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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By understanding the basic information as a text about the original script,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of Shanghanlunzhujie 
which is included in Uibang-yuchwi, We are evaluating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text today.

Methods : First of all, We are finding what the original script is through comparing different editions. Then by concrete analysis about 

texts, We are going to determine which standards affected Shanghanlunzhujie and Uibang-yuchwi, and which elements included in 
those texts. In addition, We are figuring out what the characteristics are in the those texts roughly. Through this consideration, We could 

evaluat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text.

Results & Conclusions : In the course of research, We found that this publication deserves attention in the hereditary history of the Shanghanlun 
editions. First, the version of the Shanghanlunzhujie in the Uibang-yuchwi is surely the Won(元) edition. Based on recent research findings, 

the Won edition is the earliest version of Chengwuji's Zhujieshanghanlun. Not only does it contain the original contents, it restored the 
deleted annotations of the Song edition, constituting the most accurate Shanghanlun edition closest to the original form of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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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1447년 朝鮮 朝廷이 30여 년의 긴 여정 끝에 금속활자
로 간행한 醫方類聚는 모두 266卷에 이르는 초대형 醫方
書이다. 이 典籍은 오늘날 失傳된 것들을 포함하여 153冊
에 이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古今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醫方’을 網羅하고 있다. 醫論과 藥方을 門에 따라 分類하고 
연대순으로 취合하는 편집 방식을 따라 成書하였기에 書名
을 “類聚”라고 하였다. 현재 단 1部가 일본 宮內廳에 남아 
있는데, 최근 유통되는 판본들은 모두 이 원간본을 일본 醫

官 喜多村直寬이 1852년에 木活字로 重刊한 것(學訓堂聚珍
板)에서 파생된 것이다.1) 원간본 전질을 거금을 주고 구입
한 丹波元簡은 이를 보물로 여겼다고 하며, 聚珍板의 序文
을 쓴 그 아들 元堅은 역대로 醫學을 집대성한 典籍 가운
데 朝鮮國의 醫方類聚 만한 것이 없다고 극찬하였다.2) 
2006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간행한 중국 간본의 再版에서
는 “後人이 稱하기를, 聖濟總錄이나 普濟方 등이 있긴 
해도 醫方類聚에 비하면 턱밑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하
였는데, 과장이 아니라 지당한 평가이니 가장 귀한 寶物이
다.”라고 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3) 聚珍板이 나온 이래 
編纂과 重刊의 배경, 全書의 구성 등 개략적인 방면의 연구
가 중국, 일본, 한국에서 행해진 바 있다.4) 근래 중국에서 

1) 三木榮. ｢醫方類聚｣. 朝鮮. 1937 : 79.
2) ｢聚珍板醫方類聚序｣ : 誠增秀 等. 醫方類聚(重校本)･제1분책.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4.
3) ｢聚珍板醫方類聚序｣ : 誠增秀 等. 醫方類聚(重校本)･제1분책.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4. 
4) 醫方類聚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논문으로 안상우의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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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傳된 醫書를 復刊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
라 현전하는 版本의 미비함을 輯佚補闕하는 작업이 진행되
면서 醫方類聚에 수록된 板本의 우수함이 조금씩 밝혀지
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에 人民衛生出版社에서 醫方類
聚에 수록된 板本을 底本으로 하여 重訂한 重訂嚴氏濟生
方과 重訂瑞竹堂經驗方과 같은 冊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고 하겠다.

