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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 의미는 크게 에 상한‘ ’ ‘傷寒 寒邪

것이라는 병인개념과 을 총칭하는 병명개념의 두 종류로’ 外感熱病
나눌 수 있다1) 그렇지만 이 병인은 에 부속되는 것이므로. ‘病名 傷
은 실제로는 병명으로서 사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상한학 전문서’ .寒

들은 공통적으로 병명으로서의 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온傷寒
병의 개념과 비교한다 사실 이러한 분류의 원인은 이후로. 劉完素

등이 상한과 온병을 겸하면서도 구별하는 복잡한 진,吳又可 葉桂
술태도와 관련이 깊다 어쨌든 의미범위에 대한 복잡한 설명에도 불.
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이라는 말의 의학적 개념이 정확히 무엇‘ ’傷寒
인지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간되는 일반적인 학술논문들에서 이, 傷寒

나 을 영어로 번역할 때 라 하는데 여기에는typhoid fever傷寒病
청말 이후 나름의 역사적 수용과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전. < >傷寒論
문서적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에 관. 傷寒
한 인식은 보통 를 지칭하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겪는感冒 傷寒病
의 내용은 주로 상부호흡기질환들이다 이러한 문헌적 이해와 임상.
적 인식의 불일치가 존재함에도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는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국내의 상한론 관련교재나 관련 논문들
을 보면 기존의 상투적인 온병과 상한의 분류이론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같이 이론적인 다의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애매모호함을 제거
하고 이라는 용어의 의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면 상한학설‘ ’傷寒
의 역사적 전개에 따른 변화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단순히 역사주의에 입각하여 사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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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념의 와. 傷寒 廣義 狹義
등에 대해 평면적인 의미 전개로 보지 않고 의학적으로 된 총公約
체적인 개념으로서의 과 구체적인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실천傷寒
적 개념으로서의 으로 분류하여 구조주의적 분석을 시도하고자傷寒
한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개념적 혼란과 마찬가지로.
이전 시대의 의사 개인들도 겪었던 실제 정황을 반영하여 고찰하려
는 노력의 일환이다 구조주의는 처음 언어학 분야에서 시작된 분석.
방법인데 여기서는 구조주의적인 방법을 차용하여 랑그와 빠롤 기, ,
표와 기의 및 통시태와 공시태 등을 정의함으로써 도출 가능한 함
의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에 대한 명료하고 체계적인‘ ’傷寒
인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 같은 의 명징한 개념인식으로부. ‘ ’傷寒
터 비로소 타당하고 합리적인 변증논치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데 본
고에서도 에 대한 향후의 개괄적인 연구방향을 검토하傷寒論治理論
고자 한다.

본 론
언어에 대한 구조주의적 이해방식1.
본고에서 사용하는 구조주의적 이해방식이라는 말은‘ ’

가 세기 초에 제시한 구조언Ferdinant de Saussure(1857~1913) 20
어학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1980
에 소개된 이해방식을 지칭한다 소쉬르는 당대 언어연구의 일반적.
경향이었던 언어학에 대하여 언어 자체의 형식적 체계화 혹은,史的
언어활동 의 일반체계를 제시하였다(langage) .2) 여기서 사적 언어학
이란 언어의 역사적 변천이나 비교문법에 주안을 두고 진화의 관점
에서 비교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소쉬르는 언어를 하나의.
자율적인 체계로 보고 그에 내재된 법칙을 발견하려 한다.

그는 언어의 역사적 변천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와 수通時態
직관계인 의 관점을 정립하였다 즉 어느 특정한 시점에 있어.共時態
서 한 언어실체와 타 언어실체의 변별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언
어의 총체를 체계 라 하는데 언어체계는 통상 사회적 관습(systeme) ,
에 의해 각 개인의 머릿속에 저장된 것이고 문법적 규칙과 제약의,
체계이다 이 체계라는 용어가 프라하 언어학파에 의해 구조.

로 대체되고 점차 언어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문화(structure)
및 정신의학분야 에까지 원용되었다(Jacques Lacan) .

