 人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汪機는 東垣의 처방이 바
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면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29)

21)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11. “按汝言王公撰次 明醫雜著, 其中有曰, 若酒色過度, 傷損肺腎眞陰, 咳嗽
吐痰衄血咳血咯血等症, 此皆陰血虛而陽火旺也. 宜甘苦寒之藥, 生血降火. 若過服參芪等甘溫之藥, 則死不治. 皆甘溫助氣, 氣屬陽, 陽旺則陰愈消故也.”

22)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12. “肺受火邪, 忌用人參, 其源又出于海藏 本草之所云, 而丹溪實繹其義, 不
意流弊至于如此, 又嘗因是而推廣之.”

23) 王好古. 湯液本草. 王好古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4:36. “液云, 味既甘溫, 調中益氣, 即補肺之陽, 瀉肺之陰也. 若便言補肺而不
論陰陽寒熱何氣不足, 則誤矣. 若肺受寒邪, 宜此補之, 肺受火邪, 不宜用也. 肺爲天之地, 即手太陰也, 爲清肅之臟, 貴涼而不貴熱, 其象可知. 若傷熱
則宜沙參”

24) 葉新苗. ｢朱丹溪人參應用考釋｣. 浙江中醫學院學報. 1993;17(3):32.
25) 朱丹溪.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1184. “久病肺中伏火者, 去人參, 以防痰嗽增益耳.”
26) 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예를 통해 汪機는 丹溪가 陰虛, 肺火의 증에 人參을 사용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汪機. 石山醫案. 汪石

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12. “一人患咳嗽, 聲啞, 用人參, 橘紅各錢半, 半夏麯一錢, 白朮二錢, 知母, 瓜蔞, 桔梗, 地骨皮各五分, 
復加黃芩五分, 入薑煎. 仍與四物加炒柏, 童便, 竹瀝, 薑汁, 二藥晝夜相聞, 服兩月聲出而愈. 夫患乾咳嗽, 聲啞, 不可謂肺無火邪也, 不可謂陰不受傷
也, 服人參兩月不可謂不多也, 又何如不死?”

27)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12. “雜著所制諸方, 雖未嘗盡廢參芪, 察其用處, 必須脈之細微而遲者, 方始用也.”
28)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12-113. “東垣曰, 血虛脈大, 症象白虎, 誤服白虎湯者, 必死. 乃用黃芪六錢, 

當歸一錢, 名曰當歸補血湯, 以治之. 是血虛脈大, 東垣亦嘗用黃芪矣. 丹溪曰, 一人滯下, 一夕昏仆, 目上視, 溲注, 汗泄, 脈大無倫, 此陰虛陽暴絶也. 
蓋得之病後酒色, 急灸氣海, 服人參數斤而愈. 是陰虛脈大, 丹溪亦嘗用人參矣, 豈必脈之細微遲者而後用哉”

29)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13. “况藥之爲用又無定體, 以補血佐之則補血, 以補氣佐之則補氣. 是以黃芪雖
專補氣, 以當歸引之, 亦從而補血矣. 故東垣用黃芪六錢, 只以當歸一錢佐之, 卽名曰補血湯. 可見黃芪功力雖大, 分兩雖多, 爲當歸所引, 不得不從之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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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汪機는 王綸의 參芪論을 비판하는 한편 ‘營
衛論’이라는 글을 통해 人參, 黃芪의 효능에 한 자신의 
주장을 陰陽論적인 면에서 설명하 다. 그 내용은 결국 기
본적으로 補氣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人參, 黃芪
가 또한 陰血을 補할 수 있다는 것에 한 이론적 논의로
서, 汪機는 이 문제를 營衛의 개념에 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혹 말하기를, 사람은 天의 陽氣를 받아 몸의 陽氣를 이
루는 즉 陽은 항상 有餘하여 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
찌 方書에 補陽의 설이 있는 것인가? 나는 말하기를, 陽이 
有餘하다는 것은 衛氣를 말하는 것이다. 衛氣는 물론 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營의 氣도 또한 陽이라 한다. 이 氣는 
虛할 수도 있고 盈할 수도 있으며, 虛한데 補하지 않으면 
氣가 더욱 虛怯하게 된다. 經에서 ‘怯者着而成病’이라 한 것
이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 經에 이르기를, 營氣라 하
는 것은 水穀의 精氣이며 脈 내로 들어가 호흡에 응하는 
것이라 하 다. 이것이 바로 陰氣에 盈함과 虛함이 없을 수 
없어서 補해야 할 때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나누어 말하
자면 衛氣는 陽이고 營氣는 陰이지만, 합하여 말하면 營은 
陰으로서 衛의 陽을 품지 못하면 주야로 관절을 이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營字의 아래에 气字를 가한 것
을 보면 衛가 물론 陽이지만 營도 陽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血과 氣는 異名同類이며, 陽을 補하는 것은 營의 陽을 補
하는 것이고 陰을 補하는 것은 營의 陰을 補하는 것이다.”30)

