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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醫寶鑑』 內景編에 나타난 疾病의 病機論的 辨證화 연구

- 精神氣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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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researching DongEuiBoGam by analysing with pattern identification of modern Traditional

Korean medical patholgy as more logical, systematic and standardized theory. Disease pattern mechanisms of

essence, spirit, qi and blood in NaeGyungPyeb of DongEuiBoGam are these. In Essence, this explain mechanism of

disease patterns those are seminal emission, dream emission, spermatorrhea, white ooze. These disease pattern's

mechanisms are kidney yang deficiency, kidney yin deficiency, heart yang deficiency, heart yin deficiency, heart qi

deficiency, spleen qi deficiency and so on. On viewpoints of viscera and bowels they are related with heart, kidney,

spleen. And most of them are deficiency from deficiency-excess Pattern Identification. Classifying disease pattern of

qi is about upward, downward movement and more concentrated deficiency than excess pattern. Fright palpitations can

be classified heart deficiency with timidity, heart blood and qi deficiency, heart qi deficiency, heart blood deficiency,

heart qi movement stagnation, water qi intimidating the heart, phlegm-fire harassing the heart, phlegm clouding the

pericardium, and so on. Palpitations can be classified heart blood deficiency, heart yin deficiency, heart deficiency with

timidity, heart spleen blood deficiency, spleen qi deficiency, phlegm-fire harassing the heart, intense heart fire, and so

on. Forgetfulness can be classified heart spleen blood deficiency, heart spleen qi deficiency, kidney essence

deficiency, heart qi deficiency, non-interaction between the heart and kidney, etc. for deficiency pattern, phlegm

clouding the pericardium for excess pattern. In Blood just say inside bleeding pattern's category, there are nose

bleeding, flopping syncope, qi counterflow, blood vomiting, hemoptysis, spitting of blood, bloody stool, hematuria, and

so on. Like these, this study identify pattern of disease in DongEuiBoGam by mechanism of disease theory.


Key words : DongEuiBoGam, mechanism of disease, disease pattern, pattern identification, syndrome differentiation,

cause of disease, diagnosis

* 교신저자 : 김영목,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bosong@wonkwang.ac.kr, ․Tel : 063-850-6840

․접수 : 2010/03/22 ․수정 : 2010/04/01 ․채택 : 2010/04/12

서 론

본 연구는 『東醫寶鑑』에 대한 현대 한방병리학의 辨證論

治的 해석을 통하여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이론

으로 究明하여 임상에 응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許浚이 선조대왕의 명에 따라 중국의 치료

의학 경향을 비판하면서 人體(human body)보다는 人間(human

being)을 중시하는 身體觀에서 養生醫學觀을 세워 중국과는 다른

東醫學의 整體性을 확립했다. 다만 『東醫寶鑑』의 저술배경, 시

대적 제한성 그리고 인용문헌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病機理論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현대 韓方病理學的 病機와 辨證에 의한 재

해석을 하는 것이 본 연구를 하게 된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에 인용된 醫書가 다양함으로 인하

여 질병과 처방의 病機論的 해석의 一貫性이 떨어진다. 따라서

明代 後期, 淸代 그리고 현대 韓方病理學의 이론을 근거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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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病機와 病證의 표준화를 통하여 학교교육이나 임상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東醫寶鑑』의 내용을 보면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

編, 鍼灸篇 등 5개의 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景篇에서는 인체

내부에 대한 내용을, 外形篇은 외부에 드러나 있는 부위를, 雜病

篇에서는 질병을, 마지막 湯液篇과 鍼灸篇에서는 치료의 구체적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內景篇은 『東醫寶鑑』의 세계관과 인체관을 보여준다. 사

람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주의 형성、운용 과정과 연결하

여 설명하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해야 한다는 養生觀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篇은 몸 내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東醫寶鑑』의 外形篇은 몸의 겉에서 관찰되는 부분

들의 의학적 기능과 병에 대한 서술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려가면서 각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東醫寶鑑』의 전체 체

제가 매우 독특하지만, 外形篇을 따로 만들어 인체의 각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전의 의서와는 다른 방식이다.

內景篇과 外形篇이 인체의 내부 장기나 몸의 각 부분에 생

기는 각종 질병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雜病篇에서는 잡다

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病證 자체를 문제 삼

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각 疾病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질병들을 발생 원인이나 증상, 혹은 특수한 상황에

생기는 질병과 특정한 연령이나 성에 따른 질병 등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病證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雜病篇의 머리에는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기본이 되는 원리와 방법들을 실고 있다.

일반적으로 辨證의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八綱, 六

經, 衛氣營血, 三焦, 臟腑, 氣血津液, 經絡, 六氣辨證 등 초학자에

게는 매우 많은 방법이 있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상경험이 많

은 의사에게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상에서는 여러 가

지 상황이 나타나는데 동일 환자에 대해서 동시에 辨證을 할 때

도 A 라는 사람은 肝脾라 하고 B 라는 사람은 心腎이라 하고 C

라는 사람은 氣病이라 하고 D 라는 사람은 血病이라 하여 모든

사람이 다 달라 통일된 病證을 취하기가 어렵다. 변증의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어려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證候에 대한 辨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標準化와 規格化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韓醫書

중에서 辨證의 요소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여 임상에 실제적

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 임상의사의 의료행위나 학제간 연구의

실용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본연구자는 각과의 증후문헌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證

候의 각종 요소를 참고로 하여 분석하고 病因, 病位, 病性 등을

형성하는 辨證化를 통하여 『東醫寶鑑』에 나타난 疾病의 辨證

化를 연구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辨證化라고 하는 것은 임상의

각종 症狀과 體徵의 기초에서 종합하여 한방 기초 이론을 파악

하고 환자의 體質, 病因, 病性 그리고 病位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정확한 증후 진단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로, 각종 辨證의 강령을 종합하여 통일된 辨證 體系를

형성함으로 辨證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둘

째로, 疾病、證候의 실제를 파악하여 의사가 소위 인식할 수 있

는 범위의 證候를 형성하기로 한다. 세 번째로, 辨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율성이 있어서 배우기 쉽고 파악하기 쉬어 辨證

理論으로 하여금 論理性과 實用性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고유의 독특한 체제를 가지며, 현재까지 임

상의들에게 많이 응용되고 있는 『東醫寶鑑』이 現代的 辨證病

理學的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의사의 主觀的 判斷의 診斷에 이용

되고 있는 것은 한의학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판단되

어 먼저 辨證化를 통한 體系化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먼

저 일차적으로 『東醫寶鑑』의 內景篇의 精神氣血의 辨證化를

연구하기로 한다.

연구방법

1. 먼저 東醫寶鑑 原文을 질병 중심으로 分類하고 整理하였다.

2. 辨證의 方法은 현재 韓醫科大學에서 主敎材로 사용하고 있는

肝系內科學, 心系內科學, 脾系內科學, 肺系內科學, 腎系內科學,

韓方神經精神科학, 韓方病理學 등과 辨證論治의 주요문헌인 證

候鑑別診斷學, 症狀鑑別診斷學, 辨證學 등의 내용을 참고로 比較

하면서 辨證分類하였다.

3. 辨證分類 項目은 최종적으로 比較分析한 내용을 연구자가 分

類하여 整理하였다.

4. 辨證化된 病證을 臟腑, 虛實, 寒熱 등으로 分類하고 整理하여

그 意味를 把握하였다.

