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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10여 년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전염
성 질환들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이다. 2002년 11월 중국 廣東에
서 시작된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은 2003년 7월까지 32개 나라에서 8,437
명이 발생하여 약 11%의 사망률을 나타냈다1). 그리고 2003년 12
월 이후 2004년 2월까지 약 2개월간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은 
베트남에서 22명 감염에 15명 사망, 태국에서 11명 감염에 7명 사
망으로 유행성은 낮지만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전 세
계에서 약 1억 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되었다2). 또한 2009년에 멕시
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swine influenza)는 6월 11일 WHO에서 
금세기 최초의 인플루엔자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을3) 만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으며4), 특히 한국에서는 올해 5월부터 
MERS가 유행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7월 28일에야 종
식되었다5).
    현재 공식적으로 MERS에 관해 보고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6)

가 제출한 논문이 있지만 疫學이나 醫事記述이고 구체적인 임상케
이스 보고는 없다. MERS의 병리본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한의진
료기록이 없지만, 증후통계7)에 근거하여 지8)는 暑燥疫, 정9)은 溫疫 
혹은 溫病이라 추정하고 혹 어떤 임상가는 寒이나 濕에 속한다10)고 
하는데 이는 결국 서로 다른 변증과 처방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는 한의진료과정에서 이론적 모순과 비효율성 및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증차이에 대한 원인분
석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상기한 범지구적 감염성 질환들은 양태
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감병에 속하여 하나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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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변증방법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萬于生의 상한과 온병이론을 결합한 선행연구11)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온통합이론들은 아직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실제 변증에서는 의가마다 각기 다른 이론과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외감병에 대한 본질이해를 바탕으로 본고는 외감
병에 대한 선행이론들의 변증개념과 분류형식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여러 종류의 외감병을 하나의 통합된 인식체계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론

1. 傷寒病의 변증체계
    <傷寒論>의 傷寒外感에 대한 분류방법론은 三陽病과 三陰病이
다. 三陰三陽의 본질에 대한 각가 논설의 수는 너무 많아서 三陰三
陽에 대한 全貌를 밝힐 순 없다 하더라도, 陳亦人12)이 “六經은 百
病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仲景은 기본 개념을 바
탕으로 傷寒病에 대하여 要約된 臨床體系를 세웠을 것이다. 三陽
病과 三陰病에 대한 개념은 이미 先代로부터 전승된 것이고 중경 
당시에는 일정한 의미가 공유되고 있었을 것이므로, 三陰三陽 六病
은 六經의 생리특성에 근거하여 서로 비교 가능한 독립된 범주로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 太陽病은 表證이고 陽
明病은 裏證이라 설명되지만 三陰三陽病 각각에는 中風과 傷寒, 
表裏와 寒熱虛實證들이 대부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三陰三陽病이 傷寒病의 일반적인 병리과정
을 보여주는 표준체계로서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인체가 邪氣에 처
음 感하면 먼저 外表衛氣를 상하여 惡寒 發熱하게 되고(初發) 이어
서 高熱을 일으키며 正邪의 相爭이 심화되면서 邪勝하면 점차 氣
血 및 臟腑機能, 심하면 組織을 손상하게 되고 이어서 소모성 반응
이 일어나게 된다. 寒, 熱, 濕, 燥, 風, 溫 혹은 이들의 挾雜, 혹은 
戾氣나 瘴氣 등에 의해 邪氣의 종류가 달라지면 증상 유형도 조금
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潛伏期를 지나 顯症 단계에서는 
初發期와 極盛期를 거쳐 恢復期나 衰退期에 이르는 과정이 유사하
게 일어난다. 
    여기서 仲景이 三陰三陽이라는 인체의 생리구조체계를 빌어서 
일련의 병리과정과 결부하여 傷寒病을 종합한 내용이 현재의 <傷
寒論>이므로, 결국 삼음삼양이란 당시 유행하던 외감병의 病變形式
과 過程을 표현하기 위한 체계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三
陰三陽의 본질은 太陽이나 陽明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과정으로 요약되는 병변특성이며, 그 중에서도 태양병-양명병-소음
병이 그 중심축을 이룬다. 이러한 3단계 과정에 正邪가 相搏하면서 
나타내는 寒熱症候와 氣血 및 津液의 盛衰、停滯樣相과 회복에 따
라 진행되는 病機, 그리고 구체적 병변위치에 따라 명명된 질병유
형들이 太陽、陽明、少陽病과 太陰、少陰、厥陰病의 表裏段階 혹
은 소속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즉 병증의 성질은 기혈진액의 虛實
寒熱변화로 나타내며 종합적인 轉歸의 판정은 亡陽과 亡陰으로 판
별하고, 이들 六經의 일반적인 성질과 다르게 복합적인 양상을 나
타내는 경우 合病이나 幷病의 이름이 붙게 된다. 

