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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ext of the HaeHokByeonUi(解惑辨疑)

 in detail and to collect information on its author, Lee, ByungHa.

Methods : Family and life of Lee, ByungHa were reconstructed through genealogy and 

historical data pu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contents and frequency of title items 

were analyzed. 

 Results :1. The period of writing is estimated to be between 1827-1831. 2. At that time, 

there were one JeonUigam(典醫監)-bujigjang(副直長), and four medical officers who 

belonged to the Chijongcheong(治腫廳). 3. There was a total of 2434 title items, of 

which 472 items were overlaps. 4. The proportion of general vocabulary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vocabulary. 5. The overlapping title items are presumed to be 

important basic concepts within the medical text of that time. 

Conclusions :HaeHokByeonUi(解惑辨疑) was likely an introductory text to those preparing for 

the National Medical Examination of the 19th century. It provides useful basic medical 

vocabulary to learners of Korean Medicine eve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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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忠甫 李炳夏는 典醫監正, 議藥同參醫를 지낸 19

세기 조선의 의학 관료이다.1) 그의 저술인 解惑辨

疑는 미키 사카에의 해제를 통해 학계에 처음 알려

졌고,2) 이후 한국의학대계에 포함되어 축쇄 복사본

이 간행되어 보급되었다.3) 미키 사카에는 이 책에 

대해 “중국의 언어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초출하고 音과 註를 붙이고 언해를 한 

주석본으로서, 우리나라의 醫家가 중국 의서를 번역

해서 읽는데 유익한 책”이라고 평하였다.4) 차웅석은 

“책 주석의 내용으로 보아 초학자를 위한 설명으로 

생각되며, 조선시대 수험 대비용 참고의서”라 평가

했다.5)

심경호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지식 정보를 단

순하게 집적하는 기존의 類書류 전통에서 벗어나 일

체 개념을 古釋하는 類說 또는 어휘들을 일정하게 

정리한 물명어휘집에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이수

광의 芝峯類說과 유형원의 磻溪隨錄을 특히 큰 

영향을 준 책이라 평가했다.6) 이황의 三經四書釋義
와 같이 유교 경전에 대하여 주석을 하는 부류의 책

은 17세기에 주로 편찬되었고, 이런 흐름은 19세기 

말까지 이어졌다.7) 즉 과학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문헌 자구에 주석을 하는 것은 조선 후기의 학문 경

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조선의 의서에서 

解惑辨疑와 같은 부류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解惑辨疑에 대한 선행연구는 책을 소개하는 정도

의 해제만 이루어졌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1)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317.

2) 박정상. 조선의서지 제1부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한의학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p.278.

3) 김신근. 한국의학대계 47.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3-72.

4)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p. 

490-491. 김신근은 미키 사카에의 평을 번역해 싣고 있

다.

5) 장서각 국학자료실.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

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pp.297-298.

6)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조선후기 유서와 지식의 계보학. 

서울. 경인문화사. 2019. pp.27-28.

7) 남종진 역. 이만영 저. 국역 재물보 1. 서울.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2019. p.21.

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解惑辨疑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고 본문 내용을 분석하려 한다. 그래서 조선

시대 의학 관료에게 요구되었던 기본 의학지식을 이

해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하게 19세기 조선 의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의 한의

과대학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한자 어휘를 구성

함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본 론

1. 저자 및 서지 사항

1) 저자

李炳夏는 1800년(정조 24) 9월 3일에 內醫 李思

仁(1764-1819)의 3남 중 첫째로 태어났다. 泰安李

氏 司猛公 貴山 12세로 자는 忠甫, 初諱는 鎭夏이다

(사진 1).8)

사진 1. 태안이씨 세보 무술보의 李炳夏 기록

태안이씨는 李炳夏의 8대조인 李信欽(1570-1631)

이 畫員으로서 기술직 관직에 처음 출사하였고, 6대 

8) 태안이씨세보 무술보 3. 인제대학교. 족보도서관. [cited 

2020 December 14]; Available from: 

https://genealogy.inje.ac.kr/reader_responsive/index.ph

p?u=59AA2BA4-1BE9-F688-EBD8-6DDD3732DD3B&

display=both#page/46. 태안이씨세보에서는 31세로 되

어있다. 그러나 司猛公 貴山 전의 선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있어. 본고에서는 世數를 貴山부터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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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祖인 李尙蕃(1636-1673)이 內醫가 되어 처음으

로 의학 관료가 되었다. 박훈평에 의하면 이 가계

(副護軍 堅계)에서만 조선 후기에 의학 관료를 58명

이나 배출하였다.9)

李炳夏는 1827년(순조 27) 色掌으로서 증광시 

의과에 급제하므로, 그는 醫科 급제 이전에 전의감 

의학생도 중 임원이었다. 1846년(헌종 12) 5월 의

약동참청에 입속되어 副司勇(종9품)이 되었고,10) 

1849년 9월에는 副司果(종6품)이 되었으며11) 1864

년 초명인 鎭夏에서 병하로 개명하였다.12) 1872년

(고종 9) 5월 동참청에서 減下되어 관직에서 은퇴하

였다.13) 족보를 보면 官歷에 正이 기재되어있어 典

醫監正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족보를 보면 先

塋을 비롯 아내와 동생, 아들 등의 묘가 경기도 楊

州(현재의 서울 도봉구) 일대라 李炳夏도 도성 밖에 

거주할 경우에는 양주목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2) 서지 사항

解惑辨疑는 필사본 1책, 5침안정법으로 선장 

제책되었고, 전체 분량은 겹장으로 35장이며, 책의 

크기는 28.5×17.8m이다. 표첨지에 “解惑辨疑 全”

으로 되어있다(사진 2).14)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유일본으로 소장 중(청구기호 K3-384)이

다. 그러나 미키 사카에의 朝鮮醫書誌에서 이 책

9)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pp.320,404.

10) 승정원일기 5월 8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cited 2020 December 14];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I12050080-01000

11) 승정원일기 1849년 9월 5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

정원일기. [cited 2020 December 14];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J00090050-02300

12) 승정원일기 1864년 5월 5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

정원일기. [cited 2020 December 14];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01050050-00800

13) 승정원일기 1872년 5월 15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승

정원일기. [cited 2020 December 14]; Available from: 

http://sjw.history.go.kr/id/SJW-K09050150-01800

14) 본고에서 解惑辨疑의 이미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

털 장서각. [cited December 14]; Available from: 

http://jsg.aks.ac.kr를 활용하였다. 책을 실물확인하지 못

해서 형태서지사항은 소장처의 해제에 따른다. 장서각 국

학자료실. 장서각한국본해제 자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

구원출판부. 2012. pp.297-298.

을 “著者藏”이라 하였으므로15) 장서각본 외의 다른 

이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 2. 해혹변의 표지 및 본문 첫 면

본문 첫 면에 ‘忠甫’, ‘李鎭夏印’ ‘李王家藏書印’이 

있으며, 필사본으로 朱色 권점이 단어의 첫 글자 상

단에 표시되어있다. 판심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는 인쇄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수고로 기록하였는데 

판상구에 ‘時參’을 版心상단에는 “直”, “東”, “正” 

같은 책의 이름과 권수를 하단에는 張數를 기록하였

15) 박정상. 조선의서지 제1부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한의

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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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진 2).

3) 책의 구성

解惑辨疑는 서문, 발문, 목차가 없이 본문으로

만 구성되었다. 책제 그대로 의혹되고 의심스러운 

것을 풀어 변증한 책인데 直指方, 東垣十書,   

醫學正傳의 3종을 다룬다. 直指方과 東垣十書
말미에는 전의감 소속 관원의 녹봉과 12卦象이 나

오고, 醫學正傳 말미 1면은 공백이다(표 1).16)   

東垣十書가 전체 본문 분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표 1. 解惑辨疑 본문 구성

분류(책) 분량(면)

直指方解惑辨疑 6 15

전의감

소속 관원

녹봉

없음 1

東垣十書解惑辨疑 14 33.5

12卦象 없음 반면

醫學正傳解惑辨疑 8 19

直指方은 南宋 楊士瀛이 저술하였는데 1430년

(세종 12)에 의과 취재과목으로 언급된 이후로 계속

적으로 활용되었고, 나머지 2종은 續大典(1764년) 

에서 처음으로 醫科 과목이 되었다. 즉 3종 모두 醫

科 과목의 교재이다(표 2).17)

16) 전의감 소속 관원 녹봉이나 12괘상 부분은 별도의 제목

이 없으나 편의상 붙였다.

17)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2). pp.3-13.

https://medicalhistory.jams.or.kr/co/com/EgovMenu.kci

?s_url=/sj/search/sjSereClasList.kci&s_MenuId=MENU

-000000000053000. 박훈평의 논문에서 해당 책의 내용

을 요약 정리하였다. 東垣十書는 朝鮮王朝實錄 1488

년 10월 11일 기사에 동지중추부사 성건이 북경에서 買

得하여 조선에 처음으로 전래된 것으로 나온다. 국사편찬

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cited 2021 January 3];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그런데 裘沛

然에 따르면 1529년(명가정8)에 처음 成書된 것으로 나오

므로  성종조에 전래된 책과 후대 간행된 책은 서로 다른 

책일 가능성도 있다.

표 2. 解惑辨疑 수록 의서 개괄

書名 주요 사항  간행

直指方
1430년(세종12) 

의학취재 과목

1431년 

鑄字所 

초간본

:동활자본

經國大典 이후

의과 과목

무신자본

:동활자본

東垣十書

1488년(성종19)

처음으로 조선에

전래

1568년

이전

羅州藏本

: 목판본

續大典에서 

처음으로

의과 과목 수록

1765년

혜민서 

중간본

:목활자본

醫學正傳
醫林撮要 인용

갑진자본 /

1585년 

이전

全州藏本

續大典에서 

처음으로

의과 과목 수록

嶺營版 /

完營版

解惑辨疑은 서발문이 없고 본문 내용에서도 저

술 시기를 특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저자가 개

명 이전의 이름을 쓰고 있고, 醫科용 의학서를 다루

는 책의 내용으로 보아 책의 저술 시기는 저자의 전

의감 出仕 시절인 1827-1846년 사이일 것이다.

2. 표제 항목 분석

1) 直指方
直指方 조선 간본은 26권 6책으로 간행되었다. 

6책으로 나누어진 표제 항목은 총 537항이다(표 3

).18)

18) 본고에서 解惑辨疑 원문은 김신근. 한국의학대계 47. 

서울. 여강출판사. 1988. pp.3-72를 저본으로 하고 한국

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cited December 14]; 

Available from: http://jsg.aks.ac.kr으로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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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直指方의 책별 수록 권과 항목수

책 수록 권 항목 수

1 1-2 65

2 3-7 118

3 8-14 77

4 15-20 91

5 21-22 86

6 23-26 100

全 6책 26권 537

수록된 표제항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크게 어휘 

풀이와 원문 교감으로 나눌 수 있다. 어휘 풀이는 

의학과 일반 어휘로 나눌 수 있다. 인물, 서적명 등

의 고유 명사는 따로 분류하였다(표 4).19) 이러한 

분류를 한 까닭은 저자의 표제어 선정 의도를 살펴

보기 위함이다. 표제 항목 분류를 살펴보면 저자가 

전문 의학 용어보다는 어려운 한자 풀이와 같은 일

반 어휘를 주로 선정하였다. 解惑辨疑에서 다루는 

3종의 의서가 모두 의과 과목이었음을 전제한다면, 

解惑辨疑는 이미 의학에 종사하는 이들보다는 의

과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로 볼 수 있다.20) 

이들 3종 의서 외의 당시 大典通編에 규정된 의

과 과목은 經國大典, 纂圖脈, 銅人經, 素問, 
本草의 5종이다.21) 즉 이들 3종은 종합의서 내지 

총서 성격을 지닌 책만을 가려 뽑은 것이다. 그런데 

醫學入門이 1831년(순조 31) 8월 새롭게 식년시 

의과 과목으로 결정되어 1834년 의과 초시부터 배

강과목으로 추가되었다.22) 종합의서 醫學入門이  

19) 전체 표제항은 본고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여기서 

일반과 의학 어휘를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의학 어휘라 함

은 조선시대 의학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로 한정하였다. 따

라서 여기서 일반어휘로 분듀되었으나 현대에는 한의학에

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張氏” 등의 용어는 고유명

사로 보기는 어려우나 특정 인물 등을 지칭하므로 고유명

사로 함께 분류하였다.

20) 이는 서론에서 언급된 차웅석의 평가를 재확인하는 것이

다. 미키 사카에의 견해는 책을 읽는 주체를 의가로 한정

한 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21)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2). pp.12-13.

https://medicalhistory.jams.or.kr/co/com/EgovMenu.kci

?s_url=/sj/search/sjSereClasList.kci&s_MenuId=MENU

-000000000053000.

