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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論의 四方⋅四神湯 中 朱鳥湯의 不在에 관한 고찰

신창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A Study on the Absence of the Zhuniao decoction among the Four Directions Sishen decoction 
in Shanghan Lun

Shin Chang-Yong
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Among the ancient ideas of East Asia, there is a myth about the symbol of the Four Gods who commands all directions in the east,
south, west, and north, and this is also reflected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although there is discussion about Qinglong Decoction (青龍
湯), Baihu Decoction (白虎湯) and Xuanwu Decoction (玄武湯) in the Shanghan Lun (傷寒論), there is no content focusing on Zhuniao
decoction (朱鳥湯). Considering the consistent perspective of Shanghan Lun, which recognizes the disease-syndrome and seeks prescriptions
based on yin and yang thinking, this is very unusual.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 concept of ‘Sishen Decoction (四神湯)’
itself was a concept that emerged when the authors of Shanghan Lun established the ‘eight-principles syndrome differentiation (八綱辨證)’
system in their recognition and response to diseases-syndromes. Based on this, I considered the following possibilities: They were able to
present Qinglong decoction, Baihu Decoction and Xuanwu decoction, as appropriate prescriptions for ‘exterior cold excess syndrome (表寒實
證)’, ‘interior heat deficiency syndrome (裏熱虛證)’, and ‘interior cold deficiency syndrome (裏熱實證)’.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 name
of the prescription ‘Zhuniao decoction’ was not intentionally used,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o provide an appropriate prescription for
‘exterior cold excess syndrome (表熱實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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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아시아의 고대 사상 중에는 東南西北의 四方을 호령하
는 四神, 즉 青龍(혹은 蒼龍)･朱鳥(혹은 朱雀･赤鳥)･白虎･
玄武에 관한 신화가 존재한다. 이에 관한 기록은 漢代와 그 
이전에 작성된 禮記･春秋繁露･白虎通義･淮南子 등
등의 여러 문헌은 물론, 二十八宿와 관련된 天文 기록에 관

한 내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四神에 
관한 사상은 일찍이 醫學 분야에도 투영되어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青龍湯･白虎湯･玄武湯이라는 四神의 명칭
이 들어간 治方이 존재한다. 특히 道家 醫學 계통을 중시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醫方類聚에 四神은 물론 中
央을 담당하는 騰蛇(혹은 螣蛇)와 句陳(혹은 勾陳)까지 포
함한 六神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긴밀한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漢代의 傷寒卒病論1)
이 재편집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2) 青龍湯･白虎湯･玄武湯만 존재하고 朱鳥湯 

1) 정확한 書名이 傷寒卒病論인지 아니면 傷寒雜病論인지 爭論이 있다. 그러나 宋本(으로 흔히 알려진 판본)의 序文에 ‘傷寒卒病論集’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注解傷寒論의 서문을 작성한 嚴器之도 ‘傷寒卒病論’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宋代 校正醫書局의 교정 과정을 거치
지 않은 이전 시대의 판본인 康平本에도 傷寒卒病論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필자는 傷寒卒病論을 올바른 書名으로 보고 있다.

2) 論難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전하는 傷寒論은 고대의 傷寒卒病論과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金匱要略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진정 傷寒卒病論에서 卒病과 관련된 方論의 내용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書名처럼 축약된 要略本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本考에서는 현재까지의 通說에 따라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傷寒卒病論이 재편집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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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朱雀湯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玄武湯은 보통 ‘真
武湯’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宋代에 趙氏 一家의 
始祖인 趙玄朗을 聖祖로 추존하면서 ‘玄’을 避諱하는 바람
에3), 校正醫書局에서 真武湯으로 그 方名을 변경하여 醫書
를 간행하게 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清代에 이
르러 康熙帝의 本名이 愛親覺羅 玄燁이어서 또다시 ‘玄’을 
避諱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玄武湯을 제시하지 못하고 真
武湯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真武湯’으로 내려오게 
된 것일 뿐, 올바른 方名이 아니다.4) 

