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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ShanghanLun PingMaiFa (1)
Jin-Young Choi, Kwang-Cheon Park, Han-Sol Jeong, Ki-Tae Ha, Sang-Woo Shin

Division of Applied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ingMaiFa chapter, which is the second chapter of SongBon ShangHanLun, is the scholarly description( 論) of the pulse and 

pathological mechanism but has not been studied and published yet. This study is about article 1-13 which is the first part of The 

PingMaiFa chapter. 

We compared the original texts within the edition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nnotations of successive dynastic medical group. 

The articles of The SongBon ShangHanLun PingMaiFa chapter 1-13 is consisted as is shown: article 1 states about the general 

features of normal pulse (平脈) and its physiological mechanism and the morbid pulses (病脈) caused by wind, cold, retained fluid, pain 

and heat vexation, article 1,10 state about the normal pulses of Five viscera (lung, heart, spleen, liver and kidney) and their manipulations 

in pulse taking, article 2 states about the differentiations of deficiency and excess syndrome according to pulse conditions, article 3, 4 

state about the estimation of good prognoses and a factitious disorder by the combination of pulses and symptoms, article 6 states about 

Latent qi (伏氣) and its diagnostic features, article 5 states about inspection and listening examination as co-diagnostic methods of the 

pulse diagnosis, article 7, 8, 9 state that the emotions, such as fear and shame, and the dietary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for 

making diagnosis, article 11 states about the overwhelming pulse (相乘脈) which indicates the abnormal correlations between five phases 

and appears in four patterns as the dissolute(縱), the unrighteous(橫), the unfavorable( ) and the favorable( ), article 12 states about 6 

harmful pulses(殘賊脈), which are string-like pulse(弦脈), tight pulse(緊脈), floating pulse(浮脈), slippery pulse(滑脈), sunken pulse(沈脈), 

rough pulse(澁脈), article 13 states about “JaeGoe”(災怪) which is an unexpected response after treatment and it comes because of the 

formulas that had before. 

Throughout all these articles, The PingMaiFa chapter not only offers great value for Pulse-taking diagnosis, but also lead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clin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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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平脈法｣은 宋本 傷寒論의 두 번째 편이다1). 전체 10
卷 22篇 중 주로 연구되는 398개 조문은 5篇부터 14篇까
지이며, 그 앞으로는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痙濕喝脈證의 
4개 篇이, 뒤로는 汗吐下의 可不可 8개 篇이 구성되어 있으

므로, ｢平脈法｣ 篇은 ｢辨脈法｣과 함께 宋本 傷寒論｢卷一｣
을 구성하여 맥을 專論한 중요한 篇이다.

傷寒論 序에서 仲景이 참고한 서적으로 平脈辨證 
(또는 平脈)이 언급되었으나, 본 篇이 張仲景이 직접 著
作한 것인지에 해서는 역 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宋代의 郭雍2)은 傷寒朴亡論에서 “辨脈法과 平脈法은 모
두 仲景의 本文으로 王叔和가 撰次하 으나 옛 기록을 그

로 따른 것”이라 하 으나, 元代의 王履3)가 醫經溯洄集
1) 北里硏究所附屬東洋醫學總合硏究所醫史文獻硏究室 編. 明･趙開美本 傷寒論. 燎原. 1988. pp.45-60.
2) 郭雍, 傷寒朴亡論, 中國書庫, 1992.
3) 元･王履, 醫經溯洄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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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仲景傷寒立法考｣에서 “王叔和가 辨脈法, 平脈法 및 可汗, 
可下 등의 모든 篇을 增入한 것”으로 의문을 제기한 이래
로, 明末의 方有執4)은 傷寒論條辨｢卷七･辨脈法上篇第十
三｣에서 “모두 王叔和가 仲景의 말을 서술하고 자기의 의견
을 덧붙인 것”으로 보았으며, 淸代의 喻昌5)은 “平脈法은 王
叔和가 첨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仲景의 글에서 大意를 살
피지 못하고 함부로 기록하고 보충하여 오히려 의심되는 
부분이 남아있으나, 辨脈法은 仲景이 著作한 것으로 王叔和
의 견해가 덧붙여지지 않았다.”로, 魏荔彤6)은 “辨脈法은 仲
景의 原文이지만 平脈法은 仲景의 本意가 아니고 王叔和가 
著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辨脈法｣을 仲景의 原文으
로 보는 醫家도 ｢平脈法｣에 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많
았다.

傷寒論의 중요한 전래 版本 중 康平本, 唐本(千金翼方 
本) 등에는 ｢辨脈法｣과 ｢平脈法｣이 모두 수록되지 아니하

고,『金匱玉函經, 高繼冲本(太平聖惠方 本), 敦煌本 등
에는 비록 이름이 다르더라도｢辨脈法｣편의 내용은 수록되
어 있으나, ｢平脈法｣편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7). 본 편은 
宋本 傷寒論과 桂林古本8)에만 보이고, 脈經｢卷一｣ 등
에 散見될 뿐이므로 脈經의 저자이자 傷寒論의 會集者
로 알려진 王淑和가 자기의 저술과 混入한 것으로 추정하
는 것이다. 최근 錢9)은 ｢平脈法｣ 1조가 西漢時代(BC202 
-AD8)의 ‘韵文’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하여 ｢平脈法｣ 篇
의 일부 내용은 張仲景의 저술이 아닐지라도 그때까지 전
승되던 내용을 仲景이 직접 수록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平脈이란 ‘評脈’이다. 平脈을 ‘平人[정상인]의 脈’, ‘辨脈’, 
‘基準’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10), 앞선 篇인 ｢辨脈法｣이 
脈象을 辨別하는 方法에 한 논의 다면, ｢平脈法｣은 脈을 
評價하는 방법을 기술한 篇이라 할 수 있다. 診脈은 한의학
의 중요한 진단방법으로서, 傷寒論 398조 본문에서도 病
因･病位･病機･病勢를 論究하고 治療 및 豫候를 推斷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脈은 季節 같은 주위 환
경이나 感情 같은 정서의 향에 따라 변동이 잦고, 傷寒
論 398조 본문에서도 三部診法(寸口,趺陽), 寸關尺法(陽寸
陰尺), 浮中沈法(陽浮陰沈) 등의 다양한 診脈法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 하나의 脈이 한 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으
면서 捨證從脈 또는 捨脈從證 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각 篇名을 ｢辨OO病脈證幷治｣로 題名했던 宋本 傷寒論의 
편집자로서는 脈象의 辨別에 관한 ｢辨脈法｣에 뒤이어 ‘진료
의 과정 중 四診合參에서 脈診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일반
적 원칙’인 ｢平脈法｣ 篇을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王淑和가 ｢平脈法｣ 篇의 著作일지라도 同時代人인 張仲景
과 脈에 한 일반적인 이해를 같이했다고 볼 수 있고, 傷
寒論 본문에서 채용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아니한 脈法과
의 비교를 통해 傷寒論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
들 수도 있으므로, 역 로 ｢平脈法｣을 張仲景의 저술로 보
지 않은 의가들11)12)도 상세한 주석을 달고 있다.

현 에도 中國은 李13)의 傷寒論, 陳14)의 傷寒論譯釋
에서 平脈法 篇에 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고, 日本에서
도 大塚15)의 傷寒論 辨脈法 平脈法 講義, 劉16)의 現代
語訳 宋本傷寒論에서 平脈法 篇에 한 註釋과 해설을 담
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本篇에 한 연구보고를 접하지 못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宋本 傷寒論｢平脈法｣ 篇을 세 부
분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인 1-13조를 상으로 諸 版本
과의 교감, 역 의가들의 주석을 비교･분석하 다. 

Ⅱ. 硏究方法 및 資料

본 연구를 위해서 역 의가의 註釋書 18종 <표 1>과 

4)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淸･喻昌, 見喻嘉言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淸･魏荔彤, 傷寒論本義, 中醫古籍出版社, 1997.
7)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學苑出版社, 2000:113-292.
8) 醫聖堂出版部. (校定) 傷寒雜病論 : 桂林古本. 서울: 醫聖堂. 2004.
9) 錢超尘.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p.7-10.
10) 李培生. 高等醫藥院校敎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617-626.
11)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83.
12) 淸･魏荔彤, 傷寒論本義, 中醫古籍出版社, 1997.
13) 李培生, 高等醫藥院校教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术出版社, 1985.
14) 陳亦仁, 傷寒論译释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p.95-112.
15) 大塚敬節, 傷寒論辨脈法平脈法講義, 谷口直良, 1992.
16) 劉渡舟･姜元安･生島忍, 現代語訳 宋本傷寒論, 東洋學術出版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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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本17), 脈經本18), 桂林本19), 중국 현  2종20)21)에 해 
諸 版本간 원문을 비교하고 역 의가들의 주석을 분석･비교

하 다. 

　 醫家 生沒年度 書名 發刊年度
1 韓祗和 북송(1030-1100) 傷寒微旨論 1086
2 許叔微 송 (1080-1154) 傷寒百證歌 1132
3 成無已 금 (1063—1156) 注解傷寒論 1144
4 方有執 명 (1523-1593) 傷寒論條辨 1593
5 王肯堂 명 (1549-1613) 傷寒準繩 1603
6 盧之頤 명 (1598-1664) 仲景傷寒論疏鈔金錍 1649
7 張卿子 청 (1589-1668) 張卿子傷寒論 청 초
8 張璐 청 傷寒纉論 1667
9 程知 청 傷寒經注 1669
10 程應旄 청 傷寒論後條辨 1670
11 周揚俊 청 傷寒論三注 1677
12 張志聰 청 (1630—1674) 傷寒論集注 1683
13 張錫駒 청 (1644-?) 傷寒論直解 1712
14 魏荔彤 청 (1670-?) 傷寒論本義 1724
15 吳謙 청 (1689-1748) 醫宗金鑑 1742
16 黃元御 청 (1705-1758) 傷寒懸解 1748
17 章楠 청말 傷寒論本旨 1835
18 周學海 청말(1856-1906) 辨脈平脈章句 1893

표 1. 참고한 역 주석서 

Ⅲ. 本論

1. 問曰：脈有三部, 陰陽相乘. 榮衛氣血, 在人體躬①. 呼吸
出入, 上下於中, 因息游布②, 津液流通. 隨時動作, 效象形容
③, 春弦秋浮, 冬沈夏洪. 察色觀脈, 大小不同, 一時之間, 變無
經常, 尺寸參差④, 或短或長. 上下乖錯⑤, 或存或亡. 病輒⑥改
易, 進退低昻⑦, 心迷意惑, 動失紀綱. 願爲具陳, 令得分明. 師
曰：子之所問, 道之根源. 脈有三部, 尺寸及關. 榮衛流行, 不
失衡銓⑧. 腎沈心洪, 肺浮肝弦, 此自經常, 不失銖分. 出入昇
降, 漏刻⑨周旋, 水下百刻⑩, 一周循環, 當復寸口, 虛實見焉. 
變化相乘, 陰陽相干. 風則浮虛, 寒則牢堅; 沈潛水滀⑪, 支飮
急弦; 動則爲痛, 數則熱煩. 設有不應, 知變所緣⑫, 三部不同, 
病各異端. 大過可怪, 不及亦然, 邪不空見, 終必有奸, 審察表
裏, 三焦別焉, 知其所舍, 消息診看, 料度府藏, 獨見若神̥, 爲
子條記, 傳與賢人.

【註釋】

① 躬 : 身也.
② 因息游布 : 氣息에 의하여 精微로운 물질이 遊行輸布

함을 뜻한다.
③ 效象形容 : 物象에 비유하여 맥의 形狀을 描述하는 

것을 뜻한다.
④ 參差 : 長短이 가지런하지 못함을 뜻한다. 
⑤ 乖錯 : 乖는 ‘異’이고, 錯는 ‘置’로써 이상하게 위치한 

것을 뜻한다.
⑥ 輒 : 忽然也.
⑦ 進退低昻 : 脈象에 快慢高低의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⑧ 衡銓 :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로 여기에서는 正常法度

를 比喩한 것이다.
⑨ 漏刻 : 古代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를 말한다. 
⑩ 百刻 : 一晝夜로 현  시간으로 약 24시간을 뜻한다.
⑪ 滀 : 물이 모인 것을 뜻한다.
⑫ 緣 : 因也.

17) 明･趙開美本 傷寒論, 燎原書店, 1988.
18) 晋･王叔和. 脈經.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0. 
19) 醫聖堂出版部, (校定) 傷寒雜病論 桂林古本. 서울:醫聖堂, 2004.
20) 李培生. 高等醫藥院校敎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617-626.
21) 陳亦仁. 傷寒論譯釋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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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勘】
脈經･卷第五･張仲景論脈第一에는 “具陳”이 “縷陣”으로, 

“水下百刻, 一周循環,̥ 當復寸口”가 “水下二刻, 脈一周身, 旋
復寸口”로, “寒則牢堅”이 “寒則緊弦”으로, “動則爲痛, 數則熱
煩”이 “動弦爲痛, 數洪熱煩”으로, “大過”가 “太過”로, “三焦別
焉, 知其所舍”가 “三焦別分, 知邪所舍”로 되어 있다. 桂林本
에는 “效象形容”이 “肖象形容”으로, “水滀”이 “水蓄”으로, “設
有不應”이 “沒有不應”으로, “終必有奸”이 “中必有奸”으로, “府
藏”이 “臟腑”로 되어 있다.

【解釋】 
묻기를 : 맥에는 三部가 있고 음양으로 나뉘어 서로 

향을 끼칩니다. 營衛氣血은 인체에 있으며 호흡을 따라 인
체 내외를 출입하고 인체 중을 순환하며, 호흡으로 인해 전
신으로 흘러 퍼지고 진액도 이에 따라 흐르고 통합니다. 맥
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다양한 맥상으로 보여지니 봄에
는 弦脈, 가을에는 浮脈, 겨울에는 沈脈, 여름에는 洪脈으로 
나타납니다. 오장의 색과 맥을 관찰하면 그 크기가 같지 않
고 한시적으로 본다면 변화에 규칙이 없는 것 같아서, 척부
맥과 촌부맥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어 혹은 短脈으로 혹은 
長脈으로 보이고 浮中沈에도 오차가 생겨 혹은 있는 듯 혹
은 없는 듯이 보입니다. 병이 들면 그 맥도 변화되어 빠르
거나 느리며 박동이 높거나 낮아지니 이에 마음에 의혹이 
생기고 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스승님이 말
씀하시기를 : 자네가 묻는 바는 바로 醫道의 근본원리를 묻
는 것이다. 맥에는 三部가 있으니 이는 寸口, 關上, 尺中을 
말하는데, 營衛의 흐름은 마치 평형저울처럼 매우 정확하므
로 腎의 맥은 沈하고 心의 맥은 洪하며 肺의 맥은 浮하고 
肝의 맥은 弦하며, 또한 항상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조금의 
착오도 없다. 營衛氣血의 출입승강은 마치 물시계가 일정한 
규칙으로 순환하여 一日一夜에 百刻을 떨어지는 것처럼, 전
신을 순환한 후 항상 寸口로 다시 돌아오기에 寸口脈에서 
인체의 虛實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체에 병으로 이
상이 생기면 맥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음양도 이에 
향을 받는다. 風邪에 상하면 浮虛한 맥이 나타나고 寒邪에 

상하면 牢堅한 맥이 나타나며; 沈潛한 맥은 水飮의 축적을, 
急弦한 맥은 支飮을 나타내고; 動脈은 통증을, 數脈은 熱煩
을 나타낸다. 만일 병과 맥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그 변화
에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하니 삼부의 맥이 달라지면 병에
도 각각 달라짐이 생긴 것이다. 太過함도 이상히 여겨야 할 
것이고 不及함도 그러하니 사기가 인체에 침범하면 반드시 

향을 끼치는 바가 있으므로 맥을 살필 때에 表裏와 三焦
를 분별하여 그 사기의 머무르는 곳을 알아야 하며, 診脈으
로 그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장부를 헤아려 살펴서 오직 神
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니 너는 이러한 
바를 기록하여 후세의 명철한 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諸家學說 比較】
“陰陽相乘”에 하여 張22)은 陽은 陰에서 生하면서 陰을 

乘하고, 陰은 陽에서 生하면서 陽을 乘하는 것으로, 吳23)는 
음양을 맥으로 보고 三部脈 중 陽脈인 寸脈과 陰脈인 尺脈
이 서로 고른[平] 것을 相易, 편중된[偏] 것을 相乘이라 하
여 相易하면 병이 없고[和] 相乘하면 병이 있는 것으로 이
해하 다.

“營衛氣血”에 하여 成24)은 榮은 脈中을 行하고 衛는 
脈外를 行하며 榮衛와 脈은 서로 따르고 上下로는 四時에 
應하는 것으로, 方25)은 榮衛는 性能으로 나눌 수 있을 뿐 
色象으로 구할 수 없으며 榮行脈中 衛行脈外는 개 體用
으로 나눈 것으로, 吳26)는 衛가 氣를 통솔하여 脈外를 行
하고 榮은 血을 통솔하여 脈中을 行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問曰의 “春弦秋浮, 冬沈夏洪”과 師曰의 “腎沈心洪, 肺浮肝
弦”에 하여 成27)은 각 臟의 五行配屬에 따른 方位와 旺
盛한 季節로 설명하 고, 方28)은 腎은 水藏으로 水의 성질
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그 맥이 骨을 따라 순행하므로 
沈하고, 心은 火藏으로 血脈에 合하므로 물이 洪大하면서 
波瀾이 있은 것을 비유하여 그 맥이 洪하며, 肺는 金藏으로 
皮毛에 合하는데 五行의 淸을 얻으므로 그 맥은 浮하고, 肝
은 木藏으로 木의 성질은 曲直하고 그 맥이 筋을 따라 순
행하므로 그 맥은 弦한 것으로 보완하 다. 또한 여기서 四
臟의 맥은 언급되었으나 脾臟의 맥이 빠진 것에 하여 

22)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1.
23)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2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5)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6. 
26)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2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8)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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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29)은 脾臟의 맥은 和平하여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알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吳30)는 脾의 맥은 緩脈인데 다른 四臟이 
또한 모두 緩脈을 근본으로 하며 개 사람은 胃氣가 근본
이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

“察色觀脈”에 하여 張31)은 四時의 色을 察하고, 四時
의 脈을 觀하는 것으로, 吳32)는 五藏의 色을 察하고 五藏
의 脈을 觀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出入昇降, 漏刻周旋, 水下百刻, 一周循環,̥ 當復寸口, 虛
實見焉”에 하여 成33)은 難經ㆍ一難을 인용하여 사람의 
脈은 총16丈2尺의 길이인데, 1회의 호흡[息]에 따라 맥은 
6寸을 行하여 하루 밤낮인 漏刻의 水下 100刻 동안 사람은 
13,500息, 脈行은 810丈하여 몸을 50번 순환하므로, 1刻 
동안 사람은 135息, 脈行은 8丈1尺하고, 水下 2刻 동안 사
람은 270息, 脈行이 16丈2尺하여 몸을 1번 순환하며, 經脈
은 寸口에서 시작하여 몸을 순환한 후에 寸口로 돌아오므
로 寸口에서 虛實을 진단[診視]할 수 있는 것으로, 方34)은 
寸口는 氣口라고 일컬어지며 그 소속경맥인 手太陰肺經은 
百脈이 流注하여 朝會하는 시작으로 脈行은 몸을 50번 순
환한 후에 다시 寸口에서 시작하므로 “循環”이라고 말한 것
으로, 黃35)은 寅時에서 丑時까지 脈氣는 인체를 50번 순환
한 후 다음날 寅時 初刻에 寸口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를 
一大周라 일컫는다고 이해하 다.