본 론

『東醫寶鑑』 內景篇에 나타난 病證은 다음과 같다.

『東醫寶鑑』 內景篇에는 身形부터 大便까지 총 24개의 세

부 門으로 나뉘어져 있다. 身形門은 주로 延年益壽와 인체의 생

성과 구조의 韓醫學的 觀點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病症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精門은 遺精, 夢遺, 精滑 및 白淫에 대해 서술

되어 있으며, 氣門에서는 上氣, 下氣, 少氣, 中氣, 短氣, 氣鬱氣滯,

氣逆이 서술되어 있다. 神門에는 氣逆, 驚悸, 怔忡, 健忘, 癲症, 癎

症, 狂症, 脫營失精이 포함되어 있고, 血門에는 衄血, 薄厥, 氣逆,

喀·咳·嗽·唾血, 便血, 血尿, 蓄血, 錯經, 帶下, 膿血, 瘡瘍, 痛痒, 健

忘, 狂症, 九竅出血이 서술되어 있다. 夢門에서는 不安, 起臥, 夢

魘, 嗜眠, 不眠이 서술되어 있고, 聲音門에는 鄭聲, 失音, 瘖瘂, 聲

嘶가 기술되어 있으며, 言語門은 譫語, 瘖, 鄭聲, 嚏가 기술되어

있다. 津液門에는 自汗, 盜汗, 心汗, 手足汗, 陰汗, 無汗의 汗과 관

련된 證候와 漏風症, 亡陽症의 汗出과 관련하여 나타난 證候 그

리고 涕, 涎, 唾의 기타 津液과 관련한 증후에 대해 서술되어 있

다. 痰飮門에서는 8종 飮病과 10종 痰病 그리고 痰飮流注證, 痰

厥, 痰塊, 喜唾痰, 痰結의 증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후의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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臟六腑門에서 三焦門까지는 각 장부의 虛實證 및 寒熱證등에 대

해 서술하였으나, 상당히 포괄적이고 현재 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생략하였다. 胞門에는 經紀不調, 經行腹痛, 經閉, 疝瘕, 崩

漏, 帶下, 寒入血室, 熱入血室의 婦人科 疾患이 기술되어 있다.

蟲門은 현재 醫學 論理에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생략하였

다. 小便門에는 小便不利, 癃閉, 關格, 遺尿, 赤白濁, 脬痹證, 莖中

痒痛, 轉胞證 그리고 8종의 淋證이 있다. 大便門에서는 泄瀉와

痢疾과 食後則大便, 大便秘結, 脾約證, 大便不通, 大小便不通의

1. 精

精

『東醫寶鑑』

중제목 소제목 原文 辨證分類 腎系內科學 中醫症狀鑑別診斷學

遺精

遺泄精屬心

心君火也 爲物所感則易動 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 相火翕然而起 雖不交會 亦暗流而疎泄矣

相火妄動

相火妄動 相火妄動(遺精)

初因君火不寧 久則相火擅權 精元一於走而不固 甚則夜失連
連日亦滑 流不已

心腎氣虛 相火妄動(遺精)

黃蓮淸心飮 君火旣動 而相火隨之 而精泄 相火妄動 相火妄動(遺精)

遺泄精屬心
心腎氣虛 不能管攝 因小便而出者曰尿精

因見聞而出者曰漏精
心腎氣虛

腎陽不固
相火妄動

腎虛實腸
腎氣不固(遺精)

夢遺

夢泄屬心
邪客於陰 神不守舍 故心有所感 夢而後泄也

相火妄動
相火妄動 相火妄動(遺精)

夢遺 精滑皆相火所動 久則有虛而無寒也 心腎陽虛 相火妄動(遺精)

保精湯 陰虛火動 夜夢遺精 心腎陽虛 心火亢盛 相火妄動(遺精)

猪苓丸 年壯氣盛 情慾動中 所願不得意 淫於外以致夢遺

相火妄動

心脾兩虛 相火妄動(遺精)

夢泄屬心
夢遺 全屬心 盖交感之精 雖常有一點白膜 裹藏於腎 而元精

以爲此精之本者 實在乎心 日有所思 夜夢而失之矣
腎氣不固 相火妄動(遺精)

心腎氣虛夢泄屬心
心家氣虛 不能主宰 或心受熱邪 陽氣不收 此泄如甁之 側而出者

人多有之 其病猶輕 合用和平之劑
相火妄動 心腎兩虛(遺精)

夢泄屬心
藏府積弱 眞元久虧 心不攝念 腎不攝精 此泄如甁之 罅而出者

人少有之 其病最重 須當大作補湯
腎陽不固 혹은 勞倦傷脾 心脾兩虛(遺精)腎氣不固

鹿角散 久虛夢泄 虛勞 濕熱下注 心脾兩虛(遺精)

樗根皮丸 房勞過傷 精滑夢遺 房勞傷 腎陽不固 혹은 勞倦傷脾 心腎兩虛(遺精)

夢泄亦屬鬱
腎氣閉 卽泄精

腎氣不固
腎陽不固 腎氣不固

今腎氣衰 則一身之精氣 無所管攝 故妄行而出不時 腎陽不固 腎氣不固

夢泄屬心 夢遺 不可作虛冷 亦有經絡熱而得之 心火亢盛 腎陽不固 心腎兩虛(遺精)

定志珍珠粉丸 心虛 夢泄 心腎陽虛 心陰陽, 氣虛 心腎兩虛

夢泄屬心
夢遺 不可作虛冷 亦有經絡熱而得之

心火亢盛

外感實熱 혹은 相火 心火旺盛

夢與鬼交而泄精 名曰夢遺 專主於熱 外感實熱 혹은 相火 心火旺盛

淸心丸 經絡熱而夢泄 心熱恍惚 外感實熱 혹은 相火 心火旺盛

夢泄屬心 內傷氣血 不能固守 而夢遺 心脾兩虛 勞倦傷脾 心脾兩虛

精滑
및
白淫

精滑脫屬虛
恐懼而不解則傷精 精傷則骨痠 痿厥 精時自下

腎氣不固
腎陰虧損 心腎兩虛

精脫者 耳聾 腎陰虧損 腎氣不固

補眞玉露丸 陽虛精脫不禁
腎陽虛

腎陽不固 腎氣不固

芡實丸 陽虛 未交先泄 及夢泄神效 腎陽不固 腎氣不固

固精丸 腎虛精泄 能秘精收脫 腎陽不固 腎氣不固

玉鎖丹 精氣虛滑遺泄不禁 腎陽不固 腎氣不固

精滑脫屬虛

思想外淫 房室太甚 則固有淫泆不守 輒隨溲尿而下 房勞傷 腎陽不固 腎氣不固

其不御女漏者 或聞淫事 或見美色 或思想無窮 所願不得
或入房太甚 宗筋弛縱 發爲筋痿 而精自出者謂之 白淫宜乎

滲漏而不止也
房勞傷 腎陰虧損 腎氣不固

精滑脫屬虛

慾心一動 精隨念去凝滯 久則莖中痒痛 常如欲小便然
或從小便而出 或不從便出 而流者謂之遺精 比之夢遺尤甚

相火妄動

相火妄動 相火妄動

少時慾過 陽脫而遺泄 腎陽不固 腎氣不固

不因夢而自泄者謂之精滑 皆相火所動也 相火妄動 相火妄動

精滑脫屬虛 精滑 專主濕熱
濕熱下注

濕熱下注 濕熱下注

樗根白皮丸 濕熱傷脾 遺精 濕熱下注 혹은 勞倦傷脾 濕熱下注

證候가 서술되어 있다.

