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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the features of cold damage clinical medicine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Chosun(朝鮮) period 
by analyzing discussions on cold damage published in the official medical book of the Chosun period, Compendium of Prescription from 
the Countryside(鄕藥集成方, CPC). Cold damage was one of the typical diseases in East Asia where there was constant seeking of the 
utilization of prescriptions, ways of preparations, and awareness regarding cold damage as shown in Zhang, Zhongjing(張仲景)'s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傷寒論, TCDD) below.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hich possessed the medical universality of East Asia also 
was no exception and through an analysis of the part on cold damage in CPC, it is expected that medical features of cold damage in 
Korea passed down from the Koryo(高麗) Dynasty to the early Chosun period will be revealed.
For this, first there needs to be an organization of past discussions on cold damage surrounding the existence of infection and after 

checking the issues, exploring which of the writings related to TCDD and editions are being utilized through an analysis on citing literature 
of Cold Damage Disease Literature(傷寒門) and Heat Pathogen Disease Literature(熱病門) which have developed discussions on cold 
damage in CPC. In addition, by comparing Peaceful Holy Benevolent Prescription(太平聖惠方, PHBP) and Complete Record of Sacred 
Benevolence(聖濟總 , CRSB), known to have greatly influenced CPC and Cold Damage Literature and Heat Pathogen Disease Literature, 
features of form and content used by CPC were analyzed. Features of form were examined through pattern of organization and number 
of citing literature were examined and for features of content, cold damage infection, classification, syndrome differentiation method, and 
utilization of materia medica among prescriptions were examined.
Discussions on cold damage as being uninfectious as stated in Treatise on the Pathogenesis and Manifestations of All Diseases(諸病源

候論) unlike pestilence(疫癘), epidemic pathogen(時氣), warm pathogen disease(溫病), and heat pathogen disease were excluded in PHBP. 
PHBP opened the possibility of cold damage infection and later writings, CRSB and CPC also follow this. As a result of analyzing citing 
literature of the part on cold damage in CPC, it is uncertain which edition of TCDD is being utilized; however,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was that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證類本草) and not writings specializing in cold damage are in use. In general, although 
CPC in terms of form is similar to CRSB, content creation predominantly depended on PHBP. More specifically; first, in terms of the 
existence of cold damage infection, arguments of PHBP and CRSB are maintained. Second, in terms of cold damage classification, although 
CRSB is followed, heat pathogen disease is classified separately developing PHBP as is. Third, in terms of method, as Book of Keep 
Healthy(南陽活人書) and CRSB compiled in later times are cited, it is deemed that arguments were raised to a certain extent regarding 
six-meridian syndrome differentiation(六經辨證). Fourth, although the majority of utilized materia medica among cold damage prescriptions 
utilize Materia Medica from the Countryside(鄕藥本草) in CPC and materia medica from Korean Peninsula, this is due to the desire for 
the compilation performance of CPC to be propagated to ordinary citizens and not the ruling class.
CPC as the official medical book compiled in the early days of the Chosun period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Song(宋) Dynasty's 

medical books, PHBP and CRSB shows that cold damage medicine in the early Chosun Period indeed possesses the medical universality 
of East Asia. Furthermore, the features of published medical theory and prescriptions reveal the existence of the cold damage medical 
tradition of the Chosun period serving as clues for cold damage research tradition among Korea's med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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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나는 이 연구에서 조선 전기에 편찬된 관찬 의서 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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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방(鄕藥集成方) 중에 실려 있는 상한(傷寒)에 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한은 동아시아 의학사를 표하
는 질병 중 하나로 오한, 발열, 두통, 설사, 황달 등의 다양
한 증상을 동반하며 의복, 음식, 주거를 비롯한 제반 생활 
조건이 열악했던 전통 시 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
하 다. 상한론(傷寒論)은 동한(東漢) 시  장중경(張仲
景)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한 전문 저작으
로1) 황제내경(黃帝內經),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등
과 함께 동아시아 의학의 최고 경전을 손꼽히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임상 의학의 완전한 규범이 세워지고 중국 의학이 
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도 있다2).

현재 중국에는 1600여 종에 달하는 상한론 연구 저작
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일본에도 역시 300여 종에 달하는 
관련 연구 저작이 전해지고 있다3). 하지만 한국의 경우 현
재 전해지고 의서 중에서 상한을 표제로 삼고 있는 저작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는 조선
은 본래 상한론 연구 전통이 강하지 않았다거나, 조선에
서는 상한론에 한 관심이 적었으며 상한을 내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발전시켰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
어4) 마치 조선 의학이 동아시아 의학의 흐름으로부터 벗어
나 있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 다. 과연 한국에서는 중국
이나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상한론에 한 연구가 진행되
어 오지 않았을까. 상한론을 중심으로 상한에 해 처
해오며 이를 통해 의학 이론 및 임상 의학의 성과를 축적
해온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모습이 한국의 의학 전통 중에
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 그렇
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는 먼저 상한과 관련된 역사적 논의의 정리와 함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 의서 중에 실려 있는 상한 기재에 
한 전면적인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금번 연구에서는 조선 세종 15년(1433)에 편찬된 관찬 
의서 향약집성방에 주목하고자 한다. 향약집성방은 여
말선초 향약 의술을 정리한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

方)을 확장 증보한 의서로 고려 시  및 조선 초기의 의
학, 본초학 성과를 종합하고 있다5). 그 중 상한을 둘러싼 
의론, 병증 인식, 치료 처방 등의 내용은 주로 ｢상한문(傷
寒門)｣ 및 ｢열병문(熱病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
어, 그에 한 분석을 통해 조선 초기 및 그 이전의 상한에 

한 인식과 접근 방법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
약집성방 중에 실려 있는 상한에 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네 편의 선행 연구가 주목된다. 먼저 같은 해에 이경록
(2011)이 발표한 첫 번째 연구에서는 향약집성방의 간행 
경위, 향약 의서의 전승, 편제, 질병과 처방 등에 나타난 특
징을 분석하여, 향약집성방이 비록 향약 의서의 전통을 
계승하고는 있지만, 중국 의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질병의 
종류, 원인, 기전을 이해하고 약재를 정리하여 중국 의료가 
조선화 되어가는 양상을 반 하고 있음을 주장하 다6). 두 
번째 연구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향약집성방이 육음론
(六淫論), 운기론(運氣論), 12경락론(經絡論) 뿐 아니라 송

 의가들이 해석 보완한 상한론 관련 성취까지도 수용
하 지만, 고려 이래의 향약 전통을 계승하여 조선의 향약 
처방과 토산 약재로 동아시아의 의료의 모든 질병에 처
할 것을 지향하 으며 이를 통해 향약이 동의(東醫)로 발
전하 다고 주장하 다7). 강연석ㆍ안상우(2002)는 향약집
성방｢상한문(傷寒門)｣의 처방 중에 실려 있는 본초를 분
석하여 ｢향약본초(鄕藥本草)｣ 중에 실려 있는 본초만을 사
용하여 처방을 구성하 음을 밝혔고, 육경변증(六經辨證)이
나 맥진 등과 같은 전문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편찬되다고 논설하 다8). 그리고 
염용하 외(2003)는 향약집성방 중에 실려 있는 상한론, 
금궤요략(金匱要略), 금궤옥함경(金匱玉函經) 등으로 표
기 인용되어 있는 문장들을 발췌하여 간단한 분석을 실시
하 으며, 한국 의서 중에서 상한론을 인용하고 있는 최
초의 의서가 향약집성방이고 그 중에 인용된 상한론 
판본이 송 의 교정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피력하 다9). 

1) 傷寒論은 傷寒卒病論 또는 傷寒雜病論으로 불리우며, 외감 열병인 傷寒을 다루고 있는 부분과 그 이외의 질환인 雜病을 다루고 있는 부분
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傷寒을 주로 다루고 있기에 특별한 구분 없이 傷寒論으로 칭한다. 

2) 전상운, 이성규 옮김. 야마다게이지 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p.181.
3) 李顺保 编著. 伤寒论版本大全. 北京. 学苑出版社. 2000. p.1.
4) 김남일.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 경향. 醫史學 15(1). 2006. p.83; 오준호. 양감상한(兩感傷寒)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의가(醫家)들의 상한(傷寒) 인식. 醫史學 21(1). 2012. p.2, 19. 
5) 김호. 여말선초 ‘鄕藥論’의 형성과 鄕藥集成方. 震檀學報 87. 1999. pp.132-133; 이경록.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중국 의료의 조선화. 醫史學 

20(2). 2011. pp.235-242;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 p.277.
6) 이경록.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중국 의료의 조선화. 醫史學 20(2). 2011. pp.225-262.
7) 이경록. 鄕藥에서 東醫로. 歷史學報 212. 2011. pp.243-278.
8) 강연석, 안상우. 鄕藥集成方 중 ｢傷寒門｣의 본초분석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鄕藥醫學.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2). 2002.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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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와 달리 연구 범위를 향
약집성방｢상한문｣ 및 ｢열병문｣까지 확장하고 있다. 열병
(熱病)은 상한과 유사한 외인성 발열 질환의 일종으로 향
약집성방 중에서도 상한의 한 종류임을 밝힌 바 있다10). 
그렇지만, ｢상한문｣ 이외에 별도의 ｢열병문｣을 구성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진단 및 처치에 있어 상호 간의 차이점이 
존재하 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먼저 상한, 열병 등의 
외인성 질환의 전염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역  의
서 중의 기재를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어지
는 본문에서는 향약집성방｢상한문｣ 및 ｢열병문｣의 인용 
저작 뿐 아니라 의론, 변증방식, 처방 중의 본초 활용 등까
지도 분석의 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의학
의 주된 의론으로 자리매김해온 상한 관련 성취가 조선 전
기 의서 향약집성방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
는지, 그리고 향약집성방 상한 부문의 특징은 무엇인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 작성
을 위해 1988년 여강출판사에서 인한 한국과학기술사자
료 계(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의약학편(醫藥學篇) 수록
본 향약집성방을 활용하 다. 