    이렇게 보면 六經病 즉 三陰三陽病의 본질내용은 외감병의 병
리전변과정 자체이고, 그 병리가 표현되는 부위와 특성들을 통합하
여 체계화한 것이 삼음삼양병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용어를 借用한 
이유는 臟腑經絡과 表裏體系 및 이와 관련된 開闔樞論, 陰陽氣血
의 盛衰나 多少 및 이와 연관된 年中月紀1)를 나타내는 生病理的 
개념들이 내포되어 다양한 病位와 病態를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
문이다.
    부위라는 의미에서는 본고에서도 方有執이나 柯琴 등의 部位
說이나 地面說과 大旨가 같다. 太陽은 위로 後頭部에서부터 項, 肩
背, 腰足 등의 表와 앞으로는 氣管과 氣管支의 表 그리고 膀胱裏
를 포함하는데 部位特性上 風寒과 水氣에 가장 쉽게 損傷을 받는
다. 陽明은 食道, 氣道, 賁門을 포함하는 心肺 胸部와 腹部 胃大腸 
등의 裏, 表의 前頭面部와 全身의 肌肉을 포함하는데 部位特性上 
熱邪와 잘 倂合하며 大汗으로 津液이 損傷된다. 少陽은 口咽과 面
目, 額頰, 側頭, 胸脇 및 肝膽 등의 側面을 포함하는데 部位特性上 
熱邪가 散布하여 氣機의 左右樞轉과 上下升降을 막게 된다. 太陰
은 胃, 小腸, 大腸上部의 大腹을 포함하는데 部位特性上 寒과 濕
邪가 浸淫하여 脾胃陽氣의 運化를 손상한다. 少陰은 下焦위치인 
腎大小腸, 小腹部位와 關元을 包含하는데 部位特性上 寒水가 一身
陽氣의 根本인 命門에 의해 氣化되면서 眞陰이 內藏하는 곳이므로 
陰盛陽亡이나 陰虛陽亢으로 귀결된다. 厥陰은 少腹의 左右結腸 및 
宗筋 그리고 위로는 脇膈에서 心에 이르는 側面部位를 포함하며 
部位特性上 氣機 升降의 통로이고 寒邪가 久鬱하며 氣上逆하여 종
종 挾雜、化熱하는 경우도 많다.13) 이렇게 보면 三陽과 三陰은 크
게 橫膈의 上下로 區分되면서도 太陽과 少陰、陽明과 太陰、少陽
과 厥陰이 前後側面의 부위와 특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太陽뿐만 아니라 太陰도 “開”에 속하여 食傷이나 陰邪에 
感하면 發病의 始起處가 될 수 있다. 그런데 陽明은 闔에 속하여 
無所不傳한다 했고, 陽明病은 대체로 裏熱이나 裏實熱일 것 같지
만 그 안에서도 中風、傷寒、中寒、瘀熱、胃中虛、胃家實 등의 寒
熱虛實變化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陽明에서 太陰이나 少陰으로 
전하기도 하므로 모든 陽明病을 어떤 대표특성으로 一括할 수는 
없고 다시 세부적인 辨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삼음삼양(병)
의 개념에 과정과 특성 및 부위의 세 가지를 모두 포함시키는 이유
이다. 그러나 <傷寒論>의 病因槪念에 대해서는 中風과 傷寒을 제
외하면 溫이나, 痰이나 宿食 등이 단편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辨
證수준으로 보면 溫病에 비해 전면적이지 못하다.