소쉬르는 인간의 언어활동 을 랑그 와 빠(langage) (langue, )言語
롤 로 구별하고 랑그가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거대(parole, ) ,言辭
한 사회적 제약의 총람으로써 언어연구의 목표이자 대상이라면 빠
롤은 이러한 제약의 한계 안에서 각 개인이 구사하는 다양한 표현
들과 로써 언어연구의 자료가 된다 따라서 랑그는 위에서 든.變異

와 이고 를 하거systeme structure (énoncé, utterance, )發話 言表
나 해석하는데 이용되는 가능성의 총람으로써 발화 이전의 것이라
면 빠롤은 구체적인 발화의 총체로써 원전 과 자료 등(text) (corpus)
을 포함하는 물리적 실체이다 면. (97-100 )㈁

또한 소쉬르는 언어활동이 청각정보 송수신에 의해 이루진다는
점에서 의 체계로 파악하고 는 음성으로 표현되어(signe)記號 記號
청각에 수용되는 시니피앙 와 그것이 전달하는 개( , signifiant)記標
념 즉 감각으로는 지각되지 않는 의미내용인 시니피에, ( ,記意

라는 불가분의 두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signifié) .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본래 자의적 이지만 한 언어공동체(arbitrary)
내에서는 필연적 이고 발화과정에서는 인(necessary) (linear)線條的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3) 의 선조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發話 言表
하나의 발화된 문장은 이미 으로 선행 후행(in praesentia)顯在的 、
하는 단어 기호 사이에 의 관계에 있고 동( ) (syntagme, ) ,連詞 統合體
시에 의 각 단어들은 언제라도 동격관계인 다른 기호 단(連詞 軸上
어 들로 대치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으로) (in absentia) 範列

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야콥슨은 각(paradigme, )系列體
각 와 로 구분하고 언어활동에서 단어들의 결합은 결국 이換喩 隱喩
러한 패턴들의 으로 이해한다 즉 된 에서 연사의 단.集散 發話 文章
위를 얻으려면 을 하고 을 얻으려면(découpage)切斷 範列 類別

이라는 분석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각각(classement) 線分
과 이라 한다 특히 연사와 범열(segmentation) (commutation) .換入

의 이분법은 범주상 각기 빠롤과 랑그에 해당하므로 이 범열적 동
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 법칙은 범주 확장을 위해 중요하다.換入
한편 소쉬르의 직계 제자인 옐름슬레우 가 제시한(Louis Hjelmslev)

와 가 있는데 전자(denotation, ) (connotation, )外示 顯示 共示 含示
는 언어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진 안정적이고 비주관적인 언어의
의미요소이고 후자는 문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주관적인 의미요소,
이다 즉 는 와 로 이루어진 일차언어라면 는 외. 外示 記標 記意 共示
시를 한 덩어리로 하여 새로운 를 형성하고 주관적인 부분記標 表意
은 새로운 로써 기능하게 된다 면.(95-119 )記意

그러나 탈구조주의자로서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음성 즉 기,
표중심사고를 강하게 비판한 데리다에 이르면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자 에크리튀르( , écriture1) 기표의 또 다른 기표 는 그에 내재된, )
주체의 부재 이미지 인공물 대리보충 등을 함의하며 발성되‘ ’, ‘ ’, ‘ ’, ‘ ’ ,
어야만 비로소 활성화되는 본질적 결여의 존재라 하고 역으로 문장,
을 빠롤로 현전시킬 때 시공간적으로 차연 되기‘ ’ ( , différance)差延
때문에 본질적으로 로고스는 드러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 이러한
탈구조는 구조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구조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의 구조주의는 탈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론가들의 사고방식을 원용하여 서술하였다.