각 病症을 辨證해 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寶鑑』 內景篇의 총 24門에서 나타난 병증은 81種이

다 각 病症에 사용된 辨證 방법으로는 八綱辨證, 經絡辨證, 三焦

辨證, 衛氣營血辨証, 臟腑辨證, 六經辨證, 氣血津液辨證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辨證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

의 病症에 대해 症狀과 原因, 病機에 따라 세분한 경우이거나 또

는 단독의 症狀과 原因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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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

중제목 소제목 原文 辨證分類 韓醫神經精神科學 中醫症狀鑑別診斷學

上氣

肺主氣 肺藏氣 氣有餘 則喘咳上氣 不足 則息利少氣

肺氣逆1)
上氣

邪在肺 則寒熱上氣

氣有餘則喘咳上氣

上氣者 呼多吸少 氣息促急也

下氣 下氣
綱目曰 下氣屬心. 經曰 夏脈者 心也 心脈不及 下爲氣泄 是也 心氣虛

腸胃鬱結 穀氣內發 而不能先通 於腸胃之外 故善噫而 或下氣也 胃氣虛

少氣

肺主氣 肺藏氣 氣有餘 則喘咳上氣 不足 則息利少氣 肺氣虛

호흡이 미약한 상태

肺氣虛

少氣

肺藏氣, 氣不足 則息微少氣
又曰 肺虛則少氣 不能報息.

又曰 腎生氣 腎虛則少氣力 言吸吸 骨痠 懈惰不能動. 又曰膻中爲氣之海 不足則少氣 不足以言.

肺氣虛
腎氣虛
中氣虛

肺氣虛
脾氣虛

怯然少氣者 是水道不行 形氣消索也. 言而微 終日乃復言者
奪氣也.

肺氣虛 肺氣虛

眞氣虛弱 脈弱懶語 眞氣虛 脾氣虛

內傷脾胃 致中氣虛少 中氣虛 脾氣虛

人參膏 元氣虛乏 精神短少 言語不接 能回元氣於無何有之鄕 王道也. 中氣虛 脾氣虛

人蔘黃芪湯 虛損 少氣 中氣虛 脾氣虛

益氣丸 言語多損氣 氣少懶語 能補上益氣 中氣虛 脾氣虛

中氣 中氣
暴喜傷陽 暴怒傷陰 憂愁怫意 氣多厥逆 便覺涎潮昏塞 牙關緊急

若槪作中風用藥 多致殺人 氣逆, 氣閉

中氣者 因與人相爭 暴怒氣逆而暈倒也

短氣 短氣

短氣者 氣短而不能相續者 是己 若有氣上衝而悉 非氣上衝也
呼吸雖數而不能相續 似喘而不搖肩 似呻吟而無痛 實爲難辨之證

要識其眞者 氣急而短促 是也
肺氣虛

호흡이 짧고 빠른 것
寒熱短氣 不足以息者 實也 太陽病證

氣短者 呼吸不能相接續者 是也. 有結胸者 有停水怔忡者
有風濕相搏者 有素弱氣虛者 大抵 心腹脹滿者 爲實 爲邪在裏

心腹濡滿者 爲虛 爲邪在表
水氣, 風濕, 氣虛

氣散則中虛 倦怠無力 短氣不足以息 中氣虛

氣鬱氣滯

七氣

七氣相干 痰涎凝結 如絮如膜 甚如梅核 窒碍於咽喉之間
咯不出嚥不下 或中滿艱食 或上氣喘急 曰氣隔 曰氣滯 曰氣秘

曰氣中 以至五積六聚 疝癖 癥瘕 心腹塊痛 發則欲絶
殆無往而不至矣

氣鬱氣滯
기의 순행이 응체되거나
역행하여 기혈의 소통이
저해된 결과 나타나는

통증.
氣痛

身元氣與血循環 彼橫行藏府之間 而爲疼痛 積聚 痃癖
壅逆胸臆之上 而爲痞滿 刺痛 等證 多因 七情 飮食 鬱滯爲痰飮

七情傷, 氣鬱,
氣滯

七氣湯 七情鬱結 心腹絞痛

香橘湯 七情所傷 中脘腹脇脹滿

七氣
七氣相干 痰涎凝結 如絮如膜 甚如梅核 窒碍於咽喉之間

咯不出嚥不下 或中滿艱食 或上氣喘急 曰氣隔 曰氣滯 曰氣秘
曰氣中

정지내상으로 인후부에
이물감이 나타남. 氣結로
生痰하고 痰盛하면
氣結이 더욱 심해짐四七湯

七氣凝結 狀如破絮 或如梅核 窒碍咽喉 咯不出 嚥不下 或
胸膈痞滿 痰涎壅盛

氣逸則滯 逸則氣滯 亦令氣結 逸傷

氣逆
氣逆

淸氣在陰 濁氣在陽 榮氣順脈 衛氣逆行 淸濁相干
亂于胸中 是爲太悗

故氣亂于心 則煩心密黙 俛首靜伏.
亂于肺 則俛仰喘喝 按手以呼.

亂于腸胃 則爲霍亂.
亂于臂脛 則爲四厥

亂于頭則 爲厥逆 頭重 眩仆.

心氣逆
肺氣逆
胃氣逆

정신적 충격, 육음 및
음식상이 원인이 되어
기의 순행에 이상이
초래되어 기가 때때로
복중에서 상충하는 것氣逆者 氣自腹中 時時上衝也

諸逆上衝 皆屬於火

導氣枳殼丸 逆氣上攻 心胸痞痛

氣鬱

分心氣飮 七情痞滯 通利大小便 淸而疎快 肝氣鬱結

氣鬱
氣之初病 其端甚微 或因七情 或感六氣 或因飮食 以致津液不行

淸濁相干 自氣成積 自積成痰 其爲之鬱 或痞或痛. 氣鬱
氣鬱而濕滯 濕滯而成熱 故氣鬱之病 多兼 浮腫 脹滿.

勞逸 氣逸則滯 逸則氣滯 亦令氣結 氣滯

1) 호흡하는 모양을 살펴볼 때 呼出되는 기가 많아지고 吸入하는 기는 적

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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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神

神

『東醫寶鑑』
辨證分類 韓醫神經精神科學 中醫症狀鑑別診斷學 中醫證候鑑別診斷學

중제목 소제목 原文

氣逆
神統七情
傷則爲病

大怒則形氣絶而血菀於上 使人薄厥 血氣上逆 薄厥證 血氣上逆(暴厥)

驚悸

驚悸 驚悸, 事有所大驚而成者 名曰心驚膽懾 病在心膽經 其脈大動
心膽虛怯 心膽不寧

加味溫膽湯 心膽虛怯 觸事易驚 涎與氣博變生諸證.

驚悸

心悸者 火懼水也 惟腎欺心 故爲悸 傷寒飮水多 必心下悸

水氣凌心 水氣凌心食少飮多 水停心下 甚者則悸 微者短氣

五飮停蓄 閉於中脘 最使人 驚悸 屬飮家

辰砂妙香散 心氣不足 驚悸怔忡 恍惚恐怖 悲憂慘戚 喜怒不常 虛煩少睡 心氣不足 心氣虛損

驚悸 驚悸者 有時而作, 血虛者 宜 朱砂安神丸.