解惑辨疑에서 제외된 점은 解惑辨疑의 저술 시

기를 1831년 이전으로 추정하는 근거이다. 앞서 인

물 생애에서 저자의 전의감 出仕 시기가 1827- 

1846년이므로 저술 시기는 1827-1831년 사이로 

좁혀진다.

표 4. 直指方 표제 항목 분류

冊數 일반 의학
고유

명사
교감 합

1 42 8 13 0 65

2 97 25 6 0 118

3 61 12 2 2 77

4 71 12 7 1 91

5 66 16 2 2 86

6 72 13 11 4 100

합 401 86 41 9 537

비율 74.7 16 7.6 1.7 100

표제항에 대한 설명은 간단한 풀이 위주로 音을 

병기한 사례도 많다. 한글 音을 병기하거나 당시의 

俗語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解惑辨疑에서 直
指方 1책 내용 중 이러한 표제항은 총 18항이

다.23) 당시의 物名類 자료나 약물명이 수록된 인제

지 등을 비교함으로써 국어학과 본초학 연구의 가

능성이 있다.24) 그런데 표제항만 있고 그 내용이 없

는 경우가 8항이 있다(표 5). 내용을 여백으로 남겨

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저자 자신도 그 어휘에 

22)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2). p. 14. 

https://medicalhistory.jams.or.kr/co/com/EgovMenu.kci

?s_url=/sj/search/sjSereClasList.kci&s_MenuId=MENU

-000000000053000.

23) 啘 (音얼). 嚔 (音톄 자치음). 掀 (音흔). 溶溶 (音용). 恙 

(音양). 懵 (音몽). 煿 (音박). 濾 (音려). 匝 (音.잡). 斡 

(音알). 穩 (音온). 黧悴 (音리췌). 太陰玄精石 (소금밋희얼

완거시니). 一炘久 (한솟밥지을사이). 攪 (音교). 趕 (音한). 

摸 (音모). 痓 (音질).

24) 物名이란 “사물의 성질과 이름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분류

하고 풀이한 것”이다. 박훈평. 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어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33(2). 

pp.37,42. 

https://medicalhistory.jams.or.kr/po/volisse/sjPubsArti

PopView.kci?soceId=INS000000517&artiId=SJ0000000

535&sereId=SER000000001&submCnt=3&index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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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표 5. 내용이 없는 直指方 표제 항목

책수 항목수 항목명

4 2 金山老, 余太宰

5 3 黑參, 是亝, 榼籐子

6 3 土礬, 衛生, 郭稽中

조선 간본과 중국내 현전본의 차이로 일부 표제 

항목은 차이가 있다.25)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는 것

은 향후 해당 의서의 정본화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駃” 표제항은 “音쾌, 疾也”라 설명

되었다. 그런데 중국 내 현존본은 해당 글자가 “馳”

로 되어있다(사진 3).26) 

사진 3. 直指方 조선중간본과 解惑辨疑의 “駃”

 

直指方의 중국 초간본은 殘卷만 남아있고, 중

국내 완질 현존본은 朱崇正刊本(1550년)이 가장 앞

선 시기의 것으로서27) 1431년에 초간된 조선 초간

본보다 후대의 판본이다.28) 물론 조선 초간본과 중

25) 조선 간본은 숙종 연간에 간행된 무신자본으로 대조하였

는데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에 6책 완질이 소

장 중이다. 이미지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cited 2020 December 14]; Available from: 

http://kostma.korea.ac.kr를 활용하였다. 중국 현존본은 

명 가정29년(1550) 朱崇正刊本을 저본으로 한 杨士瀛. 仁

斋直指. 北京. 中医古籍出版社. 2016과9 朱崇正刊本에 
四庫全書으로 교주한 杨士瀛. 杨士瀛医学全书. 北京. 中

医古籍出版社. 2015를  참조하였다.

26) “馳” 항목은 直指方 卷之一·脈病逆順論에 나온다. 杨士

瀛. 仁斋直指. 北京. 中医古籍出版社. 2016. p.8. 杨士瀛. 

杨士瀛医学全书. 北京. 中医古籍出版社. 2015. p.16

27) 裘沛然. 中国医籍大辞典. 上海. 上海科学技术出版社. 

2002. p.1489.

간본(무신자본)도 오식과 교감에 따른 차이가 있겠

으나, 내의원 교정에 의한 결과물로서 直指方의 

정본화 작업에 주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표제 항

목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 중간본과 중국 현존 본의 

차이는 29항이다(표 6).29)

표 6. 直指方 조선중간본과 朱崇正刊本의 차이

책 수록 편 조선 명

1 1 권1·總論 五鬲 五隔

2 1 권1·總論 駃 馳

3 1 권2·證治提綱 痓 痙

4 2 권3·諸風 萆薢 薢萆

5 2 권3·諸風 齧 咬

6 2 권4·歷節風 磁 瓷

7 2 권5·諸氣 一字 一念

8 2 권5·諸氣 湯釋蒸餠 湯泡蒸餠

9 2 권7·痰涎 羶 腥

10 3 권8·咳嗽 石鍾乳 鍾乳石

11 3 권9·勞瘵 * 魂氣 魂氣

12 3 권9·勞瘵 * 大紅川楸 大紅川椒

13 4 권16·五疸 黃蘗 黃柏

14 4 권19·腎臟風痒 槐潤 坎潤

15 4 권20·眼目 * 黃運 黃連

16 5 권21·耳 * 調癢 調養

17 5 권21·耳 * 黃麻 麻黃

18 5 권21·耳 鎔 溶

19 5 권21·鼻 㾴 皶

20 5 권21·鼻 白龍圓 白龍丸

21 5 권21·咽喉 扌+斡 擀
22 5 권21·咽喉 鑰 鎖

23 5 권21·咽喉 脂麻 芝麻

24 6 권23·諸痔 * 銀窩 銀鍋

25 6 권23·癩風 三虫 四虫

26 6 권24·諸瘡 * 胎㿐頭熱 治㿐頭熱

27 6 권25·蠱毒 廣南 黃南

28 6 권26·婦人 * 得汗則凝澁 得寒則凝澁

29 6 권26·血氣 * 經合腸胃 經絡腸胃

28) 이정현에 따르면 일본 다케다재단의 杏雨書屋에 갑진자본

이 소장 중이다. 이정현. 한의학 고서목록. 대전. 한국한의

학연구원. 2019. pp.482-483. 본고에서는 이 판본을 확

인하지 못하고 중간본과 비교하였다.

29) 표 내용에서 “*”된 항목은 解惑辨疑 본문에서 교감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교감 된 경우는 서로 다르나 꼭 일

치하지는 않는다. 표 내용 중의 “扌+斡”은 하나의 글자로 

자형을 지원받지 못하여 파자해서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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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본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

는 같은 뜻의 한자나 이체자가 대부분이다. 일부 명

백한 판각 오류도 보인다. 그러한 誤刻은 표제항의 

해설에서 대부분 지적되었다(총 9회). 그런데 권9·

勞瘵의 표제어 “魂氣”에 대하여 “鬼氣之誤”라 하였

으나 중국본과 조선본의 원문이 동일하다. 다른 교

감 사례에서는 교감한 내용과 중국본 원문이 같으므

로 독특한 사례이다(8회). 저자가 해당 본문을 잘못

이해한 까닭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조선의 의관들이 

동일한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도 있다.

2) 전의감 소속 의관 녹봉

直指方 표제항 다음에는 18員에 해당하는 의관

의 녹봉이 기록되었다(사진 4).

○ 正. 쌀 1섬 5말, 콩 5말, 군자감에서 낸다. 僉

正. 쌀 1섬 2말, 콩 13말. 광흥창에서 낸다. 判官. 

쌀 1섬 1말, 콩 1섬 1말. 광흥창에서 낸다. 主簿. 쌀 

1섬 1말, 콩 10말. 광흥창에서 낸다. 敎授. 쌀 1섬 

1말, 콩 10말, 광흥창에서 낸다. 直長. 쌀 13말, 콩 

6말. 광흥창에서 낸다. 副直長. 쌀 11말, 콩 3말. 군

자감에서 낸다. 奉事. 쌀 12말, 콩 5말. 광흥창에서 

낸다. 副奉事. 쌀 10말, 콩 5말. 광흥창에서 낸다. 

副奉事. 쌀 9말, 콩 3말. 군자감에서 낸다. 訓導. 쌀 

10말, 돈 2냥. 군자감에서 낸다. 參奉. 쌀 10말, 콩 

5말. 광흥창에서 낸다. 參奉. 쌀 10말, 콩 5말. 광흥

창에서 낸다.

○ 治腫廳 : 鍼医와 司正의 錄은 3달마다 돌아가

면서 차례대로 한다.30) 敎授. 쌀 1섬 1말, 콩 10말, 

광흥창에서 낸다. 鍼醫. 쌀 13말, 콩 6말, 광흥창에

서 낸다. 鍼医. 쌀 5말, 조 4말 5되, 군자감에서 낸

다. 鍼医. 쌀 5말, 조 4말 5되, 군자감에서 낸다.

○ 聰敏廳 : 司果 3달분, 쌀 2섬 10말, 콩 2섬. 

광흥창에서 낸다.31)

30) 四都目에 의해 교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31) ○ 正 米一石五斗, 太五斗. 資. 僉正 米一石二斗, 太十三

斗. 廣. 判官 米一石一斗, 太十斗. 廣. 主簿 米一石一斗, 

太十斗. 廣. 敎授 米一石一斗, 太十斗. 廣. 直長 米十三斗, 

太六斗. 廣. 副直長 米十一斗, 太三斗. 資. 奉事 米十二斗, 

太五斗. 廣. 副奉事 米十斗, 太五斗. 廣. 副奉事 米九斗, 

사진 4. 解惑辨疑 전의감 의관의 녹봉 기록

조선시대 관원의 녹봉은 세종조 이후 4孟朔頒祿

制에 의해 지급되었는데 이를 1721년(경종 1) 13科

等으로 하고 月俸화하였고 영조 조에 법전인 續大

典에 명문화되었다.32) 解惑辨疑 당시의 법전은  

大典通編으로 녹봉 관련 규정은 續大典을 따랐

으며 解惑辨疑의 내용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표 7).33) 그런데 전의감 소속 의관 중에 軍資

監에서 받는 이들은 부봉사 1원을 제외하고 모두 

법전의 과등 규정과는 다르게 받는다.

太三斗. 資. 訓導 米十斗, 文二兩. 資. 參奉 米十斗, 太五

斗. 廣. 參奉 米十斗, 太五斗. 廣. ○ 治腫廳 鍼医、司正, 

錄, 三朔式, 輪回. 敎授 米一石一斗, 太十斗. 廣. 鍼醫 米

十三斗, 太六斗. 廣. 鍼医 米五斗, 粟四斗五升. 資. 鍼医 
米五斗, 粟四斗五升. 資. ○ 聰敏廳. 司果三朔 米二石十斗, 

太二石. 廣.

32) 4孟朔頒祿制란 춘하추동 4맹삭에 나누어 녹봉을 지급하

는 제도이다. 최정환. 고려 조선시대 녹봉제 연구.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pp.233, 270.

33) 大典通編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자료

검색 원문검색. [cited 2021 January 3]; Available 

from: http://kyudb.snu.ac.kr을 활용하였다. 大典通編 2

책 戶典·祿科에 나온다. 治腫敎授를 제외한 치종청 원역

과 총민청 원역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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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解惑辨疑와 大典通編 녹봉 비교

解惑

辨疑(斗)

大典

通編(斗)

科

等
비고

正

정3품

米 15

太 5

米 15

黃豆 15
5 軍資

僉正

종4품

米 12

太 5

米 12

黃豆 13
7

判官

종5품

米 11

太 11

米 11

黃豆 10
8

主簿 

敎授

종6품

米 11

太 10

米 11

黃豆 10
9 同一

直長

종7품

米 13

太 6

米 13

黃豆 6
10 同一

副直長

정8품

米 11

太 3

米 12

黃豆 5
11 軍資

奉事

종8품

米 12

太 5

米 12

黃豆 5
11 同一

副奉事

정9품

米 10

太 5

米 10

黃豆 5
12 同一

訓導

정9품

米 10

文 2냥

米 10

黃豆 5
12 軍資

參奉

종9품

米 10

太 5

米 10

黃豆 5
13 同一

治腫

敎授

종6품

米 11

太 10

米 11

黃豆 10
9 同一

解惑辨疑 원문에는 어느 관청인지 기록은 없

다. 저자가 전의감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의

감이 분명하다. 三醫司 중에서 혜민서는 “正(정3

품)”이 없고, 내의원은 “敎授(종6품)”와 “訓導(종9

품)”이 없다. 기록 말미의 “資”와 “廣”은 녹봉을 지

급하는 관청으로 廣興倉과 軍資監이다. 19세기 전반

에 전의감 각 관료가 받는 녹봉의 수량과 종류, 공

급 주체 관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

다.

