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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Type of Symptom Discrimination for Triple Energizers (三焦)
in Song (宋), Jin (金) and Yuan (元)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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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In order to prove the extended type of symptom discrimination for triple energizers in Song, Jin and Yuan Dynasty.

Methods : Extract the topic-related contents from the books, with key words, triple energizers. After arraying them from this sources 

according to time order, analyze the data.

Results : Analyzing its history from symptom, prescription, and discrimination proved the fact that the extended type of symptom 

discrimination for triple energizers had been developed continually, and assured that it did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the narrow 

type of its symptom discrimination for Wen Bing (溫病) in Qing (淸) Dynasty, but also had been advanced separately from its type for Wen Bing.

Conclusions : Symptom discrimination for triple energizers in Song, Jin and Yuan Dynasty gradually went far to become its extended 

type which widely used for Za Bing (雜病), Wen Bing, and diseases for pediatrics and derm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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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三焦辨證은 葉天士의 뜻을 이어받아 吳鞠通이 溫病 치료
를 목적으로 발명한 뒤 그 용도가 溫病에 한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2). 예를 들어 三焦辨證은 “內經의 三焦 
部位 개념과 溫病의 傳變 규칙을 결합한 것”3)이라고 평가
되며, 그 傳變 규칙은 “초기에는 上焦에 속한 心包･肺의 病
變이 나타나고, 중기에는 中焦에 속하는 胃･脾의 病變이 나
타나고, 말기에는 下焦에 속한 肝･腎의 病變이 나타난다.”4)
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三焦辨證은 葉天士, 吳鞠通 이전에 본래 溫病 이
외에 寒病, 熱病 등에 폭넓게 응용되었고, 동의보감 의
학입문 등에 기재되어 지금까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溫病 이외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三焦辨
證(광의)와 溫病에만 사용되는 三焦辨證(俠義)을 서로 구
분하지 않거나 전자가 후자로 수렴, 흡수되어 발전한 것으
로 보았다. 그러나 전자 역시 전해져 내려와 현재까지 사용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에서 溫病 이외에 폭넓게 사용되
는 三焦辨證을 溫病에만 사용되는 三焦辨證과 구분하기 위
해 ‘광의의 三焦辨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三焦辨證의 源流에 대한 국내 연구로서, 은5)이 傷寒溫
病學史略에서 溫病學의 역사를 약술하 고, 필자6)가 ｢三

1) 丁彰炫.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16(1):75-89, 75-89.
2) 金尙鉉, 白裕相, 丁彰炫, 張祐彰.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24(2):81-100.
3)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編著. 韓方病理學. 발행지 미상:한의문화사. 553.
4)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58.
5) 은석민. 傷寒溫病學史略. 대전:주민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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焦辨证源流考｣7)와 ｢三焦辨证源流浅析｣8)에서 다룬 三焦辨
證 源流에 대해 比較･分析하 고, 崔 등9)이 溫病學의 여러 
가지 辨證論治 중 三焦辨證을 부분적으로 다루었고, 朴 
등10)이 三焦辨證의 부족과 한계를 지적하 고, 丁11)이 溫
病條辨의 三焦辨證을 成書過程의 관점으로 다루었고, 金 
등12)이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을 ‘부위(기능場)’의 관점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다룬 대상은 모두 溫病이다.

중국의 연구로서 ｢三焦辨证源流考｣와 ｢三焦辨证源流浅析｣
이 대표적인데, 이 역시 ‘三焦辨證은 곧 溫病의 辨證’의 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필자는 三焦辨證의 源流에 대한 기존 연구과 다
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宋･金･元 시대 광의의 三焦辨證이 
꾸준히 발달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淸代 溫病의 三焦辨證
이 형성되는 기초가 된 동시에 독자적으로도 발전하 음을 
밝히고자 宋･金･元 시대 의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Ⅱ. 연구방법

연구 범위는 宋代부터 元代까지의 의서로 삼았으며, 구체
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연구 성과를 시대 순으로 간단히 기술하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기존 평가를 검토하 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빠진 金元四大家 중 張子和, 朱丹溪
에 대한 성과를 보충하 다.

셋째, 이를 통해 광의의 三焦辨證과 관련된 내용을 선택
하여 그 발달과정을 고찰하고 그 의의를 분석하 다.

Ⅲ. 본론

광의의 三焦辨證이 발달한 과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宋代, 金代, 元代에 대해 그 순서대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宋代

｢三焦辨证源流浅析｣에서 “宋代에 三焦辨證을 언급한 저
서는 …… 陳言의 三因極一病證方論, 張杲의 醫說, 聖
濟總錄 등이 있는데 …… 聖濟總錄이 비교적 완벽하다. 
기타 의서는 비록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도 대부분 언급은 
있으나 처방이 없거나 처방은 있으나 언급이 없어서 소략
하다.”13)고 평가하 다. 그러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陳言과 張杲 및 聖濟總錄
에 나타난 三焦辨證 성과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陳言

南宋 시대 陳言은 三因極一病證方論｢三焦精腑辨正｣에
서 “右腎은 命門이고 그 腑는 三焦인데 손바닥 크기의 脂膜
으로 되어 있다. …… 실제가 없으면 어떻게 이름을 붙이며, 
형체가 없다면 어떻게 남자는 藏精하고 여자는 繫胞하겠는
가!”14)라고 하여 三焦가 형질이 있으며 命門과 함께 藏精, 
繫胞한다고 하 다.

三焦가 命門과 함께 藏精, 繫胞한다는 陳言의 학설은, 命
門과 함께 藏精, 繫胞한다 三焦가 右腎과 관련되었다고 발
명한 王叔和의 학설15)과 三焦가 부인의 子胞와 관련이 있
다고 여긴 王燾의 학설16)을 발전시킨 것이다.

三焦의 부위에 대해 “上焦는 膻中에 있으니 안으로 心과 
應하고, 中焦는 中脘에 있으니 안으로 脾와 應하고, 下焦는 

6) 趙學俊. ｢三焦辨證의 發達史에 대한 硏究 2편의 國譯 및 比較｣. 세명대학교한의학연구소. 2015;17.
7) 朱云, 史恒军. ｢三焦辨证源流浅析｣. 陕西中医学院学报. 2007;30(3):8-10. 
8) 刘寨华, 杜松, 李钰蛟, 张华敏. ｢三焦辨证源流考｣.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4;20(7):872-875.
9) 崔三燮, 朴贊國, 洪元植. ｢溫病學 辨證論治의 發展에 관한 硏究｣. 경희한의대논문집. 1987;10:415-46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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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丁彰炫.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16(1):75-89.
12) 金尙鉉, 白裕相, 丁彰炫, 張祐彰.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24(2):81-100.
13) 朱云, 史恒军. ｢三焦辨证源流浅析｣. 陕西中医学院学报. 2007;30(3):8-10.
14) 陳言.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94. “古人謂左腎爲腎臟, 其腑膀胱. 右腎爲命門, 其腑三焦. 三焦者, 有脂膜

如手大, 正與膀胱相對, 有二白脈自中出夾脊而上貫於腦. 所以經云, 丈夫藏精, 女子系胞. 以理推之, 三焦當如上說, 有形可見爲是. 扁鵲乃云, 三焦
有位無形, 其意以爲上中二焦, 如漚如霧, 下焦如瀆, 不可遍見, 故曰有位無形. 而王叔和輩, 失其旨意, 遽云無狀空有名, 俾後輩承繆不已. 且名以名實, 
無實奚名, 果其無形, 尙何以藏精系胞爲哉.”

15)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서울:一中社. 1992:67.
16)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869. “腎爲陰 …… 左爲胞門, 右爲子戶, 主定月水, 生子之道, 胞門生於子精, 精神

氣所出入, 合於中黃門, 玉門四邊, 主持關元, 禁閉子精. 臍下三寸, 名曰關元, 主藏魂魄, 부인之胞, 三焦之府, 常所從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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臍下에 있으니 즉 腎間動氣라서 온몸에 분포한다.”17)고 구
체적으로 지적하 다.

또한 부인 養胎의 ｢避忌法｣에서 “임신 4개월에 …… 三焦는 
精府로서 腎과 합하여 養精하므로 과로해서는 안 된다.”18)고 
하 는데, 三焦가 命門과 表裏를 이루어 姙娠과 관련 있다
고 보았다.

｢六經中傷病脈｣에서 “風은 肝을, 寒은 腎을, 暑는 心包를, 
濕은 脾를 상하기 쉬우므로 風은 少陽으로부터, 濕은 陽明
으로부터, 暑는 三焦로부터, 寒은 太陽으로부터 들어온다.”19)
고 하 는데, 暑邪가 三焦를 통해 침입한다고 보았다.

三焦와 관련 있는 病症20)으로 ｢痼冷積熱證治｣에서 痼冷
積熱, ｢勞瘵諸證｣에서 三焦蒸, ｢女勞疸證治｣에서 女勞疸, ｢嘔
吐敘論｣에서 嘔吐, ｢內因咳嗽證｣에서 咳嗽 등을 제시하 다.

특히 ｢女勞疸證治｣에서 “中焦에는 熱鬱하여 發黃하고, 下
焦에는 氣勝하여 額黑하고 上焦에는 走血하여 大便溏黑한
다.”21)고 하여 女勞疸의 病機, 증상이 상･중･하 三焦 부위
에 따라 다른 특징을 제시하 다.

三焦 病症을 치료하는 처방22)으로 ｢心主三焦經虛實寒熱
證治｣에서 三焦實熱을 치료하는 潤焦湯과 三焦虛寒을 치료
하는 安中散을 수록하고, ｢三消치법｣에서 石子薺苨湯, ｢食
嘔證治｣에서 大養胃湯, ｢血嘔證治｣에서 當歸湯, ｢水腫證治
脈例｣에서 復元丹 등을 수록하 다.

이로써 陳言은 三焦가 命門의 腑로서 형질이 있어서 藏
精, 繫胞한다고 보고, 三焦와 관련한 雜病症으로 痼冷積熱, 
三焦蒸, 女勞疸, 嘔吐, 咳嗽 등을 제시하 을 뿐만 아니라, 
三焦와 관련된 여러 雜病을 치료하는 처방을 다수 수록하
고, 특히 女勞疸에 대해 상･중･하 三焦 부위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기준을 발명하고, 三焦의 實熱･虛寒에 대한 처방
을 수록하 다.

2) 張杲 

南宋 시대 張杲는 醫說｢五臟六腑其說有謬｣에서 三因
極一病證方論｢三焦精腑辨正｣을 인용하여 三焦가 형질이 
있으며 命門과 함께 藏精, 繫胞한다고23) 하고, 또 ｢避忌法｣
에서 三因極一病證方論을 인용하여 三焦가 命門과 表裏
를 이루어 임신과 관련 있다고24) 보았다. 三焦와 관련 있
는 雜病症으로｢翻胃｣에서 霍亂을 제시하 다25).

위와 같이 張杲는 대체로 陳言의 三焦에 대한 성과를 인
용하여 三焦의 형질, 기능을 언급하고, 三焦 관련 病症으로 
霍亂의 雜病을 언급하 다.

3) 聖濟總錄

南宋 시대 聖濟總錄｢三焦統論｣에서 三焦의 형질에 대해 
“이름은 있으나 형체가 없고 모든 기운을 주관하므로 …… 
호흡의 升降과 水穀의 왕래가 三焦에 의해 통달한다.”26)고 
하여 難經의 학설을 따랐다.