心血虛

心血不足
寧志元 心血虛 多驚

神病用藥訣
人之所主者心, 心之所養者 血, 心血一虛 神氣不守

此驚悸之所肇端也

驚悸
驚悸 因思慮過度 及大驚恐而作 甚則 心跳欲厥 宜淸心補血湯

辰砂妙香散.

心血瘀阻淸心補血湯 勞心思慮 損傷精神 頭眩目昏 心虛氣短 驚悸煩熱

養心湯 憂愁思慮傷心 或勤政勞心 以致心身不足 驚悸少睡

靜神丹 憂愁思慮傷心 令人惕然心跳動 驚悸不安

驚悸 有痰者 加味定志丸

痰迷心竅 痰火擾心
加味定志丸 痰迷心膈 驚悸 怔忡

怔忡
心虛而痰鬱 則耳聞大聲 目擊異物 遇險臨危 觸事喪志

使人有惕惕之狀 是爲驚悸,

驚悸 氣血俱虛 宜養心湯,
心氣血虛 心氣虛, 心血虛

鎭心丹 心虛驚悸

驚悸
時作時止者 痰因火動 二陳湯 加枳實 麥門冬 竹茹 黃蓮 梔子
人蔘 白朮 當歸 烏梅 生薑8g 大棗4g 水煎 入竹瀝3匙 朱砂末1g

調服
痰火擾心 痰火擾心

加味四七湯 心氣鬱滯 豁痰散驚 心氣鬱滯

정충

怔忡
怔忡者 心中躁動不安 惕惕然 如人將捕者是也.
多因汲汲富貴 戚戚貧賤 不遂所願而成也,

心血虛
心陰虛

心血不足,
心陰不足

怔忡

心虛而停水 則胸中滲漉 虛氣流動 水旣上升 心火惡之 心不自安
使人有怏怏之狀 是爲怔忡.

水氣凌心 水氣凌心停飮者 二陳湯 加白茯神 檳榔 麥門冬 沈香 或 朱雀丸

心下有水氣 怔忪
茯苓飮子 痰飮蓄于心胃 怔忡

怔忡
痰在下 火在上 參胡溫膽湯 加黃蓮 梔子 當歸 貝母, 痰火擾心 痰火擾心

氣鬱者 加味四七湯 加竹瀝 薑汁 或 金箔鎭心丸, 氣鬱

益榮湯 思慮過度 耗傷心血 怔忡 恍惚
心血虛

心血不足

四物安神湯 心中無血 如魚無水 怔忡跳動 心血不足

薑朮湯 虛人停飮 怔忡 水氣

朱雀丸 心神不定恍惚 健忘 火不下降 時復桭跳 心火旺盛 痰火擾心

怔忡 怔忡 因驚悸久而成也.
心膽虛怯

驚恐擾心

參胡溫膽湯 心膽虛怯 觸事易驚 心膽不寧

健忘
怔忡 久則健忘 由心脾血少神虧者 引神歸舍丹, 或所稟陰魄不足

善忘者 定志丸 開心散, 如年老善忘者 加減固本丹
心脾血虛 心脾兩虛

健忘

健忘
上氣不足 下氣有餘 腸胃實而心肺虛 虛則榮衛留於下

久之不以時上 故善忘也
心腎不交 心腎不交

血幷於下 氣幷於上 亂而喜忘

降心丹 心腎不足 健忘

健忘 健忘之證 精神短少者 多亦有痰者

痰迷心竅 痰濁擾心加味茯苓湯 痰迷心包 健忘失事 言語如痴

加味壽星元 痰涎留于心包 精神不守健忘恍惚 或風涎潮作 手足抽掣

健忘

健忘者 陟然而忘其事 盡心力思量不來也. 主心脾二經
盖心之官則思脾之官 亦主思 此由 思慮過多 心傷

則血耗散神不守舍 脾傷 則胃氣衰憊而慮愈深 二者 皆令人
思卒然而忘也..

心脾兩虛

心脾兩虛
健忘 怔忡 久則健忘 由心脾血少神虧者 引神歸舍丹,

心脾血虛歸脾湯 憂思勞傷心脾 健忘 怔忡

神病用藥訣 健忘者 心脾二藏 血少神虧 故也

健忘
或所稟陰魄不足 善忘者 定志丸 開心散,

腎精虧虛 腎精虧虛
如年老善忘者 加減固本丹

定志丸 心氣不足 忽忽喜忘 神魂不安 驚悸恐怯 夢寐不祥 心氣不足 心脾兩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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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제목 소제목 原文

癲

癲狂

重陽者 狂, 重陰者 癲.
又曰 狂之始發 少臥而多起 自高賢也 自辨智也 自貴倨也

妄笑好歌樂 妄行不休是也
癲疾始發 意不樂 直視僵仆 其脈三部陰陽 俱盛者 是也

心脾兩虛

心脾兩虛

重陽者 狂, 重陰者 癲.
又曰 狂之始發 少臥而多起 自高賢也 自辨智也 自貴倨也

妄笑好歌樂 妄行不休是也
癲疾始發 意不樂 直視僵仆 其脈三部陰陽 俱盛者 是也 陽虛陰實

陰虛陽實
陽虛陰實則癲, 陰虛陽實則狂.

陽盛則狂 狂者 欲奔走叫呼, 陰盛則癲 癲者 眩倒不省

勞神過度 甚至 癲狂 宜辰砂寧志丸, 寧志化痰湯,
養血淸心湯,牛車肉.

勞神傷

風痰迷心 癲狂 宜鐵粉散,鬱金丸,通泄散, 痰氣鬱結 痰氣鬱結

因驚喪心 亡魂失魄爲癲狂 宜鎭心丹 抱膽丸 葉氏雄朱丸 一醉膏.
勞神傷
心脾血虛

心脾兩虛

神病用藥訣
狂爲痰火 實盛, 癲爲 心血不足 多爲求望高遠 不得志者 有之.癇病 獨主乎痰 因火動之所作也

心血不足

癎

癲癎

痰在膈間 則眩微不仆, 痰溢膈上 則眩甚 仆倒於地 而不知人
名曰癲癎,大人曰癲,小兒曰癎. 其實一也

痰火擾心

痰火癎

仆倒不省 皆由邪氣逆上 陽分而亂於頭中也. 癲癎者 痰邪逆上也.
痰邪逆上 則頭中氣亂 頭中氣亂 則脈道閉塞 孔竅不通

故耳不聞聲 目不識人 而昏眩倒仆也. 以其病在頭巓 故曰巓疾

其實 痰火與驚 三者而已

胎癎 宜燒丹丸,
又身熱脈浮爲陽癎 宜妙香丸, 身凉脈沈爲陰癎 宜五生丸.
肥人多痰 宜追風袪痰丸 加味壽星元 引神歸舍丹. 瘦人火盛

宜淸心滾痰丸,龍腦安神丸.