위 내용을 보면 汪機도 虞摶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주장
을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의 틀에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汪機는 丹溪가 陽有餘陰不足이라 했음에도 陽
虛를 補한다는 개념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는 陰陽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서의 營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汪機는 陰과 
陽을 각각 營과 衛를 통해 논하면서, 陽이 有餘하다는 것은 

衛가 본래 그러한 것이며 陽虛란 것은 營이 虛한 경우라고 
하 다. 이는 營이 본래 기본적으로 陰에 속하며 그 속성에 
따라 虛하기도 하고 盈하기도 하지만 또한 역시 陽에 속하
기도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汪機가 
또한 “經에 이르기를 營은 血이라 했는데 血은 즉 水이며, 
朱子는 水가 質은 陰이요 性은 陽에 근본을 둔다 했으니, 
營이 純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氣는 水의 母가 되
는 것이다”31)라 하 듯이, 營은 그 생성의 원리적인 면에
서 순수한 陰이 아닐 뿐 아니라 陽인 衛를 품지 않으면 제

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營을 또한 陽이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汪機는 人參과 黃芪가 氣를 補한다는 것
에 해 이는 營의 氣를 補하는 것이며, 營의 氣를 補하는 
것은 결국 營을 補한다는 것이자 陰을 補하는 것이 된다고 
하 다. 이로부터 汪機는 營氣의 虛함을 丹溪가 말한 陰不
足의 개념과 연결시켰고, 결국 人參과 黃芪가 陰을 補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32) 즉 人參과 黃芪는 陽
을 補하는 것이자 陰을 補하는 것이 되는 셈으로서, 營은 
氣와 血을 겸하는 것이기에 丹溪가 말한 補陰이 결국은 營
을 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東垣이 氣를 
補한다고 한 것도 또한 營을 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
다는 것이다33). 즉 補氣와 補血의 개념이 營의 개념을 매
개로 문합되는 것인 셈이다.

Ⅳ. 王綸의 參芪論에 대한 孫一奎의 옹호

王綸의 參芪論에 해 虞摶은 血虛와 陰虛의 구분을 통
해 王綸의 參芪論을 비판한 셈이고, 汪機는 王綸의 주장을 
반박함에 있어 그 자신의 새로운 營衛論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王綸의 參芪論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도 있는데, 孫一奎가 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血矣. 矧人參功兼補血者耶.”
30)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5. “人稟天之陽爲身之陽, 則陽常有餘, 無待于補, 何方書尙有補陽之說? 予曰, 

陽有餘者, 指衛氣也. 衛氣固無待于補, 而營之氣, 亦謂之陽. 此氣或虛或盈, 虛而不補, 則氣愈虛怯矣. 經曰, 怯者着而成病是也. …… 經曰, 營氣者, 
水穀之精氣, 入于脈內與息數呼吸應. 此卽所謂陰氣不能無盈虛也, 不能不待補也. 分而言之, 衛氣爲陽, 營氣爲陰. 合而言之, 營陰而不稟衛之陽, 莫
能營晝夜利關節矣. 古人于營字下加一氣字, 可見衛固陽也, 營亦陽也. 故曰血之與氣, 異名同類. 補陽者, 補營之陽, 補陰者, 補營之陰.”

31)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6. “經曰營爲血, 而血卽水, 朱子曰水質陰而性本陽, 可見營非純陰矣. 况氣者, 
水之母.”

32)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6. “是知人參黃芪補氣, 亦補營之氣, 補營之氣卽補營也, 補營卽補陰也, 可見人
身之虛, 皆陰虛也.”