의 구조주의적 구조화2. 歷代 傷寒病論
의 통시적 개념 변천1) 傷寒
에서 지금의 이란 것은 다 의 종류이다< > “ ”<內經 熱病 傷寒 素問

라 한 것은 당대의 정통적인 주류의학의 인식구조 속에서>熱論 傷
은 본래 을 주요한 증후로 나타내는 질병을 포괄적으로 지시寒 發熱

하는 것이고 에서 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 > “難經 五十八難 傷寒 中
과 과 과 과 이다 라고 한 것은 발생하는”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 年間

모든 외감병들을 총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며 이 양자는 이전의漢

1) 에크리튀르는 언어나 문자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보통의 의미들 문자 글쓰( ,
기 글 서법 문체 등 을 넘어서 언어 이전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자연, , , ) “
적 문자 나 원문자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신의 말씀과” “ archi-écriture”,
같은 비유적 문자나 자연이란 기호 영화예술이나 안무 과학에서 유전자, ,
기록과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나 수학식 등 인간 활동을 나타내는 모든 표
기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자크 데리다 저 김웅권 역 그라마. , ,
톨로지에 대하여 동문선,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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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이다 이들을 보통 의 이라 하는데 이것은. 廣義 傷寒槪念 晉唐
이전까지 에 관해 통용된 공통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 .傷寒
들면 에 과 과< > “晉代 肘后方 卷二 傷寒時氣溫病方 傷寒 時行 溫疫
의 세 이름은 같이 하나의 종류일 뿐이니 처음 발생하는 바탕이 약
간 다르다 겨울에 에 상하여 여름에 하는 것이 상한이고 추. ,寒 發…
위는 하고 따뜻한 게 많아서 봄철에 하는 것이 이며,不甚 發 時行…
연중에 가 과 겸하여 하는 것을 이라 한다 상.癘氣 鬼毒 相注 溫病 …
한은 하고 높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표준말로 모두 상한이라 불貴
렀고 세속에서는 전처럼 이라 불렀다 고 하였다 의” . <時行 唐代 千金

과 에서도 공히 을 인용하여 에> < > < > “要方 外臺秘要 短劇論 古今 傳
하여 오기를 은 의 병이고 과 은 한 라 하傷寒 難治 時行 溫疫 毒 病氣
지만 하는 데는 과 과 을 구별하지 않고 라論治 傷寒 時行 溫疫 異氣
여길 뿐이니 이라 말하는 것은 고상한 선비들의 말이고 과傷寒 天幸

은 농민과 평민들 사이에서 불러진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溫疫
보면 약간의 다른 점은 있지만 일체의 전염성을 가진 계절성 외감
병을 통틀어 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傷寒

따라서 이후 에 위치한 의< >< > < > ‘ ’內 難 唐以前 傷寒雜病論 傷寒
도 응당 이러한 개념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도, 王士雄 5) 역시 이
와 같은 견해이며2) 현대 학자인 王琦6)도 역시 그러하다 비록. 中

이 상세하고 과 중의< >風 傷寒 溫病 金匱要略方論 痓濕暍脈證、
의 이 한 차이는 있지만 이는 당시에 연평濕 暍 理法方藥 簡略 仲景、

균기온이 현재보다 가 낮아 가 많고1~2 風寒邪℃ 3) 의 수가溫暑濕
적었던 기후상황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7)

그런데 송대에 이르면 인쇄기술 발전과 국가의 대대적인 의서
간행이 맞물리면서 의학지식이 보급되고 임상의학이 발달하여 龐安

등에 의해 에 대한 체계적 해석, , , < >時 朱肱 成無己 許叔微 傷寒論
과 임상경험이 축적되었고 여년이 더 경과한 후에는 를100 劉完素
비롯한 가 등장하여 각기 의 독창적인 학설을 표金元四大家 自家類
방하였지만 그 근본은 의 병리해석과 논치에 이론을< >傷寒病類 內經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치법과 처방 및 약물을 확충하는 것이었다.8)
특히 는 의 을 도입하여 를 포함< >劉完素 素問 運氣七篇 運氣論 寒邪
한 가 모두 로 변한다 하고 을 응용하여六氣 火熱 傷寒方 天水散4),
防風通聖散5) 등을 창방하였다 또한 을 따르되, .雙解散 張從正 河間