Ⅱ. 상한, 역병 그리고 전염병

서양 의학이 동아시아에 유입된 이후 기존에 돌림병, 유
행병으로 여겨지던 역병(疫病), 온역(瘟疫), 시기(時氣), 시
역(時疫), 역려(疫癘) 등은 물론 상한까지도 전염병의 하나
로 간주되어졌다. 역병을 일으키는 여기(厲氣)는 미생물의 
원조로 이해되었으며11) 상한은 증상별 특징에 따라 티푸스 
간균에 의해 발생하는 열성 전염병 장티푸스나12) 병독성 
간염이나 또는 이질 등으로 여겨졌다13). 그러나 이처럼 상
한을 전염성 질환으로 이해한 것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
가 있다.

나의 종족은 본래 많아서 200여 명에 달했는데 건안
(建安) 기년 이래로 10년이 채 안되어 죽은 사람이 2/3
에 달했고 그 중 상한(傷寒)이 10에 7을 차지하 다. 

동아시아 전통 의학 이론에 따르면 상한은 풍한서습조화
(風寒暑濕燥火) 등과 같은 외부 기운에 감촉된(外感) 질병
을 총칭하거나 육기(六氣) 중 한(寒)에 손상된 것만을 국
한하여 불리운다14). 상한론 서문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
는 위의 문장은 상한의 두 가지 특징에 해 설명하고 있
다. 첫 번째는 상한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
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걸린 질병, 
즉 역병(疫病)이었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목숨을 동시에 
앗아가는 질병을 뜻하는 역병에 해 사기(史記), 한서
(漢書) 등의 역사서는 천하역(天下疫), 역(大疫), 질역
(疾疫), 역기(疫氣) 등의 표현과 함께 당 에 있었던 유행
병의 규모와 피해 양상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으며15), 설
문해자(說文解字)와 자림(子淋) 등의 사전류 저작들은 
“백성 모두가 병에 걸린다”, “병이 유행한다”16) 라고 하여 
역병이 분명 돌림병이나 유행병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
나 역병 또는 상한의 전염 여부에 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상한론 본문 중에서도 상한의 발병 
및 경과, 처치 또는 오치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에 해 묘
사하고 있을 뿐,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는 음양역(陰陽易)
을 제외하면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전염 
여부에 한 논의가 실려져 있지는 않아 상한론의 저자 
장중경이 목도하 던 상한이 전염병이었다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현  중국 의사는 일반적으로 상한을 장티푸스양 질환
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의
론의 여지가 매우 많다... 의학 지식이 낮은 시 에서는 
각종 전염성 질환 중에 본래부터 다른 것들이 존재할지라
도 그것을 분명하게 식별하는 것은 매우 곤란했다. 따라
서 각각의 의가들 중 어떤 이는 온역(瘟疫), 어떤 이는 

9) 염용하 외. 鄕藥集成方에 인용된 仲景書 條文에 하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1). 2003. pp.44-49.
10) 兪孝通, 盧重禮 외. 鄕藥集成方. 김신근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3.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51. “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11) 余雲岫 編著. 古代疾病名候疏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47. p.149.
12) 富士川遊. 日本醫學史. 東京. 日新書院. 1943. p.752; 陈邦贤. 中国医学史. 北京. 商务印书馆. 1998. p.368; 전종휘, 정희 . 감염병. 서울. 최신

의학사. 1971, p.245; 정재혁. 傷寒에 한 考察. 東洋醫學 1(3). 1976. p.81.
13) 范行准. 中國病史新義. 中醫古籍出版社. 1989. p.137, 293, 312.
14) 谢观 著. 余永燕 点校. 中国医学源流论. 福州. 福建科学技术出版社. 2003. p.51.
15) 张志斌. 中国古代疫病流行年表. 福州. 福建科学技术出版社. 2007. p.1, pp.6-7.
16) 諸橋轍次. 大漢和辞典 7. 東京. 大修館書店. 1975. p.1159. “〔說文〕疫, 民皆疾也... 〔集韻〕疫, 字林, 病流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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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時氣, 時疫), 어떤 이는 상한(傷寒), 어떤 이는 역려
(疫癘)라고 하며 그 중에서 종류에 따른 구별을 제시하
지만, 고래의 저들 의가들은 주로 표현성 증상을 좇아 그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기초가 분명한 객관적인 분류
법(他格的類別法)에 의거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되었
기 때문에 한 의사가 말한 바를 다른 의사는 다르게 여기
고, 한 세 (一代)에서 말해진 것이 다음 세 에서는 그
것을 부정하는 바람에 그것들이 분분하여 결정할 수 없기
에, 여기에 현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저들의 말한 바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체계를 접합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17).

위의 인용문 중에서 삼목 (三木榮)은 동아시아 전통 의
학 의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성 증상에 따라 그것을 
경험하 을 뿐 객관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주관
적으로 해석하 기에 상한에 한 서술이 일정치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동아시아의 전통 의학 
중의 질병인 상한을 서양 의학 중의 질병인 장티푸스 등과 
동일시하려던 기존 의학사가들의 견해를 비판한다. 삼목
의 지적처럼 동아시아 전통 의학과 서구 의학은 몸에 한 
관점 뿐 아니라 질병 인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
인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질병을 다른 한쪽의 질병 분류 
중에 일방적으로 등치시키거나 귀속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
가 있다. 풍한서습조화의 육기 등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의 
전통 자연관과 의학 이론에 입각하여 도출된 질병인 상한
을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등의 발견과 동시에 정교하게 
발전한 서양 의학 이론의 관점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자
칫 상한에 한 이해를 저해시킬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축
소, 왜곡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보다 먼저 기존 
동아시아 전통 의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상한이 어떻게 
인식되고 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진(東晉) 의 의서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과 소
품방(小品方) 중에는 당시 사람들이 상한과 시행(時行)･
온역(溫疫) 또는 천행온역(天行溫疫)을 구분하지 못하 다
는 내용이 실려 있다. 두 의서의 저자 갈홍(葛洪)과 진연지
(陳延之)는 상한과 시행･온역 그리고 상한과 천행온역을 
구별되게 인식하고 각각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지
만,18) 이들이 전염 여부를 감안하여 질병을 구별하고 처치
하 는지는 알 수 없다. 동아시아 전통 의서 중 질병의 병
인, 병기 및 증후에 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는 수 (隋代) 소원방(巢元方) 등에 의해 편찬된 관찬 의
서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을 꼽혀진다19). 소원방은 제
병원후론 중에서 역려(疫癘), 시기(時氣), 온병(溫病), 주
병(注病) 등과 함께 상한(傷寒)도 전염성을 내포하고 있는 
질환으로 설명하 으며, 상염역(相染易), 상염(相染), 염역
(染易), 염착(染着), 주(注), 주역(注易), 도착(度着), 환역
(換易) 등을 통해 그 현상과 속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
다20). 제병원후론 중에 기재되어 있는 “역려(疫癘)는 시
기･온병･열병 등과 비슷하다”21), “시기는... 많은 경우 서로
에게 전염된다(多相染易)”22), “온병은... 병의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病氣轉相染易)”,23) “사람이 역려의 기운
에 전염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人有染疫癘之氣致死)”24) 
등의 문장은 이들 질병이 전염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상한에 해서도 “온역과 함께 전염되어 사독
(邪毒)이 자궁에 들어가면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25)
라고 기술하여 전염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상한령불상염
역후(伤寒令不相染易候)의 기술 중에서는 역려･시기･온병･
열병 등과 상한 간에 전염 여부를 둘러싸고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상한이라는 병은 사람이 한독(寒毒)의 기운에 접촉하

1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p.28.
18) 葛洪 著. 梅全喜 外 编译. 抱朴子内篇 ․ 肘后备急方今译.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7. p.234; 陳延之 原著. 高文柱 辑校. 小品方輯校. 天津. 

天津科学技术出版社. 1983. p.45. 
19) 严世芸. 中医学术发展史. 上海. 上海中医药大学出版社. 2004. p.153.
20) 張嘉鳳. “疾疫”與“相染”. 李建民 主編. 生命與醫療.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5. p.410.
21)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334-335. “疫癘病候. 其病與時氣、溫、熱等病相類, 皆由一

歲之內, 節氣不和, 寒暑乖候, 或有暴風疾雨, 霧露不散, 則民多疾疫. 病無長少, 率皆相似, 如有鬼厲之氣, 故云疫癘病.”
22)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02. “時氣令不相染易候. 夫時氣病者, 此皆因歲時不和, 溫涼

失節, 人感乖戾之氣而生病者, 多相染易, 故預服藥及爲方法以防之.”
23)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333-334. “溫病令人不相染易候. 此病皆因歲時不和, 溫涼失

節, 人感乖戾之氣而生病, 則病氣轉相染易, 乃至滅門, 延及外因, 故須預服藥及爲方法以防之.”
24)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708. “人有染疫癘之氣致死, 其餘殃不息, 流注子孫親族, 得病

證狀, 與死者相似, 故名爲殃注.”
25)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193. “妊娠胎死腹中候. 此或因惊动倒仆, 或染温疫、伤寒, 

邪毒入於胞臟, 致令胎死. 其候當胎處冷, 爲胎已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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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서 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
되지 않는다. 만약 세시(歲時)가 조화롭지 않아 따뜻함과 
서늘함에 규율을 잃게 되어 사람이 어그러진 기운(乖戾之
氣)에 감촉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 서로 간에 전
염되기가 쉬우니 반드시 미리 약을 복용하거나 다른 방법
을 행하여서 방비하여야 한다26).

위의 제병원후론 인용문에서 상한은 전염되지 않는 질
병으로 규정되고 있다. 다만 년 중 어그러진 기운에 감촉될 
경우 시기 등과 같이 전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은 열어두
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상한의 전염 여부를 둘러싼 정반
의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해, 후 인들의 추가 기술
이나 착간에 의해 발생된 모순 때문이다, 상한과 시기의 병
원 및 증후가 비슷하여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었다, 시기가 
본래 상한의 일부에 속해있었다가 상한이 분류되어 나오면
서 그 흔적이 남게 된 것이다와 같은 설명이 제시되기도 
하 지만27) 분명치는 않으며 오히려 역려･시기･온병･열병 
등에 비해 상한이 상 적으로 잘 전염되지 않았기에 생겨
난 혼선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전염 여
부를 통해 상한을 역병으로부터 분리해내고자 하 던 소원
방의 의도가 지속되지는 못하 다. 당 (唐代)의 손사막(孫
思邈)은 천금익방(千金翼方) 중에서 상한을 시행열병(時
行熱病)･시기･천행역기(天行疫氣) 등과 별다른 구별 없이 
기재하 고, 상한의 치료 처방을 온역 치료 처방과 구분 없
이 나열하여 상한을 전염성 있는 여타 질병들과 동일시하

으며28), 심지어 송 (宋代)에 이르러서는 만연하던 역병
에 한 처 방식의 하나로 상한론 및 관련 저작들이 
정리되고 연구되기도 하 다29). 