聖濟總錄에 나타난 三焦辨證에 대해 ｢三焦辨证源流考｣
는 ‘臟腑三焦’, ‘部位三焦’와 ‘辨證三焦’의 특성으로 귀납하
다. ‘臟腑三焦’의 특성은 ｢三焦病｣, ｢三焦約｣, ｢三焦咳｣, ｢三
焦脹｣, ｢三焦有水氣｣ 등에서, ‘部位三焦’의 특성은 ｢上焦虛
寒｣, ｢上焦熱結｣, ｢中焦虛寒｣, ｢中焦熱結｣, ｢下焦虛寒｣, ｢下
焦熱結｣에서, ‘辨證三焦’의 특성은 예를 들어 咳嗽, 嘔吐, 水
腫, 霍亂 등의 雜病을 辨證施治하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三焦辨证源流考｣에서 “聖濟總錄이 …… 宋代 三焦辨證
을 논한 대표작이다.”27)라고 하고, 특히 聖濟總錄이 “三
焦를 綱으로 삼고 寒熱虛實을 目으로 삼은 것이 宋代 三焦
辨證학설의 주요특징을 반 한 것이다.”28)고 평가하 다.

17) 陳言.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94. “其所謂三焦者, 何也? 上焦在膻中, 內應心, 中焦在中脘, 內應脾, 下
焦在臍下, 卽腎間動氣, 分布人身, 有上中下之異. 方人湛寂, 欲想不興, 則精氣散在三焦, 榮華百脈, 及其想念一起, 欲火熾然, 翕撮三焦精氣流溢, 並
命門輸瀉而去, 故號此腑爲三焦耳. 學人不悟, 可爲長太息.”

18) 陳言.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97. “四月手少陽脈養, 內屬三焦, 三焦精府, 合腎以養精, 不可勞逸, 及
針灸其經.”

19) 陳言.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28. “風喜傷肝, 寒喜傷腎, 暑喜傷心包, 濕喜傷脾, 熱傷心, 燥傷肺, 以暑
熱一氣, 燥濕同源, 故不別論. 以類推之, 風當自少陽入, 濕當自陽明入, 暑當自三焦入, 寒却自太陽入.”

20) 陳言.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94, 117, 135, 149, 128-129.
21) 陳言.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28-129. “中焦熱鬱, 故能發黃. 下焦氣勝, 故額黑. 上焦走血隨 熱行, 

大便溏黑.”
22) 陳言. ｢陳無擇醫學全書･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24, 136, 166, 93-94.
23) 張杲. 醫說.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4:183.
24) 張杲. 醫說.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4:201-202. “三焦精府, 合腎以養精, 不可勞逸及鍼灸.”
25) 張杲. 醫說.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4:104. “風冷之氣, 歸於三焦, 傳於脾胃, 眞邪相干, 水穀不化, 便至吐利, 皆名霍亂.”
26)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991. “論曰三焦有名無形, 主持諸氣, 以象三才之用, 故呼吸升降, 水穀往來, 皆待此以通達.”
27) 刘寨华, 杜松, 李钰蛟, 张华敏. ｢三焦辨证源流考｣.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4;20(7):87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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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三焦辨证源流考｣와 ｢三焦辨证源流考｣에서 평가
한 근거를 聖濟總錄에서 검색･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三焦病｣에서 水液代射의 이상으로 腹脹氣滿, 小便窘急, 
水腫, 腹脹 등이 발생한다고29) 하 고, ｢三焦約｣에서 三焦
約의 증후가 大小便不通이라고30) 하고, ｢三焦咳｣에서 三焦
咳證의 증상으로 咳嗽 외에 涕唾多, 面目虛浮를 제시하
고31), ｢三焦脹｣에서 三焦脹證의 증상이 鼓脹으로 邪實임
을32) 지적하 다. ｢三焦有水氣｣에서 水氣病證의 증상이 腹
滿浮腫이며 그 치법이 導氣, 行氣라고33) 하 다.

｢三焦俱虛｣에서 上焦虛證은 ‘引氣於肺’, 中焦虛證은 ‘生
寒, 腹痛洞泄, 便利霍亂’, 下焦虛證은 ‘大小便不止, 津液氣絶’
이라고34) 하여 三焦病을 상･중･하로 변별하는 기준이 되는 
病症 등을 제시하 다.

그 구체적인 변별에 대해｢上焦虛寒｣에서 上焦虛寒證은 
‘精神不守, 引氣於肺, 咳嗽, 語聲不出, 膈寒’35)이고｢上焦熱
結｣에서 上焦熱結證은 ‘喉舌乾燥, 口氣面赤, 胸膈痞滿’36)이
며, ｢中焦虛寒｣에서 中焦虛寒證은 ‘飮食不化, 腹痛飧泄, 霍
亂吐利’37)이고, ｢中焦熱結｣에서 中焦熱結證은 ‘身重目黃口
甘脾癉’38)이며, ｢下焦虛寒｣에서 下焦虛寒證은 ‘津液不固, 大
小便利不止, 少腹痛, 不欲聞人語’39)이고, ｢下焦熱結｣에서 下

焦熱結證은 ‘氣逆, 便難, 胃脹, 嘔噦’40)이라고 하 다. 그 
내용은 대부분 備急千金要方과 매우 비슷하다.

三焦 관련 病症41)으로 ｢風痰｣에서 風痰, ｢風秘｣에서 風
秘, ｢霍亂統論｣, ｢霍亂吐利｣, ｢霍亂乾嘔｣, ｢霍亂轉筋｣에서 霍
亂, ｢肺氣面目四肢浮腫｣에서 浮腫, ｢心掣｣의 心掣, ｢厥逆｣의 
厥逆, ｢脅痛煩滿｣에서 脅痛煩滿, ｢嘔吐統論｣에서 嘔吐, ｢痰
飮統論｣에서 痰飮, ｢痰癖｣에서 痰癖, ｢留飮｣에서 留飮, ｢咳
嗽統論｣에서 咳嗽, ｢久嗽｣에서 久嗽, ｢咳嗽面目浮腫｣에서 
咳嗽面目浮腫, ｢水腫統論｣에서 水腫, ｢十水｣에서 十種水氣, 
｢大腹水腫｣에서 大腹水腫, ｢水氣遍身腫滿｣에서 水氣遍身腫
滿, ｢虛勞痰飮｣에서 虛勞痰飮, ｢大小便統論｣에서 大小便 질
환, ｢大小便關格不通｣에서 大小便關格不通, ｢熱淋｣에서 熱淋, 
｢産後霍亂｣에서 産後霍亂, ｢小兒乳癖｣에서 小兒乳癖, ｢小兒
癥瘕癖結｣에서 小兒癥瘕癖結, ｢小兒諸淋｣에서 小兒諸淋, ｢小
兒大便不通｣에서 小兒大便不通을 제시하 다.

三焦 관련 病症의 처방42)으로 ｢中風｣에서 七膏方, ｢風氣｣
에서 香枳丸, ｢風熱｣에서 緩中湯, ｢風秘｣에서 大聖丸, ｢傷寒
過經不解｣에서 保安散, ｢傷寒時氣｣에서 溫中散, ｢傷寒發黃｣
에서 茵陳蒿黃芩湯, ｢肝虛｣에서 蓽撥丸, 柏子仁丸, ｢肝實｣에
서 郁李仁散, ｢脾虛｣에서 烏藥沉香丸, ｢宿食不消｣에서 磨脾

28) 刘寨华, 杜松, 李钰蛟, 张华敏. ｢三焦辨证源流考｣.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4;20(7):872-875.
29)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991. “論曰黃帝針經, 謂三焦病者, 腹脹氣滿, 不得小便窘急, 溢則爲水, 水則爲脹, 夫三焦者, 決瀆之

官, 水道出焉, 上焦其治在膻中, 膻中爲氣海, 中焦主腐熟水穀, 下焦當膀胱上口, 主分別淸濁, 今三焦俱病, 故腹脹氣滿, 不得小便, 溢而爲水脹也, 治
宜升降氣道, 則腹滿自消, 水道自利矣.”

30)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993. “論曰黃帝三部針炙經曰少腹腫痛, 不得小便, 邪在三焦, 病名曰三焦約, 內閉, 發不得大小便, 夫
三焦者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三者流行, 營衛致養, 則腐熟水穀, 分別淸濁, 以時而下, 無複滯留, 若營衛不調, 
風邪入客, 則決瀆之官, 約而不通, 所以不得大小便也, 刺法取足少陰太陽之經, 輔以湯劑, 則三焦疏導, 淸濁判矣.”

31)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994. “論曰內經謂久咳不已, 則三焦受之, 三焦咳狀, 咳嗽腹滿, 不欲食飮, 此皆聚於胃, 關於肺, 使人
多涕唾而面浮氣逆也. 蓋三焦之氣, 以胃氣爲本,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今咳而久者, 以寒氣蘊結, 關播胃中, 故腹滿不食, 氣逆上行, 涕唾多而面
目虛浮也.”

32)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996. “論曰三焦脹者, 經所謂氣滿於皮膚, 殼殼然而堅不痛是也, 蓋脹有痛痞, 以別虛實. 若鼓脹之類, 
內挾宿食, 按之堅痛, 是謂邪實, 今三焦皮膚殼殼然而堅不痛, 特以氣滿爲虛脹而已. 治宜升降其氣則愈.”

33)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999. “論曰三焦有水氣者. 氣滯不通, 決瀆之官內壅也. 蓋水聚於胃, 氣能傳化. 今氣不升降, 水聚不
行, 則脾經受濕. 故爲腹滿浮腫之證, 治宜導氣而行之, 氣通則水自決矣.”

34)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1000. “論曰上焦虛則引氣於肺, 中焦虛則生寒, 腹痛洞泄, 便利霍亂, 下焦虛, 則大小便不止, 津液氣
絶, 寒則補於腎, 然三焦者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其處雖異, 其源則一, 故有俱虛之病.”

35)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1003. “論曰上焦如霧, 其氣起於胃上口, 並咽以上貫膈, 其氣虛寒, 則令人精神不守, 引氣於肺, 咳嗽, 
語聲不出, 膈寒之病生焉.”

36)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1004. “論曰上焦在心下, 其氣起於胃上口, 並咽貫膈, 有熱則喉舌乾燥, 口氣面赤, 胸膈痞滿之病生焉.”
37)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1007. “論曰中焦如漚者, 以其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本胃脘之陽, 氣溫乃能腐化水穀之精, 

灌養周身, 若寒客中焦, 則胃中冷, 胃中冷則飮食不化, 腹痛飧泄, 霍亂吐利, 治法宜溫補之.”
38)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1009. “論曰中焦者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其氣和平, 能傳糟粕, 蒸津液, 變精微, 上注於

肺, 通行營衛, 仲景曰, 熱在中焦, 則爲堅, 故其氣實, 則閉塞不通, 上下隔絶, 熱則身重目黃口甘脾癉之證生焉.”
39)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1011. “論曰下焦如瀆, 其氣起於胃下脘, 別回腸, 注於膀胱. 主出而不內以傳導也, 其氣虛寒, 則津液

不固, 大小便利不止, 少腹痛, 不欲聞人語, 治宜溫之.”
40)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1014. “論曰下焦者在臍下, 當膀胱上口, 主分別淸濁, 出而不內以傳導也, 又下焦如瀆. 司決壅泄, 其

氣實而有熱, 則津液內燥, 傳導不利, 由是有氣逆, 便難, 胃脹, 嘔噦之證.”
41)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427, 434, 746, 770, 775, 934, 1043, 1061, 1145, 1154, 1158, 1172, 1178, 1202, 1380, 

1384, 1394, 1400, 1535, 1672, 1710, 2651, 2867, 2871, 2910, 2914.
42) 趙佶. 聖濟總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2:198, 342, 349, 437, 526, 536, 613, 782, 783, 787, 836, 850, 855, 869, 879, 967, 981, 

