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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diagnosis of observing face color by Dongeuibogam

Min-Jung Kim · Won-Hwan Park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observing face color in the Dongeuibogam and the other things to know when 
we observe face color.

Methods
We used Deyuk Dongeuibogam of Dongeuibogam publishing company from original photographic edition.

Results
➀ In all section(ex. Naekyungpyeon, Oehyeongpyeon and Japbyoungpyeon), the chapters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ere fifty-one. In Naekyungpyeon, the chapters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ere nineteen(37%). 
In Oehyeongpyeon, the chapters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ere ten(20%). In Japbyoungpyeon, the 
chapters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ere twenty-two(43%).
In all section(ex. Naekyungpyeon, Oehyeongpyeon and Japbyoungpyeon), the statements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ere three-hundred and nine. In Naekyungpyeon, the statements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ere sixty-four(21%). In Oehyeongpyeon, the statements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ere fifty-two(17%). 
In Japbyoungpyeon, the statements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ere one hundred ninety-three(62%).
➁ In each chapter, the number of statement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as studied. Pediatric Chapter 
(75) were the most common, followed by The way of finding the cause of a disease (27) Face (26) Cold (24) 
Weak&Fatigue (12) Phlegm, Jaundice (8) Nose, Worm, Chronic indigestion (7) Mouth&Tongue, Woman, Stool 
(6) Bodyshape, Liver, Heart, Kidney, Cough (5) Eye, Carbunculosis (4) Blood, Voice, Spleen, Lung, Chest, Fire, 
Edema, Detoxification (3) in order.
➂ In each section(ex. Naekyungpyeon, Oehyeongpyeon and Japbyoungpyeon), the rate of chapter related with 
observing face color was studied. Naekyungpyeon(73%) was the highest. Japbyoungpyeon(61%). 
Oehyeongpyeon(38%) was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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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 importance of each chapter for observing face color in the Dongeuibogam was studied. In addition, the 
entire ocular inspection, the part ocular inspection, moisture and the difference of skin according to the personal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There are not only the important parts of the past that does not mean but 
also the unimportant parts of the past that are meaningful now. Additional studies will be needed for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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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진단법에는 望問聞切의 四

診이 있다. 이 중에서 望診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望診은 觀形과 察色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얼굴과 체형 등의 모양을 보는 것이 

觀形이며, 색과 윤택 등을 보는 것이 察色이다. 

望診은 일반적으로 神과 氣, 動態를 살피는 것까

지를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顔面에 대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顔面은 인체에서 가장 드러

난 곳으로 陽氣가 집중된 곳이며 인체의 經氣가 집

중적으로 모여있으므로 가장 예민하게 내부를 반영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1)

<黃帝內景>2)에서는 望診의 중점이 面部와 眼

精의 五色變化와 浮沈 聚散 澤夭 明暗등을 살피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難經 61難>에서는 “望而

知之  望見其五色 以知其病”3)이라고 하였다. 이

것을 보면 진한시대까지의 한의학에선 望診이 주로 

색을 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안면부의 

색을 주로 관찰했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望面

1) 장 용 외 3인. 望診에서 鼻 形態의 요성 연구. 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 20(1).
2) 洪元植, 尹暢烈 編著. (증보) 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년. p.119.
3) 唐湘淸 編著. 難經今釋. 臺北市, 正中書局. 1983년. p.229.
4) 안규범, 윤창열. 靈樞·五色에 수록된 顔面望診法의 臨床 

適用. 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9; 18(1).

色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望面色과 관련된 논문들은 望面色의 

원리와 察色部位의 중요성, 질병과의 상관관계와 

관한 연구를 위주로 해왔다. 그 중 안색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나 체질에 따른 생리, 병리 차이에 대한 연

구들은 아직 그 수가 다른 주제에 대한 논문보다 

적은 편이다.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金6)이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안색과 혈행의 상관성 관계를 연구

하였고, 유7)는 허약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아의 안면

부위별 안색을 관찰하였으며, 朴8)은 안색을 이용한 

소아 선천성 심질환 진단을 연구하였고, 李9)10)는 

안면 색윤 분석을 통한 신장 기능 측정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또한 신장질환 진단을 위한 안면부의 찰

색과 신장 기능과의 상관성 분석에 관해 연구한 것

5) 魯鎭宇. 靈樞·五色에 對한 硏究. 우석 학교 박사학  논문. 

2007년.
6) 김은주 외 6인. 30-40  한국 여성의 안색과 행의 상 성 

연구. 한한의정보학회지 . 2008; 14(2).
7) 유선애, 이승연. 虛弱을 主訴로 내원한 患兒의 임상  특징과 

診斷法에 한 연구 – 顔色과 舌診을 심으로. 한한방소

아과학회지. 2002; 16(2).
8) 朴守道. 얼굴 특징 추출  색상 분석을 이용한 소아 선천성 

심질환 진단에 한 연구. 한밭 학교 정보통신 문 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학 논문. 2009년.
9) 이세환, 조동욱, 강응택. 안면 색윤(色潤) 분석을 통한 신장 

기능 측정 방법 제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10; 35(7).
10) 李世睆. 신장질환 진단을 한 안면부의 찰색과 신장 기능과

의 상 성 분석에 한 연구. 한밭 학교 정보통신 문 학

원 컴퓨터공학과 박사학 논문.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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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볼 수 있다.

四診에 있어 望診이 우선이고 그 중에서 望面色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東

醫寶鑑>11)條文을 바탕으로 望面色이 어느 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望面色에 

대한 各門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

제 진단에 있어서 望面色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동의보감의 各門의 중요도가 

지금에 와서는 타당한지, 지금에 와서 살펴야 할 다

른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본론

Ⅰ) 硏究方法

➀ <東醫寶鑑>12)에서 ‘望, 形, 觀, 擦, 色, 診, 

面, 顔, 眼, 鼻, 脣, 口’ 12글자를 검색용어로 

정하고, 해당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條文을 

모두 검색한 다음, 面色에 해당하지 않는 부

분은 제외하였다.

➁ 여기서 面色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굴로 한정

하고, 눈, 코, 입은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만 

포함시켰다. 

➂ 피부의 윤택부분은 面色의 개념에 포함시켰

다.

➃ 처방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였다.

➄ 피부병으로 인한 색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시켰다.

➅ 검색용어로 사용한 것 외에 해석상 면색에 관

련된 내용이 나올 경우 가능한 연구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11) 허  지음. 역 동의보감. 윤석희,김형  외 옮김. 경남, 

동의보감출 사. 2006.
12) 상게서. 

⑦ <東醫寶鑑>13) 목차의 각 門의 제목은 臟腑, 

虛實, 表裏, 寒熱, 病因, 其他 6가지로 나눠서 

분류하였다.

Ⅱ) 硏究內容

1. 望面色에 대한 各問의 重要度

望面色에 대한 各問의 중요도는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관련된 門과 條文 수를 

<東醫寶鑑>14)의 목차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추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의 望面色에 관련

된 모든 門에서 각 編의 門의 비율을 확인하였고, 

望面色에 관련된 모든 條文에서 각 編의 條文의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

체에서 어느 門의 條文 수가 많은지에 따라 중요도

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編의 모든 門에서 

望面色에 관련된 門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관

련된 門은 총 51개로서, 內景編의 경우 望面色에 

관련된 門이 19개로 37%, 外形編은 10개로 20%, 

雜病編은 22개로 43%의 비율에 해당함을 알 수 있

었다.

13) 상게서.
14)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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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관

련된 모든 條文은 총 309개로서, 內景編의 경우 望

面色에 관련된 條文이 64개로 21%, 外形編은 52개

로 17%, 雜病編은 193개로 62%의 비율에 해당함

을 알 수 있었다.

內景編과 雜病編의 門이 19개와 22개로 그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각 編의 해당 條文 수를 보면, 

雜病編이 193개로 內景編의 3배에 달했다. 

1) 內景編 중 望面色 언급 門 

內景編중에서 身形 精 氣 神 血 夢 聲音 語 

津液 痰飮 五臟六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附 胃腑 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胞 蟲 

便 大便 총 26개 門 中에서 身形 精 神 血 語 

津液 痰飮 五臟六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附 胃腑 胞 蟲 便 大便 19개 門이 언급 되어서 

총 26門중 73%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타났다.

2) 外形編 중 望面色 언급 門 

外形編중에서 頭 面 眼 耳 鼻 口  牙齒 咽喉 

頸  背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脈 筋 骨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총 26개 門 中에서 面 眼 耳 

鼻 口  咽喉 胸 腹 脇 毛髮 10개 門이 언급되어서 

총 26門 중 38%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타났다.

3) 雜病編 중 望面色 언급 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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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病編中에서 天地運氣 審病 辨證 診脈 用藥 

吐 汗 下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虛勞 癨亂 嘔吐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 瘧疾 瘟疫 邪祟 癰疽 

臍瘡 諸傷 解毒 救急 怪疾 雜方 婦人 兒 총 36개 

門 중에서 審病 辨證 用藥 風 寒 暑 濕 火 虛勞 

癨亂 嘔吐 咳嗽 積聚 浮腫 黃疸 瘟疫 癰疽 臍瘡 

解毒 救急 婦人 兒 22개 門이 언급되어서 총 36 

門 중 61%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으로 나누어 

面色에 관련된 門의 갯수와 各門의 及條文의 갯

수를 확인하였다.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가장 많은 條

文이 언급된 門은 兒(7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이 審病(27) 面(26) 寒(24) 虛勞(12) 痰飮, 黃疸(8) 

鼻, 蟲, 積聚(7) 口  婦人 大便(6) 身形, 肝, 心, 

腎, 咳嗽(5) 眼, 癰疽(4) 血, 語, 脾, 肺, 胸, 火, 

浮腫, 解毒(3) 순이었다. 