“風則浮虛, 寒則牢堅, 沈潛水滀, 支飮急弦, 動則爲痛, 數
則熱煩”에 하여 成36)은 風邪가 陽을 傷하므로 맥이 “浮
虛”해지고, 寒邪는 陰을 傷하므로 맥이 “牢堅”해지며, 內에 
蓄積된 것을 “水滀”이라 하고 맥은 沈潛하고 外로 支散한 
것을 “支飮”이라 하고 맥은 “急弦”하며, 맥이 動하면 陰陽이 
相搏하여 痛이 生하고, 맥이 數하면 陽氣가 勝하여 熱煩한 
것으로, 方37)은 風은 陽邪이고 陽은 主外하므로 맥이 “浮
虛”하고, 寒은 陰邪이고 陰은 主內하므로 맥이 “牢堅”하며, 
水飮은 痰의 異名인데 內에 쌓이므로 “水滀”이라 하고 맥은 
“沈潛”內伏하며, 外로 흩어지므로 “支飮”이라 하고 “急弦”하

여 外暴하는 것이며, “浮ㆍ沈ㆍ牢ㆍ弦”은 모두 脈의 이름이
지만 “虛ㆍ堅ㆍ潛ㆍ急”은 맥의 이름이 아니라, 맥이 浮하면 
虛弱하고, 牢하면 堅强하고 沈하여 潛하고 弦하여 急함을 형
용하여 일컫는 것이며, 動脈은 陰陽이 相搏하여 搏聚不散하
므로 痛하고, 數脈은 急疾인데 陽이 盛한 것이므로 “熱煩”한 
것으로, 張38)은 風에 傷하면 “浮虛”하고, 寒에 傷하면 “牢
堅”하며, 下에 水畜하면 沈潛하고, 中에 支飮하면 急弦하며, 
陰陽相搏을 動이라 이름하는데 動하면 痛이 되고, 經에 熱이 
甚하면 脈數한데 數하면 熱煩한 것으로 이해하 다.

2. 師曰：呼吸者, 脈之頭①也. 初持脈, 來②疾去③遲, 此出④

疾入⑤遲, 名曰內虛外實也. 初持脈, 來遲去疾, 此出遲入疾, 
名曰內實外虛也. 

【註釋】
① 頭 : 首也.
② 來와 ④出 : ‘來’와 ‘出’은 氣를 呼出함을 뜻한다.
③ 去와 ⑤入 : ‘去’와 ‘入’은 氣를 吸入함을 뜻한다.
【校勘】
脈經ㆍ卷第一ㆍ遲疾短長雜脈法第十三에는 “此”뒤에 “爲”

가 있고, “名曰”은 모두 “爲”로 되어 있으며, “內虛外實” 뒤
에 “也”가 빠져 있다.

【解釋】
스승이 말씀하시길 : 호흡은 맥의 머리(기준)가 된다. 처

음 맥을 진찰할 때에 맥의 오는 것이 빠르고 가는 것이 느
린 것은 호기 시에 맥이 빨라지고 흡기 시에 맥이 느려지
는 것이니 이는 안이 허하고 밖이 실한 경우라 일컫는다. 
처음 맥을 진찰 할 때에 맥의 오는 것이 느리고 가는 것이 
빠른 것은 호기 시에 맥이 느려지고 흡기 시에 맥이 빨라
지는 것이니 이는 안이 실하고 밖이 허한 경우를 말함이다.

【諸家學說 比較】
“呼吸者, 脈之頭也”에 하여 成39)은 脈이 呼吸을 따라 

行하기 때문으로, 方40)은 “頭”는 ‘頭緖’인데, 脈은 氣의 출
입을 따라 오가는데 이름[名]의 형상은 비록 많지만 呼吸

29)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5.
30)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31)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1.
32)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3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34)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5.
35) 淸･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82. 
3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37)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6.
38)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1.
3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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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源頭이나, 脈에는 두가지가 있으니 여기서는 寸尺의 
脈을 말한 것이고, 만약 周身으로 말하자면 循環無端하여 
절  끊이지 않으니 頭尾로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盧41)
는 폐는 높은 곳에 있으면서 榮衛陰陽을 行하므로 脈은 呼
吸之氣의 指揮를 받들고 榮衛陰陽도 指揮를 받아서 行하는 
것으로, 張42)는 脈은 周身經脈의 氣가 兩手의 寸關尺에 모
여서 息을 因하여 動하며, 呼出吸入의 氣로서 脈의 肇端이 
되는 것으로, 魏43)는 脈頭는 呼吸에서 시작하므로 元氣는 
脈의 本源이 되며, 어머니의 胎中에서는 어머니의 호흡[息]
을 통해 天地의 氣와 相通하고 출생 이후에는 스스로의 호
흡[息氣]으로 天地의 氣와 相通하므로 개 사람의 後天生
氣는 先天에 근본을 두는 것으로, 吳44)는 呼吸이 아니면 
脈의 至數를 정할 수 없으므로 持脈時에는 반드시 여기서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黃45)은 脈의 流行은 氣가 그것을 
鼓動하는 것으로, 一息에 脈은 6動하고 氣는 6寸을 行하는
데, 사람의 經絡은 모두 16丈2尺으로 270息에 脈行은 1周
하므로 平人은 하루[一日一夜]에 1萬3千5百息으로 脈行은 
50周하여 합계 810丈을 行하는 것으로, 章46)은 脈은 天地
의 二氣가 流行하여 升降出入하는 象으로, 호흡에서 發源하
는 것으로, 周47)는 “頭”는 紀數를 이름이니 呼吸은 脈의 벼
리[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 다.

“初持脈”에 하여 張48)은 ‘平脈’인데, 平脈은 물건을 저
울질[秤]하여 그 平을 얻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吳49)는 
來去疾遲로 表裏虛實을 진단하는 法으로, 周50)는 개 脈
의 神을 살피는 것은 온전히 有意無意之間에 있으니 오로
지 처음 맥을 잡을 때[初持] 손가락 아래에 잠깐 오는 것
[指下乍來]으로 마음에 완성된 견해[成見]가 없이 그 眞髓
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오래 짚거나 자만하여 뜻을 

세우면[矜心作意] 왜곡되게 헤아리고[曲委揣摩] 그 眞을 
잃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 다.

“來疾去遲, 此出疾入遲, 名曰內虛外實也.”에 하여 成51)
은 外爲陽, 內爲陰하고, 素問ㆍ陰陽別論 “去者爲陰, 至者
爲陽”을 인용하여 來者爲陽, 去者爲陰하며 出以候外, 入以候
內하고 疾爲有餘則實, 遲爲不足則虛하므로 “來疾去遲”는 陽
有餘而陰不足이므로 “內虛外實”하는 것으로, 方52)은 “呼”는 
氣出, 脈來하고, “吸”은 氣入, 脈去한데, “來”는 骨肉之分로
부터 皮膚之際로 나오므로 氣가 升而上하고, “去”는 皮膚之
際로부터 骨肉之分으로 돌아가므로 氣가 降而下하며, “出”
은 呼而來이고, “入”은 吸而去이며, “疾”은 윗 조문(1조)의 
太過이고 陽이며, “遲”는 윗 조문(1조)의 不及이고 陰이므
로 “內虛外實”은 “陰不及陽太過”이며, 來去出入은 脈의 큰 
關鍵이고, 內外虛實은 病의 큰 綱領으로, 張53)은 出主外, 
疾主有餘는 外實이 되고, 入主內, 遲主不足은 內虛가 되므
로 “內虛外實”이라 말하는 것으로, 張54)은 “來去”는 脈의 
來去이고, “出入”은 呼吸의 出入이므로 脈行이 “來疾去遲”하
면 呼吸之氣도 “出疾入遲”하여 脈은 呼吸을 따라서 行하는
데, 來와 出은 主外, 去와 入은 主內, 疾은 有餘, 遲는 不足
이 되므로 “內虛外實”이라 말하는 것으로, 吳55)는 “來”는 
脈이 出來하여 陽이므로 候表하고, “去”는 脈이 入去하여 
陰이므로 候裏하며, 脈이 만약 出來疾, 入去遲하면 表實裏
虛하므로 “內虛外實”이라 한 것으로, 章56)은 脈이 自沈而浮
는 氣가 오는[來] 것이고 從內出外이며, 自浮而沈은 氣가 
가는[去]으로 從外入內인데, 氣에 升降이 있으므로 脈에 出
入이 있으며, “出疾入遲”는 그 氣의 外出은 速하면서 內入
은 遲하므로 身表에서 勢盛하므로 “內虛外實”이 되는 것으
로, 周57)는 “來去”는 氣의 出入이고, “出入”은 陰陽血氣의 

40)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41)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42)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8.
43)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4.
44)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4.
45) 淸･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82.
46)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4.
47)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48)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8.
49)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4.
50)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5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52)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53)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8.
54)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55)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56)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4.
57)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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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外이므로, “來疾去遲”로 出多入少하면 氣가 外에 出하므
로 “外實”하고 陰의 吸入力이 微하므로 “內虛”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3. 問曰：上工①望而知之, 中工②問而知之, 下工③脈而知之, 
願聞其說. 師曰：病家人請云, 病人苦發熱, 身體疼, 病人自臥, 
師到診其脈, 沈而遲者, 知其差也. 何以知之? 若表有病者, 脈
當浮大, 今脈反沈遲, 故知愈也. 假令病人云, 腹內卒痛, 病人
自坐, 師到脈之, 浮而大者, 知其差也. 何以知之? 若裏有病者, 
脈當沈而細, 今脈浮大, 故知愈也. 

【註釋】
①~③ 上工, 中工, 下工 : ‘工’은 의사를 뜻하며 上, 中, 

下는 의술이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의미이다.
【校勘】
脈經에는 본 조문이 없다. 桂林本에는 본 조문의 질문

과 답변의 조문이 서로 다르다. 또한 “若”은 모두 “凡”으로 
되어 있고, “今脈反沈遲”에서 “脈”이, 두 번째 “知其差也” 뒤
에 “何以知之?”가, “脈當沈而細”에서 “而”가 빠져 있으며, 
“今脈浮大”의 “脈”이 “反”으로 되어 있다.

【解釋】
묻기를 : (의술이 고명한) 上醫는 환자를 보고 알고, 中

醫는 물어서 알며, 下醫는 診脈하여 안다고 하는데, 그 설
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스승이 말씀하시길 : 환자의 가족이 
청하여 이르길, 환자가 發熱하고 몸이 아파서 스스로 누워
있다고 하 는데, 의사가 가서 진맥하니 그 맥이 沈遲하다
면 병이 곧 나을 것임을 알게 된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만일 標에 병이 있으면 맥은 마땅히 浮大한데 지금 맥이 
도리어 沈遲하므로 병이 곧 나을 것임을 알게 된다. 가령 
환자가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스스로 앉아있는데, 
의사가 가서 진맥하니 그 맥이 浮大하다면 병이 곧 나을 
것임을 알게 된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만일 裏에 병이 
있으면 맥은 마땅히 沈細한데 지금 맥이 浮大하므로 병이 
곧 낫게 됨을 알게 된다.

【諸家學說 比較】
“病人苦發熱, 身體疼, 病人自臥, 其脉, 沈而遲者, 知其差

也. 若表有病者, 脉當浮大, 今脉反沈遲, 故知愈也.”에 하여 
成58)은 “發熱, 身疼”은 邪氣가 表에 있는데 지금 “自臥, 脈
沈遲”는 表邪가 緩한 것이고 裏脈은 있으나 表證은 없으므
로 表邪가 마땅히 나을 것을 아는 것으로, 方59)은 “沈遲”는 
陰에 속하므로 表邪가 이미 풀린 것을 아는 것으로, 張60)
은 “發熱, 身疼”은 表病이고 “沈而遲”는 裏脈이므로 表病이
면서 裏脈은 熱除身凉의 象이므로 마땅히 나을 것을 아는 
것으로, 魏61)는 “發熱, 身痛”은 表가 風寒을 感受한 證인데 
의사가 도착하여 其人自臥, 不畏風寒, 不令人撫按身體, 旣不
發熱, 不踡足한 것을 보고 太陽에 感하거나 少陰에 中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데 診脈하니 沈하여 不浮하고, 遲하여 
不數하므로 예전엔 병을 앓았으나 지금은 나은 것을 아는 
것으로, 章62)은 邪氣가 表에 있으면 맥은 반드시 浮大한데 
반 로 沈遲하므로 그 邪氣가 물러나고 나은 것을 아는 것
으로 이해하 다.

“病人云腹內卒痛, 病人自坐, 脉之, 浮而大者, 知其差也. 
若裏有病者, 脉當沈而細, 今脉浮大, 故知愈也.”에 하여 
成63)은 腹痛은 裏寒으로 痛甚하면 不能起, 脈沈細해야 하
지만, 지금 환자가 自坐, 脈浮大한 것은 裏寒이 흩어진 것
으로 表脈은 있으나 裏證은 없으면 裏邪가 마땅히 나을 것
을 아는 것으로, 方64)은 浮大는 陽에 속하므로 裏邪가 이
미 흩어진 것을 아는 것으로, 張65)은 ‘腹內痛’은 裏病이고 
‘浮而大’는 表脈이므로 裏病이면서 表脈은 氣機外達의 候이
므로 마땅히 나을 것을 아는 것으로, 魏66)는 ‘腹痛’은 裏에 
있으므로 마땅히 沈하고 ‘痛’은 모두 結滯이므로 마땅히 細
한데, 外證이 腹痛하면 마땅히 누워있으면서 不寧해야 하지 
편안히 앉아있을 수 없으므로 證의 情狀과 脈의 消息을 취
하여 이미 차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脈浮大’는 단지 沈
細의 반 로 말한 것일 뿐이지 ‘浮大’가 過하다면 별도로 
다른 병이 있는 것으로, 章67)은 ‘腹痛’은 陰邪內結이므로 
맥은 당연히 沈細한데 만약 반 로 浮大하다면 그 氣가 이

5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59)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60)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61)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4.
62)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6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64)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65)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66)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4.
67)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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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通하므로 그 병이 나은 것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 다.

4. 師曰：病家人來請云 : 病人發熱煩極. 明日師到, 病人向
壁臥, 此熱已去也. 設令脈不和, 處言①已愈. 設令向壁臥, 聞
師到, 不驚起而盻視②, 若三言三止, 脈之嚥唾者, 此詐病也. 
設令脈自和, 處言此病大重, 當須服吐下藥, 鍼灸數十百處乃
愈. 

【註釋】
① 處言 : ‘處’는 決斷의 의미로 ‘處言’은 ‘斷言’을 뜻한다.
② 盻視 : 怒한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校勘】
脈經ㆍ卷第一ㆍ辨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師曰∼處言

已愈” 부분이 빠져 있고, “設令”은 모두 “假令”으로, “盻視”
가 “目眄視”로 되어 있으며, “嚥唾者”에 “者”가 빠져 있고, 
“此詐病也”가 “此爲詐病”으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盻視”
가 “盼視”로 되어 있다.

【解釋】
스승이 말씀하시길 : 환자의 가족이 와서 청하여 이르길, 

환자가 發熱하고 煩躁가 심하다고 하 는데, 다음날 의사가 
갔을 때 환자가 벽을 향해 누워있으면 이것은 열이 이미 
내린 것이다. 설령 맥이 不和하더라도 이미 나았다고 단언
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벽을 향해 누워 있다가, 의사가 
당도함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일어나 노한 눈길로 바라보
며, (병에 관해) 몇 번을 물어도 답하지 않고, 진맥할 때 
자주 침을 삼킨다면 이것은 꾀병이다. 설령 맥이 調和롭더
라도 이 병은 크게 위중하므로 마땅히 吐下藥을 복용하고 
침과 뜸을 수십곳 내지 수백 곳에 시행해야 한다고 단언하
면 낫는다.

【諸家學說 比較】
“病人發熱煩極. 明日師到, 病人向壁臥, 此熱已去也.”에 

하여 成68)은 ‘發熱煩極’하면 靜臥할 수 없는데, 지금 ‘向壁

靜臥’하므로 熱이 이미 제거된 것으로, 程69)은 陽熱證은 外
向이 많고 陰寒證은 內向이 많으므로 ‘發熱煩極, 向壁臥’는 
陽이 陰을 얻어서 풀린 것으로, 張70)은 ‘發熱煩極’의 증상
이면서 ‘向壁安臥’는 熱煩이 이미 제거된 것으로, 章71)은 
‘發熱煩極’은 邪熱이 본래 重한데, 다음날 ‘向壁臥’로 邪氣가 
이미 衰去하고 그 사람이 안정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周72)는 ‘發熱煩極’ 중 邪氣가 勝하면서 正氣가 主하는 바가 
없는 경우는 津液이 손상되고, 正氣가 內에서 盛하고 邪氣
를 逼迫하여 外出케 하려고 해서 相爭하는 경우는 大煩, 口
噤不能言하면서 躁擾하여 ‘欲解’가 되는데, 지금처럼 ‘向壁
臥’하는 것은 邪氣가 물러나면서 神倦하고 스스로 息養하려
는 것으로, 吳73)는 ‘病家人來請云’에서는 ‘發熱煩極’하지만 
의사가 바로 가지 못하고 다음날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向
壁靜臥’한 것은 熱이 이미 제거된 것이므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魏74)는 發熱은 손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므로 身凉向壁臥는 向陰得靜한 것이므로 다시 煩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 다.

