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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Shinchanbyeokonbang(printed in 1613) was written by Heo Joon, who is an author of Dongeuibogam(also printed in 1613). 
Even though Dongeuibogam has ｢Onyeok」(chapter for pestilence), Heo Joon wrote technical book for pestilence as name as Shinchanbyeokonbang. 
Therefore, we try to compare Shinchanbyeokonbang with Dongeuibogam｢Onyeok」.

Method : We compared formation and contents of Shinchanbyeokonbang with Dongeuibogam｢Onyeok」.

Result : Shinchanbyeokonbang has entirely new contents than Dongeuibogam｢Onyeok｣ in somehow, almost contents of Dongeuibogam 
｢Onyeok｣ are in Shinchanbyeokonbang though. Also Shinchanbyeokonbang reorganized prescrptions for pestilence not only in Dongeuibogam 
｢Onyeok｣ but also in Dongeuibogam ; ｢Han｣, ｢Hwangdal｣, ｢Hwa｣, ｢Yinhoo｣, ｢Hyeol｣, ｢Seup｣ and ｢Sasoo｣.

Conclusion : Shinchanbyeokonbang was printed by Heo Joon at the same time when Dongeuibogam was printed in 1613. However, 
Shinchanbyeokonbang has newly formation and contents is some aspects comparing to Dongeuibogam｢Onyeok｣, which is the similar 
chapter for pestilence because this book is the technical book for pest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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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新纂辟瘟方은 1613년에 刊行된 許浚의 著書로 瘟疫에 
대한 專門醫書이다. 

新纂辟瘟方을 編纂하게 된 배경을 朝鮮王朝實錄의 
記錄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辛亥에 政院이 아뢰기를 “지금 癘疫이 성하게 일어
나 비단 咸鏡道와 江原道 뿐만 아니라 都城 및 諸道 
같은 데에도 이미 傳染되어 곳곳이 다 그러합니다. 앞

으로의 걱정이 또한 지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
니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辟瘟方이란 책
은 張數가 많지 않아 만들기가 쉽습니다. 속히 校書館
으로 하여금 많은 수를 인출하게 한 다음 中外에 널리 
나누어 주어 危急한 사태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하니, “允許한다.”고 하였다.1)

 
이를 보면 1612년에 疫癘가 熾盛하여 辟瘟方을 인쇄

하여 보급하게 하 는데, 이 결과로 光海君 5年(1613年) 
許浚은 新纂辟瘟方을 刊行하 다. 

許浚은 당시 新纂辟瘟方 외에도 1600년 초부터 諺解
痘瘡集要, 諺解胎産集要, 諺解救急方, 東醫寶鑑 등을 

1) 朝鮮王朝實錄. 光海61卷. 4年 12月 22日 記事.
辛亥政院啓曰 目今癘疫熾發 非但咸鏡 江原兩道 如京城及諸道 已爲傳染 處處皆然 將來之患 亦不止此 不可不預爲之備 辟瘟方一書 張數不多 工役
易就 速令校書館多數印出 廣布中外 以爲救急之地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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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하 다. 특이한 점은 1613년에 東醫寶鑑을 刊行하면
서 ｢瘟疫｣門을 두어 瘟疫에 대해 전문적으로 서술하 음에
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 瘟疫專門醫書인 新纂辟瘟方을 刊
行하 다는 것이다. 이에 新纂辟瘟方이 東醫寶鑑｢瘟疫｣
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新纂辟瘟方이 東醫寶鑑｢瘟
疫｣과는 별개로 瘟疫專門醫書로써 意義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新纂辟瘟方 이전의 瘟疫關聯 書籍으로는 瘡疹集, 簡
易辟瘟方이 있으며, 이후로는 辟疫神方, 辟瘟神方등이 
있다. 瘡疹集은 世祖 3년(1457년)에 任元濬, 李克堪이 編
纂한 朝鮮最初의 痘瘡專門書籍이고, 簡易辟瘟方은 中宗 
20년(1525년)에 金順蒙, 劉永貞, 朴世擧가 王命을 받들어 
溫疫病을 治療하는 方을 모아 編纂한 것이며, 辟疫神方은 
光海君 5年(1613年)에도 唐毒疫이 유행하자 許浚에게 命하
여 內醫院에서 刊行한 書籍이고, 辟瘟神方은 孝宗 4年
(1653年)에 安景昌 等이 命을 받들어 編纂한 瘟疫 專門醫
書로 諺解를 붙여 校書館에서 刊行한 것이다.

본 硏究에서는 新纂辟瘟方 全文을 東醫寶鑑 ｢瘟疫｣
과 比較하여 校勘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書籍간의 차이점
을 考察하 다. 

현존하는 新纂辟瘟方은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으며, 1冊(20章) 內醫院活字, 33.4×24.4 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3×15.8 cm,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上下花紋
魚尾)2)로 되어 있다. 이번 硏究에서는 서울大學校 奎章閣
에 所藏本을 影印한 韓國科學技術史大系 卷38의 新纂辟
瘟方3)을 底本(그림 1)으로 하 고, 교감 서적으로는 1987년 
驪江出版社에서 간행한 韓國科學技術史大系 中 東醫寶
鑑을 저본으로 삼았다.

瘟疫關聯書籍에 대한 기존 硏究로는 조원준의 硏究4)가 
있으나 이는 新纂辟瘟方에 대한 개별연구가 아니라서 현
재 硏究하고자 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

그림 1. 新纂辟瘟方

Ⅱ. 本論

1. 火運之歲多疫癘

五運之中 戊癸屬火 火有君火相火 君火爲少陰 相火
爲少陽 少陰司天 天下疵疫 少陽司天 疫癘大行 丑未之
歲 少陰加臨 則民病瘟疫盛行 遠近咸若 火運之歲 熒惑
名星光明 天下疫癘內經

東醫寶鑑에는 없는 內容이다.

2. 運氣之變成疫 

(1) 夫五運六氣 乃天地陰陽 運行升降之常道也 五運
流行 有大過不及之異 六氣升降 有逆從勝復之差 凡不合
於德化政令者 則爲變眚 皆能病人 故謂之時氣也三因 

(2) ○一歲之中 病證相同者 五運六氣 所爲之病也綱目 
(3) ○疫氣之發 大則流行天下 次則一方 次則一鄕 次

則偏着一家 悉由運氣鬱發 有勝有復 遷正退位之所致也正傳

표제와 (1), (2)는 東醫寶鑑｢天地運氣｣에 나온다. (3)
은 東醫寶鑑｢瘟疫｣瘟疫之因의 文章이다.

2) 崔秀漢 編著.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3.
3) 新纂辟溫方, 韓國科學技術史大系 38卷. 서울. 驪江出版社. 1988.
4) 조원준. 16~17세기 조선의 辟疫醫書를 통해 살펴본 瘟疫學의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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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勘】
(1) 東醫寶鑑에는 ‘六氣升降’ 다음에 ‘則’이 있다.

3. 四時失節亦爲疫 

(1) 凡時行病者 春應暖而反寒 夏應熱而反凉 秋應凉而
反熱 冬應寒而反溫 非其時而有其氣 是以一歲之中 病無
長幼 大率多相似 此則時行瘟疫之氣 俗謂之天行是也活人 

(2) ○寒暄不時 人多疾疫得效

東醫寶鑑에는 四時失節亦爲疫이란 표제는 없다. (1)은 
｢瘟疫｣瘟疫之因, (2)는 同門 瘟疫治法의 文章이다. 

4. 疫雜鬼厲

(1) 疫疾如有鬼厲相似 故曰疫癘入門

(2) ○又謂鬼厲之氣 夫鬼無所歸 乃爲厲爾 若夫天地
有不正之氣 鬼厲依而爲祟 楊玄操云 謂雜其鬼厲之氣 不
知何經之動也 亦其義也類聚

東醫寶鑑에는 疫雜鬼厲란 표제는 없다. 모두 ｢瘟疫｣瘟
疫之因의 文章이다.

【校勘】
(2) 東醫寶鑑에는 ‘又’ 앞에 ‘時氣者 天地不正之氣也 

非其時而有其氣 一家無少長率病者 時氣也’가 있다.

5. 瘟疫各有所因 

(1) 冬傷於寒 春必病溫 又曰冬不藏精者 春必病溫內經

(2) ○斯疾之召 或溝渠不泄 穢惡不修 熏蒸而成者 或
地多死氣 鬱發而成者 或官吏枉抑 怨讟而成之者 世謂獄
溫 場溫 墓溫 廟溫 社溫 山溫 海溫 家溫 竈溫 歲溫 天
溫 地溫等 不可不究三因

東醫寶鑑에는 瘟疫各有所因이란 표제는 없다. 모두 ｢瘟
疫｣瘟疫之因의 文章이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冬傷於寒’ 앞에 ‘內經曰’이 있다. 또

한 ‘又曰’ 앞에는 ‘◯’이 있어 새 文章으로 되어 있다.

6. 瘟病有溫有熱 

溫熱病者 春發者爲溫病 夏發者爲熱病 皆瘟疫之類也丹心

東醫寶鑑에는 瘟病有溫有熱이란 표제는 없다. ｢瘟疫｣瘟
疫治法의 文章이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春發者爲溫病’은 ‘夏至前發爲溫病’으로, 

‘夏發者爲熱病’은 ‘夏至後發爲熱病’으로, ‘皆瘟疫之類也’는 ‘謂
之伏氣傷寒 所謂冬傷於寒 春必病溫 是也’로 되어 있다. 

7. 瘟疫脉 

(1) 尺膚熱 脉盛躁者 病溫也靈樞 

(2) ○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 沈之散澁 惟有溫
病 脉散諸經 各隨所在 不可指名脉訣 

(3) ○時疫之脉 無定據 隨時審思 乃得 未可輕議得效

東醫寶鑑｢瘟疫｣에는 표제가 脉法으로 되어 있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尺膚熱’은 ‘尺膚熱甚’으로 되어 있다. 
(3) 東醫寶鑑에는 이 文章이 (2) 앞에 있다.

8. 瘟疫形證 

(1) 冬合寒反暖 春發溫疫 其證發熱 腰痛強急 脚縮不
伸 胻中欲折 目中生花 或濇濇增寒復熱 

(2) ○春合暖反凉 夏發燥疫 其證身體戰掉 不能自禁 
或內熱 口乾舌破 咽塞聲嘶 

(3) ○夏合熱反寒 秋發寒疫 其證頭重頸直 皮肉強痺 
或蘊而結核 起於咽喉頸項之側 

(4) ○秋合凉反陰雨 冬發濕疫 其證乍寒乍熱 暴嗽嘔
逆 或體熱發癍 喘咳引氣三因 

(5)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盛 煩熱 頭痛身疼 增寒
壯熱 項強睛疼 甚至聲啞 或赤眼口瘡 腮腫喉痺 咳嗽 噴
嚔醫鑑

東醫寶鑑｢瘟疫｣瘟疫形證의 文章이다.
【校勘】 
(3) 東醫寶鑑에는 ‘起於咽喉頸項之側’ 다음에 ‘布熱毒

於皮膚分肉之中’이 있다.
(4) 東醫寶鑑에는 ‘其證乍寒乍熱’ 다음에 ‘損傷肺氣’가 

있다.
(5) 東醫寶鑑에는 ‘痰盛’이 ‘痰涎壅盛’으로 되어 있고, 

‘頭痛身疼’이 ‘頭疼身痛’으로 되어 있으며, ‘項強睛疼’ 다음에 
‘或飮食如常 起居依舊’가 있고, ‘腮腫’ 앞에 ‘大小’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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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咳嗽’가 ‘咳嗽稠粘’로 되어 있다.

9. 瘟疫治法 

(1) 春發溫疫 宜葛根解肌湯 夏發燥疫 宜調中湯 秋發
寒疫 宜蒼朮白虎湯 冬發濕疫 宜甘桔湯入門 

(2) ○春發溫疫 宜加味敗毒散 夏發燥疫 宜大柴胡湯 
秋發寒疫 宜五積散 冬發濕疫 宜五苓散得效 

(3) ○宜辨表證半表裏證裏證 而治之入門

東醫寶鑑｢瘟疫｣瘟疫治法의 文章이다. 단, (2)와 (3)은 
東醫寶鑑에 없는 內容이다.