필자는 평소 우리나라의 傷寒論 硏究라는 주제에 관심
을 갖던 터에 우연히 醫方類聚에 成無己의 注解傷寒論
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관련 연구 성과는 
의외로 소략하여 특기할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러던 가운데 醫方類聚 본문의 면모를 이곳저곳 들여다보
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첫째는 ｢引用諸書｣에 보면 
“傷寒論注解”의 위에 “傷寒論”이란 서명이 보이는 데 실제
로 醫方類聚 본문에는 傷寒論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5) 기존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
겨서, ｢引用諸書｣에 보이지만 실제로 인용문을 발견할 수 
없는 서적들과 동일한 예로 취급하고 더 이상 연구하지 않
았다. 최근 조선의 醫方類聚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국의 張弦 역시 본문에 傷寒論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답으
로서 醫方類聚의 纂者들이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으로 
사실상 張仲景의 傷寒論을 대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거
나, 아니면 아예 宋本傷寒論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
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6) 明나라 사람 趙開美의 仲景全
書가 널리 유포된 이래로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이 宋本
傷寒論을 대체하기에 이른, 현대의 傷寒論板本 遺傳史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자의 추정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醫方類聚 纂者들이 기왕에 注
解傷寒論으로 傷寒論을 대체하기로 결정을 내리고도 ｢引
用諸書｣에 “傷寒論”이란 書名을 별도로 표기하여 두었다니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둘째는 현재 成無
己 注釋本의 書名은 “注解傷寒論”으로 되어 있는데, 醫方
類聚에는 ｢引用書誌｣와 ｢傷寒門｣ 本文에 모두 書名이 “傷
寒論注解’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단순한 
오기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의사문헌 분야의 전문가인 중국의 錢超

塵 교수에 의해 중요한 단서가 제기되었다. 錢교수는 북경
대 도서관이 소장한 “傷寒論注解’라 표기된 板本을 연구한 
결과, 그것이 成注本의 早期 刊本으로 알려진 金刊本에 비
해 앞서는 것으로서, 일본 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原
刊本과 書名과 형식이 일치함을 보고하고 있다.7) 中醫文獻
學의 태두인 馬繼興 교수에 의해 정립된 傷寒論 板本 遺
傳 계통에 따르면, 현재 傷寒論 通行本은 모두 宋本 傷寒
論의 失傳 이후, 趙開美가 번각한 成無己의 注解傷寒論
이 祖本인 것으로 되어 있다.8) 그런데 醫方類聚는 간행
연도가 1445년으로서 1599년에 간행된 趙開美의 仲景全
書의 그것에 비해 150여년이나 앞서고 있으니, 결과적으
로 醫方類聚에 수록된 傷寒論注解는 仲景全書에 수
록된 注解傷寒論에 비할 때 150년 이상 앞서 出世한 早
期의 板本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醫方類聚에 수록된 傷
寒論注解가 과연 어떤 板本이냐 하는 심대한 문제를 그간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醫方類聚 纂者들이 成無己 傷寒論注解의 善本
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宋本傷寒論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引用諸書｣의 “傷寒論注
解”는 물론 “傷寒論”까지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醫方類聚 本文에 실제로 宋本傷寒論의 내용을 수록하
였기 때문에 ｢引用書誌｣에 書名을 표기하였다고 보아야 하
는 것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醫方類聚 本文을 
직접 확인한 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아보게 되었다. 
답은 ‘없다’였다. 기존 연구들은 겉만을 走馬看山 격으로 보
아 成無己의 注解傷寒論과 그대로 동일시하였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板本의 계통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과감
히 폐기하고 醫方類聚 ｢傷寒門｣ 纂者들이 맞닥뜨렸을 문
제의식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니 비로소 문제의 핵심이 명확
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傷寒 관련 專門書들에 산재한 정보
들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정리해 내어야 한다는 과업을 
당한 醫方類聚 ｢傷寒門｣ 纂者들은 모든 작업의 선결과제
로서 傷寒 관련 전문서 가운데 특수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傷寒論 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복잡한 遺傳 과
정을 통해 전래되고 있는 다소 유동적인 상태의 傷寒論 

2000.)와 張弦의 ｢朝鮮醫方類聚硏究｣(북경중의약대학 박사학위논문. 2013.)를 참고할 만하다. 
5) 여기서 말하는 傷寒論은 북송 교정의서국의 林億 등이 교정한 傷寒論, 이른바 宋本傷寒論을 가리킨다. 
6) 張弦. ｢朝鮮醫方類聚硏究｣. 北京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72.
7) 錢超塵. ｢傷寒論注解元刊本及成無已考｣. 中國醫藥學報. 2004 ; 2월호 : 515.
8)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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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善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그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醫方類聚本 傷寒論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 의지하
여 필자는 宋本傷寒論은 물론이요 최근 알려진 金匱玉
函經 등 傷寒論 관련 板本을 모두 펼쳐 놓고, 醫方類聚
本傷寒論 의 板本 계통과 구성, 특징 등 진면목을 새로이 
검토하기에 이르 다. 