四神의 개념은 春･夏･秋･冬의 四季 인식은 물론, 東･南･
西･北의 四方 인식, 그리고 少陽･太陽･少陰･太陰의 四傷 인
식과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朱鳥湯의 개념
이 빠진 것은 단순하게 治方이 하나 결여된 것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陰陽的 사고로 病證을 인식하고, 이에 치료
적 대응 또한 陰陽的 사고로 접근하는 傷寒論의 일관된 
관점을 고려할 때 매우 異例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왜 傷寒論에는 朱鳥湯 혹은 朱雀湯이라는 治方이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이는 단순히 
전승 과정에서의 失傳이나 누락 혹은 抄寫 과정의 오류에
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傷寒論의 著者 혹은 著者群5)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과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醫學 분야에 투영된 四神의 개념

1) 春秋繁露･官制象天6)

n 是故春者 少陽之選也, 夏者 太陽之選也, 秋者 少陰之選
也, 冬者 太陰之選也.

2) 春秋繁露･天辨在人7) 

n 故少陽因木而起, 助春之生也. 
n 太陽因火而起, 助夏之養也. 
n 少陰因金而起, 助秋之成也. 
n 太陰因水而起, 助冬之藏也.

春秋繁露에서는 春･夏･秋･冬이 각각 少陽･太陽･少陰･
太陰이 선발된 결과로 발현된 것이며, 이러한 작용은 다시 
각각 木･火･金･水氣와 상응하여 출현한 후 春･夏･秋･冬과 
상관하여 生･養･成･藏의 작용을 助力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3) 白虎通義･五行8) 

n 少陽見寅, …, 時爲春, …, 位在東方, 其色青, …, 其精青
龍, …

n 太陽見於巳, …, 時爲夏, …, 位在南方, 其色赤, …, 其精爲
鳥, …

n 少陰見於申, …, 時爲秋, …, 其位西方, 其色白, …, 其精白
虎, …

n 太陰見於亥, …, 時爲冬, …, 其位在北方, …, 其精玄武, …

4) 白虎通義･情性9) 

n 肝, 木之精也. …, 故肝象木，色青, …, 
n 肺者, 金之精. …, 故肺象金, 色白也, …, 
n 心, 火之精也. …, 故心象火, 色赤, …, 
n 腎者, 水之精. …, 故腎色黑, …, 
n 肝者, 木之精, 蒼龍之位也.

白虎通義에서는 먼저 少陽･太陽･少陰･太陰의 四傷을 
季氣･方位･色相과 대응한 이후, 四傷의 精을 四神이 지닌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色相을 五行과 대응하여 
五藏과 四傷의 관계를 相關시킨다. 더불어 오직 肝에 대해

3) 李惠楊, 穀 松. ｢真武湯避諱考辨｣. 中醫藥文化. 2015;10(06):59-61.
4) 따라서 더 이상 避諱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마땅히 원래의 方名인 ‘玄武湯’으로 불러야만 한다.
5) 흔히 傷寒卒病論의 著者에 대해 張機(字:仲景)라고 알려져 있지만, 인물의 실존성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病證 인

식과 약물 운용에 있어 서로 판이한 점, 康平本의 15字行･14字行･13字行 조문의 언급 내용에 있어 일부 결이 다른 점, 그동안의 여러 연구 성
과를 통해 漢代 이전 시대의 治方이거나 혹은 漢代 이후의 治方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治方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최소한 著
者가 한 명은 아닌 점이 확실하기에 ‘著者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6) 閻麗. 董子･春秋繁露譯注. 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 2004:125.
7) 閻麗. 상게서:206.
8) 班固 撰. 欽定四庫全書薈要･子部･白虎通義･卷上. 90-93. (原文의 출처는 <https://archive.org/details/06082284.cn>이다.)
9) 班固 撰. 欽定四庫全書薈要･子部･白虎通義･卷下. 66-68. (原文의 출처는 <https://archive.org/details/06082285.c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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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蒼龍과 직접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다.

