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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辨類의 編制와 內容에 한 연구
-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과 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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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Sanghanbyeollyu(傷寒辨類)
Hak-Jun Jo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I investigated the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Sanghanbyeollyu(傷寒辨類) in order to grasp its bibliographical points.
Methods : I compared Sanghanbyeollyu(傷寒辨類) with Sanghanmyeongniron(傷寒明理論), Uihagimmun(醫學入門)･Sanghan(傷寒) in 

side of their organization and contents.

Results : The first volume in Sanghanbyeollyu is composed of various theories, the second volume in it is composed of many 
symptoms. The second volume include 49 symptoms in Sanghanmyeongniron excepting 1 symptom, its organization is similar to the 
organization in Uihagimmun･Sanghan.
Besides the frequency of prescription quoted in both Sanghanbyeollyu and Uihagimmun･Sanghan is 251, the frequency of 

prescription quoted only in Sanghanbyeollyu is 617, the frequency of prescription quoted only in Uihagimmun･Sanghan is 622. Thus,   
Sanghanbyeollyu is not a duplicate of Uihagimmun･Sanghan because of the frequency of prescription quoted.
Conclusions : I have found out that Sanghanbyeollyu does not only adopt the merits from Sanghanmyeongniron, but also fills its 

organization and contents with Uihagimmun･Sanghan.
Key words : Sanghanbyeollyu(傷寒辨類), doctor in Cheong dynasty(淸代醫家), Ha Wonjang(何元長), prescription in Sanghanbyeollyu(傷寒辨類)

Ⅰ. 緖論

傷寒論은 條文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그 책 자
체를 곧장 臨床에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歷代醫家
들이 傷寒論을 임상에 잘 활용하고자 많은 시도를 해왔
다. 예를 들어 方으로 證을 分類(以方類證)한 者는 柯琴, 
徐大椿이 代表이며, 治法으로 證을 分類(按法類證)한 者는 
錢潢, 尤怡가 代表이며, 經을 나누어 證을 살핀(分經審證) 
者는 陳念祖, 包誠이 代表라고1)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일

본을 중심으로 ‘腹證’으로 傷寒論을 연구하는 방식은 현
재 韓醫界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傷寒明理論은 傷寒論을 연구한 표적인 서적으로서 
景岳全書･傷寒典이나 醫學入門･傷寒 등 많은 綜合醫書
에서 傷寒明理論의 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그 점에 
해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

醫學入門･傷寒은 비록 구성면에서 傷寒明理論과 비
슷한 점이 많지만, 傷寒明理論은 50가지의 증상에 해 傷
寒論의 관련 조문을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 것인데 반해, 醫
學入門･傷寒은 傷寒明理論의 50가지 症狀 외에 훨씬 많
은 내용을 ｢六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
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 등의 독특
한 분류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1) 尹暢烈 編譯. 韓中醫學各家學說. 전. 周珉出版社. 2006.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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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學入門･傷寒의 이러한 분류 기술은 傷寒論을 임상 
실제에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하여 과거 우리나라에서 소위 
‘入門派’를 중심으로 적지 않게 활용되어 왔다.

필자는 평소 醫學入門･傷寒이 傷寒明理論의 실용적
인 장점을 발전시킨 형태의 표적인 서적이므로 그와 마
찬가지로 醫學入門･傷寒에 향을 받은 서적이 있으리라 
추측하 지만 그 物證을 얻지 못하 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淸代 醫家인 何元長의 傷寒辨類라
는 서적을 알게 되었다. 그 編制와 內容은 저자인 何元長이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傷寒明理論의 50가지 증상을 
포괄하면서도 동시에 醫學入門･傷寒의 내용을 많이 수용
하 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傷寒辨類의 編制와 구성내용, 處方을 傷
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과 서로 比較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論

1. 何元長의 生涯와 著書, 傷寒辨類

傷寒辨類는 국내에서 발간된 中國醫學史나 新編中
國醫學史, 韓中醫學史槪說 등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서
적이다.

傷寒辨類･提要에 따르면, 傷寒辨類의 저자인 何元長
은 淸代 乾隆 때 江蘇省 靑浦縣(지금은 上海市에 속함)의 
名醫이며 南宋 이후 何氏 22  世醫라고 알려져 있다. 그 
사람의 생애는 傷寒辨類외에 何元長醫案과 治病要言
에도 실려져 있다고2) 한다.

治病要言･提要에 따르면 서기 1752년에 태어나 1806
년에 卒하 다. 그의 학설은 祖父인 何王模에게 傳授받았는
데 葉天士에 해 홀로 깨달은 바가 있다. 의사로서의 명성
이 중국의 동남에서 떠들썩하여 그 족적이 蘇松과 嘉湖 간에 

남아 있다. 저서로는 治病要言 외에 傷寒辨類2권, 醫案 
26권이 있다. 松江府志에서 何元長은 望診, 聞診의 기술
에 신묘하여 頃刻의 사이에 生死를 판단하고, 환자를 貴賤
과 貧富로써 달리 對하지 않아 病이 생긴 原因을 깨닫는 
데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의 醫德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고3) 하 다.

그의 저서에 해 iask(http://ishare.iask.sina.com.cn)에 
따르면 何元長의 何氏曆代醫學叢書 8권을 소개하고 있는
데, 제1권~제4권은 傷寒海底眼(上･下)이며, 제5권~제6
권은 傷寒辨類(上･下)이며, 제7권~제8권은 何元長醫案
(上･下)이다.

그림 1. 傷寒辨類의 앞표지.

2. 編制의 특징(傷寒明理論과 醫學入門･傷寒
과 比較)

傷寒辨類은 上卷, 下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上卷과 下
卷에 傷寒病과 관련한 많은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그 목록
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1.
3) 何元長. 治病要言.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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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辨類 卷上 傷寒辨類 卷下
1. 傷寒統辨 51. 秋傷寒 1. 惡風 惡寒 51. 結胸 痞氣
2. 治傷寒勿拘日數 52. 冬溫 2. 發熱 52. 胸中厥冷
3. 治傷寒要識先後 53. 時行 3. 潮熱 53. 懊憹
4. 陰陽 54. 寒疫 4. 寒熱 54. 身痛
5. 陽症似陰 55. 中暑 中暍 5. 煩熱 55. 身痒

中略
38. 虛煩類傷寒 88. 瘥後豌豆瘡 38. 嘔吐 88. 便膿血

中略
45. 血風症 95. 足陽明胃經症 45. 痙病
46. 熱入血室 96. 足少陽膽經症 46. 背惡寒
47. 姙娠傷寒 97. 足太陰脾經症 47. 心悸
48. 産後傷寒 98. 足少陰腎經症 48. 驚惕
49. 溫病 99. 足厥陰肝經症 49. 心下滿
50. 熱病 附 中風(眞中風, 類中風, 預防中風) 50. 胸脇滿

표 1. 傷寒辨類의 編制

표 1에서 살펴보면, 비록 ｢提要｣에서 책 전체가 194가지
의 類로 나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上卷은 總論과 各論 
성격의 99가지의 論述과 1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下卷은 傷寒病 중 89가지의 표적인 症狀으로 구성되어 
있어 1개의 부록을 제외하면 모두 188가지의 類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上卷은 論을 위주로, 下卷은 症을 위주로 되어 
있는 傷寒辨類의 구성은 成無已의 傷寒明理論의 症을 
위주로 한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李梴의 醫學入門･傷寒의 
論과 부족한 症狀을 보충한 장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傷寒明理論이 醫學入門･傷寒에 향을 
주고, 다시 醫學入門･傷寒가 傷寒辨類에 향을 주었음
을 확인하기 위해, 傷寒辨類의 編制를 傷寒明理論과 醫
學入門･傷寒과 比較하고자 한다.

첫째로 傷寒辨類가 傷寒明理論에서 향을 받았음을 
밝히기 위해 傷寒明理論의 編制와 比較하면 표 2와 같다.

傷寒辨類는 특히 下卷에서 傷寒明理論의 50가지 症
狀 중에 直視의 1가지를 제외하고 49가지 症狀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공통적인 症狀이지만 약간 달라진 부분을 나타내
면 표 3과 같다.