1044, 1067, 1092, 1154, 1190, 1205, 1216, 1227, 1388, 1526, 1547, 1606, 1607, 1698, 1834, 2180, 2747, 3011, 3012, 3023, 3035, 
3036, 3061, 3063, 3065, 3067, 3243. pp.991-994, 99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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丸, ｢脾胃氣虛冷水穀不化｣에서 八味厚朴丸, ｢脾氣虛腹脹滿｣
에서 七氣湯, ｢脾胃氣虛弱不能飮食｣에서 調中丸, ｢腎臟風毒
流注腰脚｣에서 威靈仙丸, ｢腎虛多唾｣에서 前胡湯, ｢三焦病｣
에서 三和湯, 檳榔飮, 牽牛子丸, 徒都子補氣丸, 淮南五柔丸, 
人參香朮散, 木香枳殼散, 木香丸, ｢三焦約｣에서 枳殼丸, 枳
殼散, 順氣丸, 郁李仁丸, 疏風散, 皂莢散, 乾薑湯, 胡椒理中
丸, 半夏湯, 黃耆湯, 人參湯, 紫蘇子湯, 順氣五味子丸, 藿香
湯, 玉液散, ｢三焦脹｣에서 順氣白朮橘香湯, 五香丸, 檳榔湯, 
京三棱散, 丁沈丸, 撞氣丸, 小丁香丸, 通氣生薑丸, 勻氣散, 
均氣丸, 寸金丸, 陳麴湯, ｢三焦有水氣｣에서 檳榔湯, 澤漆湯, 
茯苓飮, 茯苓湯, 小半夏加茯苓湯, 甘遂散, ｢三焦俱虛｣에서 
穀神散, 沈香石斛丸, 柏子仁丸, 葫蘆巴湯, 薑棗丸, 人參散, 
沈香丸, 補和湯, 附子散, ｢上焦虛寒｣에서 紫蘇子丸, 七香丸, 
枳殼湯, 通神湯, 胡椒理中丸, 厚朴湯, 黃芪湯, 乾薑丸, ｢上焦
熱結｣에서 泄熱澤瀉湯, 麥門冬湯, 玉螺丸, 大靑湯, 仙乳丸, 
水蘇丸, 接神散, 消氣丸, 火府丸, 天門冬丸, 松蘿丸, 前胡枳
殼湯, 槐花散, ｢中焦虛寒｣에서 黃連湯, 人參湯, 消食丸, 朴沈
湯, 蒟醬湯, 薑棗丸, 通聖丸, 黃芪湯, 化痰丸, 溫白丸, 半夏
丁香丸, 紫蘇湯, 陳鞠丸, ｢中焦熱結｣에서 瀉熱九味湯, 栝蔞
根丸, 射干湯, 藍靑丸, 白英丸, 苧根散, 鼠尾草散, 䕡茹散, 
冬除散, 解肌地骨皮湯, 五倍子散, ｢下焦虛寒｣에서 人參續氣
湯, 石鍾乳丸, 內固丸, 椒紅丸, 蓽撥丸, 香子丸, 厚朴丸, 訶
黎勒丸, 沈香蓽撥丸, 補骨脂丸, 韭子丸, 溫內丸, ｢下焦熱結｣
에서 柴胡湯, 香豉湯, 人參湯, 茵陳蒿丸, 石長生丸, 酸漿丸, 
升麻湯, 赤石脂湯, 香豉湯, 五味子丸, ｢厥逆｣에서 調中丸, 人
參湯, ｢消渴｣에서 栝蔞飮, ｢消渴後成水｣에서 茯苓湯, ｢痰癖｣
에서 枳殼丸, ｢五臟諸咳｣에서 檳榔丸, 皂莢丸, ｢咳嗽面目浮腫｣
에서 蜀漆湯, 桑白皮湯, ｢上氣胸脅支滿｣에서 烏藥煮散, ｢厥逆
氣｣에서 澤瀉湯, ｢十水｣에서 再蘇丸, ｢風勞｣에서 輕骨散, ｢虛
勞潮熱｣에서 秦艽人參湯, ｢虛勞大便難｣에서 五柔丸, 麻仁丸, 
｢大便不通｣에서 麥門冬湯, ｢赤脈波貫黑睛｣에서 通明湯, ｢癰
疽大小便不通｣에서 山梔子湯, ｢小兒驚熱｣에서 靑金丹, ｢平補｣
에서 小地黃煎丸, 無比山藥丸, ｢補虛益氣｣에서 補中丸, ｢補虛
益血｣에서 靈宿丹, 五勞丸, 薯蕷丸, ｢補虛調腹臟｣에서 沈香
湯, ｢補虛消痰｣에서 枇杷前胡湯, 理中湯, ｢補虛明耳目｣에서 
山芋丸, ｢神仙服草木藥(下)｣에서 吳眞君服椒方을 제시하 다.

특히 ｢三焦俱虛｣와 ｢上焦虛寒｣, ｢上焦熱結｣, ｢中焦虛寒｣, 
｢中焦熱結｣, ｢下焦虛寒｣, ｢下焦熱結｣에서 三焦의 固有증상

에 대해 다시 虛寒과 熱結로 세분하여 각각의 처방을 제시
하 다. 備急千金要方｢三焦虛實第五｣에서 三焦의 部位와 
개념 및 三焦의 寒･熱･虛･實에 따른 증상을 처음 제시한 
것43)과 비교하면 그 증상 표현이 매우 비슷하고, 적지 않
은 처방을 보충하 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기존 평가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색･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聖濟總錄은 三焦約, 三焦咳, 三焦脹, 三焦水氣를 症候
群으로 인식하여 각각의 고유증상을 제시하고, ｢三焦俱虛｣
와 ｢上焦虛寒｣, ｢上焦熱結｣, ｢中焦虛寒｣, ｢中焦熱結｣, ｢下焦
虛寒｣, ｢下焦熱結｣에서 三焦의 고유증상에 대해 다시 虛寒
과 熱結로 세분하여 각각의 처방을 제시하 다. 이를 備急
千金要方과 비교하면 증상이 비슷하고 처방을 보충하 다. 
또한 三焦와 관련된 雜病 및 傷寒病의 치료에 사용하는 처
방을 매우 많이 제시하 다.

2. 金代

金代 三焦辨證의 발전에 기여한 醫家로서 ｢三焦辨证源流
淺析｣에서 劉河間을 꼽았고 ｢三焦辨证源流考｣에서 李東垣, 
王好古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劉完素(劉河間), 李東垣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張子和, 朱震亨의 성과를 검토･보충하 다.

1) 張元素

張元素는 醫學啓源･臟腑標本寒熱用藥式에서 三焦의 生
理에 대해 “相火로서 命門元氣를 전신에 분포하며 上主納, 
中主化, 下主出한다.”44)고 하 다.

三焦의 固有病證에 대해 本病과 標病으로 나누고, 本病에 
대해 다시 上熱, 中熱, 下熱과 上寒, 中寒, 下寒의 證狀으로 
세분하 다.

三焦의 本病은 “諸熱瞀瘈, 暴病暴卒暴瘖, 躁擾狂越, 譫妄
驚駭, 諸血溢血泄, 諸氣逆衝上, 諸瘡瘍痘疹瘤核”45)이라고 
하고, 다른 臟腑의 病이 三焦에 속한 이유는 三焦가 五臟六
腑, 營衛經絡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三焦의 
標病은 “惡寒戰慄, 如喪神守, 耳鳴耳聾, 嗌腫喉痹, 幷諸病浮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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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635-639.
44) 張元素. 張元素醫書集成･醫學啓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85-86.
45) 張元素. 張元素醫書集成･醫學啓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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腫, 疼酸驚駭, 手小指次指不用”46)이라고 하 다.
또한 三焦 病證의 치료에 대해 ‘實火는 瀉하고 虛火는 補

하고, 本熱은 차게 하고 標熱은 散火, 解表하는’ 원칙47)을 제
시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實이 上焦에 있으면 吐法을, 
中焦에 있으면 下法을 사용하며, 虛가 上焦에 있으면 人蔘, 
天雄, 桂心을, 中焦에 있으면 人蔘, 黃芪, 木香, 草果 등을, 下
焦에 있으면 黑附子, 肉桂, 烏藥, 破故紙 등을 사용한다. 本熱
이 上焦에 있으면 黃芩, 連翹, 梔子, 玄蔘 등을, 中焦에 있으
면 黃連, 連翹, 生地黃 등을, 下焦에 있으면 黃柏, 知母, 地骨
皮 등을 사용한다. 三焦 標病의 解表에는 麻黃을 사용하지 않
고 柴胡, 細辛, 羌活, 石膏 등을 사용한다.”48)고 발명하 다.

吳鞠通은 溫病 초기에 黃連 등의 苦寒한 藥을 禁한다49)
는 금기를 제시한 데 반해, 張元素는 上焦･中焦의 本熱에 
黃芩, 黃連 등의 苦寒한 藥을 사용한다는 用藥原則을 제시
하 으므로, 兩者를 비교해 보면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張元素가 臟腑辨證학설을 發展시
키는 과정에서 三焦에 대해 상･중･하 세 부위마다 寒･熱의 
特徵 증상이 각각 다름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치법, 用藥
原則을 구체적으로 발명하 다. 이러한 辨證(標本), 치법, 
用藥原則은 의학입문･본초에서 三焦와 관련된 雜病 치료
에 활용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溫病條辨에서 溫病 초기에 
黃連을 禁한다는 禁忌와 서로 반대가 되므로 溫病의 치료
에 직접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劉完素

｢三焦辨证源流淺析｣과 ｢三焦辨证源流考｣ 둘 다 劉河間이 
三焦辨證 중 熱病에 대해 上焦의 病變은 초기, 中焦는 중기, 
下焦는 후기라고 발명하여 溫病의 三焦辨證의 형성을 촉진
하 다고 평가하 다. 그 근거로 ｢三焦辨证源流浅析｣에서 
“素問病機氣宜保命集｢小兒斑疹論｣에서 斑疹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攻下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초기에는 上焦
에 있고 말기에는 下焦에 있기 때문”50)이라고 제시하 다.

그러나 三焦辨證이 劉河間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평가는 
葉桂로부터 유래한 것이지만, 그 평가를 뒷받침할 근거가 
빈약한 편이다. 가령 韓中醫學各家學說에서 “淸代 葉桂가 
“河間溫熱 須分三焦”의 학설을 創製하 는데, 아마도 羅氏
의 학설을 繼承하고 河間으로 誤稱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
럽다.”51)라는 의혹을 제시하 다.

한편 熱病의 예후가 三焦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는 학설
은 難經｢十四難｣의 損脈52)과 서로 비교할 수 있는데, 損
脈이 肺, 心, 脾, 肝, 腎의 순서로 위로부터 아래로 傳하여 
그 症勢가 더 심해짐53)을 의학입문｢諸虛｣에서 外因에 感
寒하면 병이 위로부터 아래로 전해지고 感熱하면 병이 아
래로부터 위로 전해진다고54) 해석하 다. 이는 熱性의 溫
病이 대체로 上焦에서 시작하여 下焦로 마친다는 吳有性의 
학설과 상반된다.