33)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6. “故丹溪以補陰爲主, 固爲補營, 東垣以補氣爲主, 亦補營也, 以營兼血氣而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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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醫旨緖餘에서 ‘本草集要參芪論’이라는 편의 내용을 통
해 王綸의 參芪論의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 강조하고자 하

다. 물론 이는 孫一奎 자신의 생각일 뿐인 것이지만 그는 
당시의 많은 의가들이 王綸의 參芪論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며, 이를 위해 王綸의 本草集要
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王綸이 본래 陰虛에 人參, 黃芪를 일
률적으로 금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34). 孫一
奎가 보기에 王綸은 단지 溫補法의 남용을 경계하고 滋陰
降火의 치법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人參, 黃芪
에 한 주의를 당부했던 것일 뿐이며, 당시의 많은 의가들
이 이 같은 王綸의 본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人
參, 黃芪를 제 로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35). 孫一奎는 
오히려 養血의 효능을 지닌 四物湯 내의 當歸나 川芎 같은 
약들이 陰虛에 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丹溪의 예를 통해 논했으며, 當歸, 川芎의 辛味는 꺼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人參, 黃芪의 甘味를 극히 꺼리는 것은 전
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 다36). 실제로 丹溪心法
을 보면 丹溪는 當歸, 川芎의 辛溫한 氣味가 때로는 陰虛의 
상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37). 이와 같이 孫一奎는 王綸이 기본적으로 陰虛의 증
에 人參, 黃芪를 일률적으로 금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

고, 한편으로 “비록 肺에 火邪를 입어 喘嗽가 있거나 陰
虛火動으로 勞嗽, 吐血이 있을 때 쓰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
도 이는 補해서는 안 될 때 補하는 경우를 말한 것일 뿐이
다(雖有肺受火邪喘嗽及陰虛火動勞嗽吐血勿用之語, 蓋指不當
補而補之者)”라 하여 王綸이 人參, 黃芪를 금했던 병증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한 생각을 밝히고자 하 다. 
즉 王綸이 人參, 黃芪를 금한 건 補法을 사용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않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 국한될 뿐이라는 것이다. 
孫一奎는 이처럼 간단히 언급하는 것에서 그쳤지만, 이 점
에 해서는 淸代 楊時泰의 本草述钩元의 내용을 더 참
고할 수 있다. 本草述钩元에서는 이에 해 조금 더 구체
적으로 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王綸
이 人參을 금해야 한다고 했던 陰虛火旺의 증은 곧 血虛火
亢의 증으로서, 이와 함께 能食, 脈弦數의 상태를 동반하는 
경우 찬 성질의 약을 쓰면 胃를 상하게 되고 溫한 성질의 
약을 쓰면 肺를 상하게 되는 것이라 하 다. 즉 이 경우에 
人參을 쓰게 되면 肺를 상하게 되는 것이며, 自汗, 短氣, 肢
寒, 脈虛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人參을 써야 된다고 한 것이
다.38) 本草述钩元의 이와 같은 논의는 孫一奎가 지적했
던 것과 같이 王綸은 단지 陰虛에 있어 人參, 黃芪 등으로 
補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경우를 강조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한 것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는 陰虛의 경우에 전반적으
로 人參, 黃芪 등의 甘溫한 성미의 약을 쓸 수 있다고는 할
지라도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孫一奎의 관점에
서는 王綸이 바로 이런 경우를 지적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孫一奎의 논의는 王綸의 參芪論이 본래는 
陰虛의 틀 내에서 극히 일부의 증에 적용되는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王綸이 설령 ‘肺受火
邪’나 ‘陰虛火動’과 같은 증에 人參, 黃芪를 금한다고 했을
지라도 그것이 결코 陰虛 전반에 해당되거나 人參, 黃芪를 
전적으로 금했던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虞摶
은 王綸조차 血虛와 陰虛의 구분에 한 이치를 제 로 몰
랐다고 하 고 汪機는 王綸이 血虛, 陰虛의 경우에 丹溪가 
人參, 黃芪를 쓴 예들을 제 로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孫

