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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our previous study on the diseases and symptoms described in Juan Wooden Slips(居延漢簡), here

we focused on therapeutics of Juan Wooden Slips, including herbal medicines, acupuncture, and moxibution. In Juan

Wooden Slips, there are 36 species of medicinal herbs and 17 herbal prescriptions. Among the medicinal herbs, 75%

of herbs were also used in Shanghanzabing-lun(傷寒雜病論). In terms of efficacy and therapeutic range of the medicinal

herbs and prescriptions, Juan Wooden Slips is very similar to Shanghanzabing-lun. In addition, acupuncture were used

as a combined with moxibution or herbal remedies similarly to Shanghanzabing-lun. Thus, we suggest that the medical

thoughts and technologies shown in Juan Wooden Slips migh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Shanghanzabing-l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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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居延漢簡은 1930년대와 1970년대 2회에 걸쳐서 중국 내몽골자

치주 아라산맹(阿拉善盟) 에젠기(額濟納旗) 부근의 漢代 烽燧臺,

破城子 등에서 출토된 簡牘들을 말한다.1) 이들은 모두 漢武帝 太初

三年(BC 102)에서부터 後漢 光武帝 建武六年(AD 30)에 쓰여진 것

으로
2)

, 居延縣의 하급 관리인 吏士들이 당시 居延 지방 기관의 公

文書, 帳簿 등으로 烽火, 信符, 補給, 法律 등을 기록한 것이다.1) 그

중에는 疾病에 걸린 병사들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데, 趙宇

明 등이 居延漢簡甲乙編 중의 醫藥 史料를 분석한 이래로
3)

, 李戎
4), 孫其斌5,6), 裘錫圭7) 등에 의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모두 居延漢簡에 포함된 醫藥 관련

자료의 전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된 약물이나

처방, 기타 치법에 대한 분석 소략하여 후대 醫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論者는 漢代簡牘資料庫8),

居延漢簡甲乙編(上․下)9)
, 居延新簡(上․下)10)

등의 원자료

를 검색하여 醫藥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각 病症을 傷寒論

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한 바 있다.
11)

이와 같은 선행 연구와

연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약물 및 처방, 기타 치법에 대하여 추가

적인 분석을 통하여 前漢代의 실제 의료 상황을 이해하고, 張仲

景의 傷寒雜病論을 비롯한 後漢代에 成立된 臨床醫學과 어떠

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1. 居延漢簡과 居延新簡 중의 治法 관련 條文의 정리

居延漢簡은 크게 두 시기에 발굴되었는데, 먼저 스웨덴인 베

르그만(Folke Bergman)에 의해 주도된 1930년경 西北科學調査團

에 의해 발굴된 약 1만 조각의 木簡과 竹簡을 居延漢簡이라고 한

다.
1)
이 簡牘들은 중일전쟁 기간에 미국으로 건너가 국회도서관

에 잠시 보관되었다가 그 후 대만으로 반환되어 현재는 中央硏

究員 歷史言語硏究所에 소장되어 있으며12), 현재 인터넷상으로

검색이 가능한 DB로 구축되어 있다.
8)
또한 中國社會科學院考古

硏究所에 의하여 居延漢簡甲乙編(上․下)9)이라는 책으로도 출

판된 바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약 2만 점의 簡牘이 추가로 발

견되었는데 이것을 居延漢簡과 구분하기 위하여 居延新簡이라고

부르며, 현재 甘肅省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10) 이러한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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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Medicinal herbs, prescriptions and other therapeutics's in Juyan Wooden Slips

본 초
방 제 기 타

처 방 명 제 형 용 법 鍼灸 外治

004 .0 0 4 飲藥

049 .0 13+ 049 .0 31 飲藥 久背

052 .0 1 2 飲藥

089 .0 2 0 烏喙 細辛 朮 桂 傷寒四物 以溫湯飲一刀刲日三夜再行解不出汗

103 .0 4 7 飲藥 

136 .0 2 5 蜀椒 桔梗 薑 桂 

136 .0 4 0 單衣受寒□ (湯藥) 湯藥置□ 中加沸湯上□ 湯不可飲
149 .0 19+ 511 .0 20 (膏藥) 傅膏藥

149 .0 2 9 久左肩

149 .0 3 2 細辛 桂

155 .0 0 8 戎鹽 馬欬涕出方

159 .0 0 9 久脛
刺廿鍼

257 .0 0 6 飲藥

265 .0 0 2 丸 始捂實先餔食吞五丸

265 .0 4 1 漆 膠 醇酒 財足以消膠膠消內漆撓取沸

265 .0 4 3 飲藥

275 .0 0 8 (丸藥? ) 丸

300 .0 0 8 薑

311 .0 0 6 飲藥

403 .0 18+ 350 .0 44 生□ □ 水流水方

454 .0 1 2 甘草

455 .0 1 9 曾青
488 .0 0 1 桂 胡豆 

肉
耳

497 .0 2 0 并合和以方寸匕

505 .0 1 6 薑

517 .0 1 6 □⁄ 尺七寸
久左肩□

582 .0 1 2 □ 菜 

居6758 飮藥

EP T9 :3 傷臟藥 藥

EP T9 :7A 大黃 半夏 桔梗

EP T9 :7 B  薑 伏令

EP T10 :8 貝母 桔梗 治除熱方

EP T40 :1 91A 螵帩
EP T40 :1 91B

桑螵帩 遠志
石公龍 付子 枳殼  

高夏茈□  乾桑 熟地黃

EP T43 :9 0B 复延骨 丸

EP T48 :5 3A □⁄ 解吐散

EP T50 :26 (湯藥)
□ □⁄ 創□ 日□ □ □ □ □ □ 旦以湯

器置卩亢 下令
湯氣上勛創中三四日復用一分

EP T51 :4 2 3 飮藥

EP T54 :14 大黃 □ 消

EP T56 :2 2 8 栝樓
艹
或眯 麥丈句 
厚付 酒

皆合和以方寸匕
取藥一置盃酒中飮之出矢鍭

EP T56 :3 3 9 刺

EP T56 :3 6 7 飮藥

EP T59 :2 7 0 飮藥

EP S4 T2 ·6 5 淳酸 飮 皆父且以淳酸漬之壹宿費藥成浚去宰以酒飮

를 바탕으로 醫藥과 관련된 기록을 선별, 정리하여 病症과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11), 본

연구에서는 약물과 처방 및 기타 치료법에 대한 내용에 국한하

여 傷寒雜病論 등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조문의 번호가 숫자로 표시된 것은 居延漢簡으로 조문번호는

臺灣 中央硏究院 歷史言語硏究所에서 구축한 漢代簡牘資料庫
8)
를

따랐으며, 본문에서 인용한 圖版은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에

서 編한 居延漢簡甲乙編․上下9)에서 인용하였다. 조문 번호가

居로 시작하는 1개 조문은 漢代簡牘資料庫의 DB에서 확인되지 않

으나 裘锡圭의 논문7)에 근거하여 補入한 것이다. EP……로 시작

되는 조문은 居延新簡으로 조문번호는 甘肅省文物考古硏究所, 甘

肅省博物館, 中國文物硏究所,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에서 공

동 편집한 居延新簡(上․下)10)를 따랐다. 원문 중의 □ 표시는

한 글자의 해독 불능, □⁄은 두 글자 이상의 해독 불능을 표시한다.