그런데 전의감은 당시의 법전인 大典通編에 따

르면 直長이 2員으로 이는 고종조 大典會通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解惑辨疑에는 “副直長”

이 기록되어있다. 조선 후기 直長 1員, 副直長 1員

이 있었다는 유일한 기록이다. 다른 전의감 本監 소

속 관원의 정원은 법전과 동일하다.

聰敏廳은 생도를 둔 관청에서 생도들의 실력 진

작을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 전의감은 의학생도를 교

육하는 기관이었다. 당시 전의감 내총민청에 衛職인 

司果 1員을 두었음이 파악된다. 治腫廳은 시기에 따

라 전의감에 분속되기도 독립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

는 분속된 시기였다. 치종청 소속 의관 정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解惑辨疑의 이 기록이 유일하며 治

腫敎授(종6품) 1員과 司正(정7품 衛職, 鍼醫) 1員, 

鍼医 2員이 정원이었다.

3) 東垣十書
東垣十書의 조선 간본은 16권 10책으로 간행

되었다.34)35) 그런데 直指方의 경우와 다르게 책

별이 아닌 권별로 나누어져 표제항이 총 1263항이

다(표 8). 원래 16권인데 권1인 崔嘉彦의 脈訣을 

제외하여 15권이 되었다. 解惑辨疑에서 脈訣이 

제외된 이유는 의과 과목이었던 纂圖脈을 중시한 

결과로 추정된다. 즉 의학 관료 양성에 있어서 유사

한 부류의 의서 교재들이 대등한 지위는 아니었다.

34) 중국의 東垣十書 현존본은 명만력11년(1583) 梅南書屋

刊本이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다. 裘沛然. 中国医籍大辞
典. 上海. 上海科学技术出版社. 2002. p.1491.

35) 조선 간본은 1765년(영조 41)에 간행된 혜민서 중간본

(목판본)으로 대조하였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중이다.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cited 2021 

January 3]; Available from: https://www.nl.go.kr를 활

용하였다. 중국 현존본의 참조서는 다음과 같다. 1. 局方

發揮, 2. 格致餘論 元代原板本을 저본으로 한 朱震亨. 

丹溪医集 第2版.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00. /. 3. 辨惑

論, 4. 脾胃論, 5. 蘭室祕藏. 明代 梅南書屋刊本을 저

본으로 한 李杲. 东垣医集.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15. / 

6. 此事難知. 淸광서5년각본을 저본으로 한 此事难知.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2008. / 7. 溯洄集.. 명만력연

간 王肯堂 편 고금의통정맥전서 총서본.을 저본으로 한 

王履. 医经溯洄集. 北京. 上海中医药大学出版社. 2012. / 

8. 湯液本草. 명만력29년오면학교본을 저본으로 한 王

好古. 汤液本草.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2008. /  9. 外
科精義. 齐德之. 1529년 東垣十書 중각본을 저본으로 

한 外科精义.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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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數 일반 의학
고유

명사
교감 합

1上 52 18 11 0 81

1下 32 2 8 0 42

2上 61 18 22 0 101

2下 37 24 6 0 67

3上 51 17 10 0 78

3下 32 14 1 0 47

4 55 18 9 0 82

5 40 12 10 0 62

6上 40 22 4 1 67

6下 24 12 8 6 50

7 34 11 41 4 90

8 57 33 40 1 135

9 100 43 40 0 183

10上 64 17 17 0 98

10下 57 7 15 1 80

합 752 256 242 13 1263

비율 59.5 20.3 19.2 1 100

권 수록 편 조선 명

1 1上 不分 黃蘗 黃柏

2
2上

胎婦轉包病論 頭擧 且擧

3 乳哽論 衒 炫

4

2下

腎之脾胃虛方 六氣 餘氣

5
辨內傷飮食

用藥所宜所禁

塞因

塞用

塞引

塞用

6
飮食自倍腸胃乃

傷分而治之

不盡行復

如法

不盡余

行復如

法

7
3下

濕熱成痿肺金受

邪論

臂 劈

8 熔 溶

9 4 胃完痛門 酪 酌

10 6上 問臟腑有肌
內外二境

啚
內外二

境圖

11 6下 相合脈經 * 卽手經內
卽手經

丙

12

7

一治各有五五五

二十五治如火之

屬衰于戌金之屬

衰于辰是也 *

又再折 又用屬

13 大接經從陽引陰 *
足少陰膽

之脈

足少陽

膽之脈

14 諸經頭痛 * 脈浮理中 脈沈理

표 8. 東垣十書의 책별 수록 권과 항목수 

책 수록 권 항목 수

1
1上 局方發揮 81

1下 格致餘論 上 42

2
2上 格致餘論 下 101

2下 辨惑論 67

3
3上 脾胃論 上 78

3下 脾胃論 下 47

4 蘭室祕藏 上 82

5 蘭室祕藏 下 62

6
6上 此事難知 上 67

6下 此事難知 下 50

7 溯洄集 90

8 湯液本草 上 135

9 湯液本草 下 183

10
外科精義 上 98

外科精義 下 80

全 10책 15권 1263

표제항만 있고 그 내용이 없는 경우는 16항이다

(표 9). 수록된 표제항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 10).

표 9. 내용이 없는 東垣十書 표제 항목

권수 항목수 항목명

2上 1 閻孝忠

6上 2 內外二境啚, 中滿

7 2 程德亝, 類纂

8 2 別設, 胡洽

9 3 濟衆方, 去猫涎, 續傳信方

10下 6
王氏愽濟, 靈苑方, 梅師方, 

勝金方, 譚氏, 子母秘錄

표 10. 東垣十書 표제 항목 분류

표제 항목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중간본과 중국 

현존 본의 차이는 48항이다(표 11).36)

표 11. 東垣十書 조선중간본과 중국본의 차이

36) 표 내용에서 “*”된 항목은 解惑辨疑 본문에서 교감된 

경우이다. 주로 편에 기록하였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조

선본의 내용에 넣었다.명대 간본으로 직접 비교하지 않고 

백화문으로 된 현대 간본을 비교하여 생기는 차이도 있다. 

따라서 해당 의서의 정본화 작업이 아닌 대략적인 비교 

정보만을 제공한다. 정본화 작업을 위해서는 조선 간본과 

중국 간본의 2차 자료가 아닌 1차 자료로 가지고 비교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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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 中湯

15 亢則害承迺制論 * 制生則化
制則生

化

16 四氣所傷論 *
所 生 受 病

水不足也

所 生 受

病 木 不

足也

17
張仲景傷寒立法

考
群儀永洋

群疑永

洋

18
傷寒三百九十七

法辨

二十二篇 

*
二十篇

19
傷寒四逆厥辨

鄭德亝 鄭德斋
20 啘 噦
21 積熱沈寒論 垂而否 乖而否

22 8 草部·大黃 舟楫載之
舟 楫 裁

之

23

9

草部·石葦

遠 墨 子 血

見 愁 鹿 經

草

遠 墨 子

血 見 愁

鹿銜草

24 草部·白芨 皰 疱

25 草部·梔子 皶 齄
26 草部·訶黎勒 煻 塘

27 草部·琥珀 蚛 蛊
28 果部·桃仁 鎔 溶

29 菜部·生薑 鎆 剪

30 玉石部·磁石英 麥句蔔 麥句薑

31

10

上

論將護忌愼法 蚛 腫

32 鍼烙瘡腫法 撚 攤

33 論五發疽 熛  燷
34 論時毒 㗜 嚔
35 辨丁腫十三種

形色禁忌

塼 磚

36 皰 疱

37

10

下

枳殼丸 挼 挪

38 通氣散 紙撚子 紙捻子

39 磨風膏 熔 溶

40 翠玉膏 䝋
41 寸金錠子 磚毬 磚球

42 劉守眞瘡論* 皮膏 皮膚

43 必效散 檾 苘
44 如聖散 蚕蛾 蚕沙

45 牙疳藥 錘 搥

46 萬應膏 瓷 磁

47 論炮制諸藥及

單方主疔瘡腫

法

㬠 晒
48 虞世男 虞世

4) 醫學正傳
醫學正傳 조선 간본은 8권 8책으로 간행되었

다.37) 直指方처럼 책별로 나누어져 표제 항목이 

총 635항이다(표 12).

표 12. 醫學正傳의 권별 수록 권과 항목수 

권 수록 항목 수

1 醫學或問, 中風, 傷寒 144

2 溫疫, 斑疹 외 82

3 痢, 嘔吐 외 59

4 眩暈, 頭痛 외 57

5 麻木, 耳病 외 62

6 便濁遺精 외 99

7 婦人科 55

8 小兒科 외 76

全 8권 634

수록된 표제항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표제항만 있고 그 내용이 없는 경우는 12

항이다(표 14).

표 13. 醫學正傳 표제 항목 분류

卷數 일반 의학
고유

명사
교감 합

1 93 2 47 2 144

2 60 8 11 3 82

3 49 6 1 3 59

4 46 6 2 3 57

5 43 13 2 4 62

6 72 15 9 3 99

7 42 6 3 4 55

8 54 9 9 4 76

합 459 65 84 26 634

비율 72.4 10.25 13.25 4.1 100

37) 醫學正傳은 1515년 초간되었는데 초간본은 권1,2만 현

존하고 이후 가정10년(1531)간본이 남아있다. 裘沛然. 中

国医籍大辞典. 上海. 上海科学技术出版社. 2002. p.600. 

본고에서 중국 현존본은 1531년 간본을 1604년 일본에

서 복각한 판본을 저본으로 한 虞抟, 医学正传. 太原. 山

西科学技术出版社. 2013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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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내용이 없는 醫學正傳 표제 항목

권수 항목수 항목명

1 5
朱佐, 馬宗索, 巢君穀, 

假者瘕, 龍樹居士

4 1 劉立之

6 4
張子元, 廣濟, 龍牙草, 

時菜雖茄宋洞虛 

8 2 阮氏, 憑氏

표제 항목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 중간본과 중국 

현존 본의 차이는 38항이다(표 15).38)

표 15. 醫學正傳 조선중간본과 중국본의 차이

38) 표 내용에서 “*”된 항목은 解惑辨疑 본문에서 교감된 

경우이다.

5) 종합 고찰

解惑辨疑의 표제항은 총 2434항으로 주로 일

반 어휘의 비중이 66.2%로 높다(표 16).

표 16. 解惑辨疑 수록 표제 항목 분류

書名 일반 의학
고유

명사
교감 합

直指

方
401 86 41 9 537

東垣

十書
752 256 242 13 1263

醫學

正傳
459 65 84 26 634

총 1612 407 367 48 2434

비율 66.2 16.7 15.1 2 100

단일 저자가 표제항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解惑辨疑에는 중복된 항목이 총 472항으로 전체 

2434항의 19.39%에 달한다(표 17).39) 가장 많이 

표제어로 사용된 어휘는 “仲景”으로서 총 10회이다. 

39) 표에는 直指方은 直, 東垣十書는 東, 醫學正傳
은 正로 약자를 썼다. 東3上에서 “內經”과 “靈樞”, 
東10上에서 “內經”과 “素問”이 하나의 표제어로 묶여있

는 2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단일 표제어이다. 표에서 총수

를 계산할 때는 2사례를 반영하여 항목 총수의 총합은 

472이나 실제인 470으로 하였다.  “( )”는 동일한 뜻이나 

약자나 이체자일 경우이다.

권 수록 편 조선 명

1

1 醫學或問

妄男子 高陽生

2 從正 * 從政

3 糅 揉

4 假者瘕 瘕者假

5 1 傷寒 * 至弟四日 至第四日

6 2 濕證 * 用烏五分 川烏五分

7
2 泄瀉 *

水液澄徹 水液澄澈

8 升麻除濕 升陽除濕

9 3 虛損 *
俱虛而挾

寒暑

俱虛而挾寒

者

10
3 勞極

白 塵 白蜡塵

11 渫 楪

12
3 勞極 *

根下如此 根下如△

13 竪點 竪黑

14 4 胃脘痛 燒餠米拌 燒餠米胖

15 4 胃脘痛 * 如鼓應浮 如鼓應桴

16
4 諸氣 *

窺壤判 窓壤判

17 以火制火 以火濟火

18 4 諸虫 螇鼠 鼷鼠
19 5 目病 水面浮牙 水面浮芽

20 5 喉病 綠礬 膽礬

21 5 痙病 * 擧卿 擧鄕

22 5 邪崇 * 氣及卽甦 氣反卽甦

23 5 三消 *
痺 成 爲 消

中
瘅成爲消中

24 6 便濁遺精
蓮 塘 朱 顯

二里
蓮塘朱顯二重

25 6 淋閉 長生於申 長生在申

26 6 黃疸 * 食己則胘 食己則眩

27 6 瘡瘍 * 膹豚 奔豚

28
6 瘡瘍

鱉碁 鱉棋

29 摻 摊
30 6 瘡瘍 * 凌宵花 凌霄花

31
7 月經

經爲血不

利卽爲水

六極

經爲血不利卽

爲水分

32 䵟 皯
33 7 月經 * 會經試驗 曾經試驗

34

7 胎前 *

先露其臂 先露其臀

35 增寒 憎寒

36 傍愰 傍侊

37 8 吐瀉 白炭 白礬

38 8 吐瀉 * 筋頭 指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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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실례로 東垣十

書解惑辨疑에서는 앞서 나왔음을 전제로 두 번째로 

나오면 앞에 나온 해당 편을 기록하였다.40) 물론 이

들 중복된 어휘가 일정부분 解惑辨疑의 저본이 된 

의서들의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중복되는 어휘는 당시 해당 의서에서 중요한 기본 

어휘일 것이다.41) 특히 중복된 빈도가 높은 어휘들

은 현대 한의학 학습에도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咳嗽”란 표제항은 ‘有聲無痰謂之咳, 有痰無聲謂

之嗽“으로 설명되었다.