또한 각 編에서 望面色에 언급한 門이 각 編의 

전체 門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알아본 결과 內景

編이 약 73%, 雜病編이 약 61%, 外形編이 약 38%

임을 알 수 있었다.

2. 望面色에 대한 各門의 특징과 내용

1) 臟腑 

(1) 內景編

[神] 

➀ [神統七情傷則爲病]15) 에서는 神이 七情을 

거느리므로 神이 상하면 병이 된다. 五臟에는 각각 

神이 있어서 해당하는 감정이 지나치는 경우에 그 

神이 상하여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색의 변화를 오장기능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고 五臟은 神臟으로서 神의 변화는 五

臟에 영향을 준다. 정서도 기의 움직임이라는 측면

에서 七情을 氣門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神門이 인

지와 감정의 측면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

다. 心主神明 心主血脈하므로 神의 변화는 혈맥의 

변화를 수반하고 이것은 맥과 안색으로 관찰할 수 

있다.16)

15) 허 , 게서. 靈樞曰心怵惕思慮則傷神神傷則恐懼自失

破군#脫肉毛悴色夭死于冬脾憂愁而不解則傷意意傷則

悗亂四肢不擧毛悴色夭死于春肝悲哀動中則傷魂魂傷

則狂忘不精不精則不正當人陰縮而攣筋兩脇骨不擧毛

悴色夭死于秋肺喜樂無極則傷魄魄傷則狂狂者意不存

人皮革焦毛悴色夭死于夏腎盛怒而不止則傷志志傷則

喜忘其前言腰脊不可以俛仰屈伸毛悴色夭死于季夏

16) 姜小正. 東醫寶鑑의 望診에 나타난 의학  시선. 경원

학교 석사학  논문.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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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貫子·內業>17)에서는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모

습이나 색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고, <內景知

要>18)에서는 精明은 눈에서 드러나고 五色은 얼굴

에서 드러나니 모두 氣의 華라고 하여 주로 神은 

눈과 얼굴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하였고, <素問 六

節臟象論>19)에서는 心은 生의 근본이고 神이 머무

르는 곳으로 그 외부적인 특징은 면부로 발현되어진

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神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20)

[ 語] 

➀ 肺의 병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

이 하얗고 재채기를 잘하며 슬퍼하고 수심에 쌓여 

우울해 있고 울려고만 하는 것이다. 肺의 병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 빛이 허옇고 재채기를 

잘하는 것이다. 腎에 병이 생기면 얼굴빛이 거멓게 

되고 잘 무서워하며 자주 하품한다.21)

神은 인체의 動作이나 形態, 反應能力, 語, 聲

音, 눈빛, 얼굴색, 脈, 기타 여러 가지 정신 증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다.22)

[五臟] 

➀ [五臟有官] 

입술은 脾에 속한 기관이므로 脾에 병이 생기면 

입술이 누렇게 된다. 혀는 心에 속한 기관이므로 心

에 병이 생기면 혀가 가드라들어 짧아지며 광대뼈 

부위가 벌겋게 된다. 귀는 腎에 속한 기관이므로 腎

17) 漢文大系. 管子纂詀(卷十六). 東京, 當山房發行. 1984년. 

p6-7.
18) 李仲梓. 內經知要. 中國, 新文豊出版公司. p25.
19) 金光浩.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對한 

硏究.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99년. p31.
20) 김용찬, 강정수. 望神에 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 18(4).
21) 허 , 게서. 難經曰肺外證面白善嚔悲愁不樂欲哭  難經

曰腎病面黑善恐數欠 難經曰肺外證面白善嚔 
22) 김용찬, 강정수. 상게서.

에 병이 생기면 광대뼈 부위와 얼굴이 거멓게 되고 

귀가 몹시 마른다고 씌어 있다.23) 

그러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분은 이마를 天庭

이라고 하는데 心에 소속시키고 턱은 地閣이라고 

하는데 腎에 소속시키고 코는 얼굴 한가운데 있으

므로 脾에 소속시키고 왼쪽 뺨은 肝에 소속시키며 

오른쪽 뺨은 肺에 소속시켰다. 이것이 얼굴에 있는 

五臟에 해당한 부위인데 그 곳의 빛을 보고 어느 

臟器의 병이 있는가를 갈라낸다. 

[肝] 

➀ [肝病證] 

肝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퍼렇고 손톱이 마른

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얼굴빛이 퍼렇고 성을 잘내는 것이다.24)

望診에서 顔面의 색을 간략하게 靑, 赤, 黃, 白, 

黑의 5가지로 파악했다. 이런 이유로 望色을 五色

診이라고 하며 五色의 변화는 面部에 가장 잘 표출

되고 面部와 臟腑 經絡은 상응한다. 五色診法은 

陰陽五行學說을 運用하여 五臟을 五行五色의 이

론에 配屬시켜서 임상에 적응하여 결과를 도출해내

는 진단방법이다.25)

[心] 

➀ [心傷證] 

心이 傷하면 몹시 피로하고 勞困하며 머리와 얼

굴이 벌겋게 되고26)

[心病證] 

心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벌겋고 絡脈으로 피

23) 허 , 상게서. 口脣者脾之官也.脾病者脣黃舌者心之官也.

心病者舌卷短顴赤耳者腎之官也.腎病者顴與顔黑耳焦

枯 

24) 상게서. 肝熱者色蒼而爪枯 外證善潔面靑善怒  

25) 金璋顯. 電算化 診斷의 Database 구축을 한 小兒觀形察色

에 한 硏究. 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 15(1).
26) 허 , 상게서. 心傷者其人勞倦則頭面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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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나간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벌

겋고 입이 마르며 잘 웃는 것이다.27)

[脾] 

➀ [脾病證]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이 누렇고 脾에 

열이 있으면 누런빛이 나타나고 살이 벌레가 기어가

는 것처럼 실룩거린다. 28)

[肺] 

➀ [肺病證] 

肺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허옇고 머리털이 바

스러진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이 허옇

다.29)

[腎] 

➀ [腎病證] 

腎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거멓고 이가 마른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이 거멓고 잘 무서워

하며 자주 하품하는 것이다.30)

腎病에 관해서는 李가 신장 기능과 안색과 상관

관계 연구가 있으며 색윤 부분도 같이 언급했다.

[膽] 

➀ [膽傷證] 

얼굴빛이 퍼렇고 희게 되는 것은 膽이 무서움을 

받은 것이다.31) 肝膽이 臟腑相合이라 나타나는 색

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胃] 

➀ [胃絶候] 

27) 허 , 게서. 心熱者色赤而絡脈溢也 外證面赤口乾善笑

28) 상게서. 外證面黃 脾熱者色黃而肉蠕動

29) 상게서. 肺熱者色白而毛敗 外證面白 

30) 상게서. 腎熱者色黑而齒枯 外證面黑善恐數欠 

31) 상게서. 面靑脫色膽受怖也

胃는 足陽明인데 그 氣가 끊어지면 입술과 눈이 

푸들거리고 잘 놀라며 허튼 말을 하고 얼굴이 누렇

게 된다.32) 脾胃가 臟腑相合이라 나타나는 색이 유

사한 것으로 보인다.

[胞] 

➀ [血閉]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생각하면 心이 傷하여 血

이 치밀어 오르거나 부족해지기 때문에 얼굴빛이 

먼저 나빠지고 월경이 중단된다.33)

神門에서 말했듯이 지나친 정서는 안색에 영향을 

미치며 여자의 경우 面과 함께 任脈線上에 있는 胞

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大便]

➀ [脾泄] 

脾泄이란 팔다리와 몸이 무겁고 중완이 묵직하며 

얼굴이 누렇게 시들고 배가 약간 그득한 것이다.34)

➁ [腎泄] 

腎泄이란 복통이 일정한데가 없고 이질 같으며 

뼈가 약해지고 얼굴빛이 컴컴하며 다리가 때로 시리

고 尺脈이 虛弱한 것이다.35)

➂ [白痢] 얼굴이 약간 거멓고 뼈에 힘이 약한 

증상이 나타나면 腎이 虛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36)

이를 통해 설사를 할 때 얼굴색을 보고 脾와 腎 

중 어디의 虛證인지 구별할 수 있다.

(2) 外形編

[面] 

32) 상게서. 胃爲足陽明其終者口目動作善驚妄言色黃.
33) 상게서. 憂愁思慮則傷心而血逆竭故神色先散月水先閉 

34) 상게서. 脾泄者肢體重着中脘有妨面色萎黃腹肚微滿 

35) 상게서. 腎泄者腹痛無定處似痢骨弱面黧脚下時冷尺脈

虛弱者是也 

36) 상게서. 其證面色微黑骨力羸弱的見腎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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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明 部位] 

이마를 天庭이라고 하는데 心에 소속시키고 턱

은 地閣이라고 하는데 腎에 소속시키고 코는 얼굴 

한가운데 있으므로 脾에 소속시키고 왼쪽 뺨은 肝

에 소속시키며 오른쪽 뺨은 肺에 소속시켰다. 이것

이 얼굴에 있는 五臟에 해당한 부위인데 그 곳의 

빛을 보고 어느 臟器의 병이 있는가를 갈라낸다.37)

명당(明 )에 나타나는 5가지 빛깔을 보고 병을 

판단하는데 明 은 코를 말한다. 明 의 빛이 검푸

르면 아픈 증상이고 누러면서 벌거면 熱症이며 허

연 것은 寒證이다.

脈을 짚어 보면서 精明을 보고 5가지 빛깔을 보

아서 五臟이 實한가 虛한가 六腑가 강한가 약한가 

몸이 든든한가 허약한가를 판단한 다음 이것을 상호 

참작하여 죽겠는가 살겠는가 하는 예후를 결정할 

수 있다. 