劉完素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吐論｣에서 吐證을 상･
중･하 三焦로 나누었는데 그 원인이 각각 氣, 積, 寒이며, 
그 증상으로 上焦는 ‘脈浮而洪, 食已暴吐, 渴欲飮水, 大便燥
結, 氣上沖, 胸發痛’이고 中焦는 ‘脈浮而弱, 或先痛後吐, 或
先吐後痛’이고 下焦는 ‘脈沉而遲, 其證朝食暮吐, 暮食朝吐, 
小便淸利, 大便秘而不通’이며, 그 치법으로 上焦는 降氣和
中, 中焦는 去積, 下焦는 通閉, 溫氣이며55), 그 처방으로 上
焦는 桔梗湯, 木香散 등을, 中焦는 白朮湯, 金花丸, 紫沈丸 
등을, 下焦는 附子丸 등을 사용함56)을 발명하 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消渴論｣에서 消渴을 상･중･하 三
焦로 나누었는데 그 증상으로 上焦는 ‘多飮水, 少食, 大便如
常, 或小便淸利’이고 中焦는 ‘渴, 飮食多, 小便黃’이고 下焦
는 ‘膏淋, 面色黧黑, 形瘦耳焦, 小便濁’이며, 그 치법으로 上
焦는 流濕潤燥, 中焦는 下法, 下焦는 養血이며57), 그 처방
으로 上焦에는 人參石膏湯을, 中焦에는 順氣散을, 下焦에는 

46) 張元素. 張元素醫書集成･醫學啓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85-86.
47) 張元素. 張元素醫書集成･醫學啓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85-86.
48) 張元素. 張元素醫書集成･醫學啓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85-86.
49)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2:106.
50)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68. “首尾不可下者, 首曰上焦, 尾曰下焦.”
51) 尹暢烈 編著.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주민출판사. 2006:394.
52)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硏究集成. 대전:주민출판사. 2002:353.
53)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硏究集成. 대전:주민출판사. 2002:353.
5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407. “外因 感寒, 久則損陽, 自上而下, 一損於肺, 則皮聚毛落, 二損於心 則血脈虛少, 不榮臟腑, 부인

月水不通, 三損於胃, 則飮食不爲肌膚, 治宜辛甘, 若淡過於胃, 則不可治矣. 感熱, 久則損陰, 自下而上, 一損於腎, 則骨痿, 不能起於床者死, 二損於
肝, 則筋緩不能自收持, 三損於脾, 則飮食不能消剋, 治宜酸苦, 若鹹過於脾, 則不可治矣.”

55)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國中醫藥出版社. 2006:143-144.
56)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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茴香散, 八味丸 등을 사용함58)을 발명하 다.
또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瀉痢論｣에서 瀉痢의 用藥을 

상･중･하 三焦로 나누었는데 上焦는 生薑, 橘皮를, 中焦는 
芍藥, 當歸, 桂, 茯苓을, 下焦는 熱藥 또는 寒藥을 사용한다
고59) 하 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 三焦 관련 病症60)으로 ｢心掣證｣
에서 心掣, ｢厥逆證｣에서 厥逆, ｢三焦約證｣에서 三焦約을 
제시하고, 三焦 病症의 처방61)으로 ｢三焦約證｣에서 枳殼丸, 
｢熱總論｣에서 消痞丸, 妙功藏用丸, ｢積聚總論｣에서 開結妙
功丸, ｢勞門｣에서 紫菀散 등을 제시하 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 三焦 관련 病症62)으로 ｢熱類｣에
서 吐下霍亂, 血泄, ｢火類｣에서 喉痹를 제시하 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三焦 관련 病症63)으로 ｢癘風
論｣에서 癘風, ｢吐論｣에서 吐證, ｢消渴論｣에서 消渴, ｢腫脹
論｣에서 腫脹, ｢痔疾論｣에서 痔疾, ｢小兒斑疹論｣에서 小兒
斑疹論을 제시하고,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三焦 病症의 
처방으로 ｢熱論｣에서 涼膈散64)을 제시하 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劉完素는 吐證, 消渴, 瀉痢, 小兒
斑疹 등의 雜病과 소아과에 상･중･하 三焦의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증상이 나타나며, 그 특성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치법, 처방을 발명하 다. 또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小兒
斑疹論｣을 근거로 劉完素가 熱病의 예후가 下焦에서 시작
하여 점차 上焦로 진행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難經｢十四

難｣의 損脈, 醫學入門｢諸虛｣ 등의 내용과 서로 비슷하지
만 吳有性의 학설과는 상반된다.

또한 ｢吳又可溫病禁黃連論｣에서 溫病 초기에 劉河間이 
苦寒한 藥을 사용하여 병세를 악화했다는 내용65)에 비추어 
볼 때 劉河間의 처방이 溫病 치료에 직접 활용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3) 張子和

張子和는 儒門事親｢指風痹痿厥近世差玄說二｣에서 “至
眞要大論云 諸痿喘嘔皆屬於上者, 上焦也.”66)라고 하여 上
焦가 上部를 가리킨다고 하 다. ｢補論二十九｣에서 “五臟之
極, 傳而之六腑. 六腑之極, 遍而之三焦, 則百病交起, 萬疾俱
生.”67)이라고 하여 三焦가 상･중･하 세 부위를 가리킨다고 
하 다.

｢小兒瘡丹癮疹舊蔽記五｣에서 丹疹과 丹熛의 원인이 三焦
相火라고68) 하고, ｢霍亂吐瀉死生如反掌說七｣에서 霍亂의 원
인에 대한 巢元方의 견해에 반대하 고69), ｢九氣感疾更相
爲治衍二十六｣에서 思氣로 인해 三焦閉塞이 생긴다고70) 하

다.
三焦 관련 病症으로 ｢疝本肝經宜通勿塞狀十九｣에서 陰囊

腫墜71), ｢三消之說當從火斷二十七｣에서 腎消72), ｢水泄不止
十八｣에서 水泄73), ｢上喘中滿二十九｣에서 上喘中滿74), ｢大

57)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55. “消渴之疾, 三焦受病也, 有上消中消腎消. 上消者, 上焦受病, 
又謂之膈消病也, 多飮水而少食, 大便如常, 或小便淸利, 知其燥在上焦也, 治宜流濕潤燥. 中消者胃也, 渴而飮食多, 小便黃, …… 法云, 宜下之, 至不
欲飮食則愈. 腎消者, 病在下焦, 初發爲膏淋, 下如膏油之狀, 至病成而面色黧黑, 形瘦而耳焦, 小便濁而有脂, 치법宜養血, 以整肅分其淸濁而自愈也.”

58)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55-156.
59)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46. “上焦不和, 以生薑, 橘皮. 中焦不和, 治以芍藥, 當歸, 桂, 茯

苓. 下焦不和, 寒治以輕熱藥, 甚以重寒藥.”
60)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黃帝素問宣明論方.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2, 17, 21.
61)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黃帝素問宣明論方.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21, 31, 32, 44, 53.
62)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玄機原病式.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91, 94, 99.
63)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34, 143, 156, 162, 167, 155-156.
64) 劉完素. 劉完素醫書集成･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40.
65)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2:106.
66)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9.
67)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63. “五臟之極, 傳而之六腑; 六腑之極, 遍而之三焦, 則百病交起, 萬疾俱生.”
68)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9. “內經曰: 少陽客勝則丹疹外發, 及爲丹熛. 手少陽者, 三焦少陽相火也.”
69)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27. “何今之人信巢氏, 而不信素問也? 此予不得不爲之說. 且巢氏論霍亂, 吐瀉, 

皆由溫涼不調, 陰陽淸濁, 二氣相干, 致腸胃之間, 變而爲霍亂. 寒氣客於脾則瀉, 寒氣客於胃則吐. 亦由飮酒食肉, 腥膾生冷過度; 或因居處坐臥濕地, 
當風取涼, 風之氣歸於三焦, 傳於脾胃, 脾胃得冷, 水穀不消, 皆成霍亂. 其名有三: 一曰胃反, 胃氣虛逆, 反吐飮食; 二曰霍亂, 言其病揮霍之間, 便致
撩亂也; 三曰晡食變逆者也. 霍亂者, 脈必代. 又云: 七月間食蜜, 令人暴下霍亂. 此皆巢氏霍亂之論也.”

70)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58. “思氣所至, 爲不眠, 爲嗜臥, 爲昏瞀, 爲中痞三焦閉塞, 爲咽嗌不利, 爲膽癉
嘔苦, 爲筋痿, 爲白淫, 爲得後 與氣快然如衰, 爲不嗜食.”

71)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47. “病㾬瘧發渴, 痛飮蜜漿, 劇傷冰水. 醫者莫知瀉去其濕, 反雜進薑, 附. 濕爲
燥熱所壅, 三焦閉澁, 水道不行, 陰道不興, 陰囊腫墜, 大於升斗.”

72)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60. “後人論三焦, 指以爲腎消. 此猶可治, 久則變瘈, 不救必死. 此消乃消及於腎
臟者也.”

73)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69. “男子婦人, 病水濕瀉注不止, 因服豆蔻, 烏梅, 薑, 附峻熱之劑, 遂令三焦閉
澁, 水道不行, 水滿皮膚, 身體痞腫, 面黃腹大, 小便用獨聖散吐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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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便不利八十六｣에서 大小便不利(三焦約)75), ｢通身浮腫八
十八｣과 ｢濕門｣에서 浮腫76)77), ｢偏頭痛九十二｣에서 偏頭
痛78), ｢金匱十全之法｣에서 腫蠱79), ｢劉河間先生三消論｣
에서 三消(消渴, 消中, 消腎)80)를 제시하고, ｢三焦經手少陽
爲父氣｣에서 靈樞의 是動病을 인용하 다81).

三焦 病症의 처방으로 ｢水泄不止十八｣에서 獨聖散82), ｢劉
河間先生三消論｣에서 人參白朮散83)을 제시하 다.

｢七方十劑繩墨訂一｣에서 “前後不通者, 前後兩陰俱閉也, 此
名曰三焦約也. 約, 猶束也. 先以滑劑潤養其燥, 然後攻之, 則
無失矣.”84)라고 하여 內經의 三焦約을 滑劑로 潤養하는 
치법을 발명하 다. ｢金匱十全之法｣에서 腫蠱로 三焦閉澁
을 치료할 때 越劑, 發劑, 奪劑가 적합하다고 하고85), ｢辨
十二經水火分치법｣에서 三焦病은 火病으로 보아 치료한다
고86) 하 다.

결론적으로 張子和는 ‘三焦’ 用語를 상･중･하 세 부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丹疹, 丹熛, 思氣가 三焦病의 원인이
며, 三焦 관련 雜病症으로 陰囊腫墜, 三消(消渴, 消中, 消
腎), 腎消, 水泄, 上喘中滿, 大小便不利(三焦約), 浮腫, 偏頭
痛, 腫蠱, 是動病을 제시하고, 三焦 病症의 처방으로 獨聖

散, 人參白朮散을 제시하고, 三焦約, 腫蠱에 대한 치법을 발
명하 다.

4) 李東垣

李東垣은 脾胃論｢三焦元氣衰旺｣에서 三焦의 氣가 곧 
元氣, 眞氣임87)을 발명하고, ｢胃虛髒腑經絡皆無所受氣而俱
病論｣에서 “三焦는 下焦 元氣가 生發하는 根蒂”88)라고 하
여 三焦의 근원이 다시 下焦에 있음을 밝혔다.

醫學發明｢三焦統論｣에서 難經｢三十一難｣의 내용에 근
거하여 三焦 중에서 中焦가 중요함89)을 발명하고, ｢三焦病｣
에서 靈樞･邪氣藏府病形에 근거하여 三焦病의 치법을 제
시하 다90).

三焦 관련 病症으로 蘭室秘藏｢內障眼論｣에서 內障91), 
｢痔漏論｣에서 痔漏92)을 제시하고, 三焦 病症의 처방으로 脾
胃論에서 丈夫, 부인의 三焦積熱을 치료하는 三黃丸93)을, 
蘭室秘藏｢內障眼論｣에서 圓明內障升麻湯94), ｢痔漏論｣에서 
七聖丸95)을 제시하 다.

요약하자면, 李東垣은 三焦 관련 病症으로 內障, 痔漏 등
74)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71. “夫上喘中滿, 醋心腹脹, 時時作聲, 痞氣上下, 不能宣暢. 叔和云: 氣壅三焦

不得昌, 是也.” 
75)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79. “夫小兒大小便不通利者, 內經曰: 三焦約也. 約者, 不行也. 可用長流水煎

八正散, 時時灌之, 候大小便利即止也.”
76)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79. “夫小兒通身浮腫, 是水氣腫也. 小便不利者, 通小便則愈. 內經曰: 三焦閉

塞, 水道不行. 水滿皮膚, 身體痞腫, 是風乘濕之症也. 可用長流水加燈心, 煎五苓散, 時時灌之; 更於不透風暖處頻浴, 汗出則腫消, 腫消則自愈, 內外
兼治故也.”

