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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once in a life experience headaches as symptoms are very common. According to a study in a country of more than a week 

and as many as those who have experienced a headache amounts to 69.4%. In addition, the high reported prevalence of migraine in 30s 

for 80% of all migraine sufferers daily life interfere with work or was affected. 

In Western medicine, the cause of headaches is traction or deformation of pain induced tissue like scalp, subcutaneous tissue, muscle, 

fascia, extracranial arteriovenous, nerves, periosteum. But it turns out there are not cause why pain induced tissue is being tracted or 

deformated. Therefore, most of the western-therapy is mainly conducted with regimen for a temporary symptom reduction 

Therefore, I examined how it has been developed in Chinese Ming Dynasty, the perception of headache, change in disease stage and 

an etiological cause. Oriental medicine in the treatment of headache is a more fundamental way to have an excellent treatment.

The recognition of head in 素問(sù wèn) and 靈樞(líng shū) began to appear in ‘Soul-神(shén) dwelling place’ and ‘where to 
gather all the Yang-‘諸陽之 (zhū yáng zh  huì)’. Also, head was recognized as ‘六腑(liùfǔ) 淸陽之氣(qng yáng zh  qì) and 五臟(wǔ zàng) 

精血(j ng xuè) gathering place’.

More specific structures such as the brain is considered a sea of marrow(髓海-suǐ hǎi) in 內經(nèi j ng)and came to recognized place 
where a stroke occurs.

Accompanying development of the recognition about head, there had been changed about the perception of headache and the recognition of 

the cause and mechanism of headache. And the recognition of headache began to be completed in Ming Dynasty through Jin, Yuan Dynasty.

Chinese Ming Dynasty, specially 樓英(lóu y ng), in 醫學綱目(yxué g ngmù), first enumerated prescription in detail by separating 
postpartum headache. and proposed treatment of headache especially due to postpartum sepsis(敗血-bài xuè). 許浚(xǔ jùn) accepted a 

variety of views without impartial opinion in explaining one kind of headache in 東醫寶鑑(dōng-y  bǎojiàn) 張景岳(zh ng jǐng yuè), in 景
岳全書(jǐng yuè quánshū), established his own unique classification system-新 表裏(xnjiù biǎolǐ)-, and offered a clear way even in 

treatment.

Acupuncture treatment of headache in the choice of meridian has been developed as a single acupuncture point. Using the classification 

of headache to come for future generation as a way of locating acupoints were developed. 

Chinese Ming Dynasty, there are special treatments like 引按蹻法(dǎo y ǐn àn jiǎo fǎ), 搐鼻法(chù bí fǎ), 吐法(tǔ fǎ), 外貼法(wài ti  
fǎ), 熨法(yùn fǎ), 點眼法(diǎn yǎn fǎ), 熏蒸法(xūnzh ng fǎ), 香氣療法(xi ngqì liáofǎ). Most of this therapy in the treatment of headache, it 

is not used here, but if you use a good fit for today's environment can make a difference. 

Key words : headaches, Chinese Ming Dynasty, 醫學綱目(yxué g ngmù), treatments

Ⅰ. 緖論

頭痛은 머리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이나 불쾌한 감각을 
말한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증상의 하나로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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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사회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두통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편두통⋅긴장성두통⋅군집성두통 등과 
같은 기능적 장애와 뇌혈관 질환⋅종양⋅감염⋅외상 등으
로 인해 뇌압이 상승되는 기질적 장애, 기타 약물이나 사
장애⋅경추의 구조와 관련된 두통 등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러한 상세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두통의 경우 그 
원인이 상세히 규명되지 않거나 그 원인에 한 학설이 분
분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원인이 불명한 경우 두통의 근본
치료보다는 환자는 두통의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
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질적 두통의 경우 
그 진단과 치료에 있어 서양의학이 장점을 많이 가진 반면
에 기능적 두통 및 기타 원인불명의 두통의 경우에는 서양
의학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은 두통치료에 있어 서양의학에서 원인을 밝혀내
지 못하는 두통을 치료하는데 매우 우수한 치료법을 가지
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내경에서부터 머리에 한 인식이 있었
는데 머리를 ‘諸陽之會’로서의 머리와 神이 거처하는 곳으
로서의 추상적 머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이르러 
좀 더 생리적인 관점으로 六腑의 淸陽之氣와 五臟의 정화
로운 血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머리로 인식하 다. 청 에 
이르러서는 서양의 해부학적인 지식이 도입 되면서 髓海의 
腦에서 中風의 病位로서의 腦로 인식하게 되었다.

머리에 한 인식의 발전과 더불어 秦漢時代 이전부터 
淸代까지 諸家들의 두통과 그 病因, 病機 및 治法에 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金元時代시 를 거쳐 明代에 오면
서 두통에 한 인식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필자는 頭痛에 한 치료가 종합되어 가는 明代 의
가들의 病因, 病機 및 治法에 한 고찰을 통해 명  의가
들이 이전 시 의 두통에 한 의론들을 어떻게 수렴하여 
발전시켰는가를 살펴보고자한다.

Ⅱ. 本論

명⋅청 에는 두통에 한 인식이 완성되어 가던 시기로
서 여러 의가들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귀납 분석하고 임상

경험을 토 로 병인병리와 변증시치가 진일보 된 시기이다.

1368년 徐彦純은 內經을 근본으로 金元時代의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채택하여 醫學折衷을 저술하고, 후에 劉
宗厚가 증보하여 1396년 玉機微義를 편찬하 다. 두통에 
있어서 그는 內經 및 難經을 비롯하여 李東垣과 張子
和의 견해를 인용하 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는 
다른 의가와는 다르게 역  諸家說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하 다는 것이다. 

먼저 그는 靈樞와 難經에서 언급한 厥頭痛에 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靈樞에 있는 厥頭痛이라는 이름은 어떤 邪氣가 병이 
되는가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難經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風寒邪가 잠복하고 머물러 제거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
다. 三因에 嚴氏가 논하여 말하길 氣血이 모두 虛하고 風
寒暑濕의 氣가 침입한 바 陽經에 전하여 잠복하여 머물러 
제거되지 않은 것을 이름하여 말하길 厥頭痛이라 하 다. 

개 厥이란 것은 거스르는 것이다. 거슬러 막혀서 머리로 
치솟는 것이다.1)

靈樞에서 처음 언급한 厥頭痛에 해 難經과 三因
에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국 厥頭痛이란 體虛한 상태에서 
風寒暑濕의 外邪가 陽經에 잠복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
하고 있다. 

그리고 蘭室秘臧에서의 東垣頭痛論을 인용하고 더할 
것이 없다고 극찬하 다.

이것은 두통을 논한 것으로 지극히 상세한 것이다. 모두
에 傷寒內傷頭痛을 말했고 內經을 인용하여 濕熱, 寒濕, 
偏頭痛, 眞頭痛, 厥逆頭痛 등의 증상과 六經用藥의 법을 세
분하 으니 후세에 더할 것이 없다.2)

儒門事親에서의 三陽受病頭痛論을 인용하고 다음과 같
이 評하 다.

1) “靈樞有厥頭痛之名而不指何邪爲病至難經始言風寒伏留不去而三因嚴氏
論云氣血俱虛風寒暑濕之氣所侵傳于陽經伏留不去名曰厥頭痛蓋厥者
逆也逆壅而冲于頭也” 徐彦純, 玉機微義 頭痛門｣, 中醫古籍出版社 
1999, p. 275

2) “按此論頭痛至爲詳悉首言傷寒內傷頭痛曆引內經以明濕熱寒濕偏頭痛眞
頭痛厥逆頭痛等證細分六經用藥之法后世無以加矣” 上揭書,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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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한 두통은 바로 三陽이 병을 받고 胸膈에 痰이 
있어 상부에서 막히고 엉킨 것을 말한 것이다. 內經에서 
‘봄에는 병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 다. 개 天氣는 상부에 
있으니 病氣가 또한 升하여 위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吐
하게 하는 것은 위쪽의 邪氣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仲景이 
말한 大法은 봄에는 마땅히 吐하게 한다는 것이니 바로 이
것이다. 이것은 또한 두통을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니 오
로지 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3)

결국 張子和의 吐法은 위쪽에 있는 邪氣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 고, 吐法은 여러 治法중 하나일 뿐이니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 다. 여기서 위쪽에 이르게 되는 
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正氣
나 藥力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통의 치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결론
을 내린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건 , 두통의 證은 그 근원이 깊고 많
으니 東垣의 論은 가히 상세하게 이른 것이다. 그런데 외부
로부터 이른 것은 風寒暑濕의 다름이 있는데, 仲景의 傷寒
에 관해서는 東垣이 六經의 종류로 나눈 것이 바로 이것이
다. 안으로부터 이른 것은 氣血, 痰飮, 五臟의 氣鬱이 다르
니 東垣이 氣虛, 血虛, 痰飮頭痛을 論한 것이 이것이다. 
개 4개의 淫은 모두 外邪이니 風寒濕熱의 많고 적음을 따
라 밖을 치료한다. 氣血, 痰飮, 五臟의 證은 모두 內邪이니 
역시 그 血氣痰飮, 七情內火에 따라 虛實寒熱을 구분하고 
그 안을 조화시켜서 밖을 치료한다. 그러나 氣血이 虛한 것
을 補하는 것은 마땅히 東垣의 의론이다. 예를 들어 三因
등의 方에서 附子를 사용하여 氣虛를 치료한 것은 陽虛에 
그 뜻을 두어 치료한 것이니 이는 人身의 氣血이 和平한 
상태가 아니다. 또한, 오래된 偏正頭風은 안으로 痰涎風火
가 있어서 경락 氣血이 壅滯된 증이 많다. 그러나 또한 血
虛가 있는 것도 있으니 모름지기 분별하여 치료해야한다.4)

