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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DongUiBoGam is a representative medical literature in Korea. This research intends to structurally grasp how 

DongUiBoGam understands the human body and review the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NaeGyeong chapter 

of it using text mining. Methods : The structure of DongUiBoGam was analyzed with specific parts of the book that described 

contents, major premises of understanding the human body, and processes of treatment. W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each 

acupoints in a relationship with causes of diseases & symptoms in the NaeGyeong chapter using a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TFIDF). Results : Three different categories of pattern identification(PI) were formed after structural analysis 

of DongUiBoGam. Every causes of diseases & symptoms wer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three categories of PI.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upoints and causes of diseases & symptoms, 114 acupoints were visualized with TFIDF values of three 

PI categories. Conclusions : The selection of acupoints in NaeGyeong chapter of DongUiBoGam were linked to causes of diseases 

& symptoms based on the three PI categories. Through visualization of bipartite relationships between acupoints and causes of 

diseases & symptoms, we could easily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each acu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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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東醫寶鑑의 서두에는 “身形藏府圖”와 함께 두 개의 글들이 놓

여 있다. 그 가운데 “朱丹溪 曰”로 시작하는 글을 살펴보면 사람의 

形色에 따라 질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문장을 확

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肥人은 濕이 많기 쉬운 반면 瘦人은 

火가 일어나기 쉽고, 피부가 흰 사람은 肺의 氣가 虛하기 쉬운 반면 

피부가 검은 사람은 腎의 氣가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를 종합하여 “形과 色이 다르면 그 사람의 臟腑의 상태 또한 

다르고,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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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1). 우리는 위의 글을 통해서 

동의보감안에서 질병을 치료함에 환자의 形色을 구분하여 臟腑

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병인을 분석하여 가장 적

합한 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환자의 질병을 인식하고 병인을 분석하여 

치료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한의학의 중요한 특성으로, 주로 

“辨證”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져 왔다3). 한의학에는 한의학 본연의 

望聞問切의 진단과정과, 內傷과 外感 등의 감별을 통한 질병의 분

류, 그리고 각 질병의 臟腑 혹은 六經 등의 기전 해석을 통해 치료

를 적용해 온 특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의학 안에서도 질병인식

방식이 항상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한

다고 여겨지는 동의보감에서는 상한을 위주로 한 다수의 의서들

과는 달리 상한에 대한 내용을 ｢잡병편｣ 중의 하나인 ｢寒門｣ 안으

로 축소하고, 정기신과 오장육부에 대한 논의를 담은 ｢내경편｣을 

전체 다섯 개의 편 가운데 가장 서두에 위치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체 내부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질병 치료를 강조하였다. 

이 같은 동의보감이 지닌 질병인식방식은 약을 통한 치료뿐만 

침구 치료를 통해서도 구현된다4,5). 동의보감의 ｢내경편｣,｢외형편｣,

｢잡병편｣ 각 문 말미에는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鍼灸法]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침구의 임상적 활용

을 다룬 [침구법]을 매 문마다 별도로 제시한 것은 동의보감이라

는 의서가 지닌 중요한 특징 중 하나6)이며, 이를 토대로 동의보감
에서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약의 사용뿐 아니라 침구의 활용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의보감의 마지막 편인 

｢鍼灸篇｣의 존재는 침구와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기경팔

혈과 오수혈이 가지는 치료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동의보감에

서의 [침구법] 활용을 뒷받침하였다. 

본 논문은 ｢내경편｣ [침구법]에 기재된 혈들이 동의보감의 질

병인식방식을 반영한 변증 항목들과 가지는 관련성을 텍스트마이

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이를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치료 기준으로서 병인에 대한 고려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침구법]의 경우에는 병증과 치료 혈들 위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병인에 어떠한 혈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는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치료 혈들과 해당 병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병인을 토대로 혈들을 이해하도록 하여 치료 혈들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과정의 작업

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는 동의보감의 변증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였다. 동의보감의 치료 기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의보감 내의 핵심적인 원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로 세 가지의 변증 범주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이 변증 

범주를 토대로 정리한 특정 병증에 대한 병인을 [침구법]의 각 혈과 

연결시켜, 이들이 가지는 관련성을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었다. 

관련성 분석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마이닝 기술

을 통해 방대한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해 내고,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단순한 정보 검색 이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7). 이 같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한의학 임상 기록을 

담고 있는 의서를 분석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동의보감 

[침구법]에서 활용된 혈들이 병인과 가지는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적용한다면, 각 혈들의 특성을 병인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각 혈들이 병인들과 가지는 관계로써 혈성

을 설명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변증 과정을 거친 특정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선혈을 해야 할 때에 동의보감에서의 용례

를 근거로 이루어진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 및 방법

크게 동의보감의 변증 범주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고찰과, 혈

과 변증 범주를 구성하는 병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텍스

트마이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문헌고찰

동의보감의 질병인식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동의보

감의 변증 범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의보감 원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동의보감 원문은 동의보감의 

전반적인 의학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조문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분석 대상이 된 조문은 동의보감 서두에 위치한 

｢集例｣이다. 동의보감에서 밝히려는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의보감 편찬배경과 취지, 그리고 동의보감의 편제 구성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을 허준이 직접 지은 ｢집례｣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8). 두 번째 분석대상은 身形藏府圖이다. 

신형장부도는 동의보감의 의학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형장부도와 함께 실린 두 문단의 글 역시 

동의보감이 지닌 의학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9,10). 세 번째 분석 대상은 동의보감 ｢잡병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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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necting acupoints with cause of diseases & symptoms 
in 東醫寶鑑 through the name of diseases & symptoms.

Fig. 2. The flow chart of data analysis.

