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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imasu Nangai (吉益南涯) is son of Yoshimasu Todo (吉益東洞), an eminent figure of traditional Japanese

medicine. He wrote many medical books including Ihan(醫範) and Kigetusuiyakucho(氣血水藥徵), which contain core

thoughts of Nangai. This study analyzed Ihan(醫範) and Kigetusuiyakucho(氣血水藥徵) to figure out Nangai’s

explanation in depth. Conclusion is as follows. He was influenced by his father’s theory that all diseases come from

one toxin but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his theory. Also influences of qi-blood-phlegm stasis theory(氣血痰鬱論)

established by Zhudanxi(朱丹溪) are apparent in several aspects. Consequently he established his own body fluid

pathology called qi-blood-fluid theory(氣血水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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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은 辨證論治의 기본이론을 기술한 最

古의 문헌으로,1) 宋 金 元 및 淸代의 다양한 주석가들의 연구에

의해 한의학을 대표하는 임상 의서로 알려졌다.
2)

18세기 日本에

서는 古方派가 등장하여 日本醫學의 르네상스 시기라 지칭할 정

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중국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傷寒

論에 대한 학풍이 생겼다. 日本 古方派에 관련한 국내 논문으로

는 의사학적으로 접근한 朴炫局 등3)의 연구와 古方派의 태두로

불리는 吉益東洞의 생애와 저서, 이론을 연구한 李政桓 등4-6)의

연구, 東洞의 醫案集인 <建殊錄>을 분석한 김재은 등
7)
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 吉益東洞의 제자인 村井琴山의 의학사상에 관해 연

구한 장기원 등8)의 논문이 있다.

吉益南涯는 吉益東洞의 아들로서, 그가 주장한 “氣血水 理

論”은 오늘날 日本漢醫學의 접근방법인 陰陽, 虛實, 寒熱을 변별

한 후 氣血水를 판독하는 辨證 방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2) 吉益

南涯와 관련된 연구는 中國에서는 그의 생애와 저서, 氣血水 이

론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한 唐 등의 연구9)와 藥物사용법과 仲

景方을 이용한 치험례, 治水法 등과 관련한 程 등의 연구
10-12)

가

있다. 국내에서는 吉益南涯의 중요 서적을 번역하여 소개한 자료
13,14)와 氣血水 이론의 입장에서 傷寒論과 金匱要略의 治法을 분

석한 연구
15)
등이 있으나, 吉益南涯의 생애와 著書,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傷寒論 연구 및 일본 한

의학계에서 氣血水 이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처음

고안한 吉益南涯의 醫學思想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論者는 吉益南涯가 辨證의 기준을 제시한 醫範16)과

藥物을 氣血水 이론으로 정리한 氣血水藥徵17)
을 분석하여, 그

가 주장한 氣血水 理論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이론적 연원을 고찰

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본 론

1. 吉益南涯의 생애와 저작

1) 吉益南涯의 생애

吉益南涯(요시마스 난가이:1750~1813년)는 일본 古方派의

태두로 평가받는 吉益東洞(요시마스 토도:1702~1773)의 장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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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3) 諱는 猷이고 字는 修夫이며 號는 謙齋이나 후에 南涯로 고쳤

으며 통칭 周助라 했다.18) 誠齋氏에게서 經史를 배웠으며 아버지

東洞에게서 疾醫의 道를 전수받았다. 24세 때 東洞이 사망함에

따라 가업을 계승하고 疾醫의 道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28세

때 方機를 저술하여 仲景藥方의 활용을 나타내었으며, 天明 8

年(1788年)에 京都에서 大坂ž船場ž伏見街로 거처를 옮겼는데, 大

阪이라는 지역은 京師의 남쪽으로 물가에 위치하였으므로 南涯

라고 號를 하였다. 43세 때 京師로 돌아와 三條ž東洞院의 서쪽에

거처를 정하였다. 이에 앞서 東洞의 萬病一毒說이 막연하고 근거

할 만한 形狀이 없었으므로 氣ž血ž水라는 三物이 있어서 毒이 이

것에 편승함으로써 비로소 證을 형성한다는 說을 주창하였으며

오직 傷寒論을 해석하고 症에 따른 法律을 나타내는傷寒論精義
를 저술하였다. 후에 醫範을 저술하여 氣血水의 辯이 東洞의

萬病一毒說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음을 나타내었으며 나아가 氣

血水의 說에 근거하여 仲景藥方을 설명하는 氣血水藥徵을 저

술함으로써 그 說을 보완하였다. 文化 10年(1813年) 6月 13日에

자택에서 病으로 사망하였다.19)

2) 吉益南涯의 著書

吉益南涯의 저서로는 傷寒論精義, 輯光傷寒論, 醫範,

氣血水藥徵, 方機, 方庸, 方議辨, 觀症辨疑 등이 있다.

이 외 제자인 賀屋恭安(카야 쿄우안)이 續醫斷, 傷寒論章句
를, 和田元庵(와다 겐안)이 傷寒論精義外傳을 저술하였으며,

南涯의 치험례는 제자인 中川修亭(나카가와 슈우테이)의 成蹟
錄과 武貞夫(타케 사다오)의 續建殊錄에 수록되어 있다.

19)

2. 醫範에서 제시한 吉益南涯의 辨證 기준

醫範은 吉益南涯가 저술하고 제자 大江廣彦이 교정ž출판한

서적으로, 여기에서 南涯는 辨證의 規矩로 삼은 네 가지 기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처방을 정할 때는 비슷한 류를 모아 증을

추론해야 하는데, 삼물을 분별하여, 주객을 변별하고, 소재를 살

피고, 사웅을 파악한다. 이것이 규구1)이다.”13,16)라 하여 證을 살필

때에는 三物, 主客, 所在, 四態를 살펴야 된다고 하였다.(Fig. 1)

Fig. 1. The cover and body of 『Ihan』

三物은 氣血水를 말하는데, “무형인 毒은 반드시 유형에 편

승해야 하는데, 氣에 편승한 것이라면 氣變이 되고, 血에 편승하

1) 方此時 聚類推證 以分三物 辨其主客 辨其所在 知其四態 是謂之規矩.