2. 溫疫과 溫病의 변증체계
    溫病은 크게 溫熱病과 濕熱病으로 분류되며 기원은 劉完素에
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짧게는 吳又可의 <溫疫論>2)에서 비롯된
다. 吳又可이론의 특징은 病因이 천지간의 常氣가 아니고 厲氣이자 
異氣여서 寒熱溫凉같은 性質이 아니므로 病因 자체는 詳論하지 않

 1) <素問 脈解> “太陽所謂腫腰脽痛者, 正月太陽寅, 寅太陽也…少陽所謂心脇
痛者 …九月陽氣盡而陰氣盛…陽明所謂洒洒振寒者, 陽明者, 午也, 五月盛
陽之陰也” 等 

 2) <溫疫論>의 溫疫論補遺를 보면 溫疫은 전염성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고 
성질로 말하면 溫病, 熱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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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따라서 邪氣가 始發하는 부위도 表나 裏가 아닌 半表半裏3)

이며, 대신 오한이나 발열 등의 증후양상은 陽氣의 盛衰와 感邪의 
輕重에 의존하고, 傳變은 半表半裏에서 表와 裏를 벗어나지 않는
다. 半表半裏는 臟腑나 經絡도 아니고 伏脊의 안으로(內) 胃와 가
까이 붙어, 즉 척추의 앞쪽과 腸胃의 뒤쪽에 있어서 表에서 멀지 
않은 表裡의 分界(膜原)이지만 절대로 表나 裏로 간주해서 汗下法
을 써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 후의 傳變은 自汗、盜汗、狂汗으로 
解하기도 하고, 無汗하다가 胃로 傳入하기도 하며, 自汗이 淋漓하
다 熱渴反甚하던 혹은 胃氣가 壅鬱하던 必히 결국 戰汗을 얻어야 
풀리기도 하며, 發黃하거나 發斑하는 사람이 있는 등으로 심히 不
常하니 因人而使하다 하였다. 다만 그 치료에 있어서는 某經某病을 
막론하고 다만 治疫하면 舊病이 自愈한다고 하여 厲氣가 六氣와 
다른 본질적 특성(세다) 및 老少異治4)(사람에 따라 다르다), 表裏半
表半裏病位에 따른 治法 등에 대해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淸初 葉天士(1667-1746)는 溫病의 변증논치방법을 기
술하면서 衛氣營血의 계통적 병변에 특히 주목하였다. 葉天士의 
<外感溫熱篇>은 본래 天士가 洞庭山에 있을 때 門人 顧景文에게 
口傳한 것인데14) 체계적 저술이 아닌 만큼 傷寒과 감별하여야 하는 
溫病의 핵심내용부터 기술되고 있다.5) 이를 요약하자면 <傷寒論>과 
吳又可의 설을 받아 온병은 表、裏、半表半裏의 구조 안에서 衛、
氣와 營、血의 病을 형성하는데 특히 表에서 시작된 衛分의 純全한 
溫熱은 곧 氣分으로 熾盛하여 全身으로 퍼지며 지속되면 血分을 灼
傷함에 이르는데 이것이 溫病의 일반적인 병리과정을 나타낸다.(衛
→氣→血) 營分의 證은 衛分에서 逆傳하거나 이미 氣分熱型이 바뀌
어 야간에 盛하고 血分을 상하는 과정에 아직 出血과 神明손상이 
현저하지는 않은 단계이니 중간의 證이다. 그러나 溫熱邪에 濕이 
挾雜하면, 濕은 본래 彌滿纏綿하고 三焦는 氣化와 決瀆의 官이니6), 
三焦의 특성과 親合하며 血과 異類라 血分損傷은 드물게 된다. 이
렇게 되면 溫熱病은 表裏의 衛氣營血, 濕熱病은 三焦라는 構造物을 
중심으로 병위를 論定하고, 변증논치의 근거가 되는 病의 性質은 
衛氣營血의 虛實寒熱 변화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喩昌과 葉桂 等
說을 종합한 吳鞠通은 <溫病條辨>에서 이 점을 더 명확히 하여 外
感病을 病因에 따라 風溫、溫熱、溫疫、溫毒、冬溫、溫瘧의 類, 暑
溫、濕溫、伏暑의 類, 寒濕의 類, 秋燥의 類로 分述하되, 이들의 
病位는 三焦에 經絡을 分配하여 上焦에 手太陰厥陰、中焦에 足太
陰陽明、下焦에 足少陰厥陰을 分屬시키고, 각각에 다시 表裏를 결
합하여 모든 종류의 溫病을 一貫하는 변증논치의 강령을 세웠다. 
濕熱病에 대해서는 薛生白이 專論하여 유명한데 분류방식을 보면 