➁ [面病 屬胃] 

얼굴병은 주로 胃에 속한다. 胃에 風熱이 들어오

면 얼굴이 붓거나 얼굴과 코에 자줏빛이 나고 혹 

風刺나 두드러기가 돋고 얼굴이 달거나 시리기도 

한데 그 경맥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치료하여야 

한다.38)

➂ [面熱] 

어떤 환자가 얼굴이 달면서 脈이 洪大하고 힘이 

있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陽明經은 

血도 많고 氣도 많은 경맥인데 영양분 많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열이 몰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39) 

37) 허 , 게서. 額爲天庭屬心頦爲地閣屬腎鼻居面中屬脾

左頰屬肝右頰屬肺此五藏部位也察其色以辨其病 五色

獨決于明堂明堂者鼻也明堂之色靑黑爲痛黃赤爲熱白

爲寒 切脈動靜而視精明察五色觀五藏有餘不足六府强

弱形之盛衰以此參伍決死生之分

38) 상게서. 故面病專屬於胃其或風熱乘之則令人面腫或面

鼻色紫或風刺癮疹或面熱或面寒隨其經證而治之

➃ [面有五色] 

肝病 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퍼렇게 

되고 성을 잘 내는 것이다. 心病 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벌겋게 되고 잘 웃는 것이다. 脾病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누렇게 되고 

트림을 잘하는 것이다. 肺病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이 허옇게 되고 재채기를 잘하는 것이

다. 腎病 때에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시꺼

멓게 되고 무서워하며 하품을 잘하는 것이다.40) 

足厥陰經脈의 병 때에는 얼굴에 기미가 끼고 생

기가 없다. 足 陽經脈의 병 때에는 얼굴에 기미가 

약간 낀다. 手厥陰經脈의 병 때에는 얼굴이 벌겋게 

된다. 足 陰經脈의 병 때에는 얼굴이 숯처럼 꺼멓

게 된다. 足陽明經脈의 병 때에는 얼굴이 꺼멓게 

된다.41)

➄ [面戴陽症] 

諸病面赤雖伏火熱禁不得攻裏 面戴陽 浮火

所衝也又曰面戴陽 面雖赤而不紅活乃下虛也

➅ [面部凶證] 

面腫色瘡黑 死 面黑脣靑 死面靑脣黑 亦死

3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門이다. 크게 5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察色을 위한 觀察部

位를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 얼굴은 胃와 관련된 

陽明病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셋째, 五臟病의 빛이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넷

째, 戴陽證은 얼굴이 벌겋더라도 胃熱이 아니라 虛

熱이기 때문에 속을 쳐서는 안됨을 설명하고 있다. 

39) 상게서.  一人患面熱脈洪大而有力此乃陽明經多血多氣

因膏粱積熱

40) 상게서. 肝外證面靑善怒心外證面赤善笑脾外證面黃善

噫肺外證面白善嚔腎外證面黑善恐欠 

41) 상게서. 足厥陰之脈病面塵脫色足少陽之脈病面微塵手

厥陰之脈病面赤足少陰之脈病面黑如炭色足陽明之脈

病顔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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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검푸른 얼굴색이 凶證임을 설명하고 있다.

[眼]

➀ [肉輪] 

이때의 증상은 눈두덩이가 벌겋게 붓고 흐릿하게 

보이며 눈물이 많이 나오고 속눈썹이 까부라져 눈을 

찌르기 때문에 깔깔하고 아프며 눈알에 血이 진

다. 이때에는 脾를 조리하면서 시원하게 하는 약을 

쓰는 것이 좋다.42) 

➁ [通治眼病藥] 

脾家가 열을 받으면 눈두덩이가 벌겋게 붓는

다.43)

눈두덩이가 벌겋게 붓는 것이 특징이며 脾熱이 

있을 경우에 나타난다.

[耳]

➀ [勞聾] 

그 증상은 뺨의 광대뼈 부위가 거멓게 되고 귀바

퀴가 마르며 때가 낀다.44)

귀는 腎의 外屬이며 腎虛, 精虛 할 경우 五色診

法 上 검은색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口 ] 

➀ [口唇屬脾] 

血이 허하면 華色이 없고 六腑의 精華는 입술 

둘레에 나타난다.45) 

➁ [視唇 占病] 

脾나 肺의 병을 오래 앓으면 허약해져 입술이 허

옇게 된다. 脾가 입술을 주관하므로 입술이 허여면

42) 허 , 게서. 其候眼胞赤腫昏蒙多淚倒睫澁痛瘀血侵睛

宜疎醒脾藥

43) 상게서.  脾家受熱則眼胞赤腫

44) 상게서. 其候頰顴色黑耳輪焦枯受塵垢

45) 상게서. 血虛則無色六府之華在脣四白 

서 윤기가 있으면 예후가 좋고 입술이 허여면서 마

른 뼈같이 되면 죽는다. 血氣가 虛하고 冷氣가 침범

하면 입술이 퍼렇게 된다. 그리고 이마가 검으면서 

입술이 퍼런 것은 寒症이다. 입술과 입 안이 다 붓고 

벌건 것은 열이 몹시 심한 것이고 입술과 입이 다 

퍼렇고 검은 것은 찬 기운이 몹시 傷한 것이다.46) 

입술은 脾에 해당하고 입술둘레는 六腑에 해당하여 

察色의 지표가 되고 있다.

[鼻] 

➀ [鼻齄] 

열이 오랫동안 몰려 있으면 코끝이 붉어진다. 콧

마루가 붉어지는 병이 생길 때에 더운 기운을 만나

면 벌겋게 되고 찬 기운을 만나면 거멓게 된다.47) 

술을 마셔 코끝이 붉어지는 것은 血의 熱이 肺로 

들어갔기 때문이다.48) 

➁ [鼻色占病] 

코의 빛깔을 보고 병을 알아내는 것<영추>에는 

코끝의 빛깔이 퍼런 것은 아픈 증상이 있는 것이

고 코끝이 거먼 것은 虛勞症이며 벌건 것은 風症이

다. 누런 것은 대변보기가 힘든 증상이 있는 것이고 

빛이 선명한 것은 留飮이 있는 것이다고 씌어 있

다.49) 

코 빛이 퍼렇게 되면 배가 몹시 아픈데 몸이 찬 

사람이면 죽는다.50) 

코끝이 약간 허연 것은 피를 많이 흘린 것이고 

벌건 것은 피에 열이 있는 증인데 이런 증상은 술을 

46) 상게서. 脾肺病久則虛而脣白 脾主脣脣白而光澤者吉白

如枯骨者死 血氣虛怯爲冷所乘則脣靑又額黑脣靑爲寒 

脣口俱腫赤者是熱極也脣口俱靑黑者寒極也

47) 상게서. 鬱熱久則見於外而爲鼻齄準赤之候得熱則紅得

寒則黑 

48) 상게서. 酒齄鼻乃熱血入肺 

49) 상게서. 靈樞曰鼻頭色靑爲痛色黑爲勞色赤爲風色黃者

便難也色鮮明者有留飮也 

50) 상게서. 鼻色靑腹中痛苦冷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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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많다.51) 

望診 察色에 있어서 鼻, 眼, 印 의 중요성에서 

보면 <靈樞 五色編>에 “五色獨決於明 乎”52)라 

하여 明 에서만 五色을 결정하는 것인지를 물은 

것을 보면 그만큼 察色에 鼻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육체적인 氣血의 흐름을 살펴보는 

핵심장소가 鼻임을 증명한다. 근래의 中醫診斷學

에서는 胃氣의 盛衰를 鼻에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병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실제 임상

에서도 鼻의 색이 탁하고 어두우면 소화기계의 순

환은 매우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다.53) 鼻는 바로 

얼굴의 중앙에 자리 잡아 脾臟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위치가 될 뿐만 아니라 鼻와 그 둘레는 또한 

五臟의 상태를 겉으로 비춰주는 척도가 된다. 五臟

의 신호는 모두 鼻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鼻를 

인체의 거울 중의 거울이라고도 한다.54)

[胸] 

➀ [悸心痛] 

心이 傷한 데다 일을 지나치게 하면 머리와 얼굴

이 벌게지고 뒤가 무직하며 가슴 속이 아프고 답답

하며 熱이 나고 배꼽 부위에서 脈이 뛰는데 그 脈은 

弦하다55)

➁ [熱心痛] 

熱이 몰려서 心을 침범하였거나 暑毒이 심에 들

어가서 얼굴과 눈이 붉고 누르며 몸에 熱이 나고 

煩躁해 하며 손바닥이 달고 대변이 굳어진다.56)

51) 허 , 게서. 鼻頭微白者亡血也赤者血熱也酒客多有之 

52) 河北醫學院. 前揭書. p84.
53) 장 용, 강정수, 김병수. 望診 察色에 있어서 鼻, 眼, 印堂의 

요성. 학교 한의학연구조 논문집. 2010; 19(1).
54) 장 용 외 3인. 게서.
55) 허 , 상게서. 心傷者勞役則頭面赤而下重心中痛而自煩

發熱臍上跳其脈弦

56) 상게서. 積熱攻心暑毒入心面目赤黃身熱煩躁掌中熱大

便堅

心熱로 인한 증상으로 인해 얼굴이 붉어짐을 알 

수 있다. 心門에서 보면 心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다. 