이상의 방법으로 선별된 치법 관련 條文을 본초, 방제, 기타

치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을 아래의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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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edicinal herbs between Juyan Wooden Slips and other Han-dynasty’s Medical literatures

居延漢簡
武威漢簡 阜陽漢簡 萬物

馬王堆漢墓
神農本草經 傷寒, 金匱

본 초 명 빈 도 五十二病方 養生方

草

本

類

甘草 1 甘草 - 甘草 - 甘草 甘草

薑 4 薑 薑葉 畺,乾䕬,枯彊 ,乾 ,乾畺 乾薑 生薑, 乾薑

乾桑 1 - - 桑實,桑汁 - 桑根白皮 桑白皮

桂 4 桂 - 桂,菌桂,美桂 桂,菌桂,
艹

勻桂 牝桂,菌桂 桂枝

茈□ 1 茈胡 - 茈 - 茈胡 柴胡

膠 1 - - 膠 - 阿膠 阿膠

栝樓
艹
或眯 1 樓,活樓根 - - - 栝樓根 栝樓仁,栝樓根

桔梗 3 桔梗 - - 桔梗 桔梗 桔梗

大黃 2 大黃 - - - 大黃 大黃

半夏 1 半夏 半夏 半夏 - 半夏 半夏

伏令 1 - - 服零 伏霝,伏靈 伏苓 茯苓

付子 1 付子 - - - 附子 附子

細辛 2 細辛 細辛 - 細辛 細辛 細辛

熟地黃 1 - - - - 乾地黃 乾地黃

烏喙 1 烏喙 烏喙 烏豙 烏豙 烏頭 烏頭

遠志 1 遠志 - - - 遠志 -
枳殼 1 - - - - - 枳殼

蜀椒 1 蜀椒 蜀椒 蜀焦,蜀椒 - 蜀椒 蜀椒

朮 1 艹朮 - 木朮, 秫,
艹朮 艹朮 朮 白朮

漆 1 - - 桼 桼 乾漆 乾漆

貝母 1 貝母 貝母 - - 貝母 貝母

胡豆 1 - - - - -
厚付 1 厚朴 - 厚木付 - 厚朴 厚朴

其他

桑螵帩 1 桑卑肖 蜱蛸 - 蜱蛸 桑蜱蛸 -
淳酸 1 淳醯 醯 醯,酨,苦酒 醯,酨,㳻氵酨 - 苦酒

醇酒 1 - - 醇酒 醇酒 - 醇酒
肉
耳 1 - - 鹿茸 鹿䏔 鹿角 -

戎鹽 1 戎鹽 - 戎鹽 戎鹽 戎鹽

酒 1 溫酒 - 酒 酒 - 酒

曾青 1 曾靑 - 灌曾․灌靑 - 曾靑 -
□ 消 1 消石 芒草 硝石 - 消石 芒硝

未詳

麥丈句 1 大麥 - 麥 - - 麥芽/大麥

生□ 1 - - - - - -
复延骨 1 - - - - - -
石公龍 1 - - - - - -
□ 菜 1 - - - - - -

중 복 되 는  약 물 의  수 23 /3 5 10 /3 5 20 /35 13 /3 5 27 /3 5 2 7/3 5
비 율  (% ) 6 3 .8 2 7 .7 55 .5 3 6 .1 7 5 75

2. 藥物 및 方劑

1) 약물

居延漢簡에 나타나는 약물은 모두 甘草, 薑, 乾桑, 桂, 茈□,

膠, 栝樓
艹
或眯, 桔梗, 大黃, 半夏, 伏令, 付子, 細辛, 熟地黃, 烏喙,

遠志, 枳殼, 蜀椒, 朮, 漆, 貝母, 胡豆, 厚付, 桑螵帩, 淳酸, 醇酒,

肉
耳, 戎鹽, 酒, 曾青, □消, 麥丈句, 生□, 复延骨, 石公龍, □菜 등

36종이다. 이 가운데서 草本類에 해당하는 약물은 甘草에서 貝母

까지의 23종이고, 蟲類나 鑛物 등의 기타 약물이 9종, 기원을 명

확히 알 수 없는 약물이 5종이다.

그 중에서 螵帩는 桑螵帩를 간략히 쓴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EPT40:191 簡牘의 앞뒤 면에 螵帩와 桑螵帩가 함께 표기된 것으

로 보아서 서로 다른 약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

나, EPT40:191A를 자세히 보면11) “前所示者, 多螵帩二分半”이라

고 하여 EPT40:191B에서 “桑螵帩未有”라고 한 부분에서 桑螵帩

의 분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래는

EPT40:191B가 앞면이고 EPT40:191A가 뒷면이었으며, 多螵帩는

桑螵帩의 誤記나 誤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胡豆는 ‘오랑캐 지역에서 전래된 콩’이란 뜻으로, 현재의 완

두콩으로 豌豆, 回回豆, 蠶豆, 戎菽, 小靑豆 등으로도 불린다
13,14)

.

大豆(콩)과 赤小豆(팥)은 모두 원산지가 극동아시아 지역이며, 완

두콩은 원산지가 지중해 연안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에서는 爾
雅에 戎菽이란 이름으로 처음 기록되었으며

13)
, 醫書에서는 陳藏

器의 本草拾遺(739)에 처음 등장한다.13)

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19종의 약물 중에서 약 3/4에 해당

하는 15종의 약물이 傷寒雜病論에 收載되어 있으며, 付子(附

子), 烏喙(烏頭), 淳酸(苦酒)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재의 한자

표기까지 거의 유사하다. 또한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러한 유사성은 神農本草經 뿐 아니라 최근에 발굴된 기타 수

종의 漢代 醫簡과 비교하여도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글자에 亡失이 있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재는 高夏茈

□, 乾桑, □消, 厚付, 栝樓艹或眯, 麥丈句 등 6종이 있다. 이 중에서

高夏茈□는 한 여름에 생산되는 柴胡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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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桑은 乾桑葉 혹은 乾桑實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消는

大黃과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大黃과 相須작용을 나타내는

芒硝인 것으로 생각되며, 厚付은 厚朴의 誤寫로 생각된다. 栝樓

艹
或眯는 眯로 볼 때 栝樓根(天花粉)보다는 栝樓實로 추정된다. 麥

丈句는 보리 종류로 생각되나 大麥인지 혹은 麥芽인지 명확하지

않다. 石公龍의 경우에는 여러 문헌에서 동일한 명칭의 약재는

나타나지 않으나, 石龍子 즉 표범장지뱀(Eumeces chinensis

Gray)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13). 复延骨의 경우에는

여러 문헌에서도 동일한 약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菜의

경우 앞 글자가 亡失되어 정확한 약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居延漢簡에 수록된 약물과 현존하는 傷寒雜病論, 神農
本草經 및 최근에 출토된 기타 漢代 의학서적을 비교한 것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居延漢簡의 수재 약물들은 五
十二病方(55.5%), 神農本草經(75%), 武威醫簡(63.8%), 傷寒
雜病論(75%)에 수록된 약물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阜陽
漢簡 중의 萬物(27.7%), 馬王堆醫書 중의 養生方(36.1%)

과는 중복되는 약물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武威醫簡
과 五十二病方의 경우 各科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많아15) 居延漢簡의 질병 치료 목적과 부합하고, 神農本草經
의 경우 漢代까지의 약물 지식을 총정리 한 서적이기 때문에15)

居延漢簡의 약물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傷
寒雜病論과도 중복되는 약물이 많은데, 주로 溫裏藥, 解表藥, 瀉

下藥, 理氣藥 등의 비중이 높다. 반면 중국에 현존하는 최초의 약

물학 전문서적인 萬物의 경우 前漢 초기에 기록된 서적이기

때문에15)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효능으로 볼 때

직접적인 치료 약물 외에 보양약물이나 독약 등이 함께 등재되

어 있어서
15)

치료 약물 위주로 등재된 居延漢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養生方의 경우도 양생보건 처방으로 대부

분 保養하고 陰痿 등의 성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처방이 많아15) 
居延漢簡의 치료 약물 위주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중복 약물

의 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2) 방제

처방의 명칭이 명확하게 수록된 것은 傷寒四物(089.020), 單

衣受寒□(136.040), 馬欬涕出方(155.008), □水流水方

(403.018+350.044), 傷臟藥(EPT9:3), 治除熱方(EPT10:8), □⁄解吐散

(EPT48:53A) 등 모두 7개이다. 이 중에서 실제 처방의 내용이 존

재하는 것은 傷寒四物, 治除熱方, 馬欬涕出方의 세 가지이고, 나

머지 네 처방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傷寒四物(089.020)은 烏喙, 細辛, 朮, 桂로 이루어져 있으며,

“以溫湯飲, 一刀刲, 日三夜再行. 解不出汗.”라고 하여 처방의 복

용법과 용량, 복용 횟수, 복약 후의 반응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

어 있다. 특히 복약 후의 반응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 매우 빈

용되는 처방으로서 치료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처방은 구성이 武威漢簡의 傷寒遂風方16)이나 
傷寒論의 麻黃細辛附子湯이나 麻黃甘草附子湯17)과 비슷하다.