표 17. 중복된 표제항 일람

중복횟수 항목수 항목 총수 비율

10 1 10 2.12

9 1 9 1.91

8 3 24 5.09

7 4 28 5.94

6 9 54 11.46

5 14 70 14.86

4 21 84 17.83

3 39 117 24.84

2 41 82 17.4

471 100

名 출처 횟수

1 仲景
東1上,2上,3上,4,5,6上,

7,8,9,10上
10

2
王叔和

(叔和)

直4,東2上3上,4,5,6

上,7,10上,正1
9

(6)

40) 直指方解惑辨疑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데 저자가 저

술을 계속 진행하면서 새롭게 적용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醫學正傳解惑辨疑는 東垣十書解惑辨疑과 연속되지 않

게 새로 해당 편을 기록하였다. 즉 저자는 3종 의서를 연

속적인 저작이 아닌 별개의 책으로 인식하였다.

4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저자의 장서인(李鎭夏印)이 

날인된 필사본 傷寒兼證析義도 소장되어있다. 이 책은 

청대 張倬이 저술하여 1667년에 간행한 상한전문서이다. 

이를 통해 저자가 평소 傷寒論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소장처의 해제에 따르면 원서를 그대로 필사한 

것이라 하였다. 장서각 국학자료실. 장서각한국본해제 자

부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pp.224-225. 

논자가 원서와 비교대조해보니 권두에 실린 陸序와 附로 

실린 經脈, 奇經, 運氣, 方宜가 필사본에서는 생략되었고 

나머지 본문은 모두 똑같다. 张倬. 伤寒兼证析义. 北京. 中

国中医药出版社. 2016.pp.陸序1,56-79.

1 九竅
東3上,4,7,8,9,10上,10

下,正4 8

2 難經
直1,東2下,3下,5,6上

,7,8,9
8

3
灵樞

(靈樞經
東3上,5,正8 8

(3)

4 癱瘓 直2,東1上,2上,5,7,8

,9,10上
8

1 岐伯
直1,東3上,4,6上,7,8

,10上
7

2 六氣
直1,東1下,2下,3上,6

上,7,正1 7

3 錢氏
直1,東1下,3上,4,5,8

,正8 7

4 腠理
直6, 

東1上,2下,3上,7,8
7

1
霍亂

(霍乱)

直2, 

東2下,3上,7,8,10上

6

(4)

2 嘔吐
直1,2, 東1上,2上,8, 

10上
6

3

金匱

要略

(金匱)

直2,東2下,4,7,9,

正2
6

(2)

4 孫眞人 東2下,4,7,8,9,10下 6

5 五勞
直3, 東1上,7,8,9, 

正5 6

6 五味 直1,3,1下,2上,4,9 6

7 潮熱
直2,

東4,6下,8,9,10上
6

8 咳嗽 直2,東4,5,8,9,10上 6

9
活人書

(活人)

直1, 東2下,6下7,9, 

正1
6

(1)

1 鍋
直2,東2上,6下,10上, 

正2 5

2 麴 東3上,4,8,9,正2 5

3 內經
東3上,7,8,10上,

正1 5

4 東垣 東1上,2上,5,8,9 5

5 濾
直1,東2上,9,10下,

正2 5

6 文武火
直4, 東4,6下,10下

正2 5

7 㕮咀 直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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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內經 東6上.8,9,正1 4

2 雷公 東6上.8,9,正1 4

2 辣 東1下,3下,9,正1 4

3 本草 東2上,6上,8,10下 4

4 五官 東2上,3上,8,正3 4

5 五氣 東2下,3上,4,8 4

6 豌豆
直2, 

東3下,10下,正6 4

7 王太僕 東1下,2上,7,正1 4

8 揉 直2,3, 東2上,9 4

9 六淫 東1上,2上,3上,正1 4

10
越人

(秦越人
東4,6上,7,正1 4

(1)

11 一字
直2, 

東9,10下,正6 4

12 易老 東6上,7,8,9 4

13 腸垢
直1, 東1上,10下,

正3 4

14 擦
直2, 東4,10下, 

正5 4

15
千金方

(千金)
東2上,8,10下

4

(1)

16 七情
直1, 東1上,3上, 

正1 4

17 八風 東2下,3上,5,正6 4

18 呷 直3, 東1下,6,正5 4

19 炕 東3下,5,正6,7 4

20 許學士 東1上,2上,6下,正2 4

1 喝 東3上,4,7 3

2 潔古 東3上,7,8 3

3 更衣 東2下,3下,正2 3

4 莖中 東8,9,正1 3

5 經驗方 東8,9,10下 3

6 鷄頭 東4,5,9 3

7 瘑 東6,10下,正4 3

8 瘰癧 直5,東10上,正6 3

9
啚經

(圖經)
東8,9,正6 3

(1)

10 茂 東4,5,9 3

11 煿 直1,2, 東10上 3

121 方寸匕 東8,9,正4 3

13 齄 東2上,9,正5 3

14 三虫 東6,8,9 3

15 先師 東4,5,正4 3

16 小麥 直3,東8,正2 3

17 小水 東1下,9,正2 3

18 孫思邈 東1上,3上,正1 3

19 噦 直2, 東2下,6上 3

20 閻孝忠 東2上,5,正1 3

21 五穀 直3, 東2下, 3上 3

22 五噎 直2, 東3下,9 3

23 五運 東3下,8,正1 3

24 五臭 東3下,5,6上 3

25
外台祕要

(外臺)
東1下,7,10上

3

(1)

26 熔 東3下,9,10上 3

27 芫 東2下,8,9 3

28 幽門 東3上,5,正1 3

29 六極 直3, 東1上,9 3

30 隱曲 東5,7,正8 3

31 紫雪 東1上,2上,正8 3

32 蘸 直2,東6下,正1 3

33 穿 東2下,3上,8 3

34 鍼經 東2下,3上,4 3

35 七損 東2下,3上,4 3

36 晡 東2下,8,9 3

37 皰 東9,10下,正6 3

38 夯 東2下,3上(2) 3

39 黃藥子 直6, 東8,10下 3

東2下,5,8,10上

8
成無己

(成無)
東2上,7,8,9,正1 5

(1)

9 五心
直3,

東1上,2下,5,正3 5

10
原病式

(原病)
東1上,2上,7,8,10下

5

(2)

11 咽喉 直1, 東,3上,8,9,10上 5

12 腸澼 東2下,3上,4,9,10上 5

13 七傷
直3, 東1上,8.9, 

正5 5

14
海藏

王海藏
東2上,6下,7,8,9 5(1)

15 黃蘗 直4, 東1上,3上,8,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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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炅 東2下,3上 2

2 大豆黃卷 東9,正5 2

3 大麥 東3下,5 2

4 另 東2下,3上 2

5 繆刺 東,3上,4 2

6 病原 東1下,2上 2

7 奔豚 東4,9 2

8 粉草 直5,正6 2

9 象云 東8,9 2

10 紓 東1上,2上 2

11 甦 直1, 東1下 2

12 素問 東7,10上 2

13 信砒 直3,正6 2

14 心云 東8,9 2

15 撚 直5, 東10上 2

16 蘂 直5, 正7 2

17 五果  東2下,3上 2

18 五官  東2上,3上 2

19 五辛 東3下,6下,正6 3

20 王太僕 東1下,2上 2

21 啘 直1,東7 2

22 元戎 東9,正2 2

23 糅 東1下,正1 2

24 猪腰子 東2上,正4 2

25 珍云 東8,9 2

26 集驗方 東10下,正6 2

27 陳無擇 東2上,正2 2

28 搽 東10下,正6 2

29 瘵 直6, 東2上 2

30 天吊 東9,正8 2

31 撒 直5, 東1上 2

32 嚔 直1, 東4 2

33 寵人 東2上,7 2

34 脆 東2上,10下 2

35 塌 直6, 東1下 2

36 太素 東6上,7 2

37 吐紅 東2上,正2 2

38 扁鵲 東8,10上 2

39 湖陽公主 東1下,正7 2

40 暈 直2, 東1上 2

Ⅲ. 결 론

解惑辨疑는 19세기 조선의 의가인 李炳夏가 당

시 의과 과목이었던 直指方, 東垣十書, 醫學正

傳의 3종 책에서 표제 항목을 뽑아서 어려운 한자

나 어휘를 풀이한 내용의 필사본이다. 본 연구에서

는 解惑辨疑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고 수록된 표제

항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의 저술 시기는 1827-1831년 사이로 추정된

다. 저자의 생애에서 전의감 출사 시기와 본문에

서 ｢醫學入門｣이 제외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

과이다.

2. 당시 典醫監 副直長 정원이 1員, 治腫廳 소속 의

관 정원이 4員이었다.

3. 표제항은 총 2434항으로 472항이 중복되었다. 

그 비율은 전체의 19.39%이다.

4. 일반 어휘의 비중이 다른 어휘에 비해 비중이 높

다. 일반 어휘는 전체의 66.2%, 의학 어휘는 

16.7%, 고유 명사는 15.1%, 교감은 2%이다.

5. 중복된 표제항은 당시 해당 의서에서 중요한 기

본 개념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중복된 표제항 

”仲景“은 10회이다.

결론적으로 解惑辨疑는 19세기 조선의 의과를 준

비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라 평가할 수 있으며, 현

대 한의학 학습자에게 유용한 기초 어휘에 대하여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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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直指方 표제 항목 일람42)

42) 표에서 밑줄은 중복된 표제항이다. 표제항의 일련번호는 

원문에는 없으나 편의상 부여하였다. 

1책

1. 六氣. 2. 七情. 3. 啘. 4. 嚔. 5. 咽喉. 

6. 東萊 7. 欬嗽 8. 䏚. 9. 東坡. 10. 脫

遇. 11. 岐扁. 12. 掀. 13. 溶溶. 14. 恙. 

15. 五鬲 16. 大黃 17. 補骨脂. 18. 傳心

喫緊. 19. 駃. 20. 甦. 21. 劉元賓. 22. 

張長沙. 23. 爲泣. 24. 嘔吐. 25. 唾紅. 

26. 膚閧. 27. 腸垢. 28. 懵 29. 閃灼明

滅. 30. 活人総括. 31. 工拙. 32. 不屑

下問. 33. 難經. 34. 五味. 35. 易間方

論. 36. 張皇. 37. 粗識皮膚. 略知醫理.. 

38. 錢氏. 39. 煿. 40. 濾. 41. 日晡. ,42. 

白梅. 43. 文潞公. 44. 道地粳. 45. 罌粟

壳. 46. 活人書. 47. 盧扁. 48. 匝. 49. 

厲. 50. 斡. 51. 穩. 52. 漱水之證. 53. 

瞿麥. 54. 百藥煎. 55. 黧悴. 56. 太陰玄

精石. 57. 一炘久. 58. 攪. 59. 浄黃連 浄
洗也. 60. 趕. 61. 法醋. 62. 産寶. 63. 

摸. 64. 痓. 65. 莞.

2책

1. 癱瘓. 2. 痱. 3. 癔. 4. 鐵燄. 5. 鈆霜. 

6. 鼾. 7. 停停. 8. 扁醫. 9. 千金翼. 
10. 泥容. 11. 漐漐. 12. 尋衣. 13. 擡肩. 

14. 三因. 15. 瞪. 16. 緋. 17. 䶎. 18. 

皂角. 19. 揭. 20. 噴嚔. 21. 擦. 22. 黃

芩. 23. 艽. 24. 直僵蚕. 25. 揉. 26. 㕮
咀. 27. 萆薢. 28. 自然銅. 29. 拌. 30. 

宣木瓜. 31. 燻. 32. 斑猫. 33. 一建盞. 

34. 糕. 35. 熨斗. 36. 碾. 37. 白虎歷節

風. 38. 囓. 39. 糯. 40. 晋礬. 41. 抽. 

