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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병리이론*

여 인 석*

서 론

한의학의 병리이론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내부적인 시각으로

임상과 관련하여 한의학 자체의 논리를 따라 병리이론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장 무난

하며 또한 탄탄하여 내부적인 입장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서로간에 책잡힐 일은 없겠지만, 논의

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종결되기에 다른 영역과의 교류나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데에는 제

약이 뒤따른다. 두번째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이 있다. 우선 한의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전거 위에서 논의

를 발전시킬 우려가 있다. 혹은 기존의 입장에 기계적으로 한의학을 환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지적 내지 강조는 한의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문

분야에서 외부자의 시각에 대한 내부자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

은 내부에서만 한의학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자가 보지 못하고

간과하는 측면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후자의 입장, 즉 외부자의 관점을 취한다. 따

라서 이 논의에서 언급되는 것들은 한방병리학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총

론 수준의 것들이다. 언급되는 내용들은 전체 논의와 관련하여 이 글의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간단한 예로서 취하였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서양의학과 대비하여 우리 사회

에서 통용되는 전통의학을 의미하는 말로 �동양의학�이나 漢의학 , 韓의학 혹은 東의학 이라

는 말들이 쓰여진다. 먼저 동양의학이란 말을 살펴보면 이는 동양이란 말이 지역적인 경계가 모

호한 말이고, 그 성격에 있어서 오히려 서양의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인도의학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 여기의 논의에 적합한 용어라고는 볼 수 없다. 요즘은 흔히들 東의학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는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의학이라는 의미의 말로 민족적인 측면이

강조된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발전시킨 의학의 내용에 대

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의학까지를 포함해서 중국에서 기원하여 한자문화권 내에서 널리 통

용이 되는 의학에 대한 것이므로 한나라 漢 자를 쓰는 한의학이라는 말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

다. 그것은 의학뿐만이 아니라 정치제도, 언어 등 한자문화권의 토대를 이루는 중국문명의 기본

적인 특성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의학의 질병관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서 한방병리학 과 같은 책의 내용을 새삼스럽게 요약해

서 서술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또한 임상적인 측면에서 한의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를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의학의 질병관을 다

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의 질병관을 도식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역

사적인 관점에서 그 다양한 측면들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흔히 서양의학은 분석적이고 한의학

은 종합적이라든가, 서양의학은 과학적이고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라는 식으로 각 의학의 특징을

도식적으로 표현한다. 물론 이런 도식적인 설명들이 맨처음,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

물이나 사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깊이 어떠한 현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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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방법이다. 역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식의 틀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많은 사실들, 그래서 변두리에 위치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살려내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복원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학의 질병관에 관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1. 시간적 변화에 따라 한의학의 병리이론도 변해왔다.

2. 한의학의 병리관은 단일한 패러다임이 아니다.

3. 동서양 질병분류학의 문제.

본 론

1. 시간적 변화에 따라 한의학의 병리이론도 변해왔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그동안 무시되어 온 측면이다. 그동안 한의학은 임상적인 입

장에서, 임상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만 주로 논의되었지 역사적 연구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어떤 대상을 역사적인 대상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상대화한다는 의

미이다. 자신을 상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써 아집이나 편견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울러 변화의 가능성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까지 이루어진 한의학을 이해하려는 시도나 한의학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의학에 대한 도식적인 이해와 역사적 이해의 결핍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된 것은 한의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식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많다.

즉 고대에 성립된 의학서적들이 경전(經典)의 권위를 가지고 아직도 가르쳐지고 있으며, 이론

적인 준거의 틀로 작동하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텍스트들이 3-5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최신 지

견, 첨단기술이 최고선으로 통하는 서양의학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서양의학

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이론들은 어느 순간엔가는 다른 이론들로 대치될 운명에 직면해 있다. 새

로운 이론의 제안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해 볼 때 한의

학의 학문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식은 특별히 동양사회의 정체성 이론 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한

의학이 시간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지속되는 학문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더우기

한의학계 내부에서도 한의학은 황제내경(黃帝內經)과 더불어 완성되었고, 그 이후의 발전과정이

란 그 내용을 세련화하고 단순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식의 인식이 적지 않게 퍼져 있

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한의학이 형성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몇 가지 개념의 변천과정

을 살펴보면 한의학 역시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변화와 더불어 동적으로 변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의 생리, 병리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음양오행(陰陽五行)이라는