[鍼灸法]
Extraction

病證 穴

精 ○遺精夢泄 心兪 白環兪 膏肓兪 腎兪 
中極 關元 等穴 或針或灸<綱目>

遺精 夢泄 心腧 白環腧 
膏肓腧 腎腧 
中極 關元

○失精精溢 中極 大赫 然谷 太衝 等穴 
皆主之<綱目>

失精 精溢 中極 大赫 然谷 
太衝

○虛勞失精 宜取 大赫 中封<綱目> 虛勞失精 大赫 中封
○遺精五藏虛竭 灸 曲骨端 一穴 

四七壯 穴在前陰橫骨中央 
曲如月中央 是也<綱目>

遺精
五藏虛竭

曲骨

○便濁失精 取 腎兪 夢泄精 取 三陰交 
各灸二七壯 神效<得效>

便濁 失精 腎腧
○便濁失精 取 腎兪 夢泄精 取 三陰交 

各灸二七壯 神效<得效>
夢泄精 三陰交

Table 2. Extraction of ｢精門｣ [鍼灸法]

｢內景篇｣ [鍼灸法]

身形 〇 脾臟 ×
精 〇 肺臟 ×
氣 〇 腎臟 ×
神 〇 膽腑 ×
血 〇 胃腑 ×
夢 〇 小腸腑 ×

聲音 〇 大腸腑 ×
言語 〇 膀胱腑 ×
津液 〇 三焦腑 ×
痰飮 〇 胞 〇

五臟六腑 × 蟲 〇
肝臟 × 小便 〇
心臟 × 大便 〇

Table 1.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鍼灸法] in ｢內景篇｣

의 ｢審病門｣과 ｢辨證門｣이다. 동의보감에서 진찰에서부터 치료

까지의 과정이 개괄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잡병편｣ 가운데의 ｢審

病門｣ㆍ｢辨證門｣ㆍ｢診脈門｣ㆍ｢用藥門｣에서 찾을 수 있다3,11). 이 

중에서도 ｢심병문｣ㆍ｢변증문｣은 동의보감의 치료 이전의 질병

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의 변증 범주를 구성

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조문이다. 

2. 텍스트마이닝

동의보감 ｢내경편｣의 [침구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침구법] 

조문들을 MS Office Excel을 활용하여 입력하였으며, 이를 ‘병증’

과 ‘혈’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또한 [침구법]의 각 혈이 동의보감 
원문에 제시된 병인과 가지는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침구법]

의 혈을 [침구법]의 병증을 매개로 관련 동의보감 원문과 연결하

였다(Fig. 1). 

[침구법] 병명을 토대로 [침구법] 혈과 연결된 관련 동의보감 
원문들은 다시 한 번 추출의 과정을 거쳤다. 동의보감의 문장들

에 포함된 병인들을 단어 형태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병인

들을 앞에서 구성한 변증 범주에 배속시켜, 각각의 범주에 배속된 

병인들이 그 범주를 구성하는 대표 병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정리된 [침구법] 혈과 동의보감 병인의 데이터는 

Pyth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성 분석이 이루어졌다(Fig. 2). 

1) 동의보감 ｢내경편｣ [침구법] 정리: 동의보감 ｢내경편｣은 

총 26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오장육부와 관련한 

12개의 문(1)을 제외한 총 14개의 문에서 [침구법]을 찾아볼 수 있

었다(2)(Table 1).

동의보감 ｢내경편｣ [침구법]을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각 문의 

말단에 위치한 [침구법]을 Table 2와 같이 ‘병증’과 ‘혈’의 형태로 

정리하였다(Table 2). 

2) [침구법] 병증을 토대로 동의보감 원문 연결: 다음으로 [침

구법]의 혈을 병증을 매개로 관련 동의보감 원문과 연결하였다. 

Table 3은 ｢精門｣ [침구법] 가운데 “遺精 夢泄”이라는 병증을 기준

으로 하여 혈과 해당 원문을 연결 지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遺

精 夢泄”과 관련된 원문을 동의보감 ｢내경편｣ ｢정문｣의 [遺泄精

(1) ｢五臟六腑門｣, ｢肝臟門｣, ｢心臟門｣, ｢脾臟門｣, ｢肺臟門｣, ｢腎臟門｣, ｢膽 
腑門｣, ｢胃腑門｣, ｢小腸腑門｣, ｢大腸腑門｣, ｢膀胱腑門｣, ｢三焦腑門｣을 말
한다.  
(2) ｢身形門｣의 경우 [灸臍法]이 [鍼灸法]을 대신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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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證 穴 Relevant Paragraphs from 『東醫寶鑑』

遺精
夢泄

心腧
白環腧
膏肓腧
腎腧
中極
關元

[遺泄精屬心] ○丹溪曰 主閉藏者腎也 司疎泄者肝也 二藏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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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所以聖人 只是敎人 收心養心 其旨微矣

○精之主宰在心 精之藏制在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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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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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曰亦滑流不已 宜服坎离丸 黃連淸心飮<入門>

[夢泄屬心] ○直指曰 邪客於陰 神不守舍 故心有所感 夢而後泄也 其候有三 年少氣盛鰥曠 矜持强制情慾 不自覺知此泄 如甁之滿
而溢者 人或有之 勿藥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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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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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夢遺不可作虛冷 亦有經絡熱而得之 嘗治一人至夜 脊心熱 夢遺 用珍珠粉丸猪苓丸遺止而終服紫雪脊熱始除淸心丸
亦佳<本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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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宜黃連
淸心飮<入門>

○夢與鬼交而泄精 名曰夢遺 專主於熱 用黃栢知母牡蠣蛤粉若內傷氣血不能固守而夢遺者當補以八物湯加減呑樗根皮
丸(八物湯方見虛勞)

○本事曰年少壯者 節慾而遺泄 宜淸心丸珍珠粉丸
○戴氏曰 夢遺精滑 皆相火所動 久則有虛而無寒也

Table 3. Connecting Acupoints with the Paragraphs of 『東醫寶鑑』 Via Name of Diseases & Symptoms

病證 穴 Relevant Paragraphs Extracted 病因

遺精
夢泄

心腧
白環腧
膏肓腧
腎腧
中極
關元

[遺泄精屬心] 心動 相火翕然而起 　

心腎氣虛 　 　 　

　 　君火不寧 相火擅權
[夢泄屬心] 邪客於陰 神不守舍 心有所感 　

矜持强制情慾 　 　 　

心家氣虛 心受熱邪 陽氣不收 　

藏府積弱 眞元久虧 心不攝念 腎不攝精
經絡熱 　 　 　

屬心 　 　 　

專主於熱 　 　 　

節慾 　 　 　

相火所動 　 　 　

Table 4. Connecting Acupoints with Cause of Diseases & Symptoms

屬心], [夢泄屬心]으로 판단하였다.

3) 동의보감의 원문들 중 병인 추출: 선택된 동의보감 원문 

가운데 병인으로 판단된 문구들을 추출하여 Table 4와 같이 정리

하였다. 이때의 병인이라는 개념 속에는 각 병증을 유발하는 요인, 

그리고 그 요인들로 인하여 신체 내에서 진행되는 병기에 대한 서

술들을 포괄하였다. 