“設令脉不和, 處言已愈.”에 하여 盧75)는 광풍은 잦아졌
으나 여파가 남아있는 것에, 章76)은 강한 활[强弩]의 끝
[末]에 비유하 고, 程77)은 오늘 보는 것[望]이 어제 들은 
것[問聞]과 다르므로 맥이 不和하지만 반드시 和해질 것을 
推斷할 수 있는 것으로, 魏78)도 병이 바야흐로 나으면서 
아직 不和한 것이 조금 있으나 서서히 자연히 평정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周79)는 조금 不和하면서 邪는 없는 맥으
로 陰陽이 未平한 것으로 본 반면, 吳80)는 맥이 和緩하지 
않으면 나았다[愈]고 말할 수 없으므로 “不和”는 마땅히 
‘自和’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設令向壁臥, 聞師到, 不驚起而盻視, 若三言三止, 脉之嚥
唾者, 此詐病也.”에 하여 張81)은 만일 환자가 發熱煩極하
다면 (누워 있다가도) 의사가 당도함을 듣고 놀라 일어나 
노한 눈으로 보며[盻視] 두서없이 말하며 진액도 부족할 

6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69)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p.133-134.
70)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71)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72)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73)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0.
74)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5. 
75)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76)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77)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p.133-134.
78)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5.
79)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80)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0.
81)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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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인데, 지금 환자는 말하고 멈추는데 두서가 있으면서 診
脈시에도 침을 삼키는 것이 (진액도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으니) 꾀병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魏82)는 벽을 
향해 누워있던 환자라도 의사의 당도함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서 예를 갖추어 일어나 진찰을 청한다면 어찌 정신이 
혼미하겠으며, 누워서 눈을 흘기는데[盻視] 눈빛도 정상이
고 묻는 말에도 끊임없이 말하다가 스스로 멈춘다면 어찌 
氣가 弱하겠으며, 診脈시에 침을 삼키는 것은 津液이 왕성
하고 氣가 調和로우며 不足한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의사
를 속이는 것으로, 章83)은 “向壁臥”하면 환자가 안정되고, 
“不驚起而盻視”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맑은 것이며, 그 
病狀을 물었을 때 “三言三止”로 얼버무리면 苦痛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脉之嚥唾”한데 呻吟하는 소리가 없이 맥도 
조화로우면 꾀병[詐病]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

다.
“設令脉自和, 處言此病大重, 當須服吐下藥, 針灸數十百處

乃愈.”에 하여 成84)은 꾀병을 부리는 자는 착한 사람[善
人]이 아니므로 말로 위협하고 두렵게 하면 낫는데, ‘醫者
意也’니 이것이 그 옮음인가? 로, 張85)은 꾀병을 부리는 자
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놀라게 해서 꾸짖
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吳86)는 仲景은 환자에게 속아서 
잘못된 치료[妄治]를 하지 않기를 바라므로, 의사가 이와 
같이 하면 상 방이 감히 다시는 속이지 못하면서 의사도 
잘못된 치료[妄治]를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章87)은 ‘以詐
治詐’의 妙法으로, 周88)는 꾀병에는 의사를 시험하는 경우
[試醫]와 별도의 다른 일이 있는 경우[因事]가 있는데, 여
기서 말로써 두렵게 한 경우는 개 의사를 시험하는 것을 
싫어한 것이고, 별도의 다른 일이 있는 경우[因事]는 마땅
히 별도의 조치[權衡]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 다.

5. 師持脈, 病人欠①者, 無病也. 脈之呻②者, 病也. 言遲③

者, 風也. 搖頭言者, 裏痛也. 行遲者, 表强也. 坐而伏者, 短
氣也. 坐而下一脚者, 腰痛也. 裏實護腹, 如懷卵物者, 心痛也.

【註釋】
① 欠 : 하품을 뜻한다.
② 呻 : 신음으로 환자가 아파서 내는 소리를 뜻한다.
③ 言遲 : 언어가 靈活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校勘】
脈經ㆍ卷第一ㆍ辨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脈之呻者, 病

也”가 “脈之因伸者, 無病也”로 되어 있고, “裏痛”과 “表强”앞
에 모두 “其”가 있으며, “脚”이 “膝”로, “腰痛也”는 “必腰痛”
으로 되어 있고, “如懷卵物者”에서 “物”이 빠져 있으며, “心
痛也”는 “必心痛”으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師持脈”이 
“師曰持脈”으로 되어 있다.

【解釋】
의사가 진맥할 때 환자가 하품을 하는 경우는 병이 없다. 

진맥할 때 呻吟하면 병이 있다.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은 
風邪가 있는 것이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경우는 裏에 통
증이 있는 것이다. 행동이 느린 것은 表에 邪氣가 심한 것
이다. 앉아서 엎드리는 것은 호흡이 짧은 것이다. 앉아서 
한쪽 다리를 펴는 것은 허리가 아픈 것이다. 裏에 실증이 
있어 손으로 복부를 보호하는 것이 마치 알을 품는 것처럼 
하는 경우는 心胃部에 통증이 있는 것이다.

【諸家學說 比較】
“師持脉, 病人欠者, 無病也.”에 하여 成89)이 鍼經의 

‘陽引而上, 陰引而下’를 인용하여 “欠”[하품]은 陽이 당겨서 
오르고, 陰이 당겨서 내려서 陰陽이 서로 당기면서 調和를 
이루므로 無病한 것으로 본 이래로 諸家의 注釋이 동소
이하다. 魏90)는 피로하면 있을 수 있으나 병이 들면 이런 
증상이 없으며, 개 表와 裏가 모두 편안하게 펴지므로[安
舒] 몸을 당겨 펴면서 하품하는 것으로, 章91)은 陰陽의 기
가 서로 당기면 하품이 있는데, 陽氣가 장차 陰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 것으로, 陰陽이 相交하므로 無病하다고 
부언하 다. 

“脉之呻者, 病也.”에 하여 成92), 魏93)은 몸에 아픈 바
가 있는 것으로, 盧94)는 氣를 당겨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82)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5.
83)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8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85)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86)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0. 
87)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88)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8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90)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91)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9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傷寒論･平脈法에 관한 연구(1)

- 72 -

내면서 신음하는 것으로, 張95)는 氣道가 不利하므로 크게 
숨을 내쉬며 신음하여 뱉는 것으로, 章96)은 腎病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言遲者, 風也.”에 하여 成97)은 風邪가 적중하면 經絡
이 急해지고 혀가 강직되어 운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盧98)
는 風行이 氣를 흩뜨려 分氣가 이완되고 會厭이 軟弱해지
며 발성기관이 이완되는 것으로, 張99)는 風이 氣를 손상시
켜 氣機가 민첩하지 못한 것으로, 魏100)는 風邪가 몸에 적
중하여 의식이 혼미해지고 명료하지 못한 것으로, 章101)은 
內風痰阻로 이해하 다.

“搖頭言者, 裏痛也.”에 하여 成102)은 裏에 병이 있으면 
말을 하고자 할 때 머리를 흔드는 것으로, 盧103)는 痛이 
깊고 聲이 괴로우면[楚] 말을 하기 힘든데, 머리를 흔들어 
發聲하면서 말이 나오는 것으로, 張104)은 사람의 聲音은 
腎間의 氣가 動하여 發하는데 裏痛하면 發聲이 어려우므로 
“搖頭言”하는 것으로, 張105)은 裏痛하면 丹田의 氣가 上達
할 수 없고 發聲하기 어려운 것으로, 魏106)는 裏痛하면 반
드시 막힌 곳[消阻]과 煩心이 있어서 마치 근심어린 환자
가 머리를 흔들고 이마를 찌푸리며 말하듯이 “搖頭言”하는 
것으로, 章107)은 裏痛이 참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 다.

“行遲者, 表强也.”에 하여 成108)은 筋絡이 引急한 것으

로, 盧109)는 大筋이 軟短하면 拘하고 小筋이 弛長하면 痿
가 되는 것으로, 張110)은 太陽은 筋과 表를 주관하므로 筋
이 柔和하지 못하고 表氣가 强急한 것으로, 魏111)은 表가 
風寒邪를 받아서 頭痛項强, 身疼體痛, 身體沈重幾幾然한 것
으로 보았다.

“坐而伏者, 短氣也.”에 하여 成112)은 裏가 不和하므로 
앉아서 잘 엎드리는 것으로, 盧113)는 “短氣”하여 숨을 잘 
쉴 수 없으므로 겨울잠 자는 벌레나 곱사등이와 같이 엎드
리는 것으로, 章114)은 호흡이 짧은 것은 속이 편안하지 않
은 것이니 자리에 앉아서 엎드리기를 좋아한다고 보았고 
張115)과 張116)은 호흡의 기는 下에서 발원하는데 氣短하
면 上下가 서로 접속할 수 없어서 下의 氣가 上交할 수 없
으므로 俯伏하여 그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魏117)는 
中虛氣弱하여 그 腰背를 곧추세울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

다.
“坐而下一脚者, 腰痛也.”에 하여 成118)과 章119)은 腰

는 몸의 大關節이므로 “腰痛”이 있으면 大關節이 不利하므
로 앉을 때 바를 수가 없고 “下一脚”하여 腰의 통증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 盧120)는 펴려하면 구부려지고 구부리려하
면 펴지는 것은 痛症이 腰에 있기 때문으로, 張121)과 
張122)은 腰의 筋脈과 髀骨은 서로 연결되므로 腰痛이 있으

93)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94)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95)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96)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9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98)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99)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00)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101)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10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03)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04)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05)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82-183.
106)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107)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10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09)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10)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11)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11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13)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14)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115)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16)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82-183.
117)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11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19)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120)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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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리를 모두 펴지 못하는 것으로, 魏123)는 양쪽 넓적다
리를 같이 구부릴 수 없으므로 하나는 펴고 하나는 구부려
서 腰의 硬直을 피하는 것으로 보았다.

“裏實護腹, 如懷卵物者, 心痛也”에 하여 成124)은 心痛
이 있으면 몸을 바로 펼 수가 없고 배를 감싸서 그 아픈 
부위를 누르는 것으로, 盧125)는 “裏實”은 누르면 통증이 極
甚하고 “護腹”은 누르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如懷卵物”
은 心痛하면 구부정하여 바로서질 못하는 것이 胎形과 같
은 것으로, 張126)는 護腹心痛者는 正이 內에서 虛하고 邪
는 裏에서 實하여 다른 사람이 누르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護腹如懷卵物”하는데 心氣가 펴질[轉舒] 수 없으므로 “心
痛”하는 것으로, 張127)은 邪氣가 實하여 心痛이 있는데, 心
痛에 護心하지 않고 護腹하는 것은 痛症이 極甚한 곳을 누
를 수 없는 것이 비유하자면 癰毒腫이 있는 곳에 손을 댈 
수 없는데 그 통증을 완화하고자 상하좌우로 문지르는 것
과 동일한 의미로, 魏128)는 병의 情狀은 腹裏에 實物이 있
는 것과 같으나 “如懷卵物”과 같이 감싸서 보호[抱護]하는 
것은 心痛인데 心痛이 견디기 어려우므로 배를 감싸 裏를 
보호하여 心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6. 師曰：伏氣①之病, 以意候之, 今月之內, 欲有伏氣. 假令
舊有伏氣, 當須脈之. 若脈微弱者, 當喉中痛似傷, 非喉痺②也. 
病人云：實咽中痛, 雖爾, 今復欲下利.

【註釋】
① 伏氣 : 病邪가 體內에 숨어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발병하는 것을 말한다.
② 喉痺 : 咽喉가 閉塞되고 아픈 것을 뜻한다.
【校勘】
脈經에는 본 조문이 없다. 桂林本에는 “欲有伏氣”가 

“欲知伏氣”로, “今復欲下利”가 “今復宜下之”로 되어 있다.

【解釋】
스승이 말씀하시길 : (邪氣가 체내에 잠복된) 복기의 병

은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달 안에 복기의 병이 발
생할 수 있다. 만일 이전에 邪氣가 內伏했다면 마땅히 脈象
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맥이 미약하다면 마땅히 목
이 상한 듯 통증이 있을 것이나 喉痺는 아니다. 환자가 확
실히 목이 아프다고 말하고 과연 그러하다면 곧 다시금 설
사가 있을 것이다.

【諸家學說 比較】
“伏氣之病, 以意候之”에 하여 成129)은 겨울에 寒邪에 

感하 으나 經中에 伏藏해서 바로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程130)는 겨울에 얻는 경우가 많은데, 寒邪를 얻어서 潛伏
했다가 따뜻해지면 펼쳐지므로 이 병은 春夏가 교차하는 
시점에 발병하는 것이 많은데, 이전에 腎陰이 虧虛한 자가 
발병하면 溫病이 되고, 단지 少陰經氣가 自縮한 자가 발병
하면 伏氣가 되는 것으로, 張131)은 春風, 夏暑, 秋濕, 冬寒
에 感하면 幕原의 肌腠에 潛匿하여 맥에 나타나지 않으므
로 “以意候之”하는 것으로, 張132)은 春風, 夏暑, 秋濕, 冬寒
의 邪氣가 內에 伏藏해서 곧 發顯되지도 脈에 나타나지도 
않으므로 어떤 氣가 伏藏하 는지를 “以意候之”하는 것으
로, 吳133)는 여기서의 “伏氣之病”은 그 時令에 맞는 병[四
時令氣正病]이지 ‘四時不正의 邪’나 ‘非常異氣의 疫邪’가 아
니며, “伏氣”가 되는 것은 冬令에 風寒을 感했을 때, 그 重
한 자는 營衛에 傷하여 곧 그 때에 發하는 것을 中風, 傷寒
으로 이름하고, 輕하게 感한 자는 肌膚에 伏藏하여 時日이 
지나 發하는 것을 溫病이라 이름하므로 時氣, 伏氣의 병됨
은 辨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 다.

“今月之內, 欲有伏氣”에 하여 成134)은 春分의 時節에 
이르러 潛伏된 寒邪가 發病코자 하는 것으로, 程135)은 이 
달이 바로 伏氣가 發病하는 달[月]인 것으로, 張136)은 “以

121)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22)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82-184.
123)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12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25)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26)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27)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82-183.
128)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12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30)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131)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32)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33)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13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35)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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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候之”로 예컨  삼월 봄에는 風盛하고 구월 여름에는 暑
盛한데 의사는 마땅히 이번달 내로 時令이 太過하여 伏氣
가 있으려고 하니 그것을 感하면 形身에 潛匿하여 伏氣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張137)는 이번 달 안에 潛
伏하여 마땅히 다른 달 중에 發顯하는 것으로, 吳138) 는 
春三月은 ‘發陳’이라 이름하는데 伏氣가 欲發하는 달로, 
周139)는 某月 안에 天氣가 不正하여 마땅히 伏氣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 다.

“假令舊有伏氣, 當須脉之”에 하여 成140)은 가령 伏氣
가 이미 발병하 다면 “當須脉之”하여 어떤 經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程141)은 이 時節의 병은 항상 예전의 伏氣
를 방어하고 있으므로 診脈시에는 여기에 뜻을 두는 것으
로, 張142)과 張143)은 “假令舊有伏氣”가 지금 곧 發하여 이
미 病에 나타나고 또한 반드시 맥에도 나타나므로 “當須脉
之”하는 것으로, 吳144)는 “假令舊有伏氣”한 사람은 겨울에 
藏精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병이 되므로 “當須脉之”하는 것
으로, 周145)는 伏氣가 發하고자 하는데 發하면 반드시 經
氣에서 動하고 診脈으로 어떤 經에 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 다.

“若脉微弱者, 當喉中痛似傷, 非喉痺也”에 하여 成146)은 
“脈微弱”으로 邪氣가 少陰에 있는 것을 아는데, 少陰의 經
脈은 喉嚨을 循行하므로 寒邪가 침범하면 반드시 咽痛을 
발생하는 것으로, 程147)은 병이 본래 寒邪에서 얻었으므로 
“脉微弱”한 것인데, “喉痺”의 證은 時行之氣를 끼고[挾] 春
夏가 교차할 때 多發하는데 저것이면 感하여 바로 發病하
지만 이것은 伏氣로부터 온 것이므로 同證에 表裏寒熱의 
다름이 있으므로 뜻을 두고 脈診[意之而仍脈之]하는 것이

며 喉痺는 實熱에 속하고 痛症이 반드시 喉傷하나 伏氣는 
虛寒에 속하고 痛症이 있으나 無傷하므로 “似”한 것으로, 
張148)은 “若脉微弱者”는 中土가 內虛하여 風木의 邪氣가 
相克하므로 “當喉中痛似傷”한데, “喉”는 天氣이고 “痛似傷”
은 火氣인데 이것은 伏邪가 陰에서 陽 으로 出하는 것이며, 
“非喉痺”는 陰寒內閉의 喉痺가 아님을 말하는 것으로, 
張149)은 봄에 風에 傷하여 風木의 邪氣가 中土에 克賊하면
서 “脉微弱”하고, 風에 傷하면 上이 먼저 받으므로 마땅히 
“喉痛似傷”한데 이것은 伏氣가 병이 된 것이지 時行이 갑자
기 이른 喉痺가 아닌 것으로, 吳150)는 이번 달 안에 初病
이 傷寒, 溫病인 자의 “若脉微弱”은 少陰脈이고 “喉中痛”은 
少陰證이나 그 痛症은 반드시 緩하여 外感時氣의 喉痺가 
腫傷暴痛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 다.

“病人云: 實咽中痛. 雖爾, 今復欲下利.”에 하여 成151)은 
腎은 開闔을 주관하고 少陰은 下焦를 다스리므로 寒邪가 
內甚하면 開闔을 다스릴 수 없고 下焦를 제어 할 수 없어
서 반드시 下利하는 것으로, 程152)은 病이 少陰에 속하므
로 “咽痛”하면서 다시 “下利”하는 것으로, 張153)은 喉는 天
氣를 主하여 陽이 되고, 咽은 地氣를 主하여 陰이 되는데, 
先病에 喉痛하고 後病에 咽痛하는 것은 先病은 陽이면서 
後病은 陰이며 “雖爾, 今復欲下利”는 咽이 地氣를 主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張154)은 특별히 喉痛만이 아니라 또한 
咽痛한 것은 風氣가 肝에 通하고 地氣가 咽에 通하는데 脾
主地, 木克土하며, 봄에 風에 傷하여 邪氣가 流連하여 洞泄
이 되므로 “雖爾, 今復欲下利”하며 개 上에 留連하면 咽
喉痛하고 下에 留連하면 下利하는데 上下가 交通하고 一氣
가 相感한 것을 이른[謂] 것으로, 吳155)는 “實咽中痛”하면

136)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37)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38)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139)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1.
14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41)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142)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43)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44)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145)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1.
14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47)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148)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49)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50)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15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152)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153)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54)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55)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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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脉微弱”하므로 少陰伏氣가 內發한 陰火임을 알 수 있고 
“雖爾, 今復欲下利”는 時氣外感陽火한 喉痺로 치료할 수 없
는 것으로, 周156)는 “若脉微弱”은 少陰의 病脈이고, 少陰은 
마땅히 咽痛하면서 下利하므로 그 “喉中似傷”하고 장차 下
利할 것을 단언한 것으로 이해하 다.

7. 問曰：人恐怖者, 其脈何狀? 師曰：脈形如循①絲累累②

然, 其面白脫色也.
【註釋】
① 循 : 摩也
② 累累 : 마르고 고단한 모양, 여기에서는 脈象이 細小

無力한 것을 뜻한다.
【校勘】
脈經ㆍ卷第一ㆍ辨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人恐怖者”가 

“人病恐怖”로, “其脈何狀”이 “其脈何類”로, “脈形”이 “形脈”으
로 되어 있고, “脫色”뒤에 “也”가 빠져 있다.

【解釋】
묻기를 :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 그 맥상은 어떠합니까? 

스승이 말씀하시길 : 맥의 형상은 마치 실 터럭을 누르는 
듯 가늘고 힘이 없고, 그 얼굴은 혈색이 사라져 창백하다.

【諸家學說 比較】
“人恐怖者”에 하여 成157)은 血氣가 不足하면서 神氣는 

弱한 것으로, 程158)은 精氣가 奪하는 것으로, 張159)은 腎
氣가 傷하는 것으로, 魏160)는 心은 神明을 藏하는 집[宅]
인데, 血虛하여 養心할 수 없으면 神志가 擾亂하고 쉽게 恐
怖하는 것으로, 吳161)는 陽神不足으로 陽이 不足하면 恐하
고, 神이 不足하면 怖한 것으로, 周162)는 병이지만 볼 수 
있는 바가 아닌 것[非有所見]으로 이해하 다.