요컨 , 제병원후론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통 의서 중에
서도 전염 여부를 기준으로 상한과 나머지 역병을 구분하
고자 하 던 시도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

서인지 외감 질환을 구분하고자 하 던 이와 같은 시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 으며 역려･시기･온병･열병 등과 
함께 발열을 특징으로 하는 외인성 질환이었음에도 상 적
으로 덜 전염되었던 상한이 전염성을 지닌 역병 전체를 
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전염 여부와 관련된 논의나 전염에 

한 방비책 보다 각각의 증상에 따른 처법이 강구되었으
며, 상한의 증상과 처치법에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던 
상한론의 연구 성과가 역병을 포함한 외감 열병의 총체적
인 처방식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덧붙여 제병원후론
에서 제기되었던 상한과 기타 역병과의 구분에 한 본격적
인 논의는 상한과 온병을 구분하고자 하 던 명청  온병학
자들이 등장할 때까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다30). 

Ⅲ. 향약집성방｢상한문｣ 및 ｢열병문｣
에 인용된 상한론 관련 저작

상한 전문 저작 상한론은 삼국 시 에 이미 중국으로
부터 입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1).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 시  이전 의서는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상한 
전문 저작 역시 얼마 남아있지 않아 조선 시  이전의 상
한 임상 실제 또는 연구 전통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중
국의 송사(宋史) 중에는 1015년과 1021년 두 차례 고려
에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을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남겨
져 있고,32) 고려사 1022(현종 13)년 5월의 기사 중에는 
한조(韓祚)가 송에서 돌아오며 태평성혜방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33). 고려사 1022(현종 13)년 5월의 
기사 중에는 한조(韓祚)가 송에서 돌아오며 태평성혜방
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26)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77. “傷寒令不相染易候, 傷寒之病, 但人有自觸冒寒毒之氣生
病者, 此則不染着他人. 若因歲時不和, 溫涼失節, 人感其乖戾之氣而發病者, 此則多相染易, 故須預服藥, 及爲方法以防之.”

27) 張嘉鳳. “疾疫”與“相染”. 李建民 主編. 生命與醫療.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5. p.404, 406. 
28) 雷自申 等 主编. 孙思邈千金方硏究. 西安. 陕西科学技术出版社. 1995. p.186; 曹东义. 中医外感热病学史. 北京. 中医古籍出版社. 2004. p. 74; 

張嘉鳳. “疾疫”與“相染”. 李建民 主編. 生命與醫療.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5. p.405.
29) Asaf Goldshmidt. The Evolution of Chinese Medicine: Song Dynasty, 960-120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71, pp.87-95.

牧角和宏은 종래 時氣病이나 熱病과 구별되는 협의의 傷寒을 논하던 傷寒論을 時氣病과 熱病도 포함하는 광의의 傷寒에 응할 수 있도록 
개변시키고자하 던 林億의 의도가 宋板傷寒論 중 ｢傷寒例｣를 통해 읽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岡田硏吉 外. 宋以前傷寒論考. 市川. 東洋學
術出版社. 2007. p.290). 

30)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22. 
溫病學 및 疫病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에 중요한 향을 미친 명  吳又可의 溫疫論｢辨明傷寒時疫｣ 중에서는 “傷寒不傳染於人, 時疫能傳染於
人.”이라고 하여 상한과 역려 ․ 시기 ․ 온병 ․ 열병 등의 질환을 전염 여부로 구분하고자 하 던 諸病源候論의 논지를 그 로 가져오고 있다.

31) 김두종.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81. p.70.
32) 脫脫 等 修. 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 宋史 16冊.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p.10416-10417.
33) 고려사 卷四 世家卷第四 顯宗 13年 5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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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하루 기사(己巳)일에 충주목에서 새로 인각한 황
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 천옥집상한론(川玉集傷
寒論), 본초괄요(本草括要), 소아소씨병원(小兒巢氏病
源), 소아약증병원십팔론(小兒藥證病源十八論), 장중
경오장론(張仲卿五臟論) 등 99판을 바쳐 왔다. 왕이 조
서를 내려 이것을 비서각에 보관하게 하 다34).
 
태평성혜방은 왕회은(王懷隱) 등에 의해 편찬되어 간

행된 북송(北宋) 의 형 관찬 의서로 8-14권 중에서 
상한서론(傷寒叙論)･맥후(脈候)･일수(日數)･육경병형증(六
經病形證)･가여불가제편(可與不可諸編)･부방(附方) 등 상한
에 한 전문 내용을 수재하고 있다. 그 중 제 8권은 고계
충(高繼衝)이 진상한 상한론 전본을 편록(編錄)하여 순
화본상한론(淳化本傷寒論)으로도 불리며, 송  교정의서국
(校正醫書局)의 의서 정리 이전에 존재하 던 상한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5). 위의 고려사 
기사 중에 실려 있는 천옥집상한론의 간행 기록은 국내 상
한론 관련 저작의 간행 및 유포에 한 얼마 되지 않은 
공식 기록 중 하나이다. 천옥집상한론은 상한론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6), 아직 저자, 편찬 년  및 
그 내용에 해 분석된 바는 없다37). 참고로 천옥집상한
론과 함께 고려사 기사 중에 기록되어 있는 장중경오
장론은 서목 중에 장중경이 기재되어 있어 상한 관련 저
작으로 추정해볼 수 있지만, 북송 최 의 관찬 목록서인 숭
문총목(崇文總目) 중에는 오장론(五藏論)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38) 오장(五藏)과 관련된 의론을 
담고 있는 서적에 장중경(張仲景)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추정된다39). 

902년에 간행된 태평성혜방이 1022년에 고려에 유입
되었다는 고려사의 기록과 송 에 유통되던 의서 천옥
집상한론 등이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당  중국에서 편찬
된 상한 저작들이 오래지 않아 고려에 보급되었음을 보여

준다. 실제 고려 고종 13년(1226)에 이규보(李奎報)가 쓴 
서문이 남아 있는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 중에는 백호
탕(白虎湯), 삼요탕(三拗湯) 등의 상한 처방이 남겨져 있
고, 병자급풍단(餠子急風丹), 온백환(溫白丸) 등의 적용 증
상 설명 중에도 상한에 한 논의들이 남겨져 있어40) 고려 
의가들 역시 상한에 한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조선 개국 후 편찬된 향약제생집성방의 
현전 원문 중에는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 본초경험(本
朝經驗), 성제총록(聖濟總錄) 등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
한 상한에 한 문장들이 실려 있어, 고려 시 에 축적되어 
있던 상한에 한 지식들이 조선 건국 이후 계승되고 있음
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어의촬요방
은 의방류취(醫方類聚)를 활용하여 집복한 것이며, 그 중
의 백호탕 적용 증상이 상한론 중의 기재 내용과 다르고 
삼요탕 역시 처방 내용이 결손된 채 전해지고 있어 추가 
분석에 한계가 있다. 향약제생집성방 역시 3권만 전해지
고 있고 상한 부문은 통째로 누락되어 있어 더 이상의 분
석을 진행할 수 없다. 단지 현전본 향약제생집성방의 구
성 양식과 태평성혜방, 성제총록 등의 적극적인 인용 
등을 통해 송 의 상한 성과가 충분히 반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향약집성방은 향약제생집성방을 수정 보완한 의서로 
상한에 한 기록이 ｢상한문｣ 및 ｢열병문｣ 중에 집중적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향약집성방 중에서 상한
론 및 장중경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고 있는 문장과 고
려사 중에 판각되어 유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천옥집
상한론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고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그 유래와 특징을 살펴 향약집성방의 상한론 인용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향약집성방｢상
한문｣ 및 ｢열병문｣의 전체 문장 중에서 상한론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한 횟수는 5회, 장중경을 표기한 횟수는 1
회, 천옥집상한론을 표기한 횟수는 3회이다41). 먼저 상

34) 고려사 卷八 世家卷第八 文宗 12年 9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 2012.10.18. “文宗... 
十二年... 九月己巳朔, 忠州牧, 進新雕黃帝八十一難經, 川玉集傷寒論, 本草括要, 小兒巢氏病源, 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 張仲卿五臟論, 九十九板, 
詔置秘閣.”

35) 马继兴. 中医文献学. 上海. 上海科学技术出版社. 1990. p.123; 钱超尘. 伤寒论文献通考. 北京. 学苑出版社. 1993. pp.477-488; 史兰华. 伤寒论传
本佚文考略. 山东中医学院学报 20(1). 1999. p.62.

36) 김남일. 鄕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한 연구. 震檀學報 87. 1999. p.200.
37) 川玉集傷寒論에 해서는 밑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38) 王堯臣 等 編次. 錢東 等 輯釋. 崇文總目 3卷.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初編 22. 上海. 商務印書館. 1936. p.210. 
39) 역  의학 서목을 정리한 丹波元胤은 張仲景五藏論을 藏象으로 분류하 고, 岡西為人 역시 仲景方書가 아닌 醫經 중의 五藏類로 분류하 다

(丹波元胤. 醫籍考.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06; 岡西為人. 宋以前醫籍考 上.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248).
40) 안상우, 최환수. 어의촬요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p.66, 69, 70, 111.
41) 川玉傷寒論을 인용 표기 문헌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인 1회 발견되나 川玉集傷寒論을 표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 다. 