한편 東醫寶鑑｢瘟疫｣에는 瘟疫을 治療하는 方法을 瘟
疫治法 條文에 증상구별 없이 열거하고 있으나 新纂辟瘟
方에는 위의 瘟疫治法 條文과 같이 일반적인 瘟疫을 治療
하는 方法을 서술하면서도, 뒤에 瘟疫表證宜汗, 瘟疫半表裏
證宜和解, 瘟疫裏證宜下의 條文을 따로 두어 증상에 따른 
治法을 별도로 서술하고 있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蒼朮白虎湯’ 다음에 ‘方見暑門’이 있

고, ‘甘桔湯’ 다음에 ‘方見咽喉’가 있으며, 그 뒤에 ‘表證用荊
防敗毒散 半表裏證用小柴胡湯 裏證用大柴胡湯 宜補宜散宜
降用人中黃丸’이 있다.

(2) 東醫寶鑑에는 ‘大柴胡湯’ 다음에 ‘方見寒門’이 있다.

1) 葛根解肌湯 

治春疫 發熱而渴 葛根三錢 麻黃 黃芩 各二錢 赤芍
藥一錢半 桂枝一錢 甘草八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入門

東醫寶鑑 ｢瘟疫｣의 處方이다.(이하 ｢瘟疫｣ 處方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음.)

【校勘】
東醫寶鑑에는 ‘赤芍藥’이 ‘芍藥’으로 되어 있다.

2) 調中湯

治夏發燥疫 口乾咽塞 大黃一錢半 黃芩 赤芍藥 葛根 
桔梗 赤茯苓 藁本 白朮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水煎

服活人

【校勘】
東醫寶鑑에는 ‘赤芍藥’이 ‘芍藥’으로 되어 있다.

3) 蒼朮白虎湯 

治秋發寒疫 結核起於咽項 布熱毒於皮膚分肉之中 汗
多煩渴 石膏五錢 知母二錢 蒼朮一錢 甘草七分 粳米半
合 右剉作一貼 水煎服入門

東醫寶鑑 ｢瘟疫｣ 瘟疫治法에는 ‘方見暑門’으로 되어 있
어서 ｢瘟疫｣에는 이 處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5) 또한 이 
처방은 東醫寶鑑｢暑｣에 있지 않고 ｢寒｣에 있으며, ｢寒｣의 
蒼朮白虎湯과 新纂辟瘟方의 蒼朮白虎通을 校勘하면 다음
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寒｣ 蒼朮白虎湯은 白虎湯의 條文인 ‘治陽明病 

汗多煩渴 脉洪大 石膏五錢 知母二錢 甘草七分 粳米半合 右
剉作一貼 水煎服入門’ 뒤에 ‘○本方加蒼朮一錢 名曰蒼朮白虎
湯’의 형태로 言及되었으며, 이는 新纂辟瘟方 蒼朮白虎湯 
主治症과 다르다. 단, 處方構成과 出典은 동일하다.

4) 甘桔湯 

治冬發濕疫 暴嗽咽痛 桔梗二錢 甘草 荊芥 防風 黃
芩 薄荷 玄參各一錢 右剉作一貼 水煎 徐徐服之必用

｢咽喉｣에 있다고 하 으나 위 처방은 ｢咽喉｣의 甘桔湯과 
다르다. 引用書인 必用으로 보나 처방구성으로 보나 같은 
문의 必用方甘桔湯이다. 이를 통해 校勘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咽喉｣ 必用方甘桔湯 主治症은 ‘治風熱 咽喉腫

痛 或喉痺 神效’로 新纂辟瘟方 必用方甘桔湯 主治症과는 
다르며, ‘玄參’이 본방에 있지 않고, ‘徐徐服之’ 뒤에 ‘加玄參
一錢 尤妙’로 되어 있다.

5) 加味敗毒散 

治春發溫疫 羌活 獨活 前胡 柴胡 川芎 枳殼 桔梗 赤
茯苓 人參 防風 荊芥 蒼朮 白朮 赤芍藥 當歸 生地黃 各
六分 薄荷 甘草 各三分 右剉作一貼 入薑棗 水煎服正傳

5) 東醫寶鑑 ｢瘟疫｣ 瘟疫治法에 ‘方見暑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蒼朮白虎湯은 ｢寒｣에 있다. ｢暑｣에도 蒼朮白虎湯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도 ‘方
見寒門’으로 되어 있으므로 東醫寶鑑 ｢瘟疫｣ 瘟疫治法에 ‘方見暑門’은 誤記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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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勘】
東醫寶鑑에는 ‘治春發溫疫’이 ‘瘟疫及發斑’으로 되어 있

고, ‘薑棗’가 ‘薑三棗二’로 되어 있다.

6) 大柴胡湯 

治夏發燥疫 柴胡四錢 黃芩 赤芍藥 各二錢半 大黃二
錢 枳實一錢半 半夏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
服正傳

東醫寶鑑｢瘟疫｣ 瘟疫治法에는 ‘方見寒門’으로 되어 있
어서 ｢瘟疫｣에 처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東醫寶鑑｢寒｣
의 大柴胡湯과 校勘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寒｣ 大柴胡湯 主治症은 ‘治傷寒病 少陽듭屬陽

明 身熱不惡寒 反惡熱 大便堅 小便赤 譫語 腹脹 潮熱’로 되
어 있어 新纂辟瘟方 大柴胡湯 主治症과는 다르고, ‘赤芍
藥’이 ‘芍藥’으로 되어 있으며, ‘薑三棗二’가 ‘薑三片棗二枚’
로 되어 있다. 

7) 五積散 

治秋發寒疫 蒼朮二錢 麻黃 陳皮 各一錢 厚朴 桔梗 
枳殼 當歸 乾薑 白芍藥 白茯苓 各八分 白芷 川芎 半夏 
桂皮 各七分 甘草六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葱白三莖 
水煎服入門

東醫寶鑑에서 詳考할 수 없는 新纂辟瘟方 瘟疫治法 
條文에서 언급된 處方이다. 아울러 新纂辟瘟方 瘟疫治法 
條文에서 五積散을 言及하면서 出典을 世醫得效方이라 
하 는데, 處方은 世醫得效方이 아닌 醫學入門에서 引
用하 다. 하지만 新纂辟瘟方의 五積散은 世醫得效方의 
五積散 그리고 醫學入門의 五積散과 主治症 分量 服用法 
등이 모두 다르다. 

한편 이 處方은 東醫寶鑑｢寒｣에 나오는데 양자를 比較
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 五積散 主治症은 ‘治感傷風寒 頭痛身疼 四肢

逆冷 胸腹作痛 嘔吐 泄瀉 或內傷生冷 外感風冷 並皆主之’로 
되어 있어 新纂辟瘟方 五積散 主治症과 서로 다르지만 
處方構成과 服用法이 동일하다. 또한 ｢寒｣의 五積散도 출전
이 醫學入門으로 되어 있다.

8) 五苓散 

治冬發濕疫 澤瀉二錢半 赤茯苓 白朮 猪苓 各一錢半 
肉桂五分 右爲末 每二錢 白湯調下 或剉作一貼 水煎服入門

新纂辟瘟方 瘟疫治法 條文 중 東醫寶鑑에서 詳考할 
수 없는 내용에서 언급된 處方이다. 아울러 新纂辟瘟方 
瘟疫治法 條文에서 五苓散을 언급하면서 出典을 世醫得效
方이라 하 는데, 處方은 世醫得效方이 아닌 醫學入門
에서 引用하 다. 하지만 新纂辟瘟方 五苓散은 世醫得效
方 五苓散 그리고 醫學入門 五苓散과 主治症 分量 服用
法 등이 모두 다르다. 

한편 이 處方은 東醫寶鑑｢寒｣에 나오는데 양자를 比較
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 五苓散 主治症은 ‘治太陽證入裏 煩渴而小便不

利’로 되어 있어 新纂辟瘟方 五苓散 主治症과 서로 다르
지만 處方構成, 服用法, 出典이 동일하다.

10. 瘟疫表證宜汗

瘟疫初得二三日 頭痛身疼 或寒或熱 此邪氣在表 宜
汗之 用九味羌活湯 十神湯 聖散子 香蘇散 十味芎蘇散 
加味敗毒散方見上 柴胡升麻湯 淸熱解肌湯 單方三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이다. 다만, 東醫寶鑑｢瘟疫｣ 瘟

疫治法에 다음과 같이 ‘瘟疫 宜用聖散子 十神湯 柴胡升麻湯 
解肌湯 香蘇散 芎芷香蘇散方見寒門 十味芎蘇散 雙解散方見寒門 
淸熱解毒散 加味敗毒散 神授太乙散 五瘟丹 茵蔯丸 人中黃
丸 如意丹 黑奴丸諸方’의 文章이 있는데, ‘九味羌活湯’에 대한 
내용이 없고 또 新纂辟瘟方 瘟疫表證宜汗 條文에 없는 
處方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九味羌活湯

治瘟疫初感一二日間服之 取效如神 羌活 防風 各一
錢 蒼朮 川芎 白芷 黃芩 生地黃 各一錢二分 細辛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葱白二 水煎服入門

東醫寶鑑에서 詳考할 수 없는 新纂辟瘟方 瘟疫表證
宜汗 條文에서 언급된 處方이다.

한편 이 處方은 東醫寶鑑｢寒｣에 나오는데 양자를 比較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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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勘】
東醫寶鑑 九味羌活湯 主治症은 ‘有汗 不得服麻黃 無汗

不得服桂枝 若誤服則其變不可勝言 故立此法 使不犯三陽禁
忌乃解表 神’으로 되어 있어 新纂辟瘟方 九味羌活湯 主治
症과 다르지만 處方構成, 出典이 동일하고, 服用法의 경우
도 ‘薑三棗二’가 ‘薑三片棗二枚’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곤 
동일하다. 

2) 十神湯

治瘟疫初感 葛根二錢 赤芍藥 升麻 白芷 川芎 陳皮 
麻黃 紫蘇葉 香附子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五葱
白三 水煎服正傳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初感’이 ‘時令不正 瘟疫妄行’으로 되

어 있고, ‘水煎服’이 ‘煎服’으로 되어 있다.

3) 聖散子 

治瘟疫初感 及風溫濕溫 草豆蔻 猪苓 石菖蒲 赤茯苓 
良薑 獨活 赤芍藥 附子 麻黃 厚朴 藁本 枳殼 柴胡 澤
瀉 細辛 防風 白朮 藿香 半夏 吳茱萸 蒼朮 甘草 各五
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 ○平朝煮一釜 老少
各飮一盃 則時氣不入活人

【校勘】 
東醫寶鑑에는 ‘初感’이 ‘流行’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不問陰陽表裏連服取差’가 있으며, ‘及風溫濕溫’은 ‘又治風溫
濕溫等證’으로 되어 있고, ‘草豆蔲’ 뒤에 煨가 있으며, 文章 
마지막에 引用書 活人이 있다.

4) 香蘇散 

(1) 治瘟疫流行 香附子三錢 紫蘇葉二錢半 陳皮一錢半 
蒼朮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 葱白二 水煎服得效

(2) ○昔有白髮老人 授此方 與一富家 令其合施城中
大疫病者 服此皆愈 鬼問富人 富人以實告鬼 曰此老敎三
人矣 稽顙以退局方

【校勘】 
(1) 東醫寶鑑에는 ‘瘟疫流行’이 ‘四時瘟疫’으로 되어 있다.
(2) 東醫寶鑑에는 ‘一富家’가 ‘一富人家’로 되어 있고, 

‘鬼問’이 ‘疫鬼問’으로 되어 있으며, ‘以退’가 ‘而退’로 되어 
있다.

5) 十味芎蘇散 

治瘟疫初感 川芎一錢半 半夏一錢二分 赤茯苓 紫蘇
葉 柴胡 乾葛 各一錢 陳皮 枳殼 甘草 各七分 桔梗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丹心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初感’이 ‘溫熱瘟疫病’으로 되어 있

고, ‘薑三棗二’가 ‘薑三片棗二枚’로 되어 있다.

6) 柴胡升麻湯 

治瘟疫初感 頭痛壯熱 柴胡 前胡 赤芍藥 葛根 荊芥 
石膏 各一錢 桑白皮 黃芩 各七分 升麻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 葱二 煎服入門 
東醫寶鑑에는 ‘豆豉’가 들어가 있고 ‘葱白’이 없다. ‘豆

豉十粒’ 대신 ‘葱二’로 바뀌어 있는데, 醫學入門柴胡升麻
湯에도 ‘豆豉十粒’으로 되어 있다. 즉 東醫寶鑑에서는 醫
學入門을 그대로 인용하 으나 新纂辟瘟方에서는 내용
을 바꾸어 놓았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初感’이 ‘時行瘟疫’으로 되어 있고, 

‘葱二’는 없고, ‘豆豉十粒’이 있으며, ‘煎服’은 ‘水煎服’으로 
되어 있다.