4) 추출된 병인들을 변증 범주에 배속: 정리된 병인들은 동의보

감 질병인식방식을 토대로 구성한 변증 범주에 맞추어 다시금 단

순화 작업을 거쳤다. 이때의 변증 범주 구성은 결과 가운데 “1. 문

헌고찰”에 의거하였다(3). 한편 변증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병인들

(3) 총 3개의 변증 범주가 구성되었으며, 모두 25개의 병인 항목이 이 안에 
포함되었다. 동의보감 원문에서 추출된 총 1,082개(중복제거 시 500개)
의 병인들은 모두 25개의 병인 항목으로 치환되었다.  

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able 5의 경우 Table 4 가운데 “邪

客於陰”, “藏府積弱”, “眞元久虧”과 같은 병인이 제외 대상에 해당

하였다(4).  

5) 혈과 병인 간의 관련성 파악: “3) 동의보감의 원문들 중 

병인 추출” 결과에서 특정 추출 병인이 특정 혈과 함께 언급되는 

횟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4) 추출된 병인들을 변증 범주에 배속” 

결과 추출 병인을 변증 범주의 병인으로 표현이 가능하였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혈이 특정한 변증 범주의 병인과 함께 

등장한 횟수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를 114개의 혈과 25개의 변증 

범주 병인 간의 인접행렬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인접행렬 데이

(4) ‘陰陽’과 같이 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의미를 고정하기 어려
운 경우나 ‘藏府’와 같이 여러 대상을 종합하는 경우, 그리고 ‘眞元’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변증 범주에는 포함시
키지 못하였다. 변증 범주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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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證 穴 Relevant paragraphs 病因 transformed into 辨證 categories

遺精
夢泄

心腧
白環腧
膏肓腧
腎腧
中極
關元

[遺泄精屬心] 心 火 　

心 腎 氣 　

火 火 　 　

[夢泄屬心] / 神 心 　

神 　 　 　

心 氣 心 火 氣 　

/ / 心 腎 精

火 　 　 　

心 　 　 　

火 　 　 　

神 　 　 　

火 　

Table 5. Connecting Acupoints with Transformed Cause of Diseases & Symptoms

터를 이용해, 혈의 특성을 관련된 변증 범주 병인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텍스트마이닝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였으

며, 이 계산을 위해 Python 프로그램의 Scikit-learn 패키지를 사용

하였다.

TFIDF는 문서분류를 위해 문서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알맞

게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통계수치로, 그 개념의 핵심은 특정문서

에서 등장한 특정단어의 빈도(Term Frequency)를 특정단어를 포

함하고 있는 문서들의 숫자(Document Frequency)로 나눈 값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TFIDF는 Term Frequency를 통해 특정단어가 

특정문서에 자주 등장하는지 여부 뿐 아니라 Document Frequen-

cy를 통해 특정단어가 모든 문서에서 흔하게 쓰이는지 희귀하게 

쓰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특정단어가 특정문서

의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정규화 하는 수치이다12). 따

라서 혈의 특성을 변증 범주 병인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혈을 

Sample로 변증 범주 병인을 Feature로 적용시켜, 혈의 특성을 변

증 범주 병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火’라는 병인이 관원혈과 가지는 TFIDF는 “(how 

many times '火' was with '關元')/(how many acupoints were 

with '火')”로 표현할 수 있다. 즉 ‘火’가 관원혈에서 나타난 빈도를 

‘火’가 나타난 혈이 몇 개인지로 나누어주어서 ‘火’라는 병인이 관

원혈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좋은 수치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경우 아무리 ‘火’라는 병인이 관원혈에 많이 등장하였어도, ‘火’라

는 병인이 대다수의 혈에 모두 나타나는 평범한 병인이라면 ‘火’는 

관원혈만의 특수한 병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진다. 

결    과

1. 문헌고찰

문헌고찰을 통해 동의보감의 질병인식방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동의보감 변증 범주를 구성하였다.

1) 동의보감 질병인식방식 분석: 동의보감이 어떠한 방식으

로 질병을 파악하고, 치료에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의보감의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문들인 ｢集例｣, 

身形藏府圖, 雜病篇의 ｢審病門｣·｢辨證門｣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集例｣: 아래에서 동의보감 ｢집례｣의 일부를 살펴보자.

臣謹按人身內有五藏六府,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 以成其形, 而

精氣神, 又爲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謂此也. 

黃庭經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象之圖, 道家以淸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 今此書, 先以內景精

氣神藏府爲內篇, 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 又採五運六氣, 

四象, 三法, 內傷, 外感, 諸病之證, 列爲雜篇, 末著湯液鍼灸, 以盡其

變, 使病人開卷目擊, 則虛實輕重吉凶死生之兆, 明若水鏡, 庶無妄治

夭折之患矣.

위의 글 ｢집례｣에서 허준은 동의보감 전체 내용에 대해 개략

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안에는 五臟六腑

가 있다(內有五藏六府).”고 하였고 “바깥에는 근골ㆍ기육ㆍ혈맥ㆍ

피부가 있다(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고 하였는데, 이는 각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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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例｣ 目次

五運六氣 天地運氣
四象 審病, 辨證, 診脈, 用藥,
三法 吐, 汗, 下 
內傷 內傷
外感 風, 寒, 暑, 濕, 燥, 火
諸病之證 虛勞, 霍亂, 嘔吐, 咳嗽...

Table 6. The Comparison of ｢集例｣ and Contents in ｢雜病篇｣

의보감의 ｢내경편｣과 ｢외형편｣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精氣神이 藏府百體의 主가 된다(精氣神, 又爲藏府

百體之主).”고 하여 인체의 내외가 모두 정기신에 의해 주관되고 

있음을 말하였다. 

그 뒤의 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동의보감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 의서는 먼저 內景인 精氣神 및 臟腑로써 內篇

을 삼고, 다음으로 外境인 頭ㆍ面ㆍ手ㆍ足ㆍ筋ㆍ脈ㆍ骨ㆍ肉으로

써 外篇을 삼았으며, 五運六氣, 四象, 三法, 內傷, 外感, 온갖 병의 

증상들을 모아 나열하여 雜篇을 삼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湯液과 

鍼灸를 저술하여 그 변화함을 다하도록 하였다.”(5)고 한 문장에서 

‘內篇’, ‘外篇’, ‘雜篇’, ‘湯液’, ‘鍼灸’에 대한 서술은 각각 동의보감
의 다섯 개 편, 즉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

편｣에 대응한다. 이 문장을 토대로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다. 먼저 ｢내경편｣에 대한 서술에서 

정기신과 장부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례｣의 가장 첫 문장에서 “精氣神이 藏府百體의 主가 된다.”고 

했던 것과도 서로 통한다. 다음으로 ｢외형편｣에 대한 서술에서, 실

제 ｢외형편｣에서는 보다는 간략하지만 頭面部와 四肢, 그리고 筋脈

骨肉를 통해 인체 전신에 대한 서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잡병편｣에 대한 설명이다. “五運六氣, 四象, 三法, 內傷, 外

感, 온갖 병의 증상들(諸病之證)”이라고 하여 ｢잡병편｣에 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목차와 비교해보면 각각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Table 6). 