 3) <溫疫論 原病> 邪自口鼻而入，則其所客，內不在臟腑，外不在經絡，舍于
伏脊之內，去表不遠，附近于胃，乃表裡之分界，是為半表半裡

 4) <溫疫論> 卷下 雜氣論, 論氣所傷不同, 似表非表，似裡非裡, 老少異治 등
 5) “溫邪上受 首先犯肺 逆傳心包 肺主氣屬衛 心主血屬營 辨衛氣營血雖與傷

寒同 若論治法則與傷寒大異也. 蓋傷寒留戀在表 然後化熱入裏 溫邪則熱
變最速. 未傳心包 邪尙在肺 肺主氣 其合皮毛 故云在表 在表初用辛凉輕
劑 挾風則加入薄荷 牛蒡之屬 挾濕加蘆根 滑石之流 或透風于熱外 或滲濕
于熱下 不與熱相搏 勢必孤矣…再論氣病有不全血分 而邪有三焦 亦如傷寒
中少陽病也. 彼則和解表裏之半 此則分消上下之勢 隨證變法”<外感溫熱
論>

 6) <濕熱病篇> 11조 注 “溼熱之邪，不自表而入，故無表裏可分，而未嘗無三
焦可辨”

衛氣營血과 表裏三焦를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表를 간혹 언급하긴 
하지만7) 全篇에 걸쳐 三焦가 중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    찰

    SARS에서 MERS에 이르기까지 최근 빈발했던 감염성 질환은 
仲景이 <傷寒論> 서문에서 建安元年 이래 10여년도 안 되어 종족
의 2/3가 죽었다는 기록을 상기시킨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12년간 여러 종류의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였는데 물리적, 유병율이
나 치사율은 크게 다르지만 공포심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타격은 별
로 다르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변증논치방법이 요청된다. 더구나 지
금은 상한뿐만 아니라 溫熱病과 습열병 등에 관한 임상경험이 충분
히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유리하다. 따라서 위에 서술한 
<傷寒論>과 吳又可, 葉天士, 吳鞠通, 薛生白 등의 병증분류 및 해
석방식을 종합하여 보면 外感病의 辨證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자연히 드러난다. 

Fig. 1. Synopsis of time-space elements following regions of body.