2) 仲聖著論 亦以傷寒統之 而條分中風 傷寒 溫病 濕 暍五者之證治 與， ， 、 、 、 、 ，
內經《 》 難經 淵源一轍 法雖未盡 名已備焉《 》 ， ，
< >溫熱經緯 自序

3) (155-220 ( )直到三国时代 曹操 在铜雀台 今河南临漳西南 种桔 已经不能结， ） ，
225 ( )实了 气候已比司马迁时寒冷 曹操儿子曹丕在 年 到淮河广陵 今淮阴， 。 ，

视察十多万士兵演习 由于严寒 淮河忽然结冰 演习不得不停止 这是我。 ， ， 。
们所知道的第一次有记载的淮河结冰 那时 气候已比现在寒冷 这种寒冷。 ， 。

3 280-289继续下来 直到第 世纪后半叶 特别是 年这十年间达到顶点 当时， ， 。
- .( ,每年阴历 月份降霜 估计那时的年平均温度比现在低 竺可桢 中４ ， １ ２℃

, (l):168-189, 1972)国近五千年来气候变迁的初步研究 考古学报
4) 6 1宣明论 卷十 益元散 别名 天水散 六一散 组成 滑石 两 甘草 两 炙《 》 、 ， （ ）
功效 利小便 宣积气 通九窍六腑 生津液 去留结 消蓄水 止渴宽中， ， ， ， ， ， ，
补益五脏 大养脾肾之气 安魂定魄 明耳目 壮筋骨 通经脉 和血气， ， ， ， ， ， ，
消水谷 保元 下乳催生 久服强志轻身 驻颜延寿， ， ； ，

5) 吴昆 医方考 风热壅盛 表里三焦皆实者 此方主之 防风 麻黄 解表药也《 》 ， ， 。 、 ， ，
风热之在皮肤者 得之由汗而泄 荆芥 薄荷 清上药也 风热之在巅顶， ； 、 ， ，
者 得之由鼻而泄 大黄 芒硝 通利药也 风热之在肠胃者 得之由后而， ； 、 ， ， ，
泄 滑石 栀子 水道药也 风热之在决渎者 得之由溺而泄 风淫于膈； 、 ， ， ， 。 ，
肺胃受邪 石膏 桔梗清肺胃也 而连翘 黄芩 又所以祛诸经之游火 风， 、 ， 、 ， 。

의 을 중용하였고仲景 汗吐下法 9) 역시 을 주로 하여 상朱丹溪 濕熱
한의 을 하였지만 “ ”<病證 論治 仲景諸方 實萬世醫門之規矩准繩 局，

이라 하였으며 의 기후는 현재의 날씨와 비슷하게> ,方發揮 金元時期
따뜻하였다7) 의 에 관한 이론으로는 의 가. 明代 傷寒論治 明末 吳又可
두드러지는데 竺7)은 유역의 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온長江 湖水結氷
난했던 겨울은 년과 년이고 한랭했던 겨울은1550~1600 1770~1830

년 등이라 하였는데 특히 이 유행하고1470~1520, 1620~1720 , 溫病
와 등의 가 활동했던, ,吳又可 葉天士 薛雪 王士雄 溫病學派 江蘇省

과 인근 은 모두 이남의 에 위치하고 가,浙江省 上海 南方 吳又可
에서 언급한 는 세인 이다 당시의< > 59 1641 .溫疫論 自敍 崇禎辛巳 年

에 의하면 에 해마다 이 하여 한 마을< “ 100吳江縣志 當時 瘟疫 流行
여호 중에 한 집도 면한 곳이 없고 한 가문의 수십명 중에서 한 사
람도 겨우 살아나지 못했다”6)고 하였다.