“脉形如循絲累累然, 其面白脫色也”에 하여 成163)은 그 

脈이 空虛하므로 恐怖가 血氣不足이 됨을 아는 것으로, 
方164)은 內氣가 虛[餒]하면 外色이 奪하므로 卒然한 변화
가 있는 것으로, 盧165)는 “恐”하면 腎氣가 홀로 沈하여 心
君火의 炎上하는 體用을 억누르게 되는데, 動經한 자는 面
與漆紫하고 傷情한 자는 面白脫色하는 것으로, 程166)은 “脉
如循絲”은 細弱이 甚하고, “累累然”은 結滯가 있는 狀과 비
슷하며, “面白脫色”은 腎氣가 怯하여 精血이 上에 榮養하지 
못하는 것으로, 張167)은 腎氣가 傷하면 精이 心에 上交하
지 못하므로 “脉形如循絲”처럼 微하고 “累累然”하며 “面白脫
色”은 不光榮으로, 魏168)는 “脉形如循絲”는 細이고, “累累
然”은 弱이며 반드시 寸口에서 얻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驚疑恍惚의 病이 있으며, “面白脫色”으로 血虛함을 알 수 
있고, 오직 血虛는 心藏에 疾患이 있기 때문으로, 吳169)는 
恐하면 血이 氣를 따라 下行하므로 “面白脫色”하여 不潤澤
하고, 怖하면 氣가 神을 따라 亂하므로 “脈形如循絲累累然”
한 것으로, 章170)은 ‘恐則氣下’하여 그 陽氣가 沈鬱하므로 
“脈如絲累累然”으로 澀滯하고, 心의 華는 面에 있는데 心氣
가 抑鬱되어 不升하므로 “面白脫色”하는 것으로, 周171)는 
素問･大奇論의 ‘腎肝幷…小絃欲驚’과 靈樞･邪氣藏府病形
의 ‘膽病者…恐人將捕之’를 인용하여 “脈形如循絲累累然”은 
肝膽의 氣가 꼬인[索] 것으로 膽寒하므로 항상 스스로 “恐”
한 것으로 받아들 다.

8. 問曰： 人不飮, 其脈何類? 師曰：脈自濇, 脣口乾燥也.
【校勘】
脈經ㆍ卷第一ㆍ辨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脈自濇, 脣

口乾燥也”가 “其脈自濇, 而脣乾燥也”로 되어 있다.
【解釋】
묻기를 :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맥은 어떠합니

156)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1.
15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158) 淸･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硏究院圖書館藏, 1669.
159)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60)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8.
161)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2.
162)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1.
16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164)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9.
165)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66) 淸･程知, 傷寒經注, 中國中醫硏究院圖書館藏, 1669.
167)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168)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8.
169)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2.
170)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9.
171)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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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스승이 말씀하시길 : 맥은 자연히 澁하고, 입술과 입은 
건조하다.

【諸家學說 比較】
본 조문에 하여 成172)은 “濇”은 陰인데, 비록 亡津液을 

主하여 “脣口乾燥”하지만 陰은 內를 主하므로 “不飮”하는 
것으로, 方173)과 吳174)는 津液이 少하면 “脈濇”하면서 “脣
口乾燥”한데, 이것은 “不飮”하여서 그런 것이지 이로 인해 
“不飮”한 것은 아닌 것으로, 盧175)는 脈은 水穀의 精粹인데 
“人不飮”하면 脈과 津液이 제 로 생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周176)는 “濇”은 陰脈인데 陰不足은 亡津液을 主하므로 “乾
燥”하나, “濇”이 나타나면 진실로 陰虛하면서 陽도 또한 虛
하므로 비록 “乾燥”하면서도 “不飮”하는 것으로, 張177)는 
“人不飮”하면 胃氣가 虛하므로 “脈自濇”하고 津液이 內渴하
여 脣口에 榮養하지 못하므로 “脣口乾燥”한 것으로, 張178)
는 胃虛로 “不飮”하여 肺가 布할 수 없고 脾가 輸할 수 없
어서 脈道는 不利하고 津液은 不行하므로 “脈自濇, 脣口乾
燥”하는 것으로, 魏179)는 종일토록 ‘不欲飮水’하면 그 맥은 
반드시 “濇”한데, 中焦에 停水寒痰이 凝滯膠固하여 胃陽이 
不足하면서 氣行이 不暢하므로 “濇”脈이 나타나고, 水濕의 
邪氣가 正津을 隔阻하여 化津하여 喉舌을 滋潤할 수 없고 
脣口는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乾燥”한 것으로, 
章180)은 “人不飮”에서 飮字 뒤에 食字가 탈락된 것으로 보
고, ‘人不飮食’하면 胃가 津液生化를 할 수 없어서 榮血이 
少하면서 “脈濇”하고, 脾胃의 氣가 脣口에서 榮하는데 津氣
가 不升하므로 “脣口乾燥”한 것으로 이해하 다.

9. 問曰：人愧者, 其脈何類? 師曰：脈浮而面色乍①白乍赤.
【註釋】
① 乍 : 忽也
【校勘】
脈經ㆍ卷第一ㆍ辨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其脈何類”가 

“其脈何等類”로, “脈浮而面色”이 “其脈自浮而弱, 面形”으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乍白乍赤”뒤에 “也”가 있다.

【解釋】
묻기를 :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맥이 어떠합니까? 

스승이 말씀하시길 : 맥은 浮하면서 그 얼굴색은 일시적으
로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한다.

【諸家學說 比較】
본 조문에 하여 成181)은 “愧”는 羞[부끄러움]인데, 

“愧”하면 神氣가 怯弱하므로 “脈浮”하면서 面色은 變改하여 
不常한 것으로, 方182)은 “愧”는 慚[부끄러움]인데, 神이 游
不定하므로 血氣가 亂하면서 變化하는 것으로, 張183)은 心
은 神을 藏하는데 “人愧”하면 神氣가 消阻하므로 “脈浮”하
고 ‘浮’는 虛浮이며, 心氣가 內虛하므로 “面色乍白乍赤”하고 
‘乍白乍赤’은 恍惚하면서 無定한 것으로, 張184)은 “愧”는 心
에 屬하는데, 心에 慚愧[부끄러움]가 있으면 神消氣阻하여 
中에는 主하는 바가 없으므로 脈氣는 外浮하고 面色은 赤
白하면서 無定한 것으로 이해하 다.

10. 問曰： 經① 說脈有三菽②, 六菽重者, 何謂也? 師
曰：脈人以指按之, 如三菽之重者, 肺氣也; 如六菽之重者, 心
氣也; 如九菽之重者, 脾氣也; 如十二菽之重者, 肝氣也; 按之
至骨者, 腎氣也. 菽者, 小豆也. 假令下利, 寸口, 關上, 尺中
悉不見脈, 然尺中時一小見, 脈再擧頭③一云按投者, 腎氣也; 
若見損脈④來至, 爲難治. 腎謂所勝脾, 脾勝不應時.

【註釋】
① 經 : 難經을 말한다. 
② 菽 : 모든 종류의 콩을 총칭한 것으로 ‘三菽’, ‘六菽’은 

진맥 시 손끝에 주는 힘의 輕重을 뜻한다.
③ 脈再擧頭 : 맥박이 호흡을 따라 다시 손끝에 動하는 

것을 뜻한다.
④ 損脈 : 맥박이 一呼에 한번, 一吸에 한번 뛰는 맥을 

17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173)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9.
174)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2.
175)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76) 淸･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硏究院圖書館藏, 1677. 
177)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178)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79)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8.
180)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9.
18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182)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9.
183)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184)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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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校勘】
脈經･卷第一･持脈輕重法第六에는 본 조문이 難經･5難

과 동일한 조문으로 되어 있다. 桂林本에는 “菽者, 小豆也”, 
“一云按投”, “腎謂所勝脾, 脾勝不應時”가 빠져 있고, “若見損
脈來至”가 “若見損至脈來”로 되어 있다.

【解釋】
묻기를 : 難經에서 말하길 “맥에는 콩 세 개와 여섯 개

의 무게가 있다”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스승이 말씀하시길 
: 맥을 사람의 손가락으로 누를 때, 콩 세 개의 무게로 눌
러서 느껴지는 것은 肺氣이고, 콩 여섯 개의 무게로 눌러서 
느껴지는 것은 心氣이며, 콩 아홉 개의 무게로 눌러서 느껴
지는 것은 脾氣이고, 콩 열두 개의 무게로 눌러서 느껴지는 
것은 肝氣이며, 뼈에 닿도록 눌러서 느껴지는 것은 腎氣이
다. 菽은 작은 콩이다. 가령 (환자가) 설사를 하면 寸口와 
關上, 尺中에 모두 맥이 나타나지 않는데, 尺中에 간혹 작
은 맥이 나타나고 호흡에 따라 맥이 두번 動하면 腎氣가 
있는 것이다. 만약 損脈이 나타나면 이는 치료하기 어렵다. 
신은 비가 勝하는 장기이나 비의 勝함이 때에 맞지 아니한 
것이다.

【諸家學說 比較】
“脉有三菽, 六菽重者”에 하여 成185)은 難經･5難을 

인용하여 (診脈시에 指力의 輕重에 의해) 각각 그 主하는 
부분에 따라 그 藏氣를 살피는 것으로, 方186)은 難經本義
의 “肺居 上, 心在肺下, 脾在心下, 肝在脾下, 腎在肝下”를 
인용하여 五臟은 上下의 순서로 居하므로 그 氣의 이름[至]
은 皮膚를 떠나 이와 같은 遠近의 략[約摸]이 있는 것으
로, 程187)은 脈은 陰陽에 근본을 두고 五行을 따라 生하며 
五行은 五臟에 合하는데, 五藏氣의 모임[所朝]에는 각기 層
屬이 있고 五藏氣의 순서[所次]에는 각기 方位가 있으며 
그 사이에서 體象은 形에 가깝고 稟受는 胃에 의지하며 休
旺은 時를 따르고 勝負는 制에 있으며, 浮･中･沈은 五藏氣
가 모이는[所朝] 層序이고, 擧･按･尋은 診脈시 指下의 權衡

이므로, “三菽, 六菽”은 ‘擧’로부터 輕重을 나누어 心肺의 氣
를 변별하고, “十二菽, 按至骨”은 ‘按’으로부터 輕重을 나누
어 肝腎의 氣를 변별하며, “九菽”인 ‘擧之下, 按之上’은 輕重
이 勻하여 脾氣를 변별하는 것이며, 擧按輕重의 사이에서 
五藏氣의 有餘와 不足을 알 수 있는 것으로, 張188)은 “三
菽”은 輕取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고, “六菽, 九菽, 十二菽”
은 輕에서 重으로, 擧에서 按으로 骨에 이르므로 肺心脾肝
腎은 上에서 下로 위치하며 그 診法은 浮中沈으로 五臟의 
脈을 살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으로, 張189)은 五臟에 高下
의 다름이 있으므로 按脈에 浮中沈의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것으로, 吳190)는 “菽豆”는 ‘輕重’을 槪略하여 말한 것이지 
그 形을 이른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 다.

“假令下利, 寸口, 關上, 尺中悉不見脉, 然尺中時一小見, 脉
再擧頭者, 腎氣也”에 하여 成191)은 “下利, 不見脉”은脈
經･卷第四･辨三部九候脈證第一의 “冷氣在胃中, 故令脈不通
也.”를 인용하여 冷氣가 脾胃에 客한 것이고, “尺中時一小
見, 脉再擧頭”은 脾가 虛하여 腎氣가 乘한 것으로, 盧192)는 
腎의 眞氣인데 비유하자면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으로, 
張193)은 (앞부분의 “三菽∼十二菽”이 浮中沈으로 五臟의 
脈을 살피는 것인데 反하여) 診法에는 또한 寸關尺으로 살
피는 法이 있으므로 “假令下利”로 예를 들어 펼친 것인데, 
下利로 인하여 無脈하고 尺中에 小見함으로 인하여 三部의 
脈이 再擧할 수 있으며, 尺脈은 腎을 主하므로 腎氣를 말하
고, 尺이 腎氣를 主하면 關이 脾胃의 氣를 主하고 寸이 心
肺의 氣를 主하는 것은 번거롭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張194)은 浮中沈･擧按의 輕重으로 五藏氣를 
살피고 또한 寸關尺의 上下로 五藏氣를 살피므로 “假令下
利”를 말했는데, 이를 빌어서 脈이 腎에서 起하여 下에서 
上으로[由下而上], 陰에서 陽으로[由陰而陽] 가는 뜻을 밝
힌 것으로, 氣가 오직 下泄하면서 上達의 機가 없는데, 腎
의 生氣가 끊어지지 않아서 三部의 脈이 再擧할 수 있으므
로 “腎氣”를 말한 것으로, 魏195)는 少陰病 下利의 難治證을 
밝힌 것으로 少陰病에 下利가 나타나면 ‘上厥下竭’을 이루

18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186)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9.
187)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7. 
188)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189)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90)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7. 
19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192)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193)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194)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195)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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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寸口, 關上, 尺中悉不見脉, 然尺中時一小見”하고 常中
에 그쳤다가 “再擧頭”는 ‘代脈’인데 더욱 危候가 되는 것으
로, 吳196)는 下利가 甚하고 元氣가 中에서 暴奪하며 寸關
尺에서 전부 脈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땅히 죽는데, 그 죽지 
않는 자는 반드시 “尺中時一小見”하고, “再擧頭者”는 ‘一呼
再起頭, 一吸再起頭’하여 도합 四至하는데 “尺中時一小見”의 
맥이 四至하면 腎間生氣의 根源이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下利가 그치지 않아도 오히려 易治인 것으로, 章197)은 營
은 脈中을 行하고 營氣는 中焦에서 起하는데 下利하여 中
氣가 陷하므로 “寸口, 關上, 尺中悉不見脉”하고, 尺中은 小
見한데 關寸은 “再擧頭”하면서 出하는 것은 腎氣가 끊어지
지 않으면서 營氣가 接續한 것으로 받아들 다.

“若見損脉來至, 爲難治”에 하여 成198)은 尺中의 脈이 
다시 더욱 減少하면 腎氣 역시 衰하여 脾가 다시 勝하는데 
鬼賊이 相刑하므로 “難治”이며 脾가 勝하여 때에 맞지 않은 
것으로, 盧199)는 脈의 옴[來]이 호흡에 따라 두 번 이르고 
다시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므로 ‘無魂’이라 이름하며 “難治”
가 되는 것으로, 張200)과 張201)은 三部의 脈은 모두 腎氣
를 빌어서 生하는데 ‘一息再至’를 “損脉”이라 하고 비록 尺
中에 小見하지만 生氣가 衰微하면 三部가 再擧할 수 없으
므로 “難治”라고 이른 것으로, 魏202)는 “損脉”은 ｢平脈法｣
23조의 “惵卑相搏, 名曰損”인데 개 弱脈이며, 때로 한번 
이르고 또 그쳤다 다시 오면서 弱을 겸하니 腎氣가 將絶하
는 것으로, 吳203)는 (앞서의 “再擧頭者”는 ‘一呼再起頭, 一
吸再起頭’하여 도합 四至하고, “尺中時一小見”의 맥이 四至하
면 易治인데 반하여) ‘一息二至’를 “損脉”라 하고 氣가 衰하
여 胃氣가 없으므로[氣衰無胃] “難治”인 것으로, 黃204)은 
“損脉”을 ‘遲脈’으로, 章205)은 一息에 脈이 三至는 遲가 되
고 兩至는 損이 되며 만약 비록 擧頭하지만 “損脉”을 나타내
면 그 근본이 이미 敗하여 難治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 다.

11. 問曰：　 脈有相乘①，有縱②有橫③，有逆④有順⑤, 何謂
也?　師曰: 水行乘火, 金行乘木, 名曰縱; 火行乘水, 木行乘金, 
名曰橫; 水行乘金, 火行乘木, 名曰逆; 金行乘水, 木行乘火, 
名曰順也.

【註釋】
① 乘 : 克賊也
② 縱 : 縱任其氣, 乘其所勝
③ 橫 : 其氣橫逆, 反乘所不勝
④ 逆 : 子行乘母
⑤ 順 : 母行乘子
【校勘】
脈經ㆍ卷第一ㆍ從橫逆順伏匿脈第十一에는 “名曰順也”가 

“名曰順”으로 되어 있다. 
【解釋】
묻기를 : 맥에는 서로 乘하는 바가 있어 縱, 橫, 逆, 順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스승이 말씀하시길 : 水
가 火를 乘하고 金이 木을 승하는 것을 縱이라 하고, 火가 
水를 승하고 木이 金을 승하는 것을 橫이라고 하며, 水가 
金을 승하고 火가 木을 승하는 것을 逆이라고 하고, 金이 
水를 승하고 木이 火를 승하는 것을 順이라고 한다.