김중권(2006)은 인용 문헌 표기 이후에 등장하는 각각의 조문 수를 모두 계상하여 鄕藥集成方｢상한문｣ 중 상한론이 8회, 천옥집상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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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론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고 있는 문장은 치자후박탕
(梔子厚朴湯)･치자생강탕(梔子生姜湯)･치자건강탕(梔子乾
姜湯)･도인탕(桃仁湯)･저부탕(猪膚湯)･고주탕(苦酒湯)･소
승기탕(小承氣湯)･문합산(蚊蛤散) 등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에서는 향약집성방의 도인탕 문장과 현전본 상
한론 중에 실려 있는 도화탕(桃花湯)의 문장을 비교하고 
있다. 향약집성방의 처방명 도인탕은 처방 구성으로 보아 
상한론 도화탕의 오기로 보인다42). 전탕법과 복용법에 

한 설명인 “쌀이 익을 때까지 끓인다(煮之候米熟)”, “매번 
7홉씩 복용한다(每服七合)”의 문장이 다른 판본들과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향약집성방 및 상한론 판본 간에 기
재된 적용 증상이나 처방 구성 중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찾
아볼 수 없어 해당 문장이 당 의 상한론 전본 중에서 
발췌 인용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약집성방｢상한

문｣ 중에서 상한론으로 인용 문헌을 표기하고 있는 처방 
중 소승기탕(小承氣湯)의 적용 증상인 “6-7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팽팽하고 그득하다. 양명증으로 표증은 
없으며 땀 흘린 뒤에 오한이 생기지 않는다. 조열이 있으며 
미친 소리를 하고 호흡이 급하다(治六七日, 不大便, 腹脹滿, 
陽明无表證, 汗後不惡寒, 潮熱, 狂言而喘)”는 문장은 기존 상
한론 전본 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향약집성방 간행 이
후 10여년 뒤에 편찬이 시작된 의방류취 중에 인용된 상
한론주해(傷寒論註解)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향약집
성방 작성에 어떤 계통의 상한론 전본이 활용되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또 다
른 계통의 상한론 전본이 조선에 존재하 거나43) 다른 
의서 중의 기재가 향약집성방 중에 재인용되었음을 고려
해볼 수 있다44).

서적 원문
鄕藥集成方

傷寒論 桃仁湯 治少陰病, 下利, 便膿血者. 
赤石脂一斤, 一半全用, 一半篩末. 乾姜一兩. 粳米一升. ○右以水七升煮之候米熟, 去滓, 每服七合, 內赤石
脂末方寸匕, 日三. 若一服愈, 餘勿服.

傷寒論

康治本
少陰病, 下利, 便膿血者, 桃花湯主之. 
赤石脂一斤, 一半全用, 一半篩末. 乾薑一兩. 粳米一升. 上三味, 以水七升, 煮米熟湯成, 去滓, 內赤石脂末, 溫服七合, 
日三服.

康平本
少陰病, 下利, 便膿血者, 桃花湯主之. 
赤石脂一斤, 乾薑一兩. 粳米一升. 上三味, 以水七升, 煮米令熟, 去滓, 內赤石脂末方寸匕,
 一半全用, 一半篩末. 溫服七合
日三服. 注若一服愈, 餘勿服.

金匱玉函經
少陰病, 下利, 便膿血, 桃花湯主之. 
赤石脂一斤, 一半全用, 一半篩末. 乾薑一兩. 粳米一升. 上三味, 以水七升, 煮米令熟, 去滓, 溫服七合, 內赤石脂末方寸
匕, 日三服, 若一服愈, 餘勿服.

淳化本
少陰病, 下利, 便膿血者, 桃花湯. 
桃花湯方. 桃花石二兩, 搗碎. 乾薑半兩, 炮裂, 銼. 粳米半合. 上件藥, 以水二大盞, 煎至一大盞, 去滓, 分爲二服, 食
前服之.

唐本
少陰病, 下利, 便膿血, 桃花湯主之. 
赤石脂一斤, 一半完, 一半米. 乾薑一兩. 粳米一升. 上三味, 以水七升, 煮米熟, 湯成去滓, 溫服七合, 內赤石脂末一方
寸匕. 一服止, 餘勿服.

宋本
少陰病, 下利, 便膿血者, 桃花湯主之. 
赤石脂一斤, 一半全用, 一半篩末. 乾薑一兩. 粳米一升.　上三味, 以水七升, 煮米令熟, 去滓. 溫服七合, 內赤石脂末方寸
匕, 日三服. 若一服愈, 餘勿服.

註解傷寒論
少陰病, 下利, 便膿血者, 桃花湯主之. 陽病下利便膿血者, 協熱也. 少陰病下利便膿血者, 下焦不約而裏寒也. 與桃花湯, 固下散寒. 桃花湯方 赤石脂一斤, 一半全用, 一半篩末. 甘溫. 乾薑一兩, 辛熱. 粳米一斤, 甘平. 澀可去脫, 赤石脂之澀, 以固腸胃. 
辛以散之, 乾薑之辛, 以散裏寒. 粳米之甘, 以補正氣. 上三味, 以水七升, 煮米令熟, 去滓, 溫服七合, 內赤石脂末方寸匕, 日
三服. 若一服愈, 餘勿服. 

* 傷寒論 전본 중의 문장은 李顺保 编著. 伤寒论版本大全. 北京. 学苑出版社. 2000에서 인용하 다. 

표 1. 향약집성방과 상한론 여러 판본 중의 桃花湯 문장 

이 3회, 장중경이 1회 인용되었다고 기재하 으나(김중권. 鄕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書誌學硏究 35. 2006. p.209) 본문에서는 각각의 
조문 수가 아닌 인용 문헌 표기 횟수를 중심으로 계상하 다. 

42) 鄕藥集成方｢傷寒門｣의 梔子生薑湯 역시 이어지는 처방 구성으로 보아 梔子生薑豉湯의 오기로 보인다. 
43) 염용하 외. 鄕藥集成方에 인용된 仲景書 條文에 하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1). 2003. p.48.
44) 鄕藥集成方에 실려 있는 小承氣湯 적용 증상 설명 문장은 1557년에 간행된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傷寒門｣ 傷寒六經證治要例 중에서도 

확인된다(徐春甫 編集. 崔仲平, 王耀廷 主校. 古今醫統大全 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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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향약집성방 전체에서 장중경을 인용 문헌으
로 표기된 횟수는 5회, 중경이 인용 문헌으로 표기된 횟
수는 1회이나45) ｢상한문｣ 및 ｢열병문｣에서는 후박삼물탕
(厚朴三物湯)과 관련된 단 1개 문장 만이 장중경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후박삼물탕은 금
궤요략 중에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적용 증상이나 구성 
본초의 용량, 그리고 전탕 방법 등에서 향약집성방과 차
이를 보이며, 오히려 증류본초(證類本草) 후박(厚朴) 중
의 조문과 유사하다46). 향약집성방과 증류본초의 문장
을 비교해보면 후박과 황(大黃)의 용량 그리고 전탕 시 

활용하는 물의 용량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적용 증상
이나 문장 기술 방식에 있어 금궤요략 보다 증류본초
와 가깝다. 이를 통해 향약집성방의 편찬자들이 증류본
초 중에서 후박삼물탕 관련 문장을 발췌 인용하고 장중
경으로 인용 문헌을 표기하 음을 알 수 있다. 향약집성
방의 풍병문(風病門), 노채문(勞瘵門), 구토문(嘔吐門) 중
에서 장중경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고 있는 나머지 문
장들 역시 상한론이나 금궤요략의 문장보다 증류본초 
중 홍람화(紅藍花), 달간(獺肝), 반하(半夏) 등에서의 문장
과 유사한 점은 위의 추정을 뒷받침 해준다.

서적 원문
鄕藥集成方 張仲景 厚朴三物湯 治傷寒雜病腹脹脈數.

厚朴四兩, 枳實五枚. ○右以水六升, 煎二物, 取三升, 內大黃二兩, 再煎取二升, 溫服一升, 腹中轉動更服, 不動勿服.
金匱要略

痛而閉者, 厚朴三物湯主之.
厚朴三物湯方 厚朴八兩 大黃四兩 枳實五枚上三味, 以水一斗二升, 先煮二味, 取五升, 內大黃, 煮取三升, 溫分一升, 以利爲度.

證類本草 厚朴... 張仲景治雜病. 厚朴三物湯主腹脹, 脈數. 
厚朴半斤, 枳實五枚, 以水一斗二升, 煎二物, 取五升, 內大黃四兩, 再煎取三升, 溫服一升, 腹中轉動更服, 不動勿服.

* 金匱要略은 何任 主編. 張仲景 撰.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98-99, 證類本草는 木村康一, 吉崎正雄 編輯. 唐
慎微 撰. 柯氏本 經史證類大觀本草. 東京. 廣川書店. 1970. p.369 참조.

표 2. 향약집성방과 금궤요략, 증류본초의 厚朴三物湯 비교

세 번째, 향약집성방 중에서 천옥집상한론으로 인용 
문헌을 표기하고 있는 문장은 총 3개 존재한다47). 천옥집
상한론은 앞의 고려사 인용문과 같이 고려 문종 12년에 
충주목에서 인각하여 보급하 지만 저작 자체가 전해지고 
있지 않아 향약집성방 중의 인용 문장이나 숭문총목 등
의 목록서 중에 실려 있는 기재 사항을 통해 저작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향약집성
방 중에서 천옥집상한론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고 있는 
문장이 ｢상한문｣에서만 등장하고, 삼황산(三黃散)･요명산(繞
命散)･목소산(木蘇散) 등을 처방명･적용 증상･처방 구성･본
초 복용법 또는 전탕법으로 구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처방을 중심으로 편찬된 상한 전문 저술이었음이 분명하
다.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천옥집상한론에 한 목록서 
상의 기재는 숭문총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숭문총
목 의서류(醫書類) 중에는 천옥집(川玉集)은 왕씨비방

(王氏秘方) 5권, 집묘방(集妙方) 3권 등에 이어 천옥집
(川玉集) 1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송지(宋志)
에는 편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석과 함께 통지
에는 천옥(穿玉)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편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전동(錢侗)의 주석이 덧붙여 있다48). 이처럼 
서명과 편찬자에 해 설명하고 있는 숭문총목의 2개 주
석은 모두 실제 송지와 통지 중의 기재와는 차이를 보
인다. 송지, 즉 송사(宋史)｢예문지(藝文志)｣ 중에는 천
옥집(穿玉集) 1권으로 기재되어 있어 천옥(穿玉)이라는 
서목이 실려 있는 서적은 통지(通志)｢예문략(藝文略)｣이 
아닌 송사｢예문지｣이다. 뿐만 아니라 송사｢예문지｣ 중
에는 천옥집이 이숭경(李崇慶)의 연 집(燕臺集)에 이
어 나열되어 있어 천옥집의 저자가 이숭경일 것으로 추
정된다49). 고약눌(高若訥, 997-1055)의 저서임이 분명한 
상한류요(傷寒類要) 4권 역시 소문오문궐의(素問誤文闕

45) 염용하 외(2003)는 鄕藥集成方 중의 張仲景으로 인용 문헌을 표기한 문장을 4개로 계상하 지만(염용하 외. 鄕藥集成方에 인용된 仲景
書 條文에 하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1). 2003. pp.44-46), 김중권(2006)은 嘔吐門에서 하나를 더해 5개라고 계상하 다(김중권. 鄕藥
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書誌學硏究 35. 2006. p.214). 