(吉益南涯著, 大江広彦 校正, 醫範, 早稲田大学図書館, p13)

면 血變이 되고, 水에 편승하면 水變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三物

이다.2)”라 하고 있다.13,16) 그리고 氣血水의 차이를 태양병의 계지

탕증, 갈근탕증, 마황탕증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발열과 땀의

유무, 심번 증상의 차이를 들어 설명하는데, 無發熱은 血이 응체

된 증거이고 無汗은 水가 정체된 것 라 판단하고 있어, 발열과

汗出이 모두 있는 계지탕은 氣變이고, 땀은 나되 發熱이 없는 갈

근탕은 血凝의 병변이며, 無汗의 마황탕증은 水滯의 증후라 설

명3)하고 있다.13,16)(Table 1)

Table 1. The instances of qi-blood-fluid in『Ihan』

氣 血 水

發熱 有發熱 無發熱

心煩 煩 悸 滿

汗 有汗 有汗 無汗

主客에 대해 吉益南涯는 황련아교탕, 과체산, 건중탕을 비교

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처방은 모두 心中煩을 치료하나 그 처방

이 각기 다른 것은 주객이 다르기 때문인데, 氣가 主가 되고 水

血이 客이 되는 황련아교탕은 단지 번조하기만 할 뿐이며, 血이

主가 되고 氣가 客되는 건중탕은 두근거리면서 번조하는데, 두근

거리는 것은 血이라 하였다. 또한 血辨이므로 발열이 없다. 과체

산은 水가 主가 되고 血氣가 客이된다. 그러므로 가슴이 답답하

면서 번조하는데 가득차서 답답해하는 것은 水라고 하면서, 主가

되는 증후는 먼저 나타나고, 客이 되는 증후는 나중에 나타남으

로 이것으로 主客의 법을 안다4)고 하였다.
13,16)

(Table 2)

Table 2. The instances of xenial relation among ki-blood-fluid in

『Ihan』

主 客 煩證 兼證

黃連阿膠湯 氣 水血 但煩

建中湯 血 氣 悸而煩 劇則致衄 不得發熱

瓜蔕散 水 血氣 滿而煩 氣不發散 必上衝吐水則愈

所在란 병이 위치한 곳으로 표리내외를 말하는데 吉益南涯

는 “머리부터 목덜미, 등, 허리로 이어지는 陽經이 지나는 인체

의 뒷부분은 表로, 얼굴부터 눈, 코, 입, 인후, 가슴, 배로 이어지

는 陰經이 유주하는 인체의 앞면은 裏5)”라 주장한다13,16). 內外란

出入과 관련된 용어로 “눈동자, 혀, 심장, 골수는 內가 되며 極位

라 하였고, 外라는 것을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부위이고 內라

는 것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內와 대비하여 표리는

2) 毒無形必乘有形. 其證乃見乘氣也 氣變焉. 乘血也 血變焉. 乘水也 水變

焉. 夫血者 水穀之所化物血也. 是以有三物焉. (吉益南涯著, 前揭書,

p12)

3) 太陽病 有桂枝湯 有葛根湯 有麻黃湯 一病而三方 所以有氣血水之變也.

其人頭痛發熱汗出惡風是氣之變 而桂枝湯證也. 以其發熱 知血不凝 以

汗出知水不滯. 其血凝者 雖自汗出不得發熱 項背强几几 葛根湯證是也.

其水滯者 雖必發熱 而不得汗出 身疼喘鳴 麻黃湯症是也. (吉益南涯著,

前揭書, pp12-13)

4) 何曰主客 黃連阿膠湯 瓜蔕散 建中湯 同治心中煩 而其方異者 以主客異

也. 黃連阿膠湯 氣主而水血爲客 故但煩而已. 建中湯 血主而氣爲客 故

悸而煩 悸者血也 劇則致衄 不得發熱 是其候也. 瓜蔕散 水主而血氣爲客

故滿而煩 滿者水也. 氣不發散 必上衝吐水則愈 是其候也. 主者先見 而

客者後出 是知主客之法也. (吉益南涯著, 前揭書, p13)

5) 何曰所在 病位也. 表裏內外 是也. 一身頭項背腰 此爲表也. 外體面目鼻

口咽喉胸腹 此爲裏也. (吉益南涯著, 前揭書, 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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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外가 된다고 하였다6)”13,16). 이렇듯 表裏와 內外가 씨줄과

날줄같이 엮여 病의 所在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들어 계지탕은

전신의 번조를 다스리고, 황련아교탕은 심중의 번조를 다스리고,

시호탕은 흉중의 번조를 다스리는데, 앞서 煩은 三物에서 氣의

이상으로 보았으나 이렇듯 처방이 다른 이유는 그 所在가 다르

기 때문7)이라 하였다.
13,16)

(Table 3)

Table 3. The instances of lesion in『Ihan』

처 방 병 소
桂枝湯 一身煩

黃蓮阿膠湯 心中煩

柴胡湯 胸中煩

四態이란 急逆虛實을 말하는 것으로 인체의 흐름과 충실을

의미한다. 醫範에서는 “急이란 순행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逆

이란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虛란 이지러지고 부족한

것이며, 實이란 가득차서 남는 것이다.8)”13,16)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病症이라도 四態에 따라 동반되는 증상이 달라지며

처방 또한 다른데, 가령 “심번은 같은 곳에 병이 있음에도 치료

하는 방제가 달라지는 것은 그 態이 다르기 때문이다. 치자시탕

증은 열기가 외부로 드러나니 몸에 열이 나면서 번조하고 혹 머

리에서 땀이 난다. 이것은 急하여서 심번한 것이다. 백호탕증은

열기가 안에 숨어 있으니, 입과 혀가 건조하고 혹은 갈증이 나며

등이 오싹오싹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逆하여 심번한 것이다. 산

조인탕증은 표리에 열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것은 虛하여

심번한 것이다. 승기탕증은 표리에 열이 있고 대변이 굳다. 이것

은 實하여 심번한 것이다.9)”13,16)라 하여 心煩을 예를 들어 설명

하고 있다.(Table 4)

Table 4. The instances of four states in『Ihan』

定義 心煩兼證 處方

急 順行而進 外身熱煩熱 或頭汗 梔子豉湯

逆 劫行而退 熱氣伏於內 口舌乾燥或渴背惡寒 白虎湯

虛 虧而不足 表裏無熱不得眠 酸棗仁湯

實 盈而有餘 表裏有熱 大便硬 承氣湯

3. 氣血水藥徵에 나타난 吉益南涯의 氣血水理論

氣血水藥徵은 氣血水 이론을 바탕으로 張仲景의 藥物과

方劑에 대해 분석한 吉益南涯의 저서로, 藥物을 氣,血,水의 三類

로 분류하고 그 효능과 임상적 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9)

1) 氣血水藥徵의 구성

氣血水藥徵에는 총 69개의 藥物이 수록되어 있다. 藥物을

6) 內外者 出入之辭 以睛舌心骨髓 爲內極位也. 外也者 自內而外出也 內也

者 自外而內陷也 對內則表裏俱外也 內外者經也 表裏者 緯也. (吉益南

涯著, 前揭書, p14)

7) 桂枝湯 治一身煩. 黃蓮阿膠湯 治心中煩. 柴胡湯 治胸中煩. 煩者其氣一

體 而治方何異以其所在異也.(吉益南涯著, 前揭書, p14)