7) 淸熱解肌湯 

治天行瘟疫 頭痛壯熱 葛根三錢 赤芍藥 黃芩 各一錢
半 甘草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得效

東醫寶鑑에는 出典이 ‘得效’로 되어 있지 않고 ‘丹心’으
로 되어 있다. 단, 東醫寶鑑｢瘟疫｣淸熱解肌湯 말미에 ‘◯
一名 解肌湯得效’가 있다.

8) 桃葉湯 

治瘟疫 汗不出 桃葉 多取 濃煎湯 置床下 坐其上 衣
被盖之 須臾當汗 便差 又取桃枝 剉 煮湯 洗浴 亦佳本草

‘桃葉湯’으로 되어 있으나 東醫寶鑑에는 處方으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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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瘟疫｣ 單方 桃葉에 나오는 內容이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治瘟疫’은 ‘主天行病’으로 되어 있고, ‘亦

佳’는 없다.

9) 葱白粥 

治瘟疫 頭痛壯熱 連根 葱白二十莖 粳米半升 煮成粥 
加入好醋半椀 再煮一沸溫服 取汗卽愈 ○濃煎 葱白湯 
飮之 亦效本草

‘葱白粥’으로 되어 있으나 東醫寶鑑에는 處方으로 나오
지 않고, ｢瘟疫｣ 單方 葱白에 나오는 內容이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 대신 ‘天行時疾’로 되어 있고, ‘連

根 葱白二十莖 粳米半升 煮成粥 加入好醋半椀 再煮一沸溫
服 取汗卽愈’는 없으며, ◯이하 문장이 바로 이어져 있다. 
다만 ‘亦效’는 없다.

10) 芥菜子法 

治疫氣 初覺頭痛 取子 爲末 塡臍中 以熱物 隔衣一
層 熨之卽汗而愈種杏

東醫寶鑑에는 ‘芥菜子法’이라는 표제가 없고, ｢瘟疫｣單
方 芥菜子에 나오는 內容이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疫氣’ 다음에 ‘傳染’이 있다.

11. 瘟疫半表裏證宜和解 

瘟病四五日 頭身痛 壯熱煩渴 舌黃尿赤 或衄血 用淸
凉之藥 和解之 宜小柴胡湯 蒼朮白虎湯方見上 竹葉石膏湯 
淸熱解毒散 衄血者 犀角地黃湯合小柴胡湯主之
東醫寶鑑에는 瘟疫半表裏證宜和解란 표제도 없으며 이

와 같은 내용도 없다.

1) 小柴胡湯 

治溫熱病 在半表半裏 往來寒熱 或發潮熱 柴胡三錢 
黃芩二錢 人參 半夏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
三棗二 水煎服入門

東醫寶鑑에서 詳考할 수 없는 新纂辟瘟方 瘟疫半表
裏證宜和解 條文에서 언급된 處方이다.

한편 이 處方은 東醫寶鑑｢寒｣에 나오는데 양자를 比較
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小柴胡湯 主治症은 ‘治少陽病半表半裏 往來寒

熱 能和其內熱 解其外邪 傷寒方之王道也’로 되어 있어 新
纂辟瘟方小柴胡湯 主治症과 서로 다르지만 處方構成, 服用
法, 出典이 같다.

2) 竹葉石膏湯 

治溫熱病熱盛 自汗煩渴 石膏四錢 人參二錢 麥門冬
一錢半 半夏一錢 甘草七分 右剉作一貼 入靑竹葉七片 
粳米半合 水煎去滓 入薑汁二匙服入門

東醫寶鑑에서 詳考할 수 없는 新纂辟瘟方 瘟疫半表
裏證宜和解 條文에서 언급된 處方이다.

한편 이 處方은 東醫寶鑑｢寒｣에 나오는데 양자를 比較
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 竹葉石膏湯 主治症은 ‘治傷寒解後餘熱及陽明

證自汗煩渴幷差後虛煩等證’으로 新纂辟瘟方 竹葉石膏湯 
主治症과 서로 다르지만 處方構成과 出典이 동일하다. 단 
服用法은 ‘靑竹瀝’이 ‘竹瀝’으로 되어 있고, ‘粳米半合’은 ‘粳
米百粒’으로 되어 있으며, ‘去滓’가 없다.

3) 淸熱解毒散 

治天行熱病瘟疫 羌活二錢 白芍藥 人參 石膏 各一錢
二分半 黃芩 知母竝酒炒 升麻 乾葛 各一錢 甘草七分 
黃連酒炒 生地黃酒洗 各五分 右剉作一貼 薑三 煎服節齋

【校勘】
東醫寶鑑에는 ‘治天行熱病瘟疫’이 ‘瘟暑之月 民病天行

溫疫 熱病宜淸熱解毒’으로 되어 있고, ‘煎服’은 ‘水煎服’으로 
되어 있다. 

4) 犀角地黃湯 

治瘟疫熱病 衄血多 生地黃三錢 赤芍藥二錢半 犀角
屑 牡丹皮 各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加黃連 黃芩 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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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各一錢 尤佳入門

東醫寶鑑에서 詳考할 수 없는 新纂辟瘟方 瘟疫半表
裏證宜和解 條文에서 언급된 處方이다.

한편 이 處方은 東醫寶鑑｢血｣에 나오는데 양자를 比較
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治心胸毒熱 ‘治衄吐血不止 及上焦瘀血 面黃大便黑 能消化

瘀血’로 되어 있어 新纂辟瘟方 犀角地黃湯 主治症과 서로 
다르고, 處方構成은 ‘二錢半’이 ‘二錢’으로 되어 있고, ‘鎊’이 
‘屑’로 되어 있다. 服用法과 出典은 동일하다. 

또한 ‘加黃連 黃芩 梔子 各一錢 尤佳’는 東醫寶鑑의 犀
角地黃湯 末尾에 있는 文章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文章으로 出典은 없으며, ‘回春 加當歸 黃芩 黃連 各一錢 
尤佳’로 되어 있어 ‘梔子’ 대신 ‘當歸’가 있다. 

12. 瘟疫裏證宜下 

瘟病六七日 目赤舌黑 發狂譫妄 大渴 是熱毒入裏極
盛 宜用大柴胡湯方見上 茵蔯丸 黑奴丸 九味淸心元 三黃
石膏湯 單方十
東醫寶鑑에는 瘟疫裏證宜下란 표제도 없으며 이와 같

은 내용도 없다.

1) 茵蔯丸 

治瘟疫熱病 熱毒入裏 發狂發黃 茵蔯 梔子 大黃 芒
硝 各一兩 杏仁六錢 常山 鼈甲 巴豆霜 各四錢 豆豉二
錢 右爲末 蒸餠和丸 梧子大 每五丸 溫水呑下 吐利瘥 
一名瘴疸丸入門

茵蔯丸은 東醫寶鑑｢瘟疫｣에 收錄된 處方이지만, 內容이 
‘治時行瘟疫 及瘴瘧 黃疸 溫熱病 卽黃疸門 瘴疸丸也 每五丸 
溫水 呑下類聚’라 되어 있어, ｢黃疸｣의 茵蔯丸으로 校勘하 다.

【校勘】
東醫寶鑑｢黃疸｣ 茵蔯丸에는 ‘瘟疫熱病 熱毒入裏 發狂發

黃’이 ‘天行病急黃 及瘴瘧 發黃’으로 되어 있고, ‘每五丸’은 
‘每三丸或五丸’으로 되어 있으며, 吐利瘥’는 ‘以吐利爲效’로 
되어 있고, 다음에 ‘入門’이 있다. 또한 ‘一名瘴疸丸’은 ‘◯得
效方梔子元6)同 卽今茵蔯丸也’로 되어 있고 出典이 없다.

2) 黑奴丸 

治瘟疫熱病 大渴 發狂垂死 麻黃 大黃 各二兩 黃芩
釜底煤 芒硝 竈堗墨 梁上塵 小麥奴 各一兩 右爲末 蜜
丸彈子大 每一丸 新汲水化服 須臾振寒 汗出而解 若未
汗再服入門

黑奴丸은 ｢瘟疫｣에 收錄된 處方이지만, ｢瘟疫｣에는 ‘治瘟
疫熱病 脉洪數 大熱狂走渴甚 棄爲死人 幹開口 灌藥下咽 卽
活方見寒門’이라 되어 있어, ｢寒｣의 黑奴丸으로 校勘하 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治瘟疫熱病 大渴 發狂垂死’가 ‘治陽毒發

斑 煩躁 大渴 脉洪數’으로 되어 있다.

3) 九味淸心元

治心胸毒熱最妙 蒲黃二錢半 犀角 朱砂 黃芩 各一錢
半 牛黃一錢二分 羚羊角 麝香 龍腦各一錢 雄黃八分 右
爲末 煉蜜和  一兩分作三十丸 金箔爲衣 每取一丸 井
水調下醫說

東醫寶鑑에서 詳考할 수 없는 新纂辟瘟方 瘟疫裏證
宜下 條文에서 언급된 處方이다.

한편 이 處方은 東醫寶鑑｢火｣에 나오는데 양자를 比較
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 九味淸心元 主治症에는 ‘最妙’가 없으며, 處

方構成은 ‘蒲黃二兩半 犀角二兩 黃芩一兩半 牛黃一兩二錢 
羚羊角 麝香 龍腦 各一兩 石雄黃八錢 金h一千二百h內四百h
爲衣’으로 되어 있고, 服用法은 ‘右爲末 煉蜜和  一兩分作三
十丸’은 ‘右爲末蜜和兩作三十丸’으로 ‘每取一丸’은 ‘每用一丸’
으로, ‘井水調下’는 ‘熟水化服’으로 되어 있다. 出典은 같다.

4) 三黃石膏湯 

治瘟疫熱病 發狂 欲走譫妄 石膏三錢 黃芩 黃連 黃
柏 梔子各一錢半 麻黃一錢 香豉半合 右剉作一貼 入薑
三茶一撮 水煎服醫鑑

東醫寶鑑에서 詳考할 수 없는 新纂辟瘟方 瘟疫裏證
宜下 條文에서 언급된 處方이다.

한편 이 處方은 東醫寶鑑｢火｣에 나오는데 양자를 比較

6) 世醫得效方에는 梔子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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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 三黃石膏湯 主治症은 ‘治陽毒發斑 身黃 眼赤 

狂叫 欲走譫語 六脉洪大’로 新纂辟瘟方 三黃石膏湯 主治
症과 서로 다르고, 處方構成, 服用法, 出典은 같다.

5) 人糞汁 

主天行瘟疫 大熱狂走 取乾者 沸湯漬飮之 或取乾者 
盛器中 淨沙覆之 澆井水 取淸飮之 治熱病 最佳 一名野
人乾水本草

東醫寶鑑｢瘟疫｣單方 ‘人屎’의 내용인데 ‘人糞汁’으로 바
꾸어 수록하 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이 ‘病’으로 되어 있고, ‘大熱狂走’ 

뒤에 ‘及解諸毒’이 있으며, ‘沸湯漬飮之’ 뒤에 ‘或燒灰作末 
和水服 又納淨土坑中 新水調和 澄淸 取飮之本草’가 있고, ‘或
取乾者’ 앞에 ‘◯’이 있어 별도의 文章으로 되어 있으며, 
‘或’이 없고, ‘盛器中’과 ‘澆井水’는 없으며, ‘一名野人乾水’는 
‘卽野人乾也’의 형태로 ‘取乾者’ 앞에 있다.

6) 猪糞汁 

極療天行熱病 大熱溫毒 取乾者 水漬 取淸飮之本草

東醫寶鑑｢瘟疫｣單方 ‘牡猪糞’의 내용인데 猪糞汁으로 
바꾸어 수록하 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大熱溫毒’이 ‘溫毒大熱’로 되어 있다.

7) 臘雪水 

治天行瘟疫 熱盛 取飮之 最效本草

【校勘】
東醫寶鑑에는 ‘最效’가 없다.

8) 地龍汁 

主天行瘟疫熱盛 取生地龍 塩化爲水 取飮之本草

東醫寶鑑｢瘟疫｣單方 蚯蚓汁의 내용인데 ‘地龍汁’으로 
바꾸어 수록하 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이 없고, ‘塩化爲水’는 ‘塗鹽化成水’

로 되어 있다.