말이다. 원래 음양과 오행은 별개의 기원을 가지는 말이지만 한의학에서는 거의 같은 하나의 개

념처럼 쓰이고 있다. 음양은 원래 햇볕이 드는 곳과 들지 않는 곳을 나타내는 말에서 기원한 것

이고, 오행설은 전국시대의 추연이 만든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에서 유래했다. 이것은 전국시대

에 많은 국가들이 생겼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들 나라들의 흥망을 설명해주는 일종의 정치이론

으로 만든 것이다. 즉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와 싸워 이겼으면 A는 金의 덕을 가졌기 때문에

木의 덕을 가진 B라는 나라를 이겼다는 식으로 나라 간의 흥망을 설명했다. 그러던 것이 일종의

분류 개념이 되어 모든 사물을 오행에 배속시켜 여기에 따라 분류했다. 오행이론은 인체에도 적

용되어 오장(五臟)을 오행에 배속시키고 오행의 논리에 따라 인체를 설명하게 되었다. 음양이 상

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오행은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음양 상호간의 관계가 상대

적이라면 오행 상호간의 관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음양이 사물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견해

도 있으나 음양이 원래 질료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이를 본질과 연결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

다. 마찬가지로 오행도 그리스의 4원소설과는 달리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원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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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본질을 설명하기보다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 설명

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오행설은 기존하는 사물에 오행 각각의 속성을 부여하여 이들 각각

의 사물들을 오행의 상호적 설명 체계로 연결시킨다. 이 경우 양자가 대응하여 결합하는 관계는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만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말하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처럼 완전히

자의적인 결합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능한 사물의 속성을 배속하는 오행의 속성과 일치시키려 한

경향은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각 사물은 오행 중 한 가지의 속성을 일종의 기호로서 부여받았을

뿐이지 그 사물이 배속되는 오행의 원소적인 구성 개념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엠페도클레

스는 살은 세 부분의 불과 두 부분의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1)고 했는데 오행의 개념이 이러한

원소의 개념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행과 사물의 배속관계가 갖는 자의성은 오행과 오장이 연결되

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오장과 오행의 연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한대

(漢代)의 고문설(古文說)2)에 따르면 脾-木, 肺-火, 心-土, 肝-金, 腎-水 로 연결되어 있으나

금문설에 따르면 肝-木, 心-火, 脾-土, 肺-金, 腎-水 로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오장과 오

행의 배속은 오행의 방향과 관련하여 잡은 동물의 내장을 제사상에 놓는 위치와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고대로부터 심장은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로 생각되었기 때문

에 제사상의 중앙에 놓았다. 그러나 후에 이 배속관계가 바뀌어 토(土)가 중앙에 자리잡으며 비

장(脾臟)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다.3)

중국 사상의 한 가지 특징은 기본적인 사유의 범주들(음양, 오행)을 거의 모든 영역(천문, 지

리, 의학 등)에 적용시키는 데 있다. 특히 의학의 경우는 이러한 적용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

어진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특징은 주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요소들의 조

합에서 유래되는 경우의 수를 가능한 전체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때로는 이 경우의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특히 오행을 적용시킬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음양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도 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오행은 관계의 체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적용상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절대적이란 상생, 상극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흔히 한의학은 경험적이

고 서양의학은 실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서양의 의학을 막론하고 개체인 사람을 대하는 의학

은 경험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경험적이란 말이 귀납적이란 말의 동의어로 쓰였다면 오히려

한의학의 어떤 측면은 오행론의 적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험적이기보다는 연역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오행에 의한 설명은 비교적 후대에 와서 체계잡힌 형태로 나타나 많이 적용되는데

송대의 사변적인 주자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금(金), 원(元) 시대의 의학은 특히 그런 경향이 농

후하다. 素問 에서도 오행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되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오행보다는 음양이나

사시(四時)의 개념이 병리를 설명하는 데 더욱 중요하게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이 가지는 또 한가지 큰 특징은 경락설에 있다. 이 경락설은 한의학의 가장 독특한 이론

이다. 즉 사람의 몸 안을 흐르는 유체들(기, 혈)의 길을 상정하고 이 길 중 어느 한 부분이 막혔

을 때 몸에 이상이 온다는 이론인데 침술은 전적으로 경락설에 의존하고 있다. 체액의 이상으로

질병을 설명하는 체액병리설은 그리스 의학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요소의 양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지 경락설과 같이 구체적으로 흐름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경락설의

* 이 논문은 1994년도 大韓醫史學會 가을철 학술대회(1994.12.2) <기획 심포지움: 질병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서 구연된 것임