傷寒辨類 傷寒明理論

공통점

頭痛, 項强, 頭眩, 胸脇滿, 心下滿, 腹滿, 少腹滿[小腹滿], 煩熱, 虛煩[虛煩類傷寒], 煩躁, 發熱, 惡寒, 惡風, 寒熱,潮熱, 自汗[有汗], 盜汗, 頭汗, 手足汗, 無汗, 戰慄, 四逆[四肢], 厥[厥逆], 鄭聲, 譫語, 短氣[氣短], 搖頭[頭搖], 瘈瘲, 不仁, 鬱冒, 動氣, 自利, 筋惕肉瞤[瞤惕], 熱入血室,發黃, 發狂, 霍亂, 蓄血, 勞復[瘥後勞復]

차이점 直視

傷寒統辨, 秋傷寒, 結胸 痞氣, 治傷寒勿拘日數, 冬溫, 胸中厥冷, 治傷寒要識先後, 時行,潮熱, 懊憹, 陰陽, 寒疫, 身痛, 陽症似陰, 中暑 中暍, 身痒, 陰症似陽, 傷濕 中濕 風濕, 身振, 三陰無傳經, 濕溫, 不眠,中略痙病, 足少陽膽經症, 背惡寒, 姙娠傷寒, 足太陰脾經症, 心悸, 産後傷寒, 足少陰腎經症,驚惕, 溫病, 足厥陰肝經症, 熱病, 附中風(眞中風, 類中風, 預防中風)
계 50가지 188가지

표 2. 傷寒辨類와 傷寒明理論의 編制 比較 ([ ] 안은 傷
寒辨類의 症狀名)

傷寒明理論 傷寒辨類
少腹滿 小腹滿
虛煩 虛煩類傷寒
自汗 有汗
四逆 四肢
厥 厥逆

短氣 氣短
搖頭 頭搖

筋惕肉瞤 瞤惕
勞復 瘥後勞復

표 3. 傷寒辨類와 傷寒明理論의 編制의 차이점

傷寒辨類의 ‘小腹滿’은 傷寒明理論의 ‘少腹滿’에서 바
꾼 것은 단순히 글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발생한 것이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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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傷寒辨類의 목록 중의 ‘有汗’은 본문 안에서는 
‘自汗’이라고 하 고, 목록의 ‘婦人傷寒’은 본문 안에서는 
‘姙娠傷寒’이라고 하 다. 

傷寒辨類의 ‘四肢’는 傷寒明理論의 ‘四逆’에서, ‘厥逆’
은 ‘厥’에서 바꾼 것은 그 症狀을 구체적으로 表現하여 좀 
더 임상에 용이하게 한 것이다.

傷寒辨類의 ‘虛煩類傷寒’은 傷寒明理論의 ‘虛煩’을 醫
學入門의 분류에 따라 ‘虛煩類傷寒’으로, ‘瘥後勞復’은 傷

寒明理論의 ‘勞復’을 바꾼 것이다. 이는 단순히 傷寒病 중 
하나의 症狀으로만 보질 않고, 醫學入門에 향을 받아 
傷寒病을 傷寒病과 비슷한 病과 구분한다거나 傷寒病의 발
생과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입장에서 이해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傷寒辨類가 醫學入門에서 향을 받았음을 밝
히기 위해 醫學入門･傷寒의 編制와 比較하면 표 4와 같다.

傷寒辨類 醫學入門･傷寒

공
통
점

(上卷) 傷寒統辨[傷寒]/治傷寒勿拘日數[日數, 六經傳]/治傷寒要識先後[標本]/三陰無傳經[直中, 傳變]/陰陽/陽毒/陰毒/表裏/
半表半裏[表裏半]/表裏寒熱[表熱裏寒, 表寒內熱]/風寒辨[榮衛]/傷風見寒/傷寒見風/陽症似陰/陰症似陽[證有似是而非]

中略
足太陽膀胱經症[太陽]/足陽明胃經症[陽明]/足少陽膽經症[少陽]/足太陰脾經症[太陰]/足少陰腎經症[少陰]/足厥陰肝經症[厥陰]
惡風/惡寒[身惡寒]/背惡寒/發熱[翕翕發熱, 蒸蒸發熱]/潮熱[發潮]/寒熱[往來寒熱]/煩熱/煩躁/不眠/多眠/鬱冒不仁[鬱冒, 不仁]/
頭痛/頭眩/頭搖[搖頭直視]/頭汗[頭額汗]

中略
狐惑/蚘厥/藏厥/藏結/除中/動氣/遺尿/小便數/小便自利[水利]/小便不利[小便閉]/小便難[水難]/不大便, 自利[腸垢, 鴨溏]/便膿
血/百合

차
이
점

傷寒脈候/脈知可解不可解/看症大略/內傷外感辨/勞力傷寒/夾
痰傷寒/夾氣傷寒/夾血傷寒/內傷似外感始爲熱中病/內傷似外感
末傳寒中病/內傷似外感溫熱病/沙病類傷寒/大頭傷風/赤膈傷寒
/結陽/結陰/血風症/時行/傷濕/六經傳/太陽六傳/陽明傳少陰/知
可解/傷寒欲解時/傷寒欲解日/太陽一下有八變/瘥後一動有八變/
瘥後頤瘡/瘥後豌豆瘡/中風(眞中風, 類中風, 預防中風)/面色/晝
夜偏劇/看目法/察耳法/察鼻法/察聲法/心下滿/胸中厥冷/肉苛/
身振/奔豚/小腹滿/蓄血/囊縮

經, 腑/中治/陰陽極/表裏俱無/表裏俱有/陽盛拒陰/陰盛拒陽/暫
補/扶陽助陰抑陽/得中爲貴/傷風/ 血(類傷寒)/痘疹類傷寒/勞
發類傷寒/外感/似瘧/熱多寒少/下後熱/汗後熱/(虛者)惡寒/(熱
者)消渴/陰陽交/溫毒/顚痛/不得汗/戴陽/目盲, 鼻鳴/如狂, 凶狂
/時毒/臍滿/小便濁/口張目陷/疫癘/正氣/寒濕/濕痺/霧露/黃證/
熱厥/口燥, 口涎/大便閉/斷下/腰痛/陰證의 變證/陰證의 常變/
暈厥/先溫後汗/先解後攻/半表半裏의 變法/三陰과 三陽의變法/
無脈/戰汗/遺毒/壞證

표 4. 傷寒辨類와 醫學入門･傷寒의 編制 比較 ([ ] 안은 醫學入門의 編制名)

위의 내용으로 보아 傷寒辨類의 編制와 구성내용이 醫
學入門･傷寒과 적지 않은 부분에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傷寒辨類가 醫學入門･傷寒을 단
순히 요약･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즉 傷寒辨
類 중 ｢傷寒統辨｣, ｢看症大略｣, ｢內傷外感辨｣ 등의 總論과 
｢內傷似外感始爲熱中病｣, ｢內傷似外感末傳寒中病｣, ｢沙病類
傷寒｣, ｢解㑊類傷寒｣, ｢損病類傷寒｣, ｢大頭傷風｣, ｢赤膈傷寒｣
의 類傷寒과 ｢結陽｣, ｢結陰｣, ｢血風症｣ 등의 症狀과 ｢太陽
六傳｣, ｢陽明傳少陰｣, ｢知可解｣, ｢傷寒欲解時｣, ｢太陽一下有
八變｣ 등의 傳變과, ｢瘥後一動有八變｣, ｢瘥後頤瘡｣, ｢瘥後豌
豆瘡｣ 등의 瘥後 症候와 ｢晝夜偏劇｣, ｢看目法｣, ｢察耳法｣, ｢察
鼻法｣, ｢察聲法｣ 등의 診斷과 中風(眞中風, 類中風, 預防中
風)의 附錄 등은 醫學入門･傷寒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하
거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傷寒辨類과 醫學入門･傷寒에서 공통적인 編制를 좀 
더 구체적으로 比較하기 위해 간략히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傷寒辨類 醫學入門･傷寒
1. 傷寒統辨 1. 傷寒(正傷寒)
2. 治傷寒勿拘日數 2. 日數 

3. 六經傳
3. 治傷寒要識先後 4. 標本4. 標本
5. 陰陽 5. 陰陽
6. 陽毒, 陽毒 6. 陽毒

7. 陰毒
7. 三陰無傳經 8. 直中과 傳變
8. 表裏 9. 表裏
9. 半表半裏 10. 表裏半
10. 表熱裏寒 11. 表裏寒熱11. 表寒內熱

中略
145. 不大便

133. 腸垢, 鴨溏146. 自利
147. 便膿血
148. 百合 134. 百合

표 5. 傷寒辨類와 醫學入門･傷寒의 編制의 差異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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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

傷寒辨類의 188가지 분류 중 무려 148가지가 醫學入
門･傷寒과 비슷하여 78.8%이고, 추가한 항목은 단지 40가
지로 21.3%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내용이 비슷하지
만 세분한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표시한 것이다. 즉 傷寒
辨類의 ‘治傷寒勿拘日數’는 醫學入門･傷寒의 ‘日數’, ‘六
經傳’에서, ‘治傷寒要識先後’는 ‘標本’에서, ‘表熱裏寒’, ‘表寒
內熱’은 ‘表裏寒熱’에서, ‘內傷似外感溫熱病’, ‘內傷似傷寒病’
은 ‘內傷’에서, ‘瘥後喜睡’, ‘瘥後吐逆’, ‘瘥後虛弱’, ‘瘥後勞復’ 
등은 ‘瘥後’에서 세분한 것이다.