    먼저 病位를 설명하기 위한 인체구조해석이다. 여기에는 三陰
三陽과 三焦와 衛氣營血, 表裏 및 해부부위의 네 가지가 있다. 三
陰三陽의 사용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즉 全面(太陰陽明, 少陰)과 
後面(太陽少陰) 및 側面(少陽厥陰)의 입체가 가진 병증특성을 각각 
多熱少寒、多寒少熱、多氣鬱/寒熱錯雜의 병태를 반영하면서도 또
한 表裏관계 혹은 開闔樞 등의 의미를 內含하여 병의 發展趨勢와 
方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寒證에서 시작하여 熱證으로 변
화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하지만, 일반적인 邪氣의 所在와 병증특성
(寒熱虛實)을 반영할 수도 있다. 반면에 三焦는 氣分의 病變을 반
영하는데 特長이 있어서 濕病과 熱病, 濕熱病의 발현위치를 전적으
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엔 虛實寒熱의 어떤 병증
이든지 두루 서술할 수 있으며8) 때로는 치료원칙(禁忌)을 지시하기
도 한다. 다음으로 表裏는 半表半裏를 포함하는데 三陰三陽과 비

 7) <濕熱病篇>二條 “溼熱證惡寒無汗，身重頭痛，溼在表分”. 一條注 “然所云
表者，乃太陰陽明之表，而非太陽之表，太陰之表，四肢也，陽明也，陽明
之表，肌肉也，胸中也，故胸痞為溼熱必有之證，四肢倦怠肌肉煩疼，亦必
並見”

 8) 따라서 <傷寒論>에서도 三焦 용어는 수차례 사용되는데, 사실은 병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汗吐下 등의 치법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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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개념 같지만 表裏構造는 전적으로 病證의 傳變상황에 따라 
汗下溫淸 등의 治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전제로 설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 다르다. 다음으로 <傷寒論>에는 해
부학적 部位로서 心下, 胸, 脇, 腹, 胃中, 臍(下), 少腹, 血室, 膀胱 
등9)이 비교적 자주 거론되다. 그렇지만 溫病論에서는 이미 三焦에 
분속되었기 때문에 대개 병인에 근거한 病名과 해당증후로 표현된
다. 나아가 西醫感染病學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병위서술을 위해 
해부학적인 組織器官의 명칭을 원용하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결합하여 운용하면 급변하는 외감병의 病情과 
病位를 상황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다(Fig. 1). 
    둘째는 辨證을 시행하기 위한 病證의 性質分類에 대한 방법이
다. 이것은 다시 病性과 病質로 나눌 수 있는데 病性이란 人體가 
病邪에 대항하여 나타내는 병증양상의 특성이자, 本草와 方劑의 藥
性에 대응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한 虛實、寒熱、陰陽 등10)으로 
분류한 것이다. 病質이란 外感病 과정에서 病邪가 搏着하여 실제로 
機能異常이 발생한 실체로서의 생리물질을 가리킨다. 상한병에서는 
營衛와 氣、血 등에 寒、熱、强、弱、瘀、蓄 등의 質的 변화가 발
생하고, 溫病에서는 氣、血에 邪熱로 인한 質變이 발생하고 終局
에는 下焦의 腎陰과 腎陽損傷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병의 性質은 인체내부 공간전체를 充滿하고 있는 營衛氣血津液 등
의 생리물질에 발생한 陰陽寒熱虛實變化라 할 수 있다. 다만 氣、
血은 전형적인 熱이나 濕熱 혹은 燥熱이 深化되면서 생리기능손상
을 일으키는 병리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라면, 三陰三陽은 이미 그 
자체에 寒、熱、燥、濕、氣鬱 등의 親和性이 있고 立體를 구획하
고 있어서 衛氣營血분류보다 인체의 내재적 素因을 반영하는 특징
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東醫寶鑑>에서는 ‘三陰三陽形證’이라 
하고 그에 따라 用藥規律을 정하는데 여기에는 六氣標本이론이 적
용된다.11) 예를 들면 太陰病은 寒濕者에 多發하고, 陽明病은 燥熱
者에 다발하고, 少陽病은 평소 氣機鬱滯한 者가 血弱氣盡 腠理開
하여 表에서 抗邪하지 못하므로 少陽脇下에 引入伏在하다가 化火
上逆하는 것이고, 太陽病은 腠理가 緊實하거나 아니면 疏弱하여 
虛實失中한 者에게 風寒邪가 肌表營衛에 着滯하는 것이고, 少陰病
은 寒熱邪가 勝하여 裏의 陰陽을 損傷하고 形氣가 衰한 자에게 多
發하며, 厥陰病은 평소 形氣衰하나 內有氣鬱滯한 者가 外寒을 받
으면 곧 凝縮하여 厥陰小腹에 伏在하다가 鬱極陽復하는 자에게 다
발한다. 