8) 何曰四態 急逆虛實是也. 急者順行而進之謂也. 逆者劫行而退之謂也 虛

者虧而不足之謂也. 實者盈而有餘之謂也. (吉益南涯著, 前揭書, p14)

9) 心煩者 物同其所在而治方何異以其態異之故也. 梔子豉湯證 熱氣見於外

身熱煩熱 或頭汗出是 急而心煩也. 白虎湯證 熱氣伏於內 口舌乾燥或渴

背惡寒是逆而心煩也. 酸棗仁湯證 表裏無熱不得眠 是虛而心煩也. 承氣

湯證 表裏有熱 大便硬是實而心煩也.(최병권, 前揭書, pp470-471) (吉

益南涯著, 前揭書, pp14-15)

크게 氣部, 血部, 水部의 세 가지로 나누고 氣部의 藥物은 다시

內位, 裏位, 表位의 三位로 血部은 다시 內位, 外位의 二位로 분

류하고 있다.(Table 5)
14,17)

Table 5. The classification of medical herbs in 『Kigetusuiyakucho』

氣血水 부 위 약 물

氣

內位
黃芩 黃連 石膏 芒硝 猪膽 白頭翁 阿膠 礬石 橘皮 

梔子 蜀漆 黃柏 酸棗仁

裏位
附子 大黃 乾薑 吳茱萸 地黃 麥門冬 知母 細辛 生薑 

厚朴 朮 猪苓

表位 甘草 大棗 杏仁 桂枝

血
內位 牧丹皮 桃仁 牡蠣 龍骨 蟅蟲 虻蟲 水蛭

外位
瓜蔞根 葛根 土瓜根 赤石脂 代赭石 當歸 芍藥 桔梗 

瓜蔞實 薏苡仁 滑石 澤瀉 人蔘 黃芪

水
甘遂 茯笭 瓜蔕 巴豆 薤白 葶藶 貝母 半夏 枳實 防己 

麻黃 柴胡 茵蔯 瓜子 芫花 大戟 五味子 香豉

氣血水藥徵의 기본 구조는 두 종류의 藥物이 하나의 群을

이루고 있으며 첫머리에는 두 藥物의 이름과 그 아래 氣血水이

론을 바탕으로 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 두 藥材가 들어간

處方과 그 主治를 서술하고 있으며 氣血水說과 관련한 설명을

보충한 藥材도 있다.(Fig. 2)17)

Fig. 2. The cover and body of 『Kigetusuiyakucho』

2) 醫範의 기준에 따른 氣血水藥徵 藥物의 재분류 및 분석

吉益南涯의 藥物觀을 파악하기 위해 氣血水藥徵의 藥物들

을 醫範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준(三物, 所在, 主客, 四態)에 근

거하여 분류해 보았다.

氣部-內位에 속한 藥物들은 氣만 鬱滯된 황금, 황련을 따로

분류하면, 虛實急逆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었다.(Fig. 3) 氣部-裏

位에 소속된 藥物들도 虛實急逆을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

는데, 內位에 소속된 藥物들과 달랐던 점 중 한 가지는 血氣 혹

은 水氣와 같이 氣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은 藥物들이 배속되어

있다는 점이었다.(Fig. 4) 氣部-表位에 소속된 藥物은 急逆에 따

라 나눌 수 있었다.(Fig. 5)

血部에 소속된 藥物들도 마찬가지로 醫範의 規矩(三物, 所

在, 主客, 四態)를 근거하여 분류해 보면, 血部-內位에 소속된 藥

物들은 血行이 不循한 것을 치료하는 藥物과, 건혈이나 어혈을

치료하는 蟲類의 藥物로 구별해 볼 수 있었다.(Fig. 6) 血部-外位

에 소속된 藥物들을 血의 상태에 따라 血滯, 血凝, 血澁한 경우로

나눌 수 있었고, 이 외에 急逆의 狀이 主가 되는 藥物들과 종농

형태의 血을 치료하는 藥物이 있었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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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organiz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Qi-the inside”

Fig. 4. The reorganiz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Qi-the ventral side”

Fig. 5. The reorganiz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Qi-the dorsal side”

Fig. 6. The reorganiz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Blood-the inside”

Fig. 7. The reorganiz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Blood-the outside”

水部에 소속된 藥物은 총 18種으로 氣部나 血部의 藥物과

달리 內外의 구별이 없이 서술되어 있다.17) 그러나 水部의 藥物

들을 南涯의 네 가지 規矩(三物, 所在, 主客, 四態)에 근거하여 분

류해 보니 藥物들을 水毒의 所在에 따라 表位, 裏位, 內位로 구분

해 볼 수 있었고, 이 외 급역의 상을 띠는 藥物들도 있었다. 그러

나 처음 氣部의 藥物에 비해 水部로 갈수록 네 가지 規矩에 근거

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찾기 힘들었다(Fig. 8).

Fig. 8. The reorganization of medical herbs in 『Kigetusuiyakucho』

chapter “Fluid”

상기 서술한 吉益南涯 規矩에 따른 藥物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吉益南涯가 氣血水藥徵에서 서술한 각 약물의 임상증상

에서는 어떻게 三物(氣, 血, 水), 所在, 主客, 四態(虛實逆急)를 파

악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藥物의 氣血水상태와 함께 藥物

설명에 포함된 방제들의 主治證을 취합해서 표로 정리하였다. 그

런 다음 氣血水상태가 비슷한 藥物에서 공통되는 증상들을 모아

서, 氣血水의 所在, 主客, 四態에 따라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

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氣部-內位에 소속된 藥物들이 들어간 處方의 主治를 살펴

보면 黃芩과 黃連의 病位는 心下와 心中으로 모두 內位에 속하

며 黃芩은 痞劇則下하고 黃連은 煩劇則吐한다. 氣虛와 氣實의

石膏와 芒硝는 모두 熱證을 보이는데, 石膏는 ‘身熱, 寒, 厥, 遺

尿, 煩, 渴, 無吐’ 등의 實熱을 芒硝는 ‘發熱, 潮熱, 不惡寒厥, 大

便硬’ 등으로 虛熱을 나타낸다. 酸棗仁은 急逆의 狀이 없이 虛

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대표방제의 主治는 ‘虛煩不得眠’이다. 氣

部 內位에 소속된 藥物들의 主治를 살펴보니, 氣急之候를 보이

는 藥物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發熱, 汗出, 心煩’ 등으로 上部로

발산하거나 熱과 관련되어 있었고, 氣逆之候를 가진 藥物들은

‘利, 下血, 厥, 多汗’ 등 下部로 내리거나 寒性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血滯를 치료하는 藥物의 경우는 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보

이는 경우가 많았고, 水滯가 있는 경우에는 땀이 나지 않거나,

답답한 느낌, 혹은 不飮水의 증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

다.(Table 6)
17)