77)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31. “經曰: 陽氣耗減於內, 陰精損削於外, 三焦閉塞, 水道不行. 水滿皮膚, 
身體痞腫, 面黃腹大, 小便赤色, 兩足按之, 陷而不起.”

78)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00. “頭痛或額角, 是三焦相火之經及陽明燥金勝也”
79)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22. “腫蠱: 三焦閉澁, 水道不行, 水滿皮膚, 身體痞腫. 宜越劑, 發劑, 奪劑”
80)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52-154. “藥證病原中, 論消渴, 消中, 消腎病曰: 三焦五臟俱虛熱, 惟有膀胱

冷似冰. …… 又曰: 膀胱腎臟冷如泉. 始言三焦五臟俱虛熱, 惟有膀胱冷似冰, 複言五臟亦冷, 且腎臟水冷言爲虛, 其餘熱者, 又皆言其虛 …… 豈知消渴
小便多者, 非謂此也. 何哉? 蓋燥熱太甚, 而三焦腸胃之腠理, 怫鬱結滯, 致密壅塞, 而水液不能滲泄浸潤於外, 榮養百骸. 故腸胃之外燥熱太甚, 雖複多
飮於中, 終不能浸潤於外, 故渴不止.”

81)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20. “是動則病耳聾, 渾渾, 嗌腫喉痹. 是主氣所生病者, 汗出, 目銳 痛, 耳後肩
肘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 爲此諸病”

82)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69. “男子婦人, 病水濕瀉注不止, 因服豆蔻, 烏梅, 薑, 附峻熱之劑, 遂令三焦閉
澁, 水道不行, 水滿皮膚, 身體痞腫, 面黃腹大, 小便用獨聖散吐之.”

83)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56.
84)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7.
85)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22. “腫蠱: 三焦閉澁, 水道不行, 水滿皮膚, 身體痞腫. 宜越劑, 發劑, 奪劑”
86) 張子和.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62. “膽與三焦尋火治, 肝和包絡都無異.”
87)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脾胃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56. “上氣不足, 腦爲之不滿, 耳爲之苦鳴, 頭爲之苦傾, 目爲之瞑. 中氣不足, 溲便

爲之變, 腸爲之苦鳴. 下氣不足, 則爲痿厥心悗, 補足外踝下留之. 此三元眞氣衰憊, 皆由脾胃先虛, 而氣不上行之所致也. 加之以喜怒悲憂恐, 危亡速矣.”
88)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脾胃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58. “三焦者, 乃下焦元氣生發之根蒂.”
89)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醫學發明.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68. “三者之用, 本于中焦. 中焦者, 胃脘也.”
90)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醫學發明.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68.
91)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蘭室秘藏.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93-96.
92)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蘭室秘藏.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20.
93)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脾胃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69. “治丈夫, 婦人三焦積熱. 上焦有熱, 攻沖眼目赤腫, 頭項腫痛, 口舌生瘡. 中焦

有熱, 心膈煩躁, 不美飮食. 下焦有熱, 小便赤澁, 大便秘結. 五臟俱熱, 即生癰, 瘡, 痍. 及治五般痔疾, 肛門腫痛, 或下鮮血.”
94)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蘭室秘藏.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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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雜病을 제시하고, 三焦 病症의 처방으로 三黃丸, 七聖丸 
등을 언급하 다.

3. 元代

元代 三焦辨證의 발전에 기여한 醫家로서 ｢三焦辨证源流
淺析｣에서 羅天益을 꼽았지만 ｢三焦辨证源流考｣에서는 언
급한 사람이 없다. 본 논문에서 王好古, 羅天益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王好古

王好古는 此事難知｢卷上･問三焦有幾｣에서 三焦에는 手
三焦와 足三焦의 2가지가 있다고96) 하고, ｢卷下･問三焦有
幾｣에서 “三焦元氣는 아버지처럼 氣가 되어 흩어지고 包絡
이 서로 좇는 것은 어머니와 같다. 三焦와 包絡이 병행하여 
떼려야 뗄 수 없다.”97)고 하여 三焦가 心包와 함께 元氣와 
관련 있음을 발명하 다.

｢三焦寒熱用藥圖｣에서 “小便不利를 上焦熱(梔子･黃芩), 
中焦熱(黃連･芍藥), 下焦熱(黃柏･大黃)로 나누며, 大便･小
便不通을 上焦寒(陳皮･厚朴), 中焦寒(藿香･白芷), 下焦寒
(乾薑･丁香･肉桂･附子･沈香)으로 나누어 치료함”98)을 발명
하 다. 이는 張元素의 臟腑標本寒熱用藥式｢三焦｣99)를 
계승･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大頭痛論｣에서 “上焦渴은 小便自利하니 白虎湯을, 中焦
渴은 大小便不利하니 調胃承氣湯을, 下焦渴은 小便赤澁, 大
便不利하니 大承氣湯을 사용한다.”100)고 하여 渴證에 대한 

三焦 辨證施治를 발명하 다.
湯液本草｢臟腑瀉火藥｣101),｢東垣先生藥類法象｣102)｢東

垣先生用藥心法｣103)에서 三焦에 따른 用藥原則을 발명하
다.

三焦 관련 病症104)으로 陰證略例｢論元陽中脫有內外｣에
서 元陽中脫, ｢論手足自汗｣에서 手足自汗, 此事難知｢卷
上･問三焦有幾｣에서 潔, 渾을 제시하 고, 三焦 病症의 처
방으로 陰證略例｢風溫證｣에서 黃芪湯105)을 제시하 다.

결론적으로 王好古는 張元素의 臟腑標本寒熱用藥式을 
계승하여 ｢三焦寒熱用藥圖｣에서 小便不利, 大便･小便不通 
등을 근거로 三焦의 寒･熱에 따른 辨證과 用藥原則을 발명
하 다.

2) 羅天益

羅天益은 衛生寶鑑｢瀉熱門｣에서 上焦熱에 凉膈散, 龍腦
鷄蘇丸, 洗心散을, 中焦熱에 調胃承氣湯, 瀉脾散, 貫衆散을, 
下焦熱에 大承氣湯, 三才封髓丹, 滋腎丸을, 三焦甚熱에 三黃
丸, 黃連解毒湯을 사용하고106), ｢除寒門｣에서 上焦寒에 鐵
刷湯, 桂附丸, 胡椒理中丸, 附子理中丸, 二氣丹, 大建中湯을, 
下焦寒에 八味丸, 還少丹, 天眞丹을, 三焦甚寒에 大已寒丸, 
四逆湯을 사용한다고107) 하 다. 

이에 대해 ｢三焦辨证源流浅析｣과 ｢三焦辨证源流考｣에서 
三焦의 寒熱辨證 개념을 구현하 다고108)109) 평가하고, 韓
中醫學各家學說에서 瀉熱, 除寒을 三焦로 분별하 다고110) 
지적하 다.

三焦의 熱證111)에 대해 上焦熱은 “積熱煩渴･面熱唇焦･咽
95) 李東垣. 李東垣醫書集成･蘭室秘藏.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20.
96)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此事難知.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122. “答曰, 手少陽者, 主三焦之氣也, 靈樞經云, 足三焦者, 太陽之別也, 並太

陽之證, 入絡膀胱約下焦, 是知三焦有二也.”
97)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此事難知.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158. “手經者, 主持上也. 足經者, 主持下也. 命門者, 主持中也. 爲衛者, 護持

外也. 三焦元氣爲父之氣散也, 包絡相從母也, 並行而不相離, 母之元氣也, 故俱會於胸中.”
98)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此事難知.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157. “上焦渴, 小便自利, 白虎湯. 中焦渴, 大小便不利, 調胃承氣湯. 下焦渴, 小

便赤澁, 大便不利, 大承氣湯.”
99) 張元素. 張元素醫書集成․醫學啓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85-86.
100)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此事難知.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157. “上焦渴, 小便自利, 白虎湯. 中焦渴, 大小便不利, 調胃承氣湯. 下焦渴, 

小便赤澁, 大便不利, 大承氣湯.”
101)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湯液本草.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9.
102)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湯液本草.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10.
103)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湯液本草.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13.
104)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陰證略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98, 100, 158.
105) 王好古. 王好古醫書集成･陰證略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5:96.
106) 羅天益. 羅天益醫書集成･衛生寶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57-59.
107) 羅天益. 羅天益醫書集成･衛生寶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60-62.
108) 朱云, 史恒军. ｢三焦辨证源流浅析｣. 陕西中医学院学报. 2007;30(3):8-10.
109) 刘寨华, 杜松, 李钰蛟, 张华敏. ｢三焦辨证源流考｣.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4;20(7):872-875.
110) 尹暢烈 編著.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주민출판사. 2006:3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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燥舌腫･目赤鼻衄･口舌生瘡･胸中鬱熱･咳嗽吐血･便溺閉結 等”
을, 中焦熱은 “脾熱目黃･口不能吮･胃中實熱 및 各種熱毒 等”을, 
下焦熱은 “下焦陰虛･脚膝無力･陰汗陰痿･足熱不能履地･不渴
而小便秘 및 熱甚便秘･腹部脹滿･煩躁譫語 等”을 예로 들었고, 
三焦의 寒證에 대해 上中焦寒은 “積寒痰飮･咳嗽喘急･胸膈不
快･卒然心痛･嘔吐不止 또는 脾胃冷弱･心腹疼痛･嘔吐瀉利･
霍亂轉筋･手足厥冷 等”을, 下焦寒은 “各種虛損･神志俱耗･筋
力頓衰･肢體倦怠･血氣羸乏･小便渾濁 等”을 예로 들었다.

三焦 관련 病症112)으로 ｢飮食自倍腸胃乃傷治驗｣에서 飮
食傷, ｢過汗亡陽變證治驗｣에서 過汗亡陽變證을 제시하 다.

三焦 病症의 처방113)으로 ｢食傷脾胃論｣에서 開結妙功丸, 
木香檳榔丸, ｢勞倦所傷虛中有寒｣에서 理中丸, ｢治風雜方｣에
서 搜風潤腸丸, ｢咳嗽門｣에서 滌痰丸, 太白丹, ｢心下痞｣에서 
三脘痞氣丸, ｢腹中積聚｣에서 玄胡丸, 荊蓬煎丸, ｢諸濕腫滿｣
에서 消痞丸, ｢大便門｣에서 犀角丸, 麻仁丸, 神功丸, ｢崩漏
帶下｣에서 酒煮當歸丸, ｢長夏濕熱胃困｣에서 黃連香薷湯을 
제시하 다.

三焦辨證에 대한 羅天益의 성과에 대해 韓中醫學各家學
說에서 “寒熱疾病을 三焦･氣･血의 條目으로 나누어 자세히 
分析하여 辨證施治 한 것은, 실로 羅氏의 獨特한 見解이다. 
…… 羅氏는 後世 溫病學派의 발전에 대해 불멸의 공헌을 
했다.”114)고 하고, 中國醫學史에서 “羅天益은 李東垣을 
師事하 으되, 張元素의 臟腑辨證의 學術을 硏究發展시켰으
며, 特히 三焦의 辨治에 詳細하 다.”115)고 평가하 다.

결론적으로 羅天益은 三焦 관련 病症으로 飮食傷, 過汗亡
陽變證 등의 雜病을 제시하고, 三焦病症의 처방을 몇 가지 
제시하 을 뿐만 아니라, 王好古의 ｢三焦寒熱用藥圖｣의 用藥
原則에서 진일보하여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데 이르 다.