34) 孫一奎. 醫旨緖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80-681. “王公本草集要, 于人參條下云, 味甘氣溫微寒云云. 夫既主補五
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開心益志, 調中生津, 通血脈, 治五勞七傷. 以上症, 誰謂非五臟之陰虛者耶? 王公曷爲不删而略之, 王公蓋
以其味甘, 氣雖溫而又有微寒在焉, 故集此爲補陰者之法眼也. 雖有肺受火邪喘嗽及陰虛火動勞嗽吐血勿用之語, 蓋指不當補而補之者, 觀其復引仲景治
亡血脈虛, 以此補之, 謂氣虛血弱, 故補其氣而血自生, 陰生于陽, 甘能生血也. 以通章大義觀之, 王公何嘗道人參不補陰也?…… 于黃芪條下云, 味甘氣
微溫云云. 夫既補丈夫虛損, 五勞羸瘦, 補中生血, 補肺氣, 實皮毛, 瀉陰火, 爲退熱之聖藥, 治虛勞自汗, 無汗則發, 有汗則止. 又治消渴, 腹痛洩痢, 
腸風, 血崩帶下, 月候不勻, 産前後一切痛. 補腎三焦命門元氣藥中, 呼爲羊肉. 以上症, 誰謂非五臟之陰虛者耶? 王公曷爲不删而略之, 王公亦以其甘
能生血, 且其氣微溫, 是以能溫分肉而實皮毛. 以通章大義觀之, 王公何嘗道黃芪不補陰也?”

35) 孫一奎. 醫旨緖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80. “蓋丹溪掃溫補之弊, 其書雖行, 後之人顚倒于其間者, 猶未斬然而截迹也. 
故王公娓娓告戒, 常恐後之人不遵丹溪陰虛之說而闖溫補之藩, 豈意後人不究其原, 而于告戒之處則一概木偶而泥塑, 凡遇發熱咳嗽見紅之疾, 不察病
因, 不詢兼症, 則曰此正王公陰虛火動忌用參芪之病也, 當以滋陰降火治之. 冤哉, 冤哉!”

36) 孫一奎. 醫旨緖餘. 孫一奎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81. “當歸雖補血, 亦能破血, 以其甘中有辛也. 川芎上行頂巓, 下行血海, 乃血
中之氣藥也. 治一切氣, 溫中散寒, 開鬱行氣燥濕. 又曰, 久服則走散眞氣, 蓋辛散故也. 較之于參芪, 補性優劣爲何如? 俱一本草語也, 俱王公所集要
也, 時師既宗王公, 乃不畏芎歸之辛而獨畏參芪之甘, 抑何僻也? 丹溪心法･傳中, 羅成之云, 先生猶以芎歸之性辛溫而非陰虛者所宜服, 況其他乎. 時
師既遵王公, 當求王公之所自, 知王公之所自, 則可以知丹溪之用心矣.” 

37) 그 구체적인 내용이란 한 병자의 예를 두고 한 말로서, 陰虛發熱을 다스림에 있어 當歸와 川芎의 辛溫한 氣味도 陰虛의 상태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 병자를 傷寒으로 보고 汗下의 치법을 쓴다면 더욱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朱丹溪.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
全書.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1243. “及遇治一疾, 翁以陰虛發熱而用益陰補血之劑療之, 不三日而愈. 羅乃歎曰, ‘以某之所見, 未免作傷寒
治. 今翁治此, 猶以芎歸之性辛溫而非陰虛者所宜服, 又況汗下之誤乎!’”

38) 楊時泰 原著. 本草述鉤元釋義. 太原: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9:146. “節齋謂陰虛火旺勿用者, 乃血虛火亢. 能食, 脈弦而數, 凉之則傷胃, 溫之則
傷肺, 不受補者也. 若自汗氣短, 肢寒脈虛者, 必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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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奎는 결국 이들 의가들이 王綸의 參芪論을 지나치게 확
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Ⅴ. 이후의 추가적 논의들에 대한 고찰

王綸의 參芪論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의 주된 요점은 곧 
‘肺受火邪’, ‘陰虛火動’, ‘血虛’ 등의 증에 人參, 黃芪를 쓰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人參, 黃芪는 甘
溫한 성미의 약인데 火邪가 있거나 陰血이 虛한 상태의 증
에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묻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점
에 있어 王綸의 논의는 많은 의가들이 人參, 黃芪를 쓰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이를 비판한 虞
摶, 汪機 등은 人參, 黃芪가 오히려 陽生陰長의 작용이나 
다른 약물과의 배합 등을 통해 陰을 생할 수 있다고 주장
한 것이다. 그리고 孫一奎의 논의는 虞摶, 汪機 등과는 다
른 성격의 것이지만 人參, 黃芪의 실제 활용 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虞摶, 汪機 등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人參, 黃芪는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기에 이와 
같은 의가들의 논의는 후 에 적지 않은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에도 그에 한 적지 않은 논
의들이 이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논의들에 내포된 
쟁점들은 주로 ‘肺受火邪’나 ‘陰不足’의 증에 人參, 黃芪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활용법은 어떠해야 하
는지 등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그 구체적
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王綸은 本草集要에서 肺가 寒하면 人參을 쓸 수 있지
만 肺에 火가 있으면 人參을 금해야 한다고 하 고, 明醫
雜著에서는 肺受火邪, 陰虛火動 등의 증에 甘溫한 성미의 
약을 금해야 한다고 하 다. 이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人
參, 黃芪가 甘溫한 성미를 바탕으로 氣를 補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바탕을 하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虞摶, 汪機 이후의 또 다른 일부 의가들은 