이 연구는 醫方類聚 原刊本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만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 宮內廳에 소장되
어 있는 原刊本을 볼 수 없는 사정상, 급한 대로 국내에 유
통 중인 聚珍板을 底本으로 삼고 人民衛生出版社의 刊本과 
북한에서 나온 번역본을 참고로 하여 큰 방향을 짚어보고
자 시도하였다. 原刊本을 제외하면 聚珍板이 비교적 오류가 
적고 人民衛生出版社 刊本은 오류가 상당히 많다. 人民衛生
出版社 刊本은 聚珍板을 底本으로 한 것인데, 聚珍板과 비
교해 보아도 誤字가 상당히 많은 데다 오류가 있는 부분에 
다시 교감을 붙여 놓는 웃지 못 할 사례까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어 연구의 底本으로 삼기는 어렵다. 오늘날 原刊本을 
벗어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醫方類聚 관련 연구가 오류
에 오류를 보태는 험난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으니 심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原刊本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Ⅱ. 本論

1. 板本 및 구성

오늘날 傷寒論 板本의 遺傳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傷寒論의 板本은 크게 3대 계통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1065년 北宋 朝廷이 간행한 이른바 宋本 
傷寒論, 둘째는 그 異本인 金匱玉函經, 그리고 셋째로 
1144년에 간행된 成無己의 注釋本인 注解傷寒論이다. 宋
本傷寒論은 原本이 이미 失傳되었으며 1599년에 明나라 
사람 趙開美에 의한 影刻本이 전하니, 현재 통용되는 宋本 
傷寒論은 곧 이를 말한다.9) 趙開美가 宋本傷寒論과 함

께 成無己의 注解傷寒論, 金匱要略, 傷寒類證을 합하
여 간행한 仲景全書가 세간에 널리 유통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金匱玉函經은 최근 알려진 傷寒論의 板本으
로서 北宋 조정에 의해 상한론과 함께 간행되었는데, 新
校訂은 이 板本에 대해 “傷寒論과 同體而別名”이라 평하였
으니 내용이 거의 傷寒論과 같으며 卷首에 ｢證治總例｣가 
붙어있는 것만 다르다.10) 

이상 傷寒論의 대표적인 판본 가운데 成無已의 注解
傷寒論(以下 成注本)은 宋本傷寒論(以下 宋本)을 대체
하여 傷寒論의 대표적인 版本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
에서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후대 傷寒論 연구자들이 
오리지널인 宋本보다 成注本을 선호한 까닭은 훌륭한 주석
이 붙어있는 데다 原文에 있어서도 일부 宋本의 오류를 바
로잡아 善本인 동시에 활용에도 편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成注本은 初刊本인 金나라 때의 것은 이미 失傳되었으며 元
나라 때 刊本으로서 年代不詳의 것이 北京大學校와 일본 靜
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11) 최근 元
刊本을 직접 본 錢超塵은 常見板本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
이 알리고 있다. 