 9) 이 중에서 胸, 心下, 臍下가 溫病論에서의 上焦, 中焦, 下焦에 해당된다.
10) 八綱 중에서 病位인 表裏를 제외한 것이다. 孫一奎는 <赤水玄珠 凡例>에

서 “凡證不拘大小輕重 具有寒熱虛實表裏氣血八個字 苟能於此八個字 認
得眞切”이라 하여 陰陽 대신 氣血을 넣었는데 陰陽을 六變의 總綱으로 
삼는다면 이 明證八字訣이 변증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尤好하다.

11) 예를 들면 <東醫寶鑑 雜病 寒 太陽形證用藥> “太陽膀胱本病 頭疼脊强. 
小腸爲標 與心爲表裏 故發熱 冬月麻黃桂枝湯 餘月九味羌活湯. 太陽以皮
膚爲表 以膀胱爲裏. 熱在皮膚 則頭疼項强 宜麻黃桂枝湯 九味羗活湯. 熱
在膀胱 則口渴尿赤 宜五苓散(入門). 發熱惡寒 脈浮者 屬表 卽太陽證也
<仲景>…陽明者 大腸爲標 與肺爲表裏 故微惡寒發熱 爲經病 宜葛根解肌
湯. 渴而有汗者 宜白虎湯 胃爲本. 目疼鼻乾 潮汗閉澁 滿渴狂譫 宜調胃承
氣湯(入門). 陽明以肌肉之間爲表 胃府爲裏 熱在表 則目疼不眠 宜葛根解
肌湯, 熱入裏 則狂譫 宜調胃承氣湯(入門)” 등이다.

    한편 衛氣營血 중에서 氣、血만을 病質로 언급한 이유를 설명
하자면 衛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작용에 속하고 치법과 관련된 病位
槪念에 속하며, 營도 역시 주기적 맥내 순환작용의 의미가 크고 血
分證으로 이행하는 前驅期나 過渡期의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충만
성의 質點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傷寒病에서도 汗下過
度로 津液損傷이 급격하면 亡陰이나 亡陽이 생기고 少陰病이 깊어
져도 腎陰、陽이 상하여 亡陰、陽에 이른다. 서의병리학에서는 質
的인 변화로 종창、변성、증식、비대、위축、괴사 등과 염증이 있
고, 상태의 변화를 기술하는 울혈、충혈、부종、血栓、塞栓 등이 
있는데 질병분류상 역시 이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셋째는 외감병의 初期病情과 치료방법 및 豫後를 보다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病因의 分類이다. 吳又可가 비록 天地間에 있는 別
種의 異氣라 하였지만 <溫病條辨 原病>에서 보듯이 喜怒不節한데
다 寒暑過度하여 氣運不舒하면 溫厲가 유행하는 것이고, <刺志論>
에서 “氣盛身寒 得之傷寒 氣虛身熱 得之傷暑”라 한 것처럼 外感病
의 종류별 罹患傾向은 인체의 形氣 및 體質特性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 이러한 形氣盛衰를 포괄하는 체질특성을 상술하는 이론이 李
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인데 비록 傷寒病證에 한정되어 있고 <溫病
條辨>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病證藥理와 方劑理論을 결합하
면 외감병인과 체질적 親緣性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風溫、溫
熱、溫疫、溫毒、冬溫、溫瘧의 類는 發熱이 위주인 전형적인 溫熱
邪이므로 氣盛身熱한 熱多者(少陽人과 太陰人 熱型)에서 다발하고, 
暑溫、濕溫、伏暑의 類는 대부분 濕熱邪를 형성하므로 火盛水虛者
(少陽人)에 다발하고, 寒濕의 類는 氣虛身寒者(少陰人)에 다발하며, 
秋燥는 陰虛肺燥者(태음인과 소양인)에 다발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12). 여기에는 세 개의 축과 각 축마다 세 
가지의 구성요소들이 들어있고 여기에 病期에 따른 時間軸이 더해
져서 도합 10가지의 변증요소로 구성된다. 
    즉 이론적으로는 모든 체질에서 모든 병인의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발병 경향성이 이러하다는 의미이고, 시간이 경과
하면서 체질적 배경에 따라 병인의 性質은 점차 다르게 된다. 왜냐 
하면 <傷寒論>에 陽明病이라도 脈遲汗多하며 微惡寒(衛表虛, 寒)하
다면 桂枝湯을 쓰고, 脈浮無汗하면서 喘하다면 麻黃湯을 주라 하
였으며, <溫病條辨>에서도 太陰溫病(表衛)이라도 惡風寒(寒)하면 
桂枝湯을 복용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傷寒과 溫病의 病傳徑
路가 비록 처음엔 다르더라도 중간단계에는 裏熱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다시 달라지는데, 이로써 病因은 체질이라는 “차별성의 
배경”과 외감이라는 “공통성의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야 보다 정확
하게 변증할 수 있는 것이다13). 病因과 體質의 구체적인 상관성 기