Table 6을 살펴보면 “四象”이라는 표현이 ｢審病門｣, ｢辨證門｣, 

｢診脈門｣, ｢用藥門｣과, “三法”이라는 표현이 ｢吐門｣, ｢汗門｣, ｢下門

｣과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8). 또한 “外感”은 ｢風門｣, ｢寒門｣, ｢暑

門｣, ｢濕門｣, ｢燥門｣, ｢火門｣을 의미하며, “諸病之證”은 그 외에 ｢잡

병편｣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병증을 가리킴도 확인 가능하다(6). 

(5) “今此書, 先以內景精氣神藏府爲內篇, 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
篇, 又採五運六氣, 四象三法, 內傷外感, 諸病之證, 列爲雜篇, 末著湯液鍼灸, 
以盡其變”
(6) 실제 동의보감의 목차 순서에서는 ｢風門｣, ｢寒門｣, ｢暑門｣, ｢濕門｣, 
｢燥門｣, ｢火門｣ 이후에 ｢內傷門｣이 위치하지만, Table 1에서는 양자 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內傷門｣을 앞으로 이동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례｣에서의 서술을 토대로 동의보감의 병

인과 관련한 질병인식방식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신 및 오장육부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정기신의 

경우 오장육부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근골ㆍ기육ㆍ혈맥ㆍ

피부까지도 주관한다고 하여 그 범주가 외형까지도 포괄하였다. 둘

째, 진찰 및 치료과정으로서 “四象”을 설정하였다. 우리는 ｢잡병편｣
의 “四象”, 즉 ｢심병문｣, ｢변증문｣, ｢진맥문｣, ｢용약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 病을 관찰하고, 證을 변별하며, 脈을 진단하고, 藥을 

활용한다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서술은 동의보감에서 질병을 어

떠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치료에 적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

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셋째, 

병인으로서 ‘內傷’과 ‘外感’의 설정이다. 내상과 외감의 대비는 宋

代 陳無擇이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말한 內因ㆍ外因ㆍ不內外因

의 “三因論”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7). 동의보감에서는 

｢내경편｣에서 정기신과 오장육부를 논하고, ｢잡병편｣에서 심병, 변

증, 진맥, 용약의 치료 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잡병편｣에서 풍한

서습조화 및 내상에 대한 서술을 더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병인 인

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2) 身形藏府圖: 신형장부도는 동의보감의 인간관을 함축적으

로 표상하는 도상이다13,14). 그 내용은 정기신을 중심으로 하는 장부 

중심의 동의보감의 질병인식방식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15). 신형장부도를 살펴보면 코를 벌름거리는 모습, 배의 율동

하는 모습, 그리고 尾閭關ㆍ轆轤關ㆍ玉枕關으로 연결되는 척추의 

강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10), 이는 동의보감 ｢내경편｣ ｢신형문｣
의 [丹田有三], [背有三關]과 같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기신

의 간직(8)과, 정기의 승강(9)을 강조한 동의보감의 의학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형장부도에서도 정기신에 대한 

개념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형장부도의 바로 뒤에는 다음 두 문단의 글이 뒤따른다. 

孫眞人曰, 天地之內, 以人爲貴, 頭圓象天, 足方象地,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行, 人有五藏, 天有六極, 人有六府, 天有八風, 人有

八節, 天有九星, 人有九竅, 天有十二時, 人有十二經脈, 天有二十四

(7) “宋代 陳無擇은 六淫邪氣에 의한 것을 外因이라고 하였고, 五臟情
志에 의한 것을 內因이라고 하였으며, 飮食ㆍ房室ㆍ跌撲金刃에 의한 것을 
不內外因이라고 하여 이른바 “三因論”을 제창한 바 있다.”
Huh J, Hong WS. 1990. 354-6. 
(8) 東醫寶鑑 ｢內景篇｣ ｢身形門｣ [丹田有三] “仙經曰, 腦爲髓海, 上丹田, 
心爲絳宮, 中丹田, 臍下三寸, 爲下丹田. 下丹田, 藏精之府也. 中丹田, 
藏神之府也. 上丹田, 藏氣之府也.”
(9) 東醫寶鑑 ｢內景篇｣ ｢身形門｣ [背有三關] “仙經曰, 背後有三關, 腦後
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 若
得斗柄之機斡運, 則上下循環如天河之流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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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 人有二十四兪, 天有三百六十五度, 人有三百六十五骨節, 天有日

月, 人有眼目, 天有晝夜, 人有寤寐, 天有雷電, 人有喜怒, 天有雨露, 

人有涕泣, 天有陰陽, 人有寒熱, 地有泉水, 人有血脈, 地有草木, 人有

毛髮, 地有金石, 人有牙齒, 皆稟四大五常, 假合成形.

朱丹溪曰, 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及小, 肥不及瘦, 人之色, 白

不及黑, 嫩不及蒼, 薄不及厚, 而況肥人濕多, 瘦人火多, 白者肺氣虛, 

黑者腎氣足, 形色旣殊, 藏府亦異, 外證雖同, 治法逈別.

위의 글 중 “孫眞人曰”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은 자연과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낸다2).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이 건강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하기

도 한다. 동의보감 ｢신형문｣에 있는 [丹田有三], [背有三關], [保

養精氣神], [古有眞人至人聖人賢人], [論上古天眞], [四氣調神], [以

道療病], [虛心合道], [學道無早晩], [人心合天機]와 같은 조문들을 

살펴보면 자연의 순행에 맞추어 호흡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생

활을 함으로써 人身을 구성하는 정기신 또한 잘 간직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背有三關] 조문을 살펴보면 척추를 통한 

정기의 승강을 북두칠성의 운행을 좇아 은하수가 도는 것에 비유하

고 있는데(10), 이 문구를 통해 人身을 대표하는 정기신의 운행과, 

우주의 기틀로서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던 북두칠성 간의 관계 설정

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朱丹溪曰”로 시작하는 두 번째 글은 서문에서도 언급하였듯 형

색에 따른 환자 상태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 글 말미의 “外證雖同, 

治法逈別”이라는 문구는 한의학이 지닌 특성을 논할 때 이야기되는 

“변증” 개념(11)(12)11)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문구로 여겨지기도 한

다16). 이 문장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대응해서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형색을 구분하여 장부의 상태를 확