두통은 옛날 사람들은 風을 따라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해서 그 약이 비록 辛平 혹은 辛凉, 辛溫, 辛
熱한 것이 있으나 저 모두 풀어서 흩어놓는 중에 寒熱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傷寒頭痛에 이르면 仲景이 자세히 논
하 으나 이것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內因, 痰飮, 氣虛, 血
虛頭痛의 類는 東垣이 비록 論하여 方이 있으나 배우는 자 
또한 병을 따라서 살펴야 하니 用藥 역시 어려워 적힌 처
방에 구애받지 말고 그 변화를 다해야 한다. 또 嚴氏는 氣

虛頭痛을 附子를 써서 치료했고 腎厥두통에 硫黃 등의 약
으로 치료했으니 본래 三因의 論에서 나온 것이나 그 뜻
은 모두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일단 그것을 보
존하여 이 說을 갖출 뿐이다5)

즉, 결론적으로 外邪로는 風寒暑濕을 잘 구분하고, 內邪
로는 氣血의 상태, 痰飮, 五臟의 證, 七情 등을 잘 구분하여 
辨證하여 치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用藥法을 李東垣 
등이 상세히 밝혀 놓았지만 이 구분 하는 것이 쉽지 않으
므로 辨證을 잘 해야 하며, 기존의 說이 완전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기존 처방에 너무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그리고 搐葯瓜蒂散을 언급하면서 “약을 먹고 침이나 뜸
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그 濕氣가 머리에 있기 때
문이다.”6)라는 독창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 다.

처방의 분류에 있어 治風之劑, 治風寒之劑, 治風熱之劑, 
治濕之劑, 痰厥頭痛之劑, 補氣之劑, 補血之劑, 搐藥, 貼藥, 
雜方 으로 분류하 는데, 특이한 것은 부분의 처방을 經
絡과 연관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治風之劑의 秘藏徹淸
膏를 手足少陽, 厥陰, 太陰, 少陰經의 약으로 정의하 으
며7), 治風寒之劑의 秘藏羌活附子湯을 手足太陽, 陽明, 太陰
經의 약으로 정의하 다.8)

朱丹溪의 제자 던 작은 할아버지 虞誠齋로부터 의학을 
전수받은 虞摶은 朱丹溪의 학풍을 계승하여 1515년 醫學
正傳을 편찬하게 된다. 그에 따라 두통에 있어서도 朱丹溪
와 李東垣의 의론을 그 로 계승하 다. 특히, 朱丹溪의 의

3) “按此云頭痛乃三陽受病皆胸膈有痰之致乃指病之壅郁于上而言也內經云
春氣者病在頭蓋天氣在上知病氣亦升于上也吐之所以宣達在上之邪仲
景云大法春宜吐是也此亦治頭痛之一法但不可專執于此” 上揭書, p. 
276.

4) “謹按頭痛之證其原甚多東垣之論可謂詳矣然自外而致者有風寒暑濕之異
若仲景之傷寒東垣分六經之類皆是也自內而致者有氣血痰飮五臟氣郁
之異東垣論氣虛血虛痰厥頭痛之類皆是也大抵四淫皆外邪隨其風寒濕
熱多少而治于外也氣血痰飮五臟之證皆內邪亦宜隨其血氣痰飮七情內
火分虛實寒熱而調其內以治于外也然氣血虛而用補宜東垣之論若三因
等方用附子以治氣虛此則從陽虛立意非人身平和之血氣也若夫久年偏
正頭風者多因內挾痰涎風火郁遏經絡氣血壅滯之證然亦有血虛者須宜
分別以治之” 上揭書, p. 277.

5) “按頭痛古人多從風而議治故其藥雖有辛平辛涼辛溫辛熱之殊大抵皆于解
散之中分所挾之寒熱耳至于傷寒頭痛仲景論中亦詳茲不詳載但內因痰
厥氣虛血虛頭痛之類東垣雖有論有方學者亦宜隨病審機而用藥亦難拘
于所錄之方以盡其變也又嚴氏治氣虛頭痛用附子治腎厥頭痛用硫黃等
藥本出三因之論其義皆未切當今姑存之以備其說耳” 上揭書, p. 277.

6) “搐藥瓜蒂散治偏頭痛久不愈服藥及針灸不效者以其濕氣在頭也” 上揭書, 
p. 277.

7) “秘藏徹淸膏...... 按此手足少陽厥陰太陽少陰經藥也” 上揭書, p. 277.
8) “秘藏羌活附子湯...... 按此手足太陽陽明太陰經藥也” 上揭書,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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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빌려 과도한 勞役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했을 때의 證
候와 病機 및 治方을 제시하 다.

丹溪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頭痛은 주로 痰에 기인하
고 통증이 심한 것은 火가 많아서이다. 마땅히 淸痰降火 시
켜야 한다. 勞役으로 인해 下虛한 사람은 傷寒과 유사하여 
發熱汗出하고, 양 太陽穴에 통증이 심하며 이는 相火가 아
래로부터 치 어 오른 것이니 마땅히 補中益氣湯에 川芎, 
當歸를 가하여 쓰고 심하면 知母, 蔓荊子, 細辛을 더 가한
다.9)

또한, 朱丹溪의 偏頭痛의 좌우 구분이나 丹溪活套 같은 
것을 그 로 인용하기도 하 다.

머리의 오른쪽이 아플 때에는 二陳湯에 川芎, 白芷, 防
風, 荊芥, 薄荷, 升麻를 넣어 쓰고 왼쪽이 아플 때에는 二陳
湯과 四物湯을 섞은 데 防風, 荊芥, 薄荷, 細辛, 蔓荊子, 柴
胡, 술에 법제한 黃芩을 넣어 쓴다.10)

徐春甫는 1556년 明代 이전의 역  의서와 의약 자료와 
관련이 있는 諸子百家의 經史를 집록하여 古今醫統大全
을 편찬하게 된다. 두통에 있어 李東垣과 張子和, 朱丹溪의 
의론과 玉機微義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 다. 처방은 發散
風藥諸劑, 痰火頭痛諸劑, 風熱頭痛諸劑, 痰厥頭痛諸劑, 氣虛
頭痛諸劑, 血虛頭痛諸劑, 搐鼻諸藥, 敷貼頭痛頭風諸劑, 易簡
諸方 등과 같이 분류하 는데, 특이한 것은 單方위주의 易
簡諸方을 따로 구분하 다는 것이다. 두통 病機의 인식에 
있어 古今醫統大全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오래 두
통을 앓은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는 원래 王節齋가 明醫
雜著에서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오래 두통을 앓게 되면 
風寒에 잠깐만 감촉되어도 바로 두통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가 옷을 두껍게 입어 결국 몸은 本熱標寒한 상태
로 된다고 하 다. 이 때 辛溫解表하는 약을 쓰게 되면 그
것은 병의 근본을 심하게 할 뿐이므로 瀉火凉血약을 주약
으로 하고 辛溫한 약은 보조약으로 해야 한다고 하 다. 이 
의론은 孫一奎나 武之望 같은 후  의가들에게도 향을 
끼쳤다.

王節齋의 雜著에 이르길 오래 두통을 앓게 되면 風寒
에 잠깐만 감촉되어도 바로 발생한다. (따라서) 추운계절에 
반드시 두꺼운 옷으로 몸 속을 단단히 감싸게 되는데, 이렇

게 되면 鬱熱에 속하는 것으로 그 本은 熱하지만 그 標는 
寒하게 된다. 세속의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辛溫解表 약을 
쓰니 잠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寒으로 생긴 병이라 오
인하고 그 본질은 鬱熱에 의한 것임을 모른 것이다. 피부에 
있는 구멍들이 항상 치 하지 못하여 風寒이 쉽게 들어와 
바깥의 寒邪가 안의 熱을 속박하여 막히어 통증이 되는 것
이니 辛熱한 약은 腠理를 열어 비록 標에 있는 寒邪를 몰
아낼 수 있으나 그 본질의 熱은 더욱 심해져 병이 근원은 
더욱 심해지고 惡寒도 더욱 심해진다. 오직 火를 사하고 血
을 식히는 약을 주로 하고 辛溫한 약은 보조약으로 삼는 
것을 그 治法으로 해야 병을 낫게 하고 본질을 치유하는 
것이다. 만약 감기가 있으면 發散之劑를 사용한 이후에 다
시 正氣를 조양하는 약을 써야 하니, 이것은 그 病機에 근
거하여 보익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 재발을 거의 막을 수 
있다.11) 또한 두통을 참지 못하는 것은 바로 風痰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 다.

다른 의학자와 師承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일가를 이룬 
樓英은 1389년 醫學綱目을 완성하 고, 이 醫學綱目은 
후  1565년에 간행이 되게 된다. 이 책에서 두통에 관해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産後頭痛을 
따로 구분하여 그 처방을 상세히 열거하 다는 점이다. 또
한, 內經의 運氣篇 중 두통이 나온 부분을 요약하고 마지
막에 君으로 삼아야 할 약의 藥性을 언급한 부분이다.

運氣頭痛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火가 위로 상
역해서 통증이 있다. 내경에 이르기를 ‘少陽司天의 政은 初
의 氣에는 風이 勝하여 이에 요동하고 氣候가 이에 大溫하
여 그 병은 氣가 위에서 怫鬱하여 두통이 생긴다. 二의 氣
에는 火가 도리어 鬱結당하여 흰 먼지가 사방에서 일어나

9) “丹溪曰 頭痛多主于痰, 痛甚者火多, 宜淸痰降火。勞役下虛之人, 似
傷寒發熱汗出, 兩太陽穴痛甚, 此相火自下冲上, 宜補中益氣湯加川芎, 
當歸, 甚者加知母, 蔓荊子, 細辛” 虞摶, 醫學正傳 ｢頭痛｣, 中醫古
籍出版社 1999, p. 125.