3) 朱震亨

朱震亨은 格致餘論｢人迎氣口論｣과 ｢左大順男右大順女

論｣에서 三焦의 脈은 오른쪽 손목에서 진단함을 밝히
고116)117) ｢相火論｣에서 三焦는 相火로서 下焦가 肝腎의 
분야를 맡는다고118) 하 다.

三焦 관련 病症119)으로 丹溪心法｢斑疹(七)｣에서 斑, ｢燥
結(十一)｣에서 燥結, ｢水腫(三十八)｣에서 水腫, ｢消渴四十
六｣에서 消渴을 제시하고, 三焦 病症의 처방120)으로 丹溪
心法｢泄瀉(十)｣에서 淸六丸, ｢破滯氣(七十九)｣에서 流氣飮
子, 和劑流氣飮, 三和散, 沈香降氣湯을 제시하 다.

결론적으로 朱震亨은 三焦의 診脈 부위를 언급하고, 三焦 
관련 病症으로 班, 燥結, 水腫, 消渴 등의 雜病을 제시하고, 
三焦病症의 처방으로 淸六丸, 流氣飮子, 三和散 등을 수록
하 다.

Ⅳ. 고찰

宋･金･元 시대 광의의 三焦辨證이 발달함에 따라 마침내 
淸代에 溫病의 三焦辨證이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의의 三焦辨證이 溫病의 三焦辨證과 달리 독자적
으로 발전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의의 三焦辨證의 발달

광의의 三焦辨證이 독자적으로 발달되었음을 病症, 처방, 
辨證의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病症 측면

春秋 시대부터 金･元 시대까지 三焦 관련 病症의 시대 
변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11) 尹暢烈 編著.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주민출판사. 2006:321-358.
112) 羅天益. 羅天益醫書集成･衛生寶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47, 198.
113) 羅天益. 羅天益醫書集成･衛生寶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44, 47, 49, 76, 100, 116, 121, 122, 125, 147, 148, 160, 212.
114) 尹暢烈 編著.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주민출판사. 2006:394.
115)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中國醫學史. 대전:출판사 미상. 1997:394.
116)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格致餘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8. “六陽六陰脈, 分屬左右手. 心, 小腸, 肝, 膽, 腎, 膀胱在左, 主血. 肺, 大

腸, 脾, 胃, 命門, 三焦在右, 主氣.”
117)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格致餘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26. “肺主氣, 其脈居右寸, 脾, 胃, 命門, 三焦, 各以氣爲變化運用, 故皆附焉. 

心主血, 其脈居左寸, 肝, 膽, 腎, 膀胱, 皆精血之隧道管庫, 故亦附焉.”
118)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格致餘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25. “三焦以焦言, 而下焦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
119)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格致餘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00, 110, 140, 150.
120) 朱震亨. 朱丹溪醫書集成･格致餘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108, 191,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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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저서 三焦 관련 病症

春秋~秦漢
內經121)122) 三焦脹/三焦病/三焦約/三焦咳

難經 없음
中藏經123) 霍亂/走哺
傷寒論124)

金匱要略125) 吸而微數, 其病在中焦/食穀欲嘔/陽明病, 脇下硬滿, 不大便而嘔, 舌上白苔者

魏晉 南北朝
脈經126) 三焦病/三焦脹/寸口脈洪而大, 數而滑/寸口脈不出而反發汗(壞症)

甲乙經127) 三焦脹/三焦病/三焦約/三焦咳
肘後備急方128) 小便不利/胸膈壅塞
名醫別錄129) 三焦大熱

隋, 唐
諸病源候論130)

三焦蒸/寸口脈洪而大, 數而滑/傷寒煩症/熱病大便不通/溫病咽喉痛/煩滿, 虛脹/熱淋/大便
難/大便不通/三焦約/飮症/霍亂/三焦實證(脹, 小便澁,大便難)/三焦虛證(遺尿, 泄利, 胸
滿, 食不消)

備急千金要方131) 寸口脈不出, 而反發汗(壞症)/黑骨溫病/消渴/水腫
外臺秘要132) 霍亂/消渴/天行時氣病/下焦虛寒/癖/噎膈/三焦蒸/水病/耳鳴/熱淋/大便難/大便不通

宋

三因極一病證方論 痼冷積熱/三焦蒸/女勞疸/嘔吐/咳嗽
醫說 霍亂

聖濟總錄
三焦脹(鼓脹)/三焦病(腹脹氣滿, 小便窘急, 水腫, 腹脹)/三焦約(大小便不通)/三焦咳(咳
嗽, 涕唾多, 面目虛浮)/三焦有水氣(腹滿浮腫)/上焦虛寒/上焦熱結/中焦虛寒/中焦熱結/下
焦虛寒/下焦熱結/風痰/風秘/霍亂/浮腫/心掣/厥逆/脅痛煩滿/嘔吐/痰飮/痰癖/留飮/咳嗽/
久嗽/咳嗽面目浮腫/水腫/十種水氣/水氣遍身腫滿/虛勞痰飮/大小便질환/大小便關格不通
/熱淋/産後霍亂/小兒乳癖/小兒癥瘕癖結/小兒諸淋/小兒大便不通

金, 元

醫學啓源
本病(諸熱瞀瘈, 暴病暴卒暴瘖, 躁擾狂越, 譫妄驚駭, 諸血溢血泄, 諸氣逆衝上, 諸瘡瘍
痘疹瘤核)/標病(惡寒戰慄, 如喪神守, 耳鳴耳聾, 嗌腫喉痹, 諸病浮腫, 疼酸驚駭, 手小
指次指不用)

素問病機氣宜保命集 등 吐證/消渴/瀉痢/癘風/腫脹/痔疾/小兒斑疹論
儒門事親 陰囊腫墜/腎消/水泄/上喘中滿/大小便不利(三焦約)/浮腫/偏頭痛/腫蠱/三消(消渴, 消中, 

消腎)/是動病
脾胃論 등 內障/痔漏

此事難知 등 元陽中脫/手足自汗/潔,渾
衛生寶鑑 飮食傷/過汗亡陽變證

格致餘論 등 斑/燥結/水腫/消渴

표 1. 三焦 관련 病症의 시대 변화

표 1과 같이, 病症을 三焦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內經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련 病症 종류가 증
감을 거듭하 다. 그 중 宋代 聖濟總錄에 수록된 개수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聖濟總錄이 叢書의 성격을 지닌 
대작이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病症에 대해서 三焦로 해석한 이론이 후대에 

계승되는 추세를 보 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적지 않았다. 
가령 內經의 三焦脹, 三焦病, 三焦約, 三焦咳 또는 中藏
經의 霍亂, 諸病源候論의 三焦蒸, 熱淋, 煩滿 등과 外臺
秘要의 消渴 등은 후세 의서에도 이전 의서와 마찬가지로 
三焦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지만, 外臺秘要의 噎膈과 三
因極一病證方論의 女勞疸과 聖濟總錄의 風痰, 風秘, 心

1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39, 124, 178.
1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142.
123) 華陀. 華陀中藏經. 북경:自由出版社. 발행연도 미상:27.
124) 張仲景 著. 成無己 註. 傷寒論(仲景全書 中). 서울:大星文化社. 1992:184, 206, 238, 242.
125) 張仲景 著. 成無己 註.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 中). 서울:大星文化社. 1992:350, 391.
126)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서울:一中社. 1992:567, 338-339, 453-454.
127) 皇甫謐 著. 黃龍祥 校注. 黃帝針灸甲乙經.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403-406, 420-429, 448-450, 450-451.
128) 葛洪. 肘後備急方.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68, 76.
129)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6:104.
130)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 中). 서울:大星文化社. 1995:576, 582, 617, 630, 635, 655, 663, 665, 666, 701, 712, 75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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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549, 597, 651, 667.
132)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297, 324, 500, 524, 542, 670, 671, 672, 1749,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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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저서 三焦 관련 病症의 처방

春秋~秦漢
內經 없음
難經 없음

中藏經 없음
傷寒論133)
金匱要略 吳茱萸湯

魏晉 南北朝
脈經 없음

甲乙經 없음
肘後備急方 없음

名醫別錄134) 石膏

隋, 唐
諸病源候論 없음

備急千金要方135) 澤瀉湯, 麥門冬理中湯, 黃耆理中湯, 黃連丸, 厚朴湯, 大黃瀉熱湯, 竹葉湯, 金牙
酒, 五柔圓, 前胡湯, 無比薯蕷丸, 豬苓散, 麝香散, 梔子湯

外臺秘要136) 石膏湯, 五柔丸, 猪苓散, 梔子湯, 近效梔子湯, 理中丸, 龍骨湯

표 2. 三焦 관련 처방의 시대 변화

掣, 厥逆 등과 素問病機氣宜保命集 등의 癘風, 陰囊腫墜 
등과 脾胃論 등의 內障, 此事難知 등의 元陽中脫, 手足
自汗 등과 衛生寶鑑의 飮食傷, 過汗亡陽變證은 해당 서적
에서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三焦 관련 病症이 후대에 계승되지 않고 단편적
으로만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의학 이론이 여러 학파(대체로 傷寒, 溫病, 河間, 
丹溪, 易水, 攻邪, 溫補 등 7개 학파)로 나뉘어 발전하 기 
때문에 본래 단편적인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연구대상에 다룬 
분야가 金元 시대 이전이므로 그 계통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三焦理論을 한 군데 모아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三焦理論이 적용된 病症이 여기 저기 흩
어져서 나타나 있지, 관련 病症을 한 군데 모아놓고 서로 
비교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三焦理論과 관련된 病症이 후대로 계승하는 
경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시대를 거듭함에 따라 해
당 病症이 점차 늘어났다. 즉 과거에 三焦와 연관 짓지 않
던 病症에 대해 후대로 내려오면서 三焦의 기능, 속성 등이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病症과 연관하여 확대 해석하 기 
때문이다.

특히 三焦理論과 관련된 病症 종류의 증가는, 宋･金･元 

시대에는 溫病보다는 雜病에 대해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三焦 관련 病症 중 溫病과 관련된 것은 諸病源候
論의 熱病 大便不通, 溫病 咽喉痛과 備急千金要方의 黑
骨溫病과 外臺秘要의 天行時氣病에 불과하며, 나머지 病
症은 대부분 雜病과 관련되어 있고, 일부는 小兒, 피부과와 
관련된 증상들이다.