傷寒遂風方은 附子, 蜀椒, 澤瀉, 烏頭, 細辛, 白朮의 6가지 약재로

구성되며 이는 傷寒四物에 비해 附子, 蜀椒, 澤瀉가 더해졌고 桂

가 빠진 것으로 烏頭, 細辛, 白朮은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처방의 공통점은 烏頭, 細辛, 附子, 蜀椒, 桂와 같

은 溫裏하는 약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扶陽을 통하여 외부의 寒

邪를 驅逐한다는 데 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溫陽散寒에 해당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治除熱方(EPT10:8)은 貝母, 桔梗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처방명은 열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이라는 의미이고, 貝母

와 桔梗이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주로 外感에 의한 胸膈의 熱

痰, 즉 咽喉炎이나 肺炎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傷寒論의 三物白散
17)

, 金匱要略의 外臺桔梗白散
18)

이 모두 桔梗, 貝母, 巴豆로 구성되어 가장 유사하지만, 治除熱方

에는 巴豆가 없어서 寒實結胸이 아니라 熱證의 肺癰을 치료하는

것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적으로는 淸化熱痰의 치법으

로 볼 수 있다.

馬欬涕出方(155.008)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처방이 아니라 말

의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처방명으로 볼

때 말이 기침과 콧물이 있는 경우로 일종의 감기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戎鹽, 즉 티벳고원(戎)의 鹽湖에서 생산되

는 소금
13)
을 주었다. 유목민족인 匈奴와 대치하던 당시의 居延지

역 병영에서는 말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하나였으므로 말의 질환

도 특별히 중요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傷臟藥(EPT9:3), 單衣受寒□(136.040), □水流水方

(403.018+350.044), □⁄解吐散(EPT48:53A) 등의 처방은 구성하는

약재들이 기록되지 않거나 결손이 되어 있어서 처방의 전모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처방명에 따라 그 효능을 추론해 보

면 傷臟藥은 內臟이 손상을 입었을 때 사용한다는 것인데, 內臟

에 外傷을 입은 것인지 內傷에 의한 질환인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 □水流水方은 처방명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生□” 뿐으

로, 전체적으로 缺落이 심하여 어떠한 처방인지 확인하기 힘들

다. 다만 水氣와 관련된 어떤 증후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생각된

다. □⁄解吐散도 구체적인 병증이나 약물은 알 수 없으나 일종의

吐法을 사용하는 처방인 것으로 생각된다. 單衣受寒□은 옷을 얇

게 입고 寒邪를 입었을 때 쓰는 처방으로 생각되며, “湯藥置□

中, 加沸湯上□, 湯不可飲”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내복약이 아니

라 일종의 熏蒸藥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熏蒸 혹은 薰洗의 방법

은 金匱要略에서 百合病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百合洗方, 狐

惑病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苦蔘湯 등과 일맥상통한다
18)

. 다만 
金匱要略의 百合洗方은 薰洗와 內服을 겸하는 데 비하여, 單衣

受寒□은 “湯不可飲”이라고 한 것이 특이하다. 현대적으로는 熏

蒸을 통한 外治法으로 溫散解表하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丸藥의 경우는 제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傷
寒論 80조, 105조 등에서 특정 사하제를 지칭하는 용례로 사용

된 것과
17)

275.008에서 病心腹에 적용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傷寒論에서도 下法을 위해 “丸藥”을 써서 裏實熱證의 大便

燥結을 치료한 것17)과 같이 居延漢簡에서도 “丸藥”이라는 기

성 처방을 통해 心腹의 脹滿痛을 치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처방명이 붙어 있지 않은 무명의 약물 조합이 10가

지이다. 먼저 蜀椒, 桔梗, 薑, 桂의 조합(136.025)은 주로 溫裏藥,

解表藥 등으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傷寒四物의 구성과도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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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로 外感寒邪로 인한 傷寒病 등에 寒邪를 없애고 中焦를 덥

히는 데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傷寒論에서 이와 유사한 약

물 조합을 가진 처방으로는 蜀椒, 乾薑, 桂枝가 포함된 烏梅丸
17)

과 桂枝, 生薑, 蜀漆이 포함된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龍骨救逆湯
17)이 유사하나, 전체적인 方義는 본 약물 조합과는 다르다. 또한

細辛과 桂의 조합(149.032)도 역시 裏部와 表部를 동시에 따뜻하

게 해서 辛溫散寒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傷寒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傷寒論에서 細辛과 桂枝가 함께 사용

된 처방으로는 小靑龍湯, 烏梅丸이 있고
17) 金匱要略에서는 侯

氏黑散, 小靑龍加石膏湯,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18)이 있는

데, 方義로 볼 때 裏飮外寒에 사용하는 小靑龍湯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2개의 처방은 모두 溫熱藥를 사용하면서

發散風寒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傷寒論의 汗法 및 溫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大黃과 □消(EPT 54:14)의 조합은 □消을 芒硝로 본다면 腸

內의 燥屎를 없애는 承氣湯類17)와 유사하며 傷寒論의 입장에

서는 下法으로 볼 수 있다. 大黃, 半夏, 桔梗(EPT 9:7A)의 조합은

瀉下와 함께 祛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의 구

성상으로는 傷寒論이나 金匱要略에서 유사한 처방을 찾기

어렵다. 대황과 반하가 함께 사용된 처방은 大柴胡湯과 柴胡加龍

骨牡蠣湯, 苓甘五味加薑辛半杏大黃湯이 있고, 길경과 반하가 함

께 사용된 용례 金匱要略의 赤丸18)이 있으나 方義가 전혀 다르

고, 대황과 길경이 함께 사용된 용례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方義

로 보았을 때는 小結胸證에 淸熱化痰, 寬胸開結하는 小陷胸湯과

유사하다17). 두 처방은 반하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본 약물

조합에서는 황련 대신 대황, 과루실 대신 길경이 사용되어 胸膈

에 국한된 小陷胸湯에 비하여 작용의 범위가 넓은 점이 다르다.

또한 寒實結胸證에 涌吐痰實, 瀉下寒積하는 三物白散과도 유사

한데17), 두 처방은 길경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본 약물 조합

에서는 巴豆 대신 大黃, 貝母 대신 半夏가 사용되어 전반적으로

寒證이 아닌 實熱證의 痰飮에 사용되는 약물로 대체되어 있다.

이상 2개의 약물 조합은 모두 大黃이 사용되어 下法을 목표로 사

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栝樓
艹
或眯, 麥丈句, 厚付, 酒(EPT 56:228)의 네 가

지로 구성된 약물 조합으로, 麥丈句의 정확한 기원을 알기 어렵

다. 다만 栝樓艹或眯을 瓜蔞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과루인-후

박의 조합으로 볼 때 氣滯痰結을 없앨 수 있는 처방으로 생각되

며, 傷寒論과 金匱要略에서는 栝樓實을 사용한 小陷胸湯17)

이 약물 구성상으로는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의 복용

법 중에 보면 “飮之出矢鍭”라는 표현으로 보아서는 약을 마시고

나서 몸에 박힌 화살[矢鍭]을 뽑아낸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마취

제나 진통제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薑, 伏令(EPT 9:7B)의 약물 조합은 茯苓으로 水氣를 없애고

薑으로 溫中하면서 降逆하는 작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傷寒論에서는 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麻黃升麻湯, 茯苓

甘草湯, 茯苓四逆湯, 眞武湯, 柴胡加龍骨牡蠣湯 등17)에서 이 약물

조합이 사용되었고, 金匱要略에서는 茯苓澤瀉湯, 甘草乾薑茯

苓白朮湯, 苓甘五味薑辛湯, 桂苓五味甘去桂加薑辛夏湯, 苓甘五味

加薑辛半夏杏仁湯, 苓甘五味加薑辛半行大黃湯 등18)에서 이 약물

조합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체내의 水氣를 辛散과 利水를 겸

하여 제거하는 下法의 처방으로 생각된다.

漆, 膠, 醇酒(265.041)의 조합은 漆을 乾漆로 본다면 金匱要
略의 大黃蟅蟲丸18)에서처럼 內有乾血, 즉 瘀血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膠를 阿膠로 해석한다면 補陰補血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醇酒도 活血藥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액체

보료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다. 전체적으로 이 처방은 주로 오

래된 만성 어혈로 인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으로 생각되

며, 活血로 보아 消法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補法으로 볼 수 있다.