傷寒辨類의 ‘三陰無傳經’은 醫學入門･傷寒의 ‘直中과 
傳變’에서, ‘風寒辨’은 ‘榮衛’에서, ‘陽症似陰’, ‘陰症似陽’은 
‘證有似是而非’에서, ‘太陽脈似少陰’, ‘少陰脈似太陽’은 ‘太陽
證과 少陰證의 變法’에서, ‘脈浮可下’, ‘脈沈可汗’은 表證과 

裏證의 變法에서, ‘瘡瘍發熱類傷寒’은 ‘瘡毒’에서, ‘痰症類傷
寒’은 ‘痰證’에서, ‘秋傷寒’은 ‘晩發’에서 바꾼 것은 그 症狀
을 구체적으로 表現하여 좀 더 임상에 용이하게 한 것이다.

傷寒辨類의 ‘太陽脈似少陰’과 ‘少陰脈似太陽’은 醫學入
門･傷寒에서 ｢變證｣의 소분류에 속하던 것을 옮겼는데, 이
는 ‘傷寒脈候’과 함께 脈候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傷寒辨類의 ‘面色’은 ‘戴陽’에서, ‘察口脣法’은 ‘脣證’에서, 
‘舌胎’은 ‘舌證’에서 바꾼 것은 진단에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傷寒辨類의 ‘漱水不欲咽’은 醫學入門･傷寒의 ‘漱水不
嚥’에서 바꾼 것인데 ‘咽’은 ‘삼킬 연(嚥)’자와 같은 뜻의 글
자이다.

마지막으로 傷寒明理論이 醫學入門･傷寒에 끼친 
향을 알아보고자 각각의 분류를 比較하면 표 6과 같다.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
공
통
점

頭痛/項强/頭眩/胸脇滿[胸滿, 脇滿]/腹滿[腹脹]/煩熱/虛煩[虛煩類傷寒]/煩躁/發熱/惡寒/惡風/寒熱/潮熱/自汗/盜汗/頭汗/手足
汗/無汗/戰慄/厥[陽厥, 陰厥]/鄭聲/譫語/短氣[氣短]/搖頭/直視/瘈瘲[瘈短瘲長]/不仁/鬱冒/動氣/自利/筋惕肉瞤/熱入血室/發
黃/發狂/霍亂/蓄血/勞復

차
이
점

心下滿/少腹滿/四逆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日數/標本/榮衛/經腑/中治/中, 傳/傷足/傳手/表裏/半表半裏/陰陽/陰
陽極/表裏俱無/表裏俱有/當汗/當下/不可汗/不可下/不可灸/不可吐/急下/急溫/過經不解

中略
壞證/死候/循衣摸床/搖頭直視/口張目陷, 肢冷臍硬/遺尿/失音/(智圓行方)/婦人傷寒, 熱入血室/産
前, 産後/升降浮沈/南北東西/潛心之下/反掌之間/丹溪. 長沙, 河澗, 東垣/醫囊無底

표 6. 傷寒明理論과 醫學入門･傷寒의 編制 比較 ([ ] 안은 醫學入門･傷寒)

위의 내용에서 傷寒明理論의 50가지 編制 중 47가지가 
醫學入門･傷寒의 編制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傷寒明理論의 ‘心下滿’은 醫學入
門･傷寒에서 ‘痞證’에, ‘少腹滿’은 ‘腹脹’에, ‘四逆’은 ‘陽厥’
과 ‘陰厥’에 분류하 다.

3. 구체적 내용(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과 

比較)

傷寒明理論은 傷寒論 중 發熱･惡寒･寒熱･虛煩･蓄血･
勞復 等 50가지 표적인 症狀에 해 釋義, 病因, 病理, 
分型, 鑑別, 治法 등을 包括하고4) 있다. 

또한 傷寒明理論에서 논한 50가지 編制는 醫學入門･傷
寒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 되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傷寒辨類는 下卷에서 傷寒明理論의 50가지 症狀 중

에 直視의 1가지를 제외하고 49가지 症狀을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上･下卷에 전반적으로 醫學入門･傷寒의 編
制와 내용을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傷寒明理論이 醫學入門･傷寒에 향을 주고, 다시 醫
學入門･傷寒가 傷寒辨類에 향을 주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傷寒辨類의 내용을 傷寒明理論과 醫學入門･傷寒
과 比較하고자 한다.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 傷寒辨類의 내용 중, 
潮熱, 虛煩, 譫語, 搖頭 등 몇 가지 예를 들어 각각의 특징
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潮熱

① 定意

4) 洪元植, 尹暢烈 編著. 新編中國醫學史. 전. 周珉出版社. 2004.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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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明理論과 醫學入門･傷寒, 傷寒辨類에서 모두 
하루에 한 번 日晡에 발열하여 마치 조수와 같다고5)6)7) 
하 다. 내용 면에서 比較하면 傷寒明理論과 醫學入門･
傷寒, 傷寒辨類가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醫學入門･傷
寒와 傷寒辨類는 문장 면에서 배열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② 潮熱과 發熱의 比較

傷寒明理論에서 潮熱은 하루에 3~5회 발작하는 發熱
과 달리 하루에 1회 발작하는 차이를 지적하 다8).

③ 病機

傷寒明理論에서 邪氣가 胃로 들어가서 모이면 日晡에 
潮熱이 發하는데 陽明에 속하니 潮熱은 實熱이므로 攻下할 
수 있다고9) 하 다.

또한 傷寒明理論과 醫學入門･傷寒에서 寅卯時에 潮
熱하는 少陽과 巳午時에 潮熱하는 太陽은 實熱이 아니라
고10)11) 하 다.

④ 治法 및 處方

傷寒明理論에서 潮熱은 實熱이므로 承氣湯으로 攻下하
되, 表邪가 여전히 있을 때에는 解表하고 나서 攻裏한다

고12) 하 다.
醫學入門･傷寒에서 潮熱이 陽明 實熱인 경우 三承氣湯 

또는 大柴胡湯에서 선택하지만 寅卯時의 潮熱과 巳午時의 
潮熱은 小柴胡湯을, 日晡潮熱이라도 脈이 虛하면 桂枝湯을, 
結胸의 潮熱에는 大陷胸湯을, 陽明傷風의 潮熱에는 麻黃連
翹赤小豆湯을, 冬陽明의 潮熱에는 黃芩湯을 사용한다고13) 
하 다.

傷寒辨類에서는 傷寒明理論의 病機와 治法에 한 
내용을 요약하여 표현하여14) 그 내용이 거의 傷寒明理論
과 동일하다.

⑤ 豫後

醫學入門･傷寒에서 循衣摸床, 微喘直視가 潮熱의 불량
한 豫後임을 기술하 다15).

(2) 虛煩

傷寒明理論

① 定意

傷寒明理論에서 虛煩은 마음속이 답답하고 번거로운 
것으로 胸中煩과 心中煩, 虛煩이 있으나 모두 熱에 속한다
고16) 하 다.

5)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6-19. “傷寒潮熱, 何以明之. 若潮水之潮, 其來不失其時也. 一日一發, 指
時而發者, 謂之潮熱.”

6)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03. “似潮水之有信, 一日一發, 謂之潮. 必日晡而作者, 陽明旺於未申故耳.”
7)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17-118. “潮熱屬陽明, 陽明旺於未申, 一日一發, 日晡而作, 如潮水之有信也.”
8)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6-19. “若日三五發者, 即是發熱, 非潮熱也. 潮熱屬陽明, 必於日晡時發

者, 乃爲潮熱.”
9)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6-19. “陽明者, 屬胃土, 應時則王於四季, 應日則王於未申. 經曰 陽明居

中土也. 萬物所歸, 無所復傳. 蓋邪氣入胃, 謂之入腑. 腑之爲言聚也, 若府庫之府焉. 邪氣入於胃, 而不復傳. 邪氣鬱而爲實熱, 隨王而潮. 是以日晡所發
潮熱者, 屬陽明也. 惟其屬陽明, 故潮熱爲可下之證, 經曰 潮熱者實也”

10)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6-19. “或謂潮熱有屬太陽少陽者乎. 少陽王於寅卯, 太陽王於巳午, 若熱
於此時發者, 爲邪未入胃. 豈得謂之潮熱. 必待日晡所發者, 乃謂之潮熱, 見其邪在胃也. 遇疾值病, 詳而驗之, 始見得眞也.”