10) “丹溪活套 云：二陳湯, 一身之痰, 無所不治。但在上加引上藥, 在
下加引下藥。如偏頭痛在右, 本方加川芎, 白芷, 防風, 荊芥, 薄荷, 
升麻之類；在左, 本方合四物湯, 亦加防風, 荊芥, 薄荷, 細辛, 蔓荊
子, 柴胡, 酒片芩之類” 上揭書, p. 54

11) “節齋 雜著 云∶久病頭痛, 略感風寒便發, 寒月須重綿濃帕包裹者, 
此屬鬱熱, 本熱而標寒也。世人不識, 悉用辛溫解表之藥, 臨時得效, 
誤認爲寒, 殊不知因其本有鬱熱, 毛竅常疏, 故風寒易入, 外寒束其內
熱, 閉逆而爲痛, 辛熱之藥, 雖能開發, 散其標之寒邪, 然以熱濟熱, 
病本益深, 惡寒愈甚矣, 惟當瀉火涼血爲主, 而佐以辛溫散表之劑, 以
從法治之, 則可愈而根可除也。若有感冒, 發散之後, 還宜調理正氣, 
則因其病機而補益之, 庶無複作之患也”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
頭痛門｣,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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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병은 熱이 상부에 울결하여 두통이 생긴다.’라 하
다. 또 이르기를 ‘少陽이 司天하여 火淫이 勝하여 사람의 
병은 두통하고 발열 및 오한하며 학질이 일어난다.’라 하
으니 寒劑를 군으로 삼아 치료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寒氣
가 熱氣를 위로 내쫒아 통증을 일으킨다. 내경에 이르기를 
‘歲運 金이 不及하면 炎火가 이에 行하고, 復하면 陰(寒氣)
이 궐역하고 또한 막아 이에 陽은 도리어 상행하여 頭部와 
腦戶가 아프고 위로 정수리까지 뻗쳐 이르고 발열한다.’라 
하 다. 또 이르기를 ‘太陽이 勝하면 열이 도리어 상행하여 
정수리 및 腦戶 속이 아프며 눈은 빠지는 것 같다.’라 하
다. 또 ‘太陽이 復하면 心痛, 痞滿, 두통한다.’라 하 으니 
熱劑를 군으로 삼아 치료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濕邪가 腎
과 膀胱을 상하여 통증을 일으킨다. 내경에 이르기를 ‘太陰
이 司天하여 濕淫이 勝하면 腰脊과 정수리가 아프고 때때
로 어지럽다.’라 하 다. 또 이르기를 ‘太陰이 在泉하여 濕
淫이 勝하면 기가 위로 치받아 두통을 앓고 눈이 빠져 나
오는 것 같으며 목이 뽑히는 것 같다.’라 하 다. 또 ‘太陰
이 復하면 정수리가 아프고 무거우며 掉瘈가 더욱 심해진
다.’라 하 으니 역시 熱劑를 군으로 삼아 치료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陽明이 復氣하여 제 위치가 아닌 心病과 통증
을 겸한다. 내경에 이르기를 ‘陽明이 復하면 기침하고 딸꾹
질하며 煩心하고 두통이 있다.’라 하 으니 濕劑를 군으로 
삼아 치료해야 한다.12)

그리고, 醫學綱目에서는 大頭痛에 관해 아주 자세히 다
루었다. 大頭痛이란 大頭病 또는 大頭瘟이라 불리는 것으
로, 두통이 있으면서 머리가 말 되 박 만하게 붓고 커지는 
것으로 게 유행성 전염병에 의한 것이 많다13)고 하 다. 
이에 해 王好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海]大頭病이란 몸의 절반 이상에 열이 경락에 잠복된 
것인데, 그 계절에 맞지 않는 瘟疫의 기운에 감촉되어서 생
기는 것이다. 그 증상은 곪고 터져서 고름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되기 때문에 疫癘라고도 한다. 체로 足
陽明의 邪熱이 몹시 심해져서 少陽經이 實해지면 相火가 
몹시 성해지니, 少陽經에 많거나 혹은 陽明經에 있으니 심
하면 逆傳된다. 그 붓는 증세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살펴 
그 經을 따라 取穴한다. 濕熱때문에 붓게 되며 肝木의 기운
이 성하여 아프게 되는데, 이런 사기가 머리에서 발하여 
부분 귀의 앞뒤에서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 主가 되
고 根이 되니 마땅히 빨리 치료해야만 하지만, 약은 속히 

쓰지 않으니, 그 병소를 지나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上
焦의 열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中焦의 寒이 생기면 이
는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병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血病이 되고, 더구나 머리에서 사기를 받아 
無形의 곳에서 보이고 높은데 까지 이르게 되니 마땅히 먼
저 완만하게 한 후에 급히 치료해야 한다. ‘먼저 완만하게 
한다’라는 것을 본다면, 사기가 위에 있어 無形의 부분에 
달라붙어 일정함이 없으니, 만약 重劑를 써서 크게 瀉한다
면 邪氣는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게 된다. 비
록 완만한 약을 쓰더라도 급하게 복용하거나, 혹은 식전에 
복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게 되면 緩體를 모두 잃
게 되니 약이 병을 없앨 수가 없게 된다. 마땅히 서서히 無
形의 邪氣를 없애거나 혹은 약의 性味와 형체에 의거하여 
복용하여야 하며, 마땅히 緩體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니 寒
藥에 있어서 酒炒하거나 酒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후
에 급히 치료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다면, 앞서 완만한 약
이 이미 높은 곳에 이르러 (邪氣를) 瀉했으니, 邪氣가 속으
로 들어와 陰部에 도달하여 有形의 물질을 전염시킨 바, 만
약 속히 없애지 않는다면 도리어 陰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
것은 도리어 客邪가 되니 마땅히 급히 그것을 없애야 하는
데, 이것이 바로 이것은 陽邪가 위에 있고 陰邪가 아래에 
있어 각각 本家의 병이된다. 만약 급하게 치료하면 그 재난
을 다스릴 수 없고 도리어 어지러워지니 이 때문에 主를 
치료하는 데는 마땅히 완만하게 해야 한다. 客을 치료하는 
것은 마땅히 급하게 해야 한다. 陽分이 陽邪를 받고 陰分이 
陰邪를 받는 것은 主가 되고, 陰分이 陽邪를 받고 陽分이 
陰邪를 받는 것은 客이 된다. 무릇 客은 마땅히 급히 제거
해야 한다. 가령 少陽, 陽明의 병이 됨은 少陽이 邪가 되어 
귀 앞뒤에서 나온다. 陽明은 머리와 얼굴이 크게 붓는 것이
다. 먼저 黃芩, 黃連, 甘草를 炒한 다음 끓여 멈추지 않고 
조금씩 마시거나, 혹은 다 복용하고 나서 다시 大黃을 酒浸
이나 煨하고, 鼠粘子를 새 기와 위에서 炒한 다음 잘게 부

12) “頭痛有四：一曰火郁于上而痛。經云：少陽司天之政, 初之氣, 風勝
乃搖, 候乃大濕, 其病氣怫于上頭痛；二之氣, 火反郁, 白埃四起, 其
病熱郁于上頭痛。又云：少陽司天, 火淫所勝, 民病頭痛, 發熱惡寒
而瘧, 治以寒劑爲君也。二曰寒氣逐熱氣上行而痛。經云：歲金不及, 
炎火乃行, 復則陰厥且格, 陽反上行, 頭腦戶痛, 延及腦頂發熱。又
云：太陽之勝, 熱反上行, 頭項頂巓腦戶中痛, 目如脫。又云：太陽
之復, 心痛痞滿頭痛, 治以熱劑爲君也。三曰濕邪傷腎膀胱而痛。經
云：太陰司天, 濕淫所勝, 腰脊頭項痛, 時眩。又云：太陰在泉, 濕淫
所勝, 病冲頭痛, 目似脫, 項似拔。又云：太陰之復, 頭頂痛重而掉瘈
尤甚, 亦治以熱劑爲君也。四曰陽明復氣, 兼非位之心病而痛。經
曰：陽明之復, 咳噦煩心, 病在膈中, 頭痛, 治以溫劑也” 樓英, 醫
學綱目 ｢頭風痛｣, 中醫古籍出版社 1999, p. 343

13) “頭痛如腫, 大如斗是也, 大率多是天行時疫病” 上揭書, 1999, p. 348



明代醫家들의 頭痛에 대한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 48 -

숴 끓이고 찌꺼기를 버린 다음 芒硝를 넣고 등분하여 조금
씩 마신다. 마땅히 식후에 천천히 복용해야 한다. 邪氣가 
없어진다면 단지 앞의 약을 복용한다. 만약 없어지지 않는
다면 뒤의 약을 다시 복용하고, 앞의 순서에 따라 복용하
며, 변이 잘 나오면 邪氣가 없어진 것이니 복용을 중지한
다. 만약 陽明이 渴하면 石膏를 더한다. 少陽이 渴하면 瓜
蔞根탕을 더한다. 陽明行經에는 升麻, 葛根, 芍藥 류를 더한
다. 太陽行經에는 羌活, 防風, 荊芥 류를 더한다. 골라 加하
여 위의 약과 함께 균등히 합해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해서 
(邪氣를) 흩뜨릴 수는 없다.14)

이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病因 계절에 맞지 않는 瘟疫의 기운에 감촉되어 몸의 절반 
이상에 열이 경락에 잠복되어.

證候 두통이 있으면서 머리가 붓고 커진다. 곪고 터져서 고름
이 나올 수도 있다.