桂, 胡豆,
肉
耳(488.001)의 조합은 구성 약물 중

肉
耳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나, 字形으로는 茸 즉 녹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䏪와 동일한 글자로 본다면 동물의 ‘질긴 힘줄’

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胡豆의 藥性은 명확하지 않으나 
本草綱目14)

에 의하면 利小便, 調榮衛, 益中平氣 등의 효능이 있

는 것으로 보아 大豆와 대동소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

면 이 약물 조합은 鹿茸이나 동물의 힘줄 부분을 완두콩과 계지

를 넣고 삶은 것으로, 馬王堆漢簡 중 養生方에 수록된 동물성

保養 처방15)들과 유사하게 보인다. 傷寒論 중에는 유사한 처방

이 없고, 金匱要略의 當歸生薑羊肉湯18)이 동물성 보양 처방이

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다. 전체적으로는 溫裏하고 補益氣血

하는 효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桑螵帩, 遠志, 石公龍, 付子, 枳殼, 高夏茈□, 乾桑, 熟地黃

(EPT 40:191B)의 약물 조합은 미상의 약물이 많고 구성이 매우

복잡하여 처방의 전모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일단 石公龍을 破結

行水하는 石龍子로, 乾桑을 滋補肝腎, 利水消腫하는 桑實(桑椹

子)로, 茈□을 柴胡로 보고 해석하자면, 熟地黃-桑椹子-桑螵帩는

滋補肝腎19)을 목표로, 石龍子-桑椹子는 癩癧이나 惡瘡의 破結을

목적19)으로 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附子로 溫中하면서

柴胡로는 淸熱하고, 枳殼으로는 行氣, 遠志로는 祛痰하는 등
19)

복잡한 작용을 하는 다양한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陰血이 허약한 환자가 癩癧이나 惡瘡이 발생하여 裏寒과 表熱이

동시 혹은 교대로 나타나면서 氣滯痰飮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약물의 寒熱補瀉가 뒤섞인

복잡한 구성의 처방은 傷寒論이나 金匱要略에도 烏梅丸, 麻

黃升麻湯, 鱉甲煎丸, 薯蕷丸, 大黃蟅蟲丸 등이 있으며,
17,18)

이 중

에서는 補陰과 淸熱-溫中, 祛痰이 복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鱉甲煎丸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이 처방

에서 熟地黃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출토된 다른

漢代 醫籍에서는 地黃이 수록되지 않았으며 神農本草經과 傷
寒論에서도 乾地黃만 수록되어 있지 熟地黃은 없다.

复延骨(EPT 43:90B)은 “复延骨各一丸”이라고 한 것으로 보

아 하나의 약물로 보는 것이 옳겠으나, 약재의 기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효능을 유추하기 어렵다. 또한 复延骨을 약재명이 아니라

“뼈의 손상[骨]을 되돌리고[复] 늘이는[延]” 효능을 가진 처방명

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처방은 金瘡에 사용하

는 金匱要略의 王不留行散18)과 효능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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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형

居延漢簡에 등장한 제형을 살펴보면, 膏藥, 飮藥, 酒飮, 湯

藥, 丸藥(丸)의 5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사용 빈도는 膏藥 1회,

飮藥 12회, 酒飮 2회, 湯藥 2회, 丸藥(丸) 3회 활용되었으며, 膏藥

과 湯藥은 外用劑의 형태이고, 나머지는 모두 內服하는 제형이다.

먼저 膏藥은 149.019+511.020의 1개 조문에 나타나는데, “病

傷頭、右手, 傅膏藥”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外傷이나 감염 등으

로 머리와 오른손의 질환에 현재 皮膚外科에서 활용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피부에 膏藥을 붙이는 형태로 보인다. 傷寒論에서는

膏劑 형태의 처방은 나타나지 않으며, 金匱要略에서는 烏頭煎

方, 豬膏髮煎, 小兒疳蟲蝕齒方의 세 처방을 膏劑의 형태로 볼 수

있다.
18)

그러나 이 처방들은 모두 외용제가 아니므로 居延漢簡
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金匱要略의 2-1조에서

“四肢纔覺重滯, 卽導引․吐納․針灸․膏摩, 勿令九竅閉塞”18)라

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膏劑를 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湯藥은 136.040의 “湯藥置□中加沸湯上□湯不

可飲”과 EPT50:26의 “□□⁄創□日□□□□□□旦以湯器置卩亢下

令湯氣上勛創中三四日”에 2회 나오는데, 모두 현재의 湯藥과는

달리 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외용으로 熏蒸이나 洗滌을 위해 사

용하고 있다. 특히 136.040에서 “湯不可飲”이라고 명확히 밝힘으

로써, 湯劑는 원래 내복약의 제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傷寒論에는 훈증이나 세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처방이 나타

나지 않으나,
19) 金匱要略에는 百合洗方, 苦蔘湯, 礬石湯, 狼牙

湯 등 4개의 처방이 존재한다.18) 이 처방들은 모두 百合病, 狐惑

病, 脚氣, 陰瘡 등 雜病에 사용되고 있으나, 居延漢簡에서는

136.040의 單衣受寒方의 경우와 같은 傷寒病의 경우에도 湯劑로

熏蒸, 洗滌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飮藥은 총 12회로 가장 많이 사용된 劑型이며, 현재의 湯藥

과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이 약재를 물에 넣어

끓인 다음에 마시는 것보다는 傷寒四物(089.020)에서 “以溫湯飲,

一刀刲, 日三夜再行. 解不出汗.”라고 한 것과 같이 약재를 散劑

형태로 보관하다가 일정량[一刀刲]을 더운 물[溫湯]에 타서 마시

는 형태로 보인다. 酒飮(EPT56:228, EPS4T2·65)은 飮藥의 특수한

형태로 더운 물 대신에 술을 섞어 마시는 것으로 일반적인 飮藥

에 비해 빠른 약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PT56:228의 경우에는 일종의 진통제, 마취제의 개념으로 사용

되었으므로 술 자체도 진통효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傷寒論과 金匱要略에서는 이러한 飮劑의

경우 대부분 ‘散劑’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傷寒論에서는 瓜蒂

散, 五苓散, 四逆散, 牡蠣澤瀉散, 燒褌散, 十棗湯, 文蛤散, 白散 등

이 있으며,
19) 金匱要略에서는 瓜蔞牡蠣散, 百合滑石散, 赤小豆

當歸散, 蜀漆散, 侯氏黑散, 頭風摩散, 天雄散, 獺肝散, 桔梗白散

등 총 32종의 처방이 나타난다20). 이 중에서 환처에 안마하는 용

도로 사용하는 頭風摩散 1방
20)
을 제외하고는 모두 內服이며, 十

棗湯의 경우 이름은 湯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감수, 대극, 완

화를 가루 내어 棗湯에 타서 마시는 형태19)이므로 산제로 분류하

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丸藥(丸) (265.002, 275.008, EPT43:90B)은

275.008에서 처방명에 丸藥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傷寒論과 
金匱要略에서 환약은 棗肉, 煉蜜, 生薑汁糊 등의 점성이 있는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가루로 만든 재료를 둥글게 뭉쳐 만든 것

으로 주로 내복용이다. 275.008, EPT43:90B에서 복용법과 약재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유추는 힘들지만, 265.002에서

‘如梧實, 先餔食, 吞五丸’이라고 하였으므로 내복약으로 생각된

다. 傷寒論 및 金匱要略의 처방에서 보료로 煉蜜을 사용한

것은 麻子仁丸, 梅丸, 大陷胸丸, 腎氣丸, 理中丸, 當歸貝母苦蔘丸,

薯蕷丸, 大黃蟅蟲丸, 皂莢丸, 烏頭赤石脂丸, 括蔞瞿麥丸, 九痛丸

등이 있으며,19,20) 煉蜜 이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鱉甲煎丸의 경우 鍜竈下灰와 淸酒를, 乾薑人蔘半夏丸은 生

薑汁糊, 竹皮大丸은 棗肉을 보료로 사용하였다.19,20) 또한 抵當丸

의 경우는 특별한 보료가 없이 환을 만들고 복용할 때 환약을 다

시 끓여서 복용하는데,
17)

앞서 말한 飮藥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복용법

약의 구성 뿐 아니라 복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된

것은 089.020, 265.002, 265.041, 497.020, EPT56:228, ETS4T2․65

의 6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089.020은 傷寒四物의 복용법으

로서 “以温湯, 飮一刀刲, 日三夜, 再行. 解不出汗.”으로 약을 溫湯

과 함께 칼로 한번 뜬 분량을 낮 3회, 밤 2회라는 복용 횟수까지

복약법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사항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병이 나으면 땀이 나지 않는다는 예후에 대

한 언급이다. 傷寒論과 金匱要略에서도 복용 횟수를 언급한

처방은 매우 많은데, 晝三夜二라는 본 처방과 동일한 복용 횟수

를 가지는 처방은 傷寒論 173조의 黃連湯
17)
을 들 수 있다. 또한

복약 후 예후를 언급한 처방은 傷寒論 29조의 桂枝去桂加茯苓

白朮湯17)에서는 소변이 잘 나오면 병이 낫는다고 하였고, 金匱要
略 17-19조의 文蛤湯

18)
의 경우 약을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땀이

나면서 낫는다고 하였다. 이 외에 땀이 병의 예후와 관련되는 예

로 五苓散17), 金匱要略 4-4조의 白虎加桂枝湯 등18)이 있다.