11)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03. “或潮於寅卯者, 屬少陽, 潮於巳午者, 屬太陽, 爲邪未入胃, 俱宜
小柴胡, 和之. 又日晡發熱, 脈虛者, 亦不可下, 宜桂枝湯, 徵汗之.”

12)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6-19. “又曰 潮熱者, 此外欲解也. 可攻其裏焉. 又曰 其熱不潮, 未可與
承氣湯. 即此觀之, 潮熱屬於胃者, 昭然可見焉. 雖然, 潮熱爲裏實可下之證, 如或脈浮而緊, 與其潮熱而利. 或小便難, 大便溏者. 皆熱未全入腑, 猶帶
表邪, 當和解其外. 外解已而小便利, 大便硬者, 乃可攻之.”

13)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03. “宜諸承氣湯, 選用, 或大柴胡湯. 有不可下者, 脈浮或弦, 嘔噦飽
逆, 氣逆上, 徵溏惡寒, 發熱, 非日晡所發, 是謂其熱不潮. 或潮於寅卯者, 屬少陽, 潮於巳午者, 屬太陽, 爲邪未入胃, 俱宜小柴胡, 和之. 又日晡發熱, 
脈虛者, 亦不可下, 宜桂枝湯, 徵汗之. 若結胸潮熱, 脈浮者, 屬太陽, 大陷胸湯. 陽明傷風, 腹滿, 身黃者, 麻黃連軺赤小豆湯. 冬陽明, 潮熱, 黃芩湯.”

14)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17-118. “邪入胃腑, 爲可下之症, 設或脈浮而緊, 潮熱而利, 或小便難, 大便溏者, 邪未入府, 
猶帶表症, 先當和解其外. 如小便利, 大便硬, 方可攻之. 若潮熱於寅卯, 則屬少陽, 潮熱於巳午, 則屬太陽, 此又不可不辨.”

15)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03. “吐下後, 不解, 如見鬼狀, 循衣摸床, 微喘直視, 脈濇者, 死.”
16)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79-83. “傷寒虛煩, 何以明之. 虛煩者, 心中鬱鬱而煩也. 有胸中煩, 有心

中煩, 有虛煩, 諸如此者, 皆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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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虛煩(類傷寒)의 病機

醫學入門･傷寒에서 虛煩은 七情 또는 雜病 후 餘熱, 陰
虛火動으로 발생하여 傷寒 初證과 유사하여 類傷寒에 해당
한다고17) 하 다.

傷寒辨類에서 內經의 “陰虛生內熱”을 인용하여 虛煩
이 類傷寒임을 설명하고18), 醫學入門･傷寒의 내용을 援
用하여 虛煩 類傷寒의 症狀을 구별하고19) 虛煩 類傷寒의 
脈象이 ‘大而無力’함을 제시하 다20).

또 虛煩의 病機에 해 傷寒辨類에서 飮食不節, 喜怒不調, 
房事勞役이 眞氣를 손상하여 氣虛하면 火旺하여 虛煩이 된다고 
하 다. 따라서 甘溫之劑로 中氣를 補한다고21) 하 다.

③ 胸中煩, 心中煩, 虛煩의 구분

傷寒明理論에서 단순히 煩은 表熱이지만 表熱이 裏로 
傳하면 胸中煩, 心中煩, 虛煩으로 구분한다고22) 하 다.

④ 胸中煩, 心中煩, 虛煩의 處方

傷寒明理論에서 胸中煩으로 嘔吐하지 않으면 小柴胡湯
을, 心中煩으로 눕지 못하면 黃連解毒湯을, 胸滿心煩하면 

猪膚湯을 사용하며, 吐하고 나서 생기는 虛煩에 心中憹하면 
梔豉湯을, 少氣하면 梔子甘草豉湯을, 嘔吐하면 梔子生薑豉
湯을, 腹滿하면 梔子濃朴湯을, 大下 後 微煩에는 梔子乾薑
湯을 사용한다고23) 하 다.

醫學入門･傷寒에서 傷寒 後 餘熱에는 竹葉石膏湯을, 가
벼울 경우 小柴胡湯을, 惡心하면 橘皮竹茹湯을, 陰證에는 
陰旦湯을, 勞役에 氣虛하면 補中益氣湯을, 陰虛에는 四物湯 
加味 등을 사용한다고24) 하 다. 

傷寒辨類에서 虛煩에 中氣를 補할 때에 補中益氣湯 加
味를, 房勞陰虛와 大病 後에 竹葉石膏湯, 十味溫膽湯을 사
용한다고25) 하 다.

⑤ 瓜蒂散과 梔子豉湯의 구별

傷寒明理論에서 下利 後 虛煩에 吐法이 마땅한데 梔豉
湯은 吐劑 중 輕劑이고 吐下하지 않고 생기는 實煩에도 역
시 吐法이 마땅한데 瓜蒂散은 吐劑 중 重劑이며, 陽明病의 
實煩에는 調胃承氣湯이 마땅하고, 先悸後煩에는 小建中湯이 
마땅하다고26) 하 다.

醫學入門･傷寒에서 汗吐下하지 않고 煩하면 胸滿하되 
膈實, 煩熱이 되고, 汗吐下 後에 煩하면 胸滿하되 虛煩, 懊
憹가 된다고27) 하 다.

17)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12-1013. “虛煩者 七情六慾以致腎水虛 而心火煩燥 或雜病後 餘熱 
未淨而煩 或勞役氣衰 火旺而煩 或陰虛 相火動而煩 有類傷寒初證 外亦發熱 但頭身不痛 脈不緊數 爲異 雖陰虛 亦惡寒 而不甚 脈亦能數 而無力”

18)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41-42. “經曰 陰虛生內熱 夫虛煩 卽虛熱也 熱卽胸中鬱鬱不安 故曰虛煩”
19)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41-42. “凡諸虛熱類傷寒 但頭不疼 身不痛 不惡寒耳.”
20)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41-42. “凡脈數主熱 數而有力爲實熱 數而無力爲虛熱 故虛煩之脈 雖大 按之必無力 或尺脈

浮大 左寸關脈 或濡或弱 或微或濇 乃虛脈也 又平人脈大者 必虛勞也.”
21)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41-42. “凡飮食不節 喜怒不調 房事勞役 皆損其眞氣 氣衰則火旺 火旺則乘其脾土 四肢困倦

而熱 懶言沈臥 少氣以動 動則氣促而喘 或表虛自汗惡風 當以甘溫之劑 補其中氣 溫其眞陽 其熱自愈 切不宜以苦寒之劑 重瀉其脾土也 經曰 勞者溫
之 損者益之 蔘芪甘溫 乃除虛熱之聖藥 專以補中益氣湯 少加黃柏 以滋腎水 其效如神.”

22)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79-83. “若止云煩者, 表熱也. 及其邪熱傳裏, 故有胸中煩, 心中煩, 虛煩
之別. 三者, 要在觀其熱所從來.”

23)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79-83. “審其虛實而治. 爲不同也. 如不經發汗吐下而煩者. 則是傳經之熱. 
不作膈實者. 但多和解而已. 故經曰.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者. 小柴胡湯主之. 少陰病二三日. 心中煩不得臥者. 黃連阿膠湯主之. 少陰病. 胸滿心
煩者. 豬膚湯主之. 是皆利解而徹熱者也. 若因吐下發汗後而煩者. 則是內陷之煩. 但多湧吐而已. 發汗吐下後. 虛劇不得眠. 若劇者必反復顛倒. 心中懊
者.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心煩腹滿. 臥起不安者. 梔子濃朴湯主之. 丸藥大下後. 身熱不去. 微煩
者. 梔子乾薑湯主之. 是皆取其吐而湧其熱者也.”