氣部-裏位에 소속된 藥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氣急한 경우

에는 上部의 熱症(發熱, 煩熱, 大煩渴, 口燥渴, 心煩, 頭痛, 頭眩)

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氣逆한 경우에는 下部의 寒症(咳唾

涎沫, 多涎唾, 腸鳴, 腹中寒, 自利)이 많았다.(Table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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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indic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Qi-the inside”

약 물 효 능 주 치
黃芩 痞劇則下

黃連 煩劇則吐

石膏 氣虛 身熱 寒 厥 遺尿 煩 渴 無吐

芒硝 氣實 發熱 潮熱 不惡寒厥 大便硬

猪膽 
氣逆 利不止厥逆 乾嘔 熱利 欲飮水

血不滯 脈微 復不痛 不爲吐

白頭翁
氣急 産後下利 欲飮水

血不滯 不爲吐 不爲痛

阿膠 
氣逆 心煩 下血

血滯 不得臥 腹痛 下血

礬石
氣急 日哺發熱 小腹滿 經水閉 脚氣衝于心

血滯 惡寒 額上黑 大便必黑 經水不利 脚氣

橘皮
水滯 吐出水 滿不能食

氣逆 厥

梔子
水滯 下後 不能食 黃疸 身無汗 小便不利 腹滿 

氣急 心中懊憹 煩熱 身熱 身汗出 頭眩 心胸不安 頭汗 發黃 心煩

蜀漆 氣逆 多寒 牝瘧 伹寒不熱 驚狂起臥不安

黃柏
氣急 發熱 身汗出 

水不滯 發熱 黃疸 汗出 下重 欲飮水

酸棗仁 無急逆虛 虛煩不得眠

Table 7. The indic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Qi-the ventral side”

약 물 효 능 주 치

附子 
無氣逆 背微惡寒 手足寒 腹中寒 切痛

氣急 身體痛 疼痛 發熱 四肢微急 

大黃 少腹滿 經水不利 譫語 潮熱

乾薑 
遺尿 小便數 眩 多涎唾 厥 咽中乾 煩燥 下利淸穀 

手足厥逆 乾嘔吐逆 腸鳴 腹中寒

吳茱萸  食穀欲嘔 頭痛 手足厥冷 胸滿

地黃
血虛 少腹不仁 漏下 下血

氣急 煩熱 不能臥 少腹拘急 小便不利 四肢煩

麥門冬 氣逆欲吐

知母
血滯 身重難以轉側 厥 背微惡寒 肢節疼痛

氣急
自汗出 大煩渴 口燥渴心煩 身熱 頭眩 短氣 溫溫欲吐 

不得眠

細辛
血氣急 發疸脈沈 發熱其脈緊 發熱 胸滿 衝氣

水滯 脇下偏痛 咳

生薑 咳唾涎沫 嘔 噦 噫氣不除 乾噫食臭 身體不仁

厚朴 腹滿痛 潮熱 胸滿 小便數 譫語 

朮
敵證 心下滿 小便不利

劇證 自利 堅滿 目眩

猪苓
水滯 咳 嘔吐 小便不利 悸

氣急 脈浮發熱 口渴 思水 頭痛 身疼痛 吐涎沫 癲眩 小便不利

氣部-表位에 소속된 藥物들의 主治를 살펴보면 甘草, 大棗에

서 나타나는 血氣急의 증상은 크게 3가지로 통증(頭痛, 咽痛, 身

體疼痛, 胸中痛, 腹中痛 등), 체온변화(惡寒, 發熱, 往來寒熱), 정

신증상(喜悲傷欲哭, 譫語)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두 藥物의 차이

점은 大棗의 흉부(硬滿引脇下痛, 支飮, 喘而不得臥, 胸滿脹)와 전

신(一身面目浮腫)에 水滯 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 반면, 甘草

의 경우는 水氣가 逆하여 아래로는 水氣가 편중되면서(臍下悸,

胸下硬滿, 腸鳴, 利下不止), 위로는 건조증상(煩燥, 咽中乾, 手自

冒心)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杏仁은 氣不暢하면서 水滯한 경

우에 사용하는 藥物로 水滯증상(形腫)과 함께 氣가 순행하지 못

하는 증상(身疼痛, 胸中氣塞短氣, 結胸, 項强 등)이 있었으며, 계

지는 表裏의 衝을 치료하는 藥物이다.14,17)(Table 8)

Table 8. The indic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Qi-the dorsal side”

약 물 효 능 주 치

甘草
水氣逆

厥 咽中乾 煩燥 利下不止 手自冒心 臍下悸 腸鳴 
氣自少腹上衝胸咽 胸下硬滿

血氣急
脚攣急 惡寒 喜悲傷欲哭 咽痛 發熱 頭痛 身體疼痛 

四肢救急 往來寒熱 譫語

大棗
水滯

硬滿引脇下痛 支飮 喘而不得臥 胸滿脹 一身面目浮腫 
臍下悸 一身盡腫

血氣急
胸中痛 汗出而頭痛 喘鳴迫塞 咽乾 頸項强 往來寒熱 胸痛 

腹中痛 心下急鬱鬱微煩 

杏仁 無汗而喘 身疼痛 汗出而喘 胸中氣塞短氣 形腫 結胸 項强

桂枝
表 頭痛 惡寒 疼痛

裏 悸 上衝

血-內位에 소속된 藥物들의 主治證을 살펴보면 桃仁의 ‘狂,

腹痛, 經水不利’등은 急之狀을 치료하고 牧丹皮는 ‘癥, 腸癰, 八味

丸의 不仁’에 사용하고 ‘發狂, 腹痛, 經水不利’의 證이 없으니 이

는 凝結된 것을 치료하는 것이라 하였다.
17)
牡蠣와 龍骨은 血行이

좋지 못한 것을 치료하는데, 牡蠣는 下陷하여 순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龍骨은 上攻하는 것으로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혈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기가 울체된 것으로 번민하게

된다. 혈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기가 울체되지 않은 것으로 번민

이 없다.10)” 라고 하여 上下에 따라 증상에도 차이가 난다. 또한

“순행하고자 하는 것이 가지 못하면 반드시 동계가 생기는데, 하

함하여 가슴에서부터 동계가 생기면 모려를 쓰고, 상공하여 배꼽

아래에서부터 동계가 생기면 용골을 쓴다.11)”고 하였다. 蟅蟲, 虻

蟲, 水蛭 과 같은 蟲類의 약재들이 치료하는 乾血과 瘀血을 비교

한 문구를 보면 “월경이 고르지 못한 것은 건혈과 어혈에 모두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는가.12)”17)라 하여 經水不利는 乾血과 瘀血

의 공통증상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어혈과 달리 가득 차 있지만

단단하게 굳어 통증이 있거나 광증이 없는 것이 구별점이다.13)”17)