265.002은 환약의 복용법으로 “始捂實, 先餔食, 吞五丸.” 배부

르게 식사한 후에 복용할 것을 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

련하여 傷寒論이나 金匱要略의 복용법을 보았을 때 식사여

부와 관련하여 식전 복용을 언급한 처방들이 있다. 예를 들어 
金匱要略 15-18조의 茵蔯五苓散은 先食飮方寸匕, 金匱要略 
20-2조의 桂枝茯苓丸은 每日食前一服18)이라고 하였다. 역시 金
匱要略 6-16조의 薯蕷丸은 空腹酒服一丸

18)
으로 술과 함께 식전

에 먹는다.

265.041은 漆 膠 醇酒로 구성된 처방의 복용법으로 “財足以

消膠, 膠消內漆, 撓取沸.” 膠를 넣어 없어지면 다른 약재를 추가

로 넣어 끓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傷寒論과 金匱要略에서는

膠가 배합될 시 복약 전 녹여서 따뜻하게 마시는데, 芎歸膠艾

湯,
18)
炙甘草湯

17)
등이 있다. 반면 傷寒論 303조의 黃連阿膠湯

은 아교를 녹인 후 鷄子黃을 섞어 먹는다17). 아교를 녹인 후 추가

되는 재료가 있다는 점에서 265.041과 가장 유사하다.

그리고 497.020은 구성약물은 누락되어 알 수 없으나 “幷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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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 以方寸匕.” 약재의 용량을 정확히 기록하였다. 方寸匕는 傷寒
論 및 金匱要略에 자주 등장하는 복용량이다. 이것은 軍陣에서

전문적인 의사가 상주하지 않았지만, 비전문가라도 약재를 사용할

때 정확한 양을 재기에 적합했던 방법으로 보이며 이런 편의성으

로 인해 후대에도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

면 傷寒論 71조의 五苓散은 以白飮和服方寸匕
17)

, 金匱要略 
13-6조의 文蛤散은 以沸湯五合, 和服方寸匕18)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EPT56:228은 栝樓
艹
或眯, 麥丈句, 厚付, 酒로 구성된

처방으로 “皆合和, 以方寸匕. 取藥一置盃酒中, 飮之, 出矢鍭.”라

고 하였다. 사방 1寸의 숟가락으로 떠서 술에 타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배합량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약을

먹고 난 후 矢鍭를 뽑는 것은 추가적인 외과적인 조치가 가해진

것이다. 傷寒論과 金匱要略의 경우 주로 외감 및 내상에 대

한 처방을 다루는 서적이므로 외과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찾기

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取藥一置盃酒中와 같이 술과 함께 복용하

는 방법은 金匱要略 20-9조의 當歸散은 酒飮服方寸匕, 20-10조

의 白朮散은 酒服一錢匕 등18)이 있다.

마지막으로 ETS4T2․65은 “父且, 淳酸漬之壹宿, 費藥成浚,

去宰.”으로 약재를 잘게 부수는 것과 식초에 하루 정도 묵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약을 잘게 부수는 방식은 傷寒論 및 金匱要
略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桂枝湯의 “右五味㕮咀”

17)
와 澤

漆湯의 㕮咀18)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액체에 하루 담가 두는

예로 傷寒論과 金匱要略의 烏梅丸이 “以苦酒漬烏梅一

宿”
17,18)

, 金匱要略 3-2조의 百合知母湯은 “先以水洗百合, 漬一

宿”18)로 각각 苦酒와 물에 담갔다.

3. 기타 治法

1) 침구법

침구법은 약물치료에 비하여 그 숫자가 매우 적은 편으로,

149.029, 049.013+049.031, 159.009, 517.016, EPT56:339의 5곳에서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049.013+049.031에서 “久背”, 149.029에

서 “久(灸)脛” 등으로 구체적인 穴名을 언급하는 대신 인체의 대

략적인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침구법은 전문적인

의료인만이 가진 기술로 비전문가인 吏士들로서는 구체적인 치

료방법을 명확하게 서술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吏士가 직접 침구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 의한 침구 처

치의 결과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침구법에 대한 기술이 매우

소략한 것이다. 물론 十二正經과 寄經八脈 등에 대한 정확한 학

술적 개념이 정립되어 널리 퍼지기 전이기 때문인 것
21)
으로 생각

할 수 있지만, 동시대의 문헌인 武威醫簡에서 三里, 肺兪 등의

혈명을 언급하고 자침의 깊이, 호흡을 이용한 유침 시간의 설정

등이 언급된 것
16)
으로 보아서는 침구법이 전문적 醫家들 사이에

서만 秘傳되던 기술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159.009에서는

“刺廿針”이라고 하여 침의 자극량을 횟수로 표시한 것이 흥미로

운데, 靈樞 壽夭剛柔 나 終始 등에서 병을 앓은 날짜에 따라

침치료의 반복 횟수를 결정한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22). 또한

049.013+049.031에서는 약을 복용하면서 등에 뜸을 뜬다는 기술

이 있어서, 당시에도 이미 灸藥이 병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59.009의 경우 久脛, 刺廿鍼라는 기록과 517.016의 □⁄尺七

寸, 久左肩□라는 문장에서 漢代에 이미 침과 뜸이 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居延漢簡의 기록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

는 침약 분리의 주장이나 침구병용이 자신의 독창이라는 일부

재야 침구사의 주장과는 달리 침약병용, 침구병용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문헌적 근거로 생각된다.

2) 외치법

居延漢簡에는 내복약 뿐 아니라 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외치법이 있는데 이것은 136.040, 149.019+511.020, EPT50:26 의 3

조문에서 나타난다. 136.040은 “湯藥置□中, 加沸湯, 上□. 湯不

可飲.”으로 어느 부위에 사용하는지 누락으로 자세히 알 수 없지

만 탕약이 음용할 수 없다는 설명에 의해 이 약이 복용을 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추정해 볼 때 외부에

바르거나 씻어 내는 약으로 생각된다. 149.019+511.020은 “傅膏

藥”으로 傷寒論에서는 고약을 확인하기 힘들고
19) 金匱要略

의 2-1조에서 膏摩18)라는 언급을 통해 고제를 외용으로 사용하였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PT50:26은 “以湯器置卩亢下,

令湯氣上, 勛創中, 三四日復一分.”으로 상처부위를 湯氣로 쐰다는

점에서 金匱要略 3-11조의 苦蔘湯18)에서 熏洗法과 비슷하다.

4. 기타 의료 상황

약물의 복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簡牘의 기록자인 吏士들

이 증상으로 판단하여 傷寒四物과 같은 간단한 상비약을 투약하

되, 때로는 전문적인 醫師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049.013+049.031, EPT53:134, EPF22：82의 3조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049.013+049.031에서 “久背□

□二所□□後數日, 府醫來到, 飲藥一齊, 置□”의 경우 오랫동안 병

소가 낫지 않자 의사를 초청하여 약을 지어 먹이게 하였고,

EPT53:134는 “□⁄官遣醫, 診治□□⁄”라고 하여 官에서 의사를 파견

하여, EPF22：82에서는 “……今言府請, 令就醫”의 경우 상급 기관

에 의사를 파견하여 진단, 치료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醫師의 진료를 받더라도 병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후송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058.024+058.025A “三人病歸肩水　一人病□　一人□□

□□□　　二人□□　 一人□□昌”처럼 肩水金關과 같은 큰 요새

에 환자를 이송하거나, EPT65:117 “□第十五……歸養病十日”처

럼 병의 차도를 위해 며칠간 귀향시켜 요양한 기록도 나타난다.