“成無己 注解傷寒論 常見板本은 汪濟川 刊本(1544년), 
趙開美 刊本(1599년), 吳勉學 刊本(1601년)이고 元刊本
(1271-1368)은 드물게 보인다. 北京大學校 도서관에는 元
刊本傷寒論注解 10卷이 있는데 여기에는 ‘注解’ 2글자가 
後置되어있다. 머리에 그림들이 있고 뒤에 3단의 설명이 있
는데 이상의 그림 및 설명을 아울러 ｢圖解運氣鈴｣ 1卷이라 
칭하고 있다. ｢圖解運氣鈴｣의 뒤에 全書의 목차(傷寒論十卷
排門目錄)가 있는데 汪濟川本, 趙開美本, 吳勉學本과 상당히 
다르다. 일본 靜嘉堂文庫에도 元刊本이 있다.”12) 

醫方類聚에 실린 傷寒論注解의 면모를 구석구석 살
피건대 ‘注解’ 2글자가 후치된 점, 책의 머리에 운기 관련 
그림과 해설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이 錢교수가 보고하는 
元刊本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함을 볼 수 있다. 醫方類聚
의 原刊本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錢교수의 보고는 醫方類聚에 실린 傷寒論注解
가 元刊本을 底本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醫方類聚에 수록된 傷寒論注解
는 현전하는 成注本 가운데 가장 早期의 板本 가운데 하나

9)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125.
10) 이것은 1717년에 陳世杰이 何焯의 手抄本을 교감하여 刊印한 것을 1955년에 중국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한 것이 있으며, 1746년 일본 사

람 淸水敬長이 간행한 翻刻金匱玉函經이 전한다.(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127)
11)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128.
12) 錢超塵. ｢傷寒論注解元刊本及成無已考｣. 中國醫藥學報. 2004 ; 2월호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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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다. 
아래는 여강출판사에서 影印한 學訓堂聚珍板 第27卷 첫 

페이지로서 “傷寒門一” 다음에 “傷寒論注解”라는 서명이 보
이고, 이어서 “圖解運氣圖說”의 제목이 보인다. 

그림 1. 聚珍板 傷寒論注解13) 

아래는 역시 여강출판사 影印 學訓堂聚珍板 第27卷의 ｢圖
解運氣圖說｣ 부분으로서 ‘五運六氣主病加臨之圖’이다. 

그림 2. ｢圖解運氣圖說｣ 부분14)

醫方類聚本傷寒論의 중대한 특징은 成注本을 底本으로 
삼은 동시에 成注本에서 삭제되었던 宋本傷寒論의 按語
들을 살려 놓은 방식으로 이중적인 구성방식을 취한 점이
다. 醫方類聚 傷寒論注解에는 현행 宋本傷寒論의 “辨
太陽病脈證幷恥” 등의 제목 하에 小注로 ‘合謀法’, ‘方謀首’ 
등의 新校訂 按語가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宋本傷寒論 

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
면 결과적으로 宋本傷寒論이 傷寒論注解에 포개져 있
는 셈이므로 ｢引用諸書｣에 “傷寒論注解” 위에 나란히 “傷寒
論”을 표기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된다. 醫方類聚｢傷寒
門｣ 纂者들이 기왕에 삭제된 것을 다시 살려야 했던 까닭
은 일부 成注本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이를 宋本의 校語
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醫方
類聚･傷寒論의 구성 방식은 그 후 150여년 뒤에 明나라 
사람 趙開美가 기존 成注本의 일부 문제를 보완하고자 成
注本과 나란히 宋本을 실어 仲景全書를 간행한 것과 비
교하면 훨씬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醫方類聚･傷寒論注解의 纂者들은 여기에서 그치
지 않고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千金方, 千金翼方 등 
대형 醫方書에 산재하는 宋本 原文과의 교감을 세 하게 
진행하여 원문의 정확도를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한편, 나아가 方에 대해서는 藥味, 分量, 修治, 服法, 禁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傷寒專門書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더욱 엄 한 교감을 진행함으로써 정확성과 실용성을 강화
하고 있다. 