9) 藍葉汁 

主天行瘟疫熱狂 取靑藍葉 擣 取汁飮之本草

【校勘】
東醫寶鑑에는 ‘天行瘟疫’이 ‘天行’으로 되어 있고, ‘取靑

藍葉’이 ‘取葉’으로 되어 있다.

10) 水中細苔 

主天行瘟疫熱悶 多採擣絞取汁 飮之本草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과 ‘多採’가 없다.

11) 竹瀝 

治時氣瘟疫 熱盛煩燥 取竹瀝半盞 井水半盞 和服之本草

【校勘】
東醫寶鑑에는 ‘取’가 없고, ‘井水’는 ‘新水’로 되어 있다.

12) 月經水 

治天行瘟疫 熱盛發狂 取年少婦月經衣 水漬飮之 衄
血尤佳本草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이다. 단,｢湯液編·人部｣婦人月水
에 ‘◯月經衣水 漬取汁 亦同本草’가 있으며, ｢寒｣單方 婦人月
水에 ‘取月經衣 溫水漬 取汁 飮之本草’가 있어 類似한 면이 
있다.

13) 菉豆粥 

主天行疫癘熱毒 煮 作粥啜之本草

東醫寶鑑｢寒｣에 ‘菉豆粥’이란 표제가 있으나 ‘治傷寒熱
病 煩渴 煮作粥 常服之俗方’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다르다. 
또한 東醫寶鑑｢火｣單方에 ‘菉豆’에 대해 ‘壓熱 可煮食之 
作粥 良○菉豆粉 除熱毒日用’라 하 는데, 熱毒을 다스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新纂辟瘟方의 菉豆粥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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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가 있다. 

14) 水漬法

天行瘟疫 大熱發狂 不能制伏 靑布五六尺疊摺 新水
浸之 搭病人心胸上 須臾蒸熱 又浸水搭之 日數十易 自
止得效

東醫寶鑑｢寒｣의 文章이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天行瘟疫’이 ‘治陽毒’으로 되어 있고, 

‘心’이 없으며, ‘搭’ 앞에 ‘又’가 있고, ‘自止’가 ‘爲佳’로 되어 
있다.

13. 瘟疫發黃 

天行瘟疫 熱病忽發黃 不治殺人 宜用茵蔯瀉黃湯 退
黃散 茵蔯丸方見上 瓜蔕散
東醫寶鑑｢黃疸｣의 文章이다. 표제는 ‘疫癘發黃’으로 되

어 있는데 여기에는 ‘瘟疫發黃’으로 바뀌었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이 ‘疫癘’로 되어 있고, ‘熱病忽發

黃’은 ‘亦能發黃 謂之瘟黃’으로 되어 있으며, ‘不治殺人’은 
‘殺人最急’으로 되어 있고, ‘宜用茵蔯瀉黃湯 退黃散 茵蔯丸方
見上 瓜蔕散’은 ‘宜瘴疸丸 茵蔯瀉黃湯 濟生茵蔯湯 苦參散’으
로 되어 있어서 ‘瘴疸丸’이 더 있고, ‘退黃散’ ‘茵蔯丸’ ‘瓜蒂
散’이 없으며, ‘濟生茵蔯湯’ ‘苦參散’이 있다. 出典은 ‘諸方’으
로 되어 있다. 

1) 茵蔯瀉黃湯 

治時氣發熱 變爲黃疸 所謂瘟黃 葛根一錢半 茵蔯 黃
連薑汁炒 梔子炒 白朮 赤茯苓 白芍藥 厚朴 木通 人參 
各一錢 木香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 水煎服節齋

東醫寶鑑｢黃疸｣의 處方이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入薑三’이 ‘入薑三片’으로 되어 있다.

2) 退黃散 

治天行熱病發黃 面如金 小便如黃柏汁 柴胡 升麻 草

龍膽 茵蔯 黃連 黃芩 梔子仁 黃柏 木通 滑石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燈心一握 水煎服醫鑑

東醫寶鑑｢黃疸｣의 處方이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天行熱病發黃’이 ‘黃疸’로 되어 있고, ‘面’

이 ‘身面’으로 되어 있으며, ‘梔子仁’이 ‘梔子’로 되어 있다.

3) 瓜蔕散

瓜蔕炒爲末 取大豆許 吹兩鼻中 出黃水 又取少許 水
調服 得吐黃水 卽差本草

｢黃疸｣單方 甛瓜蒂의 內容인데 瓜蔕散으로 바꾸어 수록
하 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瓜蔕’ 앞에 ‘治黃疸初發 及時氣急黃’이 

있고, ‘炒’가 없으며, ‘取大豆許’는 없고, ‘吹’는 ‘搐’으로 되
어 있으며, ‘少許’가 ‘一錢’으로 되어 있고, ‘水調服’이 ‘調溫
水服’으로 되어 있으며, ‘卽’이 ‘便’으로 되어 있다.

14. 瘟疫通治

凡天行溫熱疫癘 通用五瘟丹 如意丹 人中黃丸 茵蔯
丸方見上 神授太乙散
東醫寶鑑에는 ‘瘟疫通治’라는 표제가 없다. 東醫寶鑑

에는 모두 19군데에서 通治方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를 
따라서 瘟疫의 通治方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한 여기에 언급한 처방은 대부분 ｢瘟疫｣ 瘟疫治法에 수록
된 내용인데, 이를 瘟疫通治로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
련 文章은 ‘瘟疫 宜用聖散子 十神湯 柴胡升麻湯 解肌湯 香
蘇散 芎芷香蘇散方見寒門 十味芎蘇散 雙解散方見寒門 淸熱解毒散 
加味敗毒散 神授太乙散 五瘟丹 茵蔯丸 人中黃丸 如意丹 黑
奴丸諸方’인데, 이 중 ‘五瘟丹 如意丹 人中黃丸 茵蔯丸 神授
太乙散’만 收錄한 것으로 보인다.

 
1) 五瘟丹

治流行瘟疫 ○黃連屬火 戊癸年爲君 ○黃柏屬水 丙
辛年爲君 ○黃芩屬金 乙庚年爲君 ○甘草屬土 甲己年爲
君 ○香附子屬木 丁壬年爲君 ○紫蘇葉各一兩 爲君者倍
入 右皆生用 冬至日製爲末 用錦紋大黃三兩 濃煎湯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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渣熬 成膏和丸彈子大 朱砂 雄黃 末爲衣 再貼金箔 每一
丸 井華水磨服回春

【校勘】
東醫寶鑑에는 ‘治流行瘟疫’ 다음에 ‘及傷寒熱病熱瘧’이 

있고, ‘香附子’가 ‘香附’로 되어 있다.

2) 如意丹

專治瘟疫 及一切鬼祟 山嵐瘴氣 川烏炮八錢 檳榔 人
參 柴胡 吳茱萸 川椒 白茯苓 乾薑 黃連 紫菀 厚朴 肉
桂 當歸 桔梗 皂角 石菖蒲 各五錢 巴豆霜二錢半 右擇
吉日 於不聞鷄犬處 淨室收合 爲末 煉蜜和丸 梧子大 朱
砂爲衣 每五丸或七丸 溫水呑下入門

【校勘】
東醫寶鑑에는 ‘鬼祟’ 다음에 ‘伏尸 勞瘵 癲狂 失志’가 

있고, ‘山嵐瘴氣’ 다음에 ‘陰陽二毒 五瘧 五疳 八痢 誤呑銅
鐵金石藥毒 不伏水土 等證’이 있으며, ‘乾薑’이 ‘白薑’으로 
되어 있고, ‘呑下’가 ‘送下’로 되어 있으며, 이 문장에 이어
서 ‘◯此方 乃溫白元 加檳榔 當歸也’가 더 있다.

3) 人中黃丸 

治四時疫癘 大黃 黃芩 黃連 人參 桔梗 蒼朮 防風 
滑石 香附子 人中黃 各等分 右爲末 神麴糊和丸 梧子大 
每七十丸 氣虛四君子湯 血虛四物湯 痰多二陳湯 作湯呑
下 如無人中黃 人屎燒存性代之 或以朱砂 雄黃爲衣 亦
妙入門

【校勘】
東醫寶鑑에는 ‘呑下’가 ‘送下’로 되어 있고, ‘人屎燒存

性’이 ‘用糞缸岸’으로 되어 있다.

4) 神授太乙散

通治瘟疫流行 頭痛寒熱 羌活 赤芍藥 藿香 細辛 靑
皮 川芎 白芷 桔梗 枳殼 柴胡 陳皮 香附子 蒼朮 防風 
藁本 甘草 各七分 乾葛 升麻 紫蘇葉 各三分 右剉作一
貼 入薑七棗七葱七 水煎服類聚

【校勘】
 東醫寶鑑에는 ‘通治’가 ‘治’로 되어 있고, ‘瘟疫流行’ 

다음에 ‘不問陰陽兩感’이 있다.

15. 大頭瘟

(1) 大頭病者 感天地四時 非節瘟疫之氣 所着以成此
疾 至於潰裂 膿出而又染他人 所以謂之疫癘海藏 

(2) ○大頭病者 頭痛腫大如斗是也 大率多是天行時疫
病也綱目 ○天行一種 名曰大頭病 俗呼爲貍頭瘟 從耳前
後腫起 名曰蝦蟆瘟 從頤頷腫起 名曰鸕鷀瘟 甚爲㐫惡 
染此者 十死八九 宜推運氣治之正傳 ○大頭瘟 亦謂之時
毒 初發狀如傷寒 五七日之間 乃能殺人 其候發於鼻 面
耳項咽喉 赤腫無頭 或結核有根 令人增寒發熱 頭痛 肢
體痛 甚者 恍惚不寧 咽喉閉塞精義 

(3) ○東垣普濟消毒飮子最妙 人中黃丸亦妙入門 
(4) ○兼砭刺出血 泄其毒氣鍼法見下 又用嚔法精義 
(5) ○大頭瘟 宜用旣濟解毒湯 芩連消毒飮 牛蒡芩連

湯 漏蘆散 二黃湯 殭黃丸 加味殭黃丸 二聖救苦丸 淸凉
救苦散
｢瘟疫｣에는 표제 ‘大頭瘟’이 ‘大頭瘟證’으로 되어 있다. 

단 (3), (4), (5)는 ‘大頭瘟治法’의 文章이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疫癘’ 다음에 ‘大抵足陽明邪熱太甚 

資實少陽相火爲熾 濕熱爲腫 木盛爲痛 多在少陽 或在陽明 
陽明爲邪 首大腫 少陽爲邪 出於耳前後’가 더 있다. 

(4) 東醫寶鑑에는 ‘兼砭刺’가 ‘兼鍼刺’로 되어 있으며, 
앞에 ‘經三四日 不解者 宜荊防敗毒散 至七八日大小便通利 
頭面腫起高赤者 宜托裏消毒散方見癰疽’가 있다.

(5) 東醫寶鑑에는 ‘二黃湯’ 다음에 ‘消毒丸’이 있고, ‘淸
凉救苦散’ 다음에 ‘通氣散’이 더 있으며, 出典이 ‘諸方’으로 
되어 있다.

1) 普濟消毒飮子

(1) 治天行大頭瘟 黃芩 黃連竝酒炒 各五錢 人參三錢 
陳皮 桔梗 玄參 柴胡 甘草 各二錢 鼠粘子 馬勃 板藍根
無則用靑黛 連翹 各一錢 升麻 白殭蚕 各五分 右爲末 
取一半白湯調和 時時呷之 留一半 蜜丸彈子大 每一丸 
細嚼熟水送下 或加防風 薄荷 川芎 當歸 剉取一兩 水煎 
細細呷之 

(2) ○泰和二年四月 民多疫癘 初覺增寒體重 次傳頭
面腫盛 目不能開 上喘 咽喉不利 舌乾口燥 染之多死 東
垣曰 身半已上 天之氣也 此邪熱客於心肺之間 上攻頭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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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爲腫盛 遂製一方 名曰普濟消毒飮子 服之皆愈 人謂之
仙 遂刻石以傳永久東垣

【校勘】
(1) 東醫寶鑑에는 ‘細細呷之’가 ‘分二三次服之 腫甚 宜

砭刺出血’로 되어 있고, 出典은 ‘東垣’이다.
(2) 東醫寶鑑에는 ‘舌乾口燥’ 다음에 ‘俗云大頭天行’이 

있고, ‘天之氣也’ 다음에 ‘身半已下 地之氣也’가 있으며, ‘人
謂之仙方’ 다음에 ‘謂天仙所製也’가 있고, ‘刻石’은 ‘刻諸石’
으로 되어 있다.