42. 蘸. 43. 霍乱. 44. 乾嘔. 45. 咳嗽. 

46. 氷泫. 47. 恣睢四出. 48. 當敀. 49. 

寒泣血. 50. 麯. 51. 嘔吐. 52. 潮熱. 53. 

豌豆. 54. 暈. 55. 盆硝. 56. 蒜. 57. 軔. 

58. 漬. 59. 鄭聲. 60. 噦. 61. 淪. 62. 腎

着湯. 63. 安息香. 64. 核挑肉. 65. 乳鉢. 

66. 磁. 67. 怔忪. 68. 杉. 69. 串. 70. 牽

牛. 71. 狗脊. 72. 鼓搥風. 73. 血竭. 74. 

五積. 75. 六聚. 76. 五隔. 77. 兪山人. 

78. 痃癖. 79. 地骨皮. 80. 丁腫. 81. 一

伏時. 82. 攤. 83. 七氣. 84. 蓬莪荗. 85. 

痞. 86. 一捻. 87. 一字. 88. 湯釋蒸餠. 

89. 猪胰. 90. 綿黃芪. 91. 菟絲子. 92. 

五噎. 93. 蓽澄茄. 94. 車蛾壳. 95. 紫. 

96. 朱. 97. 蘇沈內翰. 98. 玄胡索. 99. 

手拈却. 100. 荏苒. 101. 漿飾. 102. 鷄

舌. 103. 套. 104. 煿. 105. 羶. 106. 旋

覆花. 107. 瓷. 108. 鍋. 109. 熬烑. 110. 

虢丹. 111. 錢王磚. 112. 剜. 113. 瀦. 

114. 擘開. 115. 金匱. 116. 秫. 117. 獖
猪. 118. 漢椒

3책

1. 嬌蔵. 2. 天靈蓋. 3. 問津索道. 4. 金佛

草. 5. 煜. 6. 欵. 7. 腦荷. 8. 石鍾乳. 9. 

射干. 10. 肺管. 11. 五靈脂. 12. 韓方己. 

13. 鷄內金. 14. 圓機之士. 15. 擧隅而及. 

16. 百合. 17. 百部. 18. 信砒. 19. 天籟. 

20. 君子. 21. 呷. 22. 孤惑. 23. 蒙莊. 

24. 五勞. 25. 六極. 26. 七傷. 27. 五味. 

28. 五穀. 29. 五藥. 30. 戀滿. 31. 傳疰. 

32. 刳. 33. 剸. 34. 膩. 35. 酥酪. 36. 伏

火. 37. 五心. 38. 瘵. 39. 小麥. 40. 左

顧牡蠣. 41. 魂氣. 42. 月初五更. 43. 帝

勅. 44. 律令. 45. 靑蒿. 46. 灰扎. 47. 

大紅川楸. 48. 紫河車. 49. 代赭石. 50. 

蝦䗫. 51. 揉. 52. 飯頭. 53. 鱉病. 54. 

藥味鮮. 55. 蚰蜒. 56. 木豬苓. 57. 養藥

磁器. 58. 淘. 59. 胚胎. 60. 坡仙. 61.   

二廣攝生 62. 腦子. 63. 蓽丹. 64. 胃傷

暑毒. 65. 臻志. 66. 許仁則. 67. 褐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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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蟹渤. 69. 努氣. 70. 磁石. 71. 鷄冠

花. 72. 模. 73. 橡斗. 74. 罨. 75. 螺毛. 

76. 齒晦. 77. 䘌.

4책

1. 萹蓄. 2. 石斛. 3. 磁椀. 4. 鐵銚. 5. 

隔湯. 6. 烑. 7. 拖. 8. 白麵塞滿. 9. 關格. 

10. 揑. 11. 紐. 12. 叔和. 13. 蛀. 14. 百

草霜. 15. 大腑. 16. 黃蘗. 17. 澳. 18. 

掩. 19. 倉扁. 20. 洒醃. 21. 竹園荽. 22. 

土瓜. 23. 莖內痛. 24. 抄紙. 25. 浮石. 

26. 秋石. 27. 酢. 28. 五石. 29. 斗米上. 

30. 日過. 31. 冬瓜. 32. 賈洛陽. 33. 卞

種水病. 34. 土狗. 35. 倍蓰. 36. 絹. 37. 

擺. 38. 攪. 39. 菴䕡子. 40. 搶. 41. 膋. 

42. 竹園溺. 43. 文武火. 44. 人行十里. 

45. 氣吊. 46. 成陣. 47. 㿗. 48. 猪要. 

49. 腎中. 50. 海藻. 51. 金山老. 52. 生

薑母. 53. 盎如. 54. 癬. 55. 槐潤. 56. 

㿗風. 57. 㿐. 58. 靑黛. 59. 太學. 60. 

櫛. 61. 蟬殼. 62. 麗天. 63. 颼. 64. 眵. 

65. 偸鍼. 66. 眇視. 67. 雀眼. 68. 弩肉. 

69. 䂓䂓. 70. 耳不斡. 71. 本門. 72. 沙

苑. 73. 蛻. 74. 茺蔚子. 75. 米泔. 76. 

牛蒡子. 77. 仙靈脾. 78. 羚羊角. 79. 朱

僧. 80. 羯. 81. 錢太師. 82. 余太宰. 83. 

黃運. 84. 覆盆子. 85. 烏賊骨. 86. 蕤. 

87. 秦皮. 88. 達昌軍. 89. 螺兒蚌粉. 90. 

帶生. 91. 鱔

5책

1. 瞶. 2. . 3. 聤耳. 4. 調癢. 5. 三昧.  

6. 黃麻. 7. 鎔. 8. 竹 . 9. 釜下墨. 10. 

鷄峯. 11. 蜈蚣. 12 瓣. 13. 猛熁石. 14.  

針砂. 15. 閉氣. 16. 斡子. 17. 泥丸. 18. 

齆. 19. 百藥. 20. 鷄蘇. 21. 藕汴. 22 雌

黃. 23 麻油. 24. 㾴. 25. 粉刺. 26. 雀斑. 

27. 罐子. 28. 白龍圓. 29. 燥豆. 30. 瑩

潔. 31. 上池. 32. 寒水石. 33. 摻. 34. 

吻. 35. 懸壅. 36. 腭. 37. 扌+斡. 38. 策

令. 39. 鑰. 40. 半錠. 41. 脂麻. 42. 塩

梅屑. 43. 鶴蝨. 44. 撚. 45. 樟腦. 46. 

惟籍. 47. 礜. 48. 周官五毒攻瘍正方. 49. 

癌. 50. 瘭. 51. 㾦瘻. 52. 妬乳. 53. 幹

者. 54. 車螯. 55. 勺. 56. 坏. 57. 黃稈

紙. 58. 老酒. 59. 老翁髮. 60. 夜明砂. 

61. 磁合. 62. 喬麥. 63. 狼毒. 64. 直雀

屎. 65. 皺. 66. 蓬仰上竹皮, 67. 瘰癧. 

68. 蘂. 69. 黑參. 70. 迤邐. 71. 粉草. 

72. 撒. 73. 坐草以後. 74. 是亝. 75. 瞰

裡. 76. . 77. 培養. 78. 百雀兒糞. 79. 

釜下土. 80. 礫. 81. 蒼耳. 82. 廮瘤. 83. 

螻蛄. 84. 蠐螬. 85. 蠢動含灵之毒. 86. 

榼籐子.

6책

1. 甲錯. 2. 甛瓜. 3. 便毒. 4. 紅酒. 5. 

靖惟. 6. 茜根. 7. 薤白. 8. 五痔. 9. 野鷄. 

10. 刺猬皮. 11. 木鰻頭. 12. 鯽. 13. 猪

後蹄垂甲. 14. 土礬. 15. 銀窩. 16. 桑寄

生. 17. 魚鰾膠. 18. 蕉弓葉. 19. 蜜痒. 

20. 蚕沙. 21. 靑澱. 22. 走帶. 23. 塌. 

24. 業緣果報. 25. 懺. 26. 榮氣泣濁. 27. 

挼. 28. 三虫. 29. 道人頭. 30. 聖惠方. 
31. 石扎. 32. 瘑. 33. 弩肉. 34. 代指. 

35. 疿. 36. 禿. 37. 膁. 38. 龜上. 39. 玉

門. 40. 㿐. 41. 不食井水. 42. 綿撲子. 

43. 紫草茸. 44. 卓. 45. 酸漿水. 46. 坏. 

47. 籜.. 48. 須用藥草煎湯. 49. 白浮石. 

50. 胎㿐頭熱. 51. 膩粉. 52. 索然. 53. 

白葉. 54. 燼. 55. 王醫師. 56. 支集. 
57. . 58. 衙. 59. 巳刻. 60. 大藏經典. 
61. 劉涓子. 62. 黃藥子. 63. 夷堅志. 
64. 帶皺皮. 65. 鮓. 66. 廣南. 67. 衛生. 
68. 四大. 69. 蜿. 70. 蠼螋. 71. 五絶. 

72. 張氏. 73. 朱氏. 74. 郭稽中. 75. 得

汗則凝澁. 76. 血分. 77. 一臘. 78. 公據. 

79. 後趨. 80. 口角. 81. 牴捂. 82. 諸黑

藥. 83. 恊熱. 84. 腠理. 85. 漏色. 86. 

涓涓. 87. 經合腸胃. 88. 蓮蓬.89. 旋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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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垣十書 표제 항목 일람

1 권

上

1. 和劑. 2. 神聖工巧. 3. 造詣. 4. 仲

景. 5. 能毒有可否. 6. 五方. 7. 許學士.

8. 腠理. 9. 癱瘓. 10. 暈. 11. 東垣. 12. 

憒. 13. 嚲. 14. 顫. 15. 宗筋. 16. 原病

式. 17. 將息. 18. 岐伯. 19. 孫思邈. 20. 

駱隆吉. 21. 黃蘗. 22. 肯綮. 23. 嘔. 24. 

吐. 25. 噎. 26. 撞. 27. 套. 28. 五心 29. 

七情. 30. 六淫. 31. 薤. 32. 五志. 33. 

高陽生. 34. 炊餠. 35. 殗殜. 36. 狐狸等

病. 37. 訶. 38. 拉. 39. 帶下. 40. 撒. 

41. 攢. 42. 滯泥. 43. 顒. 44. 羊矢. 45. 

御米. 46. 張鷄峯. 47. 內觀. 48. 艾妻. 

49. 牛家. 50. 甘蔗. 51. 溫肭. 52. 五勞.

53. 蟅. 54. 薯蕷. 55. 六極. 56. 七傷. 

57. 三十六病. 58. 涓埃. 59. 紫雪. 60. 

因之以蠟. 61. 夏英公. 62. 劊. 63. 香油.

64. 色目婦人. 65. 燥矢. 66. 大孔. 67. 

讐校. 68. 居養. 69. 捧心效兩施甭. 70. 

努責. 71. 腸垢. 72. 惱. 73. 采覽. 74. 

從叔. 75. 褐. 76. 紓. 77. 戀膈. 78. 舍

利別. 79. 餳. 80. 論語 未達之戒. 81. 

鯗.

1 권

下

1. 五味. 2. 饞涎. 3. 五行. 4. 族叔祖. 5. 

點刴酒. 6. 呷. 7. 甦. 8. 糅. 9. 覆轍戒. 

10. 膩. 11. 辣. 12. 饕. 13. 閼. 14. 寐興

隕穫. 15. 瑩潔. 16. 小水. 17. 窄. 18. 

橐. 19. 蘥. 20. 子月. 21. 王太僕. 22. 

風車. 23. 錢氏. 24. 陳氏. 25. 擴. 26. 

塌. 27. 至正. 28. 六氣. 29. 閫內. 30. 

隧道. 31. 過山龍. 32. 憲僉. 33. 果報昭

顯. 34. 別館. 35. 不是. 36. 法尺. 37. 

法水. 38. 外臺秘要. 39. 符水. 40. 病
源. 41. 湖陽公主. 42. 大達生散.

2 권

上

1. 轉胞. 2. 寵人. 3. 仲景. 4. 頭擧. 5. 

揉. 6. 衒. 7. 引惹. 8. 昕夕. 9. 妳. 10. 

嵌. 11. 凹. 12. 禇澄. 13. 東垣. 14. 王

叔和. 15. 張子和. 16. 脆. 17. 嘔吐. 18. 

齄. 19. 具眼. 20. 一盞冷酒須二盞. 21. 

從叔父. 22. 生粉草. 23. 紓. 24. 成無己. 

25. 泰. 26. 情. 27. 六淫. 28. 否. 29. 隧

道. 30. 希賞. 31. 灼知. 32. 睾丸. 33. 

門戶雪上加霜. 34. 踢. 35. 紫雪. 36. 原
病式. 37. 香油. 38. 內觀. 39. 婺. 40. 