[腰]

➀ [腰痛凶證] 

허리가 아프다가 갑자기 얼굴에 붉은 점이 나타

나고 인중이 검어지면 죽는다.57) 

[脇]

➀ [脈法] 

간맥이 하면서 長하고 얼굴빛이 푸르지 않은 

것은 떨어져서 상한 병인데 만일 궂은 피가 옆구리 

밑에 있으면 숨이 차한다58)

간맥이 軟하면서 散하고 얼굴에 윤기가 있는 것

은 溢飮病이다. 일음이라는 것은 목이 말라 물을 

갑자기 많이 마셔 물 기운이 창자에서 넘쳐 힘살과 

살갗 사이에 들어간 것이다.59)

(3) 雜病編

[審病] 

審病이란 辨證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가 환자

의 병을 살피는 예비 작업에 해당한다. 審病門의 

대부분의 내용은 의사의 눈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 병정에 대해 살피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다.60)

➀ [診病之道]

병을 진찰하는 방법에서는 얼굴빛은 五行에 소속

57) 상게서. 腰痛面上忽見紅點人中黑者死

58) 상게서. 肝脈搏堅而長色不靑當病墮若搏因血在脇下令

人喘逆

59) 상게서. 肝脈軟而散其色澤者當病溢飮溢飮者渴暴多飮

而溢入肌皮腸胃之外也

60) 姜小正.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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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脈은 陰陽에 소속시키는 것이다 하여 얼굴

빛과 脈을 반드시 참작하여 서로 맞는가 보아야한

다고 하였다.

➁ [明 察色]

五臟의 氣가 이미 傷했다면 顔色이 반드시 어둡

고 초췌하며 顔色이 어둡고 초췌하다면 반드시 죽

는다. 주해에서 顔色이 어둡고 초췌하다는 것은 생

사의 길흉을 나타내는 이상 징후이다. 顔色은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五臟은 정신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없어지면 五臟이 傷하고, 

五臟이 傷하면 그에 따라 顔色이 달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61)

➂ [五色占吉凶] 

5가지 빛으로 예후를 판단하다에서는 어떤 색이 

좋은 색인지 나쁜 색인지 구별해 놓았다. 

➃ [占新久病]과 [可治難治證]에서는 얼굴 빛이 

변하지 않고 얼굴에 윤택한 빛이 나타나면 갓 생긴 

병이므로 쉽게 낫고 얼굴 빛이 변하였고 얼굴빛이 

윤택하지 않으면 오래된 병이라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밖에 [察病玄機] [病有五邪] [雜病占死候] 등

에서 색으로서 병의 부위를 알아보는 법을 소개해 

놓았다.

[積聚]

➀ [論五積六聚] 

肝積 때에는 얼굴빛이 퍼렇게 되고 이것은 왼쪽 

옆구리 밑에 생긴다. 心積 때에는 얼굴빛이 벌겋게 

되고 이것은 명치 밑에 생긴다. 脾積 때에는 얼굴빛

61) 허 , 게서. 五藏已敗其色必夭夭必死矣註曰夭謂死生

異常之候也色者神之旗藏者神之舍故神去則藏敗藏敗

則色見異常之候也

이 누렇게 되고 이것은 中脘에 생긴다. 肺積 때에는 

얼굴빛이 허옇게 되고 이것은 오른쪽 옆구리 밑에 

생긴다. 腎積 때에는 얼굴빛이 거멓게 되고 이것은 

腹에 생긴다.62) 

五臟積에 따라 外證이 달라짐을 설명하였다.63)

[浮腫]

➀ [可治不治證] 

부종이 있으면서 입술이 검게 되는 것은 肝이 상

한 것이고 缺盆이 편평해지는 것은 心이 상한 것이

며 배꼽이 도드라져 올라오는 것은 脾가 상한 것이

고 발바닥이 펀펀해지는 것은 腎이 상한 것이며 등

이 편평해지는 것은 肺가 상한 것인데 이것들은 다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이다.64)

입술이 붓고 이빨이 검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65) 

갑자기 입술이 부으면서 검푸르게 되는 것은 위

험하다.66) 

[ 兒]

➀ [ 兒病難治]

兒의 體와 身이 아직 완전히 발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진료하기에 望診이 가장 정확하

며 잘 표현된다. 望診에서의 觀形은 形體가 살이 

쪘는가 여위었는가. 신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

는 것이며, 察色은 臟腑에 소속된 해당부위의 색깔

이 좋은가 나쁜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➁ [面上形證歌], [ 兒病難治]에서 보면 兒

62) 상게서. 肝積面靑脈弦而長定在左脇下 心積面赤脈數而

實定在心下 脾積面黃脈大而虛定在中脘 肺積面白脈數

而浮定在右脇下 腎積面黑脈寸口大實定在小腹

63) 姜小正. 게서.
64) 허 , 상게서. 與夫脣黑傷肝缺盆平傷心臍突傷脾足心平

傷腎背平傷肺皆爲不治之證 

65) 상게서.  脣腫齒焦者死

66) 상게서. 卒脣腫而蒼黑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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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 부위에 나타난 색에 따라 그 병을 분류해두

었다. 그 밖에 撮口, 臍風, 客忤, 中惡, 夜啼, 解顱 

등의 兒의 특징 증상을 제시하였다. 

➂ [諸熱]에서는 肝熱, 心熱, 脾熱, 肺熱, 腎熱, 

胎熱, 痰熱 등을 얘기하며 얼굴 부위별 붉어짐과 

증상에 대해서 나열해두었다.

➃ [積癖]에서는 食積에 따른 面色이 黃色이 되

는 것을 얘기하였으며, [吐瀉論證]과 [腹痛腹脹]에 

대해서도 얘기하였다.

또한 驚風, 疳證과 [辨痘證]에 대해서 제시해두

었는데 媽媽의 경우 현재의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

에 중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아는 肌膚가 軟하고 반응이 예민하여, 臟腑의 

病證, 氣血陰陽 변화가 쉽게 밖으로 드러난다. 소아 

望診에서는 이를 五色主病이라 하여 五臟에 대해 

정상일 때와 질병이 있을 때를 구분하게 된다.67)68)

趙의 연구에서 정상소아의 面色은 白而微紅하

면서 광택이 있으면 약간 黃色도 띠고 혹은 비록 

피부색이 비교적 白色이더라도 白色에 紅色이 투

영된 것이 氣血이 조화롭고 無病한 표현이다. 허약 

患兒의 面色은 黃色과 白色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은 黑色, 靑色, 赤色의 순이었

다. 面 부위별 색의 분류에서는 山根은 靑色이 가장 

많았으며, 眼瞼下의 색은 軟灰黑色이 많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허약한 患兒의 面部 각 부위의 

색 관찰은 山根과 眼瞼 下를 주로 관찰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69)

67) 조동욱, 김 , 이세환. 찰색 부 의 역 분할을 이용한 

소아 진단 방법에 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학술 회논문집. 

2005년.
68) 조동욱, 김선 . 망진을 한 정면 얼굴 역  특징 요소 

추출. 한국통진학회논문지. 2005; 30(6).
69) 유선애, 이승연. 게서.

2) 虛實

(1) 內景編

[身形]

➀ [年 無子]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얼굴이 마르고 윤기가 

없어지며 초췌해진다고 하였다.70) 

身形門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늙어 죽는 것을 

모두 천지와 부모로부터 받은 精氣에 의하는 것으

로 보았다. 精氣는 인체를 구성하는 근본으로서 선

천적으로 받아 타고나는 것인데 이것이 쇠약해짐에 

따라 병이 들고 늙어간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특정 장부의 精氣가 고갈되는 것을 겉모습

의 변화에 따라 설명하였다.71) 이는 김의 30-40대 

한국 여성의 안색과 혈행의 상관성 연구의 결론에서 

피부색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두워지고 붉은 

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얼굴이 초췌해진다는 동의보감의 내용과 일치

한다.72) 이는 안색의 변화는 건강과 질병의 예후를 

구분하는 인자로서 뿐만 아니라 노화의 증후로도 

해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身形門에서는 養

生을 중시하여 다양한 養生法을 통해 面色이 좋아

짐을 말하고 있다.

[精] 

➀ [精爲至寶] 

精은 지극한 보배라 하여, 精을 잘 간직해야 속으

로는 5장이 편안하며 겉으로는 살과 살갗이 윤택하

고 얼굴에 윤기가 나며 귀와 눈이 밝아져서 늙을수

록 기운이 더난다고 하였다.73) 

70) 허 , 게서. 七陽明脈衰面始焦髮始墮六七三陽脈衰於

上面皆焦髮始白/六八陽氣衰竭於上面焦髮鬢斑白

71) 姜小正. 게서.
72) 김은주 외 6인. 게서.
73) 허 , 상게서. 內則五藏敷華外則肌膚潤澤容顔光彩耳目

聰明老當益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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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이 쇠약해지면 形의 견고함이 무너지면서 얼굴

이 검어지거나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몸이 수척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74)

[血] 

➀ [亡血脫血證] 

영추에 코끝이 흰 것은 亡血證이다. 또한 脫血證

이 생기면 살이 하얗게 되고 거칠어지며 윤기가 없

고 맥이 몹시 허하다고 하였다.75)

[津液]

➀ [脈法] 

상한 때 맥이 浮하면서 遲하고 얼굴이 달아올라

서 벌겋게 되고 몸이 떨릴 때에는 땀을 내야 낫는다. 

맥이 遲한 것은 양이 없어진 것인데 이때에는 땀이 

잘 나지 않고 반드시 몸이 가볍다.76) 

➁ [亡陽證] 

땀이 멎지 않고 몹시 나는 것을 망양증이라고 한

다. 그리고 땀이 나지 않는 것도 역시 망양증이다. 