라거나, “건혈은 대변의 변화가 없다.14)”17)이라 하여 乾血에서는

硬하거나 痛하거나 狂하는 증상이 없으며 大便에도 변화가 없다

고 밝히고 있다. 乾血과 瘀血의 증후에 관한 서술을 보면 乾血은

‘肌膚甲錯 一体羸瘦 無血色 不狂 不硬 不飮食’ 등의 증후를 보이

며, 瘀血이 있을 경우 ‘如狂 喜忘 硬滿 小便自利 大便色必黑 消穀

喜飢’ 등의 증후를 나타내므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Table 9)

血-外位에 소속된 藥物에서 土瓜根, 葛根은 瓜蔞根과의 차이

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瓜蔞根은 “신체가 뻣뻣한 것은 혈이

응결된 증이고, 갈증이 생기는 것은 혈의 응결이 심해져서 기가

울체되어 수를 쫓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변이 잘 나오

지 않는데 그 병위는 裏이다.15)”
14,17)

고 설명하고 있다. 土瓜根은

“과루근과 달리 혈이 응체되어 있지 않으니, 갈증이나 강직된 것

이 없고, 기가 울체되어 비록 가득찬 느낌이 있지만 기가 스스로

10) 下陷之血者氣鬱而不循故作煩也 上攻之血者氣不鬱滯故無煩也. (吉益南

涯, 氣血水藥徵, 京都大學電子圖書館, p15)

11) 欲循不能循者必作動也 下陷之血從胸必作動牡蠣之主也 上攻之血從臍下

作動龍骨主也. (吉益南涯, 前揭書, p15)

12) 經水不利 乾血與瘀血 何以診之. (吉益南涯, 前揭書, p16)

13) 異瘀血者滿不硬痛不狂是其別也. (吉益南涯, 前揭書, p15)

14) 乾血者 無大便之變. (吉益南涯, 前揭書, p16)

15) 見几几牀者是血凝之症而未劇故在身体也 渴者血凝劇而氣鬱滯逐水故必

小便不利其位在裏也. (吉益南涯, 前揭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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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므로 통증이 있다.16)”14,17)라 하여 비교설명하고 있으며, 葛根

은 “과루근과 달리 기혈이 서로 부딪혀 순행하지 못한 소치로 설

사를 하게 된다.17)”
14,17)

라 하고 있다. 黃芪와 관련한 설명에서 특

징적인 것은 “운동장애가 있고 동통이 있으나 피부에 수기가 없

는 것은 황기로 치료해야 하며 방기로 치료하지 않는다. 신체와

사지가 붓는 것은 수기가 피부에 있는 것이니 방기를 쓸 수 있

다.18)”14,17)라 하여 腫은 水毒의 소치로 黃芪는 血을 치료하므로

皮膚가 疼重하나 腫하지 않으며 腫할 경우 防己와 같은 治水하

는 藥物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Table 10)

Table 9. The indic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Blood-the inside”

약 물 효 능 주 치
牧丹皮 血凝結 婦人宿有徵病 腸癰 小腹腫痞 少腹不仁 少腹拘急

桃仁 血停而不循 如狂 血自下 小腹急結 經水不利 漏下不止

牡蠣 下陷不循之血
驚 煩驚 煩燥 牡瘧 往來寒熱 

多寒小有熱或寒而不熱

龍骨 上攻不循之血 失精 譫語 一身盡重不可轉側 煩燥

蟅蟲 治乾血
腹滿 不能飮食 肌膚甲錯 面目黯黑 經水不利 

小腹滿痛

虻蟲 治瘀血
其人發狂 小腹應硬滿 小便自利 其人喜忘 消穀善飢 

經水不利

水蛭 蟅蟲水蛭之分末詳

Table 10 The indic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Blood-the outside”

약 물 효 능 주 치
瓜蔞根 身体强几几 熱脈反沈遲 小便不利 渴不嘔 虐病發渴

葛根 項背强几几 無汗 氣上衝胸  口噤不得語 下利

土瓜根 經水不利 少腹滿痛

赤石脂 便膿血

代赭石 心下痞硬 噫氣不除 

當歸
血滯

腹中刺痛 腹中㽱1 9 )痛 腹中痛及脇痛 漏下 下血 腹中痛 
氣上衝胸 厥寒

氣逆 吸吸少氣 寒 漏下 下血 氣上衝胸

芍藥
血滯

時痛 腹中痛 煩滿 心下滿痛 脚攣急 發汗後身疼痛 頭痛 
惡寒 疼痛 支節煩疼 沈重疼痛 身體不仁

氣急
腹滿 悸 衄 煩熱 急痛 煩滿 攣急 發汗 滿 心下急 

支節煩疼

桔梗
久久吐膿 咽痛(治腫痛) 

在腫痛在上者腫膿不成用之必有效

瓜蔞實
血滯 結胸按之則痛 胸背痛 心痛徹背

痰飮 喘急咳嗽 胸痺不得臥 胸滿脅下逆搶心

薏苡仁
血滯 身甲錯 胸中甲錯 一身盡痛

氣急 腹皮急 咳有微熱煩滿 發熱日晡所劇

滑石 渴欲飮水 小便不利

澤瀉 冒眩 小便不利 微熱 消渴 汗出而渴 水入則吐

人蔘

血凝結 心下堅 鞭 支結 腹中痛 疼痛

氣不得伸 痞 噫 煩 寒

血氣不伸 
飮食停滯 
水自滯

喜唾 下利 雷鳴 不欲飮食 咳唾涎沫不止

黃芪
血滯 身体重 身重 四肢聶聶動 身體不仁 腰髖弛痛 身疼重

氣急 發熱 汗出而渴 盜汗出 從腰以上必汗出 黃汗

16) 異瓜蔞者血不凝故不渴不强氣鬱滯雖滿 氣自通故痛也. (吉益南涯, 前揭

書, p16)

17) 異瓜蔞者氣血迫不得循環故致下利也. (吉益南涯, 前揭書, p17)

18) 云不仁 云疼重 皮膚不有水氣 則有黃芪無防己. 云身体腫 云四肢腫 水氣

在皮膚則加防己. 黃芪治血而不治水可以知矣. (吉益南涯, 前揭書, p21)

19) 국내 번역본에는 ?로 표시된 것으로 京都大學圖書館 소장본에 따라 표

기하였음.