24)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12-1013. “大槪病後 虛𦆁少氣 煩燥欲嘔者 竹葉石羔湯 輕者 小柴
胡湯 痰逆惡心者 橘皮竹茹湯 陰證 內寒外熱 肢節痛 口不燥而虛者 陰旦湯 服凉藥後 脈愈大而無力 熱愈甚而燥渴者 單人蔘湯 或人蔘黃芪煎湯 下
五苓散 勞役 氣虛者 補中益氣湯 陰虛者 四物湯 加知母黃柏 脾胃弱者 三白湯 驚悸痰盛者 溫膽湯 心神不安者 朱砂安神丸 婦人新産 挾血虛煩者 
四物湯加人蔘淡竹葉麥門冬甘草 表虛忌汗 裏虛忌下 但宜平和之劑 調理”

25)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41-42. “經曰 勞者溫之 損者益之 蔘芪甘溫 乃除虛熱之聖藥 專以補中益氣湯 少加黃柏 以滋
腎水 其效如神. 又房勞陰虛 相火發熱 幷大病後 皆宜此方輕劑爲妙. 又竹葉石膏湯(竹葉, 麥冬, 甘草, 姜汁, 石羔, 人蔘, 冬米) 十味溫膽湯(枳實, 半
夏, 茯苓, 柴胡, 人蔘, 姜, 竹茹, 陳皮, 香附, 甘草, 桔梗, 棗) 皆病後虛煩之聖藥 要在選而用之.”

26)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79-83. “虛煩之狀. 心中溫溫然欲吐. 憒憒然無奈. 欲嘔不嘔. 擾擾亂亂. 
是名煩也. 非吐則不能已. 經曰. 下利後更煩. 按之心下濡者. 爲虛煩也. 宜梔子豉湯. 脈乍結. 心中滿而煩. 饑不能食者. 病在胸中. 瓜蒂散. 二者症均
是煩也. 藥均是吐也. 而又輕重之不同. 吐下發汗後. 邪氣乘虛而入爲煩者. 則謂之虛煩. 與梔子豉湯. 則是吐劑之輕者. 不因吐下發汗後. 邪氣結於胸
中. 則爲膈實. 與瓜蒂散. 則是吐劑之重者. 又陽明病. 不吐不下心煩者. 則是煩之實者也. 與調胃承氣湯下之. 傷寒二三日. 心中悸而煩者. 則是煩之虛
者也. 與小建中湯補之. 煩爲熱也.”

27)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12-1013. “傷寒有未經汗吐下 而煩者 胸滿膈實煩熱 有已經汗吐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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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煩과 悸의 先後 구분에 따른 虛實

傷寒明理論에서 먼저 悸한 뒤에 煩하면 虛證인 悸가 
심해서 생기는 煩은 虛證이고, 먼저 煩한 뒤에 悸하면 少陽
의 邪氣가 腑로 들어간 것이므로 熱證이라고28) 하 다.

⑦ 虛煩의 誤治 및 豫後

醫學入門･傷寒에서 虛煩을 重劑로 汗下하여 誤治하면 
진액이 고갈되어 죽고, 輕劑로 誤治하면 盜汗, 勞瘵가 된다
고29) 하 고, 傷寒辨類에서 虛熱을 공격하면 寒이 생기
므로 경계해야 한다고30) 하 다.

(3) 譫語

傷寒明理論

① 定意

傷寒明理論에서 譫語란 헛것을 보아 지껄이면서 말하
는 것으로 말이 조리가 없다고31) 하 고, 醫學入門･傷寒
에서 눈을 감고 평생의 일을 말하거나 눈을 뜨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을 말하거나 혼잣말이나 잠꼬 를 하고 심
하면 狂言과 욕을 한다고32) 하 다.

② 病機

傷寒明理論에서 胃熱이 盛하여 心에 틈타면 眞氣가 昏
亂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여 말이 많아진다고33) 하 고, 醫
學入門･傷寒에서 胃熱이 心을 타서 생긴다고34) 하 고, 傷
寒辨類의 내용도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과 크게 
다르지 않다.35)

③ 譫語의 輕重 比較

傷寒明理論에서 熱의 輕重에 따라 譫語, 獨語, 狂語, 
語言不休, 言亂의 순서로 症狀이 더 심하게 발전할 수 있다
고36) 하 다. 傷寒辨類도 獨語, 語言不休, 言亂으로 구분
한다고37) 하 다.

④ 譫語의 原因을 구별

傷寒明理論에서 被火劫, 汗出, 下利, 下血, 燥屎在胃, 
三陽合病, 過經, 亡陽 등으로 구분한다고38) 하 고, 醫學
入門･傷寒에서 內有燥屎, 亡陽, 汗多, 過經으로 구분한다
고39) 하 다. 傷寒辨類에서 熱入於胃는 實證이고, 亡陽 
및 下利는 虛證이라고40) 하 다.

⑤ 治法 및 處方

而煩者 胸滿煩燥懊憹 見各條”
28)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79-83. “悸而復煩爲虛者. 以悸爲虛. 悸甚而煩. 故爲虛也. 少陽之邪入腑

者. 煩而悸. 則爲熱也. 大抵先煩而悸者. 是爲熱也. 先悸而煩者. 是爲虛也. 內經曰. 治病必先求其本. 誠哉是言也.”
29)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12-1013. “千金 云 虛煩 不可太攻 熱去則寒起 若用傷寒汗下 重劑 

而治虛煩 重則 津竭而死 輕則內消盜汗 變爲勞瘵”
30)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41-42. “凡虛熱不可攻熱 熱去則寒起矣 戒之”
31)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54-162. “傷寒譫語. 何以明之. 譫者謂呢喃而語也. 又作. 謂妄有所見而

言也. …… 遂言無倫次而成譫妄之語. 輕者睡中呢喃. 重者不睡亦語言差謬.”
32)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47-1048. “譫者 妄也 或閉目言平生常事 或開目言人所未見事 或獨

語 或睡中呢喃 或呻吟不已 甚則狂言惡罵 俱謂之譫語”
33)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54-162. “此皆眞氣昏亂. 神識不清之所致. 夫心藏神而主火. 病則熱氣歸

焉. 傷寒胃中熱盛. 上乘於心. 心爲熱冒. 則神昏亂而語言多出. 識昏不知所以然. …… 輕者睡中呢喃. 重者不睡亦語言差謬.”
34)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47-1048. “皆因胃熱 乘心”
35)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胃中實熱上乘於心, 心爲熱冒, 則神志昏迷, 妄有所見而言也. 輕則睡中呢喃, 重則

醒亦譫語.”
36)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54-162. “有譫語者. 有獨語者. 有狂語者. 有語言不休者. 有言亂者. 此

數者. 見其熱之輕重也. 譫語與獨語. 雖間有妄錯之語. 若與人言有次. 是熱未至於極者也. 經曰. 獨語如見鬼狀. 若劇者. 發則不識人. 是病獨語未爲劇
也. 狂語者熱甚者也. 由神昏而無所見覺. 甚則至於叫喊而言語也. 言語不休者. 又其甚也. 至於亂言者. 謂妄言罵詈. 善惡不避親疏. 爲神明已亂也. 經
曰. 諸逆發汗微者難瘥. 劇者言亂. 是難可復制也.”

37)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有獨語者, 有言語不休者, 有言亂者, 此數者可見其熱之輕重也.”
38)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54-162. “譫語之由. 又自不同. 皆當明辨之. 有被火劫譫語者. 有汗出譫

語者. 有下利譫語者. 有下血譫語者. 有燥屎在胃譫語者. 有三陽合病譫語者. 有過經譫語者. 有亡陽譫語者.”
39)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47-1048. “脈來洪數 二便 多閉 外見陽證 有陽明 汗多譫語 少陰 

自利譫語者 內有燥屎也 調胃承氣湯 下之 半表裏 黙黙不欲語 及已得汗而身和 亡陽譫語者 柴胡桂枝湯 調之 已下 胸煩 身重 不可轉側 譫語者 柴
胡龍骨牡蠣湯 錯語獨語呻吟者 解毒湯 單瀉心湯 或白虎湯 和之 又有汗多譫語者 風也 俟過經 乃可下 瘥後譫語者 邪留心包也 知母麻黃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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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明理論에서 汗出과 過經에는 攻下하고, 下利에는 
小承氣湯을 사용하고, 下血에는 期門을 刺鍼하고, 亡陽에는 
柴胡桂枝湯을 사용한다고41) 하 고, 醫學入門･傷寒에서 內
有燥屎에는 調胃承氣湯으로 攻下하고, 半表裏와 亡陽에는 柴
胡桂枝湯을, 下利에는 柴胡龍骨牡蠣湯을, 汗多는 過經해야
만 攻下하고, 瘥後에는 知母麻黃湯을 사용한다고42) 하 다.