12) X Y Z의 세 축은 각각 세 線으로 이루어진 重層構造인데 이 각각의 선
들은 하나의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예컨대 병인의 溫熱邪類는 病位
軸의 삼초와 衛氣營血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病性에서는 熱實陽證과 관
련이 깊은데 이를 생병리적인 면에서 親和性이라 하고 좌표상의 지리적인 
면에서 近緣性이라 한다.

13) 或者(曹東義)는 病因을 객관적인 기준(季節, 主氣, 溫度, 화학검사 등)에 
의해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審證求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며, 傷寒이든 溫病이든 最終的인 基底에는 證을 나누어 方을 결정해
야 하므로 病證結合과 分層診治를 통하여 寒溫統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지적도 결국은 病因의 不完全性과 관련된다. 그러나 病因이 
모든 환자에게, 모든 시점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에게 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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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방제를 논술하는 것은 장황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
로 여기서는 전염성 외감병의 포괄적인 변증체계 가설을 제안하는
데 그친다. 

Fig. 2. 3 dimensional synoptic diagram of unified differential 
dignostic system of exogenous diseases. T means elapse of time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같은 속성을 가진 분류개념들을 하나
의 그룹으로 모아 유형별로 통합하면 외감병에 대한 일목요연한 인
식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는 한 그룹 내에서도 차별
적인 변증의의에 따라 구별하여 적용하게 된다. 즉 少陰人이라면 
傷風、傷寒、寒濕、暑溫、濕溫、風溫 등의 병인이, 太陽、衛表에
서 三陰의 裏에 好發하며, 陽、氣에 虛、寒、陰證의 病性을 주로 
나타낸다. 반대로 病性을 기준으로 하면 虛熱은 少陰人、少陽人、
太陰人에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虛熱의 구체적인 병리기전과 치
법은 체질별로 유형이 나뉘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예시하면 
Fig. 3과 같다.

Fig. 3. Differentiation elements of soeum person considering affinity.