이 외에도 300.008에는 “二月壬子, 置佐迺市, 薑二斤”라는 기록

이 있어서, 보급품으로서의 薑과 같은 약재를 구입한 기록도 있

어서 당시 군대의 약품 보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고 찰

이상에서 居延漢簡에 사용된 치료법을 구체적인 치료 방

법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한나라가 居延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는 漢武帝 太初三年(BC 102)에서부터 後漢 光武帝 建武六年

(AD 30)까지이므로2), 당시 거연 지역에 주둔하던 군대의 행정문

서인 居延漢簡의 성립 연대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기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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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따라서 居延漢簡에 포함된 의학적 기록은 연대

가 비교적 분명한 漢代 130여 년 간에 이루어진, 군대 吏士라는

의료 비전문가에 의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응급처치의 기록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출토된 고대 漢簡 중에서 동일한

시기에 성립된 의료 전문가의 기록으로 생각되는 武威漢代醫簡
, 五十二病方 등에 비하여 의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의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쓰인 기록이라는 측면

에서 오히려 당시 軍陣 의료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

록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傷寒이라는 병명과 傷寒論 및 金
匱要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들이 다양하게 언급되

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11), 傷寒論 이전에 傷寒病에 대해서 실

제 어떻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먼저 약재와 처방을 현대적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약재

의 경우 補益藥 6가지, 化痰止咳平喘藥 5가지, 溫裏藥 4가지, 解

表藥과 活血祛瘀藥이 3가지, 瀉下藥과 收澁藥이 2가지, 芳香化濕

藥과 理氣藥, 安神藥이 1가지, 기타가 7가지로 나타났다(Table 3).

전반적으로 溫裏藥, 化痰止咳平喘藥, 解表藥이 많은 것은 당시에

居然 지방이 서북방의 최전방 지역으로 겨울철의 혹한이 심하였

고, 당시 한나라에는 온돌과 같은 난방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으므

로
23)
寒邪에 의한 질병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

용은 風寒邪의 침범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법 및 전변, 예후 등을

다룬 傷寒論의 기본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medicinal herbs and prescriptions in

Juyan Wooden Slips

약 재 처 방

解表藥
薑(生薑) , 茈□ , 

細辛

單衣受寒□ (136 .04 0 )
傷寒四物(08 9 .02 0 )a )溫裏藥과  중 복

蜀椒, 桔梗, 薑, 桂(1 3 6 .0 2 5 )b )溫裏藥과  중 복

瀉下藥 大黃, □ 消(芒硝)
丸藥

大黃, □ 消(E P T  54 :1 4 )
大黃, 半夏, 桔梗(E P T  9 :7A )

芳香化濕藥 厚付

利水滲濕藥 伏令, 胡豆(豌豆) 薑, 伏令(E P T  9 :7B )

溫裏藥
薑(乾薑) , 付子, 

烏喙, 蜀椒

傷寒四物(08 9 .02 0 )a )
蜀椒, 桔梗, 薑, 桂(1 3 6 .0 2 5 )b )

桂, 胡豆, 肉耳(48 8 .00 1 )c )補益藥과  중 복

理氣藥 枳殼
桑螵帩, 遠志, 石公龍, 付子, 枳殼, 高夏茈□ , 
乾桑, 熟地黃(E P T  40 :1 91B )d )補益藥과  중 복

活血祛瘀藥 漆, 醇酒, 酒 漆, 膠, 醇酒(2 6 5 .0 4 1 )e )補益藥과  중 복

化痰止咳平
喘藥

乾桑(桑白皮) , 
栝樓
艹
或眯(瓜蔞

仁) , 
桔梗, 半夏, 

貝母

治除熱方(E P T1 0 :8 )
大黃, 半夏, 桔梗(E P T  9 :7A )

安神藥 遠志

補益藥

甘草, 
乾桑(桑實) , 膠, 

熟地黃, 朮, 
肉
耳(鹿茸,鹿䏔,鹿

角)

桂, 胡豆, 肉耳(48 8 .00 1 )c )
桑螵帩, 遠志, 石公龍, 付子, 枳殼, 高夏茈□ , 

乾桑, 熟地黃(E P T  40 :1 91B )d )
漆, 膠, 醇酒(2 6 5 .0 4 1 )e )

收澁藥
桑螵帩, 

淳酸(苦酒)
涌吐藥 □⁄ 解吐散(E P T4 8 :53A )

기 타

戎鹽, 曾靑, 
麥丈句, 生□ , 

复延骨, 石公龍, 
□ 菜  

馬欬涕出方(15 5 .00 8 )
傷臟藥(E P T9 :3 )

□ 水流水方(4 0 3 .0 1 8+ 350 .0 4 4 )
栝樓
艹
或眯, 麥丈句, 厚付, 酒(E P T  5 6 :2 2 8 )

复延骨(E P T  4 3 :90 B )

傷寒論 등 후대의 문헌과 비교하였을 때, 居延漢簡에서

사용된 약재 및 처방의 몇 가지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桂

枝는 傷寒論에서 桂枝湯, 葛根湯, 麻黃湯 등을 비롯한 매우 다양

한 처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17), 居延漢簡에서도

136.025, 089.020, 488.001 등의 조문에서 解表, 溫裏, 補益 등을 목

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桂枝는 주로 광동성 이남의 남방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재이기 때문에 일본의 大塚敬節은 傷寒論
解說24)에서 傷寒論을 內經 중심의 북방의학과 구분되는 남

방의학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본학계에서는 이를 상식처럼 받아 들

였다.25) 이러한 傷寒論 남방의학설에 대해서는 나가사와 모토오

에 의해서 이미 의문이 제기된 바 있기도 하지만25), 居延漢簡을
통해서 볼 때도 서북방 최전선 지역인 居延에서 높은 빈도로 桂枝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前漢代에 이미 중국 내부에서 약물의 유통

경로가 남방에서 북방까지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계지

와 같은 남방 유래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것 때문에 傷寒論을 남

방의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Trade and distribution of medicinal herbs, described in Juan
Wooden Slips.

戎鹽의 경우에는 티벳 고원의 鹽湖에서 나오는 소금으로서 
金匱要略의 茯苓戎鹽湯에서 사용되었는데18), 居延漢簡에서 이

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漢代에 티벳 고원과의 교역루트가

확립되어 戎鹽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胡豆(완두콩)

의 경우 爾雅에도 戎菽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15) 前漢代에 이

미 수입되어 재배된 작물로 추정된다. 熟地黃의 경우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대부분 乾地黃으로 수록되어 있고

17,18)
, 神農本

草經에는 生地黃과 乾地黃이 수록되어 있으며15), 기타 漢代의 출

토 문헌에는 地黃 자체의 언급이 없다. 기존에 熟地黃에 대한 최

초 기록은 남북조시대의 雷公炮炙論으로 알려져 있으나,
13)

본

연구 결과 居延漢簡에서 熟地黃의 사용기록이 확인되어 기존

보다 약 500년 앞선 後漢 光武帝 이전에 地黃을 修治하여 熟地黃

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傷寒論의 大承氣湯 및

調胃承氣湯의 핵심 약대인17) 大黃과 芒硝를 함께 사용한 기원을

居延漢簡에서 확인할 수 있다. 大黃과 芒硝는 相使 관계인 약

물로서 瀉下 작용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배합이

傷寒論 이전부터 한대에 널리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

에도 수치를 위한 보료로 醇酒, 酒, 淳酸(苦酒), 戎鹽 등이 사용되

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武威醫簡에도 醯, 溫酒(淳酒)
16)

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漢代 이전에 이미 수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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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양한 보료의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居延漢簡에 수록된 漢代의 약물학적 지

식은 현존하는 傷寒論, 金匱要略과 내용상 유사성이 있으며,

주로 서북지방의 특성상 風寒邪에 대처하였다는 점에서 傷寒論
과의 연관성에 대해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한나

라의 약물의 유통 및 교역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熟地黃이나 大黃-芒硝의 약대의 기원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居延漢簡에 수록된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