46) 오재근(2011)은 鄕藥集成方이 證類本草의 여러 판본 중 大全本草, 즉 大觀本草 계열의 판본을 활용하 을 가능성이 높음을 논설한 바 
있다(오재근.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증류본초 활용.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5). 2011. pp.111-116).

47) 김중권. 鄕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書誌學硏究 35. 2006. p.222.
48) 王堯臣 等 編次. 錢東 等 輯釋. 崇文總目 3卷.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初編 22. 上海. 商務印書館. 1936.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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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 1권에 이어 별도 저자 표기 없이 나열되어 있으므
로50) 연 집에 이어 나열된 천옥집의 저자 역시 이숭
경으로 여겨진다51). 남송 의 역사서인 통지｢예문략｣ 의
방(醫方) 중에는 옥천상한론(玉川傷寒論)이 27부의 상한 
관련 저작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52). 옥천상한론을 천
옥집과 동일한 저작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의구심
이 들지만 모두 의서류에 속하고 있는 점, 서목 중의 글자
가 동일한 채 위치만 바뀌어져 있는 점, 그리고 숭문총목
의 주석에 의거하여 동일한 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천옥집(川玉集)과 천옥집(穿玉集)을 동일 저작으로 
볼 수 있는지 천옥집(川玉集), 천옥집상한론(川玉集傷寒
論), 옥천상한론(玉川傷寒論)을 모두 동일저작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서명 기재내용
宋史 藝文志 卷六 李崇慶 燕臺集五卷 穿玉集一卷... 高若訥 素問誤文闕義一卷 傷寒類要四卷...
通志 藝文略 第七 醫書類三... 玉川傷寒論一卷 ... 右傷寒二十七部

七十五卷.
崇文總目 卷三十六 王氏秘方五卷 集妙方三卷 川玉集一卷 宋志不著

撰人 侗按通志略, 川玉作穿玉, 亦不著撰人.

표 3. 송사, 통지, 숭문총목 중의 천옥집상한론 관
련 기재 

요컨 ,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려 시  의서의 수가 별로 
되지 않아 당 에 어떤 상한론 전본이 유통되었는지 또 
상한 임상 의학의 구체적인 특징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없다. 향약집성방에서 상한론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
고 있는 문장 역시 조선 전기까지 전해지던 모종의 상한론 
전본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자료 부족으로 
어떤 계통의 전본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송 의 본
초 저작 증류본초 중에 실려 있는 장중경의 처방까지도 향
약집성방에서 인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한 처방을 입
수하기 위한 다각도의 분석이 진행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송 의 형 관찬 의서 태평성혜방이나 상한 저
작 천옥집상한론이 고려에 보급되어 있었고 그 향이 
조선 초기의 관찬 의서인 향약집성방에까지 지속되고 있
는 점 등은 고려 시 에 이미 상한에 한 본격적인 논의
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Ⅳ. 향약집성방 ｢상한문｣과 ｢열병문｣ 
내용 상의 특징

향약집성방 중에서 상한에 한 내용들은 부분 ｢상
한문｣과 ｢열병문｣ 중에 집중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향약집
성방과 향약집성방의 편찬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친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송 의 관찬 의서 태평성혜방, 성제총
록을 비교함으로써 향약집성방의 상한 내용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한 부문의 편제, 
인용 문헌 횟수 등에 한 분석하여 구성 상의 특징을 살
펴보고, 앞에서 논의한 전염을 둘러싸고 이루어져온 상한에 

한 질병 인식과 질병 분류, 육경변증의 활용,53) 처방 중
의 본초 운용 등을 중심으로 내용 상의 특징을 탐색해본다.

향약집성방｢상한문｣은 ｢풍문(風門)｣에 이어 등장하고 
있으며 총 85권 중 5-8권에 달해 부인, 소아, 향약본초를 
제외한 46개 질병문 중 ｢풍문｣, ｢옹저창양문(癰疽瘡瘍門)｣
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반면 ｢상한문｣에 
이어 소개되고 있는 ｢열병문｣은 ｢서문(暑門)｣, ｢습문(濕門)｣
과 함께 9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향약집성방의 
편제가 풍, 상한, 열병, 서, 습 등 이른바 육기에 의해 생겨
난 병증을 분량과 무관하게 전면에 배치하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것으로54) 진단, 용약 및 장부 병증의 처치법을 전면
에 배치시킨 태평성혜방과 달리 운기(運氣)를 부각시킨 성

49) 脫脫 等 修. 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 宋史 7冊.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4369.
50) 脫脫 等 修. 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 宋史 7冊.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p.4372.
51) 崇文總目의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오류는 후 에 집석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에 따른 오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면 한 검토 

이후의 수정이 요구된다. 
52) 鄭樵 撰. 王樹民 點校. 通志二十略. 北京. 中華書局. 1995. p.1728.

유사 서명으로 排玉集 2卷이 있으나 口齒 관련 의서들과 함께 배열되어 있어 傷寒과는 무관하다. 
53) 六經辨證은 1950년 이후 중국에서 제기된 辨證論治 방식 중 하나이다(Volker Scheid,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2. p.203, 278). 傷寒論 편찬 당시 六經辨證이라는 용어 역시 존재하지 않았지만 본문에서는 편의상 六
經을 활용한 변증 방식을 六經辨證이라고 칭한다.

54) 이경록.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중국 의료의 조선화. 의사학 20(2). 2011. pp.242-247.
鄕藥集成方의 전체적인 편제는 太平聖惠方과 聖濟總錄으로부터, 처방과 본초는 각각 太平聖惠方과 經史證類大全本草로부터 가장 많
은 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경록. 鄕藥에서 東醫로. 歷史學報 212. 2011. p.244; 김호. 여말선초 ‘鄕藥論’의 형성과 鄕藥集成方. 
震檀學報 87. 1999.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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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총록의 향으로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약집성방｢상한문｣과 ｢열병문｣의 구성은 각각의 문 

전체를 포괄하는 통론(統論)과 개별 병증을 설명하는 론
(論), 인용 의서별 처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같은 구성 
형식은 성제총록과 매우 유사하다.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향약집성방｢상한문｣의 통론은 성제총록에서, 
｢열병문｣의 통론은 태평성혜방에서 유래하여 외형적으로
는 성제총록과 태평성혜방에 고루 인용하고 있다. 그러
나 ｢상한문｣의 개별 병증 설명을 담고 있는 55개 론55) 중 
태평성혜방을 인용 문헌을 밝히고 있는 것은 31개, 성제
총록은 21개, 제병원후론은 2개, 상한류서는 1개이며, 

｢열병문｣의 19개 론 중 태평성혜방을 인용 문헌으로 밝
히고 있는 것은 18개, 제병원후론은 1개로 병증에 한 
이론적 틀은 성제총록 보다 태평성혜방에 약간 치우쳐
져 있다56). 처방에 있어서도 ｢상한문｣의 경우 총 213회 인
용 문헌 표기 횟수 중 태평성혜방이 43회, 성제총록이 
28회, 주후방(肘后方) 19회, ｢열병문｣ 총 20회 인용 문
헌 표기 횟수 중 태평성혜방이 18회 인용되어 있어 태
평성혜방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57). 즉 향약집성방 중의 
상한에 한 정보는 송 의 두 관찬 의서인 태평성혜방
과 성제총록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평성
혜방에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문 통론(횟수) 론(횟수) 처방(횟수)

상한문 聖濟總錄(1)
太平聖惠方(31)
聖濟總錄(21)
諸病源候論(2)
傷寒類書(1)

簡易方(2) 經驗良方(4) 經驗方(2) 經驗秘方(4) 南陽活人書(1) 澹寮方(1) 唐本註
(1) 斗門方(1) 得效方(5) 梅師方(7) 孟詵(1) 拔粹方(6) 百一選方(3) 兵部手集
(1) 本朝經驗(1) 本草(2) 三因方(3) 傷寒論(5) 傷寒類要(6) 傷寒明理論(1) 傷寒
指掌圖(12) 聖濟總錄(28) 聖惠方(43) 孫用和(1) 孫眞人(2) 袖珍方(4) 勝金方(1) 
食療(1) 食醫心鏡(1) 神效名方(3) 衍義(2) 烟霞聖效方(3) 永類鈐(3) 玉龍歌(1) 
外臺秘要(9) 龍魚河圖(1) 衛生方(7) 資生經(1) 張子和(1) 張仲景(1) 肘后方(19) 
陳藏器(2) 集驗方(1) 千金方(11) 川玉傷寒論(1) 川玉集傷寒論(2) 通眞子傷寒(1) 
居家必用(1) 鄕藥惠民方(1) 和劑方(3) 活人書(1) 活人總括(1)

열병문 太平聖惠方(1) 太平聖惠方(18)
諸病源候論(1) 聖惠方(18) 千金方(1) 三和子方(1)

* 향약집성방｢상한문｣ 및 ｢열병문｣ 본문 중에서 인용 문헌으로 서명을 언급한 것만을 계상하 다. 