** 국립환경연구원

1) Aristoteles. Metaphysica. XIV 1092에서 재인용

2) 진시황이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한 뒤에 많은 책이 소실되었는데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학자

들이 남아있는 자료나 기억에 의지해 이전의 중요한 책들을 복원하였다. 이를 금문(今文)이

라 한다. 그러던 중 공자의 집 벽에서 분서갱유 이전의 책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를

고문(古文)이라 한다. 한대(漢代)에는 이들 책의 진위 문제를 놓고 금문파과 고문파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상서(尙書) 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3) 龍伯堅(백정의 최일범 역). 黃帝內經槪論. 서울 : 논장, 1988 :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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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은 일반적으로 수로공사에서 찾고 있다. 즉 고대중국에서는 농경을 위해 치수(治水)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으므로 이를 위해 일찍부터 수로공사가 발달했다. 이 수로가 막히거나 터지는 경

우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것이 인체에 대한 유비로 작용하여 병리설을 이루었다. 즉 물이 막

혀서 정체되고 고이면 썩는 것과 같이 인체 내의 흐름도 막히면 병이 생긴다는 한의학의 주된 병

리개념이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다. 경수(經水)는 땅을 종으로 관통해서 바다로 흐르는 하천을 말

하고 낙거(落渠)는 경수와 경수를 이어주는 물줄기를 말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쓰이

는 경맥은 인체를 종으로 흐르는 맥을 말하고 낙맥은 경맥을 횡으로 이어주는 맥을 말한다.4)

황제내경 영추 에서는 땅 위를 흐르는 큰 12개의 물줄기인 12경수와 인체의 12경맥을 대응시키

고 있다. 수로공사와 경락설과의 관계는 현재 존재하는 혈자리들의 이름이나 경락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들에 토목공사와 관련된 용어들(溝, 渠, 谷, 泉, 池, 澤)의 흔적이 아직 많이 남아있

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혈자리의 이름들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온 것도 있지만 별자리의 이름

에서 온 것도 많다. 그런데 1970년대에 발굴된 한나라 때의 묘인 마왕퇴(馬王堆)에서 많은 의서

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오늘날 알려져 있는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책들에는 지금은 12개인 경맥이 11개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맥의 이름은 나와 있으나 혈자리의 이

름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5)

여기서 경락설과 관련하여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경락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1960년대에 북한

에서 김봉한이 이 경락의 해부학적 구조를 발견하였다 하여 떠들썩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입증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락의 해부학적 구조를 발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

다. 경락은 해부학적 구조라기보다 자오선이나 황도와 같은 가상의 길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이다. 황도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를 입증하

려는 시도는 의미없는 노력인지도 모른다. 경락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길이라기보다 가능적으로

존재하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가능적인 존재들도 현실적인 존재들에 대해 얼

마든지 현실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락을 가능적인 존재로 본다고 해서 임상적 작

동체계로서 경락의 가치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한의학의 입장에서 서양의학이 구성되는 방식

이나 학문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식들이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한의학이 반드시 서양의학의 모델

을 따라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경락의 실체성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의학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합리성을 쌓아 나가고 이를 보다 보편적인 설명

양식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 한의학의 병리관은 단일한 패러다임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의학은 단일한 이론적인 기반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한

의학을 도식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통시적으로 한의학이 가지는 다양함이나 변화들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도 그 다양성이 무시된다. 일단 한의학을 역사적인 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의학의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때에 보여지는 한의학의

모습은 단일한 것이기보다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거나 대립하고 있는 복합적인 것이다. 따

라서 평면적으로 한의학의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서양의학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

가 흔히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귀속시키는 것들이 한의학의 내부에서 어디서나 통용되는 특성이라

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의 경우 개개의 질병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환자의 치료방법에서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차이들이 성립하는 기반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해부학, 동일

한 생리학적 사실의 기반 위에서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 대립들이 항구적이기보다는

잠정적이어서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한다면 한의학에서 나

타나는 입장의 차이는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며, 각자의 주장이 서있는 근거가 전혀 다

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자면 오행설을 병리이론에 채택하는 경우와 채택하지 않는 경우의

4) 加納喜光. 中國醫學の誕生.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87 : 117

5) 홍원식. 중국의학사. 서울 : 동양의학연구원, 1987 :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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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그러하다. 오행설을 채택하지 않는 의학은 오행설을 채택하는 의학과는 전혀 다른 이론적