5) 論衡･物勢10) 

n 東方, 木也, 其星倉11)龍也. 
n 西方, 金也, 其星白虎也. 
n 南方, 火也, 其星朱鳥也. 
n 北方, 水也, 其星玄武也.

論衡에서는 四方과 五行 및 天文의 四神을 서로 대응
하여 제시하고 있다.

6) 淮南子･天文訓12) 

n 東方, 木也, …, 其獸蒼龍, …, 其日甲乙, …
n 南方, 火也, …, 其獸朱鳥, …, 其日丙丁, … 
n 西方, 金也, …, 其獸白虎, …, 其日庚辛, …
n 北方, 水也, …, 其獸玄武, …, 其日壬癸, …

7) 素問･陰陽應象大論13) 

n 東方生風, 風生木, …, 在天爲風, 在地爲木, …, 在藏爲肝, 
在色爲蒼, …

n 南方生熱, 熱生火, …, 在天爲熱, 在地爲火, …, 在藏爲心, 
在色爲赤, …

n 西方生燥, 燥生金, …, 在天爲燥, 在地爲金, …, 在藏爲肺, 
在色爲白, …

n 北方生寒, 寒生水, …, 在天爲寒, 在地爲水, …, 在藏爲腎, 
在色爲黑, …

8)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14) 

n 肝爲, …, 其色青, 其時春, …, 其日甲乙, … 

n 心爲, …, 其色赤, 其時夏, 其日丙丁, … 
n 肺爲, …, 其色白, …, 其時秋, 其日庚辛, … 
n 腎爲, …, 其色黑, 其時冬, 其日壬癸, … 

淮南子와 素問 및 靈樞에서는 四方을 각각 五行･
四神･日干･五氣･五臟･五色･四季와 상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9) 醫方類聚･五藏門二･五藏六府圖15) 

n 肺藏圖 : …, 夫肺者, 兌之氣, 金之精, 其色白, …, 其神形
如白獸. 

n 心藏圖 : …, 夫心者, 離之氣, 火之精, 其色赤, …, 其神形
如朱雀鳥. 

n 肝藏圖 : …, 夫肝者, 震之氣, 木之精, 其色靑, …, 其神形
如靑龍. 

n 脾藏圖 : …, 夫脾者, 坤之炁16), 土之精, 其色黃, …, 其神
形如鳳.

n 腎臟圖 : …, 夫腎者, 坎之炁, 水之精, 其色黑, …, 其神形
如白鹿.

n 膽藏圖 : …, 夫膽者, 金之精, 水之氣, …, 其神形如龜蛇. 

10) 醫方類聚･養性門一･修眞秘訣一17) 

n 四象論 : 夫四象者, 靑龍, 白虎, 朱雀, 玄武. 東方甲乙木, 
…, 故言龍也. 白虎者, 西方庚辛金也, …, 稱之爲虎也. 朱
雀者, 南方丙丁火, …, 故得朱雀之稱也. 玄武者, 北方壬癸
水也, …, 故稱玄武. 

n 五方金液還丹歌 : 北方玄武身體黑, …. 東方屬木本名砂, 
…. 南方朱雀其色赤, …. 西方白虎本屬陰, 中夾戊己□□陳, ….

11) 醫方類聚･養性門三･寶丹要訣二18) 

n 五方歌一道 : 東方, 靑龍屬木 本名砂, …. 南方, 朱雀其色
赤, …. 西方, 白虎西方 本屬陰, …. 北方, 玄武身體黑, …. 