痰迷心竅 宜金箔鎭心丸 控涎丸. 痰火俱盛者 宜甘遂散吐下之. 痰迷心竅

因驚者宜驚氣元 抱膽丸. 因怒者 宜寧神導痰湯 當歸龍薈丸 七情傷

神病用藥訣
狂爲痰火 實盛, 癲爲 心血不足 多爲求望高遠 不得志者 有之.癇病 獨主乎痰 因火動之所作也

痰火

心血瘀阻

癲癎 心藏虛損 氣血不足 宜滋陰寧神湯 淸心溫膽湯 歸神丹.
心氣血不
足

狂

癲癎
大率 多因痰結於心胸間 宜開痰鎭心 神若不守舍 狂言妄作
經年不愈 如心經蓄熱 當淸心除熱, 如痰迷心竅 當去痰寧心

宜大吐 大下而愈
痰迷心竅

痰火上擾
癲狂

衣被不斂 言語善惡 不避親疎 此神明之亂也

痰火擾心

重陽者 狂, 重陰者 癲.
又曰 狂之始發 少臥而多起 自高賢也 自辨智也 自貴倨也

妄笑好歌樂 妄行不休是也
癲疾始發 意不樂 直視僵仆 其脈三部陰陽 俱盛者 是也

火盛癲狂 宜當歸承氣湯 三黃瀉心湯 黃蓮瀉心湯 牛黃瀉心湯,
痰火鬱塞 癲狂 宜牛黃淸心元 淸心滾痰丸 .

神病用藥訣
狂爲痰火 實盛, 癲爲 心血不足 多爲求望高遠 不得志者 有之.癇病 獨主乎痰 因火動之所作也

癲狂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幷乃狂 陰虛火旺

癲狂

帝曰 陽明病 甚則棄衣 而走登高而歌 或至不食數日 踰垣上屋
所上之處 皆非其素所能也, 病反能者何也? 岐伯曰 四肢者

諸陽之本也 陽盛則四肢實 實則能登高也
帝曰 其妄言罵詈 不避親疎而歌者何也? 岐伯曰 陽盛則使人罵詈 

不避親疎而不欲食 不欲食故妄走也
又曰 邪入於陽則狂

陽明熱證 陽明熱盛重陽者 狂, 重陰者 癲.
又曰 狂之始發 少臥而多起 自高賢也 自辨智也 自貴倨也

妄笑好歌樂 妄行不休是也
癲疾始發 意不樂 直視僵仆 其脈三部陰陽 俱盛者 是也

陽虛陰實則癲, 陰虛陽實則狂.

陽盛則狂 狂者 欲奔走叫呼, 陰盛則癲 癲者 眩倒不省

脫營失精 脫營失精

嘗貴後賤 名曰 脫營, 嘗富後貧 名曰 失精,
雖不中邪 病從內生 身體日減 氣虛無精 病深無氣 洒洒然時驚

病深者 以其外耗於衛 內奪於榮 氣血俱虛

血爲憂煎 氣隨悲減 故外耗於衛 內奪於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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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血

血

『東醫寶鑑』
辨證分類 東醫病理學 中醫症狀鑑別診斷學

중제목 소제목 原文

衄血 熱能傷血
丹溪曰 諸見血皆熱證 所謂知其要者 一言而終始也
又曰血見熱則行 見寒則凝. 凡口鼻出血 皆係陽盛陰虛

有升無降 血隨氣上 越出上竅 法當 補陰抑陽 氣降則血歸經也.
熱傷血絡

內傷失血
卒然多食飮, 則脹滿, 起居不節, 用力過度, 則陽絡脈傷,

陽絡脈傷則血外溢, 血外溢則衄血
脾氣虛 腎陽虛損, 脾不統血(鼻衄)

失血諸證 其從肺而傷溢于鼻者 曰衄血

衄血
脾移熱於肝則爲驚衄. 又曰 春善病 鼽衄. 又曰

少陰所至爲衄衊. 又曰 陽明厥逆 喘咳身熱 善驚衄吐血.

肝脾不和
肺腎陰虛
陽明熱證

傷寒當汗不汗 熱盛迫血必爲衄 宜麻黃升麻湯 麻黃桂枝湯
滑石丸. 鼻流涕 久成衄 宜犀角地黃湯

太陽表實證

鷄蘇散 衄血不止 乃肺金受相火 所制然也 風熱壅肺

齒衄
血從齒齦出血 謂之齒衄 又曰 牙床屬胃 牙齒屬腎

如陽明傳入少陰 二經相幷 血出於牙縫 如吐者 人多不覺
其爲牙血

血熱妄行

* 衄血은 血이 調攝받지 못하여 失行하는 것으로, 넓게는 嘔血, 吐血, 薄厥, 咯血, 咳血, 嗽血, 咳血, 便血등 出血의 諸症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衄血이라 함은
前後陰을 制外한 九竅의 出血을 의미한다.

薄厥 七情動血 大怒則形氣絶 而血菀於上 使人薄厥
肝氣犯胃
肝火犯肺

肝厥證(肝)

七情動血
大怒薄厥 此怒傷肝而嘔血 以黃連 香附 靑黛 柴胡 甘草

平其肝則自愈矣
肝氣犯胃
肝火犯肺

薄厥證
入門曰 一人素無病 忽吐血半斗 脈弦急. 陳景魁示之曰
薄厥證也. 得於大怒氣逆 陰陽奔倂 用六鬱湯而得愈方

肝氣犯胃
肝火犯肺

薄厥은 嘔, 吐血의 일종으로 大怒하여 氣가 逆上하여 血絡을 손상시켜 대량의 출혈이 나타나는 증이다.

氣逆

七情動血 怒則氣逆 甚則嘔血
肝氣犯胃
肝火犯肺

怒氣逆甚 嘔血 暴癉內逆肝肺相搏 則血溢鼻口
但怒氣致血證暴甚 故經曰 抑怒以全陰者
是也.否則五志之火動甚 火載血上錯經妄行

肝火犯肺

失血諸證 從胃而上溢于口者 曰嘔血 吐血

胃熱證
嘔血 吐血

吐血有三種 有內衄 有肺疽 有傷胃.
內衄者 出血如鼻衄 但不從鼻孔出 是近從心肺間 流入胃中

或如豆羹汁 或如切血塊 血凝停胃中 因滿悶便吐
或數斗至一石者 是也 得之於勞倦飮食 過傷也.

肺疽者 或飮酒之後 毒熱滿悶 吐之時血 從吐後出 或一合半升
一升是也.

傷胃者 因飮食大飽之後 胃冷 不能消化 便煩悶强嘔吐
使所食之物與氣 共上衝蹙 因傷裂胃口 吐血鮮赤 腹亦絞痛

自汗 其脈緊而數者 爲難治.

嘔血 吐血 酒客咳者 必致吐血 此因極飮過度所致 卽肺疽之屬也 濕熱傷肺

咯血
咳血
嗽血
唾血

失血諸證 其咯血 唾血者出于腎也 肺腎陰虛

失血諸證 咳血 嗽血者 出于肺也 其痰帶血絲出者 或從腎 或從肺來也 肺腎陰虛

嗽血者 痰嗽帶血 本於脾 六君子湯方見痰飮 加桑白皮 黃芩
枳殼 五味子 有火者 加味逍遙散.

脾肺氣虛

痰嗽涎帶血出 此胃口熱血蒸而出 胃熱證

便血
(血泄,
後血)

內傷失血
卒然多食飮, 則脹滿, 起居不節, 用力過度, 則陽絡脈傷,
陽絡脈傷則血外溢, 血外溢則衄血, 陰絡脈傷則血內溢,

血內溢則後血.