(10) 東醫寶鑑 ｢內景篇｣ ｢身形門｣ [背有三關] “仙經曰, 背後有三關, 腦
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 
若得斗柄之機斡運, 則上下循環如天河之流轉也.”
(11) “辨證論治를 진찰에서부터 치료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본다면 東醫寶鑑에서도 辨證論治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
에서 과학화와 체계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辨證論治와는 구분되어져야 한
다.” Ko H. 2004. 19.
(12) “辨證”은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differentiation 등의 용어
로 번역되며, disease를 기준으로 치료를 적용하는 biomedicine과 달리 
disease로 인한 증상들의 조합이 구성하는 pattern을 분석하여 치료를 적
용하는 한의학의 특징적인 치료 기준으로 종종 이해된다. 하지만 이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본래 한의학에서의 “변증”이라는 개념이 biomedicine
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증”개념을 biome-
dicine의 disease 개념에 접목 시켜 생각할 경우, 동의보감에서 설명하
고 있는 審病ㆍ辨證ㆍ診脈ㆍ用藥으로 이어지는 한의학 치료 과정의 유기
적인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disease의 개념이 고정적인 것에 
반해, 審病에서 말하는 ‘病’과 “辨證”에서 말하는 ‘證’은 상황과 조건에 따
라 상호간에 변화할 수 있음으로 인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biomedicine과 
한의학 간의 병명 대조라는 또 다른 연구주제를 촉발한다.      

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병인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치료

를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사실 이와 같은 변증에 대한 논의는 

결국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증상을 토대로 치료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증상과 형색에 대한 판별을 토대로 장부의 상태를 살펴 치료

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적어도 “朱丹溪曰”로 시작하는 이 문

장 안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겉으로 드러난 증상의 이면에 존재

하는 장부의 상태를 살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肥人濕多, 

瘦人火多”라는 구절을 통해 臟腑 뿐 아니라 濕과 火와 같은 六淫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신형장부도와 이어진 두 개의 글을 통해 동의보감
에서는 건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한 정기신의 간직과 

순행이 중요하며, 치료에 있어서 형색의 구분을 통한 臟腑 및 六淫

의 변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審病門｣, ｢辨證門｣: ｢집례｣에서 “四象”이라는 용어로 소개

하였듯 ｢審病門｣, ｢辨證門｣, ｢診脈門｣, ｢用藥門｣은 ｢天地運氣門｣
과 함께 동의보감 ｢잡병편｣ 서두를 구성하고 있으며, 동의보감
의 변증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문으로 파악되어 왔다3,11). 이 

가운데 ｢심병문｣은 병을 변별하고 그 병의 예후가 어떠한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변증문｣은 병증의 원인을 陰陽ㆍ虛實ㆍ寒熱ㆍ

內外 등으로 가르는 기준17) 및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심병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심병문｣은 [神聖工巧], [診

病之道], [明堂察色] 등과 같이 진단과 관련된 조문들로 시작된다. 

여기에는 망문문절의 四診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만 [明堂察色], [五

色占吉凶]의 조문이 별도로 독립되어 특히 色診이 강조되어 있다. 

색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神聖工巧]에서는 “그 다섯 가지 

色을 살펴 그 병을 안다.”(13)라고 하였고, [診病之道]에서는 “다섯 

가지 색을 관찰하여 五臟의 남음과 부족함, 六腑의 强弱, 형체의 

盛衰를 살핀다.”(14)고 하였으며, [明堂察色]에서는 “色이라는 것은 

神의 깃발이며, 臟이라는 것은 神이 머무르는 곳이다.”(15)라고 하

였다. 색진을 말하고 있는 조문들은 공통적으로 색진을 통한 장부 

상태의 변별을 언급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어지는 [內經病機] 조문에서는 병기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 때 병기의 서술이 간심비폐신과 같은 五臟이나 풍한

서습조화와 같은 六淫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13) 東醫寶鑑 ｢雜病篇｣ ｢審病門｣ [神聖工巧] “望見其五色 以知其病也”
(14) 東醫寶鑑 ｢雜病篇｣ ｢審病門｣ [診病之道] “察五色 觀五藏 有餘不足 
六府强弱 形之盛衰”
(15) 東醫寶鑑 ｢雜病篇｣ ｢審病門｣ [明堂察色] “色者神之旗 藏者神之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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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心盛則生熱 腎盛則生寒 腎虛則寒動於中 心虛則熱收於內”과 

같은 서술을 통해 장부와 육음 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개념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장과 육음 간의 관

계는 [病有五邪] 조문에서 다시 한 번 설명된다. [病有五邪]의 첫 

문장에서는 中風, 傷暑, 飮食勞倦, 傷寒, 中濕을 五邪로 분류하였고, 

肝心脾肺腎이 각각 色臭味聲液을 主한다고 설명하였다(16).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의 문장을 분석해보면 五邪 또한 五臟에 각각 배속됨

을 알 수 있다. “가령 心病에 어떻게 中風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는

가? 그 色이 마땅히 赤色일 것이다. 肝에 心邪가 들어간 것이기 때

문에 마땅히 赤色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17)의 문장에서 色을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中風이 肝에 속하고, 肝은 色을 主

하기 때문이며, 환자의 色이 붉은 것은 心病으로 인하여 肝에 해당

하는 疾患인 中風에 걸렸기 때문이다. “肝爲心邪”라는 표현에서 이

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中風ㆍ傷暑ㆍ飮食勞倦ㆍ

傷寒ㆍ中濕이 각각 肝ㆍ心ㆍ脾ㆍ肺ㆍ腎의 五臟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변증문｣의 경우 ｢심병문｣에 비해 병기에 대하여 보다 상

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질병을 臟腑, 六淫, 그리고 氣血痰

火 등에 배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陰陽, 虛實, 內

外, 肥瘦, 勇怯, 緩急 등으로 세별하여 보다 다양한 경우를 논하였

다. 일례로 [肥瘦辨病候] 조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肥瘦辨病候]에

서는 사람의 形에 따른 변증을 논하고 있다.  