10) 王充 撰. 欽定四庫全書薈要･子部･論衡･卷一二. 108. (原文의 출처는 <https://archive.org/details/06061715.cn>이다.)
11) 古代에 倉과 蒼은 서로 通用되었다.
12) 劉安 編著. 安吉煥 編譯. (新完譯) 淮南子･上. 서울:명문당. 2001:124.
13) 李慶雨 譯. (編注譯解)黃帝內經素問 . 서울:여강출판사. 2001:178-192.
14) 李慶雨 譯. (編注譯解)黃帝內經靈樞 . 서울:여강출판사. 2001:446-447.
15) 浙江省中醫硏究所･湖州中醫阮 校. 醫方類聚 校點本 (第一分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113-120.
16) 炁는 고대에 사용된 글자로 ‘氣’와 同字이다.
17) 浙江省中醫硏究所･湖州中醫阮 校. 醫方類聚 校點本 (第九分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354-355.
18) 浙江省中醫硏究所･湖州中醫阮 校. 醫方類聚 校點本 (第九分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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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 戊己屬句陳, ….

醫方類聚에서 撰集한 내용에는 四神의 臟腑 대응에 있
어 일부 달라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四神을 
四方, 五行 및 五藏과 八卦에 관련･대응하여 제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四神의 개념은 天地人의 四象･四方･四季･五行･五
藏･五色･八卦･日干과 긴밀하게 상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四
神

四
象

四
方

四
季

五
行

五
氣

五
藏

五
色

八
卦

日
干

青
龍

少
陽

東
方 春 木 風 肝 青 震

☳
甲
乙

朱
鳥

太
陽

南
方 夏 火 熱 心 赤 離

☲
丙
丁

白
虎

少
陰

西
方 秋 金 燥 肺 白 兌

☱
庚
辛

玄
武

太
陰

北
方 冬 水 寒 腎 黑 坎

☵
壬
癸

표 1. 四神의 天人相應 관계

2. 朱鳥湯의 不在와 관련한 여러 견해

傷寒論에 青龍湯･白虎湯･玄武湯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朱鳥湯(혹은 朱雀湯)19)이 不在한 것에 대해서는 傷寒
論에 대한 오랜 의문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가지의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1) 清代 錢潢의 견해 : ‘長沙無朱雀湯說’

錢潢은 傷寒溯源集20)에서 유명한 ‘長沙無朱雀湯說’을 
주장했다. 그는 病理的 대응 관점에서 朱雀湯이 不在한 것
이 아니라 명칭만 없을 뿐, 여러 治方에 散在한 상태로 朱
雀湯의 功效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n 青龍은 東方之神으로 木에 屬하고 疏洩을 주관하는데, 
이는 마치 天地의 陽氣가 鬱伏하고 있다가 春木이 활동
하는 시기가 되면, 陽氣가 上騰하여 風이 되어 天地의 
陽氣를 鼓動하므로 雷雨가 가득차게 되고, 이를 통해 鬱
結되었던 陽氣가 뻗어나가게 되는 것과 같다.21) 

n 白虎는 西方之神으로 金에 屬하고 清肅을 주관하는데, 
天地의 暑熱이 鬱蒸하다가 秋金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
면 天氣가 下降하여 서늘한 바람이 자주 시원하게 불면
서 가을 찬 이슬에 (蒸熱이) 세차게 떨어지게 되는 것
처럼, (體內) 鬱熱의 邪氣가 해소된다.22) 

n 玄武는 北方之神으로 水와 火에 屬하기 때문에 玄武에는 
蛇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坎卦(☵)에서 一陽
이 二陰 속에 居하는 것을 표상한다. 즉 坎卦는 본래 坤
體(☷)를 기초로 해서, 坤體의 中央에 乾陽(−)이 머무
르는 양상이다. 그러하므로 오로지 그 陽氣를 寒水의 중
심에 閉藏하는 것을 주관하여 龍蛇들이 숨어 있도록 한
다. 이로 인해 “물에 잠겨 있는 龍은 쓰지 않는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 失精･汗泄 등으로 인해 陽氣가 外
洩하여 真火가 虛衰하게 되면, 陰盛格陽이 나타나 下焦
를 離脫하게 된 無根之火가 上亢하여 炎害를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下焦는 虛冷해져서 四肢厥冷과 肌肉의 떨
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玄武湯을 통해 上亢
하였던 龍火를 인도하여 다시 深淵으로 잠길 수 있도록 
歸源시키고 나면, 세찼던 파랑이 고요해지고 멈추게 되
어 病證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北方의 治水 과
정에서 이미 南方의 治火의 방법을 갖추었기에 朱雀湯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23) 