水部에 소속된 藥物 중 관련 處方이 서술되어 있는 藥物의

主治證들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체내 수분이 정체되어 나타

나는 증상들로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첫째는 心下~

脇~臍腹까지 胸腹部의 滿한 증상이며 둘째는 四肢나 전신의 부

종이고 셋째는 短氣, 喘息, 咳嗽 등과 같은 호흡기증상을 들 수

있다.
17)

(Table 11)

Table 11. The indication of medical herbs in『Kigetusuiyakucho』

chapter “Fluid”

약 물 효 능 주 치

甘遂
心下痞硬引下痛 心下痛按之石硬 心下鞭 心下滿而硬痛 

自心下至少腹鞭滿而痛 少腹滿如敦狀

茯笭
身体重 心下逆滿 目眩 胸脇支滿 目眩 身爲振振搖 短氣 

臍下悸 四肢聶聶動 煩燥 短氣 眩悸 心下悸 頭眩 
心下滿微痛 小便不利 心胸中有停痰宿水 自吐出水 

瓜蔕 胸中痞硬 氣上衝咽喉 不得息 心中滿而煩

巴豆 心痛腹脹大便不通 腹脹滿卒痛

薤白
痰飮之候 喘息 咳嗽

閉血氣 胸痞 痛

葶藶 水在胸 喘 咳 支飮 胸滿脹 結胸

血氣急 不得臥 不得息 迫塞項亦强

半夏
留飮之候 心下有水 脇下鞭滿 腹中雷鳴

痰飮之候 咽中如有炙臠 咽中痛

枳實
結實之候 心堅 硬 滿痛 懸痛 熱痛

氣急之候 煩滿 脹滿 腹滿 胸滿

防己
支飮喘滿 心下痞堅 身重汗出 下重 四肢腫2 0 ) 水氣在皮膚 

腹滿 口舌乾燥 腸間有水 

麻黃 身疼 無汗 黃疸 一身腫

柴胡
水氣外襲 胸脇滿 胸下鞭滿 胸滿 結胸 支結 心下急 滿痛

血氣逆 往來寒熱 腹中痛 心煩

고 찰

이상에서 吉益南涯가 주장한 氣血水理論의 초기형태와 본질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氣血水 변증의 기준을 제시한 醫範
과 氣血水理論을 실제 약물의 분류에 적용한 氣血水藥徵을 
醫範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의학적 이론에 대

해 살펴보았다. 論者는 이 과정에서 吉益南涯의 氣血水理論의 학

술적 연원이 기존에 알려진 것18)보다는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

게 되었다.

그의 학술적 연원으로서 기존에 알려진 것은 그의 아버지인

吉益東洞으로, 그의 萬病一毒說을 간단히 요약하면 체내에 毒이

생긴 것이 질병이고 치료는 藥으로 病毒을 몰아내는 것이며 毒

이 없이 精만 虛한 상태는 病이 아니므로 음식만으로도 낫는다

고 하였다.4) 또한 東洞은 六經과 陰陽五行을 부정하면서 病因이

아니라 證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6)

, 藥의 溫熱凉寒

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5) 이러한 급진적인 吉益東洞의 의

학사상은 後藤慕庵(고토우 보안), 望月鹿門(모치즈키 로구몬), 畑

黃山(하타 코우잔)와 같은 당대의 醫家들로 하여금 반발을 사게

된다.19-21) 吉益東洞의 문하에는 田中愿仲(타나카 겐츄우), 村井琴

山(무라이 킨잔), 中西深齊(나카니시 신사이), 岺少翁(미네 쇼유

오우)등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으나 스승의 學說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을 뿐 초기의 醫說을 가다듬거나 정리하여 보충하지

20) 국내 번역본에서는 ‘四肢中’이라 표현되어 있으나 京都大學圖書館 소장

본에는 ‘四肢腫’이라 기록되어 있어 이에 따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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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19) 이러한 상황에서 吉益南涯는 氣血水學說을 제창함

으로서 父親의 學說을 수정하고 치료법에서도 부족한 면을 보충

하였다고 평가된다.
2)
東洞과 南涯의 醫學的 이론을 비교해 보면,

陰陽五行을 否定한 吉益東洞과 마찬가지로 吉益南涯의 이론에서

도 陰陽五行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전략)...

독이 심하에 있으면 비가 되고, 복부에 있으면 창이 되며...(중

략)...정강이에 있으면 쥐가 나며, 발에 있으면 각기병이 된다.21)"

라 하여 東洞은 毒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證이 달

라진다고 하였는데, 南涯 또한 毒의 所在를 중요시하여 氣血水로

분류한 藥物들을 다시 病位에 따라 나누고 있다.17)

그러나 醫範과 氣血水藥徵을 통해 살펴본 바 吉益南涯

의 이론은 東洞의 이론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吉

益東洞은 하나의 藥物에는 하나의 主治가 있어, 主治證이 없으면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主治證이 있으면 즉시 효과가 난다고 하

여, 主治證을 기준으로 藥物을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22)
處方의

主治는 君藥이 담당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傷寒論과 金匱要
略에서 藥物의 主治를 찾아냈다. 따라서 艾, 當歸, 川芎, 牧丹皮

와 같이 君藥으로 쓰인 적이 없는 藥物에 대해서는 主治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23) 반면, 吉益南涯는 그 藥物이 작용하는 所在, 三

物, 및 四態를 기준으로 藥物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東洞이 主治

를 알 수 없다고 한 藥物에 대해서도 氣血水藥徵에서 當歸는

血部-外位, 牧丹皮는 血部-內位, 茵蔯은 水部의 藥物로 각각 배속

하여 파악하고 있다. 虛實急逆으로 표현되는 四態, 表裏內外라는

所在의 개념, 一毒을 氣血水라는 三物로 구분한 것과 같은 이러

한 차이점이 단지 吉益東洞 이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는

것만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南涯의 이론이 東洞의 이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虛의 개념

이다. 吉益東洞은 邪氣가 盛한 것이 實이고 精氣가 不足한 것이

虛로, 實한 것은 病이지만 虛한 것은 病이 아니므로 곡식을 통해

다스려야 하며 病 때문에 허해진 것은 病毒이 풀리면 좋아진다

고 하였다.22) 반면 吉益南涯는 醫範에서 虛實急逆의 四態를 통

해 증을 살필 것을 주장한 것을 보아 虛의 개념을 고려하고 있음

을 이해할 수 있다.
16)

또한 氣血水藥徵에서도 石膏와 芒硝를

분류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열이 있으나 허실의 구별이 있

다.22)" 이라 하였고, 酸棗仁의 설명에 있어서도 “급역의 증상이

없는 허증23)”라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자는 기허하면서 혈

이 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황은 혈이 허하면서 기가 급한 것

이다.24)”, “팔미환증은 아랫배가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해지고, 궁

귀아교탕증은 월경과다 있는데 이것은 혈허의 증이다.25)”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虛證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四態는 병의 형태로서 氣血水藥徵에서 서술하고 있는 四