이처럼 三焦 관련 病症의 발달은 광의의 三焦辨證의 태
생과 발전에 기여하 다. 三焦에 대한 辨證은 특정 病症의 
발현 부위 또는 발현 원인이 三焦와 관련이 깊다는 인식에
서 출발하여 상･중･하 부위 각각의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음
을 분별해 내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치료를 도모하는 것이
다. 따라서 특정 病症이 三焦와 관련이 있는가를 해석하거
나 판별하는 것이 반드시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三焦 관련 病症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은 
광의의 三焦辨證의 태생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분석은 아래 辨證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처방 측면

春秋 시대부터 金･元 시대까지 三焦 病症 관련 처방의 
시대 변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33) 張仲景 著. 成無己 註. 傷寒論(仲景全書 中). 서울:大星文化社. 1992:242.
134)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6:10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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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55, 279, 479, 581, 619, 674, 676, 691, 635-639.
136)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56, 87, 439, 604, 752,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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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三因極一病證方論 潤焦湯, 安中散, 石子薺苨湯, 大養胃湯, 當歸湯, 復元丹
醫說 없음

聖濟總錄

香枳丸, 緩中湯, 大聖丸, 保安散, 溫中散, 茵陳蒿黃芩湯, 蓽撥丸, 柏子仁丸, 郁李
仁散, 烏藥沉香丸, 磨脾丸, 八味厚朴丸, 七氣湯, 調中丸, 威靈仙丸, 前胡湯, 三和湯,
檳榔飮, 牽牛子丸, 徒都子補氣丸, 淮南五柔丸, 人參香朮散, 木香枳殼散, 木香丸, 
枳殼丸, 枳殼散, 順氣丸, 郁李仁丸, 疏風散, 皂莢散, 乾薑湯, 胡椒理中丸, 半夏湯,
黃耆湯, 人參湯, 紫蘇子湯, 順氣五味子丸, 藿香湯, 玉液散, 順氣白朮橘香湯, 五香丸,
檳榔湯, 京三棱散, 丁沈丸, 撞氣丸, 小丁香丸, 通氣生薑丸, 勻氣散, 均氣丸, 寸金丸,
陳麴湯, 澤漆湯, 茯苓飮, 茯苓湯, 小半夏加茯苓湯, 甘遂散, 穀神散, 沈香石斛丸, 
葫蘆巴湯, 薑棗丸, 人參散, 沈香丸, 補和湯, 附子散, 紫蘇子丸, 七香丸, 枳殼湯, 
通神湯, 厚朴湯, 黃芪湯, 乾薑丸, 泄熱澤瀉湯, 麥門冬湯, 玉螺丸, 大靑湯, 仙乳丸, 
水蘇丸, 接神散, 消氣丸, 火府丸, 天門冬丸, 松蘿丸, 前胡枳殼湯, 槐花散, 黃連湯,
消食丸, 朴沈湯, 蒟醬湯, 通聖丸, 化痰丸, 溫白丸, 半夏丁香丸, 紫蘇湯, 陳鞠丸, 
瀉熱九味湯, 栝蔞根丸, 射干湯, 藍靑丸, 白英丸, 苧根散, 鼠尾草散, 䕡茹散, 冬除散,
解肌地骨皮湯, 五倍子散, 人參續氣湯, 石鍾乳丸, 內固丸, 椒紅丸, 香子丸, 厚朴丸,
訶黎勒丸, 沈香蓽撥丸, 補骨脂丸, 韭子丸, 溫內丸, 柴胡湯, 香豉湯, 茵陳蒿丸, 石
長生丸, 酸漿丸, 升麻湯, 赤石脂湯, 五味子丸, 栝蔞飮, 檳榔丸, 皂莢丸, 蜀漆湯, 
桑白皮湯, 烏藥煮散, 澤瀉湯, 再蘇丸, 輕骨散, 秦艽人參湯, 五柔丸, 麻仁丸, 通明湯,
山梔子湯, 靑金丹, 小地黃煎丸, 無比山藥丸, 補中丸, 靈宿丹, 五勞丸, 薯蕷丸, 沈香湯, 
枇杷前胡湯, 理中湯, 山芋丸, 吳眞君服椒方

金, 元

醫學啓源 없음
素問病機氣宜保命集 등 桔梗湯, 木香散, 白朮湯, 金花丸, 紫沈丸, 附子丸, 人參石膏湯, 順氣散, 茴香散, 

八味丸
儒門事親 獨聖散, 人參白朮散
脾胃論 등 三黃丸, 圓明內障升麻湯, 七聖丸

此事難知 등 黃芪湯

衛生寶鑑
凉膈散, 龍腦鷄蘇丸, 洗心散, 調胃承氣湯, 瀉脾散, 貫衆散, 大承氣湯, 三才封髓丹, 
滋腎丸, 三黃丸, 黃連解毒湯, 鐵刷湯, 桂附丸, 胡椒理中丸, 附子理中丸, 二氣丹, 
大建中湯, 八味丸, 還少丹, 天眞丹, 大已寒丸, 四逆湯, 開結妙功丸, 木香檳榔丸, 
理中丸, 搜風潤腸丸, 滌痰丸, 太白丹, 三脘痞氣丸, 玄胡丸, 荊蓬煎丸, 消痞丸, 犀
角丸, 麻仁丸, 神功丸, 酒煮當歸丸, 黃連香薷湯

格致餘論 등 淸六丸, 流氣飮子, 和劑流氣飮, 三和散, 沈香降氣湯

표 2와 같이, 三焦 관련 病症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備急千金要方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련 
처방이 증감을 거듭하 는데 그 중 宋代 聖濟總錄에 수
록된 개수가 가장 많다. 그 이유는 聖濟總錄이 대량의 내
용을 수록한 叢書이기 때문이다.

또한 三焦와 관련된 病症에 대한 처방 중 몇몇은 후대에 
계승되는 추세를 보 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가령 
備急千金要方의 (泄熱)澤瀉湯, 麥門冬(理中)湯, 黃耆(理
中)湯, 厚朴湯, 五柔圓(丸), 前胡湯, 無比薯蕷丸(無比山藥
丸), 豬苓散, 梔子湯 등과 聖濟總錄의 黃芪湯과 素問病
機氣宜保命集 등의 八味丸은 후세 의서에도 三焦 관련 病
症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備急千金要方의 麥門冬理中湯, 黃耆理中湯, 
黃連丸, 大黃瀉熱湯, 竹葉湯, 金牙酒, 無比薯蕷丸, 豬苓散, 
麝香散 등과 外臺秘要의 石膏湯, 龍骨湯 등과 三因極一
病證方論의 潤焦湯, 安中散, 石子薺苨湯, 大養胃湯, 當歸湯, 

復元丹 등과 聖濟總錄의 香枳丸, 緩中湯, 大聖丸, 保安散, 
溫中散, 茵陳蒿黃芩湯, 蓽撥丸 등과 素問病機氣宜保命集 
등의 桔梗湯, 木香散, 白朮湯, 金花丸 등과 儒門事親의 獨
聖散, 人參白朮散과 脾胃論 등의 三黃丸, 圓明內障升麻湯, 
七聖丸과 衛生寶鑑의 凉膈散, 龍腦鷄蘇丸, 洗心散, 調胃承
氣湯, 瀉脾散 등과 格致餘論 등의 淸六丸, 流氣飮子, 和
劑流氣飮 등은 해당 서적에서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다.

三焦 病症에 대한 처방의 발전은 또한 ‘광의의 三焦辨證’
의 태생과 발전에 기여하 다. 그 이유는 만약 三焦 病症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三焦辨證이 임
상적인 의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三焦 관련 病症에 대한 처방의 종류가 다
양해지는 것은 광의의 三焦辨證이 태생,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에 대한 분석은 바로 아래 辨證 측면에
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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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辨證 측면

‘광의의 三焦辨證’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
나는 어떤 특정 病症에 대해 상･중･하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세분하여 변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三焦 
固有病症에 대해 寒･熱･虛･實의 증후를 변별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형태에 대해 春秋 시대부터 金･元 시대까지 
시대 변화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시대 저서 특정 대상 病症

春秋~秦漢
內經 없음
難經 없음

中藏經 없음
傷寒論

金匱要略 없음

魏晉 南北朝
脈經 없음

甲乙經 없음
肘後備急方 없음
名醫別錄 없음

隋, 唐
諸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없음
外臺秘要137)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에 대해 三焦로 변별

宋
三因極一病證方論 女勞疸에 대해 三焦로 변별

醫說 없음
聖濟總錄 없음

金, 元

醫學啓源 없음
素問病機氣宜保命集 등 吐證, 消渴, 瀉痢, 小兒斑疹 등에 대해 三焦로 변별

儒門事親 없음
脾胃論 등 없음

此事難知 등 없음
衛生寶鑑 없음

格致餘論 등 없음

표 3. 특정 病症에 대한 광의의 三焦辨證 형태

표 3과 같이, 특정 病症에 대해 광의의 三焦辨證을 제시
하기 시작한 것은 隋代의 諸病源候論이며, 그 대상은 霍
亂, 消渴, 天行時氣病이다.

그 후 宋代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女勞疸에 대해 같은 
형태로 변별하 고,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吐證, 消渴, 
瀉痢, 小兒斑疹 등에 대해 같은 형태로 辨證하고 처방까지 
제시하 다.

그런데 이 형태의 辨證에 적용된 대상 病症은 모두 溫

病條辨에서 언급한 溫病 증상과 일치하고 있다138). 그런 
점에서 특정 病症에 대한 ‘광의의 三焦辨證’ 형태는 溫病의 
三焦辨證을 형성하는 데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三焦의 固有病症을 寒･熱･虛･實에 따라 
변별하는 형태)의 ‘광의의 三焦辨證’의 시대 변화에 대해 諸
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聖濟總錄, 此事難知, 衛生
寶鑑의 내용으로부터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37)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6:97, 157-180, 279-296.
138)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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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焦 자체의 固有病症
虛證 實證 寒證 熱證

諸病源候論139)
上焦 遺尿, 泄利, 胸滿, 

食不消 脹, 小便澁, 大便難
呑酢而吐沫 胸膈痞滿, 口苦咽乾

中焦 善脹而食不消 身重目黃
下焦 小腹痛而小便數 大便難

備急千金要方140)

上焦 短氣不續, 語聲不出 
(引氣於肺)

乾嘔, 嘔而不出, 
熱少冷多, 

好吐白沫淸涎呑酸
(上絶於心)

精神不守, 泄下便痢, 語聲不出 漏氣, 腹滿, 不欲飮食, 或食先
吐而後下, 肘攣痛

中焦 寒證과 동일 熱證과 동일 腹中虛痛, 洞泄, 便痢, 霍亂 閉塞不通, 上下不通, 不吐不下, 
腹滿膨膨喘急

下焦 寒證과 동일 熱證과 동일
大小便洞泄不止, 津液不止, 短
氣欲絶, 腹中 血, 喜忘, 不欲
聞人語, 胸中噎塞而短氣

大小便不通, 下痢膿血, 煩悶恍惚,
氣逆不續, 嘔吐不禁, 臍下小腹
絞痛不可忍, 欲痢不出

聖濟總錄
上焦 精神不守, 引氣於肺, 咳嗽, 語聲

不出, 膈寒 喉舌乾燥, 口氣面赤, 胸膈痞滿
中焦 飮食不化, 腹痛飧泄, 霍亂吐利 身重, 目黃, 口甘, 脾癉
下焦 津液不固, 大小便利不止, 少腹

痛, 不欲聞人語 氣逆, 便難, 胃脹, 嘔噦
此事難知 大便･小便不通 小便不利

衛生寶鑑

上焦 積寒痰飮, 咳嗽喘急, 胸膈不快, 
卒然心痛, 嘔吐不止

積熱煩渴, 面熱唇焦, 咽燥舌腫, 
目赤鼻衄, 口舌生瘡, 胸中鬱熱, 
咳嗽吐血, 便溺閉結 等

中焦 脾胃冷弱, 心腹疼痛, 嘔吐瀉利, 
霍亂轉筋, 手足厥冷 等

脾熱目黃, 口不能吮, 胃中實熱
및 各種熱毒

下焦 各種虛損, 神志俱耗, 筋力頓衰, 
肢體倦怠, 血氣羸乏, 小便渾濁 等

下焦陰虛, 脚膝無力, 陰汗陰痿, 
足熱不能履地, 不渴而小便秘 및
熱甚便秘, 腹部脹滿, 煩躁譫語 等

표 4. 寒･熱･虛･實을 변별하는 광의의 三焦辨證 형태

후자의 辨證 형태는 諸病源候論에서 三焦 자체 病症에 
대한 증후를 寒･熱･虛･實로 구별하는 형태로 태생하여 備
急千金要方에서 그 형태를 계승하는 동시에 처방을 보충
하 으며, 이후 聖濟總錄, 衛生寶鑑에서 이런 형태를 따
름으로써 광의의 三焦辨證(후자 형태)이 점차 완성되었다.