n 그런데 朱雀은 南方之神이니 丙丁離火(☲)에 해당하여 
이는 後天之火이지 앞에서 언급한 坎中之火가 아니다. 
따라서 朱雀의 활용이란 後天之火를 瀉할 수도 있고 先
天之火를 補할 수도 있으므로, 寒하게 할 수도 있고 熱

19) 本考에서는 고대에 朱鳥湯 혹은 朱雀湯이라는 治方이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고찰하고 있다. 다만 근거할 수 있는 문헌자료
가 없기에 실제 方名이 ‘朱鳥湯’이었는지 혹은 ‘朱雀湯’이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漢代까지의 고대 문헌 기록에 있어서 四神에 관
해 표현할 때, ‘朱雀’이라는 표현보다 ‘朱鳥’라는 표현이 보다 널리 사용되었기에 필자는 고대의 方名은 아마도 ‘朱鳥湯’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 傷寒溯源集의 原名은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이다. 다만 書名이 길어서 보통 傷寒溯源集이라고 축약하여 부르고 있다.
21) 錢潢 撰.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一). 91. (原文의 출처는 <https://archive.org/details/02092843.cn>이다.) “夫青龍者, 東方之神, 

屬木而主疏洩. 猶天地之陽氣鬱伏, 至春木行令, 則陽氣上騰而爲風, 陽氣鼓動, 雷雨滿盈, 而鬱結之氣得伸矣.”
22) 錢潢 撰. 상게서:91-92. “白虎者, 西方之神, 屬金而主清肅. 天地之暑熱鬱蒸, 至秋金行令, 則天氣下降, 涼風薦爽, 玉露沛零, 而鬱熱之邪解矣.”
23) 錢潢 撰. 상게서:92. “真武者, 北方之神, 屬水與火, 故玄武之中, 蛇附焉. 即坎卦一陽居於二陰之象也. 坎本坤體, 以坤體之中, 乾陽居焉. 所以專主閉

藏其陽氣, 於寒水之中, 而爲龍蛇之蟄. 故曰潛龍勿用. 若夫失精泄汗, 陽氣外洩, 真火虛衰, 無根失守, 亢害上炎, 下焦虛冷, 厥逆瞤惕. 故以真武湯救
之, 導使歸源, 令龍火潛淵, 然後波恬浪息. 是北方治水之中, 已具南方治火之法, 不必朱雀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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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瀉火할 것인지 補火할 
것인지는 그 (病情이) 처한 상황에 따르는 것이므로 명
칭을 확정할 수 없다. 가령 傷寒論 중에 등장하는 大
黃黃連瀉心湯, 竹葉石膏湯, 越婢一湯, 葛根黃連黃芩湯, 茵
陳蒿湯, 梔子柏皮湯, 大小調胃承氣等湯 모두 後天의 實
火를 瀉火하는 方劑이니, 비록 朱雀의 명칭은 없을지라
도 대개 그 속에 깊은 뜻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24) 

錢潢은 鬱滯된 表部의 陽氣가 升散하면서 汗出 解表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青龍湯의 기제를 설명하고, 세찬 清涼
之氣의 활동으로 上焦에서 왕성하던 蒸熱이 해소되는 과정
으로 白虎湯의 기제를 설명한다. 이어 陰盛格陽으로 下焦를 
離脫했던 陽氣를 다시 歸源･潛陽시킴으로써 肢冷과 上炎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玄武湯의 기제를 설명하면서 玄武라는 
의미에 溫裏와 補火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朱雀이라는 의
미에서 표상할 수 있는 先天之火를 補火하는 의미는 이미 
담겨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瀉火 治方들을 제시하면
서, 後天의 實火를 瀉火하는 방법 또한 朱雀의 작용으로 설
명할 수 있으므로, 朱雀湯이라는 명칭만 없을 뿐이지 朱雀
湯의 기제가 이미 담겨 있기에, 별도의 朱雀湯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十棗湯이 朱雀湯이라는 견해