21) 入口者不出飮食 蓋留滯則爲毒 百病繫焉 諸證出焉 在心下爲痞 在腹爲

脹 在胸爲冒 在頭爲痛 在目爲瞖 在耳爲聾 在背爲救急 在腰爲痿躄 在脛

爲强直 在足爲脚氣. (李政桓ž白裕相ž丁彰炫, 약징(藥徵)을 통해 본 길

익동동 (吉益東洞) 의 의학사상 연구 I,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18(3) p176)

22) 供爲熱而有虛實之別. (吉益南涯, 氣血水藥徵, 京都大學電子圖書館, p3)

23) 無急逆之證而虛也. (吉益南涯, 前揭書, p5)

24) 附子氣虛血不循也, 地黃血虛氣急也. (吉益南涯, 前揭書, p7)

25) 八味丸證曰少腹不仁 弓歸膠艾湯證曰漏河下血 是血虛之證 (吉益南涯,

前揭書, p15)

態의 증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氣部에서는 發熱, 汗出, 心煩

등 上部의 熱證들은 氣急의 증후이고, 利, 下血, 厥등 下部의 寒

證은 氣逆의 증후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血滯한 상태가 더해지

면 통증, 구토의 증상이 보이고, 水滯하게 되면 땀이 나지 않거나

답답해하거나, 마실 것을 넘기지 못하게 되며, 血氣가 함께 急證

을 보일 경우에는 통증, 체온변화, 정신증상의 세 가지 증상이 대

표적으로 나타난다. 血部에서 血行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증상은

上下 방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上迫할 경우에는

氣鬱이 생기지 않아 번민이 없고 배꼽아래서부터 동계가 생기지

만, 下陷할 경우에는 氣鬱로 인해 번민이 생기고 가슴에서부터

동계가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血部의 약물은 乾血과 瘀血을 치

료하는데, 모두 월경부조의 공통증상이 있으나 瘀血의 경우에는

딱딱하게 굳으면서 통증이 있고 대변에도 변화가 생기며 정신적

이상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또한 血이 응체되면 강직과 갈증의

증상이 나타나며 氣血이 서로 부딪힐 경우 설사가 난다고 하였

다. 水部의 약물들의 주치는 세 가지(흉와부의 답답함, 부종, 호

흡기증상)로 대별할 수 있었다.

所在란 表裏內外로 醫範에서 表는 頭項背腰로 이어지는

인체의 뒷면을, 裏는 外體面目鼻口咽喉胸腹로 이어지는 인체의

앞면을 말하며, 內外란 出入과 관련한 공간적 구분으로 睛舌心骨

髓등은 內極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6)

따라서 表位에 해당하는 藥

物들이 다스리는 증상으로는 疼痛이나 체온 변화 등 체표나 근

육의 병변이 많았으며, 裏位의 藥物들은 주로 胸腹部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內位의 藥物들은 인체 내부에서 氣血

水가 急逆하거나 응결되어 생기는 문제들로 汗, 大小便, 經水와

같이 체액의 배출과 관련한 증상들이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吉益南涯는 虛의 개념, 四態와

所在 등을 통하여, 陰陽表裏寒熱虛實이라는 팔강변증 중에서 東

洞이 극렬하게 비판한 陰陽을 제외하고, 표리나 허실, 한열의 내

용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팔강변증의 범주가 완성된

것은 명·청대로24) 南涯보다 앞서 이 시기에 중국 의학을 받아들

여 일본으로 들여온 의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田代三喜(다시

로 산키)는 ‘음양, 한열, 표리 허실 변증’을 중시하여 이것으로서

약물을 선택하였으며, 그의 제자인 曲直瀨道三(마나세 도산)도

모든 병은 ‘虛實, 邪正, 冷熱, 內外’의 八要를 밝혀야 한다고 하여

팔강변증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吉益南涯도

중국 의서에서 직접 팔강변증을 인용한 것은 아니고, 田代三喜와

같은 일본 후세파를 통하여 재인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吉益南涯의 이론 중 三物은 氣血水를 말하는데, 南涯는 醫
範에서 변증을 위해서는 三物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고16), 氣血
水藥徵에서도 약물을 나누는 가장 큰 범주는 氣血水의 三物이

다.
17) 氣血水藥徵에서 藥物을 氣部, 血部, 水部에 배치한 기준은

그 藥物이 氣, 血, 水 중 어느 것을 치료하는가로 즉, 氣部에 소속

된 藥物은 血이나 水와 관련한 겸증이 나타나더라도 주된 효능은

氣를 치료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杏仁에 관한 설명을 보면

“행인은 기를 쫓는 것으로 수를 쫓지 못한다. 따라서 표에 수가

있으면 마황을 더해야 하고, 리에 수가 있으면 복령이나 정력자,

파두를 더해야 한다.26)”라고 하여 杏仁는 氣의 表位에 쓰는 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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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水滯하여 氣가 不暢되는 증에 사용하나 氣藥이므로 逐氣를

통해 그 증상을 치료한다. 水를 치료하고 싶다면 水部에 속하는

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桂枝와 관련한 설명에서도 “표의

수가 급할 경우 마황을 더하고, 혈이 급하면 작약을 더하며, 리에

수가 급하면 복령을 더하고, 혈이 급하면 부자나 인삼을 더한다.

모두 기가 급한 상태이다.27)”라 하여 桂枝는 氣가 表位에서 急한

것을 치료하는 藥物로, 表裏에 水血의 急狀이 있을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藥物을 배합하여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三物(기혈수)의 개념은 村井琴山을 비롯한 東

洞의 문하생들에게 父親의 萬病一毒說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

는다.
2)

특히 村井琴山 原診館七則解 중에 포함된 「水氣血」

편에서 表裏虛實로 雜病과 傷寒을 구별하고 氣血水 三物로 병의

원인을 찾는 학설이라 비판하고 있는데, 吉益南涯는 기혈수변
이라는 글을 통하여 이러한 비판이 자신을 오해한 것이라는 변

론을 하였다.8) 특히 기혈수 학설의 연원에 대해서 길익남애는

“附子逐水, 水蛭治血”이라는 藥徵의 구절을 氣血水학설의 근

거로 주장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내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

에 결코 부친의 학설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21). 그러나 실제로는 吉益南涯의 의학사상에는 기존에 古方

派와 대립되는 관계로 생각되는 後世派로 부터도 상당부분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後世派는 특히 朱丹溪의 영향

을 많이 받아서 雜病을 치료함에 있어 氣血痰鬱을 綱으로 삼고

六氣가 병이 되는 것을 目으로 삼았는데
25)

, 田代三喜의 이론에서

도 이러한 인식을 볼 수 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啓迪庵日
用灸法에서 三喜는 病의 內因에 관해 氣血痰(水毒) 三者의 所致