표 4. 향약집성방｢상한문｣ 및 ｢열병문｣의 인용 문헌 분석

태평성혜방은 제병원후론의 문장을 매 부의 첫머리
마다 인용하고 있어 제병원후론의 병리학적 성취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태평성혜방 상한 
관련 부분의 첫머리인 상한서론(傷寒叙論)의 역시 제병원
후론의 문장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지만 태평성혜방 중
에는 앞서 언급한 제병원후론 중의 “상한이라는 병은 사
람이 한독(寒毒)의 기운에 접촉하게 되어서 병이 생긴 것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59)는 문장이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제병원후론 중에 실려 있던 “온역

과 함께 전염되어 사독(邪毒)이 자궁에 들어가면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문장이 태평성혜방｢치임신열병태
사복중제방(治妊娠熱病胎死腹中諸方)｣ 중에 기재되어 있
고,60) 제병원후론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한으로 가
슴과 배가 터질 듯이 아픈 것은 그 사람의 장부(臟腑)가 
오랫동안 차가웠기 때문이다. 이 병에 전염되었다가... 가슴
과 배가 팽배해지고 아프게 되었다”는 기재가 태평성혜방
｢치상한심복창통제방(治傷寒心腹脹痛諸方)｣ 중에 실려 있
어61) 상한의 전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즉 상한은 전

55) 鄕藥集成方의 ｢傷寒門｣ 하위 항목은 총 59개이나 傷寒後雜病, 辟溫病方, 可灸形證, 不可灸形證은 論曰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상 시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可汗形證의 경우 論曰이 아닌 曰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설명이 다른 항목의 論曰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함께 계상하 다. 

56) 이경록은 鄕藥濟生集成方의 胸痺 病論에서는 聖濟總錄이 인용되어 있지만 鄕藥集成方에서는 聖惠方을 인용되고 있는 것에 해 鄕藥
集成方의 편찬자들이 聖濟總錄을 안본 것이 아니지만 胸痺의 병론만큼은 聖濟總錄 보다 聖惠方이 낫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라고 서술
하 다(이경록. 鄕藥에서 東醫로. 歷史學報 212. 2011. p.255). 

57) 統論, 論에 이어지는 鄕藥集成方의 처방은 하나의 인용 문헌이 표기되어 있지만 그 중에 여러 개의 처방을 나타내는 又方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又方의 개수를 헤아리지 않고 인용 문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을 계상하 다. 

58) 田文敬. 略論太平聖惠方編著特點. 陝西中醫 26(9). 2006. p.1136. 
59)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77. “傷寒之病, 但人有自觸冒寒毒之氣生病者, 此則不染着他人.”
60) 王懷隱 等 編. 太平聖惠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8. p.2358. “治妊娠熱病胎死腹中諸方. 夫妊娠因染溫疫傷寒積邪毒之氣, 入於胞臟, 致令胎死.”
61) 王懷隱 等 編. 太平聖惠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8. p.398. “夫傷寒心腹脹痛者, 由其人臟腑久冷, 因染斯疾, 未得汗間, 心神煩熱, 遂服涼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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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 던 수  관찬 의서 제병원후
론의 견해를 송  관찬 의서 태평성혜방은 수용하고 있
지 않은 것이다. 성제총록 역시 태평성혜방을 비롯한 

부분의 상한론 전본 중에 실려져 있는 성관계를 통해 
상한이 전염된다는 상한음양역(傷寒陰陽易)과 함께 “상한과 
역려가 전염되어 머리와 눈이 침침하고 무거우며 목덜미와 
척추가 굽어지고 흉격이 통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는 벽
온환(辟瘟丸)이 한 설명을 벽온역령불상전염(辟溫疫令不
相傳染) 중에 기재하고 있어62) 상한의 전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두 의서로부터 많은 향을 받은 향약
집성방은 상한심복창통(傷寒心腹脹痛) 중에서 태평성혜
방을 인용하며 상한이 전염되어 발생하 다는 기술을 싣
고 있고63) 벽온병방(辟溫病方)을 중에서는 경험량방(經驗
良方)을 인용하며 상한 역려를 다스리고 같은 침 에서 
자더라도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
어64) 상한은 전염성 질병이다는 태평성혜방 및 성제총
록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상한의 전염 여부와 달리 상한의 분류에 있어 향약집성
방은 태평성혜방, 성제총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5에서와 같이 제병원후론은 외감 질환에 해 상한병
제후(傷寒病諸候), 시기병제후(時氣病諸候), 열병제후(熱病
諸候), 온병제후(溫病諸候), 역려병제후(疫癘病諸候)와 같
은 분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태평성혜방은 제병원
후론의 온병제후와 역려병제후를 모두 삭제하 으며, 상한
과 시기 중에 온병, 장역 등의 흔적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

다. 이와 달리 성제총록은 제풍(諸風)과 함께 상한을 외
감 질환의 표 항목으로 내세운 뒤 그 중에서 상한습온
(傷寒濕溫), 상한시기(傷寒時氣), 상한역려(傷寒疫癘)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향약집성방은 상위 항목에 있어서
는 태평성혜방과 유사하게 ｢상한문｣과 ｢열병문｣으로 구
분하고 있지만, 하위 항목에서는 성제총록과 유사하게 ｢상
한문｣ 중에 상한시기, 상한역려 등을 포괄하여 두 의서의 
내용을 절충하고 있다. 향약집성방이 태평성혜방에서는 
구분되었다가 성제총록에서 다시 통합된 열병을 ｢열병문｣
으로 독립시키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향약집성방｢열
병문｣ 통론에서는 태평성혜방의 문장을 전재하여 “열병이
라는 것은 상한의 한 종류임을 밝힌 뒤”65) 열병의 발병 기
전, 오장열(五藏熱)에 따른 증상의 차이, 질병의 경과와 치
료 가능 여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죽거나, 치료하기 
어렵거나 하는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상
한에 비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었음을 보여준다. 처방에 
있어서도 부분 태평성혜방을 인용하고 있어 성제총록
이 담아내고 있지 않은 태평성혜방의 열병 관련 내용이 향
약집성방｢열병문｣을 통해 수용되고 있다. 이는 1117년에 
편찬된 성제총록이 누락하 던 열병 관련 지식을 902년
에 편찬된 태평성혜방을 통해 재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1431년 향약집성방의 편찬이 개시되었을 당시 상한과 다
른 증상을 보이는 열병이 조선에 만연하여 있었고 이를 성
제총록의 정보만으로는 처하지 못하 음을 암시한다.

의서명(권수) 구분 비고
諸病源候論
(총 50권)

7-8권 傷寒
-9권 時氣 熱病

10권 溫病 疫癘
太平聖惠方
(총 100권)

8-14권 傷寒 11권 治傷寒吐血諸方 治傷寒溫病, 時氣疫毒, 及飲酒傷中, 吐血不止... 止血蒲黃散方.
15-16권 時氣 16권 治時氣瘴疫諸方
17-18권 熱病 -

聖濟總錄
(총 200권) 21-33권 傷寒 22권 中風傷寒, 傷寒濕溫, 傷寒時氣, 傷寒疫癘, 傷寒結胸

鄕藥集成方
(총 85권)

5-8권 傷寒 5권 可汗形證, 不可汗形證... 中風傷寒, 傷寒時氣, 傷寒疫癘, 傷寒結胸...9권 熱病 暑病 濕

표 5. 제병원후론, 태평성혜방, 성제총록, 향약집성방의 상한 관련 편제 비교

及飲冷水, 傷於心脾, 動於風冷, 故令心腹脹痛也.”
62) 曹孝忠 等 編纂, 焦惠 等 重校, 聖濟總錄 上.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印行. 1978. p.323. “治傷寒疫癘傳染，頭目昏重，項膂拘急，胸膈不通. 辟

瘟丸方.”
63) 兪孝通, 盧重禮 외. 鄕藥集成方. 김신근 편. 한국과학기술사자료 계 의약학편 3.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280. 
64) 兪孝通, 盧重禮 외. 鄕藥集成方. 김신근 편. 한국과학기술사자료 계 의약학편 3.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346. 
65) 王懷隱 等 編. 太平聖惠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8. p.466. “夫熱病者皆傷寒之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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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해지고 있는 부분의 상한론 전본들은 태양
(太陽), 양명(陽明), 소양(少陽), 태음(太陰), 소음(少陰), 
궐음(厥陰)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해 송

의 의가 주굉(朱肱), 한지화(韓祗和) 등이 육경경락론(六
經經絡論)을 제기한 뒤 육경변증은 상한을 이해하는 주된 
방식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66). 태평성혜방의 경
우 8권의 상한수병일수차제병증(傷寒受病日數次第病證)이
나 9권의 치상한일일후제방(治傷寒一日候諸方) 등에서는 
경락을 매개로 상한의 전변 과정을 해석하고 있지만, 10권
부터 이어지는 치상한중풍제방(治傷寒中風諸方), 치상한음
양강유경병제방(治傷寒陰陽剛柔痙病諸方) 등의 개별 병증 설
명에서는 육경 관련 언급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67) 육경변증
이 아직 일반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성제총록은 태
평성혜방 간행 이후 100여년이 지나 편찬되었으며 1065
년에 교정의서국에서 수집 정리한 송본(宋本) 상한론의 
성과까지도 포괄하고 있다68). 성제총록은 형식상 개별 
병증에 한 간단한 설명을 소개한 뒤 해당 처방을 배열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체 구성의 측면에서는 육경변증
의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개별 병증 설명 중에서
는 육경변증 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평성혜방 중의 치상한두통제방(治傷寒頭痛諸方)은 “무
릇 상한두통은... 삼양지맥(三陽之脈)에 풍한(風寒)이 들어
온 뒤 머무른 채 움직이지 않으면 ... 열이 나고 머리가 아
프게 된다”69)는 총괄 서술에 그친 반면, 성제총록 중의 
상한두통(傷寒頭痛)에서는 “상한두통은 사기(邪氣)가 양맥
(陽脈)을 따라 위쪽의 머리를 공격하 기 때문이다... 태양
두통(太陽頭痛)은 반드시 발열과 오한이 있고, 양명두통(陽
明頭痛)은 오한은 없고 반 로 오열이 있으며, 소양두통(少
陽頭痛)은 맥이 현세하고 발열이 있다”70)는 식의 육경에 
의거한 보다 구체적인 증상 변별을 실시하고 있다. 두 의서 
간행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나 조선에서 편찬된 향약집성방