2) 旣濟解毒湯 

治大頭瘟 頭目赤腫而痛 大黃酒煨 黃芩 黃連竝酒炒 
桔梗 甘草各一錢 升麻 柴胡 連翹 當歸身 各五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丹心

【校勘】
東醫寶鑑에는 ‘大頭瘟’이 ‘天行大頭瘟’으로 되어 있고, 

‘頭目’은 ‘頭面’으로 되어 있다.

3) 芩連消毒飮 

治大頭瘟 咽喉腫痛 黃芩 黃連 柴胡 桔梗 川芎 荊芥 
防風 羌活 枳殼 連翹 射干 白芷 甘草 各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水煎 又入惡實一撮 再煎 入竹瀝薑汁 調服入門

【校勘】
東醫寶鑑에는 ‘大頭瘟’이 ‘天行大頭瘟’으로 되어 있고, 

‘惡實’은 ‘牛蒡子’로 되어 있다.

4) 牛蒡芩連湯 

治大頭瘟 兼治啞瘴 黃芩酒洗二錢 黃連薑汁炒 桔梗 
大黃酒蒸 石膏 各一錢 連翹 惡實 玄參 甘草 各一錢 荊
芥 防風 羌活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 煎徐徐服回春

【校勘】
東醫寶鑑에는 ‘徐徐服’이 ‘徐徐服之’로 되어 있다.

5) 漏蘆散

治時毒疙瘩 頭面洪腫 咽喉堵塞 水藥不下 藍葉 玄參 
各二兩 漏蘆 升麻 大黃 黃芩 各一兩 右爲麤末 每三錢 

水煎 徐徐服綱目

6) 二黃湯

治大頭瘟初起 黃芩 黃連並酒炒 甘草生 各一錢 水煎 
細細呷服 再用酒浸大黃 鼠粘子炒 煎成湯 入芒硝等分 
亦時時細呷之正傳

【校勘】
東醫寶鑑에는 ‘細細’가 ‘小小’로 되어 있다.

7) 殭黃丸 

治大頭瘟 及喉痺 白殭蚕一兩 大黃二兩 爲末 薑汁和
丸 彈子大 每一丸 井水硏服 ○歌曰 人間治疫有仙方 一
兩殭蚕二大黃 薑汁和丸彈子大 井華調蜜便淸凉易老

【校勘】
東醫寶鑑에는 ‘大頭瘟’이 ‘大頭病’으로 되어 있고, ‘及喉

痺’ 다음에 ‘歌曰 人間治疫有仙方 一兩殭蚕二大黃 薑汁和丸
彈子大 井華調蜜便淸凉易老’가 있으며, 處方이 ‘◯’ 다음에 있
다. 단 ‘白殭蠶’ 앞에 ‘乃’가 있다. 또한 ‘每一丸 井水硏服’은 
‘井水硏服一丸也’로 되어 있다.

8) 加味殭黃丸 

治大頭 蝦蟆鸕鷀等瘟 大黃酒蒸四兩 白殭蠶二兩 蟬
殼六錢半 薑黃二錢半 右爲末 薑汁糊和  每一兩作十丸 
蜜水調下一丸回春

【校勘】
東醫寶鑑에는 ‘治大頭’가 ‘治大頭瘟 及’으로 되어 있고, 

‘十丸’ 다음에 ‘大人一丸 小兒半丸’이 있으며, ‘調下’ 다음에 
‘立愈’가 있고, ‘一丸’이 없다.

9) 二聖救苦丸 

大黃四兩酒蒸 皂角二兩 右爲末 麪糊和丸 菉豆大 每
五十丸或七十丸 以菉豆煎湯呑下 汗出爲效 ○萬曆丙戌 
余寓大梁 屬瘟疫大作 士民多斃 甚至滅門 其證增寒壯熱 
頭面赤腫 咽喉堵塞腫痛 昏憒 名曰大頭瘟 余發一秘方 
名二聖救苦丸 用皂角以開關竅 而發其表 用大黃以瀉諸
火 而通其裏 一服卽汗 一汗卽愈 眞仙方也回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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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勘】
東醫寶鑑에는 ‘皂角’이 ‘猪牙皂角’으로 되어 있고, ‘每五

十丸或七十丸’이 ‘每五七十丸’으로 되어 있으며, ‘菉豆煎’의 
‘煎’이 없고, ‘呑下’가 ‘送下’로 되어 있으며, ‘頭面’ 다음에 
‘頸項’이 있고, ‘堵塞’이 없으며, ‘眞仙方也’ 다음에 ‘禀壯者 
百發百中 虛弱者 先服荊防敗毒散 若未愈 用牛蒡芩連湯 亦
效’가 있다.

10) 淸凉救苦散 

治大頭瘟 芙蓉葉 桑葉 白芨 白歛 草前葉 大黃 黃連 
黃柏 白芷 雄黃 赤小豆 芒硝 各等分 右爲末 蜜水調於
腫上 頻頻敷掃回春

【校勘】
東醫寶鑑에는 ‘治大頭瘟’ 다음에 ‘面鼻耳目腫痛’이 있

고, ‘白歛’이 ‘白斂’으로 되어 있으며, ‘水調’ 다음에 ‘敷’가 
있고, ‘腫上’이 ‘腫處’로 되어 있으며, ‘敷掃’가 ‘掃上’으로 되
어 있다.

16. 嚔法

大頭瘟 俗謂之時毒 常於鼻內搐 通氣散 取十餘嚔作
效 若搐藥不嚔者 不可治也 如嚔出膿血者 治之必愈 每
日用嚔藥三五次 以泄毒氣 最是良法 左右看病之人 日日
用嚔藥 嚔之必不傳染精義

｢瘟疫｣에는 嚔法이라는 표제는 없다. 이는 ‘大頭瘟治法’
의 文章이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最是’가 ‘此是’로 되어 있다. 

1) 通氣散 

大頭瘟 用此噴嚔 玄胡索一錢半 皂角 川芎 各一錢 
藜蘆五分 躑躅花二分半 右爲末 用紙撚蘸藥 絍入鼻中 
取嚔 一日三五次精義

【校勘】
東醫寶鑑에는 ‘大頭瘟’이 ‘治天行大頭瘟’으로 되어 있

고, ‘用此噴嚔’는 없다. 하지만 ‘頭面赤腫 或咽喉閉塞 用此取
噴嚔七八遍 泄出毒氣 則差看病之人 用此取嚔 亦不傳染’이라
는 文章을 요약하여 收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一日三

五次’가 ‘日三五次’로 되어 있다.

17. 瘴疫 

(1) 嶺南人感山嵐瘴霧毒氣 發爲瘟疫 宜升麻蒼朮湯 
三仙湯 太無神朮散 

(2) ○南方疫癘 挾嵐瘴溪源 蒸毒之氣 其狀熱乘上焦 
令人迷困 甚則發躁狂妄 亦有啞而不能言 名爲啞瘴 宜加
味柴胡湯醫鑑

【校勘】 
東醫寶鑑에는 ‘嶺南’ 다음에 ‘春秋時月’이 있고, ‘瘟疫’

이 ‘瘟瘧寒熱’로 되어 있으며, 다음에 ‘此毒氣從口鼻入內也’
가 있고, ‘升麻蒼朮湯’ 다음에 ‘方見濕門’이 있고, 여기까지 
出典은 ‘節齋’로 되어 있다. 또한 ‘三仙湯’과 ‘太無神朮散’은 
文章 맨 뒤에 ‘◯瘴疫 宜三仙湯 太無神朮散’으로 되어 있으
며, 出典은 ‘諸方’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上焦’ 다음에 ‘病
欲來時’가 있고, ‘不能言’ 다음에 ‘者’가 있으며, ‘名爲啞瘴’은 
없고 ‘由敗血瘀於心 毒涎聚於脾所致’가 있다.

1) 升麻蒼朮湯

升麻 蒼朮各一錢半 黃連薑汁炒 黃芩酒炒 厚朴 枳實 
半夏 桔梗 柴胡 川芎 各一錢 木香 木通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五 水煎服節齋

東醫寶鑑｢瘟疫｣에는 ‘方見濕門’으로 되어 있어서 ｢瘟疫
｣에 처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東醫寶鑑｢濕｣의 升麻蒼
朮湯과 校勘하면 다음과 같다.

【校勘】
東醫寶鑑｢濕｣ 升麻蒼朮湯에는 主治症으로 ‘治嶺南春秋

之月 感山嵐瘴霧毒氣 發寒熱 胸滿 不食’이 있다. 處方은 ‘薑
汁炒’와 ‘酒炒’가 없으며, ‘陳皮’가 더 있고, 藥量은 ‘蒼朮一
錢半 半夏一錢 厚朴 陳皮 枳實 桔梗 川芎 木通 升麻 柴胡 
各七分 黃連 黃芩 木香 甘草 各五分’으로 되어 있으며, ‘薑
五’는 ‘薑五片’으로 되어 있다. 出典은 ‘節齋’가 ‘名醫’로 되
어 있다. 

2) 三仙湯 

治山嵐瘴氣 時行瘟疫 蒼朮四錢 生乾地黃二錢 牛膝
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經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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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勘】
東醫寶鑑에는 ‘生乾地黃’이 ‘乾地黃’으로 되어 있고, ‘水煎

服’ 뒤에 ‘或爲末 醋糊和丸梧子大 空心 酒下三五十丸’이 있다.

3) 太無神朮散 

治四時瘟疫 專主山嵐瘴氣 蒼朮三錢 陳皮 厚朴 各二
錢 石菖蒲 藿香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正傳

【校勘】
東醫寶鑑에는 ‘山嵐瘴氣’ 다음에 ‘之妙劑也’가 있고, ‘水

煎服’ 뒤에 ‘◯一方 無菖蒲 有香附子一錢 名曰神朮散氣散正傳’
이 있다.

4) 加味柴胡湯 

柴胡二錢 黃芩 半夏 人參 枳殼 大黃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醫鑑

18. 瘟疫禳法 

(1) 劉根別傳云 瘟疫熾發 可於州治六合處 穿地深至
三尺 闊亦如之 取淨沙三斛實之 以醇酒三升 沃其上 俾
使君祝之 斯亦消除疫癘之良術也 所謂太歲得效 

(2) ○一方 四字 以朱砂書大字 貼門左右邊 
(3) ○又方元梵恢漠四字 朱書佩之 且呑服 
(4) ○又方 密以艾灸病人床四角 各一壯 勿令病人知類聚

東醫寶鑑｢瘟疫｣에는 표제에 ‘瘟疫’이 없다. (2), (3), 
(4) 문장은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이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所謂太歲’ 다음에 ‘六合者 歲泄氣之

所在 故以厭禳也’가 있다.

 19. 瘟疫辟法 

(1) 凡瘟疫初起 取香蘇散 煎一大鍋 每人服一盞 可以
辟瘟預防必用 

(2) ○蘇合香元 每取九丸 浸一甁淸酒中 時時飮之 最
辟鬼疫之氣 且絳囊盛三丸 當心帶之 亦妙 

(3) ○常以鷄鳴時 淨心存 誦四海神名三遍 則辟百鬼

及瘟疫 甚效 東海神名阿明 南海神名祝融 西海神名巨乘 
北海神名禺言雍強類聚 

(4) ○預防辟瘟疫 宜用屠蘇飮 老君神明散 務成子螢
火丸 太倉公辟瘟丹 李子建殺鬼元 神聖辟瘟丹 七物虎頭
元 太乙流金散 單方十五
｢瘟疫｣에는 표제가 ‘辟瘟疫豫防法’로 되어 있다. 또한 

(2)는 ｢瘟疫｣에서 (3) 뒤에 있는 文章이다. (4)에서는 東
醫寶鑑에서 ‘宣聖辟瘟丹’과 ‘七物赤散’을 빼고 수록해 놓았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瘟疫’이 ‘溫病’으로 되어 있고, ‘取香

蘇散’은 ‘取正氣散 或香蘇散二方見寒門’으로 되어 있으며, ‘一盞’
이 ‘一碗’으로 되어 있고, ‘可以辟瘟預防’이 ‘可以預防’으로 
되어 있다.

(2) 東醫寶鑑에는 ‘且絳囊盛三丸’이 ‘又絳囊盛三丸’으로 
되어 있고, ‘亦妙’ 다음에 引用書 ‘類聚’가 있다.