일본의 湯本求真(유모토 큐신)은 ‘四神方은 각 治方에 들
어가는 主藥材의 색상을 東南西北의 四神에 각각 상관적으
로 대응하여 그 方名을 정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小青龍湯･大青龍湯’의 方名은 이 兩方의 主藥인 麻黃이 
青色이기에 青龍神과 관련을 지어 명명했고, ‘白虎湯’의 方
名은 主藥인 石膏가 白色이기에 白虎神과 관련을 지어 명
명했으며, ‘玄武湯’(또한 ‘真武湯’이라고도 이름)의 方名은 

主藥인 附子가 黑色이기에 玄武神과 관련을 지어 명명했고, 
‘朱雀湯’(또한 ‘十棗湯’이라고도 이름)의 方名은 主藥인 大棗
가 赤色이기에 朱雀神과 관련을 지어 명명했다는 것이다.25)

또한 醫學入門･歷代醫學姓氏의 滑壽에 대한 내용 중에
는, 小便澀･中滿喘渴한 婦人病에 대해 上焦의 氣化를 유도
하여 行水･利水하는 治方으로 朱雀湯 加味方을 運用하는 
醫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때 運用한 朱雀湯이 바로 十棗
湯이다.26)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十棗湯을 朱雀湯으로 인식해온 
근거는 본래 外臺秘要에서 비롯했다. 현전하는 문헌자료
에서 朱雀湯에 관한 언급은 中國의 南北朝 시대 深師方
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唐代 外臺秘要･癖
飲方 中에 ‘深師朱雀湯’이라는 方名으로 인용되어 있다.27) 
주치는 癖飲을 치료하는 것이고, 약재의 분량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治方의 組成과 主治證에 있어
서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제시되어 있는 十棗湯과 동
일하다.28) 

따라서 傷寒卒病論 자체가 널리 유포되지 못한 상태에
서, 東漢 말기 이후 지속된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며 朱雀湯
에 관한 기록이 失傳되었거나 혹은 抄寫를 통한 전승 과정
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누락되었을 수 있기에 深師方을 
거쳐 外臺秘要에만 수록되어 있고, 傷寒論이나 金匱要
略에는 수록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하기
에 十棗湯이 본래 朱雀湯일 가능성을 높다고 주장하는 학
자들은 현전하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비록 朱雀湯
이라는 方名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十棗湯이라는 
형태로 남아서 實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29) 

3) 白虎湯이 본래 朱雀湯이라는 견해30) 

中國의 高伯正･郭選賢･王笑可･高伯正 등은 五邪와 四神

24) 錢潢 撰. 상게서:92-93. “然朱雀者, 南方之神, 丙丁離火是也. 乃後天之火, 非前坎中之火也. 然朱雀之用, 能瀉後天, 能補先天, 可寒可熱. 所以能瀉
能補, 隨其所在, 故不可有定名也. 如論中之大黃黃連瀉心湯･竹葉石膏湯･越婢一湯･葛根黃連黃芩湯･茵陳蒿湯･梔子柏皮湯･大小調胃承氣等湯, 皆瀉後
天實火之劑也. 而無朱雀之稱者, 蓋有深意存焉.”