肝腎陰虛
脾腎陽虛

便血
結陰者便血一升 再結二升 三結三升 釋曰 結陰之病 陰氣內結
不得外行 血無所稟 滲入腸間 故便血也 其脈虛澁者是也

因血結不行 故下也

肝腎陰虛
脾腎陽虛

便血
邪在五臟 則陰脈不和 陰脈不和 則血留之. 盖邪犯五臟
則三陰脈絡不和 而結聚血 因停留 溢則滲入腸間而爲便血

陰虛

血尿 失血諸證 積熱膀胱則癃閉尿血 膀胱積熱

尿血 胞移熱於膀胱 則癃 尿血 膀胱積熱

熱在下焦 則尿血. 凡小便血出 成淋作痛 或 雜尿而出者
從膀胱中來也. 如血出不痛 乃心移熱於小腸 從精竅中出也

膀胱積熱
小腸積熱

小便出血 是心伏熱在於小腸 小腸積熱

蓄血 蓄血證 蓄血 卽瘀血積蓄也 太陽蓄血

蓄血證 喜忘發狂 身黃屎黑 疾已甚也 但小腹滿 小便不利者輕也 太陽蓄血

蓄血證 血蓄外證 痰嘔燥渴 昏瞶迷妄 常喜湯水漱口 太陽蓄血

蓄血證 凡病 日輕夜重 便是瘀血 又常喜潄水 而不欲下咽 太陽蓄血

蓄血은 특이한 병증으로 病因, 病症, 病機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현재 축혈은 2차적 병리 산물로서 어혈의 한 범주로 보고 있으며, 병을 일으키는 부위에
따라 증상이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에 대해서는 축혈은 병증, 병인으로 사용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부위나 속성에 따라 辨證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영목

- 184 -

血

『東醫寶鑑』
辨證分類 東醫病理學 中醫症狀鑑別診斷學

중제목 소제목 原文

錯經 七情動血
暴喜傷心 則氣緩 而心不出血 故肝無所受 暴怒傷肝

則氣逆而肝不納血 故血無所歸 又房勞過度 以致陰火沸騰
血從火起 故錯經而妄行

肝火上炎 肝經鬱火(經行吐衄)

崩漏 失血諸證 陰虛陽搏則爲崩中 陰虛陽亢

帶下 失血諸證 濕蒸熱瘀爲滯下 濕熱下注

膿血 失血諸證 熱極腐化則爲膿血 血熱

瘡瘍 失血諸證 熱勝於陰則發爲瘡瘍 血熱

痛痒 失血諸證 濕滯於血則發爲痛痒 濕熱

健忘 失血諸證 蓄之在上 其人喜忘 瘀血

狂 失血諸證 蓄之在下 其人喜狂 瘀血

九竅出血 九竅出血

人卒大驚 則九竅血皆溢出 謂之 九竅出血 氣逆

傷寒少陰證 醫者不識 强發其汗 則伏熱逼血 從九竅而出
名爲下厥上竭 不治.

上熱下寒

고 찰

임상의들에게 많이 응용되고 있는 『東醫寶鑑』을 현대적

辨證病理學的으로 病症의 辨證化를 통한 체계화의 필요성이 있

다고 사료된다. 먼저 일차적으로 『東醫寶鑑』의 內景篇의 精神

氣血의 辨證化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遺精은 일반적으로 相火妄動, 心火旺盛, 心腎兩虛, 腎氣不固,

濕熱下注 등의 病機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東醫寶鑑』은 相火

妄動과 心腎氣虛 두 가지의 病機로서 遺精에 관여하는 臟腑로

心과 腎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른

문헌에서 이 외에 다른 病機로서 遺精의 病因過程을 설명하고

있어 『東醫寶鑑』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夢遺은 遺精과 유사한 증상의 개념으로 病機的으로 특이하

게 상이한 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다르

게 나타내지는 않는다. 『東醫寶鑑』에서 夢遺의 病因病耭는 오

히려 遺精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病機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夢精과 遺精, 精滑, 白

淫의 病機를 특이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遺精을 ‘精自下’, ‘失精’, ‘夢失精’, ‘夢泄精’, ‘夢泄’ 등

과 같이 혼용하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에서는 夢遺의 病機를

相火妄動, 心腎氣虛, 腎氣不固, 心腎陽虛, 心火旺盛, 心脾兩虛 등

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遺精의 病機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相

火, 心腎의 氣虛와 陽虛, 陰虛로 볼 수 있으며, 臟腑上으로는 心

과 腎의 문제라 할 수 있다. 精滑과 白淫의 病機도 遺精과 夢遺

외 유사한 점이 많으나 精滑에서의 病機는 腎氣不固, 腎陰陽虛,

相火妄動, 濕熱下注, 濕熱傷脾 등으로 濕熱下注가 원인이 되는

예를 들고 있다. 濕熱下注는 飮食厚味太過로 脾胃의 濕熱이 下注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많은 醫家들이 遺精과 夢遺도 濕熱로 인

한 원인을 들고 있다.

요약하면 『東醫寶鑑』 精門에서는 遺精, 夢遺, 精滑, 白淫

이라는 病證의 病機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辨證하면 腎陽虛,

腎陰虛, 心陰虛, 心陽虛, 腎氣虛, 心氣虛, 脾虛 등에 원인이 있으

며, 臟腑上으로는 心, 腎, 脾로, 虛實辨證으로는 대부분 虛證으로

요약할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의 氣病證의 분류는 臟腑, 虛實辨證에 의

한 分類가 아니라 氣의 升降失調에 의한 分類로 虛證보다는 實證

의 氣病證에 더 치우쳐 있다. 그 病證은 上氣, 下氣, 氣逆, 少氣,

中氣, 短氣, 氣鬱氣滯 등이다. 上氣證은 호흡하는 모양이 呼出되

는 氣가 많아지고 吸入하는 氣가 적은 상태를 말한다. 原文의 症

狀을 보면 症狀에서 氣息喘急이나 喘咳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

上氣證은 喘證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上氣의 원인으로 氣의 有

餘와 肺에 邪氣가 침범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邪氣는 寒熱

上氣의 증상으로 보아 風寒, 風熱의 邪氣로 보이며, 氣有餘는 邪

氣의 侵襲에 대한 精氣有餘의 의미와 七情이나 順行不利로 인한

氣鬱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氣門에서 보이

는 上氣의 辨證은 風寒犯肺와 風熱犯肺, 氣鬱傷肺의 세 가지 病

機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氣逆證 중에 肺氣逆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上氣症의 증상은 氣逆證의 일부라 할 수 있다. 下氣

證은 氣陷證과 유사하지만 原文의 내용으로만 보면 心氣虛, 腸胃

氣虛의 病機로 볼 수 있으며, 이때의 下氣證은 緩慢한 下利 또는

慢性 消耗성 疾患 등으로 元氣가 쇠퇴했을 때나 육체적인 過勞,

營養不足 등으로 眞氣가 枯渴되었을 때 나타나는 虛脫의 증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氣陷證은 脾胃, 腎, 大腸을 중

심으로 體質虛弱이나 久病耗傷으로 脾氣虛損하면 淸陽이 不升하

여 中氣가 虛陷함으로써 胃下垂, 腎下垂, 子宮脫垂, 脫肛 等이 發

生하는데 이때의 下氣가 바로 氣陷의 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보통 氣의 病理變化는 大體로 氣虛와 氣機失調의 兩方面으로

나눌 수 있어 氣虛는 氣의 生化不足이나 耗損過多이고, 氣機失調

는 氣의 生理機能不足이나 運行失常으로 發生되며 氣滯, 氣逆, 氣

陷, 氣閉, 氣鬱, 氣厥 및 氣脫 等을 나타내는 病理이다.