기반 위에 서 있게 되며 따라서 의학의 성격도 판이하게 달라진다. 생리학적 병리관이 주류를 이

루고 있는 한의학에서도 서양의 해부병리학과 유사한 실체론적 병리관의 흔적도 보여진다. 예를

들어 병이 깊어짐을 설명하는 경우 병이 주리(피부)에 있다가 혈맥으로 갔다가 장부로 가고, 더

깊어지면 골수로 간다고 설명하거나, 사기(邪氣)가 몸에 침범하여 처음에는 장으로, 다음에는 심

장, 폐, 간 등으로 옮겨간다는 식의 설명은 질병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음양의 조화

의 깨어짐으로 질병을 보는 기능적, 생리적 차원의 병리관이 아니라 해부병리학의 개념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학 전통이 있었다. 비록 주로 설

화적 양식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인도의학의 영향을 받아 외과적 치료를 행하는 기록들이 적지 않

게 전하며6), 따라서 내경적 전통의 생리학적 병리관과는 다른 해부병리학적 개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던 것이 후대로 오면서 내경 을 위주로 한 의학 전통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할 일본의 고의방파(古醫方派)는 한대,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내경

적 의학이 아닌, 다른 전통의 의학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물론 한의학의 병리관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여 서양의학의 이론이 완전히 균질하다

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의학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서양의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병리이론은 서양의 근대 병리이론이 성립되던 당시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서양의 근대

의학이 이전의 갈레노스의 이론에 근거한 의학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해부학에

근거한 해부병리이론의 성립이다. 비샤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해부병리학자들은 모든 질병은 해

당되는 자리가 있으며, 모든 병리이론은 질병의 자리(기관이나 조직, 더 나아가서는 세포)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특히 비샤는 병의 위치를 모른다면 관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시

체를 열어보라. 그러면 어떤 관찰도 흩어버릴 수 없었던 모호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

다 7)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부병리이론과는 달리 질병이 건강 상태와 절대적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만

구분된다고 보는 생리학적 병리관의 입장도 있다. 질병은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만이 아니라, 구

조상의 이상이 동반되지 않는 기능상의 이상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클로드

베르나르의 입장에 해당한다. 라에넥과 같이 이 입장의 중간쯤에 서있는 사람도 있다. 현대의 병

리학은 이들 중 어느 한 입장만을 취한다기보다는 이들 입장이 서로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학의 경우 병리이론의 내부에 이러한 차이점들은 있지만 이들이 비교적 큰 문제없이 병

존하는 데 비해 한의학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8)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한의학과 일본에서 발전된 한의학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의

학은 황제내경(黃帝內經)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황제내경 은 이론적인 성격이 강한 책으

로 구체적인 치료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리, 병리이론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 책이

다. 특히 황제내경 소문(黃帝內經素問) 에는 황제내경 영추(黃帝內經靈樞) 에 비해 구체적인

치료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게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에 의

해서 이 이론이 발달하였는데, 이들은 주자학의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의학이론도 연역적이며 추상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주자학을 받아들이고 종주국임을 자

처하며 이를 발전시킨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에서도 이와 성향이 비슷한, 연역적이고 추상적인 성

격의 금원사대가의 이론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선호한 우리나라 지식인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성향이 강

했던 일본에서는 이와는 양상이 많이 달랐다. 일본에도 금원사대가의 의학이론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대신 상한론(傷寒論) 을 중심으로 한 실

6) 加納喜光. 같은 책. 9-11

7) Dagognet F. Le catalogue de la vie. Paris : PUF, 1970 : 156에서 재인용

8) 서양의학도 이처럼 입장이 다른 학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정신의학의 경우이

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신의학 가운데 정신치료와 관련된 부분이다. 거기에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학파들(프로이트 학파, 융 학파, 설리반 학파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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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인 성격의 의학이 받아들여졌다. 상한론 은 황제내경 과는 달리 이론적인 논의를 위주로

한 책이 아니라 실제 임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성립된 책이다. 일본에서 상한론 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의학을 발달시킨 이들을 고의방파라고 한다. 이들은 서양의 해부학을 일본에 받아들이

고 정착시키는 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 고의방파가 유학에서 추상적인 주자학에 반

대하여 옛날의 원래 유교경전의 소박한 교의들로 돌아가자는 주장인 고학파(古學派)의 영향을 많

이 받은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시대에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로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여 책

을 쓰거나 글을 쓴 사람들이 있다.9) 그들은 한의학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음양오행설과

같이 사변적이고 연역적인 이론은 거부하였다. 이들은 음양오행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한의학이 아니라 실증적인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서양의학과 보다 가까운 성격의 일본 고

의방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이들은 한의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서양의학에 보다 가까운 측면