방은 解表藥, 補益藥, 溫裏藥, 瀉下藥 3가지, 化痰止咳平喘藥 2가

지, 涌吐藥과 活血祛瘀藥이 1가지, 기타가 5가지로 나타났다

(Table 3). 전반적으로는 약물과 마찬가지로 補益藥, 解表藥, 溫

裏藥, 化痰止咳平喘藥 등과 같이 傷寒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처

방의 빈도가 높았으며, 瀉下藥, 活血祛瘀藥 등 傷寒論과 金匱
要略에서 중시되는 처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居延漢簡 
전체에서도 “傷寒四物”이라는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傷寒”이라는 특정 병명을 처방명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처방의 구성이나 복용법, 복약 후의 반응 등에 대해서 간결하면

서도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당시 軍陣 의학에서 사용된 처

방의 典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傷寒四物(089.020)은 烏喙, 細辛, 朮, 桂로 구성된 처방으로,

付子, 蜀椒, 澤舄, 烏喙, 細辛,
 艹朮로 구성된 武威漢簡의 傷寒遂

風方(武威6-7)16)과 처방명이나 약물 구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

다. 또한 136.025의 蜀椒, 桔梗, 薑, 桂이 傷寒四物과 傷寒遂風方

의 중간 정도의 처방으로 생각되며, 武威8의 “治雁
殸瓦□□□言

方: 朮, 防風, 細辛, 薑, 桂, 付子, 蜀椒, 桔梗”16)의 구성도 136.025

의 처방과 유사하다. 이 네 가지 처방을 약물 구성의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Table 4에 나타낸 것처럼 네 처방은 모두 溫裏, 辛溫

解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傷寒四物은 健脾利水,

136.025는 祛痰, 武威醫簡의 두 처방은 健脾利水와 祛痰의 효

능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모두 烏喙, 細辛, 桂, 朮 등

을 기본으로 蜀椒, 桔梗, 薑을 적절히 가감함으로써 처방을 靈活

하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처방의 구성과 변용은 傷
寒論과 金匱要略에서 기본방과 변방을 통하여 처방을 운용하

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의 비교를

통하여 居延漢簡과 武威醫簡은 작성의 시간적, 지리적 배경

뿐만 아니라 실제 수록하고 있는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의료의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작성한 이 두 문헌을 세

심하게 비교함으로써 두 문헌의 구체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의학 지식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비전문가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상의 처방들을 桂枝湯과 비교하면 居延漢簡과 武
威醫簡을 비롯한 前漢 시대의 의학과 傷寒論에 나타나는 後

漢 이후 의학의 연계성과 차별성이 확인된다. 傷寒論의 처방

중에서는 유사한 처방을 확인할 수 없으나 寒邪直中의 병증에

溫熱藥과 解表藥을 병용하여 溫陽發汗한다는 方義로는 麻黃附子

細辛湯이나 麻黃附子甘草湯과 유사하며, 麻黃이 없다는 면에서

는 桂枝湯이나 桂枝加附子湯 등과도 유사하다. 또한 辛溫解表劑

의 기본으로서 처방의 중요도와 方後注文의 完整性 등을 고려할

때, 위의 처방들을 桂枝湯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Table 4. Comparison of three prescriptions used for Shanghan in

Juyan Wooden Slips and Wuwei Medical Wooden Slips

조 문 처 방 명 중 요  약 대 효 능

089 .0 2 0 傷寒四物
烏喙-細辛-桂 溫裏, 辛溫解表

朮 健脾利水

136 .0 2 5 -
蜀椒-薑-桂 溫裏, 辛溫解表

蜀椒-桔梗-薑 祛痰

武威6 -7 傷寒遂風方

付子-蜀椒-烏喙-細辛 溫裏, 辛溫解表

澤舄-
 艹朮 健脾利水

蜀椒 祛痰

武威8 治雁
殸瓦□ □ □
言方

防風-細辛-薑-桂-付子-蜀椒 溫裏, 辛溫解表

朮 健脾利水

薑-蜀椒-桔梗 祛痰

Table 5. Comparison of three prescriptions, Shanghansiwu,

Shanghansuifengfang, and Guizhitang

처 방 명 구 성  약 대 효 능 복 용 법 복 약  후  
반 응

傷寒四物
烏喙-細辛-桂 溫裏, 

辛溫解表 以溫湯飮, 一刀刲, 
日三, 夜再行. 解不出汗

朮 健脾利水

傷寒遂風方

付子-蜀椒-烏
喙-細辛

溫裏, 
辛溫解表 酒飮, 日三飮. -

澤舄-
 艹朮 利水

桂枝湯

桂枝-芍藥-生
薑

辛溫解表, 
解肌發汗

煮取… 去滓… 溫服. 
一服汗出病差, 

停後服… 若不汗, 
再服… 若病重者, 

一日一夜服… 若不汗
出, 乃服之二三劑.

偏身漿漿微
似有汗者益

佳甘草-大棗 健脾

Table 5에 나타낸 것처럼, 傷寒四物과 傷寒遂風方은 烏喙-細

辛의 약대를 중심으로 桂, 付子, 蜀椒 등의 溫熱藥을 조합하여 溫

裏하면서도 辛溫解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朮과 澤瀉 등의

健脾, 利水하는 약을 조합한 처방으로, 傷寒이 초기부터 三陰에

直中하거나 평소 陽虛한 환자가 傷寒에 걸린 병증에 적합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桂枝湯은 桂枝-生薑이라는 辛溫發汗劑

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芍藥과 같이 凉하고 斂陰하는 약이 사용

되어 溫陽하는 효능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비교적 발한력도 약하

여 解肌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7)

. 또한 澤瀉, 朮과 같이 利水

하는 약물은 배합되지 않고, 甘草-大棗의 약대로 健脾하고 調和諸

藥하였다17). 따라서 桂枝湯의 병증은 陽虛가 심하지 않으며 寒邪

도 太陽經에 머물러 있는 비교적 淺表의 風寒證에 해당한다. 그

러나 원래 陽虛하여 관절에 拘急疼痛이 있는 경우에는 附子를 가

하여 桂枝附子湯으로 사용되고17), 陽虛하여 裏濕이 발생한 경우

에는 附子, 白朮을 가하고 桂枝를 뺀 去桂加白朮湯으로 변용되는

등17) 傷寒四物이나 傷寒遂風方과 유사하게 加減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傷寒四物과 桂枝湯은 일견 溫裏劑의 강도나 利水劑의 사

용 등으로 보면 서로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辛溫發

汗劑를 이용한 것과 健脾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桂枝湯에 附子

劑가 가감된 처방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傷寒四物과 같은 前漢

시대에 傷寒病에 상용되던 처방들이 桂枝湯을 비롯한 傷寒論
의 처방이 성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진․장기원․최준용․박성하․김기봉․정한솔․하기태

- 506 -

다만 제형에 있어서는 傷寒四物과 傷寒遂風方에 비하여 桂

枝湯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傷寒四物과 傷寒遂風方은

散劑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각각 熱湯이나 술에 타서 마시지만

桂枝湯은 약한 불로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적절한 온도로 복용

한다. 특히 居延漢簡에서 湯劑는 모두 外用으로 熏蒸이나 洗滌

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내복약은 飮藥 또는 酒飮이라는 형

태로 쓰여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散劑와 유사한 형태로 보

인다. 다만, 武威醫簡의 80A,B의 조문에서 “A:治久欬逆上氣湯

方 : 茈菀七束, 門冬一升, 款東一升, 橐吾一升, 石膏半升, 白 一

束, 桂一尺, 密半升, 棗卅枚, 半夏十枚, 皆父且, B:半夏毋父且, 洎

水斗六升, 炊令六沸, 浚去宰, 溫飮一小桮, 日三飮, 卽藥宿當更沸

之, 不過三四日逾.”
16)
라고 한 것처럼, 前漢代에도 현재의 湯劑와

같은 방식이 존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散劑의 형태가 보

관에 용이하였기 때문에 軍陣에서는 飮藥의 형태가 일반적이었

을 수도 있다. 또한 武威醫簡에서도 30개 정도의 처방 중에서

湯劑는 위의 1개 처방뿐이며 대부분은 飮劑의 형태인 것을 보면
16), 초기에는 내복약은 飮劑가 보편적이었으나 후대에 약재를 煎

湯하는 방식이 발전하면서 湯劑의 의미가 변화하고 보편적인 복

용법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湯劑가 현재의 의미로 바뀐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傷寒論 및 金匱要略이 저술된

後漢末부터는 이미 현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약의 복용법에 대한 내용은 더욱 흥미로운데, 먼저 복용 횟