아래는 成注本에서 삭제되었던 宋本의 新校訂 按語가 醫
方類聚 贊者에 의해 小字로 되살아난 부분을 보여준다. ‘桂
枝二越婢一湯方’ 後에 小字로 표기된 “傷寒論注云” 이하가 
新校訂의 按語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成注本에는 없고 宋
本에만 있기 때문에 현행 通用本에도 成注本과 宋本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醫方類聚本 傷寒論에서는 이렇게 
합해져 있어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 醫方類聚･傷寒論注解에 병기된 宋本傷寒論의 
新校訂 按語15)

13) 북한 동의과학원 교열･감수. 원문의방류취･제3분책.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 1.
14) 북한 동의과학원 교열･감수. 원문의방류취･제3분책.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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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醫方類聚本傷寒論의 특징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醫方類聚에 수록된 傷寒論
注解는 단순히 成注本을 그대로 실은 것이 아니라 이를 
底本으로 宋本을 합한 데다 기타 傷寒 專門書籍들을 통한 
광범위하고 정 한 교감을 진행하여 새로이 구성한 板本이
므로 사실상 醫方類聚本傷寒論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
다. 이 醫方類聚本傷寒論은 물론 傷寒論의 全文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醫方類聚 全書의 편제가 각 門마다 醫論
을 앞에 두고 藥方을 뒤에 뒤는 범례에 따라, 原文을 크게 
두 단으로 분리하여 수록하고 있을 뿐 原書의 편차와 내용

에는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全書에서 ｢傷寒門
｣은 제27권에서 제45권까지로 총 266권 가운데 19권을 차
지하고 있는데 총 42책의 인용서적 가운데 傷寒論注解가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16) ｢圖解運氣圖說｣과 ｢釋運氣
加臨民病吉凶圖｣를 북경대 소장 元刊本과 마찬가지로 第27
卷 한 권으로 편성하는 한편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를 第28卷으로 묶어 醫論부분 머리에 수록하고, ｢三陰三陽
篇｣이하 ｢辨發汗吐下後脈證幷治｣까지는 第42卷에서 第45卷
까지 醫方부분 머리에 수록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결론적
으로 傷寒論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醫方類聚 卷數 傷寒門 門數 傷寒論注解 篇數 傷寒論注解 目錄
第27卷 傷寒門一 傷寒論注解一 圖解運氣圖說, 釋運氣加臨民病吉凶圖
第28卷 傷寒門二 傷寒論注解二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辨痓濕暍脈證
第42卷 傷寒門十七 傷寒論注解二17) 辨太陽病脈證幷治

第43卷~44卷 傷寒門十八 傷寒論注解三 辨陽明病脈證幷治~辨可發汗脈證幷治
第45卷 傷寒門十九 傷寒論注解四 辨發汗後脈證幷治~辨發汗吐下後脈證幷治

표 1. 醫方類聚･傷寒門 의 傷寒論注解 수록 상황

醫方類聚本傷寒論의 형식적인 특징을 개략적으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條文] 傷寒論注解의 原文을 기본으로 宋本, 千金方, 
千金翼方, 太平聖惠方, 聖濟總錄의 관련 原文과 교감

을 진행하였다. 일부이지만 太平聖惠方, 聖濟總錄을 인
용하여 傷寒論 원문을 교감한 사례는 일찍이 찾아보기 
어렵다. 

필사 형식 인용 표지 현행 注解傷寒論 출처
傷寒論原文 大字(17行) 有 傷寒論注解
成無己 注釋 小字 有 傷寒論注解
新校訂 按語 小字 “傷寒論注曰”, “臣億等謹按” 無 宋本傷寒論 

기타 原文 교감 小字 “某方作”, “某方” 無 諸傷寒書(神巧萬全方, 聖惠方, 
千金方, 聖濟總錄)

표 2. 醫方類聚本傷寒論의 條文 구성

[本方] 기본적으로 成注本의 方을 취하였으나 成注本에
서 卷末에 附錄한 方들 예컨대 桂枝加葛根湯과 같은 方들
은 宋本의 것을 취하였다. 그리고 宋本, 成注本은 물론 千
金方, 千金翼方, 得效方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교감

하였다. 아울러 成無已의 傷寒明理論･諸湯方論에 方解가 
있는 경우 이를 本方의 아래에 차용하여 이해를 도왔다.