25) 湯本求眞 纂著. 朱甲悳 譯. (國譯) 皇漢醫學(제1권). 서울:계축문화사. 2008:361-362.
26) 明 李梴 原著. 東醫文獻硏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編註醫學入門. 서울:법인문화사. 2006:46-47.
27) 高文柱 校注. 外台秘要方校注. 北京:學苑出版社. 2011:251. “療久病癖飲, 停痰不消, 在胸膈上液液, 時頭眩痛, 若攣, 眼睛･身體･手足十指甲盡黃, 

亦療脇下支滿飲, 輒引脇下痛方.” 
28) 甘遂･芫花･大戟의 분말을 취한 후에 大棗 十二枚를 煎湯한 湯液에 타서 再煎하여 복약하므로, 十棗湯과 方名과 비교하자면 ‘十二棗湯’이라고 

할 수 있다.
29) ➀ 王洪海, 楊海燕. ｢≪傷寒論≫有無朱雀湯的探討｣. 全國第二十二次仲景學說學術年會論文集. 2014:164-165.

➁ 趙春江, 蔡 輝. ｢朱雀湯闕疑｣. 安徽中醫學院學報. 2012;31(04):16. 
➂ 蔣莉婭, 唐正利, 江淑秋, 趙弘卿. ｢≪傷寒論≫ 朱雀方之新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志. 2016;22(10):1295.

30) ➀ 高伯正, 郭選賢. ｢話說四方四神湯｣. 醫古文知識. 1991;(02):46. 
➁ 劉根正, 王笑可, 郭選賢, 高伯正. ｢“四方四神湯”考疑｣. 中醫藥研究. 1996;(0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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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傷寒論 內 白虎湯은 朱雀湯의 
오류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青龍은 東方之神이고, 風邪가 東方에 귀속하므로 결
국 青龍은 治風之神으로 귀결하게 된다. 따라서 青龍湯이란 
風邪表證을 치료하는 方劑가 되는데, 특히 風邪는 寒邪를 
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風寒表證에 대응하는 것이 
青龍湯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玄武는 北方之神이고, 寒邪･水邪가 北方에 귀속하
므로 결국 玄武란 治寒･治水之神으로 귀결하게 된다. 따라
서 玄武湯은 溫陽散寒･化氣消水의 功效를 바탕으로 陽虛한 
상태에서 受寒하여 發病한 水液不化의 證候를 치료하는 方
劑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白虎는 西方之神이고, 燥邪가 西方에 귀
속하므로 결국 白虎는 治燥之神이 되어서 白虎湯이란 燥邪
를 치료하는 方劑가 되어야 하고, 朱雀은 南方之神이고, 熱
邪가 南方에 귀속하므로 결국 朱雀은 治熱之神이 되어서 
朱雀湯이란 熱邪를 치료하는 方劑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傷寒論에 존재하는 白虎湯의 組成을 고려해보
면, 이는 治燥의 治方이 아니라 清熱瀉火･消暑의 功效를 지
닌 治熱의 治方이다. 특히 白虎加人參湯의 경우에는 火熱熾
盛證이나 感暑中暍 등에 운용하는 治熱方劑인 점을 고려한
다면, 마땅히 白虎湯의 本名은 朱雀湯이 되어야 하기에, 현
재의 白虎湯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治方을 구성하는 主藥의 색상을 바탕으로 四方･
四神에 대응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박하는데, 현재 전해
지고 있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白虎湯 혹은 白虎加人
參湯의 組成에서 약재들을 제시할 때, 항상 知母가 제일 먼
저 언급되는 점을 바탕으로, 白虎湯 혹은 白虎加人參湯의 
主藥은 石膏가 아니라 知母라고 강조한다. 이는 다른 治方
인 麻黃湯이나 桂枝湯의 組成에서 主藥인 麻黃과 桂枝가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따라서 主藥의 
색상을 바탕으로 四方･四神湯의 方名을 정한 것이 아니므
로, 이러한 관점에서 白虎湯은 西方의 四神方으로 볼 수 없
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결국 朱雀湯은 名亡實存, 즉 方名은 잔존하지 못하고 사
라졌지만 治方의 실질은 잔존하는 형태가 되었고, 이에 비
해서 白虎湯은 名存實亡, 즉 方名은 잔존하고 있지만, 治方
의 실질은 잔존하지 못하고 사라진 형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素問･至真要大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病機
十九條의 내용에서 오직 燥邪에 관한 내용만 빠진 것을 고
려해볼 때, 고대에는 아마도 燥邪의 질환이 그다지 흔하지 
않았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설혹 白虎湯이 古代에 존재했었다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매우 적게 운용되었을 것이기에 점차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만약 治燥의 治方이 존재했었다면, 이는 秋燥에 
대응하는 治方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辛甘輕清한 속성을 지
니면서 散風宣肺･潤燥養陰･化痰降氣의 功效를 지녀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治燥之神의 治方으로서 名實
相符한 白虎湯은 傷寒論이나 金匱要略에 實在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4) 桂枝湯이 朱雀湯이라는 견해31)