病機
足陽明이나 少陽經의 邪熱이 몹시 심해져서 생긴다. 少
陽經이 병이 되면 귀 앞뒤에서 고름이 나오고, 陽明經이 
병이되면 머리와 얼굴이 크게 붓는다. 濕熱때문에 붓게 
되며 肝木의 기운이 성하여 아프게 된다. 

治法

陽分이 陽邪를 받고 陰分이 陰邪를 받는 것은 主가 
되고, 陰分이 陽邪를 받고 陽分이 陰邪를 받는 것은 
客이 된다. 治法은 主를 먼저 완만하게 하고 客을 후
에 급히 치료해야 한다. 主를 완만하게 하는 것은 서
서히 위쪽의 無形의 邪氣를 없애는 것으로, 완만한 
약을 약의 性味와 형체에 의거하여 식후에 천천히 
복용하여야 하며, 또한 寒藥의 경우 酒炒하거나 酒浸
해야 한다. 客을 급히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邪氣가 
속으로 들어와 陰部에 도달하여 有形의 물질을 전염
시킨 것을 없애는 것이다.

用藥

먼저 黃芩, 黃連, 甘草를 炒한 다음 끓여 멈추지 않
고 조금씩 마시거나, 혹은 다 복용하고 나서 다시 大
黃을 酒浸이나 煨하고, 鼠粘子를 새 기와 위에서 炒
한 다음 잘게 부숴 끓이고 찌꺼기를 버린 다음 芒硝
를 넣고 등분하여 조금씩 마신다. 마땅히 식후에 천
천히 복용해야 한다. 邪氣가 없어진다면 단지 앞의 
약을 복용한다. 만약 없어지지 않는다면 뒤의 약을 
다시 복용하고, 앞의 순서에 따라 복용하며, 변이 
잘 나오면 邪氣가 없어진 것이니 복용을 중지한다. 
만약 陽明이 渴하면 石膏를 더한다. 少陽이 渴하면 
瓜蔞根탕을 더한다. 陽明行經에는 升麻, 葛根, 芍藥
류를 더한다. 太陽行經에는 羌活, 防風, 荊芥 류를 더
한다. 골라 加하여 위의 약과 함께 균등히 합한다. 
처방으로는 普濟消毒飮 등을 쓴다.

표 1. 醫學綱目에서 언급하고 있는 大頭痛 요약

또한, 內經의 運氣篇에서 大頭痛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大頭病은 모두 火에 속하니 內經에서 소위 ‘上腫’이라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內經에서 이르기를 ‘少陽司天의 政은 
風熱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政令을 펴고, 太陰濕土의 氣가 
橫流하며 寒氣가 이에 때때로 이르르니 사람의 병은 상부
가 怫鬱·腫脹하고 색이 변한다.’ 또 이르기를 ‘少陰이 司天
하는 政은 熱病이 위에서 生하고 淸病이 아래에서 生하니 
사람의 병은 목이 건조해지고 상부가 腫脹하고, 終의 氣에
는 燥令이 行해져 남은 火가 안으로 이르러 닫아 막고 상
부가 浮腫하며 咳喘한다.’15)

1584년 孫一奎는 內經 및 각 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하
고, 여기에 자신의 의료 경험을 결부시켜 赤水玄珠를 편
찬한다. 두통의 경우 역  諸家의 說중 중요한 것들만 인용
하 고, 雷頭風 부분처럼 일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 다. 雷頭風의 病因으로 勞役, 酒色, 불에 구운 음식, 風
을 동하게 하고 毒을 유발하는 사물에 감촉된 것 등을 제
시하고 있다.

이른바 雷頭風이라는 것은 반드시 痰結核 덩어리이다. 혹 
먼저 어두운 것이 머리 위에 있은 연후에 때를 만나 발생
하고, 혹 勞役, 혹 酒色, 혹 불에 말리거나 구운 것을 먹거
나, 風을 동하게 하고 毒을 유발하는 사물에 감촉되어 발병

14) “[海]大頭病者, 雖在身半以上, 熱伏于經, 以感天地四時非節瘟疫之氣
所着, 以成此疾。至于潰裂膿出, 而又染他人, 所以謂之疫癘也。大抵
足陽明邪熱太甚, 實資少陽相火爲之熾, 多在少陽, 或在陽明, 甚則逆
傳。視其腫勢在何部分, 隨其經而取之, 濕熱爲腫, 木盛爲痛, 此邪發
于首, 多在兩耳前后, 所先見出者, 爲主爲根, 治之宜早, 藥不宜速, 
恐過其病。所謂上熱未除, 中寒已作, 有傷人命矣。此疾是自外而之
內者, 是爲血病, 况頭部分受邪, 見于無形之處, 至高之分, 當先緩而
后急。先緩者, 謂邪氣在上, 着無形之部分, 旣着無形, 所傳無定, 若
用重劑大瀉之, 則其邪不去, 反過其病矣。雖用緩藥, 若又急服之, 或
食前, 或頓服, 咸失緩體, 則藥不能除病矣。當徐徐漬無形之邪, 或藥
性味形體据象服餌, 皆須不離緩體及寒藥, 或酒炒浸之類皆是也。后
急者, 謂前緩劑已經高分, 瀉邪氣入于中, 是到陰部, 染于有形質之
所, 若不速去, 反損陰也。此却爲客邪, 當急去之, 是治客以急也。且
治主當緩者, 謂陽邪在上, 陰邪在下, 各爲本家病也。若急治之, 不惟
不能解其紛, 而反致其亂矣, 此所以治主當緩也。治客當急者, 謂陽
分受陽邪, 陰分受陰邪, 主也。陰分受陽邪, 陽分受陰邪, 客也。凡所
謂客者當急去之, 此治急以客也。假令少陽陽明之爲病, 少陽爲邪者, 
出于耳前后也。陽明者, 首面大腫也。先以黃芩, 黃連, 甘草, 通炒
過, 銼煎少少不住服呷之, 或服畢, 再用大黃或酒浸或煨, 又以鼠粘子
新瓦上炒香, 㕮咀煎去渣, 納芒硝各等分, 亦細細呷之。當食后用, 徐
得微利。及邪氣已, 只服前藥。如不已, 再服后藥, 依前次第用之, 取
大便利, 邪已卽止。如陽明渴者, 加石膏。少陽渴者, 加栝蔞根湯。
陽明行經, 加升麻, 葛根, 芍藥之類。太陽行經, 加羌活, 防風, 荊芥
之類。選而加之, 幷與上藥均合, 不可獨用散也” 上揭書, 1999, p. 
349

15) “運氣 大頭病皆屬火, 蓋經所謂上腫者, 卽其屬也。經云：少陽司天
之政, 風熱參布, 太陰橫流, 寒乃時至, 民病上, 怫腫色變。又云：少
陰司天之政, 熱病生于上, 淸病生于下, 民病嗌干腫上, 終之氣燥令
行, 余火內格, 腫于上咳喘。其治方, 東垣普濟消毒飮子得之矣。” 
上揭書,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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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니 혹 붉고 혹 부으며 통증이 있다.16)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朱丹溪의 말을 빌려 氣滯를 두통
의 病因으로 인식하 다는 것이다.

丹溪曰 : ...... 여타 경락에 氣滯가 생겨도 역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17)

두통을 치료함에 內外의 원인을 구분하여 內外의 治法을 
따라야 한다고 하 다.

만약 바깥으로 風寒霧露에 감촉되지 않고, 안으로도 痰火
濕熱이 훈증되지 않는다면 필히 통증이 없을 것이다. 즉, 
內外의 원인이 있으며 마땅히 內外의 治法을 따른다.18)

또한 雷頭風에 瀉血하는 방법 외에도 風이 盛할 경우 신
맛으로 수렴시키는 治法을 처음으로 제시하 다.

乳香盞落散. 남자와 부인이 偏正頭痛으로 참을 수 없이 
아플 때 크게 신효하다. 이는 風이 盛하여 성글게 흩어져서 
아픈 것이니, 마땅히 신맛으로 수렴시켜야 한다.19)

또한 산후에 몸에 열이 나고 두통과 복통이 있는 경우와 
산후에 패혈이 가로막아 두통이 발생하 을 때의 처방을 
제시하 다.

1587년 龔廷賢은 金元四大家와 역  유명한 의가들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萬病回春을 편찬한다. 이 
책은 취급한 病種이 비교적 많고, 辨證이 상세하며, 治法과 
方劑의 選輯이 매우 정 하여 후 에 많은 향을 끼쳤는
데, 두통에 있어서도 그 분류가 매우 상세하다. 일부는 기
존 의가들의 견해를 따랐으며 또 일부는 자신만의 독창적
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偏頭痛의 좌우구분과 眉稜骨痛의 
病因에 있어서 기존과는 약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李梴과는 달리 朱丹溪의 견해를 좀 더 확장한다.