(3) 東醫寶鑑에는 ‘瘟疫’ 다음에 ‘火灾’가 있고, ‘東海
神’ 이하는 ‘◯’을 사용하여 별도의 文章으로 인용하였다.

(4) 東醫寶鑑에는 ‘辟瘟疫 宜用屠蘇飮 老君神明散 務
成子螢火丸 太倉公辟瘟丹 李子建殺鬼元 宣聖辟瘟丹 神聖辟
瘟丹 七物虎頭元 七物赤散 太乙流金散’으로 되어 있어서 
‘預防’이 없고, ‘宣聖辟瘟丹’과 ‘七物赤散’이 더 있고, ‘單方十
五’가 없다.

1) 屠蘇飮 

辟疫氣 令人不染瘟病 白朮一兩八錢 大黃 桔梗 川椒 
桂心各一兩半 虎杖根一兩二錢 川烏六錢 右剉 盛絳囊 
十二月 晦日日中 沈井中 正月朔日早曉 出藥 入二甁淸
酒中 煎數沸 從少至老 東向飮一盃 其滓還沈井中 常飮
之 一人飮 一家無疫 一家飮 一里無疫千金

【校勘】
東醫寶鑑에는 ‘辟疫氣’가 ‘辟瘟氣’로 되어 있으며, ‘晦日

日中’이 ‘晦日中’으로 되어 있고, ‘東向飮一盃’는 ‘從少至老 
東向飮一盃가 東向飮之 從少至老 飮一盃’로 되어 있으며, 
‘常飮之 一人飮 一家無疫 一家飮 一里無疫’은 없으며, 대신 
‘取水飮之’가 있다.

2) 老君神明散 

辟瘟疫 川烏炮四兩 附子炮 白朮 各二兩 桔梗 細辛 
各一兩 右爲麤末 絳囊盛 帶之 一里人皆無病 若有疫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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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酒服一錢 覆取汗 得吐卽差活人

【校勘】
東醫寶鑑에는 ‘絳囊’이 ‘絳絹袋’로 되어 있고, ‘得吐卽差’ 

다음에 ‘若經三四日 取三錢匕 水一椀 煮服之 三服 差’가 있다.

3) 務成子螢火丸 

辟瘟疫惡氣 百鬼五兵 盜賊虎狼 雄黃 雌黃 各二兩 
螢火 鬼箭羽 蒺藜子 白礬燒 各一兩 羚羊角 煅竈灰 鐵
槌柄取入鐵處 各二錢半 右爲末 以雞子黃 幷雄雞冠血 
一具和之 如杏仁大 縫三角絳囊 盛五丸 帶左비上 又掛
於戶上 ○昔冠軍將軍劉子南 受得此方 後於北界 與虜戰
敗被圍 矢下如雨 未至子南馬數尺 矢皆墮地 虜以爲神人 
解圍而去 故一名冠軍丸千金

【校勘】
東醫寶鑑에는 ‘百鬼五兵 盜賊虎狼’이 ‘百鬼 虎狼蛇虺蜂

蠆諸毒 五兵白刃 盜賊凶害’로 되어 있고, ‘又掛於戶上’은 ‘又
可掛於戶上’으로 되어 있다.

4) 太倉公辟瘟丹 

辟却瘟疫 幷散邪氣 蒼朮八兩 烏藥 黃連 白朮 羌活 
各四兩 川烏 草烏 細辛 紫草 防風 獨活 藁本 白芷 香
附子 當歸 荊芥 天麻 桂皮 甘松 三乃子 白芍藥 乾薑 
麻黃 皂角 甘草 各二兩 麝香三錢半 右爲末 蒸棗肉和丸 
彈子大 每取一丸 燒之回春

【校勘】
東醫寶鑑에는 ‘棗肉’이 ‘棗取肉’으로 되어 있다.

5) 李子建殺鬼元 

辟瘟疫 殺一切鬼魅 藜蘆三兩 虎頭一兩半 雄黃 鬼臼 
天雄 皂莢 蕪荑 各五錢 右爲末 蜜丸皂子大 每燒一丸 
安床頭類聚

【校勘】
東醫寶鑑에는 ‘鬼魅’가 ‘鬼魅魍魎’으로 되어 있고, ‘每燒

一丸’이 ‘熱病時氣 燒一丸’으로 되어 있다.

6) 神聖辟瘟丹 

(1) 蒼朮二兩 羌活 獨活 白芷 香附子 三乃子 大黃 

甘松 赤箭 雄黃 各一兩 右爲末 麪糊和丸 彈子大 黃丹
爲衣 晒乾 正朝早晨 焚一炷 

(2) ○歌曰 神聖辟瘟丹 留傳在世間 正元焚一炷 四季
保平安醫鑑

東醫寶鑑에는 (1)과 (2)의 順序가 반대로 이다.

7) 七物虎頭元 

辟瘟殺鬼 除一切疫氣 虎頭骨 朱砂 雄黃 各一兩半 
鬼臼 皂莢 蕪荑 雌黃 各一兩 右爲末 熔蠟和丸 彈子大 
以絳囊盛一丸 繫男左女右비上 又懸屋四角 如値近境疫
作 晦望夜半 各家當戶 燒一丸 晨起 各人呑下 小豆大一
丸 則不致傳染寶鑑

【校勘】
東醫寶鑑에는 ‘絳囊’이 ‘紅絹袋’로 되어 있다.

8) 太乙流金散 

大辟瘟疫 雄黃一兩半 羚羊角一兩 雌黃 礬石 鬼箭羽 
各七錢半 右爲麤末 三角絳囊盛一兩 帶心前 幷掛戶上 
又靑布裹少許 中庭燒之類聚

9) 虎頭

(1) 辟疫氣鬼邪 虎頭骨 作枕 常枕之 佳 
(2) ○昔有人染疫 垂死 夢見一官人 騶從甚盛 入室而

坐 一吏進曰 此家有可畏之物 不可久留 請出其官人 遽
起乘馬去 病者窹而視之 架上張一虎皮爾 其病卽瘥 非但
人畏之 鬼亦畏之俗說

東醫寶鑑에는 虎頭라는 표제가 없다. 단 ｢湯液編｣ 虎骨
에 ‘頭骨’이 있는데, ‘除邪惡氣 殺鬼疰毒 止驚悸 治溫瘧 殺
犬咬毒 ○作枕枕之 辟惡魘 以置戶上 辟鬼本草’로 되어 있어 
類似한 면이 있다. (2)는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이다. 

10) 雄黃 

(1) 辟疫氣鬼邪 以一塊繫頭上 又佩之 鬼邪不敢近 作
末 和溫水 服一錢 尤佳本草 

(2) ○劉無名 成都人也 服雄黃三十餘年 一朝有鬼使
至曰 泰山直史 追躡子故 我已三日 無計近子 子之黃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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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灼於頂 迨高數尺 得非雄黃之功乎 遂辭而去廣記

(1)은 東醫寶鑑｢邪祟｣에 나온다. (2)는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이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辟疫氣鬼邪 以一塊繫頭上’가 ‘殺精

物惡鬼邪氣 治尸疰 辟百邪 以一塊繫頭上 妙’로 되어 있다. 

11) 五辛 

元日 食五辛 以辟疫氣 一曰葱 二曰蒜 三曰韭 四曰
薤 五曰薑本草

東醫寶鑑 單方 ‘蒜’의 내용인데 ‘五辛’으로 바꾸어 수록
하 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元日’이 ‘正月之節’로 되어 있고, ‘疫氣’

가 ‘厲氣’로 되어 있으며, ‘五曰薑’ 뒤에 ‘也’가 있다. 

12) 溫蕪菁汁 

辟瘟疫氣 立春後初庚子日 取溫蕪菁汁 合家大小人 
並服之本草

【校勘】 
東醫寶鑑에는 ‘瘟疫氣’는 ‘辟瘟氣’로 되어 있고, ‘服之’ 

다음에 ‘可理時疾’이 있다.

13) 朱砂 

辟瘟疫 朱砂一兩 水飛爲末 蜜丸如麻子大 正朝早晨 
勿食諸物 面東 呑三七丸 永無疫本草

【校勘】
東醫寶鑑에는 ‘朱砂一兩’이 ‘取一兩’으로 되어 있으며, 

‘水飛爲末’가 ‘細硏’으로 되어 있고, ‘蜜丸’은 ‘以白蜜和丸’으
로 되어 있으며, ‘正朝早晨’ 다음에 ‘一家大小’가 있고, ‘面
東’이 ‘面向東立’으로 되어 있으며, ‘呑三七丸 永無疫’이 ‘水
呑三七丸 永求無疫’으로 되어 있다.

14) 菖蒲酒 

辟疫氣 五月五日 菖蒲根細切 投淸酒中 煮一沸 又入
雄黃末少許 日中飮之本草

東醫寶鑑에는 몇 가지 菖蒲酒를 활용하는 내용이 수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없다.

15) 蒼朮 

燒之 辟疫氣 乾牛糞燒之 亦好本草

東醫寶鑑｢瘟疫｣ 單方에 나오는 내용과 다르며, ‘乾牛糞
燒之 亦好’는 蒼朮과 별도 항목을 두어 서술하는 것이 마땅
할 것이다. 유사한 내용은 湯液篇 ‘牛黃’ 條文에 ‘糞 主水腫
及霍亂 塗門戶 辟惡氣 燒之亦辟惡’이라 되어 있다.

【校勘】 
東醫寶鑑에는 ‘燒之 辟疫氣’가 ‘辟瘟疫邪濕氣 蒼朮合皂

莢 中庭燒之’로 되어 있으며, ‘乾牛糞燒之 亦好’는 없다.

16) 安息香 

燒之 辟瘟疫鬼氣 降眞香 尤好本草

東醫寶鑑에는 몇 가지 安息香을 활용하는 내용이 수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없다. ‘降眞香 尤好’ 또한 
별도 항목을 두어 서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유사한 내
용은 湯液編 ‘降眞香’ 條文에 ‘性溫平無毒 主天行時氣 宅舍
怪異 燒之 辟邪惡之氣’라 되어 있다.

17) 爆竹 

除夜爆竹庭中 辟疫氣鬼魅本草

東醫寶鑑에는 爆竹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

18) 塚上土 

五月五日 取塚上土 盛瓦器中 埋于門外階下 則合家
不患時氣本草

東醫寶鑑에는 塚上土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

19) 艾人 

端午日 四民踏百草 採艾 以爲人懸之戶上 辟瘟疫氣本草

東醫寶鑑에는 艾人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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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데도 없다.

20) 赤馬蹄 

辟瘟疫 赤馬蹄屑二兩 絳囊盛帶 男左女右本草

【校勘】
東醫寶鑑에는 ‘赤馬蹄屑’이 ‘作屑’로 되어 있다, 

21) 臘月鼠 

辟瘟疫 正旦朝 所居處埋之 ○又燒之 辟疫氣惡氣本草

【校勘】 
東醫寶鑑에는 ‘燒之 辟惡氣 又於正旦 所居處埋之 辟瘟

疫氣’로 되어 있어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22) 千金木 

븕나모 辟瘟疫氣 取作笠纓子 或作珠佩之俗方

東醫寶鑑에는 千金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으며, 新纂辟瘟方에 여러 개의 單方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향명을 기록해 놓았다.

23) 赤小豆 

辟瘟疫 正旦布裹 置井中 三日出之 擧家服 男十枚 
女二十枚 冬至日 作粥食佳俗方

【校勘】
東醫寶鑑에는 ‘辟瘟疫’이 ‘辟瘟疫病’으로 되어 있고, 다

음에 ‘取赤小豆’가 있으며, ‘正旦布裹 置井中’은 ‘新布囊盛之 
正旦置井中’으로 되어 있고, ‘冬至日 作粥食佳’ 대신 ‘無不
效’가 있으며, 출전은 ‘本草’로 되어 있다.