成注本을 따른 경우 그대로 표기하였고, 宋本을 따른 경
우는 方의 앞에 “傷寒論” 3글자를 분명하게 표지하였다. 桂

15) 북한 동의과학원 교열･감수. 원문의방류취･제3분책.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 112.
16) ｢傷寒門｣ 인용서적은 다음과 같다. 소씨병원, 천금방 상한례, 천금익방, 천금월령, 성혜방, 화제지남, 삼인방, 신교만전방, 통진자상한괄요시, 무

구자활인서, 상한활인서, 상한표리증론, 상한유사, 약평, 상한백문가, 상한백증가, 상한발미론, 간이방, 왕씨이간방, 상한류서, 직지방, 엄씨제생
방, 관견대전양방, 상한명리론, 유문사친, 치병백법, 십형삼료, 잘기구문, 치법여론, 상한직격, 상한의감, 선명론, 상한지장도, 위생보감, 담료방, 
성제총록, 의방대성, 영류검방, 사림광기, 옥기미의, 상한론주해. 

17) 북한판에 ‘傷寒論注解一’로 되어 있으니, ‘一’은 ‘二’로 고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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枝麻黃各半湯, 桂枝二麻黃一湯 등과 같이 宋本을 따르지 않
고 成注本을 따라 方을 표기한 경우도 있다. 

[方後] 藥味, 分量, 修治, 服法, 禁忌 등의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方後에 대해 和劑局方, 淡寮方, 三因方,, 醫
方大成,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易簡方, 簡
易方, 無求子活人書, 南陽活人書, 傷寒活人書, 神巧
萬全方, 御藥院方 등의 제 傷寒專門書를 활용하여 넓고 

상세한 교감을 진행하였다. 本方과 方後에 대해 교감한 결
과를 첫째 凡例에 따라 方이 완전히 같은 경우 “謀方同”이
라 쓰고, 둘째 大同小異한 경우 다른 부분만 小注로 해당 
부분에 붙여 쓰고, 셋째 小同大異한 경우 全方을 附錄하는 
형식으로 요령 있게 기술하였다.18) 결과적으로 方後를 보
면 임상 실용을 목표로 매우 풍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필사 형식 인용 표지 현행 注解傷寒論 출처
方論 大字(15行) “傷寒明理論” 無 成無己傷寒明理論 
方 大字(15行) 宋本傷寒論인 경우 “傷寒論”으로 표지 或無 傷寒論注解 또는 宋本傷寒論

方注 小字 없음 有 傷寒論注解
方後 大字(15行) 有 傷寒論注解
附方 大字(15行) 인용서명 표지 無 諸傷寒書

표 3. 方文의 구성

桂枝湯方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傷寒專門書
들의 용량을 비교함으로써 실용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醫
學入門과 東醫寶鑑은 비교를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표 4. 醫方類聚傷寒論 桂枝湯方의 용량 비교19)
桂枝 芍藥 甘草 生薑 大棗

傷寒論注解 3 3 2 3 12
千金翼方 2 2 2 2 12
和劑局方 3 3 1 3 3
三因方 1.5 1.5 1 무 무

醫方大成 3 3 1 3 2
醫學入門 3 2 1 3 2
東醫寶鑑 3 2 1 3 2

[출전] 교감에 활용된 서적들의 출전을 모두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또한 醫方類聚本傷寒論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컨대, 宋本
에서 인용한 것은 “傷寒論”으로 표기하였고, 宋本의 新校訂 
按語는 “傷寒論注”로 표기하여 구별하여 표기함은 물론이
고, 方文에 있어서도 다양한 출전을 일일이 밝히고 있다. 
이는 醫方類聚･傷寒門 纂者들이 傷寒 관련 專門書籍을 
교감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방대하고도 상세한 지식을 체계
적으로 엄 하게 운용한 결과로 얻은 노하우를 집약하여, 
그 가운데 精髓를 傷寒論注解라는 틀에 갖다 부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당대 最善의 傷寒論 텍스트로서 傷寒論注解