偏頭痛은 手少陽과 手陽明經이 病症을 받은 것이다. 왼쪽 
반은 火, 風, 血虛에 속하고, 오른쪽 반은 痰, 熱에 속한
다.20)

두통이 좌측에 편중되면 이는 風과 血虛이다.21)
두통이 우측에 편재하면 이는 痰과 氣虛에 속한다.22)

이상을 朱丹溪의 견해와 비교해 보면 龔廷賢은 왼쪽 偏
頭痛에 火를, 오른쪽 偏頭痛에 氣虛를 더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우측 偏頭痛에 氣虛를 추가한 것은 左血右氣 이론에 
맞춘 것이라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왼쪽에 火를 배속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오른쪽의 熱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
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을뿐더러 氣虛와 血
虛 모두 發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火와 熱을 구
분하자면, 熱이란 말 그 로 신체에서 느끼는 자각적 혹은 
타각적인 熱感이 있는 상태, 즉 실질적인 단일 증상을 말한
다. 이에 비해 火란 좀 더 큰 의미로, 실질적인 증상이 아
니라 병리적인 원인을 말하며 火에 의해 高熱, 煩渴, 汗出, 
脈洪大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1602년 王肯堂은 여러 의서를 두로 섭렵하면서 각 의가

들의 장점을 취합하고 거기에 자신의 임상경험을 결부시키
고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는 등 11년간의 노력 끝에 
雜病證治準繩을 저술한다. 이 책의 편제는 번잡하지 않고 
조리가 분명하며 의론을 전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명료
할 뿐만 아니라 처방 또한 실용적이어서 후 에 많은 향
을 끼쳤다.23) 두통에 있어서도 기존 의가들이 역  의가들
의 의론을 그 로 답습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만의 독창적
인 견해를 많이 제시하여 중요한 자료가 된다.

먼저 그는 頭痛과 頭風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으
며, 단지 병이 新淺한 것이 頭痛, 舊深한 것이 頭風일 뿐이
라고 하 다. 따라서 치료는 邪氣가 오는 곳을 징험하여 치
료하여야 한다고 하 다.

많은 의서가 頭痛, 頭風 二門으로 나누고 있으나 하나의 
병이다. 다만 新舊去留의 나눔이 있을 뿐이다. 병이 얕고 
생긴 지가 가까운 것은 頭痛이니, 그 통증이 갑자기 생기고 
쉽게 없어지며 빨리 편안해진다. 병이 깊고 생긴 지 오래된 

16) “所謂雷頭風者, 必是痰結核塊。或先暗有于頭上, 然後隨遇而發, 或
勞役, 或酒色, 或食煿炙, 動風發毒之物, 感而發之, 或紅, 或腫, 而
痛作矣。” 孫一奎 赤水玄珠 ｢頭痛門｣, 中醫古籍出版社, 1999, p. 
47

17) “諸經氣滯 亦能作痛” 上揭書, p. 47
18) “苟外無風寒霧露之觸, 內無痰火濕熱之薰, 必無痛也, 既有內外之因, 

當循內外之治。” 上揭書, p. 47
19) “乳香盞落散 男子婦人, 偏正頭疼不可忍, 大有神效。此風盛疏散而

痛, 宜酸以收之。” 上揭書, p. 50
20) “偏頭痛者 手少陽陽明經受症 左半邊屬火屬風屬血虛 右半邊 屬痰屬

熱也” 龔廷賢 萬病回春 ｢頭痛｣, 中醫古籍出版社, 1999, p. 151
21) “頭痛偏左者 屬風與血虛也” 上揭書, p. 151
22) “頭痛偏右者 屬痰與氣虛也” 上揭書, p. 151
23) 김기욱外 15인, 강좌 중국의학사, 성의학사, 2006,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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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頭風이니, 그 통증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일정한 규
칙이 없고, 나은 후에도 사기에 감촉되면 다시 재발한다. 
모두 그 사기가 오는 곳을 징험하여 치료하여야 한다.24)

內經에 나온 運氣頭痛을 설명한 후, 靈樞에서 風痹證
에 발생한 두통이 결국 六氣가 서로 침범하여 淸陽의 眞氣
와 더불어 相薄하여 아프게 된 것이라고 그 기전을 설명하
고 있다.

靈樞에 이르기를 風痹는 股脛이 爍하고 발이 마치 얼
음을 밟는 듯하고 때때로 끓는 물에 들어가는 듯하고 煩心
頭痛하고 때때로 어지럽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短氣하게 
되고 3년이 안 되어 죽게 된다. 이 모든 것은 六氣가 서로 
침범하여 淸陽의 眞氣와 더불어 相薄하여 아프게 된 것이
다.25)

또한 靈樞 ｢經脈篇｣에서 足太陽膀胱經과 足少陽膽經의 
所生病으로 언급하고 있는 두통에 해 그 病機를 장부경
락의 기가 逆上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足太陽膀胱經의 所生病은 頭顖頂 腦戶中痛이다. 足少陽
膽經의 所生病은 頭痛이다. 이 모든 것은 장부경락의 기가 
逆上하여 머리의 淸道를 어지럽게 하고 운행을 하지 못하
게 하고, 經隧를 막아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26)

일반적인 두통의 病機에 해 外邪와 五臟厥氣가 相薄하
여 울체되어 熱이 되면 아프다고 하 다.

개 머리는 하늘을 본뜨고, 三陽六府의 淸陽之氣는 모두 
이곳에서 모이고, 三陰五藏의 精華인 血도역시 이곳으로 주
입된다. 이에 天氣에서 발생하는 六淫의 邪氣와, 人氣에서 
변하는 五賊의 逆은 모두 능히 해가 된다. 淸明을 덮기도 
하고 經絡을 막기도 한다. 氣와 더불어 相薄하는 것으로 인
하여 울체되어 熱이 되면 맥이 가득하게 되고, 맥이 가득하
면 아프게 된다.27)

두통에 있어 實證과 虛證의 기전과 그 증후를 구분하
는데, 이는 상당히 독창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만약 邪氣가 稽留하면 脈 역시 가득하고, 氣血이 어지러
운 고로 통증이 심하다. 이 통증은 모두 實證이다. 만약 寒

濕이 침범해도 眞氣가 허하면, 相薄하여 熱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邪氣가 脈外에 머물면 血이 凝滯되고 脈이 寒하며, 
寒한즉 脈이 縮卷緊急하게 되고 밖으로 小絡을 잡아당겨 
아프게 되며, 따뜻한 것을 얻으면 통증이 그치니, 이 통증
은 虛證이다.28)

 
또한 風木, 暑熱, 濕, 痰飮, 寒, 氣虛, 血虛로 인하여 두통

이 있을 때 그 겸증의 특징을 기술하 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風寒暑濕의 外邪에 의한 두통의 경우 그 六氣에 
해당하는 本臟의 병증도 같이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이다. 

만약 風木으로 인하여 아프면 抽掣惡風하고 땀이 나면서 
아프다. 暑熱로 인하여 아픈 것은, 혹 땀이 나거나 혹 땀이 
나지 않거나 모두 惡熱하면서 아프다. 濕으로 인하여 아픈 
것은 頭重感이 있으면서 아프고 날이 흐리면 더욱 심하다. 
痰飮으로 인하여 아픈 것은 역시 머리가 昏重하면서 아프
고 憒憒하면서 토하려고 한다. 寒으로 인하여 아픈 것은 絀
急하게 惡寒하면서 아프다. 각각 本臟 소속과 더불어 風寒
濕熱의 기가 겸한 증상이 있으면서 아프다. 또한 氣虛로 인
하여 아픈 것은 勞役을 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맥은 
大하다. 血虛 하면서 아픈 것은 잘 놀래고 脈은 芤맥이다. 
이러한 病形의 분류를 사용하고, 또한 나타나는 증상을 관
찰한 것을 겸하면,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29) 

두통을 치료함에 辛溫한 氣弱, 즉 風藥을 많이 쓰는 이유
에 해 風木이 虛하여 升散하지 못해 壅塞하기 때문이라
24) “醫書多分頭痛, 頭風爲二門, 然一病也。但有新久去留之分耳。淺而

近者名頭痛, 其痛卒然而至, 易於解散速安也。深而遠者爲頭風, 其
痛作止不常, 愈後遇觸複發也。皆當驗其邪所從來而治之。” 王肯堂, 
雜病證治準繩 ｢諸痛門｣, 中醫古籍出版社, 1999, p. 130

25) “靈樞 謂風痹, 股脛爍, 足如履冰, 時如入湯, 煩心頭痛時眩, 悲恐
短氣, 不出三年死。凡此皆六氣相侵, 與淸陽之眞氣相薄而痛者也。” 
上揭書, p. 130

26) “膀胱足太陽所生病, 頭顖頂腦戶中痛。膽足少陽所生病, 頭痛。凡此
皆臟腑經脈之氣逆上, 亂於頭之淸道, 致其不得營運, 壅遏經隧而痛
者也。” 上揭書, p. 130

27) “蓋頭象天, 三陽六腑淸陽之氣皆會於此, 三陰五臟精華之血亦皆注於
此。於是天氣所發六淫之邪, 人氣所變五賊之逆, 皆能相害, 或蔽覆
其淸明, 或 塞其經絡, 因與其氣相薄, 鬱而成熱則脈滿, 滿則痛。” 
上揭書, p. 130

28) “若邪氣稽留則脈亦滿, 而氣血亂故痛甚, 是痛皆爲實也。若寒濕所侵, 
雖真氣虛, 不與相薄成熱, 然其邪客於脈外則血泣脈寒, 寒則脈縮卷
緊急, 外引小絡而痛, 得溫則痛止, 是痛爲虛也。” 上揭書, p. 131

29) “如因風木痛者, 則抽掣惡風, 或有汗而痛。因暑熱痛者, 或有汗, 或
無汗, 則皆惡熱而痛。因濕而痛者, 則頭重而痛, 遇天陰尤甚。因痰
飲而痛者, 亦頭昏重而痛, 憒憒欲吐。因寒而痛者, 絀急惡寒而痛。
各與本臟所屬, 風寒濕熱之氣兼爲之狀而痛。更有氣虛而痛者, 遇勞
則痛甚, 其脈大。有血虛而痛者, 善驚惕, 其脈芤。用是病形分之, 更
兼所見證察之, 無不得之矣。” 上揭書,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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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風木이 盛하여 두통이 생기는 경우
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酸澀한 약을 사용하여 收降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 다. 乳香盞落散의 경우 이 처방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衛生寶鑑이고, 그 기전이 처음으로 언급
된 문헌은 赤水玄珠 는데 여기서 그 기전을 다시 상세
히 설명하고 있다.