○ 肥人 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 瘦人 血虛生熱 熱生火 火生燥 

故肥人多寒濕 瘦人多熱燥也<丹心>

위의 문장에서 肥人은 氣가 虛하기 쉬우며 氣虛하면 寒, 濕, 그리

고 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瘦人은 血이 虛하기 

쉬우며 血虛하면 熱, 火 그리고 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肥瘦와 같이 形을 논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氣, 血, 痰飮, 六淫의 

개념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 조문은 각각의 개념들이 

다양한 병기를 통해 얽혀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 중요함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2) 동의보감 변증 범주의 구성: 앞에서 이루어진 동의보감 
질병인식방식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동의보감의 변증 범주를 크

(16) 東醫寶鑑 ｢雜病篇｣ ｢審病門｣ [病有五邪] “何謂五邪 有中風 有傷暑 
有飮食勞倦 有傷寒 有中濕”, “[肝主色]五色 [心主臭]五臭 [脾主味]五味 [肺
主聲]五聲 [腎主液]五液”
(17) 東醫寶鑑 ｢雜病篇｣ ｢審病門｣ [病有五邪] “假令心病 何以知中風得
之 其色當赤 肝爲心邪 故知當赤色也”

게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 범주이다. 동의보감 원문 가운

데 ｢집례｣, 신형장부도 분석을 통해 우리는 精ㆍ氣ㆍ神 개념이 동

의보감 질병 인식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런데 동의보감 안에서 精ㆍ氣ㆍ神 개념이 실제로 병인의 

형태로 운용될 때에는 精ㆍ氣ㆍ神 뿐 아니라 血ㆍ痰과 같은 개념

과도 함께 엮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병문｣ [辨氣血痰火] 

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氣ㆍ血ㆍ痰의 구분은 동의보감 곳곳

에서 확인할 수 있다. 精ㆍ氣ㆍ神의 구성과 氣ㆍ血ㆍ痰ㆍ火의 구

성이 별도의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의 

구성이 상호간에 밀접히 연결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범주로 구성하

였다. 

둘째, 오장육부 범주(18)이다. 東醫寶鑑 안에서 장부에 대한 강

조는 ｢집례｣, 신형장부도, ｢심병문｣, ｢변증문｣을 통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특히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五臟六腑門｣, ｢肝臟

門｣, ｢心臟門｣, ｢脾臟門｣, ｢肺臟門｣, ｢腎臟門｣, ｢膽腑門｣, ｢胃腑門｣, 

｢小腸腑門｣, ｢大腸腑門｣, ｢膀胱腑門｣, ｢三焦腑門｣을 별도로 구성

하여 오장육부에 대한 이해를 상세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각 장부의 조문 안에서 “傷證”, “病證”, “虛實證”을 분류하여 장부

를 기준으로 한 병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오장육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장부에 대한 이해를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內傷ㆍ外感 범주(19)이다. 우리는 동의보감 ｢집례｣에서 

내상과 외감을 대별하여 서술한 것과, ｢심병문｣ㆍ｢변증문｣에서 풍

한서습조화의 외감(20)과 음식ㆍ노권 등의 내상(21)을 강조한 것을 

확인하였다. 내상과 외감 변별의 대강은 동의보감 ｢잡병편｣ ｢내

상문｣의 [辨內外傷證] 조문에 설명되어 있으며, 뒤이은 [辨惡寒], 

[辨惡風], [辨發熱], [辨身痛], [辨寒熱], [辨頭痛], [辨氣力], [辨手心], 

[辨煩渴], [辨口味], [辨鼻息], [辨言語], [辨脈候]과 같은 조문들에서 

그 변별 방법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辨內外傷證]을 살펴보

면 “外感과 內傷은 이에 病의 큰 관건이니 여기에 어둡다고 한다면 

어찌 족히 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22)라는 方廣의 글을 인용하

여 외감과 내상의 변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감과 내상

의 변별은 동의보감 ｢잡병편｣ ｢변증문｣ [邪精虛實]에서 강조하

(18) 肝ㆍ心ㆍ脾ㆍ肺ㆍ腎ㆍ膽ㆍ胃ㆍ小腸ㆍ大腸ㆍ膀胱ㆍ三焦로 구성된다.
(19) 風ㆍ寒ㆍ暑ㆍ濕ㆍ燥ㆍ火와 飮食傷ㆍ勞倦傷ㆍ房勞傷으로 구성된다. 
(20) 外感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集例｣의 서술에서 분석하였듯 風ㆍ寒ㆍ
暑ㆍ濕ㆍ燥ㆍ火로 보았다.
(21) 內傷이 의미하는 바는 東醫寶鑑 ｢雜病篇｣ ｢內傷門｣ [內傷有飮食傷
勞倦傷二因]에 의거하여 飮食傷ㆍ勞倦傷ㆍ房勞傷으로 보았다. 
(22) “外感內傷, 乃病之大關鍵, 於此昧焉, 何足云醫” 東醫寶鑑 ｢雜病篇｣ 
｢內傷門｣ [辨內外傷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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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dar Charts of CV4 with 3 
Different Pattern Identification Ca-
tegories. 
a) comprehensive category, b) 精ㆍ
氣ㆍ神·血ㆍ痰飮 category, c) 五臟六腑
category, d) 內傷ㆍ外感 category.

는 정기와 사기 간의 허실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邪精虛

實] 조문에 따르면 “邪氣가 머무르는 것은 그 精氣가 반드시 虛하기 

때문”(23)이지만, “邪氣가 盛하면 즉 實하고, 精氣가 奪하면 즉 

虛”(24)하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내상의 경우 정기가 허한 것에 초점

을 맞출 수 있으며, 외감의 경우 사기가 실한 것에 초점을 맞춰 

생각할 수 있다. 

2. 텍스트마이닝

앞에서 구성된 동의보감 변증 범주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을 시행하였다. 분석된 혈과 병인 간의 관련성은 Fig. 3, Fig. 4와 

같이 레이더 차트로 시각화하였다.   

1) 동의보감 ｢내경편｣ [침구법] 혈과 병인 간의 관련성 분석:

동의보감 ｢내경편｣ [침구법]에 등장한 혈의 개수는 중복을 제

거했을 경우 총 114개였다. 그 가운데 10회 이상 등장한 穴은 총 

6개가 있었는데 관원혈과 기해혈이 각각 16회로 가장 많았으며, 

족삼리혈이 13회 등장하여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삼음교혈과 중극

(23) “邪之所湊, 其氣必虛” 東醫寶鑑 ｢雜病篇｣ ｢辨證門｣ [邪精虛實]
(24)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東醫寶鑑 ｢雜病篇｣ ｢辨證門｣ [邪精虛實]

혈은 각각 12회, 음릉천혈은 10회 등장했다. 각각의 혈을 대상으로 

세 개의 변증 범주를 반영한 병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각 병인

별 TFIDF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값을 토대로 레이더 차트를 

활용하여 시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의보감 ｢내경편｣ [침구법]에 등장한 총 114

개의 혈 가운데 출현 빈도수가 높은 혈들 중 관원혈과 족삼리혈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관원혈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혈