이때에 가슴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여 얼굴빛이 퍼렇

고 살이 푸들거리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빛이 누렇고 손발이 더운 것은 치료할 수 있

다.77)

(2) 外形編

[毛髮]

➀ [鬚髮榮枯]

수염, 머리털, 얼굴은 모두 다 督脈이 얽혀 있으므

74) 姜小正, 게서.
75) 허 , 게서. 靈樞曰鼻頭色白者亡血也. 又曰血脫者色白

夭然不澤其脈空虛

76) 상게서. 傷寒脈浮而遲面熱赤而戰惕者當汗出解也.脈遲

者爲無陽不能作汗其身必痒 

77) 상게서. 凡汗多不止謂之亡陽又汗不得出亦謂之亡陽如

心痞胸煩面靑膚瞤者難治色黃手 足溫者可治 

로 陽의 精氣가 겉으로 치우쳐 盛하면 수염과 머리

털에 윤기가 돌고 얼굴과 몸에도 윤기가 나게 된

다.78) 毛髮도 결국 顔色과 함께 노화되어 가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顔色을 볼 때 毛髮도 함께 보는 것이 

노화로 인한 생리적 현상인지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3) 雜病編

[用藥]

➀ [肥瘦用藥] 

얼굴이 흰 사람은 發散시키는 성질이 있는 약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氣가 虛

한데 더 虛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굴빛이 검은 

사람은 황기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

래부터 氣가 實한데 더 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

다.79) 

[虛勞]

➀ 胃氣가 衰弱하면 얼굴빛이 누르고 營氣가 부

족하면 얼굴빛이 푸르다.80) 

➁ [五勞證] 

얼굴이 마르고 검으며 정신이 불안하여 혼자 누

워있지 못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자주 눈물을 

흘리는 것은 肝勞이다. 정신을 너무 쓰면 心勞가 

되는데 그 증상으로는 피가 적어서 얼굴에 핏기가 

없으며 가슴이 놀란 것처럼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몽설이 있고 병이 심해지면 가슴이 아프고 목

구멍이 붓는다. 腎勞는 오줌이 붉고 음부에 헌데가 

78) 상게서. 內景曰女子七歲齒更髮長五七面始焦髮始墮六

七面焦髮白丈夫八歲齒更髮長五八髮墮齒枯六八面焦

髮白 

79) 상게서. 面白人不可多服發散藥以其氣虛而又虧之也面

黑人不可多服黃芪以其氣實而又補之也

80) 상게서. 衛氣衰面色黃榮氣不足面色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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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며 耳鳴이 있고 얼굴이 검다.81) 

➂ [辨氣虛血虛陽虛陰虛] 

몸이 살찌고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흰 것은 陽이 

虛한 것이다. 몸이 여위고 얼굴빛이 검푸른 것은 陰

이 虛한 것이다. 숨 쉴 때 숨결이 약하고 겨우 말하며 

움직일 힘이 없고 눈에 精氣가 없으며 얼굴빛이 흰 

것은 氣가 虛한 것을 겸한 것이다.82) 

대체로 腎에 병이 들면 얼굴이 검게 나타나지만 

얼굴이 희더라도 陰虛의 증세가 나타나면 腎虛의 

처방을 운용할 수 있다. 形色이 五臟辨證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辨證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四

診의 合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83)

[咳嗽]

➀ [喘嗽宜分虛實] 

實證 때에는 얼굴이 벌겋게 되고 虛證 때에는 

얼굴이 樺色이 없이 허옇게 된다.84)

천식이나 기침 때에는 반드시 虛證과 實證을 갈

라야 한다.

3) 表裏

(1) 雜病編

[風]

➀ [風有中血脈中腑中臟之異] 

中腑 때는 얼굴에 5가지 빛이 나타나고 表證이 

있어서 맥이 浮하고 바람과 찬 기운을 싫어하며 몸

81) 허 , 게서. 面目乾黑精神不定不能獨臥目視不明頻頻

下淚此爲肝勞 曲運神機爲心之勞其證血少面無色驚悸

盜汗夢遺極則心痛咽腫 腎勞則尿赤陰瘡耳鳴面黑

82) 상게서. 形肥而面浮白者陽虛 形瘦而面蒼黑者陰虛 呼吸

少氣懶言語動作無力目無精光面色晄白此兼氣虛也

83) 姜小正. 게서.
84) 허 , 상게서. 實則面赤虛則面白

이 가드라들고 감각이 없다.85)

風寒의 邪氣는 먼저 皮毛로 들어와 邪氣가 絡脈, 

經脈, 六腑, 腸胃까지 몸의 겉에서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친다. 邪氣가 經脈에서 筋骨로 들어가면

서부터는 筋脈이 늘어지고 살이 여위면서 毛髮이 

마르고 부스러지기 때문에 形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86)

[寒] 

寒門에서 “傷寒일 때는 얼굴, 눈, 혀의 빛깔을 

본다.”의 條文에는 邪氣가 各 經絡으로 傳經하면서 

나타나는 외적 증상을 기술하였다. 얼굴빛을 보고 

陰氣가 盛한 사람인지 陽氣가 盛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붉기는 하나 生氣가 있는 빛인가 아닌가를 

보고 下焦가 虛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87)

이외에도 [太陽病似瘧], [太陰病發黃], [ 陰形

證用藥], [傷寒陰證], [傷寒陰毒], [傷寒陽毒], [陰

盛隔陽], [陽極似陰], [傷寒雜證], [傷寒合病] 등에

서 面色과 함께 六經形證을 설명하고 있다. 

[暑]

➀ [暑病形證] 

暑病은 몸에서 열이 나고 저절로 땀이 나며 입이 

마르고 얼굴에 때가 낀 것 같다.88) 

[濕]

➀ [中濕]

얼굴빛이 부석부석하고 광택이 있는 것은 中濕이

다.89) 

85) 상게서. 中府者面顯五色有表證而脈浮惡風寒拘急不仁 

86) 姜小正. 상게서

87) 상게서.
88) 상게서. 暑病身熱自汗口乾面垢而已

89) 상게서. 面色浮澤是爲中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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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寒熱

(1) 內景編

[大便]

➀ [熱痢] 

이질은 흔히 여름철에 심한 더위로 생긴다. 그 

증상은 등이 차고 얼굴이 때가 낀 것처럼 되거나 

기름 바른 것같이 되며 이가 마른다.90) 

(2) 雜病編

[辨證]

➀ [脈從病反]

證이 陽證 비슷하고 脈도 역시 陽證 비슷하지만 

반대로 寒證인 것도 있고 증상이 陰證 비슷하고 脈

도 역시 陰證 비슷하지만 반대로 熱證인 것도 있다. 

이런 때에는 脈이나 증상과는 반대로 치료해야 한

다. 가령 몸에 열이 나고 안타까우며 얼굴이 벌겋게 

되고 脈이 沈微한 것은 陰證이 陽證 비슷하게 나타

난 것이다.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속에 寒이 있기 

때문이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陰이 왕성하기 때문이

며 얼굴이 벌건 것은 下焦가 虛하기 때문이다. 脈과 

色을 같이 봐야 할 것이다.91)

[火]

➀ [審臟腑熱之部分] 

<내경>에는 心熱病이면 이마가 먼저 붉고 脾熱

病이면 코가 먼저 붉으며 肝熱病이면 왼쪽뺨이 먼

저 붉고 肺熱病이면 오른쪽뺨이 먼저 붉으며 腎熱

病이면 턱이 먼저 붉어진다.92) 

90) 허 , 게서. 大凡痢疾多因伏暑而得但背寒面垢或面如

塗油齒乾煩寃燥渴引飮皆暑證也 

91) 상게서.  證似陽者脈亦從證似陽而其病反是寒也證似陰

者脈亦從證似陰而其病反是熱也皆反其脈證施治如身

熱煩躁面赤其脈沈而微是陰證似陽也身熱者裏寒故也

煩躁者陰盛故也面戴陽者下虛故也

92) 상게서. 內景曰心熱病者顔先赤(顔卽額也)脾熱病者鼻先

➁ [骨蒸不治證] 骨蒸이 심하여 목쉰 소리가 나

며 목 안이 아프고 얼굴빛이 검어지며 脈이 불규칙

하고 눈을 곧추 떠보며 구슬 같은 땀이 나고 숨이 

몹시 가쁘고 피부가 까실까실하며 입술이 뒤집어지

는 것은 다 치료할 수 없는 증이다.93) 

➂ [陰虛火動] 

열이 나고 기침하며 가래를 뱉고 피를 토하며 오

후부터 밤까지 열이 나며 얼굴과 입술이 붉으며 오

줌이 붉고 잘 나가지 않는 것은 陰이 虛하여 火가 

動한 것이다.94) 

[嘔吐] 

➀ [嘔吐治法] 

토하기에는 冷證과 熱證 2가지 증이 있는데 冷證 

때에는 얼굴빛이 푸르고 손발이 싸늘하며 음식을 

먹은 다음 오래 있다가 토한다. 熱證 때에는 얼굴빛

이 벌겋고 손발이 달며 음식을 먹자마자 곧 토한

다.95) 

5) 病因

(1) 內景編

[痰飮] 

➀ [痰飮外證] 

淡이 있으면 눈꺼풀과 눈아래에 반드시 검은 잿

빛이 돈다. 눈두덩과 눈아래가 재나 그을음같이 검

은 것은 淡證이다.96)

赤肝熱病者左頰先赤肺熱病者右頰先赤腎熱病者頤先

赤

93) 상게서. 骨蒸之極聲嗄咽痛面黧脈躁直視汗出如珠喘乏

氣促皮焦脣反皆爲不治之證  

94) 상게서. 凡發熱咳嗽吐痰咯血午後至夜發熱面赤脣紅小

便赤澁便是陰虛火動也 

95) 상게서. 嘔吐有冷熱二證冷者面靑手足厥冷食久乃吐 熱

者面赤手足熱食已卽吐

96) 상게서. 凡有痰者眼皮及眼下必有烟灰黑色 眼胞及眼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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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痰飮諸病]

눈둘레가 거멓고 뺨이 벌거면서 혹 얼굴빛이 누

런 것은 熱痰이다.97) 

痰飮에서는 우선 눈둘레가 반드시 검은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거기에 얼굴빛이 벌겋고 누런 경우

에 열이 낀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2) 雜病編

[蟲]