猪腰子. 41. 司丞. 42. 病源. 43. 本草. 
44. 夏枯草. 45. 丹爐. 46. 閻孝忠. 47. 

海藏. 48. 君侵臣之事. 49. 四維. 50. 王

太僕. 51. 望濕物. 52. 望除其熱. 53. 喝.

54. 五味. 55. 紏. 56. 穰. 57. 中宮. 58. 

癱瘓. 59. 瘵. 60. 濾. 61. 鍋. 62. 文火.

63. 黃芽嵗丹. 64. 吐紅. 65. 合勺銖兩. 

66. 莝. 67. 盎然. 68.涣然. 69. 雷. 70. 

周子. 71. 五性. 72. 朱子. 73. 戴人. 74. 

二公. 75. 陳無擇. 76. 管庫. 77. 茹淡. 

78. 醯.. 79. 飪. 80. 五官. 81. 服食家. 

82. 呃. 83. 滯下. 84. 年踰笄. 85. 跳. 

86. 千金方. 87. 房中補益法. 88. 遇小

男良爲咸. 89. 邵子. 90. 茅塞. 91. 浙. 

92. 泰定. 93. 羅太無. 94. 陣芝巖. 95. 

趑趄. 96. 降接. 97. 出家. 98. 腰纒. 99. 

鈔. 100. 揍. 101. 許學士.

2 권

下

1. 八益. 2. 難經. 3. 七損. 4. 七神. 5. 

戒嚴. 6. 所送. 7. 袒裸. 8. 瞪. 9. 噦. 10. 

八風. 11. 五穀. 12. 劙. 13. 嗄. 14. 修

善常齋之人. 15. 日轉. 16. 晡. 17. 㕮咀. 

90. 扁. 91. 些子. 92. 新羅. 93. 透焙. 

94. 松陽. 95. 戀肺. 96. 開口川椒. 97. 

四十九粒. 98. 慢驚風. 99. 以紙襯悼上伸

手托壁柱. 100. 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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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柤. 19. 腠理. 20. 悗. 21. 近而奇偶

制之緩. 22. 另. 23. 夯. 24. 太陽所加之

藥. 25. 五心. 26. 穿. 27. 泔. 28. 炅. 

29. 甘草補中. 30. 孫眞人. 31. 勞風. 32. 

憒. 33. 五果. 34. 糱. 35. 霍亂. 36. 六

氣. 37. 華細辛. 38. 五泄. 39. 瑣末. 40. 

易水張先生. 41. 食藥. 42. 左傳. 43. 

辢. 44. 五氣. 45. 塞引塞用. 46. 鍼經. 
47. 荗. 48. 淸漿水. 49. 晛. 50. 更衣. 

51. 搗羅. 52. 小油. 53. 搓. 54. 腸澼. 

55. 大毒治病十去其六. 56. 不盡行復如法. 

57. 金匱要略. 58. 活人書. 59. 芫. 

60. 二停. 61. 先歲氣. 62. 八卦. 63. 上

六無位. 64. 初九無位. 65. 腸胃充廓. 66. 

㒤辟. 67. 五脈.

3 권

上

1. 谷氣. 2. 九竅. 3. 肺朝百脈. 4. 權衡. 

5. 五味. 6. 五官. 7. 內經·靈樞經. 8. 

五穀. 9. 五乱. 10. 五氣. 11. 漑. 12. 九

野. 13. 本味醎. 14. 兼味辛甘. 15. 食㑊.

16. 叔和. 17. 脾爲死陰. 18.摘一味. 19. 

穿. 20. 夯. 21 稼穡作甘. 22 曲直作酸. 

23 仲景. 24 黃蘗. 25 兩九. 26 陽氣閉

塞. 27 地氣冒明. 28 五果. 29 傷寒論.
30 錢氏. 31 三味五笭散. 32 脈經. 33 

米壳. 34 耕耨科斫. 35 三陰無傳本. 36 

岐伯. 37 腸澼. 38 喉咽. 39 涇溲. 40 霍

亂. 41 繇復. 42. 四維. 43. 拉. 44. 幽門. 

45. 從復法相報中來. 46 鍼經. 47 炅. 

48. 凝泣. 49. 二陰. 50. 麴. 51. 七神. 

52. 三伏. 53. 孫思邈. 54. 潔古. 55. 中

桂. 56. 七損. 57. 時上. 58. 繆刺. 59. 

左遷之邪. 60 噎. 61 瞪. 62. 夯. 63 緻. 

64. 丹田. 65. 瀄桶. 66. 圊. 67. 動蕩軒

擧. 68. 鐵洛. 69. 七情. 70. 頥養. 71. 

喝. 72. 導引之于血中. 73. 滎輸. 74. 同

精導氣. 75. 六淫. 76. 八風. 77. 悗. 78. 

另.

3 권 1. 腠理. 2. 十五絡. 3. 五運. 4. 六氣. 5. 

下

睡覺. 6. 六腑之氣. 7. 難經. 8. 運行北

越. 9. 奇邪. 10. 逆行七十二度. 11. 綜. 

12. 五臭. 13. 心長生于酉. 14. 五律. 15. 

五精. 16. 兩儀. 17. 四象. 18. 八卦. 19. 

五泄. 20. 大麥. 21. 炕. 22. 五辛. 23. 

蠕. 24. 相家. 25. 眼發後. 26. 擘. 27. 

辣. 28. 食藥. 29. 更衣. 30. 豌豆. 31. 

控旋. 32. 蠟匱. 33 熔. 34 淸油. 35. 銚. 

36. 小油. 37. 密陀僧. 38. 五般痔疾. 39. 

五噎. 40. 八痞. 41. 搗羅. 42. 不能努. 

43. 控睾. 44. 五辢. 45. 先歲氣. 46. 隨

侯之珠. 47. 仭.

4권

1. 腸澼. 2. 食傷太陰厥陰. 3. 麴. 4. 蘗. 5. 

大毒治病十去其六. 6. 岐伯. 7. 金匱要略. 
8. 昏花. 9. 七損. 10. . 11. 沿. 12. 易水

張先生. 13. 七神. 14. 五味. 15. 五氣. 16. 

鍼經. 17. 仲景. 18. 豆粉. 19. 膩. 20. 

礬. 21. 喝. 22. 鬼門. 23. 繆刺. 24. 八益. 

25. 潮熱. 26. 泄滓穢. 27. 焙. 28. 奔豚. 

29. 茂. 30. 篩. 31. 擦. 32. 不能努.  33. 

下氣. 34. 嚔. 35. 咳嗽. 36. 拱睾. 37. 馬

妳子. 38. 酪. 39. 溫漿水. 40. 停. 41. 先

歲氣. 42. 越人. 43. 叔和. 44. 錢氏. 45 方

士. 46 捻. 47. 曬. 48. 黃米. 49 孫眞人. 

50. 常服五味. 51. 抓. 52. 眼弦. 53. 蕤. 

54. 椤. 55. 紐. 56. 攢. 57. 眼發之後. 58. 

寒泣. 59. 文武火. 60. 噴. 61. 小角. 62. 

大角. 63. 㗜. 64. 眶. 65. 赤瞎. 66. 柳枝

攪. 67. 揀連. 68. 鷄頭. 69. 麗澤. 70. 九

竅. 71. 先師. 72. 噙. 73. 木律. 74. 大麥. 

75. 刷. 76. 煠. 77. 綻. 78. 二丸. 79. 摺. 

80. 猪要子. 81. 黃酒. 82. 瑣陽.

5권

1. 二陽. 2. 隱曲. 3. 息賁. 4. 虙. 5. 本

病曰大經. 6. 炕. 7. 鷄頭. 8. 㕮咀. 9. 先

煎五味. 10. 左廂. 11. 東垣. 12. 仲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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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二濕. 14 冬後一月. 15 氷洋. 16. 夯. 

17. 茂. 18 叔和. 19. 吤. 20. 泥固. 21. 

紅娘子. 22. 灵樞經. 23. 五液. 24. 幽

門. 25. 十服. 26. 難經. 27. 易上老. 

28. 始則氣同. 29. 終則氣異. 30. 害蜚. 

31. 梭. 32. 先師. 33. 狿末. 34. 五臭. 

35. 五脈. 36. 御米壳. 37. 喞遠散漫如篩. 

38. 多半. 39. 攢. 40. 八風. 41. . 42. 

嗅. 43. 芝麻油. 44. 五心. 45. 㗜. 46 相

法家. 47 癱瘓. 48 癘風. 49 咳嗽. 50. 

閃. 51. 萵苣. 52. 痤疿. 53. 粉刺. 54. 

瑩. 55. 小油. 56. 閻孝忠. 57. 錢氏. 58. 

明堂. 59. 褐. 60 .五行. 61. 道釋二門. 

62. 臨時作罪過.

6 권

上

1. 伏義. 2. 神農. 3. 華氏. 4. 王氏. 5. 

岐伯. 6. 雷公. 7. 伊贄. 8. 箕子. 9. 越人.

10. 仲景. 11. 叔和. 12. 士安. 13. 啓玄

子. 14. 錢仲陽. 15. 五輪. 16. 午手少陽. 

17. 山澤通氣. 18. 復. 19. 臨. 20. 泰. 

21. 壯. 22. 夬. 23. 乾. 24. 姤. 25. 遯. 

26. 否. 27. 觀. 28. 剥. 29. 坤. 30. 諦.

31. 六子. 32. 玄府. 33. 八一. 34. 三六. 

35. 地之西. 36. 盾甲. 37. 六氣. 38. 灵
樞. 39. 內外二境啚. 40. 運冬氣. 41. 廣

成子. 42. 金匱眞言. 43. 按蹻. 44. 漢

守. 45. 自良之巽. 46. 晉令. 47. 自乾之

坤. 48. 木之方. 49. 足經. 50. 易老. 51. 

楊氏. 52. 本草. 53. 三氣. 54. 甚者變

大. 55. 走氣. 56. 噦. 57. 正陽陽明. 58. 

鄭聲. 59. 造字. 60. 五臭. 61. 難經. 
62. 巨陽. 63. 太素. 64. 鞭. 65. 中滿. 

66. 分食甘. 67. 氣死入胃.

6 권

下

1. 傷寒得之爲微邪. 2. 中濕得之爲賊邪. 

3. 天和六脈. 4. 五服. 5. 書云. 6. 禽

荒. 7. 南政. 8. 北政. 9 在左則右不應. 

10. 在右則左不應. 11. 卽手經丙. 12. 甲

終于甲. 13. 壬終于丙. 14. 微泄其水. 15. 

開腠理止汗也. 16. 活人. 17. 許學士. 

18. 金之屬襄于辰. 19. 味隨所爲. 20. 味

通所用. 21. 又再折. 22. 孫子. 23. 從其

首繁其數. 24. 八關大節. 25. 舟行崖移. 

26. 足少陰膽之脈. 27. 脈沈理中湯. 28. 

脈風成癘. 29. 鍋. 30. 海藏. 31. 五辛. 

32. 呷. 33. 病機氣宜. 34. 綱夫也夫不

唱. 35. 哺. 36. 潮熱. 37. 疙瘩. 38. 腓. 

39. 五形. 40. 嗢. 41. 湫痛. 42. 五液. 

43 河澗劉氏. 44. 易州張氏. 45. 史副史. 

46. 寬甫. 47. 文武火. 48. 蘸. 49. 蕤. 

50. 礬.

7권

1. 淮南子. 2. 神農. 3. 味字冠之. 4. 寓

言譃. 5. 內經. 6. 紐. 7. 王太僕. 8. 劉

河澗. 9. 六節. 10. 顯明之右. 11. 岐伯. 

12. 一步. 13 制生則化. 14. 六氣. 15. 九

竅. 16. 張戴人. 17. 素問. 18. 王啓玄. 

19. 傷寒論. 20. 成無己. 21. 王海藏. 

22. 所生受病水不足也. 23. 泌別. 24. 仲

景. 25. 怨伯益. 26. 怨燧人. 27. 所以無

籍. 28. 六書. 29. 王叔和. 30. 微旨. 
31. 朱奉議. 32 活人書. 33. 劉守眞. 

34. 原病式. 35. 群議氷洋. 36. 當灸之. 

37. 灵樞. 38. 腠理. 39. 包丁. 40. 肯

綮. 41. 難經. 42. 作潮熱. 43. 形. 44. 

外臺秘要. 45. 越人. 46. 設難. 47. 喝. 

48. 霍乱. 49. 二十二篇. 50. 脈經. 51. 

泰定. 52. 程德亝. 53. 鈴方. 54. 明理論. 
55. 啘. 56. 東垣. 57. 徑庭. 58. 嗢嗢. 

59. 太素. 60. 呃. 61. 吃忒. 62. 孫眞

人. 63. 金匱要略 64. 水鷄. 65. 癘. 

66. 痱. 67. 千金方. 68. 朱彦修. 69. 