인 기해혈을 배제하고 관원혈과 족삼리혈의 두 혈을 선택한 이유는 

기해혈의 분석 결과가 관원혈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관원혈

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 혈의 레이더 차트를 예시로 제시하기 위

하여 족삼리혈을 선택하였다. 관원혈과 족삼리혈 외의 112개의 혈

에 대해서도 모두 레이더 차트를 그릴 수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 상 두 개의 예시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關元穴: Table 7을 보면 실제로 관원혈이 등장했던 16개의 

병증을 확인할 수 있다. 관원혈은 心이 動하여 발생할 수 있는 遺精ㆍ

夢泄이나 아랫배가 虛冷하여 생기는 臍下痛, 火가 動하여 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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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dar Charts of ST36 with 3
Different Pattern Identification Ca-
tegories. 
a) comprehensive category, b) 精ㆍ
氣ㆍ神ㆍ血ㆍ痰飮 category, c) 五臟六
腑 category, d) 內傷ㆍ外感 category.

Contents Name of Diseases & Symptoms

精門 遺精 夢泄
氣門 冷氣 臍下痛
血門 吐血
蟲門 傳尸勞瘵
小便門 小便淋閉

石淋
血淋
熱淋
白濁
婦人轉脬不得尿

大便門 泄痢不止
泄痢
下痢 腹痛 便膿血
冷痢
痢不止
婦人産後腹脹 大小便不通

Table 7. The List of Diseases & Symptoms Connected with CV4 

하는 증상, 陰虛火動하여 생기는 癆瘵, 그리고 濕熱 등으로 인한 

소변 질환과 氣가 下陷하여 생기는 대변 질환 등의 경우를 치료할 

때 활용되었다(Fig. 3).   

① 전체 범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병인 가운데 火(TFIDF: 

0.576)와 小腸(TFIDF: 0.396), 그리고 氣(TFIDF: 0.331)가 가장 두

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膀胱(TFIDF: 0.325)ㆍ腎

(TFIDF: 0.233)과 飮食(TFIDF: 0.220)ㆍ心(TFIDF: 0.220)ㆍ濕

(TFIDF: 0.207)ㆍ房勞(TFIDF: 0.164)와 같은 病因들이 높은 관련

성을 보인다. 

②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 범주: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 범주

에서는 병인으로서 氣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氣로 치환된 본래의 병인으로는 心腎氣虛, 陽氣不收, 腎氣衰, 

氣得炎上之化, 氣虛而熱微, 氣迫於脬, 氣陷下, 冷熱之氣乘虛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관원혈은 陽氣가 虛하고, 도리어 微熱이 뜨는 

경우 등의 질환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五臟六腑 범주: 오장육부 범주에서는 小腸이 가장 높은 

TFIDF 값을 보였으며, 膀胱ㆍ腎ㆍ心이 그 뒤를 이었다. 小腸으로 

치환된 본래의 병인으로는 心與小腸虛熱, 小腸之氣逆而不通이 있

었는데, 이 때 小腸의 개념은 心과의 관련성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었으며, 또한 氣가 上逆하는 기전과도 관련된다. 

④ 內傷ㆍ外感 범주: 내상ㆍ외감 범주에서는 火가 단연 높은 



240 www.kjacupuncture.org

이태형ㆍ정원모ㆍ이인선ㆍ이혜정ㆍ김남일ㆍ채윤병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Contents　 Name of Diseases & Symptoms

氣門 少氣
氣亂于腸胃

神門 癇病
健忘
心澹澹大動

血門 衄血
吐血

痰飮門 胸中痰飮  吐逆 不食
胞門 月經斷絶
蟲門 骨蒸勞熱
大便門 痢不止

大便不通
婦人産後腹脹 大小便不通

Table 8. The List of Diseases & Symptoms Connected with ST36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飮食ㆍ濕ㆍ房勞도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

였다. 火가 포함된 병인으로는 相火亦動ㆍ相火翕然而起ㆍ相火所

動와 같이 相火가 妄動한 경우의 표현이 많았으며, 肺受火邪ㆍ腎與

膀胱火와 같이 臟腑 개념과 함께 火의 病機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火載血上 등에서와 같이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 범주와 엮이

기도 하였다. 관원혈과 연결된 火가 포함된 병인들은 대부분 下焦가 

虛함으로 인해 逆上하는 火라는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2) 足三里穴: Table 8에는 족삼리혈이 등장했던 13개의 병증을 

확인할 수 있다. 족삼리혈은 비교적 다양한 범주의 질환에 사용되

었다. 氣가 부족하여 생기는 少氣와, 氣가 어지러워 생기는 氣亂과 

같은 증상, 氣血이 치솟아 발생하는 衄血ㆍ吐血ㆍ月經斷絶, 혹은 

氣血 제대로 오르지 못해 생길 수 있는 健忘, 心이 안정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癲癇, 痰飮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증상들, 

그리고 大便이 통하지 않는 증상 등을 치료할 때 족삼리혈이 활용

되었다(Fig. 4). 

① 전체 범주: 족삼리혈의 경우 관원혈에 비해 보다 다양한 병인

과 골고루 관련성을 보였다.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병인으로

는 心(TFIDF: 0.418)과 痰飮(TFIDF: 0.410), 그리고 火(TFIDF: 

0.402)이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血(TFIDF: 0.385)ㆍ氣(TFIDF: 

0.304)ㆍ神(TFIDF: 0.289)ㆍ胃(TFIDF: 0.233) 등도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 

②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 범주: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 범주

에서는 痰飮이 족삼리혈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하지만 그 

외에도 血ㆍ氣ㆍ神 또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痰飮의 범주에 속

한 본래의 병인으로는 實痰熱相感ㆍ痰邪逆上ㆍ痰火與驚ㆍ痰結於

心胸間ㆍ痰迷心竅ㆍ虛而有痰 등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족삼리혈

은 虛實을 불문하고 痰飮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되었으며, 더불어 

痰飮이 火와 함께 엮여 逆上하는 질환을 치료할 때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痰飮이 胸膈이나 心의 부위에 병변이 작용하는 

경우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③ 五臟六腑 범주: 오장육부 범주에서 족삼리혈은 心과 가장 높

은 관련성을 보였다. 족삼리혈은 족양명위경의 合穴이기 때문에 胃

와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心과의 관련성이 보

다 높게 나온 것은 특징적이었다. 心의 범주에 속한 본래의 病因들

로는 氣亂于心ㆍ心氣不足ㆍ痰結於心胸間ㆍ痰迷心竅ㆍ心脾血少ㆍ

心氣不得下通ㆍ憂思傷心ㆍ勞心ㆍ心火上行ㆍ心病不能養脾 등이 

있었다. 주로 心과 脾가 虛損된 경우나 心이 痰飮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그리고 心火가 上逆하여 降氣가 필요한 경우에 족삼리