➀ [蟲外候] 

대체로 충증 때에는 눈 언저리와 코밑이 검으

면서 퍼렇고 얼굴이 핏기가 없이 누르스름하며 

관골 부위에 게발톱 같은 핏줄 몇 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98)

얼굴에 흰 얼룩이 생기며 입술이 빨갛고 잘 먹으

나 가슴이 쓰리며 얼굴빛이 정상이 아니고 관골 부

위에 게발톱 같은 핏줄이 생기는 것은 충이 있는 

것이다.99)

➁ [諸物變蟲] 밤에 물을 마시다가 잘못하여 수

질를 먹으면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간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배가 참을 수 없이 아프고 얼굴과 

눈이 누렇게 되며 몸이 여위고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게 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100)

➂ [勞瘵病證] 

매일 아침에는 정신이 오히려 맑다가 점심 때

가 지나면 팔다리가 약간 달고[熱] 얼굴빛이 나빠

如灰烟熏黑者痰色 

97) 허 , 게서. 眼黑而頰赤或面黃色者熱痰也. 
98) 상게서. 凡蟲證眼眶鼻下靑黑面色萎黃臉上有幾條血絲

如蟹爪分明 

99) 상게서. 面上白斑脣紅能食心嘈顔色不常臉上有蟹爪路

者便有蟲也 

100) 상게서. 夜間飮水誤呑水蛭而入腹能食人肝血腹痛不可

忍面目黃瘦全不進食不治則死

진다.101)

➃ [瘵不治證] 

노채병으로 뼈가 아프거나 骨痿가 되거나 말소리

가 힘이 없거나 목이 쉬어 말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살빛이 마르고 얼굴빛이 까맣게 되면 치료하지 못한

다.102)

[咽喉]

➀[誤呑諸蟲] 

잘못하여 수질을 삼켰는데 그것이 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간에 피를 빨아먹으면 배가 

참을 수 없이 아프고 얼굴이 누렇게 여위며 죽기도 

한다.103)

[咳嗽] 

➀ [寒嗽] 

脾와 肺가 다 寒邪를 받으면 얼굴은 허옇게 된

다.104)

➁ [鬱嗽] 

火鬱이 되면 기침소리는 있으나 淡이 적고 얼굴

이 벌겋게 된다.105) 

➂ [食積嗽] 

食積으로 생긴 기침은 청대와 과루인를 쓰지 않

으면 멎지 않는다. 그리고 食積이 있으면 얼굴이 

퍼러면서 허옇게 되고 누른빛은 있었다 없었다 한

다. 그러므로 마치 얼굴이 게발톱 같이 한쪽은 누렇

고 한쪽은 허옇다.106) 

101) 상게서. 平旦精神尙好日午向後四肢微熱面無顔色 

102) 상게서. 瘵疾至於骨痛骨痿聲沈聲啞色枯面黧斷不可治 

103) 상게서. 誤呑水蛭入腹久必生育食人肝血腹痛不可忍面

目黃瘦能令人死 

104) 상게서. 脾肺皆受寒邪則面白

105) 상게서. 火鬱者有聲痰少面赤者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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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火嗽] 

火嗽라는 것은 기침소리만 나고 가래는 적으면서 

얼굴이 벌겋게 되는 것이다.107) 

[積聚]

➀ [酒積] 

酒積이란 술에 상하여 생긴 적인데 이때에는 얼

굴빛이 누러면서 거멓게 되고 배가 불러 오르며 때

때로 멀건 물을 토한다.108)

➁ [血積]

血積이란 血로 생긴 積을 말하는데 이것은 혹 

타박을 받거나 떨어져서 血이 생겨 가슴과 배에 

몰리면 생긴다. 이때에는 얼굴이 누렇게 되고 대변

이 거멓다.109)

[浮腫]

➀ [浮腫徵兆] 

코 끝이 약간 거멓게 되는 것은 수기가 있기 때문

이다.110) 

6) 其他

(1) 內景編

[ 便]

➀ [ 便難外候] 

환자의 코끝이 누러면 오줌 누기를 반드시 힘들

어 한다.111) 

코끝이 누러면 오줌 누기를 힘들어 할 것이라는 

106) 허 , 게서. 食積嗽非靑黛瓜蔞實不除又云有食積入面

靑白黃色不常面上如蟹瓜路一黃一白者是也 

107) 상게서. 火嗽有聲痰少面赤

108) 상게서. 酒傷成積者面黃黑腹脹時嘔痰水

109) 상게서. 瘀血成積或因打撲或因墮落以致蓄于胸腹面黃

糞黑

110) 상게서. 鼻頭色微黑者有水氣 

111) 상게서. 候其鼻頭色黃者小便必難 

것을 알 수 있다.112) 

(2) 雜病編

[癨亂]

➀ [不治證] 

건곽란으로 토하지도 설사도 하지 못하여 가슴이 

벅차고 배가 불러 오르며 뜬뜬하고 얼굴과 입술이 

검푸르고 손발 끝에서부터 팔굽과 무릎까지 차며 

六脈이 伏하면서 끊어질 듯하고 숨이 몹시 차며 혀

가 말려들고 음낭이 줄어들면 죽을 수 있다.113) 

[黃疸]

➀ [黃疸有五] 

몸이 아프고 얼굴빛이 약간 누렇게 되며 이빨이 

때가 끼면서 누렇게 되고 손발톱이 누렇게 되는 것

은 다 황달이다114)

➁ [女勞疸] 

이마가 검게 되고 땀이 약간씩 나오며 손발바닥

이 달고 초저녁이면 방광이 켕기고[急] 소변이 잘 

나가는 것을 여로달이라고 한다115)

➂ [黑疸難治] 주달 때 설사를 잘못시키면 오래

되어 흑달이 된다. 이때에는 눈이 퍼렇게 되고 얼굴

이 검어지며 속이 마늘 양념을 먹은 때와 같은 감이 

있고 대변이 검으면서 소변도 검게 되는데 이것은 

치료하기 어렵다116)

112) 상게서. 候其鼻準色黃者知其小便難也 

113) 상게서. 乾霍亂吐瀉不得胸腹脹硬面脣靑黑手足冷過肘

膝六脈伏絶氣喘急舌短囊縮者死  

114) 상게서. 身痛而色微黃齒垢黃爪甲上黃皆黃疸也 

115) 상게서. 額上黑微汗出手足心熱薄暮則發膀胱急小便自

利名曰女勞疸 

116) 상게서. 酒疸因下之久久變爲黑疸目靑面黑心中如啖蒜

虀狀大便正黑小便亦或黑難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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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可治不治證] 

황달 때 寸口脈이 손바닥 가까이로 갈수록 없어

지고 입술과 코가 차지면서 검게 되는 것은 다 치료

하기 어렵다117)

몸이 연기에 그슬린 것같이 검게 되고 곧추 보며 

머리를 흔드는 것은 心氣가 끊어진 것이고 입술 둘

레가 검게 되고 진땀이 나며 몸이 누렇게 되는 것은 

脾氣가 끊어진 것인데 이것은 다 치료하기 어렵

다118)

황달로 얼굴이 검누렇게 되고 갈증이 나며 배가 

불러 오르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119)

[瘟疫] 

➀ [大頭瘟治法] 

3-4일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에는 형방패독산을 

쓰는 것이 좋고 7-8일이 되어 대소변이 잘 나가고 

머리와 얼굴이 부어서 몹시 붉어진 데는 托裏消毒

散을 쓰는 것이 좋다.120) 

[癰疽]

➀ [癰疽善惡證] 

목이 쉬고 얼굴빛이 생기가 없으며 입술과 코가 

검푸르며 얼굴과 팔다리가 붓는 것이 다섯째로 나쁜 

것이다.121)

곪아터지기 전에 먼저 검게 꺼져 들어가고 얼굴

이 퍼렇게 되며 입술이 검게 되고 대변이 궂은 것

(汚)이 아홉째로 나쁜 것이다.122)

목이 쉬고 얼굴빛이 생기가 없는 것이 다섯째 역

117) 허 , 게서. 凡黃家侯其寸口脈近掌無脈口鼻冷黑色並

不可治 

118) 상게서. 形體如烟熏直視搖頭爲心絶環口黧黑柔汗發黃

爲脾絶皆不治 

119) 상게서. 疸病面黑黃作渴腹脹難治 

120) 상게서. 經三四日不解者宜荊防敗毒散至七八日大小便

通利頭面腫起高赤者宜托裏  消毒散 

121) 상게서. 聲嘶色脫脣鼻靑黑面目四肢浮腫五惡也 

122) 상게서. 未潰先黑陷下面靑脣黑便汚者九惡也 

증이다.123)

➁ [肺癰] 

얼굴빛이 허옇게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빨갛게 

되는 것은 화가 금을 이긴 것이므로 치료하기 어렵

다.124)

➂ [調理及禁忌法] 

瘡瘍 때 얼굴빛이 벌거면 속에 화열이 잠복해 있

다고 해도 설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때에는 발산

시켜서 속에 있는 화열을 없애야 한다.125) 

[臍瘡]

➀ [外治法] 나력과 마도창이 오래되면 반드시 

속으로 곪는다. 만일 부은 것이 좀 내리고 단단하던 

것이 좀 물렁해지면서 얼굴빛이 누렇게 되고 피부가 

몹시 달면 다 곪은 것이다.126) 

[解毒]

➀ [蠱毒治法] 

고독에 걸리면 명치 밑이 끊어지는 것같이 아프

고 무엇이 물어뜯는 것 같으며 얼굴빛이 누르면서 

퍼렇게 되고 혹 피를 토하거나 아래로 피를 쏟는

다.127) 

➁ [救諸中毒方] 

손발과 얼굴이 퍼렇게 되고 오래된 것은 살릴 수 

없다.128) 