【諸家學說 比較】
본 조문에 하여 成206)은 “縱”은 乘其所勝, “橫”은 乘所

不勝, “逆”은 子乘母, “順”은 母乘子이고 “縱橫”은 恣縱, 恣
橫의 뜻과 통하는 것으로, 方207)은 앞의 조문(10조)은 脈
이 五臟에 근원하고 二五에 合하여 部位의 次第를 이룸을 
말하고 脈의 시작되는 바를 推明한데 반해 본 조문(11조)
은 脈이 五行 刑生制化의 뜻을 갖추고 五臟六腑 吉凶死生
의 樞機가 脈의 大要이면서 그 때문에 이 道의 根源을 볼 
수 있음을 말한 것으로, 盧208)는 “縱橫逆順”은 脈象, 時序, 
腑臟, 氣運, 五氣, 五色, 五色人에서 求할 수 있으니 모두 
我勝, 勝我, 生我, 我生으로 決斷할 수 있는 것으로, 張209)

196)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7. 
197)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5.
19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199)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200)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201)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202)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9.
203)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7. 
204) 淸･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82.
205)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5.
20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207)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0. 
208)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209)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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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脈有相乘”은 經脈이 相乘하고 血氣가 不和하여 病이 된 
것이고, “縱橫逆順”에서 相乘而當하면 “縱順”이고, 相乘不當
하면 橫逆인 것으로, 張210)은 “乘”이란 그 間隙으로 因하여 
乘하는 것이고, “相乘”이란 五臟은 五行에 屬하는데 五行에
는 일정한 生克不易의 이치가 있어서 그 ‘當克而克’, ‘不當
克而克’을 모두 이르며, “從”은 我所勝者를 다시 乘하여 從
勢而往, 無所顧慮를, “橫”은 我所不勝者를 감히 乘하여 橫肆
妄行, 無復忌憚을, “逆”은 生我者를 내가 반 로 乘하여 以
下犯上, 背逆無道를, “順”은 我生者를 내가 乘하여 以尊臨
卑, 名正言順을 말하는데, 이것은 經脈이 不和하여 五藏이 
스스로 서로 乘勝하여 病이 된 것이므로 脈을 논하여 단지 
縱橫逆順의 이름을 열거할 뿐 縱橫逆順의 脈을 열거하지 
않은 것으로, 魏211)는 五行生克의 원리로 脈의 衰旺을 辨
別한 것인데, ‘乘’하는 것은 病邪이고, ‘乘함을 받는 것’[所
乘]은 正氣이므로 五臟의 邪가 五臟의 正을 乘犯한 것이며, 
病證의 百端을 四乘으로 다할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正과 
邪의 盈絀을 살펴서 治法의 難易를 알 수 있는 것으로, 
吳212)는 사람의 五脈으로 五藏不平을 살피는 診法인데, 
“縱”은 相克, “橫”은 反侮, “逆”은 倒施, “順”은 相生의 관계
를 말하고, 五臟의 脈은 肝弦, 心洪, 脾緩, 肺浮, 腎沈으로 
五臟이 각각 本脈에 나타나면 無病이며, 만약 다른 脈이 나
타나면 이로 미룰 수 있는데, “縱”은 病甚, “橫”은 病微, 
“逆”은 病虛, “順”은 病實이 되는 것으로, 章213)은 五臟은 
五行의 氣를 稟賦하여 각기 本臟의 脈形이 있는데, 臟氣가 
不和하면 서로 乘侮하므로 五行生克의 원리를 미루어 縱橫
逆順의 道를 밝힌 것으로, 예를 들어 腎의 脈은 沈靜한데 
左寸心部에서 나타나면 “水乘火位”하고, 肺의 脈은 浮短한
데 左關肝部에서 나타나면 “金乘木位”하여 放縱無忌하므로 
“縱”이라 하고, 心의 脈은 浮洪한데 兩尺腎部에서 나타나면 
“火乘水位”하고, 肝의 脈은 弦長한데 右寸肺部에서 나타나
면 “木乘金位”하여 强橫之甚하므로 “橫”이라 하며, 腎의 脈
이 肺部에서 나타나면 “水乘金位”하고, 心의 脈이 肝部에서 
나타나면 “火乘木位”하여 子之侮父와 같으므로 “逆”이라 하
고, 肺의 脈이 腎部에서 나타나면 “金乘水位”하고, 肝의 脈
이 心部에서 나타나면 “木乘火位”하여 父來生子와 같으므로 

“順”이라 하며, 여기서 心肝肺腎의 四臟을 예로 들었으나 
脾土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脾胃의 맥은 緩和하여 그 氣가 
四臟을 貫通하니 마치 四季에 辰戌丑未의 旺盛이 있는 것
과 같으므로, 四臟의 맥이 和緩을 겸하지 않으면 서로 乘侮
하여 병이 되므로 脈은 胃氣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12. 問曰: 脈有殘賊①，何謂也? 師曰: 脈有弦緊浮滑沈濇, 
此六脈名曰殘賊, 能爲諸脈作病也.

【註釋】
① 殘賊 : 傷殘賊害로 大害를 뜻한다.
【校勘】
脈經･卷第一･辨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何謂也”가 “何

謂”로, “脈有弦緊浮滑沈濇”이 “脈有弦, 有緊, 有濇, 有滑, 有
浮, 有沈”으로, “名曰”이 “爲”로, “能爲諸脈作病也”가 “能與諸
經作病”으로 되어 있다.

【解釋】
묻기를 : 맥에는 殘賊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 맥에는 弦, 緊, 浮, 滑, 沈, 濇의 
여섯 종류의 脈象이 있는데 이를 殘賊이라 칭하니 이러한 
맥상들은 모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諸家學說 比較】
본 조문에 하여 成214)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을 ‘八

邪’라 하고 風寒暑濕은 外를 傷하고 饑飽勞逸은 內를 傷하
며, 經脈은 榮衛이고 榮衛는 陰陽이므로 모든 經脈이 병드
는 것은 반드시 風寒暑濕이 榮衛를 傷하고 陰陽에 客하는
데, 風은 脈“弦”, 寒은 脈“緊”, 中暑는 脈“滑”, 中濕은 脈“濇”, 
陰에 傷은 脈“沈”, 陽에 傷은 脈“浮”이므로 “殘賊”이란 傷하
게 하는 것[傷良]을 “殘”, 害를 입히는 것[害良]을 “賊”이라 
하고 正氣를 傷害할 수 있는 것으로, 方215)은 “殘”은 傷이
고 “賊”은 害인데, “浮, 滑”은 陽盛이고, “沈, 濇, 弦, 緊”은 
陰盛으로 陽盛은 太過가 되고, 陰盛은 不足이 되어 모두 
‘可怪之脈’으로 血氣를 傷害할 수 있으며, “諸脈”은 각 部의 
脈을 말하고, “作”은 “起”이며, “六”을 말한 것은 각 部의 脈
中에 나타나면 모두 그 部에 病을 야기하는 것으로, 程216)

210)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211)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60.
212)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7. 
213)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6. 
21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215)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1. 
216)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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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前인 11조에서 말한) ‘相乘’은 正氣虛의 脈으로 
그 虛한 바를 따라 傳及하는 것이고, “殘賊”은 邪氣實의 脈
으로 상 가 강함을 지니고 나에게 虐及하는 것으로, “殘
賊”은 暴虐의 이름[名]으로 脈中에 이것이 있다면 마땅히 
實邪에 속하지만 역시 分辨이 있으니, “殘”은 ‘明傷’으로 發
病이 暴急하고 實에 속하는 것이 많고, “賊”은 ‘暗襲’으로 
발병이 漸進하고 虛에 속하는 것이 半이며, “弦緊浮滑沈
濇，此六脈”은 어느 부위의 脈을 막론하고 이 脈이 겸하여 
나타나면 邪氣가 이를[至] 것을 바로 막는데, 傷寒, 瘧痢의 
類는 종종 모두 그러한 것으로, 張217)은 (아래 13조와 연
계하여) 諸脈作病을 “殘賊”, 變異無常을 “災怪”라고 하 는
데, 저 脈이 “弦”은 減, “緊”은 寒, “浮”는 虛, “滑”은 實, “沈”
은 純陰, “濇”은 無血이 되므로 “弦緊浮滑沈濇, 此六脈”은 
모두 殘賊의 脈이 되고 ‘諸脈作病’이 되는 것으로, 魏218)는 
“弦緊”은 陰病脈으로 陽正脈의 柔緩을 해치고[殘賊], “浮滑”
은 陽病脈으로 陰正脈의 和緩을 해치고[殘賊], “沈濇”도 역
시 陰病脈으로 陽正脈의 流行充暢을 해치는[殘賊] 것으로, 
黃219)은 “殘賊”은 殘害하면서 賊克하는 것으로, 木旺하면 
脈弦한데 土虛者는 忌하고, 水旺하면 脈緊한데 火虛者는 忌
하고, 表盛하면 脈浮한데 裏虛者는 忌하고, 裏盛하면 脈沈
한데 表虛者는 忌하고, 血盛하면 脈滑한데 氣虛者는 忌하
고, 氣盛하면 脈濇한데 血虛者는 忌하는 것으로, 章220)은 
“弦”은 肝氣肆橫, “緊”은 陰邪固結, “浮”는 氣逆不和, “滑”은 
痰火壅盛, “沈”은 氣閉不伸, “濇”은 營血虛滯로, 한 부분에 
이 六脈이 나타나면 모든 부분의 脈을 병들게 할 수 있으므
로 “殘賊”이라 이름[名]하는데, 예를 들어 弦脈이 脾胃에 나
타나면 疼痛, 嘔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 다.

13. 問曰: 脉有災怪①, 何謂也? 師曰: 假令人病, 脉得太陽, 
與形證相應, 因爲作湯, 比還送湯, 如食頃, 病人乃大吐, 若下
利, 腹中痛. 師曰: 我前來不見此證, 今乃變異, 是名災怪. 又
問曰：何緣作此吐利? 答曰: 或有舊時服藥, 今乃發作, 故爲災
怪耳.

【註釋】
① 災怪 : ‘災’는 ‘害’이고 ‘怪’는 ‘奇’의 의미로 服藥후 오

히려 병이 심해지는 경우를 뜻한다.
【校勘】
脈經･卷第一･辨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問曰”이 빠져 

있고, “何謂也”가 “何謂”로, “與形證相應,”이 “脈與病形證相
應”으로, “如食頃”이 “之時”로, “病人乃大吐”가 “病者因反大
吐”로, “腹中痛”이 “病腹中痛”으로, “師曰”이 “因問言”으로, 
“我前來不見此證”이 “我前來脈時, 不見此證”으로, “今乃變異”
이 “今反變異”로, “是名災怪”가 “故是名爲災怪”로, “又問曰”
이 “因問”으로, “或有舊時服藥”이 “或有先服藥”으로, “今乃發
作”이 “今發作”으로, “故爲災怪耳”가 “故爲災怪也”로 되어 있
다. 桂林本에는 “何緣作此吐利”가 “何緣得此吐利”로, “答曰”
이 “師曰”로 되어 있다.

【解釋】
묻기를 : 맥에는 災怪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

승님이 말씀하시기를 : 가령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맥이 
태양병맥이고 증상과 서로 부합된 것이기에 이로써 탕약을 
지어주어 집으로 돌아가 탕약을 복용하게 하 는데 약 한 
식경이 지나 환자가 크게 토하고 간혹 설사하며 복통이 생
겼다.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 내가 전에 이러한 병증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러한 이상한 변화가 있으니 이를 
이름하여 재괴라고 한다. 또 묻기를 : 어떠한 이유로 이처
럼 토하고 설사합니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 혹여 전에 
다른 약을 복용하 다면 지금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이를 재괴라고 하는 것이다.

【諸家學說 比較】
본 조문에 하여 成221)은 의사가 脈證과 藥을 相對하

으나 반 로 變異하여 그 災殃이 怪異하므로 “災怪”라 이름
[名]한 것으로, 盧222)는 脈證을 評하고 處方하여 복용 후
에 吐利하므로 “災怪”라 했는데, 그러면 먼저의 脈證은 藥
이 轉하는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약이 병을 이기지[勝] 
못하는가? 병이 약을 이기지[勝] 못하는가?로, 程223)은 望
聞은 진실로 의사의 일로 환자가 추호도 숨기는 바가 없어
야만 의사의 長技를 다할 수 있으므로 다시 이 조문을 내
어서 환자의 服藥에 의사를 속이는 警戒로 삼았는데, “災”
는 스스로 일으켰는데 반 로 괴이함[怪]이 의사에게 미치

217)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218)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60.
219) 淸･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93.
220)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9. 
22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222)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223)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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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災怪”라 이른 것으로, 張224)은 脈과 形證이 相應하는
데 복약 후 전에는 원래 없던 證이 지금 돌연 變異하 으
므로 “災怪”라 하 으며, 혹은 옛날에 복용한 약이 지금 발
작한 것은 한 식경 전에 탕제를 복용하 다고 말했으나 투
약한 약이 아직 경맥을 모두 돌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옛날
에 복약하 기 때문으로, 魏225)는 반드시 옛날에 복용한 
寒凉한 약이 裏에 있는데, 表를 치료하면서 반드시 散邪升
陽하는 약을 복용하여 寒邪는 表에 있는데 아직 驅逐하지 
못하면서 寒藥은 裏에 있어서 먼저 발작한 것으로, “上吐下
利”는 辛溫한 藥이 破陰行陽하 기 때문에 “災怪”라 하지만 
寒藥이 몸에 남은 것은 發作하면서 吐瀉하여 表邪 역시 치
료하지 않아도 반드시 스스로 除去될 것인데, 왜 그런가 하
면 裏氣가 스스로 안에서 發作하여 邪氣도 表에 붙어있지 
못하고 吐하여 上越하면 반드시 땀이 나면서 풀릴 수 있으
면 이 處方이 잘못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功이 있는 것
으로, 吳226)는 “脉有災怪”는 藥으로 인하여 災怪로 변한 것
으로, 望聞은 진실로 의사의 일로 환자가 추호도 숨기는 바
가 없어야만 바야흐로 의사의 長技를 다할 수 있는데, 仲景
은 환자가 服藥을 의사에게 告하지 않고 의사가 어떤 약을 
先服用했는지 묻는 것을 놓쳤으므로 이 조문을 내어서 경
계로 삼은 것으로, 章227)은 病에는 錯誤가 없었으나 服藥 
후에 “吐下腹痛”하니 원래 진료시의 病證과 부합하지 않으므
로 “災怪”라 하 고, 혹은 옛날 복용했던 藥이 부합하지 않
거나, 혹은 別邪를 重感하 거나, 혹은 他物을 誤食하여서인
데, 모두 마땅히 상세히 살펴야만 억울한 원망을 면할 수 있
을 것으로, 周228)는 “脉有災怪”는 脈이 아니고 病이며, 병도 
아니고 환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인데, 이것은 환자가 情 때
문에 의사의 過誤를 告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하 다.

Ⅳ. 考察

1조는 宋本 傷寒論 ｢平脈法｣편의 첫 조문으로서, 문답의 

형식으로 脈位, 常脈, 變脈, 時脈, 病脈 등 平脈의 綱領을 
제시하고 있다. 脈의 來源은 “因息游布, 津液流通.̥ 隨時動
作, 效象形容”으로, 脈의 度數는 “出入昇降, 漏刻周旋, 水下
百刻, 一周循環,̥ 當復寸口, 虛實見焉.”으로, 診脈의 部位는 
“脈有三部, 尺寸及關”으로, 常脈은 時脈인 “春弦秋浮, 冬沈
夏洪”과 藏脈인 “腎沈心洪, 肺浮肝弦”을, 病脈은 “風則浮虛, 
寒則牢堅; 沈潛水滀, 支飮急弦; 動則爲痛, 數則熱煩”으로 설
명하고 있다.

본 조문은 脈經｢卷第五･張仲景論脈第一｣의 全文에 해
당하는데, 王淑和가 脈經과 傷寒論｢平脈法｣편을 混入하

다는 가설229)230)231)이 맞다면, 脈經에서 ‘張仲景論脈’
이라고 題한 유일한 篇의 全文이라는 점에서 仲景의 原文
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王淑和가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
하 다고 추정할 수 있다.

問曰의 “脈有三部”에 하여 師曰에서 “脈有三部, 尺寸及
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脈診의 부위로 遍診法(三部
九候法), 三部診法(人迎, 寸口, 趺陽), 寸口診法(獨取寸口
法) 등을 들 수 있는데, 傷寒論｢序文｣에 “人迎, 跌陽, 三
部不參”이라는 언급이 있고, ｢辨脈法｣편(19, 21, 26조)과 ｢平
脈法｣편(25, 27, 30, 32, 34, 36, 38, 40조) 및 傷寒論 
本文(247, 362조)에서도 趺陽脈을 기술하고 있으나, 難
經･18難의 “맥에는 三部九候가 있는데, 각각 어떠한 질병
을 주관하는가? 三部는 寸關尺이다...”(脈有三部九候, 各何
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와 유사한 문답을 보이고 있
다. 傷寒論의 일반적인 診脈法은 寸口脈을 통해 전신의 
질환과 허실을 감별하고 趺陽脈을 통해 胃氣의 有無盛衰를 
판단하는데, 본 조문에서도 촌구맥의 중요성과 의의(“一周
循環,̥ 當復寸口, 虛實見焉.”)를 서술하고, 臟脈 중 脾를 제
외(“腎沈心洪, 肺浮肝弦”)하여 胃氣의 보편성을 나타냈으며, 
傷寒論 寸口診法의 특징인 寸關尺分候三焦法(“三部不同,
病各異端”, “三焦別焉, 知其所舍”)과 陽寸陰尺法(“尺寸參差”) 
및 陽浮陰沈法(“上下乖錯”)의 일단이 보여진다. 

問曰의 “陰陽相乘”과 師曰의 “變化相乘, 陰陽相干”, “邪不
空見, 終必有奸”을 통하여 ‘乘’과 ‘干’을 병리변화의 핵심적
인 기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陰陽相乘”에 하여 張232)은 

224)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225)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61.
226)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7. 
227)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9.
228)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2.
229) 淸･魏荔彤, 傷寒論本義, 中醫古籍出版社, 1997.
230) 元･王履, 醫經溯洄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231) 明･方有執, 傷寒論條辨, 人民衛生出版社,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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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은 陰에서 生하면서 陰을 乘하고, 陰은 陽에서 生하면서 
陽을 乘하는 것으로, 吳233)는 (조문의) “脈有三部”하고 上
陽下陰이 되는데, 陰陽이 偏하면 相乘하고 病이 되는 것으
로, 陳234)은 陰陽의 상호 향으로, 李235)는 陰陽이 不和하
여서 상호 干犯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다소간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辨脈法｣ 3조의 “陽脉不足, 陰往乘之”, ｢平脈法｣ 
11조의 “脉有相乘…水行乘火…”, 43조의 “諸乘寒者則爲厥”, 
44조의 “五臟六腑相乘”, 45조의 “諸陽浮數爲乘腑”, 傷寒論 
본문의 108조 “肝乘脾”, 109조 “肝乘肺”의 용례로 볼 때, 
‘乘’은 五行五臟간에는 相克이 過勝한 것이나, 陰陽간에는 
偏重되어 侵犯[干犯]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變化
相乘, 陰陽相干”과 “終必有奸”에 하여 方236)은 ‘乘, 因也’, 
‘干, 犯也’, ‘奸, 犯傷也’로 注解한 바 있듯이, ‘乘’과 ‘干’은 
모두 ‘不和하여 偏重되고 다른 쪽을 侵犯’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조문에서 “榮衛血氣”는 “在人體躬, 呼吸出入, 上下於中, 
因息游布, 津液流通.̥ 隨時動作, 效象形容”하고, “榮衛流行”은 
“出入昇降, 漏刻周旋, 水下百刻, 一周循環,̥ 當復寸口, 虛實見
焉”으로 脈의 來源과 度數를 나타내었는데, 종합하자면 營
衛氣血의 流行은 呼吸出入에 따라 出入升降하고 游布되어 
一身을 순환하고 다시 寸口로 돌아오므로, 脈이란 呼吸에 따
라 인체 經脈을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營衛氣血의 연장선이
며, 寸口診法을 통해 營衛氣血의 虛實을 판단할 수 있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成237)은 難經･一難을 인용하
여 호흡[息]에 따른 脈行을 詳論하 고, 方238)은 手太陰肺
經의 순환으로 보충하 으며, 黃239)은 寅時에서 丑時까지 
脈氣 순환의 時辰을 보완하 으나, 내용상 차는 없다.

“春弦秋浮, 冬沈夏洪”과 “腎沈心洪, 肺浮肝弦”은 常脈인 
時脈과 藏脈을 나타내는데, 成240)은 榮衛의 순환은 方位와 
四時에 應하는 것으로, 方241)은 ‘弦･洪･浮･沈’의 맥상이 五
行配屬의 物性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 다.