王綸에 한 비판적 관점에서 人參, 黃芪의 활용에 한 다
양한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해 먼저 ‘肺受火邪’의 경우에 
人參이 火를 조장한다는 것에 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明代 陳嘉謨의 本草蒙筌에 따르면 
王綸의 관점은 寒熱이라는 틀만을 생각한 것일 뿐 虛實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 다.39) 여기에서 虛實을 생각하
지 못한다고 한 점에 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汪機의 언급
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즉 汪機는 王綸의 參芪論이 肺에 
火가 있으면 人參을 금한다는 湯液本草의 언급을 王綸이 
답습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王綸
은 人參, 黃芪를 금해야 하는 경우로 ‘肺受火邪’를 말했지
만, 이에 비판적인 의가들은 肺에 火邪가 있다 하더라도 그 
虛實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虞摶의 醫學正傳에서는 久嗽, 勞嗽, 咯血이 肺 중의 
鬱火로 인한 것일 때 人參을 쓰면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
는데40), 人參의 甘溫한 성미가 氣를 滯하게 한다고 본 것
이다.41) 또한 淸代 張璐의 本經逢原에서는 右手의 脈이 
홀로 實한 경우 肺經에 본래 火가 있는 것이므로 人參을 
금해야 하지만, 右手의 脈이 虛大하면서 嗽가 발하면 이는 
肺에 火가 있더라도 腎水不足으로 인한 虛火이므로 人參을 
써야 한다고 하 다.42) 여기에서 腎水不足으로 인한 肺의 
虛火에 人參을 써야 한다고 한 부분은 곧 王綸의 參芪論에 

한 반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즉 ‘肺受火邪’라 하면
서 甘溫한 성격의 약을 쉽게 쓰지 못하는 정황에 한 비
판적인 수정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本草蒙
筌에서는 특히 人參이 지니는 瀉火의 효능이 일찍이 張潔
古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43). 

한편으로 刪補名醫方論에서는 심지어 肺의 熱을 기본
적으로 모두 ‘不足’의 증이라 하면서 內傷, 外感의 어느 경
우이든 반드시 人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 다44). 이 역시 
당시 醫家들이 肺의 熱에 人參을 쉽게 쓰지 못하는 정황을 

39) 陳嘉謨. 本草蒙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9:21. “王氏弗知參能瀉火之邪, 反畏補火爲忌. 惟引寒熱, 不辯實虛, 妄着示人, 深可哂也. 大抵人參
補虛, 虛寒可補, 虛熱亦可補. 氣虛宜用, 血虛亦宜用, 雖陰虛火動, 勞嗽吐血, 病久元氣虛甚者, 但恐不能抵當其補, 非謂不可補爾.”

40) 本草述钩元에 따르면 東垣은 오래 된 병으로 肺에 鬱熱이 있을 때 人參을 금하면서 이 경우 補해서는 안 되고 發散의 치법을 써야 한다고 
하 다. 楊時泰 原著. 本草述鉤元釋義. 太原: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9:152. “東垣謂久病鬱熱在肺勿用者, 乃火鬱于内, 宜發不宜補也. 若肺虛火
旺, 氣短自汗者, 必用也.” 

41) 虞摶. 醫學正傳.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2:17. “人參爲潤肺健脾之藥, 若元氣虛損者, 不可缺也. 然久嗽, 勞嗽, 咯血, 鬱火在肺分者, 服之必加嗽
增喘不甯, 以其氣味之甘溫滞氣然也.”

42) 張璐. 本經逢原.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7:31. “惟右手獨見脈實者, 爲肺經本有火故不宜用. 若右手虛大而嗽者, 雖有火邪, 此爲虛火上炎, 腎
水不足, 乃刑金之火, 非肺金之火, 正當以人參救肺, 但須多用方始得力, 若少用必增脹滿.”