20. 不傳染法

(1) 凡入瘟疫家 先令開啓門戶 以大鍋盛水二斗 置堂
中 取蘇合香元二十丸 煎之 其香能散疫氣 病者各飮一器
後 醫者乃入診視 不致相染得效 

(2) ○凡入疫家 行動從容 左位而入 男子病 穢氣出於口 
女人病 穢氣出於陰戶 其相對坐立之間 必須識其向背回春 

(3) ○凡瘟家 自生惡氣 聞之卽上泥丸 散入百脉 轉相
傳染 若倉卒無藥 以香油抹鼻端 又以紙撚 探鼻嚔之 爲

佳 又雄黃末 調香油濃 塗鼻竅中 雖與病人同床 亦不相
染 朝夕 點之得效 

(4) ○疫氣 遍滿鄕村 善用如意丹方見上 最妙 雄黃丸 
亦妙易老 

(5) ○熱病傳染者 因聞大汗穢毒 以致傳染 故聖惠方
曰 大汗出則懸藥於戶 解其穢毒 無使傷於人也類聚

東醫寶鑑｢瘟疫｣에는 (3)이 제일 처음에 나온다. 또한 
(4)는 (2) 앞에 나온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置堂中’이 ‘置堂中心’으로 되어 있

고, ‘病者各飮一器後’가 ‘病者各飮一甌後’로 되어 있으며, ‘醫
者乃入診視’가 ‘醫者却入診視’로 되어 있다.

(2) 東醫寶鑑에는 ‘必須識其向背’ 뒤에 ‘旣出以紙撚探
鼻中 噴嚔爲佳’가 있다.

(3) 東醫寶鑑에는 ‘又以紙撚’이 ‘及以紙撚’으로 되어 있
으며, ‘又雄黃末’ 이하는 ‘◯’를 이용하여 文章을 구분해 놓
았고, ‘調香油濃’이 ‘水調 以筆濃蘸’으로 되어 있으며, ‘朝夕 
點之’가 ‘初洗面後 及臨臥時 點之’로 되어 있다.

(4) 東醫寶鑑에는 ‘疫氣’ 자리에 ‘凡入疫家 以紙撚蘸香
油 幷雄黃朱砂末 探入耳鼻內 最能辟穢毒之氣’로 되어 있고, 
‘最妙’는 ‘亦妙’로 되어 있으며, 출전은 ‘入門’으로 되어 있
다. 또한 ‘雄黃丸 亦妙’는 ‘◯牛黃丸 最妙易老’의 형태로 (2) 
뒤에 있다.

(5) 東醫寶鑑에는 ‘熱病傳染者’가 ‘傷寒熱病傳染者’로 
되어 있고, ‘懸藥於戶’가 ‘懸蘗於戶’로 되어 있고, ‘無使傷於
人也’ 다음에 ‘親屬侍奉之人 勞役氣虛而爲變亂 何以知其傳
染者 脉不浮 是也 治法 自汗者 蒼朮白虎湯 無汗者 益元散
合凉膈散 熱散而愈’가 있다.

1) 雄黃丸 

治瘟疫 令不相染 雄黃一兩 赤小豆炒 鬼箭羽 丹參 
各二兩 右爲末 蜜丸梧子大 每日空心 溫水呑下五丸 可
與病人同衣床 亦不相傳染易老

2) 蒸衣法 

家染時疫 取初病人衣服 浣洗令淨飯甑中蒸之 卽無傳
染之患矣類聚

東醫寶鑑에는 蒸衣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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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鍼法 

(1) 治熱病 五十九刺者 頭中行上星 顖會 前頂 百會 
後頂 此五穴 以越諸陽之熱也 

(2) ○頭兩傍謂承光 通天 絡却 玉枕 天柱 此十穴 亦
瀉上熱 

(3) ○又兩傍謂臨泣 目窓 正營 承靈 腦空 此十穴 亦
瀉上熱 

(4) ○大杼 膺兪卽中府穴 缺盆 背兪卽風門穴 此八穴 
以瀉胸中之熱也 

(5) ○氣街 三里 上廉 下廉 此八穴 以瀉胃中之熱也 
(6) ○雲門 髃骨卽肩髃穴 委中 髓空卽腰兪穴 此八穴 

以瀉四肢之熱也 
(7) ○肺兪 心兪 肝兪 脾兪 腎兪 此十穴 以瀉五藏之

熱也內經 

(8) ○大頭瘟 頭面腫盛 則不取正穴 但於腫上周匝鍼
刺 多出惡血 以泄瘟熱之毒氣爲妙 連日刺腫 減則止東垣

(8)은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이다. 
【校勘】
(1) 東醫寶鑑에는 ‘頭’ 앞에 ‘◯’이 있고, ‘中行上星 顖

會 前頂 百會 後頂’ 대신 ‘上五行’으로 되어 있으며, ‘此五
穴’ 대신 ‘五行者’로 되어 있고, ‘熱’이 ‘熱逆’으로 되어 있으
며, ‘以越諸陽之熱也’ 다음에 小字로 ‘頭中行 謂上星 顖會 
前頂 百會 後頂 五穴也 兩傍 謂承光 通天 絡却 玉枕 天柱 
十穴也 又兩傍 謂臨泣 目窓 正營 承靈 腦空 十穴也’가 있다.

(2) 東醫寶鑑에는 ‘此十穴’이 ‘十穴也’로 되어 있으며, 
‘亦瀉上熱’은 없고, 앞의 문장에 연이어 小字로 되어 있다.

(3) 東醫寶鑑에는 ‘此十穴’이 ‘十穴也’로 되어 있으며, 
‘亦瀉上熱’은 없고, 앞의 문장에 연이어 小字로 되어 있다.

(4) 東醫寶鑑에는 ‘此八穴’이 ‘此八者’로 되어 있다.
(5) 東醫寶鑑에는 ‘上廉 下廉’이 ‘巨虛上下廉’으로 되어 

있고, ‘此八穴’이 ‘此八者’로 되어 있다.
(6) 東醫寶鑑에는 ‘此八穴’이 ‘此八者’로 되어 있다.
(7) 東醫寶鑑에는 ‘肺兪 心兪 肝兪 脾兪 腎兪’가 ‘五臟

兪傍五’로 되어 있고, ‘此十穴’은 ‘此十者’로 되어 있다.

22. 不治證

(1) 溫病汗不出 出不至足者 死 
(2) ○溫病下利 腹中痛甚者 死醫鑑 

(3) ○汗不出 大顴發赤 噦者 死 
(4) ○目不明 熱不已者 死 
(5) ○汗不出 嘔血下血者 死 
(6) ○舌本爛 熱不止者 死 
(7) ○熱而痙者 死 痙者 腰折瘈瘲 齒噤齘也醫鑑 
(8) ○大頭瘟五日已前 精神昏亂 咽喉閉塞 語聲不出 

頭面大腫 食不知味者 必死精義

東醫寶鑑｢瘟疫｣에는 표제가 ‘瘟疫熱病不治證’으로 되어 
있다. 표제 다음에 ‘熱病不可刺者 有九’가 있다. 특이한 점
은 이와 똑같은 내용이 東醫寶鑑｢寒｣ 鍼灸法 條文 안에
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1), (2)는 ｢瘟疫｣脈法에 있는 
文章인데, 표제가 脈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또한 (1)과 (2)는 東醫寶鑑｢瘟疫｣ 瘟
疫熱病不治證의 두 개 條文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1)의 
‘溫病汗不出 出不至足者 死’는 ‘七曰 欬而衄汗不出出不至足
者死’와 유사하고, (2)의 ‘溫病下利 腹中痛甚者 死’는 ‘二曰 
泄而腹滿甚者死’ 그리고 ‘四曰 老人嬰兒熱而腹滿者死’와 유
사하다. 아울러 (8)은 ｢瘟疫｣大頭瘟治法의 文章이다.

東醫寶鑑에는 ‘瘟疫熱病不治證’으로 9가지 경우를 언급
하고 있는데, 新纂辟溫方은 이 가운데 5개 문장은 東醫
寶鑑｢溫疫｣ 瘟疫熱病不治證에서 그대로 수록하 고, 3개 
문장은 東醫寶鑑｢溫疫｣ 瘟疫熱病不治證에 있는 文章을 
수록하지 않고 대신 東醫寶鑑｢溫疫｣脈法의 2개 文章과 
유사한 내용을 대신 수록하 다. 이는 아마도 新纂辟溫方
을 編纂하면서 溫疫不治證에 해당하는 文章이지만 東醫寶
鑑｢溫疫｣脈法에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 잡는 한편 내용적
으로 더 상세히 記述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
면 新纂辟溫方에는 東醫寶鑑｢溫疫｣ 瘟疫熱病不治證의 
文章이 ‘八曰 髓熱者死’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 와 있으며, 
(8)의 文章이 새롭게 들어온 셈이다.

【校勘】
(3) 東醫寶鑑에는 문장 처음에 ‘一曰’이 있다.
(4) 東醫寶鑑에는 문장 처음에 ‘三曰’이 있다.
(5) 東醫寶鑑에는 문장 처음에 ‘五曰’이 있고, ‘嘔血下

血’이 ‘嘔下血’로 되어 있다
(6) 東醫寶鑑에는 문장 처음에 ‘六曰’이 있고, ‘止’가 

‘已’로 되어 있다.
(7) 東醫寶鑑에는 문장 처음에 ‘九曰’이 있다. ‘醫鑑’이 

아닌 ‘靈樞’로 되어 있다.
(8) 東醫寶鑑에는 ‘大頭瘟’ 대신 ‘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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辟瘟7)편제 寶鑑8)｢瘟疫｣ 비고
新纂辟瘟方序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火運之歲多疫癘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運氣之變成疫 *｢天地運氣｣ 내용 일부

*｢瘟疫｣瘟疫之因 내용 일부
四時失節亦爲疫 *｢瘟疫｣瘟疫之因 내용 일부

*｢瘟疫｣瘟疫治法 내용 일부
疫雜鬼厲 표제 : 寶鑑에 없음

*｢瘟疫｣瘟疫之因 내용 일부
瘟疫各有所因 표제 : 寶鑑에 없음

*｢瘟疫｣瘟疫之因 내용 일부
瘟病有溫有熱 표제 : 寶鑑에 없음

*｢瘟疫｣瘟疫之因 내용 일부
瘟疫脈 표제다름 : 脈法

*｢瘟疫｣脈法 내용 일부
瘟疫形證 瘟疫形證
瘟疫治法 *｢瘟疫｣瘟疫治法 내용 일부

*일부 내용은 寶鑑에 없음 일부 내용이 辟瘟에 새로 들어옴
   葛根解肌湯 葛根解肌湯
   調中湯 調中湯  
   蒼朮白虎湯 ｢瘟疫｣에 없음 方見｢寒｣
   甘桔湯 ｢瘟疫｣에 없음 ｢咽喉｣의 必用方甘桔湯 
   加味敗毒散 加味敗毒散
   大柴胡湯 ｢瘟疫｣에 없음 方見｢寒｣
   五積散 ｢瘟疫｣에 없음 方見｢寒｣
   五苓散 ｢瘟疫｣에 없음 方見｢寒｣
瘟疫表證宜汗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九味羌活湯 ｢瘟疫｣에 없음 方見｢寒｣
   十神湯 十神湯
   聖散子 聖散子
   香蘇散 香蘇散
   十味芎蘇散 十味芎蘇散
   柴胡升麻湯 柴胡升麻湯
   淸熱解肌湯 淸熱解肌湯

표 1. 新纂辟瘟方과 東醫寶鑑 편제 및 내용 比較

23. 禁忌

(1) 溫熱病 熱退後百日內 犯房室者死 死時必吐舌數
寸而死

(2) ◯飮酒必再發 食燒肉亦然 羊肉尤甚仲景 
(3) ◯溫病勿食蓴 食者多死 
(4) ◯天行病後 食葵菜 頓喪明本草

(1)과 (2)는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이다. (3)은｢瘟疫｣
單方 蓴에 있는 문장이고, (4)는｢瘟疫｣單方 葵菜에 있는 문

장이다. 