결론적으로 ‘광의의 三焦辨證’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때, 전자의 辨證 형태는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 吐證, 消
渴, 瀉痢, 小兒斑疹 등의 雜病, 溫病, 소아과, 피부과로 점차 
확대되었는데, 이 病症은 雜病에 속하면서 동시에 吳鞠通은 
溫病條辨에서 溫病 三焦辨證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후자의 辨證 형태 중 諸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聖濟總錄, 此事難知, 衛生寶鑑에서 언급한 三焦의 固
有病症이 비록 본래 溫病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만, 寒･熱･
虛･實의 특성 중 일부, 즉 熱의 특성만 溫病에 반 되어 溫

病의 三焦辨證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溫病의 三焦辨證의 형성에 기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의의 三焦辨證’은 두 가지 형
태가 있다. 하나는 어떤 특정 病症에 대해 상･중･하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세분하여 변별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三焦 固有病症에 대한 寒･熱･虛･實의 증후를 변별하
는 것이다.

광의의 三焦辨證과 溫病의 三焦辨證이 어느 정도 상관성
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전자에 해당하는 病症이 
溫病의 三焦辨證이 적용된 溫病條辨에서 나타나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비교 방법은 비
록 각각의 辨證 특성을 충분히 반 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
의 상관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

139)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子部･醫家類 2 中). 서울:大星文化社. 1995:576, 673.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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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6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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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록 거칠지만 처음 시도한 것이다.
첫째, 광의의 三焦辨證 두 형태 중 특정 病症에 대한 辨

證 형태는 唐代 王燾가 外臺秘要에서 처음으로 霍亂, 消
渴, 天行時氣病에 대해 적용한 이후로, 宋･金･元 시대에 이
르러 女勞疸, 吐證, 消渴, 瀉痢, 小兒斑疹 등 雜病, 溫病, 소
아과, 피부과 등과 관련한 특정 증상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 다.

특정 病症에 대한 三焦辨證에서 대상이 된 증상이 溫病
條辨에서 溫病의 증상으로 다시 언급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 女勞疸, 吐證, 瀉痢, (小兒)
斑疹 모두 溫病條辨에서 나타나 있다141). 

따라서 특정 病症에 대한 辨證 형태에서 적용된 대상 病
症이 모두 溫病條辨에서 언급한 溫病 증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病症에 대한 ‘광의의 三焦辨證’ 형태는 
溫病의 三焦辨證을 형성하는 데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광의의 三焦辨證 2가지 형태 중 寒･熱･虛･實을 변
별하는 辨證 형태는 諸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聖濟
總錄, 此事難知, 衛生寶鑑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서적
들에서 언급한 三焦의 固有病症이 비록 본래 溫病에 한정
된 것이 아니지만, 寒･熱･虛･實의 특성 중 일부, 즉 熱의 
특성만 溫病에 반 되어 溫病의 三焦辨證이 형성되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표 4의 寒･熱･虛･實을 변별하는 
광의의 三焦辨證 형태 중 熱證에 나타나는 증상이 溫病條
辨에서 溫病의 증상으로 언급되어 있는지 분석하 다.

그 결과, 胸膈痞滿(心下痞滿), 口苦, 身重, (脾熱)目黃, 
腹滿, 閉塞不通, 不吐不下(上下不通), 腹滿膨膨, 喘急, 大小
便不通, 下痢膿血, 煩悶恍惚, 氣逆(不續), 嘔吐(不禁), 臍下
小腹絞痛不可忍(腹中絞痛), 舌乾, 口氣, 面赤, 脾癉(黃癉), 
胃脹(腹脹), 嘔噦, 小便不利(淸竅不利), 積熱, 煩渴, 唇焦(唇
舌燥), 咽燥(咽乾), 目赤, 鼻衄, 胸中鬱熱(胸中大熱), 咳嗽, 
吐血, 便溺閉結, (胃中)實熱, 各種熱毒, (下焦)陰虛, (陰)痿, 
不渴(而小便秘), 腹部脹滿(心腹脹滿), 煩躁, 譫語 等 대부분
의 증상이 溫病條辨에 나타나 있으나142), 漏氣, 不欲飮
食, 或食先吐而後下, 肘攣痛, 喉乾, 口甘, 面熱, 舌腫, 口舌

生瘡, 口不能吮, 脚膝無力, 陰汗, 足熱不能履地, 熱甚便秘 등
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寒･熱･虛･實을 변별하는 광의의 三焦辨證 형태 
중 熱證에서 언급된 대상 病症이 대부분 溫病條辨에서 
언급한 溫病 증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寒･熱･虛･實을 
변별하는 광의의 三焦辨證 형태가 溫病의 三焦辨證을 형성
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의의 三焦辨證 두 가지 형태는 모두 淸代에 
吳鞠通이 溫病의 三焦辨證을 발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3. 광의의 三焦辨證의 독자적 발달

丁은 “吳鞠通이 三焦 치법으로 제시한 “上焦如羽, 中焦如
衡, 下焦如權”은 內經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의 정신을 계승하 으므로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이론은 內
經의 三焦理論을 발전시킨 것”143)이라고 평가하 다.

그러나 吳鞠通은 溫病條辨･凡例에서 “晉唐 이래 名醫
들이 溫病을 傷寒과 나누지 못하다가, 王安道에 이르러 傷
寒을 분리하여 溫病을 辨證하 으나 그 論함이 정 하지 
못하고 立法이 미비하 으며, 吳又可가 傷寒을 떼어내어 단
지 溫病만을 논하 으나 立論이 정 하지 못하고 立法이 
不純하다.”144)고 하 다. 즉 吳鞠通 자신은 傷寒病에서 분
리하여 溫病에 독자적 연구가 王安道로부터 시작하 다고 
본 것이다.

吳鞠通은 溫病이 위에서 아래로 傳變된다는 점에서 “河
間의 三焦定論을 따라야 한다.”145)고 하고, 다시 “오직 金
元의 劉守眞이 홀로 熱病을 잘 알았고, 그의 저서에서 三焦
를 나누어 論治하지 六經을 고집하지 않았다.”146)고 하고, 
葉天士의 臨證指南醫案에서 “仲景의 傷寒은 먼저 六經을 
나누고, 河間의 溫熱은 모름지기 三焦에서 궁구한다.”147)고 
하 다.

刘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劉河間이 三焦辨證施治의 
熱病에 대해 …… 초기, 중기, 말기의 3가지로 나누어 醫家
들이 熱病의 證治에 대해 체계적인 인식을 갖게 하 다. 이

141)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2:24, 38, 52, 62, 66, 85.
142)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2:24, 38, 52, 62, 66, 85.
143) 丁彰炫.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16(1):75-89, 79.
144)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2:9.
145)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2:20.
146)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2:3.
147) 葉天士.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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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점은 後世 明代, 淸代 醫家들이 더욱 보충, 보완하
여 체계적인 溫病의 三焦辨證 학설이 형성되었다.”148)고 평
가하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劉河間의 저서에서 吐證, 
消渴, 瀉痢, 小兒斑疹 등에 대해 三焦로 변별한 내용을 찾
아 볼 수 있으나, ‘溫病’의 증후에서 三焦를 언급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劉守眞이 홀로 熱病을 잘 알았고, 그의 저서에서 
三焦를 나누어 論治하 다.”는 吳鞠通의 언급을 劉河間이 
吐證, 消渴, 瀉痢, 小兒斑疹 등에 대해 三焦로 변별했다는 
사실로 비추어볼 때, “그가 溫熱病을 三焦 중심으로 辨證했
다.”149)는 관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劉河間이 주로 熱病을 논하 기에 吐證, 消渴, 瀉痢, 小
兒斑疹 등을 熱病의 범주로 볼 수 있지만, 그가 모든 病症
의 원인을 火熱로 해석한 것이 아니며, 설사 그 원인이 火
熱이라고 해도 吐證, 消渴, 瀉痢, 小兒斑疹 등의 病症을 ‘溫
病’의 범주로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外臺秘要에서 消渴을 상･중･하 三焦로 나누어 논한 이
후로 가령 의학입문150), 동의보감151) 등 대부분의 서
적에서 그 학설을 따르고 있으며, 消渴을 의학입문, 동
의보감에서 雜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의학입문, 동
의보감은 吳鞠通 이전의 서적이므로 시간적 순서로 따져 
봐서 당연히 吳鞠通의 관점을 따를 수 없지만, 吳鞠通의 관
점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劉河間의 저서에서 三焦로 立論한 吐證, 消
渴, 瀉痢, 小兒斑疹 등의 病症은 ‘溫病’으로 분류할 수도 있
지만 ‘溫熱의 속성을 지닌 雜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다. 이로써 雜病에 대한 三焦辨證이 형성되는 데에 직
접적으로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의의 三焦辨證 두 가지 형태 
중 특정 病症에 대한 辨證 형태는 唐代 王燾가 外臺秘要
에서 처음으로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에 대해 적용한 이후
로, 宋･金･元 시대에 이르러 女勞疸, 吐證, 消渴, 瀉痢, 小兒
斑疹 등 雜病, 溫病, 小兒, 피부과 등과 관련한 특정 증상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 다.

둘째, 광의의 三焦辨證 2가지 형태 중 寒･熱･虛･實을 변
별하는 辨證 형태는 諸病源候論, 備急千金要方, 聖濟

總錄, 此事難知, 衛生寶鑑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서적
들에서 언급한 三焦의 固有病症은 본래 溫病에 한정된 것
이 아니었다.

Ⅴ. 결론

宋･金･元 시대 광의의 三焦辨證 발달을 病症, 처방, 辨證
의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아 광의의 三焦辨證이 꾸준히 발
달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淸代 溫病의 三焦辨證이 형성되
는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흐름을 유지하여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확인하 다.

1. 시대의 흐름에 따라 三焦 관련 病症의 종류가 증감을 거
듭하면서 발전하 다. 그 중 宋代 聖濟總錄에 수록된 
개수가 가장 많다. 三焦 관련 病症 종류의 증가는 溫病
보다 雜病에 대해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보 다.

2. 시대의 흐름에 따라 三焦 관련 처방이 증감을 거듭하
는데 그 중 宋代 聖濟總錄에 수록된 개수가 가장 많
다. 三焦와 관련된 病症에 대한 처방 중 몇몇은 후대에 
계승되는 추세를 보 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3. 宋･金･元 시대 三焦辨證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
는데, 하나는 어떤 특정 病症에 대해 상･중･하 부위에 
따라 세분한 변별이며, 다른 하나는 三焦 固有病症에 대
한 寒･熱･虛･實의 변별이다.
첫째, 특정 病症에 대해 광의의 三焦辨證을 처음 제시한 
것은 隋代 巢元方의 諸病源候論이며 그 대상은 霍亂, 
消渴, 天行時氣病이었는데, 宋代에 이르러 陳言이 三因
極一病證方論에서 女勞疸에 대해 같은 형태로 변별하
고, 金代에 劉河間이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吐證, 消
渴, 瀉痢, 小兒斑疹 등에 대해 같은 형태로 辨證하고 처
방까지 제시하 다. 이 형태의 辨證에 적용된 대상 病症
은 모두 雜病, 溫病, 소아과, 피부과 질환에 해당된다.
둘째, 三焦의 固有病症을 寒･熱･虛･實에 따라 변별하는 
형태의 광의의 三焦辨證은 隋代 諸病源候論에서 태생
하여 唐代에 孫思邈이 그 처방을 보충하 는데, 宋代 聖

148) 刘寨华, 杜松, 李钰蛟, 张华敏. ｢三焦辨证源流考｣. 中国中医基础医学杂志. 2014;20(7):872-875.
149) 金尙鉉, 白裕相, 丁彰炫, 張祐彰.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24(2):83.
15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南山堂. 1991:1525-1528.
151)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12:139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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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總錄과 元代 羅天益을 거쳐 점차 완성되었다.
4. 宋･金･元 시대 三焦辨證은 淸代 溫病의 三焦辨證과는 별

도로 雜病의 증상, 病機, 寒･熱･虛･實의 특이성, 치료처
방 등의 측면에서 점차 구체화됨으로써 雜病, 溫病, 소아
과, 피부과 등에 두루 사용되는 폭넓은 三焦辨證으로 발
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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