한편 傷寒辨類에서 邪熱燥屎裡에는 大承氣湯으로 攻下
하고, 三陽合病에는 白虎湯을, 狂言에는 五苓散을, 蓄血에는 
桃仁承氣湯을, 熱入血室에는 小柴胡湯을 사용한다고43) 하

다.
또한 獨語에는 小柴胡湯合白虎湯을, 錯語에는 解毒湯, 白

虎湯 등을, 狂言에는 大承氣湯을 사용한다고44) 하 다.
또 豫後가 不良할 때의 治法과 處方까지 제시하 다.
傷寒辨類에서 “又發汗多亡陽, 譫語身和者, 不可下, 柴胡

桂枝湯和其榮衛, 榮衛和, 津液生而自愈也. 下後胸滿, 煩驚, 
小便不利, 譫語, 身重不可轉側者, 柴胡加龍骨牡蠣湯. 柴, 半, 
人蔘, 桂枝, 茯, 蠣, 龍骨, 大黃, 鉛丹, 薑, 棗. 火劫取汗, 譫
語者,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救逆湯.”45)

傷寒辨類의 治法과 處方은 傷寒明理論이나 醫學入
門･傷寒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지 않게 보충하 음을 알 

수 있다.
傷寒辨類에서 “又發汗多亡陽, 譫語身和者”는 攻下해서

는 안되니 柴胡桂枝湯으로 그 榮衛를 調和하게 하니 榮衛
가 조화되면 津液이 생겨서 저절로 낫는다.”고 하고, “下後
胸滿, 煩驚, 小便不利, 譫語, 身重不可轉側者”는 柴胡加龍骨
牡蠣湯을 사용한다고 하고, “火劫取汗, 譫語者”는 桂枝去芍
藥加蜀漆龍骨牡蠣救逆湯을 사용한다고46) 하 다.

⑥ 鄭聲과 구분

醫學入門･傷寒에서 譫語는 實證이고 鄭聲은 虛證이라
고47) 하 고, 傷寒辨類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48)

⑦ 豫後

傷寒明理論에서 脈이 短하거나 沈細하면 예후가 불량
하고 脈이 和하거나 浮大하면 豫後가 양호하고, 또한 譫語
에 氣逆, 厥冷, 喘滿, 自利하면 예후가 아주 나쁘다고49) 하

고, 醫學入門･傷寒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50) 또한 
傷寒辨類의 내용은 傷寒明理論과 거의 같다.51)52)

40)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大抵熱入於胃, 水涸屎築, 必發譫語, 此爲實也. 有大汗而譫語者, 有亡陽譫語者, 
有下利淸穀, 不渴,譫語者, 此爲虛也.”

41)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54-162. “經曰. 大熱入胃中. 水竭躁煩. 必發譫語. 又腹滿微喘. 口乾咽
爛. 或不大便. 久則譫語. 是因被火劫譫語也. 汗出譫語. 此爲風也. 須下之. 過經乃可下之. 下之若早. 語言必亂. 以表虛裏實故也. 是汗出譫語者也. 
下利譫語者. 有燥屎也. 小承氣湯主之. 是下利譫語者也. 下血譫語者. 此爲熱入血室. 當刺期門. 隨其實而瀉之. 是下血譫語者也. 譫語有潮熱. 反不能
食者. 胃中必有燥屎五六枚也. 是謂燥屎在胃譫語者也.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譫語遺尿. 是三陽合病譫語者也. 過經譫語者熱也. 當以湯
下之. 是過經譫語者也. 發汗多亡陽譫語者. 不可下. 與柴胡桂枝湯. 和其榮衛. 是以有通津液後自愈. 是亡陽譫語也. 諸如此者.”

42)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47-1048. “脈來洪數 二便 多閉 外見陽證 有陽明 汗多譫語 少陰 
自利譫語者 內有燥屎也 調胃承氣湯 下之 半表裏 黙黙不欲語 及已得汗而身和 亡陽譫語者 柴胡桂枝湯 調之 已下 胸煩 身重 不可轉側 譫語者 柴
胡龍骨牡蠣湯 錯語獨語呻吟者 解毒湯 單瀉心湯 或白虎湯 和之 又有汗多譫語者 風也 俟過經 乃可下 瘥後譫語者 邪留心包也 知母麻黃湯”

43)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或脈來沈實洪數有力, 大便不通, 小便赤, 燥渴,譫語, 腹滿硬痛, 或潮熱自汗, 或下
利鈍淸水, 心腹硬痛者, 皆邪熱燥屎裡症也. 俱大承氣下之, 下後利不止, 與夫喘滿氣逆而上奔, 自利氣脫而下奪, 皆爲逆也. 如脈洪數, 小便赤, 手足溫, 
與調胃承氣湯.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譫語遺尿, 白虎湯. 或大便結, 大熱乾嘔, 錯語呻吟不眠者, 犀角解毒湯. 初得病無熱, 
狂言躁妄不安, 人來不與人相當, 五苓散二錢, 以新汲水探吐, 狂言,漱水不欲咽, 大便黑小便自利, 身黃脹滿, 此因當下失下, 當汗不汗, 爲蓄血也, 桃
仁承氣湯, 下盡黑則愈. 婦人經水適來適斷, 續得寒熱譫語者, 爲熱入血室也, 小柴胡湯. 陽明喜妄如狂, 亦 血也, 桃仁承氣湯, 下盡黑物則愈矣.”

44)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有獨語者, 獨自語而如見鬼也, 甚則尋衣摸床, 微喘直視. 若脈弦,小便利者生, 脈澁,
小便不利者, 可下者下之, 未可下者, 小柴胡合白虎湯. 有錯語者, 意錯而言亂也. 自知言錯, 邪氣尙輕, 自不知錯, 邪熱甚而精氣衰也, 解毒湯, 白虎湯, 
小柴胡, 大柴胡, 隨症施治. 有狂言者, 邪熱亢盛, 發狂叫喊而言也, 或棄衣而走, 登高而歌, 此陽明內實也, 大承氣湯.”

45)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46)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又發汗多亡陽, 譫語身和者, 不可下, 柴胡桂枝湯和其榮衛, 榮衛和, 津液生而自愈

也. 下後胸滿,煩驚, 小便不利, 譫語,身重不可轉側者, 柴胡加龍骨牡蠣湯.柴,半,人蔘,桂枝,茯,蠣,龍骨,大黃,鉛丹,薑,棗. 火劫取汗, 譫語者, 桂枝去芍藥
加蜀漆龍骨牡蠣救逆湯.”

47)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47-1048. “譫語實則可下 虛不可爲 實者 胃實 有燥屎也 虛者 胃虛 
便自利也 全憑水道斷之.”

48)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經曰,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實則譫語, 虛則鄭重.”
49)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54-162. “脈短則死. 脈自和則愈. 又身微熱. 脈浮大者生. 逆冷脈沉細. 

不過一日死. 實則譫語. 氣收斂在內. 而實者本病也. 或氣上逆而喘滿. 或氣下奪而自利者. 皆爲逆也. 經曰. 直視譫語喘滿者死. 下利者亦死. 謂其正氣
脫絶也. 能知虛實之診. 能識逆從之要. 治病療病. 則不失矣.”

50)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47-1048. “如氣逆 下利 厥冷 而脈又沈細者 死 身熱脈大 聲淸 氣
郞 目光面潤者 生”

51)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各各不同, 但脈短者死, 脈和者愈.”
52)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47-150. “若下利直視, 譫語者死也. 又陽症譫語, 脈沈細, 手足厥冷者, 不過一日死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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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搖頭

傷寒明理論

① 病機

傷寒明理論에서 傷寒 搖頭에 3가지가 있으니 搖頭言
(獨搖頭, 裏痛搖頭), 痙病搖頭(風盛搖頭), 直視搖頭(心絶搖
頭)이다. 陰陽이 서로 뿌리를 두고 있듯이 榮衛가 上下로 
따라야 하거늘 神은 陰의 근본으로 神이 떠나면 陰이 고갈
되고 陽이 뿌리가 없으면 스스로 主持하지 못하므로 搖頭
가 된다고53) 하 는데, 傷寒辨類의 내용과54) 거의 같다.

醫學入門･傷寒에서 陽脈이 조화롭지 않으면 머리가 흔
들린다고55) 하 고, 傷寒辨類에서 머리는 諸陽之會이니 
陽脈이 틈타면 머리가 搖動하게 된다고56) 하 다.

② 眞假의 구별

傷寒辨類에서 心絶 搖頭는 眞病이고 風痙 搖頭와 裏痛 
搖頭는 邪氣이니 그 搖頭를 살펴보면 또한 마땅히 그 眞假
를 밝힐 수 있다고57) 하 다.

③ 豫後

醫學入門･傷寒에서 心絶搖頭는 搖頭直視이니 몸이 연
기와 같이 훈증하면 곧 죽는다고58) 하고, 反目倒, 眼睛上

騰하면 死證이며, 脈澁狂言 譫語喘滿하면서 直視하면 반드
시 죽는다고59) 하 다.