43) 陳嘉謨. 本草蒙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2009:22. “潔古云, 補上焦元氣而瀉脾肺胃中火邪, 升麻爲引. 補下焦元氣而瀉腎中火邪, 茯苓爲使. 東垣
曰, 人參, 黃耆, 甘草三味, 退虛火聖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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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王綸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또한 ‘陰不足’에 

굳이 人參, 黃芪를 써야 하는지에 한 이론적 논의 역시 
필요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단 ‘陰不足’의 증에 陰
血을 補하는 약을 쓴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本草述钩元에서는 血虛火亢
의 경우에 찬 성질의 약을 쓰면 胃를 상할 수도 있다고 하

고, 孫一奎는 四物湯 내의 當歸나 川芎 같은 약들이 오히
려 陰虛의 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들은 血病에는 血藥을 써야만 한다고 한 王
綸의 말에 의문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를 비판하는 관점에
서는 血藥보다는 人參, 黃芪가 오히려 陽生陰長의 효능을 
통해 陰血을 滋養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을 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陽生陰長을 통해 陰을 補한다는 것은 
丹溪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丹溪心法에 
따르면 丹溪는 大病으로 虛脫한 상태인 陰虛의 경우에 陽
生陰長의 치법을 쓸 수 있다고 하 고, 이 경우 附子를 사
용해서는 안 되고 人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 다45). 이와 
같은 예를 보면 丹溪는 陰을 補함에 陽生陰長의 이치를 적
용할 수 있고 人參이 이 같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陽生陰長의 이치로 人參, 黃芪를 활용하는 
것이 火가 盛한 경우에까지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
지는 의문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丹溪가 人參을 陽生陰長
의 이치에 따라 사용했다 해도 이는 사실 크게 虛脫한 성
격의 증으로서, 王綸이 氣虛血弱의 경우에는 人參을 사용한
다고 한 것과 상통하는 예일 뿐이라 할 수 있다. 汪機는 丹
溪가 陰虛火動의 경우에 人參을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는 예를 다수 들었지만 이는 그 자신의 주관이 개입된 것
일 수도 있는 것이다. 陰虛火動의 증에 人參을 쓰는 것이라
고 丹溪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
서 虞摶, 汪機와 같이 丹溪學說의 틀 내에서 王綸을 비판하

면서 人參, 黃芪의 사용을 설명하려는 입장에서는 丹溪 뿐 
아니라 東垣, 張潔古 등의 설을 더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의가들에 의해 人參, 黃芪의 瀉火
의 효능이나 陰血을 補하는 효능이 언급되고 있다 해도 陰
虛로 인한 發熱의 경우에 해서는 결정적인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人參과 黃芪가 지니는 甘溫한 성미의 특
성상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에 따라 그 사용법의 면에서는 더 고려해야 할 면들이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淸代 陳士鐸의 本草新編의 
경우를 보면, 陰虛의 증에 陽生陰長의 이치에 따라 人參을 
쓴다는 설을 따르다가 때로 火가 더 盛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에 해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해 제시된 
답은 人參의 효능적 특성과 용량에 관한 것인데, 먼저 효능
적 특성에 있어 人參은 氣를 돕는 데 있어 陽氣에 70%가 
작용하고 陰氣에 30%가 작용한다고 하 다. 이는 氣에도 
陰陽이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陽에 해당
하는 氣를 다시 陰陽으로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다. 人參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陰을 補하는 가운데 그것을 적은 용량
으로 쓰면 陽生陰長의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人參의 
용량이 과다해지면 陽이 盛해지면서 陰이 더 손상될 뿐이
라 한 것이다.46) 결국 人參의 용량에 따라 氣가 火化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氣가 陰分을 補하는 쪽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陰不足의 증에 人
參을 사용한다는 설을 따르면서 王綸의 參芪論과 같은 논
의를 단지 용량의 문제일 뿐인 것으로 일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本草新編에서는 人參이 火를 조장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다른 약물과의 배합관계를 통한 방법을 제시
하고 있는데, 즉 五靈脂를 사용하는 것이다47). 이는 용량에 
관한 내용과는 또 다른 성격의 것으로서, 약물 간의 배합관
계를 통해 人參의 효능을 조절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人參畏五靈脂’의 설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44) 刪補名醫方論. 御纂醫宗金鑑. 南京:江蘇科學技術出版社. 2005:752-753. “王又原曰, 經云, 邪之所湊, 其氣必虛. 又肺爲嬌臟, 其不堪破耗也明矣. 
自肺熱傷肺之說行, 曰保肺補肺, 衆共嘩之. 曰清肺瀉肺, 藥與和之. 豈知古人清肺瀉肺等湯, 而必皆以人參立名, 夫亦可曉然于肺氣之不可耗, 而人參
之在所必用也. 肺體清而法天, 下濟而司降令, 一切混濁不得上干者, 皆胸中之氣健營運而不息也. 若肺氣少弛, 則降下失令, 混濁之氣遂逆上行, 此爲
咳嗽爲喘急, 肺葉脹舉, 胸膈緊痛, 移熱大腸, 大便艱澀, 種種顯有餘之象, 實種種爲不足之征. 故不問内傷外感, 爲熱爲寒, 要以人參保定肺氣爲主. 或
佐骨皮, 知母, 阿膠滋之, 烏梅, 五味, 罂粟殼斂之, 半夏曲, 生姜降之, 杏仁, 桑皮, 枳殼, 桔梗利之, 栀子, 黃芩, 連翹凉之, 麻黃, 薄荷發之, 大黃下之, 
總恃人參之大力, 握樞而運, 已入之邪易出, 而將來之邪無從入也. 肺邪得諸藥以俱出, 而肺氣不随諸藥以俱出也. 然則人參亦何嘗傷肺, 乃畏而不敢用耶?”