를 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출전으로 표기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出典
論 千金方, 千金翼方,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方 宋本傷寒論, 傷寒論注解, 千金方, 

千金翼方, 得效方 

方後
和劑局方, 淡寮方, 三因方,, 醫方大成,

醫方集成, 南北經驗方, 袖珍方, 易簡方,
簡易方, 無求子活人書, 南陽活人書,
傷寒活人書, 神巧萬全方, 御藥院方

표 5. 醫方類聚本傷寒論에 인용된 서적들

Ⅲ. 結論

이상 醫方類聚에 수록된 傷寒論注解가 傷寒論 板
本으로서 지니는 지위와 가치에 이어 그 개략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傷寒論 版本 계통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서야 오늘날 우리는 비로소 成注本 가운데 元刊本이 그 원
형에 가장 가까우며,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宋本의 小注를 
더해야만 傷寒論의 원형에 가장 근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5세기에 조선 의학이 구성한 傷寒論 텍스트가 

18) 盛增秀 等. 醫方類聚(重校本)･第1分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6 : 범례.
19) 북한 동의과학원 교열･감수. 원문의방류취･제3분책.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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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최신 연구 성과를 이미 뛰어넘고 있으니 새삼 놀
랍다. 

개략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는 醫方類聚에 수록된 傷
寒論注解의 底本이 成無已 注解傷寒論의 현전하는 版本
들 가운데 가장 早期의 것으로 알려진 元刊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醫
方類聚 原刊本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우
리는 개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醫方類聚에 수록된 傷
寒論注解가 단순히 成注本을 그대로 실은 것이 아니라,  條
文에 대해 宋本을 필두로 異本과의 광대한 교감을 거치고, 
藥方에 대해서는 제반 傷寒專門書를 활용하여 상세한 교감
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板本을 단순히 傷寒論注解라고 부르는 것은 좀 모자
란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醫方類聚本傷寒論 이라 부르는 
것이 더욱 명실상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마도 
이런 특징 때문에 醫方類聚 纂者들은 ｢引用諸書｣에 “傷寒
論”과 “傷寒論注解”를 나란히 표기함으로써 새로이 구성된 
板本의 특징을 시사해야만 했을 것이다. 

醫方類聚本傷寒論이라고 하는 방대하고 정교한 작업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19卷에 걸쳐 42冊의 傷寒專
門書를 인용하고 있는 ｢傷寒門｣이 거대한 호수라면, 傷寒
論注解를 틀거리로 수많은 인용을 구비한 醫方類聚本傷
寒論 은 ｢傷寒門｣이라는 호수를 비추는 등대와도 같다. 지
식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계통을 
잃지 않도록 준거를 확보하고 있는 醫方類聚･傷寒門의 
이와 같은 조리 있는 짜임새는 조선 의학계가 중국의 傷寒
學을 수입하는 데 있어 일정한 성취를 거두고 있음을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더욱 놀라운 점은 醫方類聚･傷
寒門에서 傷寒論注解가 지니는 ｢傷寒門｣ 전체에 대한 이
와 같은 ‘準據’로서의 기능이 許浚의 東醫寶鑑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東醫寶鑑을 열람하건대 ｢雜病
篇｣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寒門’이 등대처럼 비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許浚은 ‘寒門’을 통해 張仲景 傷寒論의 틀거
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한편, 諸家의 논설로 보완함으로써 
三陰三陽이라고 하는 準據를 드러내어 全書를 비추게 하고 
있다. 

醫方類聚本傷寒論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東醫寶
鑑에서 ‘汗牛充棟의 傷寒學을 일거에 요약하여 全醫學의 
準據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 우
리는 醫方類聚･傷寒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야만 
東醫寶鑑 ‘寒門’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여

정을 통해 우리나라 傷寒學의 興起와 전개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또한 醫方類聚･傷寒門과 
그 정점으로서 醫方類聚本傷寒論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原刊本에 
따르지 못한 이 연구의 근본적 한계를 시인하며 훗날을 기
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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