④ 辨證 治法 處方

醫學入門･傷寒에서 痙病搖頭는 小續命湯加減을, 裏痛搖
頭는 말하는 경우는 虛이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는 實이니 
如聖餠者, 芎朮湯, 芎辛湯, 二陳湯을 선택한다고60) 하 다. 
이는 傷寒辨類의 내용과61)62) 거의 같다.

4. 處方 活用의 변화(傷寒明理論, 醫學入門 

･傷寒과 比較)

傷寒明理論이 醫學入門･傷寒에 향을 주고, 다시 醫
學入門･傷寒가 傷寒辨類에 향을 주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傷寒辨類에서 채택한 處方을 傷寒明理論과 醫學
入門･傷寒과 比較하고자 한다.

먼저 傷寒辨類이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에 
향을 받은 것을 살피고자 傷寒論63)에 사용된 113개의 
處方 名稱이 어떻게 변화되어 활용되었는지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다만, 傷寒明理論에 인용된 傷寒論의 處方名64)은 現代
傷寒論65)을 기준으로 하 고, 醫學入門･傷寒의 處方名은 
法仁文化社에서 2009년에 출판한 판본66)을 기준으로 하 다.

53)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67-169. “傷寒搖頭. 何以明之. 頭者諸陽之會也. 諸陽之脈. 皆上於頭. 
諸陰脈皆至頸胸中而還. 陽脈不治. 則頭爲之搖. 傷寒搖頭有三. 皆所主不同也. 有曰搖頭言者. 裏痛也. 以裏有痛者. 語言則劇. 欲言則頭爲之戰搖也. 
有曰獨搖頭. 卒口噤. 背反張者. 痙病也. 以風盛於上. 風主動搖故也. 裏痛非邪也. 痛使之然. 痙病非逆也. 風使之然. 至於陽反獨留. 形體如煙熏. 直
視搖頭者. 又謂之心絶. 蓋心藏神. 而爲陰之本. 陽根於陰. 陰根於陽. 陰陽相根. 則榮衛上下相隨矣. 絶則神去而陰竭. 陽無根者. 則不能自主持. 故頭
爲之搖矣. 王曰. 滋苗者以固其根. 伐下者必枯其上. 內絶其根. 外作搖頭. 又何疑焉.”

54)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30-131. “陰根於陽. 陽根於陰. 陰陽互根. 氣血所以周流而無間. 若心絶則神去而陰絶. 獨陽
無根. 不能自主. 所以頭搖. 經所謂陽獨留. 形體如洇薰. 直視搖頭者是也. 至於太陽發痓. 則風干於上. 風主乎動. 是以頭搖. 經所謂獨搖頭. 猝然口噤. 
背反張者此也. 搖頭中有痛也. 言則甚痛.”

55)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87-1088. “陽脈不和 則頭爲之搖.”
56)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30-131. “頭者諸陽之會. 陽脈有乘則頭爲之搖動.”
57)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167-169. “心絶者眞病也. 風痙裏痛者. 邪氣也. 觀其頭搖. 又當明其臧否焉.”
58)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87-1088. “有心絶者 搖頭直視 形如烟薰 卽死.”
59)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87-1088. “臟腑精華 皆注於目 直視者 反目倒 眼睛 上騰 死證也. 

惟無表裏證 目中不了了 睛不和者 乃內熱 神昏 非直視也. 又衄血 發汗 則直視 血虛 發汗 亦直視 脈弦者 可救 若脈澁狂言譫語喘滿 直視 必死.”
60)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87-1088. “有痓病 風盛 則搖者 小續命湯加減 有裏痛而搖者 言者 

爲虛 不言者爲實 如聖餠者 芎朮湯 芎辛湯 二陳湯 選用.”
61)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30-131. “然有心絶而頭搖者. 有風盛而頭搖者.”
62) 何元長. 傷寒辨類. 中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p.130-131. “又分虛實. 言者爲虛. 不言爲實.”
63) 成無已. 註解傷寒論(仲景全書 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118-332.
64) 成無已 著. 申榮日, 金善鎬 譯. 傷寒明理論. 전. 周珉出版社. 2003. pp.231-311.
65)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 일 외 18인 共編, 현 상한론. 서울. 한의문화사. 2005. p.670.
66) 李梴 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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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醫學入門 등 많은 傷寒 硏究家들이 113方을 언급
하 으므로, 現代傷寒論에서 나열한 處方은 본래 111개
인데, 그 중 半夏散及湯을 半夏散, 半夏湯 2개로 계산하고, 
理中湯을 추가하여 113方으로 만들었다. 특히 좌측과 같은 
경우 ‘→’로 표시하 다.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 傷寒辨類
1. 葛根加半夏湯 → 없음
2. 葛根湯 → →
3. 葛根黃芩黃連湯 葛根芩連湯 葛根芩連湯
4. 甘草乾薑湯 → →
5. 甘草附子湯 → →
6. 甘草瀉心湯 → →

中略
110. 黃芩湯 → →
111. 黃連湯 → →
112. 黃連阿膠湯 黃連鷄子湯 黃連阿膠湯
113. 厚朴生薑甘草半

夏人蔘湯 厚朴半夏甘蔘湯 厚朴半夏生薑人蔘湯

표 7. 傷寒辨類와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의 傷寒
方 比較

다음으로 傷寒辨類가 醫學入門･傷寒에 향을 받은 
것을 살피고자 傷寒辨類에 사용된 處方이 醫學入門･傷
寒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활용되었는지, 또 무슨 處方이 증
감되었는지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다만, 醫學入門･傷寒에만 있는 경우는 醫學入門･傷寒
에 표기하고, 醫學入門･傷寒으로부터 인용하지 않은 處方
은 傷寒辨類에 표기하 고, 傷寒辨類와 醫學入門･傷寒
에 있는 傷寒方(古方)은 표 7에서 나타냈으므로 傷寒方은 
중간에 줄을 그어 구분하 다. 異名으로 표현된 處方도 동
일 處方으로 간주하 다.

또한 회색 음 이 있는 칸은 處方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
므로, 회색 음 이 있지만 비어있는 칸은 공통 處方에 속하
는 경우이다.

適應症 공통 傷寒辨類 醫學入門･傷寒
1. 傷寒統辨 공통 處方 없음 處方 없음 處方 없음
2. 治傷寒勿拘日數 공통 處方 없음 處方 없음 處方 없음
3. 治傷寒要識先後 공통 處方 없음 處方 없음 處方 없음
4. 陰陽 공통 處方 없음 五積散 處方 없음
5. 陽症似陰 공통 處方 없음

四逆散合小柴胡湯
白虎湯合解毒湯, 大柴胡湯,  

大承氣湯
處方 없음

6. 陰症似陽 공통 處方 없음 通脈四逆湯加味,
人蔘四逆湯, 益元湯 處方 없음

7. 三陰無傳經 공통 處方 없음 處方 없음 處方 없음
中略

187. 便膿血
小柴胡湯加味, 胃風湯, 柴苓湯, 

桃花湯, 承氣湯, 白頭翁湯, 
赤石脂禹餘糧湯

地楡黃連阿膠湯, 當歸附子湯, 
桂附六合湯, 黃連解毒湯

188. 百合 공통 處方 없음 百合知母湯, 百合代赭湯, 
百合鷄子湯 陶氏柴胡百合湯, 瓜蔞牡蠣湯

後世方 인용회수 92 392 393
傷寒方 인용회수 160 225 229
인용회수 총합 252 617 622

표 8. 傷寒辨類와 醫學入門･傷寒의 後世方 比較

傷寒辨類와 醫學入門･傷寒의 處方이 해당서적 각각
의 분류에서 인용된 회수를 각각 계산하면 표 8의 말미와 
같다.(동일한 處方이 여러 번 인용된 경우 모두 중복하여 
계산하 다.) 

두 서적에서 공통으로 인용된 處方 회수는 252번이며, 傷
寒辨類에만 실린 處方 회수는 617번, 醫學入門･傷寒에
만 실린 處方 회수는 622번이다.

處方 인용 회수로 따지면 단순히 醫學入門･傷寒을 베



傷寒辨類의 編制와 內容에 대한 연구

-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과 比較 -

- 60 -

끼거나 인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明代 陶節庵 및 淸代 
初期 사람들이 常用하던 處方까지 적지 않게 수록하 다.

즉 瘥後勞役에 千金麥冬湯67)을, 動氣에 千金竹葉湯68)을, 
大頭傷寒에 普濟消毒飮69)을, 痰症類傷寒에 節齋化痰丸70) 
등을 사용하 다.