더구나 에서의 과 과 은 태< >傷寒論 太陽傷寒 太陽中風 太陽溫病
양병 중에서 과 및 을 주로 하는 병증유형을 특정惡寒 惡風 不惡寒
하기 위한 것인데 에 의하면, < >瘟疫論 溫疫7)은 에 하루 정도初起
하다가 부터 하고 에 의하면, < >憎寒 二三日 脈數 晝夜發熱 溫病條辨
은 이 아닌 에서 시작하며溫病 太陽 上焦手太陰 脈大數動 微惡風寒

과 이 있어 구분된다午後熱甚 口渴 10).
또한 상한병이라는 질병도 인체의 내환경에 따라 혹은 주변환

경과 물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유기체적 특성을 나타
내므로 된 고유명사로 간주할 수는 없다.形骸化

의2) 傷寒病 共時的 槪念
소쉬르가 말하는 공시태 란 특정 시기에 언어가 가(Synchronie)

진 특정 상태에 대해 그 기능 작용을 고찰하는 것인데 이는 역으로,
그 특정 시기까지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다시 통시태를 공시태와 관련시켜 정의한다면 공시태의 繼起

이라 할 수 있다.的 連續 2)

이런 공시적 관점에서 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傷寒病
은 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AD傷寒病 仲景序文 後漢 建安紀年

년 이래로 혹독하게 번졌던 전염성 외감병이다 화이트헤드의196 ) .
개념으로 표현하자면11) 의 본질은 그 당시에 빈발했던 전쟁傷寒病
과 그로 인한 유랑걸식과 기아 상태 등의 사회적 조건과 河南省 南
이라는 공간적 조건 지구사적 주기에서 한냉 시기에 속하는 기,陽郡

후적 조건 등의 가 개별적 인체 안에서(many, data)多者 合生
된 로서 이것은 이미 세계를 자신(concrescence) (novel one)一者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 이미 의. 仲景 三陰三陽病
체계로 병변을 분류하고 방약이론을 구성한 속에 구조적< >傷寒論
으로 종합하여 제시되었다 그러한 근거는 와 증후특징 및. 六病分類

등에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이 당면했던 질환들로는 인.方藥 仲景
플루엔자 장티푸스 콜레라 기타 다양한 전염성 질환을 포괄하고, , ,
있다.

그런데 이처럼 조건들의 에 의한 질병이고 그 속,共時的 合生

之为患 肝木主之 川芎 归 芍 和肝血也 而甘草 白术 又所以和胃， ， 、 、 ， ， 、 ，
气而健脾 刘守真氏长于治火 此方之旨 详且悉哉。 ， ， 。

6) , ,當時連年瘟疫流行 一巷百余家 無一家僅免 一門数十口 无一口僅存者； ，
7) .溫疫初起 先憎寒而後發熱 日後但熱而無憎寒也 初得之二三日 其脈不浮不

.沉而數 晝夜發熱 日晡益甚 頭疼身痛 其時邪在伏脊之前 腸胃之後 雖有頭
疼身痛 此邪熱浮越于經 不可認為傷寒表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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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미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에 유행했던明淸代 溫
도 완전히 동일하다 명대는 장강 하류의 경제적 번영으로 강남.病

지역을 경제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
게 된다.8) 명초부터 농업을 장려하여 를 늘려 벼농사 구역이耕地
확대되고 동남 연해와 영남 지역은 다모작을 하며 품종도 늘어나,

에 멥쌀은 종 찹쌀은 종이 있었다고 한다 기타 잠업70 , 37 . ,吳江縣
주단 자기 등의 수공업품 생산과 교역이 활발해지고, , ,南京 松江

등에 대도시가 발달하였다 한편 은 을 반영, .蘇州 杭州 文學 時代相
하는데 당시에 출판된 에는 을 중심으로 이 얽힌< >金甁梅 色慾 金權
세태가 잘 묘사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연간에, ,成化嘉靖 宦官 方

를 막론하고 에 을 바치면서 를, ,士 僧 士流 宮闕 房中藥術 富貴權勢
얻는 일이 많았다 한편 생태학적 환경을 보면 년까지는. 1550~1850
기후적으로 지구표면온도가 낮아지는 에 처하는데3 小氷期℃ 9) 明末
후반기엔 특히 심하여 이 많아지면서 등으로嚴冬 乾旱 酷冷 饑荒、
과 이 증가하게疾疫 13) 되었다.