少氣證은 氣虛의 범주로 臟腑辨證에서 보면 脾, 肺, 腎이 중

심이고 心은 血과 氣가 모두 病機의 原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

히 肺와 脾는 後天之氣의 근본으로 少氣證에 주로 관여하는 臟

腑라 할 수 있다. 原文의 病機를 분류하여 보면 肺氣虛, 腎氣虛,

脾氣虛, 腸胃氣虛로서 後天之氣의 不足으로 나타나는 氣虛證이

라 할 수 있다.

氣機失調란 氣의 升降, 出入, 運行의 失常으로 疾病의 發展

過程中에 病因의 作用으로 臟腑氣機의 升降出入機能이 紊亂해진

病理狀態로서 氣滯(氣의 運行流通障碍), 氣逆(氣의 上升運動太過

或 下降運動不及), 氣陷(氣의 上升力量不足 或 下降力量太過), 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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閉(氣의 外出受阻), 氣脫(氣失內守而散脫于外) 등을 包括한다. 氣

病의 虛實辨證을 보면 虛證은 氣虛, 短氣, 少氣, 下氣, 中氣下陷

이 있고, 實證으로는 氣鬱, 氣滯, 氣閉, 氣結, 氣逆, 氣痛, 上氣 등

증이 있다.

中氣證은 感情의 激昻으로 인해 氣가 暴逆하여 氣機가 失常

된 것이다. 보통 怒情에서 나타나며, 七情過極으로 肝의 疎泄, 條

達이 傷하면서 정신의 소실이 나타나며, 七情의 過亢進이 鬱함과

동시에 風의 病機를 거쳐 痙攣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中氣는

急證의 일종으로 단독으로 발현되는 病證이다. 그러므로 中氣는

病證과 辨證이 同一한 경우이다. 이는 氣病 중에서 氣閉證의 輕

症이라 볼 수 있다. 短氣는 病症에 있어 主症이기 보다는 附症에

가깝다. 그러므로 短氣는 단독으로 辨證하기 보다 短氣의 症狀을

수반하는 病證을 찾아 그 病證을 辨證해야 한다. 따라서 短氣는

肺氣虛를 基本病機로 하나, 肺氣虛로 인한 水氣나 脹滿도 短氣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虛證을 基本的으로 가지고 있다

고 판단되므로 短氣證도 虛證의 肺氣虛證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氣鬱氣滯의 病因病機는 血瘀나 痰飮의 停聚, 情

志不舒로 肝失疏泄, 氣機失調로 인하거나 이것이 만성화되면 火

熱로 變化하여 心脾鬱結하게 되니 心火上炎을 發生시킨다. 또한

飮食不節, 外邪, 外傷, 氣虛의 無力推動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東醫寶鑑』의 原文을 보면 氣鬱과 氣滯를 구분하여 변증하지

않고 있다.

氣鬱證은 情志鬱結로 인한 氣機不舒暢의 협의적 의미와 六

淫外邪, 情志를 포함하는 제반 氣機의 不通으로 인한 症狀의 광

의적 의미가 있다. 氣鬱證도 氣逆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病機로

서 다른 病證의 症狀을 해석하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逸傷의 病機를 氣滯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氣逆이란 정신적 충격, 六淫 및 飮食傷이 원인이

되어 氣의 順行에 異常이 초래된 證候이다. 原文에서 ‘諸逆上衝

皆屬於火’라 하였는데, 여기서 ‘火’는 精神的 衝擊이나 葛藤, 氣

溫의 變化, 濕熱의 蓄積 등의 원인으로 生體의 反應이 異常 亢進

되어 나타나는 內熱을 말한다. 이처럼 氣逆은 여러 가지 증상을

아우르는 포괄적 범위로 氣機의 제반 異常亢進狀態를 말한다. 그

러므로 氣逆은 氣逆 自體의 病證이기 보다는 하나의 病機로서

의미가 더 크다. 그러나 病證으로서 肅降失調로 인한 肺氣逆, 降

濁失調로 인한 胃氣逆, 升發太過로 인한 肝膽氣逆, 또는 衝任氣

逆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東醫寶鑑』의 氣逆의 내용은 心

氣逆, 肺氣逆, 胃氣逆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神病은 驚悸, 怔忡, 健忘, 癲癎, 癲狂, 脫營失精 등으로 분류

하고 있는데 그 病機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驚悸는 心膽虛怯(心膽不寧), 心氣血虛, 心氣不足, 心血虛, 水

氣凌心, 心氣鬱滯, 痰火擾心, 痰迷心竅 등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이를 虛證으로는 氣血虛로, 實證으로는 水氣, 火熱, 氣滯 등의 원

인이다. 이는 거의 많은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怔忡은 心血虛, 心陰虛, 心膽虛怯, 心脾血虛, 脾氣虛, 水氣凌

心, 心火旺盛, 痰火擾心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氣虛, 血虛, 陰

虛, 水氣, 氣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怔忡의 病機를 驚悸와 비

교하면 怔忡은 驚悸보다는 氣虛, 血虛, 陰虛의 虛證의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健忘은 虛證으로는 心脾兩虛, 心脾血虛, 腎精虧虛, 心氣不足,

心腎不交 등이 있고, 實證으로는 痰迷心竅이다. 이는 健忘의 病

機도 實證보다는 虛證 爲主로 陰虛, 陽虛, 氣虛, 血虛의 원인이며

實證으로는 痰飮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癲狂은 일반적으로 痰火, 陽明熱盛, 肝膽火, 瘀血 등을 원인

으로 하지만 癲癎은 氣血虛, 陰虛, 痰火, 瘀血 등을 원인으로 하

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癲은 陽虛陰實, 狂은 陰虛陽實로

分類하는데, 구체적으로는 癲은 心脾兩虛, 痰氣鬱結, 心脾血虛,

心血不足 등이고, 狂은 痰火擾心, 陰虛火旺, 陽明熱證이며, 癎은

痰迷心竅, 氣血不足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血門은 出血證에 국한하여 언급하고 있어

衄血, 薄厥, 氣逆, 嘔血, 咳血, 嗽血, 唾血, 便血, 尿血 등이다. 이

는 모두 出血의 病機로 辨證하기 때문에 虛證과 實證의 감별과

配屬된 臟腑로 구별하여 辨證할 수 있다. 衄血의 病證은 虛證은

脾氣虛, 肺腎陰虛로, 實證은 熱傷血絡, 肝火犯肺, 肝脾不和, 陽明

熱證, 太陽表實證, 風熱壅肺, 血熱妄行 등이다. 薄厥은 七情에 의

한 氣逆의 病機로서 肝氣犯胃, 肝火犯肺, 肝厥證 등으로 鑑別할

수 있다. 또한 咯血, 咳血, 嗽血, 唾血 등은 肺腎陰虛, 脾肺氣虛의

虛證과 胃熱證의 實證으로 鑑別하며, 便血은 肝腎陰虛와 脾腎陽

虛, 陰虛의 虛證으로 주로 辨證할 수 있다. 尿血은 膀胱積熱과 小

腸積熱, 太陽蓄水證 등으로 감별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遺精 - 相火妄動, 心腎氣虛