45) 朱丹溪. 丹溪心法.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1132. “大病虛脫, 本是陰虛, 用艾灸丹田者, 所以補陽, 陽生陰長故也. 不可用附子, 止可多服
人參.”

46) 陳士鐸. 本草新編. 太原: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1:6-7. “或問人參陽藥, 何以陰分之病用之往往成功? 先生謂陰非陽不生是矣, 然而世人執此以治
陰虛之病, 有時而火愈旺, 豈非陰虛不宜用參之明徵乎? 古人云, 肺熱還傷肺, 似乎言參之能助肺火也. 夫人參何能助火哉, 人參但能助陽氣耳. 陰陽雖
分氣血, 其實氣中亦分陰陽也. 陰氣必得陽氣而始生, 陽氣必得陰氣而始化, 陰陽之相根, 原在氣之中也. 人參助陽氣者十之七, 助陰氣者十之三. 于補
陰藥中, 少用人參以生陽氣, 則陽生而陰愈旺. 倘補陰藥中, 多用人參以生陽氣, 則陽生而陰愈虧. 故用參補陰, 斷宜少用而非絕不可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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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같은 설은 본래 北齊의 徐之才의 藥對에서 시
작되었으며 明代 劉純의 醫經小學에 약물의 ‘十九畏’ 중 
하나로 실리면서 많은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48). 東垣의 
저작으로 표기되어 있는 珍珠囊補遺藥性賦에서도 十九畏
의 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明代에 東垣을 가탁하여 
저술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49). ‘人參畏五靈脂’의 설에 따
르면 人參은 補氣의 효능이 있는데 五靈脂는 行氣의 효능
이 있어 ‘人參畏五靈脂’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후 에 많은 논의를 불러왔지만, 陰虛發熱에 
人參을 활용하려는 입장에서는 人參이 火를 조장할 위험을 
방지함에 있어 주목할 만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예들은 陽生陰長의 이치에 따라 人參 등을 활용함에 있어 
그 안전성에 한 고려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각각의 논의들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것이
기는 하지만, 이를 종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논의의 
주된 의의를 간추려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王綸은 人參, 黃芪를 愼用해야 하는 증으로 ‘肺受火邪’
와 血虛 등을 언급했는데, 孫一奎 등의 논의에서와 같이 王
綸이 본래 의도한 愼用의 범위가 그리 큰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人參, 黃芪를 愼用해야 하는 증이나 그 사용상의 주
의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점은 이른바 ‘陰不足’의 
증에 人參, 黃芪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용량이나 약물간
의 배합을 고려하는 면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
다. 즉 이는 虞摶, 汪機 등의 논의에서와 같이 陽生陰長의 
이치에 따라 人參, 黃芪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王綸의 논
의를 고려할 필요를 느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한편
으로 王綸에 비판적인 의가들은 ‘肺受火邪’나 血虛의 증에 
人參, 黃芪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며, 이는 
虛熱의 증에 陰을 補하는 찬 성질의 약을 쓰는 것보다는 
陽生陰長의 이치에 따라 人參, 黃芪를 쓰는 것이 낫다고 보
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논의들은 모두 이론적 기초의 면에서 丹溪
의 의학사상을 기초로 진행된 것인데, 그 가운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虞摶, 汪機 등이 陽生陰長의 이치를 강
조하면서 丹溪와 東垣의 상관성을 부각시킨 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王綸의 參芪論에서는 기본적으로 人參, 黃芪가 