이것은 결국 의 와 를 일으키게 되는데 실,火熱氣 有餘 陰精消耗
제로 와 달리 를 초래한 것이다漢代 熱性 轉歸 14) 이러한 온열성 역.
병을 다룬 과 에서도 에 기술된 질병< > < > < >溫疫論 溫病條辨 傷寒論
항목들을 역시 다루고 있는데 다만 치료이론과 가 시대에 따라, 方劑
변화된 의식주와 욕망조건 등에 기반하여 병리성질이 변화되면서
달라졌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환경의 과 한. 邪氣特性 合生
것으로 추론되며 온병도 결국은 상한병을 파악하는 공시태와 동일,
한 체계 구조 라 할 수 있다( ) .

이렇게 보면 한 으로 한정한다면 과 의純粹 外邪要因 漢末 明末
원인이 다를 이유가 없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의 사회문,疫病 當代

화적 특성과 그 속의 인간들에게 집단적으로 표현되는 의心身兩面
구조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관찰의,病理生態的 共時態的

의의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예이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구조라는 틀.
안에서 보면 로서의 의 구조를 벗어나는 이라는邪氣 傷寒病論 溫病論
체계는 불필요하고 기존의 안에서의 과傷寒病論的 構造 範列 連詞
의 치환으로 서술될 수 있다.

고 찰
한의학의 토대이론인 의 은 의< > < >內經 陰陽五行論 周易 陰陽時
과 마찬가지로 과 에 바탕하고 있位論 視空間的 整合性 天人合一論

다 이는 인간은 본래 천지자연을 으로 하여 구조기능적으로. 母本 ․
결함이 없이 상응하는 완전한 존재이자 체계라는 의미이다 그렇지.
만 은 본래 의 임상체계이므로 과 과 의 감< >傷寒論 脈證幷治 方 病 證
별을 통한 대응에 기초하므로 어떤 토대이론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
고 따라서 구조적 정합성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그렇기는 하지만. 傷

은 외감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한랭조건에 대한 인체의 적응여寒病
부에 따라 발생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영향과 직결된다

8) 신승하 중국사 미래엔, , , 200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65151&cid=42975&categ
oryId=42975

9) H. H. Lamb, Climate: Present, Past and Future (London: Methuen,
1977), p. 835. ( , : ,汪榮祖 天地之盜 明淸帝國生態危機綜說 中國文化研究

에서 재인용Journal of Chinese Studies 51, 2010, p. 100 .)所學報

고 할 수 있다 또한 으로 한정하여 보면 은. <陰陽論 內經 三陰三陽
의 생리구조를 채용하고 은 에 의거한 병리변, < >傷寒論 三陰三陽病
화체계를 사용하며 은 으로 형성된 의, < >周易 三重陰陽 八卦 錯綜構
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통점은 와 즉 시공간적, ,造 時 位 相互交織
가 이론체계의 구조적 토대라는 점이다.關係
세기 말에 소쉬르는 기존의 비교언어학의 통시적 변천과 비19

교를 통한 연구를 허상이라 비판하고 언어를 사회적 규범이 내재된
랑그 체계 로써 간주하고 빠롤 구체적 발화언어 은 이 구조 속에‘ ’( ) ‘ ’( )
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언어의 시공간적.
교직관계를 종합하는 와 의 관점을 수립하고 특히 공,通時態 共時態
시태를 중시하여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을 하였다 또 그는 언어. “闡發
에는 차이만 존재한다 하여 언어를 차이에 근거한 체계로 가장.” ‘ ’
단순하게 이해하며 역사적 변화보다는 한 사회 안에서 자의적으로
이해되는 구조적 맥락을 중시한다 즉 언어는 체계 내의 다른 요소.
들과의 대립적 차이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인데‘ ’ 15,16) 여기서 차
이란 한 낱말 기호 을 다른 낱말 기호 과 구별시켜주는 음성적 차이( ) ( )