무릇 두통을 치료하는 데에는 모두 川芎, 白芷, 羌活, 防
風 등 辛溫한 氣藥으로 升散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風木이 
虛함으로 말미암아 升散하지 못해서 土가 畏하는 바가 부
족하여 壅塞해져서 통증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을 
사용하여 肝木을 도와 그 壅塞한 것을 흩어준다. 만약 風이 
盛하여 疏散이 太過하여 아픈 것은 辛散한 약을 복용하면 
도리어 심해지니, 酸澀한 약을 사용하여 收降하게 하면 낫
는데, 乳香盞落散과 같은 류가 이것이다.30)

1610년 許浚은 宣祖의 왕명을 받아 제 로 완비된 우리
나라 의서인 東醫寶鑑을 찬집하게 된다. 東醫寶鑑의 체
계는 다른 책과는 다르게 앞부분에서 먼저 인체에 관하여 
논술하고, 그 보양법과 치료법을 밝히고 있다. 또한 綱 - 
類 - 項 - 目 순으로 체계적으로 나열하여 기술하 으며, 
각 項目의 다음에는 그 項에 해당하는 病論과 方論을 빠짐
없이 채록하 고, 그 出典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각 病證에 
관한 古今의 治方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 다. 

東醫寶鑑에는 여타 의서와는 다르게 비록 두통에 있어 
독창적인 견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분류나 체계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일목요연하고 완성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완성도 높고 
체계적인 분류 자체가 許浚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東醫寶鑑의 ｢頭｣문을 보면 먼저 머리에 관
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 음을 볼 수 있는
데, 여기에서는 다시 頭에 한 道家的인 관점을 먼저 상세
히 설명하 고, 이어 腦에 관한 內經의 견해, 靈樞에서 
언급한 머리의 치수, 머리 병의 外候, 脈法등을 차례로 기
술하 다. 그 후 두통을 正頭痛, 偏頭痛, 風寒頭痛, 濕熱頭
痛, 厥逆頭痛, 痰厥頭痛, 氣厥頭痛, 熱厥頭痛, 濕厥頭痛, 眞
頭痛 등의 十種頭痛으로 주요하게 분류하 고, 각 두통에 
있어 病機와 證候, 治方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어 
六經頭痛, 腦風證, 首風證, 眉稜骨痛, 不治難治 등을 언급하

고, 마지막으로 두통의 治法을 기술하 다. 治法에는 다
시 특수 治法인 搐鼻法, 吐法, 下法을 기술하 고, 이어 單

方과 針灸治療法을 언급하 다.
구체적으로 편두통에서는 丹溪心法. 醫學正傳. 醫學入門

의 내용을 따랐고 특히 靈樞經脈編의 내용을 인용하여 편
두통이 足少陽經의 운행경로와 관계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두통의 분류들은 부분 蘭室秘藏. 丹溪心法. 醫學正
傳. 醫學入門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六經頭痛은 醫學入門의 내용을 따라 설명하 고 특히 儒門
事親의 내용을 인용하여 三陽經에 열이 몰려서 생긴 두통
일 경우에는 햇빛을 보지 않으려 하고 정수리에 얼음찜질
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汗 吐 下 세 가지 방
법을 써야함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두통의 불치증과 난
치증을 여러 의가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임상적인 면에서 동의보감은 각종 두통을 설명하는데 있
어 의가들의 견해들을 치우침이 없이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어 임상서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624년 景岳全書에서 張景岳은 기존 의가들이 그 前
代 의가들의 두통 분류를 주로 따라갔던 것과는 달리 자신
만의 독창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그 治法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다른 의가
들과는 다르게 독창적인 견해가 매우 확실하여 두통 연구
에 있어 중요 자료가 된다.

먼저, 그는 두통을 진찰함에 통증의 新舊 여부를 먼저 살
핀 뒤에 表裏를 구별하여야 하며, 新舊에 따라 원인이 다르
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통을 진찰하는 자는 먼저 오래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
를 살피고 난 뒤에 表裏를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 
잠깐 아픈 것은 반드시 邪氣가 원인이고, 오래되었으면 반
드시 元氣를 겸하 다.31)

잠시 아픈 것의 기전으로는 風寒邪가 경락을 침범한 것
(表邪)과 三陽의 火가 안에서 치성한 것(裏邪) 2가지를 구
분하 으며 각각에 해 그 治法을 제시하 다.

잠시 병이 된 것으로 말을 하면 表邪가 있는 것은 風寒

30) “凡治頭痛, 皆用芎, 芷, 羌, 防等辛溫氣藥升散者, 由風木虛不能升
散, 而土寡於畏, 得以壅塞而痛, 故用此助肝木, 散其壅塞也。若風盛
疏散太過而痛, 服辛散藥反甚者, 則宜用酸澀, 收而降之乃愈, 乳香盞
落散之類是也。” 上揭書, p. 132

31) “凡診頭痛者, 當先審久暫, 次辨表裏。蓋暫痛者, 必因邪氣; 久病者, 
必兼元氣” 張景岳, 景岳全書 ｢頭痛｣, 정담, 1999, 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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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락을 밖에서 침범한 것이니 치료는 疏散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裏邪가 있는 것은 三陽의 火가 안에서 熾盛한 것
이니 치료는 淸降이 마땅하고 疏散시키는 것을 가장 금하
니 이것이 邪를 치료하는 방법이다.32)

오래된 두통의 기전으로 表虛, 陽勝, 下에서 水가 휴손, 
上에서 陽虛한 것을 제시하 다.

久病은 두통이 있었다 나았다 하는데 혹시 表虛한 자는 
약간만 感하여도 發하고, 혹은 陽勝한 자는 약간만 熱해도 
發하며, 혹은 下에서 水가 휴손되면 虛火가 그것을 乘하여 
發하고, 혹은 上에서 陽虛한 자이면 陰寒이 그것을 勝하여 
두통이 發하게 되는 것이다.33)

外感頭痛의 경우 三陽과 厥陰을 살펴야 한다고 하 는데, 
여기서 三陽과 厥陰이란 발병부위, 즉 해당 경락이 머리에
서 지나가는 부위를 말한다. 하지만 內傷頭痛에선 三陽과는 
무관하니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하 다. 즉, 이것이 바로 
外感頭痛과 內傷頭痛의 차이점인 것이다.

外感頭痛은 마땅히 三陽과 厥陰을 살펴야 한다. 개 三
陽脈은 다 위로 머리에 이르고 厥陰맥도 역시 巓에서 모이
는 까닭으로 仲景傷寒論에서 오직 三陽은 頭痛이 있고 厥
陰에도 역시 두통이 있으나 太陰少陰에는 없다고 하 다.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頭, 腦, 額, 顱는 三陽이 모이는 곳
이니 아프지 않을 수가 없으나 太陽은 뒤에 있고, 陽明은 
앞에 있으며 少陽은 옆에 있으니 이것은 또한 각기 主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역시 外感에서 마땅히 구별해야 하는 것
이다. 內傷頭痛은 三陽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內傷頭痛
은 三陽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本經에서 下虛
上實은 허물이 足少陰, 太陽에 있다고 하 고 厥病篇에서는 
足六經과 手少陰, 少陽經에 모두 있다고 하 으며 ｢奇病論｣
에서 말하기를 腦는 陰이고 髓는 骨을 채우는 것이니 저 
아픈 것이 腦에 있다면 어찌 少陰의 병이 아니겠는가? 라
고 하 다.34)

또한, 外感頭痛에는 반드시 살필 수 있는 여러 表證이 있
으며 이는 寒邪에 기인한 것임을 언급하고 寒邪를 발산시
키는 약물들을 언급하 다. 이 表證에 해선 상당히 논리
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 다.

外感頭痛에는 스스로 살필 수 있는 表證이 있다. 저 몸
에 반드시 惡寒發熱이 있고 맥은 반드시 緊數하면서 혹은 
맑은 콧물을 많이 흘리거나 또는 咳嗽를 겸하거나 또는 脊
背酸痛을 겸하거나 또는 項强하여 목을 좌우로 돌리지 못
하는 것을 겸하면 이것은 寒邪가 경락에 있어 그러한 것이
니 寒邪를 발산시키면 통증은 저절로 멈추게 된다. 川芎, 
細辛, 蔓荊子, 柴胡 등은 모두가 가장 마땅한 것이며, 만약 
寒이 심하면 麻黃, 桂枝, 生薑, 葱白, 蘇葉, 白芷 등의 종류
가 마땅하니 虛實을 따라 가감하여 사용한다.35)

火邪頭痛의 증상으로는 머리가 진동하는 듯이 심하게 아
프고 洪脈을 띄며 內熱이 많으면서 脹을 겸하는 것이다. 그 
기전은 주로 陽明胃火가 頭面에서 盛하여 그런 것이며, 그
에 따른 治法은 각 경락에 맞게 火를 눌러주는 것으로 升
散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 다.