․ 夢遺 - 相火妄動, 心腎氣虛, 腎氣不固, 心腎陽虛, 心火旺盛,

心脾陽虛

․ 精滑 및 白淫 - 腎氣不固, 腎虛, 相火妄動, 濕熱下注, 濕熱傷脾

․ 上氣 - 肺氣逆

․ 下氣 - 胃氣虛, 心氣虛

․ 少氣 - 肺氣虛, 腎氣虛, 中氣虛

․ 中氣 - 氣閉

․ 短氣 - 肺氣虛

․ 氣鬱氣滯 - 氣鬱氣滯, 肝氣鬱結, 氣鬱,

․ 氣逆 - 心氣逆, 肺氣逆, 胃氣逆, 血氣上逆, 肝氣犯胃, 肝火犯

肺, 胃熱證, 濕熱傷肺

․ 驚悸 - 心膽虛怯, 水氣凌心, 心氣虛, 心血虛, 痰迷心竅, 心氣

血虛, 痰火擾心, 心氣鬱滯

․ 怔忡 - 心血虛, 心陰虛, 水氣凌心, 心膽虛怯, 痰火擾心, 氣鬱,

脾氣虛, 心火旺盛, 心脾血虛

․ 健忘 - 心腎不交, 痰迷心竅, 心脾陽虛, 心脾血虛, 腎精虧虛,

心氣虛, 瘀血(熱)

․ 癲 - 心脾陽虛, 痰氣鬱結, 心脾血虛, 心血虛

․ 癎 - 痰火擾心, 氣血俱虛

․ 狂 - 痰火擾心, 陰虛火旺, 陽明熱證, 瘀血(熱)

․ 脫營, 失精 - 氣血俱虛

․ 衄血 - 熱傷血絡, 脾氣虛, 肝火犯肺, 肝脾不和, 肺腎陰虛, 陽

明熱證, 太陽表實證, 風熱壅肺, 血熱妄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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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薄厥 - 肝氣犯胃, 肝火犯肺

․ 咯血, 咳血, 嗽血, 唾血 - 肺腎陰虛, 脾肺氣虛, 胃熱證

․ 便血 - 肝腎陰虛, 脾腎陽虛, 陰虛

․ 血尿 - 膀胱積熱, 小腸積熱

․ 蓄血 - 太陽蓄血

․ 錯經 - 肝火上炎

․ 崩漏 - 陰虛陽亢, 氣虛, 氣陷, 精虛, 心氣虛, 濕熱下注, 胃氣

下陷, 思慮傷脾

․ 帶下 - 濕熱下注, 小腸實熱, 大腸實熱, 肝經濕熱

․ 膿血 - 血熱

․ 瘡瘍 - 血熱

․ 痛痒 - 濕熱

․ 九竅出血 - 氣逆, 上熱下寒

이상과 같이 『東醫寶鑑』 精氣神血門의 原文의 病과 症을

辨證을 통하여 分類하여 보았다. 以上을 통하여 『東醫寶鑑』體

系와 辨證論治 體系의 호환을 통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대 『東醫寶鑑』 교육의 새로운 시도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 다만 『東醫寶鑑』의 내용을 한 연구자의 의도로 해석되기

에는 시간과 노력에 한계를 느끼어 향후 좀 더 많은 지속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東醫寶鑑』 內景篇 중에 精神氣血門의 내용을 辨證論治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精門에서 遺精, 夢遺, 精滑, 白淫이라는 病證의 病機를 설명

하고 있으나, 이를 辨證하면 腎陽虛, 腎陰虛, 心陰虛, 心陽虛, 腎

氣虛, 心氣虛, 脾虛 등에 원인이 있으며, 臟腑上으로는 心, 腎, 脾

이며, 虛實辨證으로는 대부분 虛證이다.

氣病證의 분류는 臟腑, 虛實辨證에 의한 分類가 아니라 氣의

升降失調에 의한 分類로 虛證보다는 實證의 氣病證에 더 치우쳐

있다. 그 病證은 上氣, 下氣, 氣逆, 少氣, 中氣, 短氣, 氣鬱氣滯 등

이다.

神病은 驚悸, 怔忡, 健忘, 癲癎, 癲狂, 脫營失精 등으로 분류

하고 있는데 그 病機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驚悸는 心膽虛怯(心膽不寧), 心氣血虛, 心氣不足, 心血虛, 水

氣凌心, 心氣鬱滯, 痰火擾心, 痰迷心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虛證으로는 氣血虛로, 實證으로는 水氣, 火熱, 氣滯 등의 원

인이다.

怔忡은 心血虛, 心陰虛, 心膽虛怯, 心脾血虛, 脾氣虛, 水氣凌

心, 心火旺盛, 痰火擾心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氣虛, 血虛, 陰

虛, 水氣, 氣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怔忡의 病機를 驚悸와 비

교하면 怔忡은 驚悸보다는 氣虛, 血虛, 陰虛의 虛證의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이다.

健忘은 虛證으로는 心脾兩虛, 心脾血虛, 腎精虧虛, 心氣不足,

心腎不交 등이 있고, 實證으로는 痰迷心竅이다. 健忘의 病機는

實證보다는 虛證 위주로 陰虛, 陽虛, 氣虛, 血虛의 원인이며 實證

으로는 痰飮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癲狂은 痰火, 陽明熱盛, 肝膽火, 瘀血 등을 원인으로 하지만

癲癎은 氣血虛, 陰虛, 痰火, 瘀血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癲은 心脾兩虛, 痰氣鬱結, 心脾血虛, 心血不足 등이고, 狂은

痰火擾心, 陰虛火旺, 陽明熱證이며, 癎은 痰迷心竅, 氣血不足 등

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血門은 出血證에 국한하여 언급하고 있어 衄血, 薄厥, 氣逆,

嘔血, 咳血, 嗽血, 唾血, 便血, 尿血 등이다. 이는 모두 出血의 病

機로 辨證하기 때문에 虛證과 實證의 鑑別과 配屬된 臟腑로 구

별하여 辨證할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

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E00591).

참고문헌

1.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6.

2. 柯雪帆 主編. 中醫辨證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3. 中國中醫硏究院 主編. 中醫症狀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1987.

4. 中國中醫硏究院 主編. 中醫證候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1987.

5. 양기상 외. 한의진단명과 진단 요건의 표준화 연구(Ⅰ). 한의

학연구소, 1995.

6. 양기상 외. 한의진단명과 진단 요건의 표준화 연구(Ⅱ). 한의

학연구소, 1996.

7. 정우열. 「변증논치란 무엇인가」. 병증진단 표준화를 위한

연구 모임 자료집.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995.

8. 박경모. 「한의 질병 분류에 대한 연구방법론」. 제3의학 월

례학술모임 발표. 꽃마을 한방병원, 1999.

9. 정우열. 『동의보감』의 질병분류에 대한 연구(1). 동의병리

학회지 13(1):1-10, 1999.

10. 심범상. 국제한의학표준용어(WHO IST/WPRO) 및 국제한의

학질병분류(ICTM/WPRO)의 개발 현황 보고.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21(3):776-780, 2007.

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기술혁신전

략 수립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2. 한방병리학교재편찬위원회. 한방병리학. 한의문화사,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