病脈의 사례를 나타내는 “風則浮虛, 寒則牢堅, 沈潛水滀, 
支飮急弦, 動則爲痛, 數則熱煩” 중 “風則浮虛, 寒則牢堅”에 

하여 成242)은 風傷陽으로 浮虛脈이, 寒傷陰으로 牢堅脈
이 나타나는 것으로, 方243)은 風은 陽邪이고 陽主外하므로 
浮虛脈이, 寒은 陰邪이고 陰主內하므로 牢堅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吳244)는 脈浮無力은 虛와 風이 되고, 牢堅有力은 
實과 寒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傷寒論의 기본 
병기로는 成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方이 
뒷구문과 연계하여 ‘浮･沈･牢･弦’은 脈의 이름이지만 ‘虛･
堅･潛･急’은 脈의 성질을 형용하 다는 설명도 상당한 타당
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沈潛水滀, 支飮急弦”에 하여 成245)은 內에 蓄積된 것
을 “水滀”이라 하고 맥은 沈潛하고, 外로 支散한 것을 “支
飮”이라 하고 맥은 “急弦”한 것으로, 方246)은 水飮이 內에 
聚한 것을 “水滀”이라 하고 “沈潛”內伏하고, 外로 薄한 것을 
“支飮”이라 하고 “急弦”外暴한 것으로, 張247)은 下에 “水滀”
하면 “沈潛”하고, 中에 “支飮”하면 “急弦”한 것으로 설명하

는데, 水滀과 支飮을 병변으로, 沈潛과 急弦을 그 성질로 
파악하는데서 의미상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支飮”이
란 金匱要略･痰飮欬嗽病脉證幷治第十二에서 ‘欬逆倚息, 短
氣不得臥, 其形如腫’을 이르는 것으로, 그 病位가 ‘膈間’ 또
는 ‘胸中’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成248)과 方249)이 ‘支散於
外’, ‘薄於外’로 파악한 것 보다는 張250)의 ‘水滀於下’, ‘支飮

232)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1.
233)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234) 陳亦仁, 傷寒論譯釋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p.154-157.
235) 李培生, 高等醫藥院校敎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236)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5.
23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38)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5.
239) 淸･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82. 
24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41)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5. 
24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43)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6.
244)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24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46)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6.
247)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1.
248)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49)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6.
250)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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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中’의 설명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2조는 呼吸은 脈의 先頭이자 基準이므로 호흡시 脈의 疾
遲로 內外虛實을 헤아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呼吸者, 脉之頭也.”에 하여 魏251), 章252), 盧253)는 脈
이 呼吸에서 發源하므로 呼吸은 脈의 ‘根源’이 되는 것으로 
주로 脈의 生成에 초점을 두었고, 成254), 方255), 張256), 
黃257)은 難經･1難의 “人一呼脈行三寸, 一吸脈行三寸, 呼
吸定息脈行六寸”을 인용하여 脈은 氣의 出入을 따라서 오가
는데, 呼吸에 따라 脈이 일정 거리를 行하므로, 주로 呼吸
은 脈의 ‘先頭’가 되는 것을 강조하 으며, 吳258)와 周259)
는 呼吸으로 脈의 至數[紀數]를 정할 수 있으므로 呼吸은 
脈의 ‘基準’이 되는 것을 지적하여 諸家의 見解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脈이 呼吸에 ‘根源’을 두고 생리적 측면에서
는 呼吸하는 氣를 따라 일정하게 흐르므로 呼吸은 脈의 ‘先
頭’가 되면서 병리적, 임상적 상황에서는 呼吸이 脈의 疾遲
를 판단하는 ‘基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來疾去遲, 此出疾入遲”와 “來遲去疾, 此出遲入疾”는 간단
한 구문이나, 의가들의 주석은 매우 다양하다. <표 2> 논
란의 핵심은 “來去”와 “疾遲”, “出入”과 “疾遲”의 主語를 呼
吸과 脈 중의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이다. <표 3> 方260)
과 張261)은 脈은 “來去”하고 呼吸이 “出入”하는 것으로, 
吳262)는 脈의 “出來入去”로, 周263)는 “來去”는 氣의 出入이

고, “出入”은 陰陽氣血의 內外로, 현  의가인 陳264)은 脈
은 “來去疾遲”하고 呼吸이 “出入”하는데 따라 다시 脈이 “疾
遲”하는 것으로, 李265)는 呼吸이 “來去”와 “出入”하고 脈은 
모두 “疾遲”하는 것으로 본 차이가 있다. 즉 “來疾去遲, 此
出疾入遲”의 해석을 예로 들면, 方266)과 張267)의 견해를 
따르면 ‘脈行이 오는 것은 빠르고 가는 것은 느리면 呼吸도 
내쉬는 것은 빠르고 들이쉬는 것은 느린데’로, 吳268)의 견
해를 따르면 ‘脈의 出來가 빠르고, 入去가 느리면’으로, 
周269)의 견해를 따르면 ‘呼吸의 出來가 빠르고, 入去가 느
리면’으로, 陳270)의 견해를 따르면, ‘맥이 오는 것은 빠르고 
가는 것은 느린 것은, 숨을 내쉬면 맥이 빠르고 들이쉬면 맥
이 느린데’[脉来得慢去的快, 这是唿气时脉慢而吸气时脉快]로, 
李271)의 견해를 따르면 ‘숨을 내쉬면 맥이 빠르고 들이쉬
면 맥이 느린데’[气之唿出者为来为出, 气之吸入者为去为入]
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呼吸者, 脉之頭也.”에 이어진 
구체적인 예시 구문이므로, “呼吸”과 “脈”의 관계로 해석되
어야 하고, “出入”은 呼吸의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來去”는 “初持脉”의 반응이므로 부분 脈의 記述
로 보고 있는데, 方272)은 “來”를 骨肉之分로부터 皮膚之際
로 나오고, “去”는 皮膚之際로부터 骨肉之分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章273)은 脈이 自沈而浮는 氣가 오는[來] 것이고, 
自浮而沈은 氣가 가는[去]으로 이해하여 脈의 “來去”를 3차
원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周274)와 李275)는 呼吸의 出入

251)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4.
252)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4.
253)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25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55)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256)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8.
257) 淸･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82.
258)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4.
259)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260)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261)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262)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263)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264) 陳亦仁, 傷寒論譯釋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p.154-157.
265) 李培生, 高等醫藥院校敎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266)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267)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268)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3. 
269)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270) 陳亦仁, 傷寒論譯釋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p.154-157.
271) 李培生, 高等醫藥院校敎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272)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273)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4.
274)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275) 李培生, 高等醫藥院校敎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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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氣의 “來去”로 연계하고 있다. 여기서는 陳276)의 견해를 따라 해석하 다.

醫家 年度 來 去 出 入
成無己 1144 來者爲陽 去者爲陰 出以候外 入以候內
方有執 1593

呼者, 脈之來 
自骨肉之分而皮膚之際, 

氣之升而上
吸者, 脈之去 

自皮膚之際而還於骨肉之分,
氣之降而下

呼者, 氣之出 呼而來 吸者, 氣之入 吸而去
張錫駒 1712 去來者, 脈之去來也. 出入者, 呼吸之出入也.
吳謙 1742 脈出來, 陽也 故以候表 脈入去, 陰也 故以候裏 脈出來, 陽也 故以候表 脈入去, 陰也 故以候裏
章楠 1835 脈自沈而浮者 爲氣之來, 

從內出外
脈自浮而沈者 爲氣之去, 

從外入內 其氣外出 其氣內入
周學海 1893 來去者, 氣之出入也. 出入者, 陰陽血氣之內外也.

표 2. ｢平脈法｣ 2조의 “來, 去, 出, 入”에 한 諸家注釋 비교

醫家 年度 來去 疾遲 出入 疾遲
方有執 1144 脈 呼吸張錫駒 1593
吳謙 1742 脈

周學海 1893 呼吸
陳亦仁 2010 脈 呼吸 脈
李培生 1985 呼吸 脈 呼吸 脈

표 3. ｢平脈法｣ 2조의 “初持脉, 來疾去遲, 此出疾入遲”의 
主語에 한 諸家注釋 비교

“名曰內虛外實也”와 “名曰內實外虛也”에 하여 成277)이 
“疾”은 ‘有餘’이면서 ‘實’이고 “遲”는 ‘不足’이면서 ‘虛’로 이
해한 이래로 부분의 醫家들이 이를 따라 해석하고 있으
나, 가장 후 에 해당하는 章278)은 “出疾入遲”는 그 氣의 
外出은 速하면서 內入은 遲하므로 身表에서 勢盛한 것으로, 
周279)는 “來疾去遲”는 (곧 “出疾入遲”의 동의어로) 出多入少
하면 氣가 外에 出하므로 “外實”하고 陰의 吸入力이 微하므
로 “內虛”한 것으로, 구체적인 病機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조문은 呼吸은 脈의 先頭이자 基準이 되
므로, 脈診의 初期에 脈의 疾遲는 呼氣 및 吸氣와의 관련을 
통해 內外虛實을 판단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3조는 望問診상 증상의 好惡가 혼재된 상황에서 脈診을 
合參하여 豫候를 推斷한 두 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上工望而知之, 中工問而知之, 下工脉而知之”에서 上ㆍ中

ㆍ下로 등급을 나누어 역량을 설명하는 방법은 宋 本 傷
寒論｢序｣의 “孔子云: 生而知之者上, 學則亞之. 多聞博識, 
知之次也.”와 金匱要略 1조의 “上工治未病…中工不曉相
傳…”의 기술양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편의상 ‘上醫는 (환
자를) 보고 알고, 中醫는 물어서 알며, 下醫는 診脈하여 안
다.’로 번역되지만, ‘中醫는 (上醫의) 望診과 더불어 問診하
여 알고, 下醫는 望診, 問診과 더불어 診脈하여 안다’고 이
해되어야 한다. 본 조문의 두 사례는 모두 脈만 보고[診其
脉,脉之] 그 나을 것을 안 것[知其差, 知愈] 같지만, 師到 
하기 전에 病家人請云, 病人云을 통해 望診[自臥, 自坐]과 
問診[苦發熱, 身體疼, 腹內卒痛]의 정보를 획득한 상황에서 
脈診을 合參하여 病勢를 판단하고 있다. 張280)은 본 조문
[3조]은 “脉而知之”를, 다음 4조는 “問而知之”를, 5조는 “望
而知之”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病
家人請云…師到診其脉”의 기술양식은 사실적 묘사나 스토리
텔링상 극적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脉而知
之”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다
음 4조의 “明日師到”에 비하여 시간적 간극이나 望問診상의 
病狀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病家人請云, 病人苦發熱, 身體疼, 病人自臥, 師到診其脈, 
沈而遲者, 知其差也. 若表有病者, 脉當浮大, 今脉反沈遲, 故
知愈也.”의 첫 번째 사례에서 方281), 張282), 章283)은 “發
熱, 身體疼”은 表病인데, 脈이 “沈而遲”로 裏脈 또는 陰脈에 

276) 陳亦仁, 傷寒論譯釋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p.154-157.
27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
278)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4.
279)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280)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8. 
281)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7. 
282)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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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므로 “知其差”한다는 해설을 하고 있는데, 원문의 “病人
自臥” 증상에 별다른 해설이 없고, 단순히 證脈相反의 상황
에서 捨證從脈한 사례로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 때문에 
章284)이 傷寒論 92조의 “病發熱, 頭痛, 脉反沈, 若不差, 
身體疼痛, 當救其裏.”에 四逆湯을 쓴 사례를 들어, 陽證에 
陰脈이 나타나는 병증도 있으므로 맥이 증과 다른 경우 좋
은 예로만 여기지 말고 반드시 外證을 잘 살펴 병의 정황
을 판단해야 한다는 부가를 하고 있다. 

반면, 成285)은 “發熱, 身體疼”의 表病에 상 적으로 “臥不
安”과 “脈浮數”을 表邪가 緩하는 근거로 해석하여 “臥不安”을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인 卓見을 보 으나, 今病人自臥而脈沈
遲 = 有裏脈而無表證 = 知表邪當愈의 논리전개는 “發熱, 身
體疼”의 表證이 사라졌다는 전제이므로 원문을 자의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해석한 문제가 있고, 설사 表證이 나은 것은 
맞다 할지라도 “自臥, 脈沈遲”만 있다면 表邪가 裏部로 傳變
하여 少陰證으로 轉化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知愈也”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魏286)는 “師到” 
이후에 “病人自臥”를 望診하고 ‘不畏風寒, 不令人撫按身體, 旣
不發熱, 不踡足’하다는 排除辨證을 실시하여 太陽病과 少陰病
이 아님을 확인한 후 診脈하여 “沈而遲”하고 ‘예전엔 병을 앓
았으나 지금은 나은[昔疾而今愈] 것을 안다’고 注解하고 있
으나, 이 역시도 원문의 왜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조문의 원문에서 “病家人請云”을 통해 의사가 얻은 환
자의 상태정보는 “發熱”, “身體疼”으로 고통 받고 있으면서
도 환자가 “自臥”하는 3가지 증상인데, “發熱”, “身體疼”은 
表有病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自臥”는 表邪가 緩하려는 증
상일 수 있으므로 의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師到診其脈”한 후 “沈而遲”한 裏脈임을 확인하고 “知其差”
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師到”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는 “發熱, 身體疼, 自臥”로 전형적인 表病과 表緩의 증
거가 혼재해 있었고, “師到”후에도 “發熱, 身體疼, 自臥” 증
상은 계속된 상황에서 맥진상 “沈而遲” 하다지만 (예상했
던) 表病의 전형적인 ‘浮大’에 상 적인 “沈遲”이며 “自臥” 
외에 다른 虛寒證은 없을 것이다. 즉, 본 사례는 捨證從脈
의 상황이 아니라, 병리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望問診의 

증상이 혼재된 상황에서 脈診을 合參하여 그 病勢의 進退
와 病位의 表裏를 推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病人云腹內卒痛, 病人自坐, 師到脉之, 浮而大者, 知其差
也. 若裏有病者, 脉當沈而細, 今脉浮大, 故知愈也.”의 두 번
째 사례에서 환자는 主訴인 問診상의 “腹內卒痛”, 望診상의 
“自坐”, 脈診상의 “浮而大”의 3가지 증상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自坐”는 질환의 증상이라기 보다는 병세를 판단하는 
감별진단을 위한 부가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腹內卒痛”이 
심하다면 누워있거나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야 하지만 환자
는 “自座”하고 있으므로 이미 병세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脈이 浮大한 것을 통해 裏病의 맥상이 
表化하는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을 것임을 추단하 다. 
成287)과 章288)은 “浮而大”를 역으로 해석하여 “腹內卒痛”을 
‘裏寒’, ‘陰邪內結’ 등으로 단정 짓고 있으나, 魏289)의 ‘腹痛’
은 裏病이므로 맥은 沈하고 ‘痛’은 結滯이므로 맥은 細해야 
하는데, 환자가 편안히 앉아있는 證의 情狀과 脈의 消息을 
취하여 이미 차도가 있는 것이며, ‘脈浮大’는 단지 沈細의 
반 로 말한 것일 뿐이지 ‘浮大’가 過하다면 별도로 다른 
병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조는 四診을 合參하여 病情을 診察하고 病勢를 判斷한 
사례와 꾀병[詐病]을 식별하고 처한 사례를 제시하 다. 
앞의 3조와 비교할 때 본 조문의 병례는 “病家人來請云”과 
“明日師到” 사이에 시간적 간극[明日]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病勢가 완연하게 好轉되었으므로 望問聞診만으로 병
세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不必診脈’한 경우이다. 3번의 ‘설
령∼일지라도(even though)’의 구조를 통해, 비록 形證과 
脈證이 서로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완연한 形證을 예후판단
의 근거로 삼고 맥은 따르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조문은 脈經ㆍ卷第一ㆍ辨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앞
부분인 “師曰∼處言已愈”이 빠진 상태로 다음 5조의 앞부분
에 해당하는 “師持脈, 病人欠者, 無病也. 脈之呻者, 無病也.”
에 이어져 본 조문의 뒷부분인 “設令向壁臥∼鍼灸數十百處
乃愈”(詐病 부분)만 실려 있다. 脈經ㆍ卷第一ㆍ第十二는 
제목상 災怪와 恐怖 등의 雜脈을 서술한 부분이므로 詐病

283)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284)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28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286)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4. 
28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288)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289)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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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될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전체 9개 조문들이 모두 ｢平
脈法｣의 5, 7, 8, 9, 12, 13, 21, 22조들이 비교적 온전하게 
실린 반면에, 본 조문만은 脈經에는 없는 앞부분과 결합
하여 3번의 “設令”, 2번의 “向壁臥” 구조와 “設令脈不和”와 
“設令脈自和”의 비를 통해 기술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病家人來請云”했을 때는 환자가 “發熱煩
極”했지만 “明日師到”했을 때는 “向壁臥”하므로 望診만으로
도 “熱已去”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脈診이 불필요’
하며, 설령 “脉不和”하더라도 “已愈”를 단언할 수 있는 경우
로, 諸家의 注釋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魏290)는 發熱은 
손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므로 身凉向壁臥는 向陰得靜
한 것을 안다고 하여 (본 조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明
日의 환자가 “向壁臥”한다면 身凉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吳291)는 맥이 和緩하지 않으면 나았다[愈]고 
말할 수 없으므로 “不和”는 마땅히 ‘自和’로 바뀌어야 한다
고 하 는데, 하루 만에 병세가 좋아졌지만 만일 맥도 自和
할 정도라면 일어나거나 앉아 있어야지 “向壁臥”할 리가 없
으므로 너무 기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脈不和”
는 “發熱煩極”에 상응하는 ‘浮大’한 맥상은 벗어났지만 아직 
緩和하지는 못한 맥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魏292)의 ‘환자
의 情狀으로 그 證의 眞僞를 察識하고 반드시 脈으로 定見
을 삼는다’는 언급과 吳293)의 본 ｢平脈法｣ 1조의 “設有不
應…消息診看…”을 인용하여 만일 證과 脈이 서로 맞지 않
으면 ‘진찰하여 본 것을 참작’[消息診看]해야 하며, 본 경우
는 오늘 보는 것[望]이 어제 묻고 들은 것[問, 聞]과 다른 
것을 참작[消息]해야 한다는 附言은 참고할 만하다.

두 번째 사례는 꾀병[詐病]의 식별과 그 처방법으로 임
기응변식의 以詐治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諸家의 이
해에도 큰 차이는 없다. 다만, “三言三止”에 하여 張294)은 
‘말하고 멈추는데 두서가 있으면서’[言止有次序]로, 章295)
은 ‘말하고자 하나 그치고 얼버무리면서’[欲言又止, 呑吐支
吾]로 이해한 차이가 있는데, 모두 “無病”을 나타낸다는 점
에서 큰 차이가 없고 번역시에는 “말에 조리가 분명하고” 
정도로 같을 것이나, 陳296)의 임상경험으로는 章297)의 설

명이 더욱 적절하다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

5조는 診脈時의 즉각적인 望問診을 통해 고려[Rule In]해
야 할 환자의 병증을 推斷하는 8개의 사례를 제시하 다. 본 
조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診脈時에 환자가 
“하품”[欠]을 하면 “無病”이고, “신음”[呻]을 하면 “病”으로 

조를 이루고 있으며, “言遲”는 “搖頭言” 및 “行遲”와 조를 
이루어서, “말이 느리면”[言遲] “風”病인데 반해 “머리를 흔
들며 말하면”[搖頭言] “裏痛”이고, “말느림”[言遲]은 “風”病인
데 반해 “행동느림”[行遲]은 “表强”으로 환자의 병증을 추론
하 고,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다가올 때의 행위인 “行”遲와 
상 적으로 의사 앞에 앉을 때의 행위인 “坐”는 “坐而伏”과 
“坐而下一脚”으로 비견되며, “行” 또는 “座”와 관계없이 “裏實
護腹, 如懷卵物”인 경우는 “心痛”으로 추론하고 있다<표 4>. 