특성은 공통적이며, 설사 한 外感因子가 특정 환자에게는 대부분의 사람
과 다른 病因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病因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
니고 단지 체질적 배경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 임상에서는 溫病에서의 경험이 적어 위와 
같은 stereotype의 완정한 체질론으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感冒나 有關雜病에서의 변증논치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즉 形氣相應의 원리에 의하여 氣의 虛實盛衰變化는 그렇게 
형성되도록 하는 形象的 요인이 선행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현
재의 疾病狀態에 대한 분석은 形→氣→證→治의 순서로 자연히 연
역된다. 예를 들면 朴仁圭가 완성한 形象醫學에서의 六經形과 六
經形證, 精氣神血 四科와 病證의 관계, 五臟形, 膽膀胱, 男女老少 
등14)이 그러한데 이런 다양한 매개개념들은 위에서 예시한 病因과 
病位에 대한 親和性을 더욱 강화하는 내적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寒溫統一理論들이 제시했던 六經、衛氣
營血、八綱、西醫生理系統 등의 중심적인 변증방법을 위주로 한 
통합체계15)와는 달리 각각의 외감병 변증과 치료이론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체질적인 상호친화성과 근연관계를 바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한듯하지만 기존의 理法方藥은 각자 고
유의 배경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捨象하지 않으면서 인체의 
고유특성을 중심으로 疾病과 證徵을 종합하여 하나의 병리분류체계 
안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朱文鋒의 證素辨證
學15)에서의 病位-病性개념과 유사한듯하지만 이는 이론의 출발과 
목적과 범주가 전혀 다르고 실제 분류 내용도 매우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급박한 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본 통합변증체
계에 의한 진단결과는 病因과 病位를 명확히 드러내고 체질과 형
상정보에 의한 병리예측이 가능하므로 辨證論治의 迅速性과 效率
性을 제고할 수 있으며, 발생 전에는 단순한 일반원칙이 아니라 상
세한 개인적 병리경향성에 근거하여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원격지 혹은 타기관 의사와도 환자의 기본특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통합변증방법은 또한 기존의 변증정보에 체질
적인 배경을 종합하여 개인화 의학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의학에서 전염병에 대응하는 백신제조방법은 사후적인데다 상
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가능한 방법이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다양한 疫病들에 대한 극복전략을 마련할 때 이
러한 장단점들이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결    론

    이전 醫籍과 驗方으로부터의 實事求是的인 蒐集과 實踐經驗을 
바탕으로 酷甚했던 外感疫病에 대한 理法方藥體系를 완성했던 仲
景의 육경중심 변증논치체계와 <溫疫論>과 葉天士, 吳鞠通 등에 
의한 外感病 이론들의 변증개념과 분류형식을 종합하여 유행성 감
염병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인식체계를 제안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변증논치체계가 가져야 할 필수요소는 병
인과 병의 성질, 병위이며 병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특
히 삼음삼양은 병인요소가 비록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정보

14) 이와 유사한 중의학 이론들로는 王琦나 匡調元의 체질론, 黃煌의 藥證體
質 등이 證과 개체의 고유특성 사이의 친화성을 이용하는 범주에 속한다. 

15) 예를 들면 萬又生은 八綱, 張錫純은 傷寒, 鄧鐵濤는 熱病을 중심으로 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아예 證을 중심으로 하자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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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종합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인체의 고유한 
선후천적 체질특성과도 밀접한 친화성을 갖는다. 溫病論에서의 표
리삼초와 衛氣營血 등의 이론을 종합하여 10개의 구성요소를 갖는 
통합변증좌표계를 도시하였다. 그 중에서 病因軸의 세 線上에 있는 
각 요소들은 病名과 연관되고, 병의 성질축 세 線上의 요소들은 辨
證과 相通하여 실제로는 病과 證의 정보가 동시에 포함되며, 병위
축 세 선상의 요소들은 치법을 지시하는 表裏、三陰三陽、衛氣營
血 등의 병리위치와 五臟六腑器官 및 組織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형식이 된다. 또한 이들 各 軸의 세 線은 상호간에 친화성을 갖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병인, 性質, 病位分類 상호간에 重層的인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분류체계는 患病個體의 체질적인 특
성 아래 포섭되어 치료방법뿐만 아니라 예방과 사후조리방법을 도
출하는 종합적인 보건체계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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