東垣이 말한 氣虛發熱과 같은 경우에 쓰이는 것일 뿐 血虛
發熱의 경우에는 쓰일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곧 丹溪學派
의 관점에서 東垣과 丹溪를 단순하게 구별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人參, 黃芪
가 오히려 陽生陰長의 작용을 통해 陰을 도울 수 있음을 
강조하 으며, 東垣과 丹溪가 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것
으로 인식한 것이다.

Ⅵ. 결론

王綸의 參芪論은 ‘肺受火邪’나 血虛의 증에서 人參, 黃芪 
등의 甘溫한 성미의 약물이 火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으므
로 이를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丹溪의 
陰陽論을 기초로 한 것으로 당시의 의학계에 많은 향을 
미쳤으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비판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王綸의 參芪論에 비판적인 관점을 밝힌 표적인 의가는 
역시 丹溪學派로 분류되는 虞摶과 汪機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의가들은 人參, 黃芪의 활용을 陰陽論적인 면에서 새
롭게 해석함으로써 王綸의 논의를 비판하고자 하 다. 虞摶
은 血虛의 증에 오히려 陽生陰長의 이치에 따라 人參, 黃芪
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 으며, 血虛가 아닌 陰虛의 증에 
溫補의 약물을 금해야 할 따름이라 하 다. 그리고 汪機는 
人參, 黃芪가 陰血을 補하는 이치를 그의 營衛論을 통해 설
명하기도 하 다. 이들 의가들의 논의는 모두 丹溪의 陽有
餘陰不足論에 기초한 것으로서, 人參, 黃芪의 사용에 한 
자신들의 주장이 丹溪의 陰陽論의 틀 내에서 설명될 수 있
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편 孫一奎는 王綸의 參芪論에 한 비판을 겨냥하여 
王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 는데, 그의 參芪論의 진의가 
의가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주
장에 따르면 王綸의 參芪論은 陰血이 虛한 증 전반에 적용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血虛火亢’으로 인해 補하는 것이 마
땅하지 않은 일부의 증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王
綸에 한 비판을 넘어서 그의 參芪論이 지향했던 바를 다

47) 陳士鐸. 本草新編. 太原: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1:4. “但用參于補陰之中, 不制參于補陰之内, 亦有動火之虞, 而制參之法何如? 參之所惡者, 五
靈脂. 五靈脂研細末, 用一分, 將水泡之, 欲用參一錢, 投之五靈脂水内, 即時取起, 入于諸陰藥之内, 但助陰以生水, 斷不助陽以生火, 此又千秋不傳之秘.”

48) 劉玉春, 劉玉萍, 王英新. ｢人參配五靈脂“相畏”淺釋｣. 中醫藥信息. 2002;19(5):12.
49) 彭惠珍, 鍾贛生. ｢“十九畏”硏究淺述｣.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6;29(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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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 고찰해 보려 한 것으로서, 虞摶, 汪機와 같이 陽生陰
長의 이치에 따라 人參, 黃芪를 활용하는 한편으로 이들 약
재를 금해야 하는 증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參芪論과 관련된 다수 의가들의 논의가 있었는
데, 이는 결국 王綸의 參芪論에 한 비판적 논의를 계승하
면서도 어느 정도는 參芪論의 요지를 참조하는 성격의 것
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肺受火邪’의 경우에도 
그 火邪가 虛熱이라면 人參, 黃芪를 사용할 수 있으며, 陰
血이 虛한 경우에 陽生陰長의 이치에 따라 人參, 黃芪를 사
용한다는 개념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다만 그 사용 면에 
있어 人參, 黃芪가 火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의
가들의 인식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약물의 용량을 줄인
다거나 다른 약물과의 배합을 통해 그 위험성을 막는 방법
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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