診脈時 望聞 추론 
질환 診脈時 望聞 추론 

질환
師持脉, 病人欠 無病 ↔ 脉之呻 病

言遲 風 ↔ 搖頭言 裏痛
↕

行遲 表强 ↔
坐而伏 短氣
  ↕

坐而下一脚 腰痛
裏實護腹, 如懷卵物 心痛

표 4. ｢平脈法｣ 5조의 診脈時 환자의 望聞狀과 추론 병증
의 관계

“師持脉”에 하여 張298)은 의사가 ‘단지 맥만 잡으면서 
묻지 않는다’[但持脈而不聞]고 하 는데, 2조의 “上工望而知
之”처럼 望診만으로 진단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 조문은 “師
持脉”할 때 즉각적인 望診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려[Rule In]
할 수 있는 병증이 자연스럽게 推斷된 사례들로서, 四診合參
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確診을 거쳐야 하며, 四診合參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師持脉, 病
人欠者, 無病也.”는 陰陽이 調和롭고 신체가 편안하며 氣機가 
펴[舒]지므로 “欠”이 발생하 고 “無病”으로 볼 수 있다.

290)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5.
291)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0. 
292)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5.
293)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0. 
294)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295)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296) 陳亦仁, 傷寒論譯釋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p.95-112.
297)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298)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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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脉之呻者, 病也.”에서 다른 注家들은 몸이 아파서 자연스레 
呻吟을 내뱉는 것으로 본 반면, 章299)은 腎病으로 적시[呻者, 
腎病也]하고 있는데, 五聲[呼笑歌哭呻] 중 呻이 腎에 歸類되
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다른 장부의 病으로 아프더라도 呻吟은 
나올 수 있으므로 “欠”에 상 적인 “呻”, “無病”에 상 적인 
“病”으로 받아들여야지 견강부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言遲者, 風也.”에서 盧300)와 張301)은 風行이 氣를 손상
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나, 成302), 張303), 章304)은 현재의 
中風[C.V.A]으로 해석하고 있다. “言遲”는 金匱要略･中風
歷節病脉證幷治의 “邪入於臟, 舌卽難言, 口吐涎.”에서 ‘舌卽
難言’으로 볼 수 있다.

“搖頭言者, 裏痛也.”는 “裏痛”이 甚하여 發聲하기 어려워
서 “搖頭”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行遲者, 表强也.”는 太陽表
가 風寒邪를 받아서 筋絡이 引急한 것으로 諸家의 의견이 
일치한다.

“坐而伏者, 短氣也.”에 하여 成305)과 章306)은 裏가 不
和한 것으로, 張307)과 張308)은 呼吸氣의 上下가 서로 접속
할 수 없어서 俯伏하여 그것을 취하려는 것으로, 魏309)는 
中虛氣弱으로 그 腰背를 곧추세울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
여 각기 그 타당성이 있으나, “坐而伏”과 “短氣”를 보이는 
상황은 심장성 천식이나 심부전, 삼출성 심막염 등으로 인
하여 정상적으로 숨을 쉬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起坐呼吸’
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坐而下一脚者, 腰痛也.”는 좌골신경통 등으로 요통이 있
을 때 환자가 앉을 때 한쪽 다리를 펴서 요통을 완화하려
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裏實護腹, 如懷卵物者, 心痛也”은 가장 논란이 많은 句
文이다. “護腹如懷卵物”에 하여 成310)은 배를 감싸서 그 
아픈 부위를 누르는 것으로, 盧311)는 누르지 못하게 보호
하는 것으로, 張312)는 正이 內에서 虛하고 邪는 裏에서 實
하여 다른 사람이 누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張313)
은 心痛에 護心하지 않고 護腹하는 것은 痛症이 極甚한 곳
을 누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통증이 甚할 때 
그 아픈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는’ 것은 虛實을 막론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護腹”을 진단상의 ‘喜按’, ‘拒按’과 
연계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며, ‘按其痛’이나 ‘正虛於內’, ‘譬
如癰毒腫處’ 등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굳이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이 누르지 못하게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心痛”
에 “護腹”하는 것에 하여 成314)과 盧315)는 心痛이 있으
면 몸을 바로 펼 수가 없고 구부정하게 배를 감싸는 것으로, 
張316)은 “護腹如懷卵物”하여 心氣가 펴질[轉舒] 수 없는 것
으로, 張317)은 心痛에 痛症이 極甚한 곳을 누를 수 없는 것
으로, 魏318)는 心痛이 견디기 어려우므로 배를 감싸 裏를 
보호하여 心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陳319)은 고 에서 칭하
는 ‘心痛’은 眞心痛은 극히 드물고 다수는 (오늘날의) 胃
脘痛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眞心
痛에 해당한다면 가슴을 감싸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조문의 “心痛”은 “胃脘痛”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조는 伏氣가 발현할 때 발생 가능한 脈象과 臨床證候를 
예시하고 있다. 

“伏氣之病, 以意候之.”에서 “伏氣”란 時令之氣를 받았으나 

299)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300)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301)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0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03)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04)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30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06)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8.
307)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08)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82-183.
309)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31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11)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312)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13)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82-183.
314)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15)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316)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17)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82-183.
318)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7.
319) 陳亦仁, 傷寒論译释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 p.164.



傷寒論･平脈法에 관한 연구(1)

- 88 -

바로 발병하지 않고 체내에 숨어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
난 후 발병하는 것을 말하는데, 成320), 程321), 吳322)는 겨
울에 寒邪에 感하여 潛伏한 경우로 한정한 반면, 張323)과 
張324)은 春風, 夏暑, 秋濕, 冬寒의 邪氣가 內에 伏藏한 경우
로 그 범주를 넓게 잡고 있고, 그 潛伏되는 부위도 成325)은 
經中으로, 張326)은 幕原의 肌腠로, 張327)은 體內로, 吳328)
는 肌膚로 인식하고 있으며, “以意候之”의 상도 부분의 
의가들은 ‘어떤 부위[經]’에 潛伏하 는지로 본 반면에, 
張329)은 ‘어떤 氣’가 潛伏하 는지로 이해한 차이가 있다. 
明代末 吳又可의 溫疫論과 淸代 溫病學의 발달로 溫病 
및 伏氣에 한 이해가 넓어진 인식이 반 된 것으로 보인
다. 본 句文의 요체는 伏氣는 바로 발병하지 않고 ‘脈에 나
타나지도 않으므로’ 뜻으로 헤아린다고 볼 수 있다.

“今月之內, 欲有伏氣. 假令舊有伏氣, 當須脉之.”의 해석에
서 이번 달 내로 成330), 程331), 吳332)는 伏氣가 ‘發顯’하는 
것으로, 張333), 張334), 周335)는 伏氣가 ‘潛伏’하는 것으로 
이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伏氣는 (잠복하는 것을 脈
診 등으로 알 수가 없고) “뜻으로 헤아린다”[伏氣之病, 以意
候之] 하 고, 뒤이어 “옛날에 伏氣가 있었다면 마땅히 맥진
을 시행한다”[假令舊有伏氣, 當須脉之]는 것으로 볼 때, 이
번 달 내로 伏氣가 “發顯”하고, 옛날에 잠복된 伏氣의 발현

을 脈診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若脉微弱者, 當喉中痛似傷, 非喉痺也. 病人云: 實咽中痛. 

雖爾, 今復欲下利.”에서 成336)이 ‘邪伏少陰’으로 이해한 이
래로 程337), 吳338), 周339) 모두 少陰病으로 脈微弱하고 咽
痛, 下利하지만 時行外感인 喉痺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張340)과 張341)은 본문의 “喉中痛”과 “咽中痛”
의 차이에 착안하여 ‘風木의 邪氣가 內虛한 中土에 劇賊’하
여 “脈微弱”하고 ‘先病에 喉痛하고 後病에 咽痛’, ‘風氣가 肝
에 通하고 地氣가 咽에 通’, ‘봄에 風에 傷하여 邪氣가 流連
하여 洞泄’ 등을 말하고 있으나, 본 편이 傷寒論의 冒頭
에 해당하고, 陳342)의 지적처럼 여름의 飱泄에 咽喉痛이나 
脈微弱을 겸하는 사례가 희소한 점을 고려할 때, ‘邪伏少陰’
이 發顯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 차
이는 伏氣와 본 편의 증상들을 연결하여 해석할 때, 素問･
陰陽應象大論의 “冬傷於寒, 春必溫病. 春傷於風, 夏生飱泄.”
에서 成343) 등은 “冬傷於寒, 春必溫病”에, 張344)과 張345)
은 “春傷於風, 夏生飱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
다. 다만 成346)의 해설은 ‘邪在少陰’에만 치중하여 전부를 
해석한 한계가 있으므로, 程347)의 ‘喉痺는 實熱에 屬하고, 
伏氣는 虛寒에 屬’이나 吳348)의 ‘“實咽中痛”하면서 “脉微弱”
하므로 少陰伏氣가 內發한 陰火’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32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21)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322)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323)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24)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325)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26)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27)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328)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329)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330)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31)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332)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333)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34)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335)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1.
33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37)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338)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339)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1.
340)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41)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342) 陳亦仁. 傷寒論譯釋 4版.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0:167.
343)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44)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45)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34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47)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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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조는 사람이 두려울 때, 물을 마시지 않을 때, 부끄
러울 때의 脈象과 顔色을 기술하고 있다. 脈經ㆍ卷第一ㆍ辨
災怪恐怖雜脈第十二에는 人病恐怖, 人媿者, 人不飮의 순서로 
기술된 것이 본 ｢平脈法｣편에서는 人恐怖者, 人不飮, 人愧者의 
순서 로 인용되었는데, 張349)은 7조는 脈起於腎을, 8조는 脈
生於胃를, 9조는 脈主於心을 말하는 것으로, 張350)은 素問
에서 脈을 論할 때는 반드시 色을 겸했으므로 7, 8, 9조는 色
脈을 合하여 말한 것으로 설명하 다. 본 7, 8, 9조는 모두 症
狀에 한 脈狀의 물음에 脈象과 顔色으로 답변한 형식으로 구
성되었는데, 症狀이 곧 原因이 되어 脈象과 顔色이 증상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원인이 따로 있어서 症狀과 脈象 및 顔
色이 나타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표 5>.

平脈法 症狀 脈象 顔色
7조 恐怖 形如循絲累累然 面白脫色
8조 不飮 自濇 脣口乾燥
9조 愧 浮 面色乍白乍赤

해석1 原因 →   脈象 +   顔色
해석2 結果 ←   脈象 +   顔色
해석3 症狀 ↑ 顔色

—       原因       —

표 5. ｢平脈法｣ 7,8,9조의 症狀, 脈象, 顔色 및 해석의 가설 
비교

7조의 “人恐怖者, 脉形如循絲累累然, 其面白脫色也.”에 
하여 成351)은 素問･八正神明論의 ‘血氣者, 人之神’과 鍼
經의 ‘血奪者, 色夭然不澤’을 인용하여 “恐怖”하면 血氣가 
不足하고 神氣도 弱하여 脈이 空虛하고 顔色도 不澤한 것
으로 이해한 반면, 후 의 의가들은 素問･擧痛論의 “恐則
氣下 …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
不行矣.”에 기술된 病機를 이용하여 氣가 下降하고 血隨氣
下하여 氣機鬱滯 및 血不榮於上한 것으로 이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脉形如循絲累累然”의 이해에도 실
[絲] 자체의 細弱한 象에 초점을 맞춘 의가가 있는 반면, 
“累累然”을 실이 꼬여 있는[轉索] 象에 초점을 둔 견해도 
있게 된다<표 6>. 후 의 의가들은 체로 “恐怖”함에 따
라 나타나는 즉시의 病機 해석에 충실한 반면, 成352)은 ‘血
氣不足, 神氣弱’한 사람에게 “恐怖”하여 “脉形如循絲累累然”
과 “其面白脫色”이 잘[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 측면이 
있어서 <표 5>의 ‘해석 3’의 관점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다.

醫家 年度 人恐怖 脈形如循絲 累累然 面白脫色
成無已 1144 血氣不足

神氣弱 空虛 血脫
程知 1669 精氣奪 細弱甚 似有結滯之狀 腎氣怯

精血不榮於上
張志聰 1683 腎氣傷 →

精不上交於心 微 - 不光榮
魏荔彤 1724 血虛不能養心

神志擾亂 細 弱 血虛
吳謙 1742 陽不足則恐

神不足則怖 亂 恐則血隨氣下
→ 不潤澤

章楠 1835 恐則氣下 陽氣沈鬱 → 澀滯 心氣抑而不升
周學海 1893 非有所見 肝膽氣索 → 膽寒 -

표 6. ｢平脈法｣ 7조의 症狀, 脈象, 顔色에 한 諸家注釋 비교

8조의 “人不飮, 脉自濇, 脣口乾燥也.”에 하여 方353), 盧354), 張355), 張356), 吳357), 章358)은 ‘사람이 (물을) 마
348)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6.
349)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50)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2.
35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52)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3.
353)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9.
354) 明･盧之頤, 傷寒論疏鈔金錍, 中國醫籍通考(第一卷),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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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않으면 (津液이 不足해져서 血도 不足해지므로) 脈은 
자연히 澀하고 脣口는 乾燥하다’고 심상하게 해석하고 ‘이
것은 “不飮”하여서 그런 것이지 이로인해 “不飮”한 것은 아
니다’고 附記하고 있는데 반해, 成359)은 “濇”은 陰인데, 비
록 亡津液을 主하여 “脣口乾燥”하지만 陰은 內를 主하므로 
“不飮”하는 것으로, 周360)는 陰虛兼陽虛로 비록 “乾燥”하면
서도 “不飮”하는 것으로, 魏361)는 停水寒痰이 凝滯膠固 등
으로 이해하여 <표 5>의 ‘해석 2’ 또는 ‘해석 3’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문의 질문항과 응답항 사이의 인과 관

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을 마
시지 않으면 진액이 적어져서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은 당
연하지만, 脈狀에 변화가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
므로, 魏362)는 ‘終日’不欲飮水로, 李363)는 “人不飮”은 ‘津液
虛’의 의미이지 ‘不飮水’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附言을 달고 
있는데, 본 조문의 의의를 張364)의 ‘脈生於胃’에 둔다면 “人
不飮”은 ‘津液不足’을 초래하는 제반조건의 한 사례로 이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醫家 年度 人不飮 因果 脉自濇 脣口乾燥
成無己 1144 陰爲主內 ← 濇爲陰 亡津液
方有執 1593 → 血少
盧之頤 1649 → 脈不來 津不起
周揚俊 1677 陰虛兼陽虛 ← 陰脈 陰不足主亡津液
張志聰 1683 胃氣虛 → 胃虛 津液內渴
張錫驅 1712 胃虛 → 肺無以布, 脾無以輸, 脈道不利, 津液不行
魏荔彤 1724 終日不欲飮水 ← 停水寒痰凝滯膠固, 胃陽不足而氣行不暢 水濕之邪, 隔阻正津, 不能化津, 滋潤喉舌
吳謙 1742 → 津液少
章楠 1835 人不飮食 → 胃無津液生化, 營血少 津液不升

표 7. ｢平脈法｣ 8조의 症狀, 脈象, 顔色에 한 諸家注釋 비교

9조의 “人愧者, 脉浮而面色乍白乍赤.”은 사람이 부끄러울 
때 神氣가 怯弱, 不定 또는 消阻하므로 脈은 浮하고, 氣血
이 亂하여 變改하므로 얼굴색이 붉어졌다 희어졌다 한다는
데 주가들의 의견에 큰 차이가 없다. 즉 모든 의가들이 
<표 5> ‘해석 1’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醫家 年度 人愧 因果 脉浮 面色乍白乍赤
成無己 1144 羞 → 神氣怯弱 變改不常
方有執 1593 慚 → 神游不定 血氣亂而變不一
張志聰 1683 → 神氣消阻 心氣內歉
張錫驅 1712 → 神氣消阻, 中無有主

표 8. ｢平脈法｣9조의 症狀, 脈象, 顔色에 한 諸家注釋 비
교

10조는 진맥시 擧按指法에 따른 五臟配屬과 下利를 예시
하여 尺脈의 至數로 根氣의 有無를 설명하고 있다. 張365)
은 본 조문(10조)과 다음 조문(11조)을 合하여 五臟五行으
로 脈을 論한 것으로 보았다.

“問曰”에서 “腎氣也”까지의 전반부는 難經･5難의 “初持
脈, 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之重, 與血脈
相得者, 心部也; 如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 如十二
菽之重, 與筋平者, 肝部也; 按之至骨, 擧指來疾也, 腎部也.”
를 인용하여 맥의 擧按에 따른 輕重을 ‘菽(콩, 두)’의 무
게로 설명하고 五臟氣를 配屬하고 있는데, 脈經･1卷･持脈
輕重法第6에는 難經의 원문 그 로 실린데 반해, 본 조
문에서는 ‘初持脈’이 “脉人以指按之”로 변용되었고, 각 부분

355)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356)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357)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2.
358)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9.
359)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360) 淸･周揚俊, 傷寒論三注, 北京中醫硏究院圖書館藏, 1677. 
361)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8.
362)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8.
363) 李培生･高等醫藥院校敎材. 傷寒論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39.
364)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9.
365)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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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與∼相得者’이 삭제되었으며, ‘∼部也’가 “∼氣也”로 변
화되었다. <표 9> 方366)은 難經에서 ‘∼部也’로 기술된 
것이 “∼氣也”로 변화된 의의에 하여 구구한 논설을 펼친
바 있는데, ‘初持脈’의 “脉人以指按之”로 변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難經과 脈經에는 輕按五分法 외에도 指脈
의 擧按尋에 따른 浮中沈 三分法이 연이어 기술되어 있는
데, 본 조문은 浮中沈 脈法은 없이 후반부에 寸關尺 三分法
에 따른 사례만 기술되어 있다. 즉 難經에서는 2難･脈有
尺寸 → 4難･脈有陰陽之法(浮中沈) → 5難･脈有輕重(肺心
脾肝腎)의 순서로, 脈經･1卷에서는 第3･分別三關 → 第
6･持脈輕重法(肺心脾肝腎) → 第9･辨脈陰陽大法(浮中沈)의 
순서로 기술된데 반해, 본 조문에서는 浮中沈法은 없이 持
脈輕重法 후에 寸關尺法이 예시되어 있는데, 만약 본편 2조

에서 인용된 바 있는 “初持脉”이란 語句를 그 로 사용할 
시에는 ‘처음 맥을 잡을 때는’ 輕重五分을 보고 寸關尺을 
살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傷寒論 398개조 본문에는 持脈輕重에 
따른 五分法(肺心脾肝腎)이나 三分法(浮中沈)의 사례는 볼 
수가 없고, 12조의 “陽浮而陰弱”, 100조의 “陽脉濇, 陰脉
弦”, 245조의 “脉陽微…陽脉實”, 274조의 “陽微陰濇” 등에서 
‘陽浮陰沈’의 二分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만이 제시되
었으므로, 同時代人인 張仲景은 難經과 脈經에서 공통
적으로 기술된 持脈輕重 五分法과 三分法 및 臟腑配屬은 
취하지 않고 陰陽二分法만으로 診脈하 다고 추정할 수 있
다.