수에 대해서 傷寒四物이나 傷寒遂風方의 경우에는 각각 “日三,

夜再行” 또는 “日三飮”으로 횟수를 정확히 지정하고 있으나, 桂

枝湯의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복용 횟수

를 매우 가변적으로 잡고 있다17). 또한 傷寒四物이나 傷寒遂風方

에는 나타나지 않는 음식 금기에 대한 언급이나, 복약 직후에 묽

은 죽을 먹거나, 이불을 뒤집어써서 약력을 돕는다는 등의 방법

은 모두 傷寒四物이나 傷寒遂風方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세하고 복잡한 복용법은 오랜 시간동안 약의 사용 경험이 축

적되어 구체적 지식이 쌓인 결과로 추정된다. 복약 후에 죽을 먹

어서 약력을 돕는 방법은 居延漢簡 265.002의 “始捂實, 先餔食,

吞五丸.”, 武威醫簡 治雁殸瓦□□□言方(武威6-7)의 “先餔飯, 米麻

飮藥耳.”, 治痺手足雍種方(武威81)의 “先餔飯, 酒飮”, 武威82A,B

의 “先餔食, 以食大湯飮一丸.”이라고 한 것 등16)에서 선례를 찾

을 수 있다. 또한 武威32에 “禁猪肉、魚、葷菜.”라고 하였고, 武

威33에서 “禁酒、葷菜、魚、立木.”, 武威82B에서 “禁鮮魚、猪肉.”

이라고 하는 등16) 傷寒論 이전의 처방들에서도 다양한 음식 금

기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居延漢簡에 이러한 음

식 금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의료의 비전문가인 吏士의 입장

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음식 금기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복약 후의 반응에 대해서 傷寒四物과 桂枝湯에 각각 “解不出

汗”, “偏身漿漿微似有汗者益佳”17)라고 하여 땀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두 내용이 일견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桂枝湯의 경우에도 “偏身漿漿微似有汗”한 것을 목표로 하고 “不

可令如水流離, 病必不除.”17)라고 하여 發汗 자체가 처방을 목표

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居延漢簡에서도 傷寒 이

외에 傷汗이라는 표현을 통해 發汗이 傷寒의 主症 중 하나임을

인식한 것11)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두 처방 모두 땀의 유무가 傷

寒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인식한 공통점이 있

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桂枝湯의 方後注文이 더욱 풍

부하며, 이것은 임상적 경험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居延漢簡의 처방 중에서 傷寒四物 외에도 寒邪에 의한 질

병에 單衣受寒□, 治除熱方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單

衣受寒□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물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湯劑

로 熏蒸하는 처방임을 알 수 있고, 貝母와 桔梗으로 구성된 治除

熱方은 熱痰으로 인한 咽喉痛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처방명이 붙어 있지 않지만 136.025의 蜀椒, 桔梗, 薑,

桂는 溫裏藥을 위주로 발한하고 喀痰과 咽喉痛 등이 있는 傷寒

病에 사용된 처방으로 볼 수 있으며, 149.032 細辛, 桂의 경우에

도 辛溫解表를 위하여 居延漢簡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대이다.

이러한 처방들은 傷寒論이 성립하기 이전에 寒邪에 대처한 처

방들의 原型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EPT54:14의 大黃과

□消가 있으며, 武威汗簡에서도 治伏梁裹膿在胃腸之外方(武威

46-47)이라는 大黃, 黃芩, 芍藥, 肖石, 桂, 桑卑肖, 蟅蟲으로 구성

된 처방, 治金創內漏血不出方(武威50-51)의 大黃, 曾靑, 消石, 蟅

蟲,
亡
虫頭로 구성된 처방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大黃-芒硝의 약

대로 대표되는 承氣湯類 계통의 下法이 前漢시대부터 일반적으

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265.041의 漆, 膠, 醇酒는 驅瘀血劑

로서 大黃蟅蟲丸을 비롯한 金匱要略의 각종 어혈방의 기원으

로 생각된다. 武威汗簡에서도 武威11-12의 瘀方에서 乾

當歸, 弓窮, 牧丹, 漏盧, 桂, 蜀椒,
亡
虫를 갈아서 淳酒에 타서 마시

는 瘀血方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治伏梁裹膿在胃腸之外方(武

威46-47)과 治金創內漏血不出方(武威50-51)도 瘀血劑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약물요법인 침구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법

이나 침법에 대한 居延漢簡의 기록은 매우 흥미롭다. 구법의

경우 149.029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049.013+049.031

에서와 같이 飮藥과 함께 병용되기도 한다. 또한 침법도 159.008

에서와 같이 구법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고, ETP56:339와 같이

침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금의 침구방은 침이나 뜸을

단독으로 시술한 예가 다수이지만22) 居延漢簡에서는 침과 뜸

을 적절히 병용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이 특이한데, 이러한 예는

傷寒論 117조의 桂枝加桂湯 등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인 적응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어떤 병에 적용되었

는지 추론하기는 힘들지만 침약병용 또는 침구병용의 역사가 매

우 오래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동시대의 저작인 武威醫簡
에서는 武威19-21에서 “呼四五十, 則出葴.”, “留葴如炊一斗米頃,

出葴.”, “留葴百卄息, 則出葴.” 등 유침 시간에 대한 지정, 三里와

肺輸 등 구체적 혈위의 기록, “深三分”이나 “深四分” 등 유침 깊

이의 설정 등16)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하

여 居延漢簡에 기록된 침구법의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그 이

유는 居延漢簡의 기록자인 吏士가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의료계의 非人不傳의 풍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武威醫簡에서도 “良. 禁勿忘傳也.”(武威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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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良甚. 勿傳也.”(武威53), “大良. 勿傳也.”(武威54), “此膏藥大良.

勿得傳.”(武威67) 등16) 곳곳에서 의료 지식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Shanghanzabinglun and preceding

documents.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居延漢簡은 약물, 처방, 침구

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傷寒論 및 金匱要略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에 傷
寒論의 연원으로 생각되던 仲景序의 “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陰陽大論、胎臚藥錄、幷平脈辨證”

17)
의 경우,

현존하는 素問, 靈樞, 難經의 경우 실제 치법상의 유사성

이 매우 낮으며, 陰陽大論과 胎臚藥錄, 平脈辨證의 경우

佚失된 의서이므로 실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神農本草經의 경우 실제 成書 연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15), 傷寒論의 약물 90여종 중 70여

개가 神農本草經에 수록되었고 약의 효능에 대한 설명이 傷
寒論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17) 傷寒論과 일정

정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은 單味로 사용

하는 약물이 많지 않고, 대부분 복합 처방임을 고려하면 神農本
草經만으로는 傷寒論의 처방 구성 원리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傷寒論의 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의

학계에 알려진 문헌 이외에 최근에 새롭게 발굴된 의약관련 자

료들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傷寒論 
이전에 “傷寒”을 치료한 기록이 수록된 居延漢簡과 武威醫簡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같이 최근 출토된 簡牘에 수

록된 前漢 시대에 실제로 사용된 처방들이야말로 傷寒論의 序

文에서 말한 “博採衆方”17)의 실체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이상에서 居延漢簡의 치료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居
延漢簡은 약물, 처방, 침구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傷寒論 및
金匱要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居延漢簡에는

溫裏藥, 化痰止咳平喘藥, 解表藥 등이 많아서 溫陽散寒, 辛溫解

表하는 처방으로 寒邪에 대처했으며, 이 외에도 瀉下劑, 驅瘀血

劑 등의 기원으로 생각되는 처방들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桂枝,

戎鹽 등의 약재 사용을 통해서 前漢代의 약재 유통이 매우 활발

하였다는 것과, 熟地黃의 사용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湯劑, 丸劑, 散劑, 膏劑 등 제형이 존재하였으나, 내복약은

주로 飮藥의 형태로 복용하였으며 湯劑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등 일부 복용법이 傷寒論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침구

법에서는 傷寒論에서도 나타나는 침약병용과 침구병용의 역사

가 전한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居延漢簡은 기본적으로 의료의 비전문가인 吏士의 기록이

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前漢 시대 軍陣 의학의 실

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며, 동시대의 의료 전문가

의 기록인 武威醫簡의 내용과도 유사성이 매우 높다. 향후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居延漢簡과 武威醫簡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傷寒論의 기원과 前漢 시대의 의료 상황에 대하여 실

증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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