癱瘓. 70. 望聞問切. 71. 潔古. 72. 垂而

否. 73. 顓蒙. 74. 金不得平木. 75. 二陽. 

76. 隱曲. 77. 王氏. 78. 寇宗奭. 79. 韙. 

80. 易老. 81. 五勞. 82. 錢仲陽. 83. 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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腸. 84. 楊介. 85. 闌門. 86. 類纂. 87. 

夷考. 88. 仙經. 89. 八正. 90. 輸而伏

衡之脈.

8권

1. 黃蘗. 2. 錢氏. 3. 訶. 4. 內經. 5. 

東垣. 6. 藥類法象. 7. 仲景. 8. 本味醎. 

9. 兼味辛甘. 10. 兩仅. 11. 用藥心法.
12. 潮熱. 13. 晡. 14. 穿. 15. 莖中. 16. 

㕮咀. 17. 炊餠. 18 鎻銖. 19. 帝曰. 20. 

岐伯. 21. 殊貫. 22 本草. 23. 五運. 

24. 至元. 25. 成無己. 26. 司歲備物. 27. 

銚. 28. 海藏. 29. 小麥. 30. 大毒治病十

去其六. 31. 五官. 32. 短肌. 33. 凝泣. 

34. 胝䐢. 35. 甲乙日更論. 36. 伊尹. 37. 

神農. 38. 潔古. 39. 珍珠囊. 40. 六化. 

41. 五氣. 42. 大則類少. 43. 小則類多. 

44 磁石. 45. 鐵漿. 46. 陶隱居. 47. 象
云. 48 珍云. 49. 心云. 50. 字乳. 

51. 痙. 52. 芫. 53. 癘. 54. 朱氏. 55.   

訣云. 56. 液云. 57. 巨陽. 58. 賁豚. 

59. 前行則惡熱. 60. 却退則惡寒. 61 易

老. 62. 衍義. 63. 本經. 64. 原病. 
65. 經驗方. 66. 日華子. 67. 五勞. 

68. 七傷. 69. 藥性論. 70. 啚經. 71. 

又何加之. 72. 嘔吐. 73. 痜. 74. 朱奉議. 

75. 食療. 76. 鐵脚. 77. 九竅. 78. 面

脂. 79 皯. 80. 正陽陽明. 81. 貫芎. 82. 

鼻洪. 83. 咽喉. 84. 泔. 85. 焙. 86. 國

老. 87. 將軍. 88. 黃病. 89. 踒躄. 90. 

霍乱. 91. 洗洗出汗. 92. 麴. 93. 蘗. 94. 

別設. 95. 韌. 96. 靈樞. 97. 一作色木. 

98. 洗在皮膚中. 99. 雷公. 100. 一時用. 

101. 難經. 102. 腠理. 103. 飽力斷絶. 

104. 陳藏器. 105. 機要. 106 四散例. 

107. 三虫. 108. 尰. 109. 九土. 110. 五

發. 111 亂臣十人. 112. 咳嗽. 113. 白散

亦可. 114 海藏祖方. 115. 腸澼. 116. 黃

芩其子. 117. 瀉心湯四方. 118. 千金方. 
119. 得行及奔馬. 120. 九種心下痞. 121. 

五等瀉心湯. 122. 舟楫載之. 123. 热瘰癧. 

124. 五淋. 125. 葛洪. 126. 方寸匕. 

127. 健脾. 128. 孫眞人. 129. 五水. 

130. 十二水. 131. 黃藥子. 132. 蕘. 

133. 胡洽. 134. 扁鵲. 135. 䵟.

9권

1. 象云. 2. 心云. 3. 本草. 4. 三虫. 5. 

日華子. 6. 五勞. 7. 七傷. 8. 珍云. 9. 

瓠. 10. 蘘. 11. 行義. 12. 萎蕤. 13. 莖中. 

14. 䵟. 15. 蒿. 16. 仲景. 17. 澇. 18. 重午

日. 19. 狂易. 20. 活人書. 21. 孫眞人. 22 

液云. 23. 易老. 24. 藥性論. 25. 時習. 

26. 九竅. 27. 腸澼. 28. 揉. 29. 濾. 30. 金
匱玉函. 31. 五噎. 32. 馬鞍熱氣. 33. 方寸

匕. 34. 陣藏器. 35. 聖惠方. 36. 蜗. 37. 

鹵醎. 38. 海藏. 39. 羅謙甫. 40. 辢. 41. 七

種濕症. 42. 茂. 43. 奔豚. 44. 五疸. 45. 茜. 

46. 六極. 47. 鼻洪. 48. 疿. 49. 咳嗽. 50. 

小水. 51. 五淋. 52 關格. 53 出刺. 54. 東垣. 

55. 本經. 56. 遠墨子血見愁鹿經草. 57. 苕菷. 

58. 鼓角樓. 59. 結角. 60. 五癃閉. 61. 五腫. 

62. 啚經. 63. 痱. 64. 皰. 65. 經驗方. 
66. 蒁. 67. 黃蘗. 68 別設. 69 藥象. 
70. 本草黑字. 71 五痔. 72. 別錄. 73. 槐

耳. 74. 破傷風. 75. 胡洽. 76. 濟衆方. 77. 

字乳. 78. 腠理. 79. 堊. 80. 聖濟經. 81. 

雷公. 82. 橙. 83. 禹錫. 84. 中天竺國. 85. 

五內. 86. 皶. 87. 嘔. 88. 癱瘓. 89. 潔古. 

90. 瘈瘲. 91. 去猫涎. 92. 碾. 93. 五緩. 94. 

六急. 95. 不入湯. 96. 天吊. 97. 樳. 98. 梓. 

99. 齄. 100. 風刺. 101. 訶. 102. 煻. 103. 

杜仲. 104. 蚛. 105. 巴豆杏仁例. 106. 五色. 

107. 元戎. 108. 芫. 109. 五水. 110. 川練

子. 111. 急黃. 112. 海藥. 113. 骨槽. 114. 

風勞. 115. 銲. 116. 陳皮白檀. 117. 熔. 118. 

賁門. 119. 魄門. 120. 王氏. 121. 痣. 122. 

鎆. 123. 莨菪. 124. 天鼠糞. 125. 五味. 126. 

陳士良. 127. 敀目. 128. 敀心. 129. 陰物變

爲陽. 130. 鈐方. 131. 一字. 132. 炊單布. 

133. 鷄頭. 134. 大豆黃卷. 135. 五參. 136. 

小脈. 137. 麴. 138. 鬼胎. 139. 天五之氣. 

140. 金匱. 141. 黃汗. 142. 錫. 143. 一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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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醫學正傳 표제 항목 일람

1권

1. 源流. 2. 軒岐. 3. 內經. 4. 秦越人. 5. 

和緩. 6. 淳于意. 7. 華佗. 8. 刳. 9. 湔. 10. 

司馬遷. 11. 逈. 12. 張機. 13. 六氣. 14. 王

叔和. 15. 妄男子. 16. 括以膚陋. 17. 巢元

方. 18. 王氷. 19. 五運. 20. 王燾. 21. 孫思

邈. 22. 闖. 23. 錢乙. 24. 龐安常. 25. 許淑

微. 26. 擷. 27. 閻孝忠. 28. 上谷張元素. 

29. 劉完素. 30. 張從政. 31. 李杲. 32. 從

正. 33. 病機氣宜. 34. 羅益. 35. 吕復. 36. 

羅知悌. 37. 朱彦修. 38. 朱佐. 39. 滑壽. 

40. 劉張李. 41. 曾叔祖. 42. 箕裘. 43. 王安

道. 44. 六節. 45. 顯明之右. 46. 一步. 47. 

王氏. 48. 六淫. 49. 六疾. 50. 王註. 51. 王

汝言. 52. 地蒼. 53. 縞裹紅. 54. 劉草窓. 

55. 腔. 56 幽門. 57 逞. 58. 胚胎. 59. 私

口. 144. 晡. 145. 潮熱. 146. 太上. 147. 馬

目毒公. 148. 代指. 149. 有故無殞. 150. 殞

亦無殞. 151. 太淸鍊靈砂補註. 152. 仙經. 
153. 痜. 154. 赤沃. 155. 成無. 156. 黃延. 

157. 麥句薑. 158. 蚕沙. 159. 陶隱居. 160. 

封釜月下. 161. 白沃. 162. 咽喉. 163. 収禁. 

164. 刀環. 165. 琥珀神物. 166 恒山. 167. 

三戶虫. 168. 麩豆風熱. 169. 鎊. 170. 鉤吻. 

171. 粉身. 172. 大孔. 173. 固濟蛤粉. 174. 

蟅. 175. 續傳信方. 176. 蜣蜋. 177. 癲疾

狂易. 178. 箭頭. 179. 蜕. 180. 石癃. 181. 

五疳. 182. 露蜂房彎頭. 183. 棘刺爛草莭.

1 0

권

上

1. 素問. 2. 難經. 3. 灵樞. 4. 甲
乙. 5. 叔和. 6. 仲景. 7. 扁鵲. 8. 華佗. 

9. 千金. 10. 外臺. 11. 聖惠. 13. 

九竅. 14. 會於寸口. 15. 室女. 16. 尼冠. 

17. 忠告. 18. 遑. 19. 賾. 20. 眴. 21. 上

而不下. 22. 下而不上. 23. 脈經. 24. 

咳嗽. 25. 瘰癧. 26. 勻擧. 27. 尊位. 28. 

癱瘓. 29. 霍乱. 30. 澤澤. 31. 愵愵. 32. 

社崇. 33. 內經. 34. 稽留. 35. 上肉. 

36. 駝. 37. 淹浥. 38. 鴿. 39. 父母本命

生屬忌. 40. 荽. 41 輭棗. 42. 榛松. 43. 

蚛. 44. 鵪. 45. 酥. 46. 虀. 47. 餺飥. 

48. 肉角. 49. 煿. 50. 燠. 51. 膩. 52. 

嘔吐. 53 咽喉. 54 嘶. 55 焮. 56. 溻漬. 

57. 絍. 58. 癤. 59. 㾦㿔. 60. 陶室之燧. 

61. 脆. 62. 鎌. 63. 砭石. 64. 鑱. 65. 九

鍼. 66. 尫. 67. 紙花子. 68. 淋射. 69. 

鋌. 70. 撚. 71. 淤. 72. 擦. 73. 掀. 74. 

揑. 75. 乞火婆虫. 76. 槮. 77. 應心根. 

78. 潮熱. 79. 㕮咀. 80. 岐伯. 81. 燷. 

82 越婢. 83 㗜. 84 十丁. 85 九瘻. 86 

五痔. 87 神巧萬全. 88. 凹. 89. 養生. 
90. 磣. 91. 礫. 92. 塼. 93. 皰. 94. 漿

水. 95. 掐. 96. 巢氏原病. 97. 九漏. 

98. 腸澼.

1 0 1. 文武火. 2. 豌豆. 3. 黃藥子. 4. . 5. 

권

下

挼. 6. 遠志. 7. 蒴籊. 8. 痷. 9. 管仲. 10. 

無心草. 11. 杜沖. 12. 釅. 13. 大頭病. 

14. 砭射. 15. 紙撚子. 16. 吹妳. 17. 芝

麻油. 18. 濾. 19. 钂. 20. 濕柳枝作簞子. 

21. 緋. 22 珠子瀝靑. 23. 熔. 24. 瘑. 

25. 䝋. 26. 搏搦. 27. 密陀僧. 28. 紅娘

子. 29. 垔. 30. 磚毬. 31. 子. 32. 養生

必效方. 33. 乾義傳. 34. 行業比氷霜. 

35. 噙. 36. 舶上硫黃. 37. 劉守眞. 38. 

九竅. 39. 皮膏. 40. 熛. 41. 鍋. 42. 露

天底. 43. 箟. 44. 檾. 45. 一伏時. 46. 

抓. 47. 蚕蛾. 48. 腸垢. 49. 非人勿示. 

50. 斡. 51. 拘寶. 52. 鎚. 53. 受氣. 54. 

修合. 55. 甆. 56. 湮. 57. 百藥煎. 58. 

搽. 59. 肘後方. 60. 一字. 61. 王氏愽濟. 

62. 靈苑方. 63. 孫眞人. 64. 本草 65. 

葈. 66. 淀. 67. 㬠. 68 梅師方. 69. 百

一方. 70. 礜. 71. 細沫. 72. 但通手. 73. 

勝金方. 74. 經驗方. 75. 集驗方. 
76 虞世南. 77 譚氏. 78. 子母秘錄. 
79. 鎊. 80. 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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淑. 60. 靈樞經. 61. 明堂. 62. 銅人. 
63. 棖. 64. 闑. 65. 王太僕. 66. 熊氏. 67. 

張氏. 68. 長桑君. 69. 陶. 70. 靖節. 71. 矜

式. 72. 熇. 73. 惹. 74. 糅. 75. 舟求釰. 76. 