또한 處方 이외 별도의 발전된 治療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陰毒, 陽毒의 治療에 水漬法, 灸法(關元, 氣海), 
蔥鬱法 등을 기록하고, 赤膈傷寒을 刺針出血로 治療하는 방
법을 기재하고 있다.

특히 凉膈散을 解毒湯과, 四逆散을 小柴胡湯과, 白虎湯을 
解毒湯과, 白虎湯을 生脈散과, 甘草湯을 桔梗湯과, 猪膚湯을 
다시 甘桔湯과 合方하는 등 傷寒論의 기본 處方을 두 세 
개 이상을 合方하 다.

또한 藿香正氣散을 理中湯을 合方한 것을 ‘藿理湯’이라고 
하고, 理中湯을 五苓散을 합방한 것을 ‘理苓湯’이라고 하고, 
小柴胡湯과 二陳湯을 合方한 것을 ‘柴陳湯’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基本方 두세 가지 이상을 합하여 사용하는 流
行은 明代 이전에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가 淸代에 이르
러 合方의 이름까지 별도로 作名할 정도로 널리 常用하
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傷寒辨類는 治療方法이나 處方 등의 측면에서 
傷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의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千
金方, 普濟本事方 등의 여러 方書와 陶節庵의 傷寒六書 
및 淸代 초기 醫家들이 運用하던 合方 方法이나 治療法까
지 수용하 음을 알 수 있다.

5. 傷寒辨類･提要에 대한 평가

傷寒辨類･提要에 傷寒辨類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全的으로 六經으로 立論하지 않았다. 症으로 類를 
나누고 證으로 經을 찾았으며, 특히 陰陽, 虛實, 表裏, 寒熱 
등 상 적인 예를 들어 對比의 방법으로 辯論하여 臨床家
가 감별 진단하는 데에 一助한다.

둘째, 분류가 상세하고 분명하다. 책 전체가 194가지의 
類로 나뉘고 매 類症마다 經文과 各家學說로 引證하여 자
신의 깊은 임상경험과 결합하여 可治, 不可治, 生死危急에 

해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가
는 診斷을 하게 한다.

셋째, 經方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그 配合이 明代 陶節庵 
및 淸代 初期 사람들이 常用하던 방법이었으니, 仲景의 
113方 외에 2.5배 增補하여 전체 략 400方에 達하니 가
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독자의 사고 역을 넓혀
서 傷寒의 治療 방법에 해 南陽 一家(傷寒學派)에 국한
하지 않게 하 다.

넷째, 각각 處方마다 主藥 및 加減法을 제시하 다. 사람
으로 하여금 仲景의 治法 외에도 배울 만하고 선택할 만한 
것들이 있다. 方論을 부쳐서 곁들인 것은 체로 內經의 
氣味配合을 위주로 하여 자못 啓發한 점이 많다.

編者가 책 중에 句節마다 점을 찍고 세 하게 편집하여 
칭찬할만하다. 또한 ｢用方索引｣을 뒤에 붙여서 선택, 참고
할 수 있게 하 다.

위와 같은 提要는 傷寒辨類의 編制와 內容을 比較적 
잘 설명하고 있지만, 傷寒辨類의 또 다른 특징도 있음을 
발견하 다.

첫째, 六經으로 立論하지 않은 특징은 傷寒明理論에서 
기원하 고 특히 醫學入門･傷寒에서 직접적으로 향을 
받은 것이다.

둘째, 분류가 상세하여 194가지로 나누었다고 하 으나, 
책머리의 목록에 따르면 부록 1편을 제외하면 18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 仲景의 113方 외에 략 400方에 達한다고 하 으
나, 말미의 ｢用方索引｣에 따르면 그 개수가 491에 達한다.

넷째, 각각 處方마다 主藥 및 加減法을 제시하 다고 하
는데, 그 외에도 處方에 한 해설과 논술이 각각 덧붙어 

있다.
즉 人蔘白虎湯, 人蔘白朮散, 八珍湯加減, 丁香柿蔕散, 大

靑龍湯, 大陷胸湯, 四逆湯, 四物湯加減, 大黃黃連瀉心湯, 五
味子湯, 五苓散, 升麻葛根湯, 半夏散及湯, 芍藥甘草湯, 茵蔯
將軍湯, 乳香硫黃散劫法, 桂枝加蜀漆龍骨牡蠣救逆湯, 補中益
氣湯, 瀉心湯, 羌活沖和湯, 茯苓甘草湯, 麻黃附子細辛湯, 麻
黃附子甘草湯, 淸暑益氣湯, 淸震湯, 黃芩湯, 桂枝人蔘湯, 柴
胡枳桔湯, 猪膚甘桔湯, 葛根湯, 葛根芩連湯 등 13가지는 해

6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84.
6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39.
69) 朱橚, 膝碩, 劉醇. 普濟方(第5卷). 서울. 醫聖堂. 1993. pp.1598-1599.
70) 王綸. 明醫雜著.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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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處方에 한 해설이 붙어있다.
人蔘蘆吐法, 甘桔湯, 小靑龍湯, 白虎湯의 4가지는 해당 

處方에 한 별도의 論述이 있다.
仲景이 傷寒論에서 제시한 小柴胡湯의 加減 7法 이외

에 何元長 당시에 사용하던 近代 加減法 7法을 별도로 제
시하고 있다. 

小柴胡湯의 近代 加減法이란 첫째 婦人熱入血室에 紅花, 
當歸, 生地黃, 牧丹皮를, 둘째 本經 惡寒에는 桂枝를, 셋째 
本經 惡熱에는 石膏, 知母를, 넷째 本經 頭痛에는 川芎을, 
다섯째 本經 腹痛에는 靑皮, 川芎을, 여섯째 本經 少腹痛에
는 靑皮를, 일곱째 本經 嘔吐에는 生薑, 半夏를 倍加하고 
薑汁, 橘紅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Ⅳ. 結論

이상에서 傷寒辨類의 編制, 內容을 살펴보기 위해 傷
寒明理論, 醫學入門･傷寒과 서로 比較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傷寒明理論은 50가지의 증상에 해 傷寒論의 관련 
조문을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 것인데, 醫學入門･傷寒은 傷
寒明理論의 50가지 症狀 외에 훨씬 많은 내용을 ｢六經｣, ｢五
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
證｣, ｢死證｣, ｢婦人傷寒｣ 등 독특한 분류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傷寒辨類의 上卷은 論을 위주로, 下卷은 症을 위주로 
되어 있다. 특히 下卷에서 傷寒明理論의 50가지 症狀 중
에 直視의 1가지를 제외하고 49가지 症狀을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傷寒辨類의 188가지 분류 중 무려 148가지
가 醫學入門･傷寒과 비슷하여 78.7%이고, 추가한 항목은 
40가지로 21.3%이다.

傷寒辨類 중 ｢傷寒統辨｣, ｢看症大略｣, ｢內傷外感辨｣ 등
의 總論과 ｢內傷似外感始爲熱中病｣, ｢內傷似外感末傳寒中病｣, 
｢沙病類傷寒｣, ｢解㑊類傷寒｣, ｢損病類傷寒｣, ｢大頭傷風｣, ｢赤
膈傷寒｣의 類傷寒과 ｢結陽｣, ｢結陰｣, ｢血風症｣ 등의 症狀과 
｢太陽六傳｣, ｢陽明傳少陰｣, ｢知可解｣, ｢傷寒欲解時｣, ｢太陽
一下有八變｣ 등의 傳變과, ｢瘥後一動有八變｣, ｢瘥後頤瘡｣, ｢瘥
後豌豆瘡｣ 등의 瘥後 症候와 ｢晝夜偏劇｣, ｢看目法｣, ｢察耳

法｣, ｢察鼻法｣, ｢察聲法｣ 등의 診斷과 中風(眞中風, 類中風, 
預防中風)의 附錄 등은 醫學入門･傷寒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또한 傷寒辨類와 醫學入門･傷寒 두 서적에서 공통으
로 인용된 處方 회수는 251번이며, 傷寒辨類에만 실린 
處方 회수는 618번, 醫學入門･傷寒에만 실린 處方 회수
는 622번이다.

處方 인용 회수로 따지면 단순히 醫學入門･傷寒을 베
끼거나 인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明代 陶節庵 및 淸代 
初期 사람들이 常用하던 處方까지 적지 않게 수록하 다.

이와 같이 傷寒辨類은 編制 측면에서 成無已의 傷寒
明理論의 症을 위주로 한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李梴의 醫
學入門･傷寒의 論과 부족한 症狀을 보충한 장점을 받아들

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治療, 處方의 內容 측면에서 醫
學入門･傷寒을 더욱 발전시킨 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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