火邪頭痛이라는 것은 비록 각 경락에 모두 火證이 있으
나 오직 陽明이 최고이니 바로 陽明胃火가 頭面에서 盛하
여 바로 頭維에 도달하는 까닭으로 통증은 반드시 심하고 
맥은 반드시 洪하며 증상은 반드시 內熱이 많으면서 혹은 
두뇌가 진동하듯이 아프고 脹을 겸하며 절  表邪가 없으
면 반드시 火邪인 것이다. 陽明의 火를 치료하는데는 白虎
湯加澤瀉, 木通, 生地黃, 麥門冬 등으로 높은 곳에 도달한 
세력을 눌러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효과가 가장 빠
르다. 만약 다른 經의 火이면 芍藥, 天花粉, 黃芩, 黃連, 知
母, 龍膽草, 梔子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火를 치료하는 법은 升散으로 보조해주면 안되니 

저 外邪의 火는 散하면 제거되지만 內鬱의 火는 升을 얻

32) “以暫病言之, 則有表邪者, 此風寒外襲於經也, 治宜疏散, 最忌淸降; 
有裏邪者, 此三陽之火熾於內也, 治宜淸降, 最忌升散, 此治邪之法
也。” 上揭書, p. 496

33) “其有久病者, 則或發或愈, 或以表虛者, 微感則發, 或以陽勝者, 微熱
則發, 或以水虧於下, 而虛火乘之則發, 或以陽虛於上, 而陰寒勝之則
發。” 上揭書, p. 496

34) “頭痛有各經之辨。凡外感頭痛, 當察三陽․厥陰。蓋三陽之脈俱上頭, 厥
陰之脈亦會於巓, 故仲景傷寒論則惟三陽有頭痛, 厥陰亦有頭痛, 而
太陰․少陰則無之。其於辨之之法, 則頭腦․額顱雖三陽俱有所會, 無不
可痛, 然太陽在後, 陽明在前, 少陽在側, 此又各有所主, 亦外感之所
當辨也。至若內傷頭痛, 則不得以三陽爲拘矣。如本經所言, 下虛上實, 
過在足少陰․巨陽; 若厥病篇所論, 則足六經及手少陰․少陽皆有之矣。
奇病論曰: 腦者陰也, 髓者骨之充也。凡痛在腦者, 豈非少陰之病乎?” 
上揭書, p. 496

35) “外感頭痛, 自有表證可察, 蓋其身必寒熱, 脈必緊數, 或多淸涕, 或兼
欬嗽, 或兼脊背痠痛, 或兼項强不可以左右顧, 是皆寒邪在經而然, 散
去寒邪, 其痛自止, 如川芎․細辛․蔓荊子․柴胡之類, 皆最宜也。若寒之
甚者, 宜麻黃․桂枝․生薑․葱白․紫蘇․白芷之類, 隨其虛實而加減用之” 上
揭書, p.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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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더욱 타오르게 되니 이것을 금하는 것이다.36)

陰虛두통은 血虛에 속하는 것으로 그 증상은 煩熱이나 
內熱 등을 겸하니 그 치법은 壯水를 위주로 한다고 하 다.

陰虛두통은 血虛에 속한다. 저 오래된 병에 흔히 있으
니 증상은 부분 水虧로 인해 虛火가 쉽게 動하니 火가 
動하면 통증이 있으면서 반드시 煩熱, 內熱 등의 증상을 겸
하게 된다. 치료는 壯水를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니 滋陰
八味煎, 加減一陰煎, 玉女煎의 종류로 主한다. 火가 미약하
면 六味地黃丸, 四物湯, 三陰煎, 左歸飮의 종류로 主한다.37)

陽虛두통은 氣虛에 속하는 것으로 그 증상은 두통이 면
면히 지속되고 밝은 것과 寒을 싫어하거나, 권태롭고 無味
하면서 微細脈을 보이며 그 치법은 扶陽升陽 시킨다고 하

다.

陽虛로 인한 두통은 즉 氣虛에 속하는 것인데, 역시 오래
된 병에 있다. 그 증상은 반드시 두통이 면면히 지속되고 
오랫동안 그치지 않으며 혹은 밝은 것을 싫어하거나 혹은 
寒을 싫어하거나 혹은 권태롭거나 혹은 음식맛이 없으면서 
맥은 반드시 微細하고 머리는 반드시 맑지 않으며 음울한 
날씨이면 아프고 추운 날씨가 되어도 역시 아프니 이것은 
모두 陽虛陰盛하여 그러한 것이다. 치료는 扶陽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니 理陰煎, 理中湯, 十全大補湯, 補中益氣
湯의 종류는 모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혹은 五福飮, 
五君子煎 加 川芎 細辛 蔓荊子 등으로 陽氣를 升達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38)

또한, 그는 痰厥頭痛을 다르게 해석하 다. 기존 의가들
은 痰厥頭痛이 痰에 의해서 발병한다고 생각하 으나 張景
岳은 痰厥頭痛은 두통에 단지 痰證을 겸한 것일 뿐이고 실
제 두통을 일으킨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하 다. 그 
원인으로는 火와 虛를 지적하고 있다.

痰厥頭痛은 옛날 方書에 모두 이러한 名目이 있으나 나
는 반드시 별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두통
에 痰을 겸한 것은 반드시 痰으로 인해 두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痰을 겸하 으면 반드시 嘔惡, 胸滿, 
脇脹 또는 咳嗽하며 호흡이 거칠고 가래가 많으니 이것은 
부득불 겸하여 痰을 치료하는 것이다. 二陳湯, 六安煎, 和胃

飮, 平胃散 加 川芎 細辛 蔓荊子등의 종류로 主하는 것이 
마땅하다. 痰이 많은데다가 火를 겸하 으면 淸膈煎, 二陳
湯, 六安煎 加 黃芩 天花粉 등으로 主한다. 火가 심하면 石
膏를 加해도 역시 가능하다. 痰이 많은데다가 虛를 겸하여 
두통이 있으면 金水六君煎, 六君子湯 加 川芎 細辛 등을 참
작하여 사용한다.39)

마지막으로 薛己의 두통에 한 인식을 인용하 다.

薛立齊(薛己)가 말하길 久頭痛은 부분 痰 때문이고 통
증이 심한 것은 風毒이 上攻하는 것인데 두통은 血虛인 경
우도 있고 諸經에 氣滯한 경우도 있고 氣虛인 경우도 있고 
四氣에 外傷한 경우도 있고 勞役에 상한 경우도 있는데 吐
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下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마땅히 
虛實寒熱을 나누고 겸하여 변화를 살펴서 치료해야 한
다.40)

1626년 武之望은 濟陽綱目 ｢頭痛｣에서 내용의 많은 
부분을 醫學入門 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는 각 두통별 증
상과 처방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 는데, 일관성 면에서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먼저 그는 偏正頭痛의 기전을 다음과 
같이 正邪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
다.

36) “火邪頭痛者, 雖各經皆有火證, 而獨惟陽明爲最。正以陽明胃火, 盛
於頭面而直達頭維, 故其痛必甚, 其脈必洪, 其證必多內熱, 其或頭腦
振振, 痛而兼脹, 而絶無表邪者, 必火邪也。欲治陽明之火, 無如白虎
湯加澤瀉․木通․生地․麥冬之類, 以抑其至高之勢, 其效最速。至若他經
之火, 則芍藥․天花․芩․連․知․檗․龍膽․梔子之類, 無不可擇而用之。但治
火之法, 不宜佐以升散, 蓋外邪之火, 可散而去, 內鬱之火, 得升而愈
熾矣, 此爲忌也。” 上揭書, p. 497

37) “陰虛頭痛, 卽血虛之屬也, 凡久病者多有之。其證多因水虧, 所以虛
火易動, 火動則痛, 必兼煩熱․內熱等證, 治宜壯水爲主, 當用滋陰八
味煎․加減一陰煎․玉女煎之類主之。火微者, 宜六味地黃丸․四物湯․三
陰煎․左歸飮之類主之。” 上揭書, p. 497

38) “陽虛頭痛, 卽氣虛之屬也, 亦久病者有之。其證必戚戚悠悠, 或羞明, 
或畏寒, 或倦怠, 或食飮不甘, 脈必微細, 頭必沈沈, 遇陰則痛, 逢寒
亦痛, 是皆陽虛陰勝而然。治宜扶陽爲主, 如理陰煎․理中湯․十全大補
湯․補中益氣湯之類, 皆可擇用, 或以五福飮․五君子煎加川芎․細辛․蔓荊
子之類, 以升達陽氣, 則最善之治也。” 上揭書, p. 497

39) “痰厥頭痛, 諸古方書皆有此名目, 然以余論之, 則必別有所因, 但以
頭痛而兼痰者有之, 未必因痰頭痛也。故兼痰者必見嘔惡․胸滿․脇脹, 或
欬嗽氣粗多痰, 此則不得不兼痰治之, 宜二陳湯․六安煎․和胃飮․平胃散
加川芎․細辛․蔓荊子之類主之。如多痰兼火者, 宜用淸膈煎, 或二陳湯․
六安煎加黃芩․天花粉之類主之, 火甚者加石膏亦可。如多痰兼虛而頭
痛者, 宜金水六君煎, 或六君子湯加芎․辛之類, 酌而用之。” 上揭書, 
p. 497

40) “立齊曰: 久頭痛多主於痰, 痛甚者乃風毒上攻, 有血虛者, 有諸經氣
滯者, 有氣虛者, 有四氣外傷者, 有勞役所傷者, 有可吐者, 有可下者, 
當分虛實寒熱兼變而治之。” 上揭書, p.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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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 허약한 사람이나, 혹은 風寒의 사기에 감촉되어 
邪氣와 正氣가 다투다가 감추어져 흩어지지 않고 발하는 
것이 偏正頭痛이다. 그 맥은 부분 浮緊하다.41)

靈樞 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難經과 玉機微義
에서 그 기전을 밝혔던 厥頭痛에 해 濟陽綱目에서는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胸膈에 痰이 정체되어 있으면 厥하면서 頭痛이 있다. 
개 厥이란 거스르는 것(逆)으로 거슬러 올라 막혀서 머리
에 가득 찬 것이다.42)

또한 頭痛이 항상 발생하는 것을 頭風이라고 하 는데, 
이는 王肯堂이 雜病證治準繩에서 頭痛과 頭風의 차이를 
구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 두통이 眼痛으로 
이어지는 것은 風痰이 위에서 막혔기 때문이라고 인식하
다.