라고 하면서 氣血痰의 藥物을 분류하여 언급하고 있다.
26)
東洞의

萬病一毒說을 발전시켜 氣, 血, 水의 三物로 나누는 吉益南涯의

분류체계도 吉益 이전에 日本에서 유행하던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 사료되며, 당시에 이미 吉益南涯의 氣血水 이론이 田代三

喜의 이론을 모방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19)

그러나 氣血水라는 분류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田代三喜의

이론을 차용하였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이론은

매우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啓迪庵日用灸法에서 氣血痰病을

두루 치료하는 藥物로 배속된 甘草와 茯笭은 氣血水藥徵에서

는 각각 氣部와 水部의 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氣病의 약으로

분류된 人蔘은 氣血水藥徵에서는 血部에 배치되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痰病의 약인데 吉益南涯는 이 藥物들을 대부분 氣部-

裏位에 배속시켜 놓았다.
17)

이는 吉益南涯가 藥物을 氣血痰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氣血水로 바꾸면서 治痰에 속하는 약들을 氣部

로 옮겨 놓은 것으로, 朱丹溪는 ‘善治痰者, 不治痰而治氣’라고 하

여 痰을 치료하려면 氣를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5)

, 痰飮의

형성 원인 중 한 가지가 氣機의 鬱滯가 있는데24), 吉益南涯는 痰

을 치료하기 위해 治氣가 필요한 상황에 쓰는 藥物로 白朮, 厚朴,

生薑, 大黃과 같은 藥物은 氣部에 배속해 놓았고 治水가 필요한

26) 杏仁逐氣不能逐水 故表水者合麻黃之 在裏則合茯苓或葶藶或巴豆. (吉

益南涯, 吉益南涯, 氣血水藥徵, 京都大學電子圖書館, p13)

27) 在表水急則合麻黃 血急則合芍藥 在裏水急則合茯笭 血急附子或合人蔘.

皆有氣有急狀也. (吉益南涯, 前揭書, p13)

상황에 쓰는 半夏, 茯笭과 같은 경우는 水部에 배속해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17) 특히 田代三喜는 茯苓, 甘草, 白朮, 芍藥과 같은

藥物을 氣血痰 각 항목에 중복되게 사용하였으나, 吉益南涯는 藥

物의 氣血水 배속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전혀 없다.(Table 12)

Table 12. Differences in classification of medical herbs between

Dasiro-sanki's and Yosimasu-nangai's

啓迪庵日用灸法 氣血水藥徵

氣病
人蔘 白朮 陳皮 

茯苓 甘草
氣病

內
黃芩 黃連 石膏 芒硝 猪膽 白頭翁 
阿膠 礬石 橘皮 梔子 蜀漆 黃柏 

酸棗仁

裏
附子 大黃 乾薑 吳茱萸 地黃 

麥門冬 知母 細辛 生薑 厚朴 朮 
猪苓

表 甘草 大棗 杏仁 桂枝

血病
當歸 川芎 芍藥 
地黃 茯苓 甘草

血病

內
牧丹皮 桃仁 牡蠣 龍骨 蟅蟲 虻蟲 

水蛭

外
瓜蔞根 葛根 土瓜根 赤石脂 

代赭石 當歸 芍藥 桔梗 瓜蔞實 
薏苡仁 滑石 澤瀉 人蔘 黃芪

痰病

大黃 藿香 厚朴 
白朮 桔梗 茯苓 
半夏 芍藥 甘草 

生薑

水病
甘遂 茯苓 瓜蔕 巴豆 薤白 葶藶 
貝母 半夏 枳實 防己 麻黃 柴胡   

茵蔯 瓜子 芫花 大戟 五味子 香豉

이러한 차이는 氣血水라는 용어는 유사하지만 그 용어의 含

意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즉, 南涯는 氣血水의 三物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 朱丹溪나

田代三喜와 같이 병인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無形의 毒은 有形

의 三物에 편승하여 병을 일으킨다’16)고 하여 병인에 대한 관점

은 여전히 東洞의 一毒說을 계승하면서 一毒이 발병하는 病機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南涯는 一

毒의 병인이 발병하는 과정에서 毒이 氣血水 三物을 타고 病이

된다는 것으로, 吉益東洞과 같이 복진을 통해 毒의 所在를 파악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氣血水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변

증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것은 후대에 藤

平健과 小倉重成이 吉益南涯의 이론을 고대의 체액병리설이라

평가한 점
20)
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氣血水藥徵에서

는 현대의 한방병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氣證과 血證으로 대별

되는 氣血辨證과, 津液不足과 水液停滯의 양 방면을 개괄하는 津

液辨證의 개념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吉益南涯는 후세파의 이론 전체

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부친 吉益東洞과는 달리, 후세

파의 이론 중 陰陽五行과 같은 내용은 제외하고, 八綱과 津液辨

證 및 氣血辨證과 같은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八綱辨證과 氣血津液辨證으로부터는 毒의

소재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四態, 所在라는 개념으로

변용하였고, 특히 朱丹溪의 氣血痰鬱 이론을 氣血水로 변용함으

로써 一毒의 병기를 氣血水라는 三物로 세분화 하여 증을 판단

하고 약물을 분류하였다.(Fig. 9)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吉益南涯는 부친의 萬病一毒說을 계

승하였을 뿐 아니라, 후대 일본 의학계에서 後世派와 古方派의

이론적 절충을 도모하는 折衷派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필자들은 일견 기존 한의학 체계와

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치부되던 일본 古方派의 이론도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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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의학적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9. The schematic diagram of Qi-blood-fluid theory

결 론

이상에서 醫範과 氣血水藥徵을 통해 吉益南涯는 氣血水

이론을 살펴본 결과, 그의 이론은 吉益東洞의 고방파와 그 이전

일본의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후세방파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병의 所在와 상태를 살핌에 있어서 팔강변증의 중 한

열, 허실, 표리의 개념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氣血水藥徵에서

약물의 주치를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현대의 기혈진액변증의 내

용과도 유사한 점이 많았다. 또한 주단계의 기혈담울론을 도입하

여 약물을 기혈담으로 구분한 후세방파의 이론을 변용하여, 변증

과 용약에 있어서 기혈수의 구분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吉益南涯 이론의 기본 취지는 아버지 吉益東洞의 萬

病一毒說을 계승·발전시킨 다는 것에 있으므로, 東洞이 전면적으

로 부정한 음양오행의 개념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팔강변증과

기혈진액변증의 내용도 毒의 소재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

용하고 있다. 또한, 病因論的 개념인 후세방파의 기혈담 이론을

病機論的인 기혈수 이론으로 변용함으로써 새로운 體液病理說을

만들어 오늘날 日本 漢醫學의 氣血水진단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

로 사료된다.

향후 氣血水藥徵과 함께 吉益南涯의 學說을 확정지었다고

하는 觀證辯疑, 方庸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氣血水 理論이

기존 한의학 이론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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