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3. 동서양 질병분류학의 문제

끝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에서 질병들이 어떻게 분류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질병을 어떻게 분류하는가라는 문제는 곧 질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양에서 질병관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질병에 대한 주

술적인 생각들이 지배하던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질병은 곧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정령

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문을 통해 사람이 드나들듯 사람의 몸에 드나들었다. 질병이 곧 실체였

던 것이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자리잡아 가던 그리스 시대의 의학에서 보는 질

병관은 이와는 다르다. 질병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인체를 구성하는 체액들의 불균형이나 부조화

에 불과하며, 또한 새로운 균형을 얻기 위해 인체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즉

질병이란 치유를 위한 일반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다. 외부적인 요인은 내부의 부조화를 촉발하

는 계기에 불과하다. 질병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개개의 질병을 정의하고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서로간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질병이란 건강한 상태와 질

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병관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기를 통

하여 널리 받아들여졌다. 해부병리학의 발달이 이러한 질병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서양에서 독립적인 질병분류학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18세기였다. 그것은 해부병리학의 성립과

도 관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다른 이유에서 질병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부랑인들

과 병자들을 한데 모아 놓은 L'Hotel Dieu 와 같은 수용소 병원에서는 모든 종류의 환자들이 한

데 섞여 있어 온갖 질병의 온상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질병을 앓

는 환자들을 따로 모아 수용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유사한 질병들을 적절히 모아 분류하는 문

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분류가 이루어진 식물학과 동물학에서 분류의 방법론을 빌려 와

질병들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질병분류작업은 피넬에 의해 선구적으로 이루어졌다. 피넬은 질병

의 원인으로서의 실체나 질병의 실체적 근거로서 해부병리학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생물의 종과

같이 종으로서 질병의 존재를 믿었다. 그는 실체를 헛되이 좇기보다는 현상들을 기록하는 것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켰다. 피넬의 질병분류학이 모두에게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브루세는

분류에 반대하여, 질병을 분류하는 것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였고, 라에넥은 동물과

식물의 종은 실체들이지만 질병은 인체의 구조 내의 기관들이 형성하는 망이나 체액들의 구성,

기능의 질서에 변화가 온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질병분류에 반대한 사람들은 주로 생리학적

병리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10)

생리학적 병리관이 주류를 이룬 한의학에서는 서양의학과 같은 의미에서 독립된 질병분류학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의서들이 구성된 체제에서 분류의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책들마다 구성의

9)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장기모와 방합신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 기회에 서술하고

자 한다.

10) Dagognet F. 같은 책.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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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

을 맞추어 질병을 분류하였다. 전염병, 말라리아, 정신병이 모두 열 과 관련하여 함께 분류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질병의 특징적인 증상 외에도 풍, 한, 서, 습과 같은 원인이나 눈, 코, 귀병

과 같은 해부학적 위치, 또는 장부나 경락, 기혈 등의 해부생리학적인 계통, 혹은 치료의 대상에

따라 소아과, 산부인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으로 풍(風)이 강조되는 점이 두드러지

거나 책에 따라 주술적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병리관이 절대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질병관에 의거한 질병분류의 방식도 그 차이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병리관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차이(해부병리학적 이론과 생리학적 병리이론)

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리 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조점의 차이일 뿐 양자가 모두 그런 측면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질병이 종(種)으로서 존재한다고 보

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질병이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처럼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다양한 개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 개념이 존재하듯이 서양의학의 경우는 개개

의 질병이 비록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질병의 이상적인 원형이 있

다고 보는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의학은 철저하게 증상을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질병을 종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동·서양의학에서 질병을 분류하는 방식에 나타난 질병관을 살펴보면 해부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의 질병 인식처럼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생리학적 병리관의 경우처럼

질병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이

양자를 너무 대립적인 입장에서 도식적으로 그 차이점만을 부각하여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

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사소한 차이점들은 강조되는 대신 우

리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근본적인 공통점은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한의학이든 서

양의학이든 모두 자연적인 대상인 사람의 몸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문화적인 대응방식이다. 양자는 모두 초자연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질병

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때 의학의 이론을 구성하는 데에는 문화적인 차이들이 개

입되지만 인간의 몸이라는 동일한 자연적인 대상에 대한 문화적인 설명의 편차가 서로간에 소통

이 불가능할 만큼 절대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따라서 사소한 차이점들을 강조하여 대립

시키기보다는 서로의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내고 그 다양한 모습들에서 소통이 가능한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색인 단어: 병리이론·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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