와 그 낱말 기호 의 특정한 위치이다 이처럼 에 내재하( ) ( ) ‘ ’ .音素 構造
는 관계중심의 사고방식은 과 및 에서< > < > < >內經 周易 傷寒論 比類
와 차이에 대한 을 중시하며 생명현상에 나타나는 모든辨別 單位
의 거동을 체계로 이해하는 특성과 잘 문합한다.事象 全一的
또한 이러한 차이 개념의 표면화는 플라톤 데카르트 헤겔로‘ ’ - -

이어지는 서양의 고전적 형이상학을 근본부터 허물었는데 그 이유
는 주체 실체 를 구조 안에서의 위치나 차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
인 것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유의 주체인 이성.
은 인간을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에 불과하고 무의식과의 관, ,
계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구조주의는 필연적으로 니체.
프로이트적 사유에 접근하게 되는데- 16) 이후 야콥슨과 레비스트로,
스 등은 소쉬르의 관계적 대립적 차이의 원리를 변별적 차이의 개/ ‘ ’
념으로 바꾸면서 예술 신화 이데올로기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는가, ,
하면 데리다나 들뢰즈는 과학적 차이에 선행하는 원천적 수직적, ‘ ’ ‘ /
인 차이에 주목하여 데리다 이나 차이 자체’ “ ( )” “差延 18) 들뢰즈 등( )”
의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존재론적 차이를 드러냄으로써17,19) 중‘
심 동일성 원리 등 구조의 폭력에 의해 무시되는 개체와 타자’ ‘ ’ ‘ ’、 、
들을 살려내고 있다 특히 데리다의 이라는 해체주의적 독법은. 差延
한의 본질적이고 절대적 실체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에게서 구체적으로 되면서 실현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差延
하지만 구체적인 개별 임상사례 과 질병진단의 본질을 설명하辨證
는 이슈이기도 하다.

에서 다룬 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외< > ( )傷寒論 傷寒 病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련의 감염성 질환군이며 그,
경과는 환경조건과 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양상人體正氣 相爭勝負
으로 전개될 수 있다 소쉬르는 언어를 하나의 자율적인 체계로 보.
고 그에 내재된 법칙을 발견하려 하였는데 이를 원용하여, ( )傷寒 病
에 구조개념을 하고 도 원인과 병리와 치료방약을 포( )比定 傷寒論 學
괄하는 대응체계로 간주하여 연구할 수 있다 또한 언어가 통시태와.
공시태를 가지며 두 이 종합되어야 전모를 파악할 수 있듯이視軸

도 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사회지리적 환경과의 상( )傷寒 病 通時的
호작용으로 체내에 형성된 의 결과를 으로 종합하여病脈證 共時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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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의 양태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조로 환원하여 보면.
의 의미에 집착하여 과 다르므로 온병과는 달라야‘ ’ ‘ ’寒 病性的 溫熱

한다는 논리는 자연히 성립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왜냐 하면 공시.
태 속에는 이나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외부세계만 있을 뿐寒 溫
이며 은 단지 관찰자가 추상화를 통하여 기술한 것일 뿐이기寒溫
때문이며 실제로 의 발생에는 가 더 많았다, .溫疫 寒邪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소쉬르가 언어공동체의 사회적,
제약과 총람이라 규정한 랑그와 개인적인 라 규정한 빠롤은 각發話
각 과 과 등 당시 경전의서에서 사용되던< > < > < >內經 難經 傷寒論
표준개념 시니피앙 으로서의 과 그 병증체계 전체( ) ( ) / ,傷寒 病 孫思邈

등 의사 개인들이 그들 의서에서 다양한 의미와 수준으,王燾 葛洪
로 설명한 과 병증들이다 따라서 개념을 얻기 위해서( ) .傷寒 病 傷寒
는 물론 전자인 랑그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이는 시공간적으
로 달라지는 구체적인 임상실제인 빠롤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얻
어질 수 있다 의 시점은 이미 과거이므로 를 통하여 파악. 漢代 醫書
할 수밖에 없으므로 텍스트언어라는 점에서 기표와 기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론에서 와 의 관계를 통하여 이전의 들. 外示 共示 記意
이 기표와 결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기표를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은 과거에 고정된 가 아니고 지금 현傷寒 固形的 實體
재도 임상의사들에 의하여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이해하여야 한
다 즉 시대가 달라지면서 상한의 최초 기표와 기의는 가 되고. 外示
임상을 통해 확장된 새로운 상한 개념 들이( , )金元四大家 溫病家 共
로서 더해지며 은 의 변수로 환입되므로 랑그로서의 상한은示 寒 溫