(1433)의 경우 태평성혜방에서 유래한 가한형증(可汗形
證), 불가한형증(不可汗形證) 등의 형증에 한 논의를 진
행한 뒤 상한결흉(傷寒結胸), 상한조열(傷寒潮熱) 등의 개
별 증상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체적으로 성
제총록의 구성을 따르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육경변증의 활
용 여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향약집성방은 ｢상한
문｣ 통론 중에서 성제총록을 전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육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한의 부  증상들을 설명하고자 
했던 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71) 남양활인서(南陽活人
書) 등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육경 이론에 입각한 
상한 변증 방식이 어느 정도 수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사실 복잡하게 나타나는 상한의 증상을 육경변증이라는 
틀로 진단하고 처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요구한다. 각각의 증상을 구별하여 나열하고 해당하
는 처방을 소개하는 것은 개별 증상에 한 증투제(對症
投劑)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성제총록이나 향약집
성방 등이 보다 광범위한 독자 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향약집성방 후반부에 첨부되어 있는 ｢향약본초(鄕藥本
草)｣는 중국 의학을 수용한 조선의 의학이 약재의 자립을 
통해 동의학으로서의 근간을 갖추었음을 선언한 중요 저술
로 평가받고 있다72). 선행 연구에서는 향약집성방｢상한
문｣ 중에 실려 있는 처방 중에 상한론의 처방을 구성하
고 있는 마황(麻黃), 계지(桂枝), 부자(附子), 감초(甘草), 
저령(猪苓), 우여량(禹餘糧), 용골(龍骨) 등의 약물이 배제
되어 있음을 포착하고 향약집성방의 처방이 ｢향약본초｣ 
중에 실려 있는 향약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 다. 
｢향약본초｣의 성과에 입각한 ｢상한문｣ 처방 해석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음 두 가지 사항은 마땅히 추가 검토
되어야 한다. 첫 번째 향약집성방의 처방 중 인용 문헌으
로 표기되어 있는 문헌 중 주후방(肘后方) 등은 현재까지도 

66) 정창현. 傷寒六經에 관한 諸家學說. 東洋醫學 9. 1995. pp.14-23; 叶发正. 伤寒学术史. 武昌. 华中师范大学出版社. 1995. p.60.
67) 太平聖惠方 卷第十三 治傷寒百合病諸方이나 卷第十四 治傷寒後虛羸諸方, 治傷寒後脚氣諸方, 治傷寒後腰腳疼痛諸方에서 經絡을 활용한 병증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변증 부분에서 太平聖惠方이 이룩한 성취는 陰陽表裏虛實 및 外感內傷 변증과 
臟腑 변증으로 알려져 있다(方肇勤, 中医辨证论治学. 上海. 上海中医药大学出版社. 2008. pp.105-106). 

68) 太平聖惠方과 달리 聖濟總錄｢傷寒門｣ 傷寒可汗에 수재된 30개 처방 중에서는 麻黃附子細辛湯, 神丹丸 만이 발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附子
劑이며, 傷寒可下에서는 모든 처방 중에 大黃이 활용되고 있어 “附子 發汗을 부정하고”, “陽病下法을 도입하고자 하 던” 宋本傷寒論의 성과
가 반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岡田硏吉 外. 宋以前傷寒論考. 市川. 東洋學術出版社. 2007. p.290). 

69) 王懷隱 等 編. 太平聖惠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8. p.303. “夫傷寒頭痛者, 是外中風邪, 上注腦中. 三陽之脈, 受於風寒, 伏留不去, 則流傳於
心肺, 故使上焦壅滯, 心煩鼻塞, 壯熱頭痛也.”

70) 曹孝忠 等 編纂, 焦惠 等 重校, 聖濟總錄 上. 臺北. 新文豊出版公司 印行. 1978. p.259. “論曰傷寒頭痛者, 邪氣循陽脈上攻於頭也... 故太陽頭痛, 
必發熱惡寒, 陽明頭痛, 不惡寒反惡熱, 少陽頭痛, 脈弦細而發熱.”

71) 傷寒明理論의 저자 成無已는 校正醫書局에서 펴낸 宋本傷寒論의 傷寒을 三陰三陽을 이해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註解傷寒論을 편찬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岡田硏吉 外. 宋以前傷寒論考. 市川. 東洋學術出版社, 2007. p.227). 

72) 김두종.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81. pp.216-219; 이경록. 鄕藥에서 東醫로. 歷史學報 212. 2011.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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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지고 있지만, 두문방(斗門方), 매사방(梅師方), 승
금방(勝金方), 용어하도(龍魚河圖) 등은 증류본초의 
인용 문헌으로 확인되며, 당본주(唐本註)는 증류본초의 
전형적인 표기 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증류본초로부터의 
2차 인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위의 장중경 인용 문헌 표
기 예에서와 같이 향약집성방이 본초 저작으로서 뿐 아
니라 방서라는 측면에서도 증류본초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황, 
계지, 부자, 감초 등의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는 본초가 향
약집성방의 뭇 처방 중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과 아울러 
최명길(崔鳴吉)이 향약집성방 중간본 발문 중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청교체기 무렵 중국에서 수입되던 약재의 부
족이 향약집성방 중간(重刊)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은 향약집성방의 편찬 목적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약재 즉 당약(唐藥)을 쉽사리 구하지 못했을 일반 민중에
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나타낸다. 고려 또는 조선 의
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는 본조경험(本朝經驗)과 향
약혜민방(鄕藥惠民方) 유래 처방이 ｢상한문｣ 중에, 삼화
자방(三和子方)이 ｢열병문｣ 중에 수록되어 있는 것 역시 
이를 잘 반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약집성
방 보다 앞서 고려 다방(茶房)에서 수집한 약방문에 의거
하여 편찬된 지배층 중심의 의서 어의촬요방 중에서는 
상한 처방으로 감초를 활용하고 있는 백호탕, 마황탕(麻黃
湯)에 계지만 생략한 삼요탕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마황, 
부자, 감초, 방기 등을 모두 요구하는 소속명탕(小續命湯) 
등도 역시 기재되어 있다73). 이는 조선 초기 향약과는 별
도로 중국에서 유입된 약재인 당약(唐藥)이 여전히 활용되
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하며, 향약집성방이 지니고 있
는 의서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향약집성방의 상한은 외형상 송 의 관찬 
의서 성제총록을 따르고 있지만 병증 이론, 처방의 활용
에 있어서는 태평성혜방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상한의 
전염 가능 여부에 있어서는 태평성혜방이나 성제총록
과 크게 다를 점은 없지만 그 분류에 있어서는 열병을 강
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한에 표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인 육경변증은 성제총록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송
 의서를 통해 수용하고 있지만 외형상 두드러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송  관찬 본초 저작인 증류본초 중의 
처방이 상한 중에 다수 반 되어 있어 중국 본초 저작에 

한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나 향약집성
방은 향약의 활용이 부각되어있는 의서로 한반도 자생 본
초를 활용한 상한 처치를 강조하고 있다. 

Ⅴ. 맺음말

명말 청초에 일었던 상한론 연구 논쟁은 청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식어져 이제 온병학(溫病學)으로 논의의 중심
이 이동하게 된다74). 온병학은 명청 에 유행하던 전염병
에 처하지 못하 던 기존의 상한 임상에 한 반성과 함
께 등장한 분야이나 상한론과의 학문적 연계성만큼은 지
속하고 있다. 온병학의 발전을 최고조까지 끌어올린 오국통
(吳鞠通) 역시 온병조변(溫病條辨) 범례 중에서 “온병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은 상한을 보좌할 수 있다”, “상한론
과 문장과 글자를 조해보면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의 
오묘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75) 상한을 떼어놓고는 온
병을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 다. 일본 역시 에도 시 에 
길익동동(吉益東洞)을 위시한 고방파(古方派) 의가들이 등
장하여 상한론을 중심으로 송  이전 의서 중심의 일본 
의학 전통을 만들어냈다76).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 의
학사 기록 중에는 상한 의론을 발전시키거나 상한을 표제
로 삼아 의서를 편찬한 예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의 의학적 보편성이 한국 의학의 외
연을 둘러싸고 있었으므로77) 전문 의가나 의서의 부재만을 
곧장 상한 연구 전통의 단절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송사나 고려사 중에는 상한론의 전본을 포함하고 
있던 태평성혜방이나 상한의 병증 및 처방을 전문적으로 
서술한 천옥집상한론이 고려 에 이미 유포되어 있었음
을 보여주는 기사가 실려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향약

73) 안상우, 최환수. 어의촬요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p.14, 66, 69, 70, 111; 이경록. 고려시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 혜안. 
2010. p.269.