典據 平脈法･10조 難經･5難 難經･4難
脉人以指按之, 初持脈, 浮中沈法

表 如三菽之重者, 肺氣也. 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心肺俱浮↑ 如六菽之重者, 心氣也. 如六菽之重, 與血脈相得者, 心部也.
如九菽之重者, 脾氣也. 如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 脾者在中

↓ 如十二菽之重者, 肝氣也. 如十二菽之重, 與筋平者, 肝部也. 腎肝俱沈裏 按之至骨者, 腎氣也. 按之至骨, 擧指來疾者, 腎部也.

표 9. ｢平脈法｣ 10조 前半部와 難經･5難 및 難經･4難浮中沈脈法의 비교

“假令下利”에서 “爲難治”까지의 후반부 중 “假令下利, 寸
口, 關上, 尺中悉不見脉, 然尺中時一小見, 脉再擧頭一云按投
者, 腎氣也.”에 하여 成367)은 冷氣가 脾胃에 客하여 脾가 
虛하고 이에 腎氣가 乘한 것으로, 張368)과 張369)은 下利로 
인하여 無脈하고 氣가 오직 下泄하면서 上達의 機가 없는
데, 腎의 生氣가 끊어지지 않아서 三部의 脈이 再擧하는 것
으로, 魏370)는 傷寒論 295∼300조와 같은 少陰病 下利
의 難治證의 사례로 보고 “再擧頭”는 더욱 危候가 되는 것
으로, 吳371)는 “再擧頭者”를 難經･14難과 脈經･4卷･診
損至脈第5에서 말하는 ‘一呼再至, 一吸再至’로 보아 도합 
四至하므로 下利가 오히려 易治인 것으로, 章372)은 下利하
여 中氣가 陷하 는데, “尺中小見”하지만 關寸은 “再擧頭”하
면서 出하여 腎氣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營氣가 接續한 것

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腎氣는 가장 깊은 곳에 위
치하는 沈脈으로 尺부위에서 살필 수 있으므로, 만일 심한 
下利로 寸關에 모두 맥이 잡히지 않는 경우 尺部에 작은 
맥[小見]이라도 나타나면 이는 腎氣가 남아 있는 것이니 
병의 예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若見損脉來至, 爲難治.”에서 “損脉”은 難經･14難과 脈
經･4卷･診損至脈第5에 “一呼一至曰離經, 再呼一至曰奪精, 
三呼一至曰死, 四呼一至曰命絶, 此損之脈也.”라는 동일한 내
용이 실려 있는데, 一息[呼吸]에 4번 뛰는 것을 ‘平’이라 하
고 그보다 적게 뛰는 것을 말한다. ‘腎氣將絶’, ‘無胃氣’ 등
으로 해석한 차이는 있으나, 모든 주가들이 “損脉”을 ‘一息
二至’로 본 것에는 차가 없다.

366)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59.
36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368)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369) 淸･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83.
370)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59.
371)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7. 
372)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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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는 五行의 乘克理論으로 脈의 縱橫逆順 관계와 질병
의 예후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앞 조문
(10조)에서 맥의 輕重浮沈과 寸關尺으로 각 오장의 기를 
파악할 수 있음을 논하 다면, 본 조문(11조)에서는 五臟의 
氣를 반 하는 脈도 五行 相生相克의 법칙을 따라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이로써 病의 吉凶도 헤아릴 수 있음을 설
명하고 있다. 

<표 10>과 같이 諸家의 注釋이 번다하지만, 縱橫逆順의 
관계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縱橫”은 五行의 
相克관계로, “逆順”은 五行의 相生관계로 설명된다. 그 구체
적인 쓰임새는 章373)이 잘 예시하고 있는데, 腎의 脈은 沈
靜한데 左寸心部에서 나타나면 “水乘火位”하여 “縱”의 관계
로 해석한 등이다. 

醫家 年度 縱 橫 逆 順
水行乘火, 金行乘木 火行乘水, 木行乘金 水行乘金, 火行乘木 金行乘水, 木行乘火

成無己 1144 乘其所勝 乘所不勝 子行乘母 母行乘子
方有執 1593 乘其所勝, 其事易直 侮所不勝, 其事不値 子來犯母, 其勢悖 母之及子, 其勢從
盧之頤 1649 我勝 勝我 生我 我生
張志聰 1683 己所勝, 放縱自如 己所不勝, 橫行無忌 生我者而我反乘之 我生者而我反乘之
張錫驅 1712 從勢而往, 無所顧慮 橫肆妄行, 無復忌憚 以下犯上, 背逆無道 以尊臨卑, 名正言順
魏荔彤 1724 乘所勝, 放縱欺侮 乘所不勝, 亢橫凌犯 乘生我者, 邪盛犯本 乘我生者, 邪衰轉屬
吳謙 1742 乘其所勝, 相克也 乘所不勝, 反侮也 子乘其母, 倒施也 母乘其子, 相生也
章楠 1835 腎脈沈靜現於左寸心部

肺脈浮短現於左關肝部
心脈浮洪現於兩尺腎部
肝脈弦長現於右寸肺部

腎脈現於肺部
心脈現於肝部

肺脈現於腎部
肝脈現於心部

표 10. ｢平脈法｣ 11조 원문상 縱橫逆順의 예시와 諸家注釋 比較

한편, 傷寒論398개조 본문에서도 “縱, 橫, 順”에 한 
개념 설명과 사례가 나오는데, 108조의 “傷寒, 腹滿, 讝語, 
寸口脉浮而緊, 此肝乘脾也, 名曰縱, 刺期門.”에서 “脉浮而緊”
을 ｢辨脈法｣ 9조 “脉浮而緊者, 名曰弦也”의 ‘弦脈’으로 보고 
肝木이 旺盛하여 譫語하고 脾土가 困滯하여 腹滿한 것으로 
이해하여 “肝乘脾”한 관계를 “縱”이라 규정하 고, 109조의 
“傷寒發熱, 嗇嗇惡寒, 大渴欲飮水, 其腹必滿, 自汗出, 小便
利, 其病欲解, 此肝乘肺也, 名曰橫, 刺期門.”에서 肝氣가 偏
盛하고 肺氣가 偏弱하여 發熱, 惡寒, 小便不利, 無汗, 渴欲
飮水, 腹滿 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肝乘肺”한 관계를 
“橫”이라 규정하여 본 조문의 “縱”, “橫”의 개념과 같은 사
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256조의 “陽明, 少陽合病, 必下
利. 其脉不負者, 爲順也. 負者, 失也. 互相剋賊, 名爲負也.”에
서 陽明은 土에, 少陽은 木에 속하는데, 邪熱이 大腸으로 
下迫하여 下利하는 상황에서 脈象이 實大滑數하면 陽明
(土)이 偏勝하여 木의 克함을 받지 않음을 뜻하므로 不負
하여 “順”이고, 脈象이 少陽의 弦脈을 나타내면 木邪의 偏
勝으로 木克土하므로 “負”, “失”이 되고, 362조의 “下利, 手

足厥冷, 無脉者, 炙之. 不溫, 若脉不還, 反微喘者, 死. 少陰
負趺陽者, 爲順也.”에서도 少陰太谿脈(腎經)이 趺陽脈(胃經) 
보다 작을 때에 “順”이 된다고 하여 본 조문의 “順”의 개념
과는 다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傷寒論 본문의 위 4개 
조문 모두 후인이 첨가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문이고, 본 조
문과 부합하지 않는 뒤의 2개 조문은 “名曰”의 형식이 아닌 
“爲順也”로 기술되어 ‘치료할 수 있는 順證’ 정도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본 조문의 내용과 정확히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2조는 弦緊浮滑沈濇은 殘賊의 脈이 되어 모든 脈에 병
을 야기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程374)은 앞 조(11조)의 
“相乘”은 正氣虛의 脈으로 그 虛한 바를 따라 傳及하고, 본 
조(12조)의 “殘賊”은 邪氣實의 脈으로 상 가 강함을 지니
고 나에게 虐及하는 것으로, 張375)은 본 조(12조)의 “諸脈
作病”을 “殘賊”, 다음 조(13조)의 “變異無常”을 “災怪”라고 
연관짓고 있다.

“殘賊”의 의미에 하여 成376), 方377)은 “殘”은 傷하는 

373)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6. 
374)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45. 
375)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376)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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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傷良], “賊”은 害입히는 것[害良], “殘賊”은 ‘正氣를 傷害
할 수 있는 것’으로, 程378)은 “殘”은 ‘明傷’으로 發病이 暴
急하고 實에 속하는 것이 많고, “賊”은 ‘暗襲’으로 발병이 
漸進하고 虛에 속하는 것이 半으로, 黃379)은 “殘賊”은 殘害
하면서 賊克하는 것으로, 章380)은 한 부분에 이 六脈이 나
타나면 모든 부분의 脈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여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요체는 ‘傷殘賊害로 
正氣를 손상시킬 수 있는 맥상’을 가리킨다.

殘賊인 “弦緊浮滑沈濇”의 6脈에 한 설명은 醫家마다 

다양하다. 成381)은 外因에, 方382)과 魏383)는 陰陽屬性의 
辨別에 치중하 으며, 張384)과 章385)은 病機變化에 중점을 
둔 반면, 黃386)은 6脈이 모두 實邪라는 전제아래 表裏氣血
水木의 旺盛으로 이해하 다<표 11>. 한 脈象이 하나의 
病을 나타내는 것도, 한 病에는 하나의 脈象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四診合參을 통해 判別되어야 하므로 
어느 醫家의 說을 일률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본 조
문에서 제시된 6脈은 病脈에서 常見되므로 충분한 이해와 
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醫家 연도 弦 緊 浮 滑 沈 濇
成無己 1144 風 寒 傷於陽 中暑 傷於陰 中濕
張志聰 1683 減 寒 虛 實 純陰 無血
黃元御 1748 木旺 水旺 表盛 血盛 裏盛 氣盛
章楠 1835 肝氣肆橫 陰邪固結 氣逆不和 痰火壅盛 氣閉不伸 營血虛滯

方有執 1593 陰盛 = 不足 陽盛 = 太過 陰盛 = 不足
魏荔彤 1724 陰病脈

殘賊陽正脈之柔緩
陽病脈

殘賊陰正脈之和緩
陰病脈

殘賊陽正脈之流行充暢

표 11. ｢平脈法｣ 12조의 “弦緊浮滑沈濇，此六脈名曰殘賊”에 한 의가들의 病機 해석 비교

13조는 진료과정에서 병력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만약 뜻하지 않은 災怪의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 원인을 
면 하게 분석해야 함을 제시하 다.

“災怪”에 하여 原文에서는 脈과 形證이 相應하는 환자
에게 적합한 湯藥을 복용한 후 “大吐, 下利, 腹中痛”과 같은 
變異가 생긴 것을 “災怪”라 하 는데, 成387)이 의사가 脈證
과 藥을 相對하 으나 반 로 變異하여 그 災殃이 怪異하
므로 “災怪”라고 이해한 이래로 다수 醫論에 큰 차이가 
없으나, 程388)은 “災”는 (환자) 스스로 일으켰는데 반 로 
괴이함[怪]이 의사에게 미치므로 “災怪”라고 독특하게 언급
한 바 있다. “災怪”란 원래의 脈證과 부합하지 않은 ‘怪異한 

災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或有舊時服藥, 今乃發作, 故爲災怪耳.”의 “災怪”의 原因

과 豫候에 하여 程389)은 환자가 (숨긴 바가 있어) 服藥
에 의사를 속인 것으로, 周390)는 환자가 情 때문에 (이전) 
의사의 過誤를 告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환자가 의사
를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환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고, 吳391)는 환자가 (이전) 服藥을 의사에
게 告하지 않았고 의사도 어떤 약을 先服用했는지 묻는 것
을 놓친 것으로 이해하여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일종의 의료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 반면, 章392)
은 혹은 옛날 복용했던 藥이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別邪를 

377)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1. 
378)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45. 
379) 淸･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93.
380)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9. 
381)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382) 明･方有執, 傷寒論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61. 
383)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60.
384)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385)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9. 
386) 淸･黃元御, 傷寒懸解:黃元御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93.
387) 金･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4.
388)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6. 
389) 淸･程應旄, 傷寒論後條辨:新安醫學名著叢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36. 
390) 淸･周學海, 辨脈平脈章句:周學海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2.
391) 淸･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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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感하 거나, 혹은 他物을 誤食한 것으로 이해하여 調理攝
生의 부당 등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을 언급하 으며, 
張393)은 (이번에) 투약한 약이 아직 경맥을 모두 돌지 않
은 것으로, 魏394)는 (옛날에 복용한) 寒藥이 몸에 남은 것
은 發作하면서 吐瀉하여 表邪 역시 치료하지 않아도 반드
시 스스로 除去될 것이므로 (이번에 복용한) 處方이 잘못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功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變
異의 증상들은 이전의 복약으로 인한 일시적인 瞑眩일 뿐 
이번의 복약으로 예후가 좋을 것으로 해석하 다. 본 조문

에서 제시한 “災怪”의 상황은, 비록 脈證과 藥이 틀림없이 
부합하더라도 진료의 과정은 복잡다단하여 심각한 향을 
미치는 개입요소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진료시에는 현병력 
뿐 아니라 과거력, 가족력, 사회력 등의 병력청취를 세 하
게 진행해야 함을 戒告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傷寒論 平脈法 篇의 1조에서 13조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1조 平脈大綱 脈有三部 寸, 關, 尺 
脈之運行 營衛氣血, 因息游布, 隋時動作, 效象形容

水下百刻, 一周循環, 當復寸口

1, 10조 五臟平脈
肺脈 秋浮, 如三菽之重
心脈 夏洪, 如六菽之重
脾脈 如九菽之重
肝脈 春弦, 如十二菽之重
腎脈 冬沈, 按之至骨

2조 診脈虛實 來疾去遲 內虛外實
來遲去疾 內實外虛

3조, 4조 診脈愈候 診脈愈候 苦發熱, 身體疼, 自臥, 脈沈遲
腹內卒痛, 自坐, 脈浮大
發熱煩極, 向壁臥 脈不和 (4조)

診脈詐病 向壁臥, 聞師到, 不驚起而盻視, 若三言三止, 脈之嚥唾, 脈自和
6조 診脈伏氣 脈微弱 咽喉中痛, 復欲下利

5조 診脈合望診
欠者 無病
搖頭言者 裏痛
行遲者 表强 
坐而伏者一脚者 腰痛
裏實護腹, 如懷卵物者 心痛

診脈合聞診 脈之呻者 有病
言遲者 風

7조, 9조 參精神要因 恐怖 (7조) 脈形如循絲累累然 
面白脫色

愧 (9조) 脈浮
面色乍白乍赤

8조 參飮食要因 不飮 脈自濇
脣口乾燥

1조 病脈 風則浮虛, 寒則牢堅, 沈潛水滀, 支飮急弦, 動則爲痛, 數則熱煩
11조 相乘脈 縱, 橫, 逆, 順
12조 殘賊脈 弦, 緊, 浮, 滑, 沈, 濇
13조 災怪 脈與形證相應, 服湯而病反加重

392) 淸･章楠, 傷寒論本旨:續修四庫全書 988,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2, p.159.
393) 淸･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40. 
394) 淸･魏荔彤, 傷寒論本義:中醫古籍名著叢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7,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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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宋本 傷寒論 平脈法 篇의 첫 번째 부분인 1-13조에 
하여 諸 판본과 비교하고 역 의가의 註釋을 분석･고찰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診脈의 부위와 맥의 운행 및 四時에 따른 五臟平脈의 특
성과 그 진맥방법을 설명하여 平脈의 특징인 규칙성에 

하여 논하 다. 平脈은 寸關尺 三部에서 진맥하고 물
시계의 일정한 순환처럼 호흡에 따라 규칙적으로 운행하
며, 四時에 따라 각기 주관하는 장부의 기운을 반 하여 
봄에는 肝의 弦脈, 여름에는 心의 洪脈, 가을에는 肺의 
浮脈, 겨울에는 腎의 沈脈이 나타나는데 만일 邪氣가 침
입하면 이러한 평맥의 규칙성을 저해하므로 太過 또는 
不及한 病脈이 나타나며 인체 내외의 虛實도 맥의 來去
의 빠르고 느림으로 알 수 있다.(1, 2, 10조)

2. 脈象과 形證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좋은 예후인 경우
나 詐病, 또는 伏氣之病으로 논하 는데 좋은 예후로는 
表病에 맥이 沈遲한 경우, 裏病에 맥이 浮大한 경우이고 
發熱煩極한데 환자가 向壁臥한 경우는 脈不和하여도 좋
은 예후이며, 또한 속기 쉬운 詐病이나 헤아리기 어려운 
伏氣之病도 맥상과 형증을 잘 살펴 판단해야한다고 보았
다. (3, 4, 6조)

3. 진맥 시 望診과 聞診을 合參할 것을 논하 는데 이로써 
病의 有無와 痛症의 부위, 邪氣의 성질 등을 판단할 수 
있다.(5조)

4. 精神요인이나 飮食요인이 脈象과 形證에 미치는 변화에 
하여 논하 는데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血氣가 부족

해지고 부끄러우면 氣血이 紊亂해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
면 津液이 부족해져 각각의 脈象과 形證도 이에 따라 변
화한다.(7, 8, 9조)

5. 病脈의 형태와 원인, 기전에 하여 논하 다. 風寒邪氣
나 水飮이 있거나 痛症이나 熱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脈象을 제시하 고, 五行의 相生相克관계로 맥의 縱橫逆
順을 설명하여 이로써 五臟과 邪氣의 盛衰와 병의 예후
를 판단하 으며, 病脈으로 弦, 緊, 浮, 滑, 沈, 澁의 여
섯 맥을 제시하고 이는 인체에 害가 되는 맥이라 하여 
殘賊이라 칭하 다. 또한 치료 후 예기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災怪라 하 는데 이는 과거에 복용한 
다른 약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1, 11, 12, 13조)

6. 宋本 傷寒論 平脈法 1-13조를 脈經및 桂林本傷寒論과 
비교한 결과 맥경에는 3,6조문과 4조문의 앞부분이 없고 
10조문은 難經 제 5難 과 동일한 조문으로 되어 있으
며 계림본에는 10조문의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설명이 
없다. 또한 맥경의 5조문에는 呻이 伸, 病이 無病으로 
되어 있고 계림본의 10조문에는 ‘損脈來至’가 ‘損至脈來’
로 되어 있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
다. 그 외에는 판본에 따라 다른 글자로 바뀌어 있거나 
생략된 경우가 있지만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7. 平脈法 1조부터 13조까지 언급된 脈象을 살펴보면 單一
脈 9종(沈, 洪, 浮, 弦, 動, 數, 濇, 緊, 滑)과 相兼脈 8종
(浮虛, 牢堅, 沈潛, 急弦, 沈遲, 浮大, 沈細, 微弱)이 있으
며 7조의 ‘脈形如循絲累累然’의 맥상을 ‘細弱’으로 본다
면 모두 18종 맥상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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