혈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內傷ㆍ外感 범주: 내상ㆍ외감 범주에서는 火가 단연 두드러

졌다. 諸逆衝上皆屬於火ㆍ中挾相火ㆍ痰火與驚ㆍ火載血上ㆍ心火

上行 등이 족삼리혈과 관련된 火와 관련된 병인들이었다. 火의 속

성 가운데 逆上하는 경우를 치료할 때 족삼리혈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火가 痰飮이나 心과 연계되어 병기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 범주, 오장육

부의 변증 범주, 그리고 내상ㆍ외감 범주가 상호간에 밀접히 연계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찰 및 결론

동의보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변증 과정을 거쳐 이면

에 존재하는 병인에 따라 치료를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동의보감의 치료 원칙은 약을 통한 치료에서 뿐만 아니라 

침구를 통한 치료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런데 다양한 병인과 함

께 서술되었던 처방의 경우와는 다르게 동의보감 각 문 말미에 

위치한 [침구법]의 경우, 병증과 혈의 조합만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증의 원인 분석에 의거한 선혈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침구 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침구법] 각 혈의 특성을 동의보감 변증 범주, 

즉 병인 요소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동의보감 안에서 병증의 병인을 설명하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

기 때문에, 병인과 혈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하

게 서술된 병인을 특정 범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병인은 총 1,082개(중복을 제거했을 경우 총 500개)에 달하

였다. 따라서 이들 병인 항목들 가운데 같은 범주의 항목들을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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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위하여 동의보감의 변증 범주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수행

되었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는 동의보감의 변증 범주로 크게 

세 가지인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 오장육부, 그리고 내상ㆍ외감을 

구성할 수 있었다. 1,082개의 추출된 병인들은 세 가지 항목을 구

성하는 총 25개의 요소들로 치환되었으며, 치환된 병인들은 [침구

법]의 치료 병증을 매개로 치료 혈과 연결되어 상호간의 관련성이 

분석되었다. 

동의보감 ｢내경편｣ [침구법]에 등장한 혈은 총 114개였다. 

114의 혈 가운데 10회 이상 등장한 혈은 關元ㆍ氣海ㆍ足三里ㆍ三

陰交ㆍ中極ㆍ陰陵泉으로 총 6개였으며, 腎腧ㆍ神門ㆍ中脘이 8회, 

合谷ㆍ大陵ㆍ大顀ㆍ神闕이 7회로 그 뒤를 이었다. 天樞ㆍ行間ㆍ

肺腧은 6회 사용되었으며, 太衝ㆍ豊隆ㆍ陰谷ㆍ膏肓腧는 5회 사용

되었다. 분석을 통해 114개 각각의 혈이 병인과 가지는 관련성을 

세 가지 변증 범주 안에서 레이더 차트를 통해 표현해낼 수 있었다. 

각 혈이 다양한 병인과 가지는 관련성을 레이더 차트를 통해 가시

적으로 표현해 냄으로써, 각 혈이 지니는 특성을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세 가지 변증 범주를 구분하여 레이더 차트를 

그림으로써, 각 변증을 구성하는 병인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

해 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작업에서는 穴과 병인들 

간의 관련성 뿐 아니라, 세 개의 변증 범주를 합친 레이더 차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병인들 간의 관련성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었다. 비교를 위해 편의상 변증 범주를 세 가지로 분리하여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병인들은 세 가지의 변증 

범주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로 엮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의학의 설명방식 안에서 血이라는 요소는 心, 그리고 火와 

함께 얽혀 병인을 구성하는 식이다. 세 개의 변증 범주를 합친 레이

더 차트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각 혈을 매개로 각 병인들이 가지는 

관련성에 대해 파악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동의보감 체계 내에서 문헌정보에 기반한 각 혈의 성질을 직접적

으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혈의 혈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존재한다. 첫째, 세 가지의 

변증 범주를 구성함에 있어 완벽하게 동의보감의 질병인식방식

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편의상 동의보감의 

변증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범주는 명확

하게 구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精ㆍ氣ㆍ神ㆍ血ㆍ痰飮과 오장

육부, 그리고 내상ㆍ외감 개념은 상호간에 얽혀 있으며, 이들을 분

리하는 것은 본래 가진 의미를 변형시키는 것일 수 있다. 또한 精ㆍ

氣ㆍ神ㆍ血ㆍ痰飮의 변증 구성에 대해 精ㆍ氣ㆍ神과 氣ㆍ血ㆍ痰ㆍ

鬱의 개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精ㆍ氣ㆍ神과 氣ㆍ血ㆍ痰ㆍ鬱 간에 氣라는 중복된 

요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들 요소들을 精ㆍ氣ㆍ神ㆍ血 혹은 氣ㆍ

血ㆍ痰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엮어 개념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정리하는 것이 각각의 요소를 비교하여 

고찰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동의보감 원문에서의 

병인 추출 과정에 대한 것으로, [침구법] 안의 각 혈은 병증을 매개

로 동의보감 원문과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 때 어떤 원문을 선택

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

유는 [침구법] 안에 서술된 병증명이 반드시 동의보감 원문의 병

증명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병증에 대한 동의

보감 원문이라고 하더라도, 원문에 서술된 병인이 반드시 해당 혈

에 대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특정 병증에 대해 동의보

감 원문 안에서 여러 가지 병인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혈과 

병인 간의 정확한 관계를 담보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혈 활용 예를 확보하여 분석

함으로써 보다 유의한 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앞선 문제 제기와 연결되는데, 바로 충분하지 않은 수의 혈 활용 

예이다. ｢내경편｣ [침구법]에 등장한 전체 114개 혈 가운데 5회 

이상 등장한 혈은 21개였으며, 1회 등장에 그친 혈들은 54개에 달

했다. 1회 등장에 그친 혈들은 특정 병증과만 연계되기 때문에, 혈

의 특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의보감의 ｢외

형편｣과 ｢잡병편｣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다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기준을 명

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의학에 있어서는 질병인식방식 

혹은 치료의 기준이 다양할뿐더러, 여러 요소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병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고찰이 필

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과거의 의서에 기록된 한의학의 의학적 

가치를 현대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학의 치료 

기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

로 의서에 대한 더욱 세밀한 연구를 거쳐, 한의학이 지닌 질병에 

대한 인식과 치료의 적용을 반영한 현대적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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