123) 상게서. 聲嘶色脫是五逆也 

124) 상게서. 其面色白而反赤者此火之克金不可治 

125) 상게서. 瘡瘍面赤雖伏火熱禁不得攻裏宜發表以去之 

126) 상게서. 凡瘰癧馬刀荏苒日久內必成膿若腫高消軟其人

面色萎黃皮膚壯熱上蒸膿已成也  

127) 상게서. 人中蠱毒則心腹切痛如有物咬面色靑黃 

128) 상게서. 手足面靑過時者亦不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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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砒礵毒] 

신석에 중독되었을 때의 증상은 번조해서 미친 

것처럼 날뛰고 명치 밑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아프고 

머리가 빙빙 돌면서 토할 것같고 얼굴과 입이 검푸

르게 되며 팔다리가 싸늘해지면서 잠깐 사이에 살릴 

수 없게 된다.129) 

[救急]

➀ [尸厥] 

시궐은 중악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데 조문이나 

병문안을 갔거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받은 

나쁜 사기와 장藏의 기운이 함께 거슬러 올라와 갑

자기 손발이 싸늘해지고 머리와 얼굴이 검푸르게 

되며 이를 악물고 머리가 어지러워 넘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며 헛소리를 

한다.130) 

➁ [脫陽證] 

탈양증이란 몹시 토하거나 몹시 설사한 다음 원

기가 부족해져서 팔다리가 싸늘해지고 얼굴이 검게 

되며 숨이 차고 저절로 찬 땀이 나며 음낭이 졸아들

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인데 잠깐 사이에 살릴 

수 없게 된다.131)

[婦人]

➀ [察色驗胎生死] 

胎動이 되어 몹시 불안할 때에는 임신부에게서 

나타난 상태와 빛깔을 잘 보아야 한다. 임신부의 얼

굴빛이 붉고 혀가 푸르면 산모는 살고 태아는 죽는

129) 허 , 게서. 人中砒礵毒其證煩燥如狂心腹攪痛頭族欲

吐面口靑黑四肢逆冷須臾不救 

130) 상게서. 尸厥者卽中惡之類凡吊死問疾或入墓登塚卒中

邪惡與藏氣相忤忽然手足逆冷頭面靑黑牙關緊急頭旋

暈倒昏不知人或錯言妄語

131) 상게서. 凡人因大吐大瀉之後元氣不接四肢逆冷面黑氣

喘冷汗自出外腎縮搐不省人事須臾不救 

다. 얼굴빛이 푸르고 혀가 붉고 입에서 거품 침이 

나오면 산모는 죽고 태아는 산다. 임신부의 입술과 

혀가 다 푸르고 양쪽 입귀로 거품 침이 나오면 산모

와 태아가 다 죽는다. 태아가 뱃속에서 죽었으면 임

신부의 얼굴, 손톱, 입술, 혀가 다 푸르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만일 두 뺨이 약간 붉으면 임신부는 

살고 태아는 죽는다.132) 

➁ [衄血] 

解産 후에 氣血이 흩어져서 여러 經絡에 들어갔

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입과 코에 

검은 빛이 나타나면서 코피가 흐르는데 이것을 胃絶

肺敗라고 한다.133) 

특히 여성은 출산에 의해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

게 되며,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침착 및 건조 피부 

진행, 40대 이후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 

안면홍조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134)135)136)

Ⅲ. 고찰

Ⅰ) 望面色에 대한 各問의 重要度 分析을 통한 見解

望面色에 대한 各問의 중요도는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관련된 門과 條文 수를 

<東醫寶鑑>137)의 목차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추단

132) 상게서. 胎動不安甚者當以母形色察之母面赤舌靑者母

活子死面靑舌赤口中沫出者母死子活脣舌俱靑兩邊沫

出者母子俱死 胎死腹中則産母面靑指甲靑脣舌靑口臭

如兩瞼微紅則母活子死

133) 상게서. 産後氣血散亂入於諸經不得還元故口鼻黑色起

及變鼻衄名曰胃絶肺敗

134) 김은주 외 6인. 게서.
135) 김은주 외 4인. 顔色에 한  조명 : 上古天眞論의 

女子七歲이론을 근거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10; 23(1).
136) 金宰佑, 朴元煥. 察色에 한 文獻的 考察과 現代的 照明. 

한한의진단학회지 2004; 8(2):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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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內景編, 外形編, 雜病

編의 望面色에 관련된 모든 門에서 각 編의 門의 

비율을 확인하였고, 望面色에 관련된 모든 條文에

서 각 編의 條文의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어느 門의 條文 수가 많

은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다만 문헌상의 

출현 빈도가 반드시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사료된다.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관

련된 門은 총 51개로서, 內景編의 경우 望面色에 

관련된 門이 19개로 37%, 外形編은 10개로 20%, 

雜病編은 22개로 43%의 비율에 해당함을 알 수 있

었다.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관

련된 모든 條文은 총 309개로서, 內景編의 경우 望

面色에 관련된 條文이 64개로 21%, 外形編은 52개

로 17%, 雜病編은 193개로 62%의 비율에 해당함

을 알 수 있었다.

內景編과 雜病編의 門이 19개와 22개로 그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각 編의 해당 條文 수를 보면, 

雜病編이 193개로 內景編의 3배에 달했다. 이를 볼 

때 雜病編에서 다양한 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望

面色의 비중이 컸을 것이라 추측된다.

外形編의 목차는 望面色의 도구로 최대한 활용

이 되었을 것이며, 內景編의 경우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자하여 五色望診法 등의 이론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으로 나누어 

面色에 관련된 門의 갯수와 各門의 及條文의 갯

수를 확인하였다.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가장 많은 條

文이 언급된 門은 兒(7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이 審病(27) 面(26) 寒(24) 虛勞(12) 痰飮, 黃疸(8) 

鼻, 蟲, 積聚(7) 口  婦人 大便(6) 身形, 肝, 心, 

137) 허 , 게서.

腎, 咳嗽(5) 眼, 癰疽(4) 血, 語, 脾, 肺, 胸, 火, 

浮腫, 解毒(3) 순이었다. 

<東醫寶鑑>138)에서 언급된 條文이 많을수록 중

요한 門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것이 맞는지, 望面色

에 대한 條文수가 많은 문이지만 지금에 와서 중요

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

해보았다.

예로부터 兒科는 兒科라 하여 영유아는 언어

를 잘 알지 못하고 진찰 시 잘 울고 시끄럽게 이야기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여 面色, 脈象 등이 쉽게 

변하게 된다. 아울러 兒童은 이야기를 잘 하지만 

정확한 병의 상황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소아 질병의 진단은 성인과 비교하여 매우 어려워 

반드시 望診을 위주로 問聞切診을 진행함으로써 

분석진단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39) 때

문에 <東醫寶鑑>140)에서도 소아에서 望面色의 언

급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지금도 마

찬가지로 望面色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望診은 일반적으로 神과 氣, 動態를 살피는 것까

지를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顔面에 대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顔面은 인체에서 가장 드러

난 곳으로 陽氣가 집중된 곳이며 인체의 經氣가 집

중적으로 모여있으므로 가장 예민하게 내부를 반영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審病과 面門에

서 望面色에 언급이 많은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141)

寒門에서 “傷寒일 때는 얼굴, 눈, 혀의 빛깔을 

본다.”의 條文에는 邪氣가 각 經絡으로 傳經하면서 

나타나는 외적 증상을 기술하였다. 얼굴빛을 보고 

陰氣가 盛한 사람인지 陽氣가 盛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붉기는 하나 生氣가 있는 빛인가 아닌가를 

138) 상게서.
139) 김은주 외 6인. 게서.
140) 허 , 상게서.
141)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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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下焦가 虛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142) 이외

에도 [太陽病似瘧], [太陰病發黃], [ 陰形證用

藥], [傷寒陰證], [傷寒陰毒], [傷寒陽毒], [陰盛隔

陽], [陽極似陰], [傷寒雜證], [傷寒合病] 등에서 面

色과 함께 六經形證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는 防

寒을 위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도 미흡했을 것인데, 

급하게 轉變되는 경우 그 形證과 함께 望面色을 

보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虛勞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虛實挾雜의 상태

로 있기에 實證이 과하지 않는 이상, 虛證의 증상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

고 있는 虛證에 따라 진단을 하기 위해 虛勞門에 

望面色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

각으로 이것이 그 사람의 主色, 피부색, 본연의 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痰飮門은 “十病九淡, 淡生百病” 이라는 말처럼 

병의 원인 중 대부분이 모두 痰飮이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痰飮에 대한 望面色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痰飮에는 눈 둘레가 거멓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痰飮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한다. 그

러나 실제 눈 둘레가 거멓지 않아도 痰飮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黃疸은 그 증상이 심각해보여 당시에는 언급을 

많이 했겠지만 지금은 黃疸일 경우 증상이 확실하

므로 어느 병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치료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望診

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脾는 바로 얼굴의 중앙에 자리 잡아 脾臟의 상태

를 보여주는 중요한 위치가 될 뿐만 아니라 脾와 

그 둘레는 또한 五臟의 상태를 겉으로 비춰주는 척

도가 된다. 五臟의 신호는 모두 脾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脾를 인체의 거울 중의 거울이라고도 한

다.143) 衛氣의 盛衰를 脾에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142) 허 , 게서.
143) 장 용 외 3인. 게서.

병의 경중을 판단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眼보다 口 의 언급이 더 많았는데 “입술

은 脾에 속한다. 血이 虛하면 樺色이 없고 六腑의 

精華는 입술 둘레에 나타난다.”라 하였다.

蟲證의 경우 面色에 해당하는 條文 수가 7개로 

많은 편에 속하는데 대부분 검퍼렇고 노란 색으로 

묘사되고 있다. 옛날에는 위생관념이 없고 기생충으

로 인한 경우가 많아서 중요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현재는 기생충으로 인한 面色의 진단의 가치가 없

다고 보았다.