Ⅲ. 考察

新纂辟瘟方편제와 東醫寶鑑｢瘟疫｣편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7) 표에서는 편의상 新纂辟瘟方을 辟瘟으로 표기하 다.
8) 표에서는 편의상 東醫寶鑑을 寶鑑으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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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單方三
桃葉湯 표제다름 : 桃葉 同門 單方
葱白粥 표제다름 : 葱白 同門 單方
芥菜子法 표제다름 : 芥菜子 同門 單方

瘟疫半表裏證宜和解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小柴胡湯 ｢瘟疫｣에 없음 方見｢寒｣
   竹葉石膏湯 ｢瘟疫｣에 없음 方見｢寒｣
   淸熱解毒散 淸熱解毒散
   犀角地黃湯 ｢瘟疫｣에 없음 方見｢血｣
瘟疫裏證宜下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茵蔯丸 茵蔯丸
   黑奴丸 黑奴丸
   九味淸心丸 ｢瘟疫｣에 없음 方見｢火｣
   三黃石膏湯 ｢瘟疫｣에 없음 方見｢火｣

   單方十

人糞汁 표제다름 : 人尿 同門 單方
猪糞汁 표제다름 : 牝猪糞 同門 單方
臘雪水 臘雪水 同門 單方
地龍汁 표제다름 : 蚯蚓汁 同門 單方
藍葉汁 藍葉汁 同門 單方
水中細苔 水中細苔 同門 單方
竹瀝 竹瀝 同門 單方
月經水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菉豆粥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水漬法 ｢瘟疫｣에 없음 方見｢寒｣ 

瘟疫發黃 ｢瘟疫｣에 없음 文見｢黃疸｣
   茵蔯瀉黃湯 ｢瘟疫｣에 없음 方見｢黃疸｣
   退黃散 ｢瘟疫｣에 없음 方見｢黃疸｣
   瓜蒂散 표제다름 : 甛瓜蒂

｢瘟疫｣에 없음 ｢黃疸｣單方
瘟疫通治 표제 및 내용 :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五疸丹 五疸丹
   如意丹 如意丹
   人中黃丸 人中黃丸
   神授太乙散 神授太乙散
大頭瘟

표제다름 : 大頭瘟證
*｢瘟疫｣大頭瘟證 내용 일부
*｢瘟疫｣大頭瘟治法 내용 일부

   普濟消毒飮子 普濟消毒飮子
   旣濟解毒湯 旣濟解毒湯
   芩連消毒飮 芩連消毒飮
   牛蒡芩連湯 牛蒡芩連湯
   漏蘆散 漏蘆散
   二黃湯 二黃湯
   殭黃丸 殭黃丸
   加味殭黃丸 加味殭黃丸
   二聖救苦丸 二聖救苦丸 
   淸凉救苦散 淸凉救苦散
嚔法 표제 : 寶鑑에 없음

*｢瘟疫｣大頭瘟治法 내용 일부
   通氣散 通氣散
瘴疫 瘴疫

*｢瘟疫｣瘴疫 내용 일부
   升麻葛根湯 ｢瘟疫｣에 없음 方見｢濕｣
   三仙湯 三仙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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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無神朮散 太無神朮散
   加味柴胡湯 加味柴胡湯
瘟疫禳法 표제다름 : 禳法

*｢瘟疫｣禳法 내용 일부
瘟疫辟法 표제다름 : 辟瘟疫豫防法
   屠蘇飮 屠蘇飮
   老君神明散 老君神明散
   務成子螢火丸 務成子螢火丸
   太倉公辟瘟丹 太倉公辟瘟丹
   李子建殺鬼元 李子建殺鬼元
   神聖辟瘟丹 神聖辟瘟丹
   七物虎頭元 七物虎頭元
   太乙流金散 太乙流金散

   單方十五

虎頭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雄黃 ｢瘟疫｣에 없음

*일부 내용은 寶鑑에 없음 
方見｢邪祟｣

일부 내용이 辟瘟에 새로 들어옴
五辛 표제다름 : 蒜 同門 單方
溫蕪菁汁 溫蕪菁汁 同門 單方
朱砂 朱砂 同門 單方
菖蒲酒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蒼朮 蒼朮 同門 單方
安息香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爆竹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塚上土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艾人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赤馬蹄 赤馬蹄 同門 單方
臘月鼠 臘月鼠 同門 單方
千金木 寶鑑에 없음 鄕名있음
赤小豆 赤小豆 同門 單方

不傳染法 不傳染法
   雄黃丸 雄黃丸
   蒸衣法 寶鑑에 없음 辟瘟에 새로 들어옴
鍼法 *｢瘟疫｣鍼法 내용 일부

*일부 내용은 寶鑑에 없음 일부 내용이 辟瘟에 새로 들어옴

不治證
표제다름 : 瘟疫熱病不治證
*｢瘟疫｣脈法 내용 일부
*｢瘟疫｣大頭瘟治法 내용 일부
*일부 내용은 寶鑑에 없음

일부 내용이 辟瘟에 새로 들어옴

禁忌
표제없음
*일부 내용은 寶鑑에 없음
*同門 單方 蓴의 내용
*同門 單方 葵菜의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을 新纂辟瘟方의 內容, 處方, 單方 기준
으로 考察해 보았다.

1. 內容

1) 內容의 세분화

新纂辟瘟方의 표제는 東醫寶鑑｢瘟疫｣의 표제와 대체

로 類似하지만 모두 同一하지 않으며, 新纂辟瘟方이 東
醫寶鑑표제보다 세분화하 다. 

예를 들어 東醫寶鑑｢瘟疫｣의 瘟疫之因의 內容은 新纂
辟瘟方에서 運氣之變成疫, 四時失節亦爲疫, 疫雜鬼厲, 瘟疫
各有所因 等의 표제로 세분화하 고, ‘瘟疫治法’의 內容은 
四時失節亦爲疫, 瘟病有溫有熱, 瘟疫治法, 瘟疫表證宜汗 等
으로 세분화하 다. 

특히 ‘瘟疫治法’에 대해서 東醫寶鑑｢瘟疫｣의 경우 ‘瘟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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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法’ 1개 條文으로 治法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나 新纂
辟瘟方의 경우 ‘瘟疫治法’ 외에도 東醫寶鑑에는 없는 ‘瘟
疫表證宜汗’, ‘瘟疫半表裏證宜和解’, ‘瘟疫裏證宜下’ 3개 條
文을 별도 두어 治法을 자세히 서술하 다. 

2) 內容의 구체화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瘟疫｣에 비해 내용을 구체화 
하 다. 

예를 들어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瘟疫｣의 표제인 
脈法을 瘟疫脈으로, 禳法을 瘟疫禳法으로 바꾸었으며, ｢東
醫寶鑑｣에는 없는 표제인 禁忌를 신설하기도 하 다. 

또한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黃疸｣의 條文을 瘟疫發
黃이란 표제를 신설하여 東醫寶鑑｢瘟疫｣에서 다루지 못
한 내용을 서술하 고, 瘟疫通治를 신설하여 通治方을 제시
하 으며, 新纂辟瘟方 ‘不治證’의 경우 東醫寶鑑｢瘟疫｣ 
‘瘟疫熱病不治證’의 내용 중 일부와 東醫寶鑑｢瘟疫｣ ‘脈
法’의 내용 일부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 다.

2. 處方

東醫寶鑑은 綜合醫書이므로 경우에 따라 處方을 ｢瘟疫｣
에 직접 언급하지 않고 處方名에 ‘方見’을 표기하여 이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新纂辟瘟方은 瘟疫에 대한 專門醫
書로써 東醫寶鑑｢瘟疫｣에 언급된 다른 門의 處方을 해당
하는 條文 뒤로 옮겼다. 또한 ｢瘟疫｣에 있는 處方이라 할지
라도 新纂辟瘟方에 서술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 處方 增補

東醫寶鑑｢瘟疫｣에 없는 것을 新纂辟瘟方에서 敍述한 
處方은 東醫寶鑑｢寒｣의 蒼朮白虎湯, 大柴胡湯, 五積散, 五
苓散, 九味羌活湯, 小柴胡湯, 竹葉石膏湯 等 7개 處方, ｢黃
疸｣의 茵蔯瀉黃湯, 退黃散, 瓜蒂散 等 3개 處方, ｢火｣의 九
味淸心丸, 三黃石膏湯 等 2개 處方, ｢咽喉｣의 必用方甘桔湯 
1개 處方, ｢血｣의 犀角地黃湯 1개 處方, ｢濕｣의 升麻葛根湯 
1개 處方이다. 그리고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인 蒸衣法 1
개를 추가하 다. 

또한 東醫寶鑑｢黃疸｣의 甛瓜蒂는 單方임에도 불구 新
纂辟瘟方에서는 瓜蒂散으로 서술하여 處方을 增補하 다.

2) 處方 削除

東醫寶鑑｢瘟疫｣에 있으나 新纂辟瘟方에서 언급하지 
않은 處方은 ｢瘟疫｣瘟疫治法의 荊防敗毒散, ｢瘟疫｣大頭瘟治
法의 宣聖辟瘟丹 2개이다.

3. 單方

新纂辟瘟方에서 언급한 單方은 총 28개로 이중 17개
는 東醫寶鑑｢瘟疫｣의 것이고, 2개는 각각 ｢寒｣과 ｢邪祟｣
의 것이며, 나머지 8개는 新纂辟瘟方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한편 東醫寶鑑｢瘟疫｣은 單方이 모두 ｢瘟疫｣ 말미에 있
는 것과 달리 新纂辟瘟方은 關聯있는 內容 뒤에 敍述하

다.

1) 單方의 增補

新纂辟瘟方의 月經水, 菉豆粥, 虎頭, 菖蒲酒, 爆竹, 塚
上土, 艾人, 千金木은 東醫寶鑑에 없는 單方을 추가한 것
이고, 安息香은 표제는 있으나 내용은 東醫寶鑑에 없는 
것이다.

또한 新纂辟瘟方의 葱白粥, 芥菜子法, 人糞汁, 猪糞汁, 
地龍汁, 五辛은 東醫寶鑑의 葱白, 芥菜子, 人尿, 牡猪糞, 
蚯蚓汁, 蒜을 인용하면서 표제를 바꾼 것이다.

2) 單方의 削除

東醫寶鑑｢瘟疫｣單方 중 新纂辟瘟方이 서술하지 않은 
單方은 生葛根汁, 苦參, 靑黛, 蛇莓, 生藕汁, 蟾蜍, 雄狐屎, 
獺肉, 白粳米가 있다.

3) 其他

新纂辟瘟方의 蒼朮과 安息香은 東醫寶鑑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서술하는 한편, 따로 서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蒼朮에 乾牛糞, 安息香에 降眞香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新纂辟瘟方의 桃葉湯의 경우 單方으로 言及되었음에도 
湯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東醫寶鑑｢瘟疫｣單方 桃葉을 
引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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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鄕名의 표기

新纂辟瘟方의 單方 중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單方 19
개는 新纂辟瘟方이나 東醫寶鑑에 모두 鄕名기록이 없
으며, 新纂辟瘟方에서 새롭게 추가한 單方 8개 중 7개도 
역시 鄕名이 없으나, 유일하게 千金木만 鄕名 ‘븕나모’가 있다.

Ⅳ. 結論

許浚이 執筆한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이 出刊되었던 
1613年, 같은 해에 出刊되었다. 東醫寶鑑에 瘟疫에 관한 
專門記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瘟疫에 관한 專門書籍이 
同一人에 의해 同一한 해에 出刊되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新纂辟瘟方을 東醫寶鑑｢瘟疫｣과 比較考察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新纂辟瘟方은 瘟疫에 대한 내용에 대해 東醫寶
鑑｢瘟疫｣ 항목을 여러 항믁으로 분산하거나 없던 내용을 
항목을 신설하여 서술하는 등 내용을 세분화하 고, 東醫
寶鑑｢瘟疫｣ 표제를 新纂辟瘟方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바
꾸거나 東醫寶鑑｢瘟疫｣ 외의 門에 있는 문장을 옮겨 기
술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 다.

둘째,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 處方 중 ｢瘟疫｣에는 없
으나 기타 門에 있는 것을 모두 서술하고, ｢瘟疫｣ 單方을 
處方으로 인용하 으며, ｢瘟疫｣의 處方이라 할지라도 新纂
辟瘟方 編纂에 있어서 불필요한 處方은 인용하지 않았다.

셋째, 新纂辟瘟方은 東醫寶鑑｢瘟疫｣ 單方이 모두 門 
말미에 있는 것에 반해 해당 조문으로 모두 옮겨 單方活用
의 편리성을 높 고, ｢瘟疫｣의 單方이라 할지라도 新纂辟
瘟方 編纂에 있어서 불필요한 單方은 인용하지 않았다. 한
편 單方을 處方으로 인용한 부분도 있었다.

結果的으로 新纂辟瘟方은 著者 許浚이 이미 東醫寶鑑
｢瘟疫｣을 記述하 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時代的 狀況이 瘟
疫病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 고, 瘟疫에 대한 적절
한 대응을 위해 綜合醫書가 아닌 專門醫書가 필요한 상황
에서 出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瘟疫關聯 專門書籍을 
저술함에 있어서 東醫寶鑑｢瘟疫｣의 불필요한 부분은 생
략하고 東醫寶鑑｢瘟疫｣에서는 記述하지 못한 새로운 부
분을 추가하여 新纂辟瘟方을 刊行하 다는 것을 實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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