74) 박현국 외 공역. 傅芳 외 공저.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서울. 일중사. 2003. p.705.
75) 吴鞠通 著. 温病条辨. 李刘坤 主编. 吴鞠通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pp.9-10. “是书虽为温病而设, 实可羽翼伤寒... 与伤寒论对待

文字, 有一纵一横之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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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집성방 잔권 중에는 상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만 이
를 보완한 세종 의 관찬 의서 향약집성방은 ｢상한문｣
과 ｢열병문｣ 중에서 상한에 한 전문 내용을 수재하 다. 
향약집성방에서 상한론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고 기
재되어 있는 5개 문장 중 4개 문장은 현전본 상한론 중
에서도 확인되나 1개 문장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어떤 
전본을 활용하 는지 확정할 수 없다. 이외에 장중경으로 
인용 문헌을 표기한 문장은 상한론 전본이 아닌 증류본
초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여 송 의 관찬 본초 저작 증
류본초가 본초 뿐 아니라 처방에 있어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약집성방의 상한 관련 성취는 송 의 관찬 의서 태
평성혜방과 성제총록에 형식 및 내용상에 있어 높은 의
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향약집성방의 형식을 구성 및 인
용 문헌 표기 횟수를 통해, 내용을 상한의 전염 가능 여부, 
상한의 분류, 상한에 변증 방식, 그리고 처방 중의 본초 활
용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 향약집성방｢상한문｣과 ｢열병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성제총록을 따르고 있지만, 통론, 개별 병증에 
한 설명을 담고 있는 론, 처방에 활용된 인용 문헌 표기 횟
수를 확인해보면 성제총록 보다 태평성혜방에 치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첫 번째, 향
약집성방은 상한의 전염 가능 여부에 있어서는 태평성혜
방과 성제총록의 논지를 유지하고 있다. 상한을 전염성 
유행병인 역병과 구분할 것인지에 해서는 제병원후론 
이래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태평성혜방은 상한의 전염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성제총록이나 향약집성방은 이
를 그 로 수용하 다. 두 번째, 향약집성방은 상한의 분
류에 있어 상한이라는 분류 중에 중풍상한, 상한시기, 상
한역려 등을 포괄하여 성제총록과 유사한 분류 방식을 
취하 지만, 열병 만큼은 별도 분류하여 태평성혜방을 그

로 전재하 다. 이는 태평성혜방 이후의 저서인 성제
총록의 상한에 한 정보로는 처하지 못했던 열병이 조
선 전기에 문제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세 번째, 향약집성
방 중에는 상한의 변증 방식이 외형상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육경으로 질병을 설명하고자 하 던 성제총록의 견
해가 통론 중에 전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육경으로 상한 
관련 증상을 설명하고자 하 던 남양활인서 등이 인용되
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육경변증에 한 이해를 지
니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선행 연구에서 밝
힌 바와 같이 향약집성방의 상한 처방은 부분 ｢향약본

초｣ 중에 수재되어 있는 향약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증
류본초의 처방이 ｢상한문｣과 ｢열병문｣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과 향약집성방이 지배 계층이 아닌 일반 민중을 

상으로 편찬되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되짚어져야 한다. 
조선 전기 의서 향약집성방의 ｢상한문｣과 ｢열병문｣은 

송  이후 동아시아 의학의 주된 의론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던 상한을 둘러싼 논의가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진행
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송 의 관찬 의서 태평성혜방, 
성제총록, 그리고 증류본초 등을 위주로 편찬되었지만, 
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이나 남양활인서 등의 중국 의
가의 저작과 함께 향약혜민방, 삼화자방 등과 같은 고
려 의서까지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 에도 
상한에 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까지도 한국 의학사 관련 기록 중에서 상한을 중심으로 자
신 만의 의론을 펼친 의가나 상한을 표제로 삼은 의서의 
존재가 드물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향약집성방 중에 
실려 있는 상한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조선 전기의 상
한 의학 역시 동아시아 의학의 보편성 속에서 함께 숨 쉬
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1. 강연석, 안상우. ｢鄕藥集成方 중 ｢傷寒門｣의 본초분석
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鄕藥醫學｣.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
집. 2002 ; 8(2) : 17-22.

2. 김남일.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
학의 학술 경향｣. 醫史學. 2006 ; 15(1) : 83.

3. 김남일. ｢鄕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한 연구｣. 震檀學
報. 1999 ; 87 : 200.

4. 김중권. ｢鄕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書誌學硏究. 2006 
; 35집 : 209, 214, 222.

5. 김호. ｢여말선초 ‘鄕藥論’의 형성과 鄕藥集成方｣. 震檀
學報. 1999 ; 87 : 132-3.

6. 염용하 외. ｢鄕藥集成方에 인용된 仲景書 條文에 하
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 17(1) : 44-9.

7. 오재근.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증류본초 활용｣.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 24(5) : 111-6.

8. 오준호. ｢양감상한(兩感傷寒)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의가



한국의사학회지 제 25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5, No. 2

- 135 -

(醫家)들의 상한(傷寒) 인식｣. 醫史學. 2012 ; 21(1) : 
2, 19.

9. 이경록.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중국 의료의 조선화｣. 
醫史學. 2011 ; 20(2) : 225-62.

10. 이경록. ｢鄕藥에서 東醫로｣. 歷史學報. 2011 ; 212 : 
243-78.

11. 정재혁. ｢傷寒에 한 考察｣. 東洋醫學. 1976 ; 1(3) : 
81.

12. 정창현. ｢傷寒六經에 관한 諸家學說｣. 東洋醫學. 1995 ; 
9 : 14-23.

13. 史兰华. ｢伤寒论传本佚文考略｣. 山东中医学院学报. 1999 ; 
20(1) : 62.

14. 田文敬. ｢略論太平聖惠方編著特點｣. 陝西中醫. 2006 ; 
26(9) : 1136.

15. 김두종. 韓國醫學史. 서울 : 탐구당. 1981 :　70,　216-9.
16. 박현국 외 공역. 傅芳 외 공저.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서울 : 일중사. 2003 : 705.
17.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서울 : 역사비평사. 

2004 : 277, 291-3. 
18. 안상우, 최환수. 어의촬요연구. 서울 :　한국한의학연

구원. 2000 :　14, 66, 69, 70, 111.
19. 兪孝通, 盧重禮 외. 김신근 편.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鄕藥集成方 3. 서울 : 여강출판사. 1988 : 
280, 346, 351. 

20. 이경록. 고려시  의료의 형성과 발전. 서울 : 혜안. 
2010 :269.

21. 전상운, 이성규 옮김. 야마다게이지 저. 중국의학은 어
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2 :　181.

22. 전종휘, 정희 . 감염병. 서울 :　최신의학사. 1971　:　
245.

23. 葛洪 著. 梅全喜 外 编译. 梅全喜 外 编译. 抱朴子内
篇･肘后备急方今译. 北京 :　中国中医药出版社. 1997 :　
234.

24. 廖育群. 吉益东洞. 上海 :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09 
:　44-5.

25. 雷自申 等 主编. 孙思邈千金方硏究. 西安 :　陕西科学
技术出版社. 1995 :　186.

26. 马继兴. 中医文献学. 上海 :　上海科学技术出版社. 1990 
:　123.

27. 方肇勤. 中医辨证论治学. 上海 :　上海中医药大学出版
社. 2008 :　105-6.

28. 梅全喜 外 编译. 抱朴子内篇 ․ 肘后备急方今译. 北京 
:　中国中医药出版社. 1997 :　34.

29. 范行准. 中國病史新義.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89 
:　137, 293, 312.

30. 谢观 著. 余永燕 点校. 中国医学源流论. 福州 : 福建
科学技术出版社. 2003 : 51.

31. 徐春甫 編集. 崔仲平, 王耀廷 主校. 古今醫統大全 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622.

32.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277, 302, 322, 333-5.

33. 巢元方 等 編撰.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708, 1193. 

34. 严世芸. 中医学术发展史. 上海 :　上海中医药大学出版
社. 2004 :　153.

35. 余雲岫 編著. 古代疾病名候疏義. 北京 :　人民衛生出版
社. 1947 :　149.

36. 叶发正. 伤寒学术史. 武昌 :　华中师范大学出版社. 1995 :　
60.

37. 吴鞠通 著. 温病条辨. 李刘坤 主编. 吴鞠通医学全书. 
北京 :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　9-10. 

38. 王堯臣 等 編次. 錢東 等 輯釋. 崇文總目 3卷. 王雲五 
主編. 叢書集成初編 22. 上海 :　 商務印書館. 1936 :　
210, 213.

39. 王懷隱 等 編. 太平聖惠方.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58 :　303, 398, 466, 2358. 

40. 李顺保 编著. 伤寒论版本大全. 北京 :　 学苑出版社. 
2000 :　1.

41. 李荣景 等 校释. 孙思邈 著. 千金翼方校释. 北京 :　人
民卫生出版社. 1998 :　22.

42. 張嘉鳳. “疾疫”與“相染”. 李建民 主編. 生命與醫療. 北
京 :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5 :　404, 405, 406, 410.

43. 張圍東 著. 宋代崇文總目之硏究. 臺北 :　花木蘭文化工
作坊. 2005 :　81-90.

44. 张志斌. 中国古代疫病流行年表. 福州 :　福建科学技术
出版社. 2007 :　1, 6-7.

45. 钱超尘. 伤寒论文献通考. 北京 :　学苑出版社. 1993 :　
477-88.

46. 鄭樵 撰. 王樹民 點校. 通志二十略. 北京 :　中華書局. 
1995 :　1728.

47. 曹东义. 中医外感热病学史. 北京 :　 中医古籍出版社. 
2004 :　74.



조선 의서 향약집성방 중에 실린 상한(傷寒) 논의 연구

- 인용 문헌, 의론(醫論), 처방, 본초 등을 중심으로 -

- 136 -

48. 曹孝忠 等 編纂, 焦惠 等 重校, 聖濟總錄 上. 臺北 :　
新文豊出版公司 印行. 1978 :　259, 323.

49. 陳延之 原著. 高文柱 辑校. 小品方輯校. 天津 :　天津
科学技术出版社. 1983 :　45. 

50. 陈邦贤. 中国医学史. 北京 :　商务印书馆. 1998 :　368. 
51. 何任 主編. 張仲景 撰. 金匱要略校注. 北京 :　人民衛

生出版社. 1990 :　98-9.
52. 脫脫 等 修. 許嘉璐 主編. 二十四史全譯 宋史 16冊. 

上海 :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　4369, 4372, 10416-17.
53. 岡西為人. 宋以前醫籍考 上. 北京 :　學苑出版社. 2010 

:　248.
54. 岡田硏吉 外. 宋以前傷寒論考. 市川 :　東洋學術出版. 

2007 :　227, 290.
55. 丹波元胤. 醫籍考. 北京 :　學苑出版社. 2007 :　106.
56. 木村康一, 吉崎正雄 編輯. 唐慎微 撰. 柯氏本 經史證類

大觀本草. 東京 :　廣川書店. 1970 :　369.
57. 富士川遊. 日本醫學史. 東京 :　日新書院. 1943 :　752. 
58.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　自家出版. 1962 

:　28.
59. 諸橋轍次. 大漢和辞典 7. 東京 :　大修館書店. 1975 :　

1159. 
60. Asaf Goldshmidt. The Evolution of Chinese Medicine: 

Song Dynasty, 960-1200.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9 :　71, 87-95.

61. Volker Scheid.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Durham & London :　Duke University Press. 
2002 :　203, 278.

6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 Available 
from http://db.history.go.kr./ 2012.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