다른 門의 경우는 이전에도 多用되지는 않았으

나, 지금도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Ⅱ) 望面色에 대한 各問의 特徵과 內容

<丹溪心法>에서 “慾知其內  當以觀乎外 診

於外  斯以知其內 蓋有諸內  必形諸外”144)라 

하여 그 내부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그 외부를 관찰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병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脈診, 診, 望診, 問診 

등이 있는데 이 중 望診은 얼굴에 드러난 병색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얼굴의 각 부위가 五

行에 배속되어 몸 내부의 五臟과 상응하므로 진단 

가능한 방법이다. 얼굴에 드러난 五色은 각기 다섯 

가지의 臟器와 대응한다.

肝은 靑色, 心은 赤色, 脾는 노란색, 肺는 흰색, 

身은 검은색에 대응하고 <難經>145)에도 얼굴에 나

타난 색으로 각 병의 계통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얼굴색을 보고 五臟 계통의 병을 

알아내기도 하지만, 각 經脈의 병을 알아내기도 하

여 한의학에서 얼굴색은 신체의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6)147)

144) 朱震亨 原著. 新編丹溪心法附餘. 方廣 編註. 서울, 大星文

化社. 1993년. p32.
145)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2006년. p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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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醫學的으로 面色의 변화는 혈관운동 상태, 심

장기능 상태, 혈액성분, 폐기능 상태 등의 원인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한다. 火에 의해 모세혈관이 팽

창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寒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

면 얼굴이 창백해진다. 신기능이 저하되어 血이 탁

해 지면 얼굴색이 검어지고, 肝과 脾의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담즙배출과 관련하여 얼굴이 파랗거나 

누렇게 된다.148)

그렇다면 <靈樞 五色>149)처럼 顔面部에 臟腑를 

배속하여 五色의 색상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顔面部 전체의 넓은 부위에서 색상을 살

피는 것이 오히려 가능하고 쉬울 것이다. 그것은 古

人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顔面部 전체의 색을 

살피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150)151)

이와 같이 察色에는 전체적 顔面을 간략하게 중

요부위로 보는 방법과 각 부위를 나누어서 五臟 또

는 六腑나 전신과 대비시켜 그 해당 臟腑에 국한된 

세밀한 방법 두 가지로 대별된다.152)

望診을 할 때 望診의 깊은 것과 미세한 것을 얻으

려면 전체 望診과 부분 望診을 서로 결합해서 파악

해야 한다. 임상에서 크게는 전신과 작게는 땀구멍, 

모발, 血絡 등을 전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153)

실제는 평소 피부색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의사

마다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색과 脈, 다른 증상들을 동시에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問診, 聞診, 切診이 참고가 되어 

진단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146) 김은주 외 4인. 게서.
147) 金宰佑, 朴元煥. 게서.
148) 姜小正. 게서.
14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년. p 227.
150) 안규범, 윤창열. 게서.
151) 魯鎭宇. 게서.
152) 장 용, 강정수, 김병수. 게서.
153) 장 용 외 3인. 게서.

Ⅲ) 潤澤

望診의 진단 기준 중 하나인 色潤은 통상적으로 

얼굴색의 潤澤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潤澤은 

潤氣있는 光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표

피적으로는 얼굴의 光澤의 정도를 듯하고 내용적으

로는 인체 臟器가 얼마나 건강한 지를 나타내는 측

도가 된다.154)155)

<素問-脈要精微論>156)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

은 精氣를 안에 간직하고 血이 顔色을 좋게 하여 

顔色은 붉으면서 潤氣가 있으면서 光澤이 있고 약

간 누르스름한 色을 머금는다고 하였다.”157)158)

<東醫寶鑑>159)에서는 五色을 살핌에 있어서 潤

澤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중요시하였다. 色

의 潤澤함은 機의 운행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마

치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탁

해지는 것과 같아서 機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얼

굴에 潤氣가 돈다. 面部의 五色은 모두 五臟 精氣

의 상태가 겉으로 표현된 것으로 五色마다 光澤을 

가지고 있어야 生을 主한다고 할 수 있다.160) 色이 

나타났다고 하여 반드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부위의 潤澤의 정도 즉, 色潤에 의해 질병 진단이 

달라 질 수 있다.161)162)

色澤은 顔色의 潤澤함뿐만 아니라 머리털의 潤

澤함도 뜻한다. 대체로 피부와 모발의 潤澤함은 같

이 나타난다. 머리털의 潤澤함은 營血의 盛衰를 보

기 위함이다.163)

154) 이세환, 조동욱, 강응택. 게서.
155)  李世睆. 게서.
156) 조헌 . 통속한의학원론. 학원사. 2007년. p148-158.
157) 김은주 외 6인. 게서.
158) 도 형 외 6인. 고연령 한국 남성의 사상 체질별 건강 

수 에 따른 안색의 정량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 26(1).
159) 허 , 게서.
160) 姜小正. 상게서.
161) 이세환, 조동욱, 강응택. 상게서.
162) 李世睆.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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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體質

동아시아인은 黃人種이라 기본적으로 黃色의 피

부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

이 달라 白色에 치우친 사람, 黑色에 치우친 사람, 

黃色에 치우친 사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계절 

변화에 따라서도 五色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164)

임상에서 五色이 순수하게 나오기는 어렵고 五色

의 氣味를 띤다고 봐야할 것 이다. 靑赤黃白黑의 

발현은 기본적인 피부색 위로 떠오르는 病色에 가

깝다. 그래서 후대의 <醫宗金鑑 四診心法要

訣>165)에서는 主色, 客色의 개념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166)167) 이것은 사람간의 대비에 

의해서 명확한 차이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望診에 

단련된 의사일수록 오색의 구별에 능숙해진다고 할 

수 있다.168)

한편 <東醫寶鑑>169)에서 언급된 중요도와 다르

게 望面色에 대한 條文수가 적은 門이지만 지금에 

와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현재 兒와 審病, 面과 같은 경우 望面色에 있

어서 가장 중점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虛勞

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증이기에 그 중요

도도 인정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虛實挾雜 상태에 있는데 요

즘은 虛證보다 實證이 많은 상태이고, 六氣(날씨, 

계절의 영향)로 인한 증상보다 六鬱로 인한 증상이 

더 많은 상태로 생각된다. 또한 五臟熱證으로 나타

163) 姜小正, 게서.
164) 김은주 외 6인. 게서.
165) 黃三元 編著. 四診心法要訣新編新釋. 臺北市, 八德敎育

文化出版社. 1987년. p6.
166) 안규범, 윤창열. 게서.
167) 魯鎭宇. 게서.
168) 姜小正. 게서.
169) 허 , 게서.

나는 증상도 많아 보인다. 이렇게 實證을 걷어내고 

나면 精氣神血虛, 五臟虛에 해당하는 虛證이 남는

데 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증이며 이것

이 진행되어가고 그에 더해서 精虛해지는 것이 노

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까닭에 虛勞 다음으로는 實證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實證에 해당하는 六鬱(七情, 痰

飮, 血, 食積 - 해당되는 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神, 語, 痰飮, 鼻, 口 ), 五臟熱(肝心脾肺腎 門), 

六氣(風寒暑濕燥火 門)가 중요할 것이다. 다른 門

의 경우 역시 이전에는 多用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하고 아직까지 관련된 논문이 적은 五

臟과 神門, 語門, 痰飮門과 관련하여 望面色에 

관해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東醫寶鑑>條文을 바탕으로 望面色이 어느 

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望面

色에 대한 各門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는데, 

➀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관련된 門은 총 51개로서, 內景編의 경우 望面色에 

관련된 門이 19개로 37%, 外形編은 10개로 20%, 

雜病編은 22개로 43%의 비율에 해당함을 알 수 있

었다.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관

련된 모든 條文은 총 309개로서, 內景編의 경우 望

面色에 관련된 條文이 64개로 21%, 外形編은 52개

로 17%, 雜病編은 193개로 62%의 비율에 해당함

을 알 수 있었다.

➁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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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조문은 兒(7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審病(27) 面(26) 寒(24) 虛勞(12) 痰飮, 黃疸(8) 

鼻, 蟲, 積聚(7) 口  婦人 大便(6) 身形, 肝, 心, 

腎, 咳嗽(5) 眼, 癰疽(4) 血, 語, 脾, 肺, 胸, 火, 

浮腫, 解毒(3) 순이었다. 

➂ 內景編, 外形編, 雜病編 전체에서 望面色에 

대해 언급한 門의 비율은 內景編이 약 73%로 가장 

높았고 雜病編이 약 61%, 外形編이 약 38%로 가장 

낮았다.

2. 진단에 있어서 望面色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望診을 할 때 전체 望診과 부분 望診을 서로 결합

해서 파악해야 하며, 潤澤은 望面色에 있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달라 실제는 평소 피부색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의사마다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

에 다른 부위의 색과 脈, 다른 증상들을 동시에 확인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問診, 聞診, 切診

이 참고가 되어 四診合參이 되어야 진단이 완성된

다고 볼 수 있다. 

3. 동의보감의 各門의 중요도가 지금에 와서는 

타당한지, 지금에 와서 살펴야 할 다른 부분은 없는

지 알아보았다. 

望面色에 대한 條文수가 많은 門이지만 지금에 

와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門에는 寒, 黃疸, 

蟲門이 있었고, 한편 東醫寶鑑에서 언급된 중요도

와 다르게 望面色에 대한 條文수가 적은 門이지만 

지금에 와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門에는 五臟(肝

心脾肺腎), 神, 語, 痰飮門이 있었으며, 아직까

지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적었다. 따라서 이와 관

련하여 望面色에 관해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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