온병의 범열을 결합한 외감병 총람으로서의 개념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과 은 와 다른 일지라도 의溫疫 溫病 寒邪 外邪 範列

치환일 뿐 구조는 상한의 랑그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들이 온傷寒家
병논치가 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 범위를< >傷寒論 傷寒理法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한. 共
와 논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 은 비단‘ ’時態 共時的 槪念 傷寒 寒

병인으로서의 만일 수 없고 의 이나, < >寒邪 難經 五十八難 中風 溫病
등 에 한정되지도 않으며 당시의 에서,五種外感 仲景 時點 地理氣․

들이 개별적인 인체와 하여 형성된候社會文化的 環境條件 合生 天․ ․
사태이기 때문에 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人合一的 寒

않다.
만일 의 개념이 구조적으로 을 포괄할 수 있고傷寒病 溫病 理法
이 와 로 대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 근거도 또方藥 換喩 隱喩 論治

한 구조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대학.
교재들을 보면 지금까지 의 논치는 은,傷寒病 六經辨證 溫病 衛氣營
혹은 등으로 규정하여 왔지만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보血 三焦辨證

면 과 의 체계도 분리해야 할 필연성이 없다는傷寒 溫病 理法方藥
의미이다 이것은 어쩌면 본래 둘 다 외감병이었으므로 당연한 논리.
이다 바뀐 것이 있다면 로서 시대의 문물환경조건과 발병 주. 共時態
체인 인간개체의 조건인데 이에 관한 근본적 해석이 없이 에서寒
으로 의 특성이 변화한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을 두루溫 邪氣 外感病

포함한다고 하는 의 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溫病論治理論 該括性
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중에 불필요한 개념의 중복문제溫病論方
를 초래하거나 필연적으로 을 차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傷寒方
다 중의학에서는 이전부터 상한과 를 통합하자고 하는. 溫病論治 寒

이 등장하였지만 아직 소수의 주장에만 그치고 있는데 이,溫統一論
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보면 의 통합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요寒溫
소가 남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
이상의 구조에서 탈구조에 이르는 광범한 구조주의적 논의로부

터 비로소 의 명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의 본‘ ( )’ . ( )傷寒 病 傷寒 病
질은 단순히 에 한 병도 아니고 에서 말하는寒邪 傷 廣義 傷寒 五種
의 만도 아니며 들이 개별인,外感病 地理氣候社會文化的 環境條件․ ․ ․
체와 하여 형성된 질병현상이다 특히 사회문. ,合生 天人合一的 前者
화적 환경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욕망추구와 병리
양상을 관찰하여 주도적인 를 추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들,病機
특징과 관계하는 인체의 상응인자를 도출한 다음 구체적인 병변부
위와 병증을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나 등에. 病位 病期
근거하여 단지 신체적인 질병의 단위로 치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다 또한 의 개념은 과 이래로. ( ) < > < > < >傷寒 病 內經 難經 傷寒論

나 등의 역사상 많은 들을 거쳐 새로이金元四大家 溫病家 醫家 公示
가 더해지면서 현재까지 부단히 갱신되고 있으므로 을 이해하傷寒
고 분석하는 체계도 계열체 관계에 있는 들을 수용하면서 확장他者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의 에 있어서도 기후적 요소( )傷寒 病 論治
뿐만 아니라 의 생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반영患病主體
하여 방제구성과 연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타당하고 합리적인 변증논치체계를 설계할 수 있
는데 그 맹아는 이미 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 > .東醫壽世保元
이것은 에 대한 향후의 개괄적인 연구방향을 안내하는傷寒論治理論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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