師巫. 77. 降童. 78. 萎和. 79. 敦阜. 80. 倪. 

81. 按圖而索驥. 82. 碓. 83. 法水. 84 九宮. 

85. 太陽落在何宮. 86. 黃冠. 87. 伏龍肝. 

88. 廟祝. 89. 蝌斗. 90. 鈐. 91. 馬宗索. 

92. 士師. 93. 移情. 94. 靑筋症. 95. 子

瞻. 96. 巢君穀. 97. 蘸. 98. 搭. 99. 蟈. 

100. 埤雅. 101. 射人. 102. 蔗. 103. 捲角

入肉. 104. 溪鶒. 105. 精萃. 106. 假者瘕. 

107. 來兌. 108. 造律之士. 109. 十惡. 110. 

常赦所不原. 111. 無感焉. 112. 禁呪. 113. 

祝繇. 114. 龍樹居士. 115. 嚇. 116. 上壽. 

117. 中壽. 118. 下壽. 119. 七情. 120. 九

氣. 121. 活人書. 122. 雷公. 123. 篈苦竹

爲文. 124. 篁. 125. 辣. 126. 羅謙甫. 127. 

癘. 128. 瀝. 129. 擧蹻. 130. 一旬之通利. 

131. 鶴虱風. 132. 三五一去. 133. 兩頭尖. 

134. 花麥. 135. 成無己. 136. 表裏傳. 137. 

越婢. 138. 蕤. 139. 大靑. 140. 金佛草. 

141. 三氣. 142. 張載仁. 143. 莖中. 144. 

至弟四日.

2권

1. 一鄕. 2. 勝伏遷正退位. 3. 運氣. 4. 陶氏. 

5. 人中黃. 6. 黃芩. 7. 斡. 8. 小麥. 9. 普
濟. 10. 泰和. 11. 馬勃. 12. 蝦蟆. 13. 側

柏葉. 14. 糞缸崖. 15. 疙瘩. 16. 戴氏. 17. 

剪刀草. 18. 原蠶沙. 19. 元戎. 20. 晛. 

21. 更衣. 22 連喬. 23 糍粽. 24 跋涉. 25 

白砂. 26. 煩勞則張. 27. 酪. 28. 金匱. 
29 漢防己. 30. 用烏五分. 31. 無灰老酒. 

32. 皴揭. 33. 文武火. 34. 濾. 35. 鹿角翏. 

36. 鍋. 37. 人中白. 38. 磁石. 39. 柳枝不佳

手. 40. 宁腦. 41. 拔萃方. 42. 紫河車. 

43. 顧債. 44. 吃. 45. 王隱君. 46. 牙床. 

47. 桃膠. 48. 挫閃. 49. 眼沿. 50. 紐. 51. 

陳無擇. 52. 擂. 53. 漿水. 54. 許學士. 55. 

生之麻. 56. 三花神祐丸 57. 䯊. 58. 小水. 

59 汴硏. 60. 藜蘆. 61. 酸漿水. 62. 刷. 63. 

訶子. 64. 吐紅. 65. 醫說. 66. 石 . 67 

三補. 68 百藥煎. 6.9 臞仙. 70. 箭箬. 71. 

水鷄. 72. 關上無有. 73 羽士. 74. 居養所移. 

75. 䟎. 76 瘧母. 77 穿山甲. 78 暘. 79 樟. 

80. 水液澄澈. 81. 麴. 82. 升麻除濕湯.

3권

1. 通因通用. 2. 頻倂. 3. 迎而奪之. 4. 收功

後藥. 5. 努責. 6 石蓮肉. 7. 糯. 8. 蠫. 9.  

仁齋. 10. 道地粳味. 11. 如法修事. 12. 米

糒. 13. 跌陽脈. 14. 牡荊子. 15. 黑錫. 16. 

賁門. 17. 胭脂肧子. 18. 牛轉草. 19. 金賢九

里. 20. 嬸. 21. 糲. 22. 蜇. 23. 四十丸粒. 

24. 偹化. 25. 盧氏醫鏡. 26. 絜矩. 27. 腸

垢. 28. 宣明. 29. 羯鷄. 30. 菘菜. 31. 猳
鼠. 32. 八一兄. 33. 天民. 34. 辟易. 35. 七

疝. 36. 五心. 37. 醯. 38. 五官. 39. 春夏加

川. 40. 俱處而狹寒暑. 41. 鎖陽. 42. 烊. 

43. 國子生. 44. 五十余. 45. 邑庠鄒掌敎. 

46 瓦蛆. 47. 白 塵. 48. 天靈蓋. 49. 螘. 

50. 啄木禽. 51. 塩泥固濟. 52. 渫. 53. 蔑蘢

子. 54. 三屍. 55. 九虫. 56. 蛤蚧. 57. 根下

如此. 58. 竪點. 59. 離日

4권

1. 加味六君子湯. 2. 九竅. 3. 先師. 4. 兩

太陽穴. 5. 瓦松. 6. 無根水. 7. 小芎辛陽. 

8. 白螺螄殼. 9. 方寸匕. 10. 玄明粉. 11 

燒餠米拌. 12 如鼓應浮. 13. 臘茶. 14. 江

子. 15. 錘. 16. 循循. 17. 央. 18. 不同

挫閃腎之或異. 19. 蛭. 20. 虻. 21. 五種

腰痛. 22. 猪腰子. 23. 行濕爲熱甚之反佐. 

24. 熨斗. 25 窺壤判 26. 劉立之. 27. 以

火制火. 28. 舶上茴香. 29. 使內. 30. 邪

術. 31. 脬. 32. 湯起. 33. 食茱莄. 34. 

呴. 35. 焫. 36. 小草. 37. 四氣. 38. 杉. 

39. 矮. 40. 石絲. 41. 過山龍. 42. 靈脾. 

43. 一擔. 44. 凳. 45. 壞眼. 46. 宗筋. 

47. 外台祕要. 48. 廣腸. 49. 癬. 50. 

瘑. 51. 狐惑. 52. 螇鼠. 53 應聲虫.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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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箱子. 55. 鶴蝨. 56. 火麻. 57. 榟.

5권

1. 不仁. 2. 喞. 3. 噪. 4. 聾鍾. 5. 主臟

神明. 6. 班入眼. 7. 退醫丸醫障. 8. 爛醫. 

9. 百節草. 10. 鷄頭實. 11. 楞. 12. 水面

浮牙. 13. 井塩. 14. 赤爐甘石淬次. 15. 

五勞. 16. 七傷. 17. 西瓜. 18. 撚於刀上. 

19. 橐籥. 20. 鈹鍼. 21. 燈脚. 22. 纏喉

風. 23. 燈籠草. 24. 綠礬. 25. 五介龍草. 

26. 呷. 27. 擦. 28. 桂於齒. 29. 媟. 30. 

綻. 31. 乃是手陽明. 32. 蠆. 33. 丫. 34. 

衊. 35. 齄. 36. 天吊藤. 37. 面脂綿. 38. 

麗澤. 39. 本草衍義. 40. 獖猪. 41. 煻
灰. 42. 小薊. 43. 枾餠. 44. 五種腸風. 

45. 橡斗. 46. 對臍一穴. 47. 牛妳. 48. 

蝸牛. 49. 馬藺草. 50. 密制黃芪. 51. 弦

長脛急. 52. 蛇暴. 53. 擧卿. 54. 大豆黃

卷. 55. 以努解之. 56. 兩塞痰虛. 57. 氣

及卽甦. 58. 泰承祖. 59. 莫+馬. 60. 痺

成爲消中. 61. 總錄. 62. 繅絲湯.

6권

1. 張子元. 2. 大泌. 3. 漩面. 4. 漩脚. 5. 

厭産. 6. 蓮塘朱顯二里. 7. 長生於申. 8. 

滴水之器譬之. 9. 廣濟. 10. 集驗方. 
11. 王不留行. 12. 轉胞. 13. 藏精於腎. 

14. 五液. 15. 本邑. 16. 盦. 17. 當發不

發. 18. 食己則眩. 19. 十八日. 20. 豆鼓. 

21. 褪. 22. 八脈. 23. 穿當發. 24. 甲錯. 

25. 馬癰. 26. 便汚. 27. 敗漿. 28. 瞎. 

29 騎竹馬灸法. 30. 蜞鍼. 31. 蒲公英. 

32. 衍義補遺. 33. 剩骨. 34. 信砒. 35. 

明之. 36. 坑. 37. 土瓜. 38. 墱. 39. 巢

云. 40. 膹豚. 41. 石香程氏. 42. 鱉碁. 

43. 以輔炭末. 44. 蘇方木. 45. 肝泄. 46. 

瘰癧. 47 白丁香. 48 寒食麵. 49 扯拔. 

50. 竹篦. 51. 下鍋煎膿. 52. 龍牙草. 53. 

蘇禾. 54. 草紙. 55. 慈其邪勝. 56. 五辛. 

57. 䑛. 58. 浮鷗疔. 59. 礫. 60. 磚. 61. 

皰. 62. 粉草. 63. 莃薟. 64. 濁脚. 65. 

臨後下. 66. 雄黑豆. 67. 白藥子. 68. 鼠

莽. 69. 河豚. 70. 天疱瘡. 71. 沙瘡. 72. 

番過藥. 73. 糙面折縛. 74. 摻. 75. 鷄內

金. 76. 鳳凰退. 77. 手癡瘡. 78. 白癜風. 

79. 搽. 80. 凌宵花. 81 天火丹. 82 八風. 

83. 樺. 84. . 85. 地靑. 86. 作湯使送

下. 87. 時菜雖茄宋洞虛. 88. 爬. 89. 圖
經. 90. 陶隱居. 91. 日華子. 92. 島蠫
魚. 93. 豌豆. 94. . 95. 糟淹. 96. 一

字. 97. 左蟠龍. 98. 羅白麫. 99. 安文.

7권

1. 隱曲. 2. 居經. 3. 經爲血不利卽爲水六

極. 4. 白腸. 5 凡壟子. 6. 炕. 7. 反白滑. 

8. 䵟 . 9. 紅豆. 10. 左廂. 11. 蘂. 12. 

冬後一月. 13. 永泮. 14. 本經本部. 15. 

血竭. 16. 紅娘子. 17. 會經試驗. 18. 不

宜分. 19. 蹕. 20. 不孝有三. 21. 意免軀. 

22. 偏天. 23. 血理. 24. 幹萎. 25 指迷

方. 26 産寶. 27. 頭擧. 28. 寵人. 29. 

閃訥. 30. 小産. 31. 紅莧菜. 32. 馬齒莧. 

33. 湖陽公主. 34. 飛生毛. 35. 血餘. 36. 

芸臺. 37. 馬鳴退. 38. 野葛. 39. 閙. 40. 

巫覡. 41. 胡行亂做. 42. 凭. 43. 試水. 

44. 努牙. 45. 先露其臂. 46. 蓮花生. 47. 

看生人. 48. 子腸. 49. 牯. 50. 增寒. 51. 

傍愰. 52. 兒沈痛. 53. 嚴氏. 54. 頻置醋

炭. 55. 骰.

8권

1. 啞科. 2. 襁褓. 3. 六慾. 4. 變蒸. 5. 解

顱. 6. 彀. (상단여백 추가) 丱. 7. 五疳. 8 

齔. 9. 髫. 10. 四足驚. 11. 懸鍼. 12. 胖. 

13. 北紋. 14. 山根. 15. 怎. 16. 閻羅. 17. 

病將瘥. 18. 盤腸. 19. 天吊. 20. 內人叚錦. 

21. 六畜. 22. 赤藥輕. 23. 錢氏. 24. 桑羊. 

25. 鬱金. 26. 貼顖上四方可出一指許. 27. 

面色萎黃. 28. 解頥. 29. 哽氣. 30. 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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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粉. 32. 堊. 33. 白炭. 34. 胡荽. 35. 懸龍

尾. 36. 大飛. 37. 盝. 38. 治帶同. 39. 紫雪. 

40. 筋頭. 41. 栻. 42. 撮口風. 43. 倒靨. 

44. 陣文仲. 45. 楊氏. 46. 湯氏. 47. 籠蒸. 

48 鬆. 49. 王氏. 50. 鄕之欝. 51. 腪. 52. 

少陰疳. 53. 卯縮. 54. 隨時大小. 55. 肉果. 

56. 淸便自調. 57. 龐氏. 58. 赤芝麻. 59. 三

分去一絞去. 60. 胡氏. 61. 史氏. 62. 滔. 

64. 轉色. 65. 去祖稍熱服. 66. 阮氏. 67. 將

愈十二十三日. 68. 洏於陰陽脾經. 69. 痘瘡

入服. 70. 藏塩. 71. 鮓. 72. 朼縛定. 73 三

陽之後經. 74. 憑氏. 75. 罩. 76. 易如灌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