두통이 眼痛으로 이어지는 것을 치료하는데 이것은 風痰
이 위에서 막힌 것이라 白芷를 마땅히 사용해야 한다.43)

偏頭痛에 大承氣湯을 쓰는 이유가 바로 肺가 肝을 乘하
여 氣滯血壅 되었기 때문이라고 醫學入門에서의 말을 인
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偏頭痛이 여러 해 동안 있고, 변이 굳고 눈이 붉
으며 眩暈이 있는 것은 肺가 肝을 乘하여 氣가 鬱滯되고 
血이 壅滯되어 그런 것이니 마땅히 大承氣湯으로 설사시켜
야 한다. 外用藥으로 大黃과 芒硝를 가루 내어 우물바닥의 
진흙으로 개어 양쪽 太陽穴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44)

치법에 있어 鬱熱이 있는 경우 凉血瀉火를 主로 하고 辛
溫散表를 佐로 하여야 한다고 하 으며, 三陽熱이 울체되어 
두통으로 빛을 보기 힘든 경우는 辛凉과 汗吐下삼법을 병
행하여야 한다고 하 다. 이는 모두 醫學入門 에서의 말
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두통이 발작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비단천으로 머리를 
싸는 듯 아픈 경우는 鬱熱이 있는 경우로 凉血瀉火를 위주
로 하고 辛溫散表를 좌로 하여 치료하여야 한다.45)

三陽열이 울체되어 두통으로 빛을 보기 힘든 경우는 辛

凉과 汗吐下삼법으로 병행하면 낫는다.46)

또한 일반적인 治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또한 風邪라면 쫓아 흩어내야 하고, 痰厥이라면 따뜻하게 
하여 통하게 하고, 腎虛라면 보하여 따뜻하게 해야 하고, 
感冒頭痛에 發熱이 있으면 마땅히 증에 따라 치료해야 한
다.47)

Ⅲ. 結論

한의학에서 두통은 內經에서부터 外因⋅內因으로 구분하
여 病因⋅病機를 설명할 만큼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이다. 明代醫家들의 두통에 관한 치료법을 연구하
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內經에서 부터 내려오는 두통에 관한 원인은 시 가 갈
수록 의가들의 주관에 따라 다양해지지만 큰 틀에서 보면 
宋代, 金元시 에 걸쳐 明代에 까지 비슷하게 이어져 내려
온다.

특히 금원시  李東垣과 張子和, 朱丹溪의 두통의 치료에 
한 의론은 명  각 의가들에게 많은 향을 미쳐 명 에

는 금원시  의가들의 의론을 수용하여 확장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張景岳과 같이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을 내세우
는 의가도 있다.

두통의 病因 病機에 있어 각 의가들의 특징적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徐彦純은 玉機微義에서 내경 난경 이동원 장자화의 견
해를 인용하여 外邪로는 風寒暑濕을 잘 구분하고 內邪로는 
41) “其體氣虛弱之人 或爲風寒之氣所侵 邪正相搏 伏而不散 發爲偏正頭

痛 其脈多浮緊” 武之望 濟陽綱目 ｢頭痛｣, 中醫古籍出版社, 1999, 
p. 767

42) “又有胸膈停痰 厥而頭痛 蓋厥者 逆也 逆壅而衝于頭也” 上揭書, 
p.767

43) “治頭疼連眼痛 此風痰上壅須用白芷開之” 上揭書, p. 768
44) “又有偏痛年久, 便燥, 目赤, 眩暈者, 乃肺乘肝, 氣鬱血壅而然, 宜大

承氣湯下之. 外用大黃, 芒硝, 爲末, 井底泥調塗兩太陽穴上, 乃愈.” 
李梴, 醫學入門 ｢頭痛｣ 大成出版社, 1999, p. 176

45) “頭風發時, 悶痛必欲綿帕裹包者, 熱鬱也, 宜凉血瀉火爲主, 佐以辛
溫散表從治” 上揭書, p. 176

46) “有三陽熱鬱, 頭痛不敢見光, 喜置氷於頂者, 宜辛凉, 汗, 吐, 下三法
倂行乃愈.” 上揭書, p. 176

47) “風邪則驅散 痰厥則溫利之 腎虛則補暖之 尋常感冒 頭痛發熱 又宜
隨證治之” 武之望 濟陽綱目 ｢頭痛｣, 中醫古籍出版社, 1999, p.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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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혈의 상태, 痰飮 五臟의 證, 七情등을 잘 구분하여 치료
하여야 한다고 하 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厥頭痛을 
설명함에 있어 ｢三因｣의 의견을 수용하여 體虛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虞摶은 주단계의 학풍을 계승하여 편두통의 좌우구분과 
단계활투를 그 로 인용하 으며, 勞役으로 인한 두통의 증
후와 병기 및 치방을 단계의 의론을 인용하여 설명하 는
데 이는 현  사회에서 과로로 인해 특히 오후에 많이 발
생하는 태양혈부위 두통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다.

徐春甫는 古今醫統大全에서 李東垣과 張子和, 朱丹溪의 
의론과 玉機微義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 다. 또한 王節齋
의 明醫雜著의 내용을 인용하여 오랜 두통의 경우 풍한
에 감촉되면 두통이 즉시 발생하여 추운겨울에 환자가 옷
을 두껍게 입어 몸은 本熱表寒 상태가 되는데 이때 辛溫解
表하는 약을 쓰면 병의 근본을 심하게 하므로 이를 경계해
야한다고 했는데 임상에서 오진하여 오치할 수 있는 경우
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樓英은 醫學綱目에서 처음으로 産後頭痛을 구분하여 
처방을 상세히 열거하 다. 특히 산후에 패혈에 의한 두통
의 치료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어혈두통의 치료법으로 응용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내경의 운기편
에 나오는 두통부분을 요약하 고 체로 유행성 전염병에 
의해 발생하는 大頭痛에 관해 상세히 다루었다. 

孫一奎는 赤水玄珠에서 주단계의 말을 빌려 기체를 두
통의 병인으로 인식하 는데 현 인의 두통의 많은 원인이 
기체, 기울에 있음을 생각 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또한 雷頭風에 瀉血하는 방법 외에도 風이 盛
할 경우 신맛으로 수렴시키는 治法을 처음으로 제시하 다. 

체로 두통을 치료하는데 있어 발산하는 풍약을 많이 쓰
는데 반 로 수렴하는 약을 쓰는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흔
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용한 치료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龔廷賢은 萬病回春에서 편두통에 관해 朱丹溪의 견해
를 좀 더 확장했다. 편두통에 관해 많은 의가들이 좌우를 
구별하여 치료하 고 萬病回春에서도 좌우를 구별했으며 
朱丹溪의 견해와 비교해 보면 龔廷賢은 왼쪽 偏頭痛에 火
를, 오른쪽 偏頭痛에 氣虛를 더 추가했다. 그러나 좌우두통
의 원인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단
순히 좌우를 따지기보다 환자의 전체적인 몸상태를 보아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王肯堂은 雜病證治

準繩에서 두통을 치료함에 辛溫한 氣弱, 즉 風藥을 많이 
쓰는 이유에 해 風木이 虛하여 升散하지 못해 壅塞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두통치료에 있어 강활, 방풍, 
백지, 천궁 등을 많이 쓰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목이다.

許浚의 東醫寶鑑은 주로 주단계 장자화 이동원 이천 
등의 의론을 수용하 다. 두통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 가지 
두통에도 각 의가들의 견해들을 치우침이 없이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두통의 분류가 잘되어 있어서 임상서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張景岳은 景岳全書에서 기존 의가들이 그 前代 의가들
의 두통 분류를 주로 따라갔던 것과는 달리 자신만의 독창
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그 治法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했다. 두통을 진찰함에 통증의 新舊 여
부를 먼저 살핀 뒤에 表裏를 구별하여야 하며, 新舊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新病은 風寒邪가 경락을 
침범한 것(表邪)과 三陽의 火가 안에서 치성한 것(裏邪)에 
의해 생기고, 오래된 두통의 기전으로 表虛, 陽勝, 下에서 
水가 휴손, 上에서 陽虛한 것을 제시하 다. 즉 新病은 邪
氣가 문제이고 오래된 병은 元氣의 虛를 겸한다는 것이다. 
임상에서 新舊頭痛을 분류하여 치료할 때 중요한 참고 자
료가 될 수 있다. 또한 外感頭痛의 경우 三陽과 厥陰을 살
펴야 한다고 하 는데, 여기서 三陽과 厥陰이란 발병부위, 
즉 해당 경락이 머리에서 지나가는 부위임을 명확히 했으
며, 內傷頭痛에선 三陽과는 무관하니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하 다. 

武之望은 채로 醫學入門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 으
며 濟陽綱目에서 靈樞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難經
과 玉機微義에서 그 기전을 밝혔던 厥頭痛에 해 胸膈
에 痰이 정체되어 있으면 厥하면서 頭痛이 있고 厥이란 거
스르는 것(逆)으로 거슬러 올라 막혀서 머리에 가득 찬 것
이다라고 하여 厥頭痛을 새롭게 해석하 다.

현  사회에 오면서 두통 환자는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서양의학에서도 부분의 두통에 해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것 같다. 명  의가들의 두통치료에 한 의론은 실질
적으로 전체 한의학의 치료 방법을 설명한 것이라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명  의가들의 의론에는 두통을 치료함에 있
어 남녀의 구별이나 노소의 구별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임기의 여성에게 두통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더
라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두통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중
년의 두통과 노인, 어린이의 두통의 원인이 다른 것도 사실
이다. 물론 기존의 내인 외인 기타 한의학적인 원인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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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두통 
치료에 있어 남녀와 노소에 따른 두통의 유형 및 경향성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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