中國의 劉吉善은 ‘桂枝湯은 마땅히 朱雀湯이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먼저 朱雀은 赤色･心火･南方･太陽 등과 관련
이 있는데, 桂枝는 赤色일 뿐만 아니라 說文解字에서는 
桂에 대해서 “南方木, 百藥之長”이라 언급했다.32) 

게다가 桂枝湯 內 桂枝와 甘草의 배합은 傷寒論의 桂
枝甘草湯이 되는데, 이는 補心陽의 祖方이 되며, 桂枝湯에 
地黃･大棗 등을 가미한 炙甘草湯은 心脈結代와 心動悸에 
운용하는 復脈湯[➞ 炙甘草湯의 別名임]이 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桂枝湯의 別名이 陽旦湯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桂枝湯은 赤色･心火･南方･太陽과 모두 긴밀하게 상관 대응
하고 있다. 

또한 玄武湯의 附子는 黑色을 띠면서 大辛大溫하기에 北
方에 入하여 鎮水하고, 白虎湯의 石膏는 白色을 띠면서 辛
涼하여 西方의 清肅之氣와 상응하며, 青龍湯의 麻黃은 青色
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神農本草經에서 別名을 “龍沙”
로 제시했다는 점이 東方과 상응하고, 桂枝는 赤色과 溫性
을 띠면서 入心하여 營衛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南方과 상
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四神方의 主藥이 적합하게 
서로 四方과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桂枝湯이야말로 朱雀湯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에, 朱雀湯은 傷寒論의 桂枝湯이라는 형태로 實在하고 있
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한편 蔣莉婭 등은 만약 朱雀湯이 傷寒論의 群方으로 
31) 劉吉善. ｢≪傷寒論≫“四神”與“五靈”方探析｣. 河南中醫. 1993;13(04):154-156.
32) 정확하게는 “江南木, 百藥之長”이다. (<https://www.zdic.net/hans/桂>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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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傷寒論의 治
方 가운데 가장 加減方이 많고, 太陽病부터 厥陰病까지 광
범위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營衛를 調和하고 溫經하여 
傷寒의 諸病을 해소하는 탁월한 力量이, 南方의 火鳥로서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는 朱雀의 力量에 잘 부합하는 桂枝
湯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劉吉善의 주장에 타
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33) 

5) 黃連阿膠湯이 朱鳥湯이라는 견해

黃連阿膠湯이 朱鳥湯이라는 견해는 輔行訣臟腑用藥法要 
(이하 輔行訣)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제기되었다. 輔行訣
은 본래 敦煌 발굴 醫書 가운데 하나였는데, 原本은 사라지
고 張大昌과 그 제자가 기록한 필사본만 현재 존재한다. 일
부 眞僞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다각적인 검토
와 고찰 끝에 현재는 古代 方劑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醫書로 인정받고 있다.34)

傷寒卒病論과 관련하여 輔行訣에 수록된 方劑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선 古代 湯液經法의 方劑들을 일
부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음은 張機가 이를 본받아 계
승했다는 점이다.35) 이러한 점은 皇甫謐이 鍼灸甲乙經의 
序文에서 “장중경은 伊尹의 湯液經法을 확장하여 수십 권
을 편찬하였는데, (이를 임상에서) 적용하였을 때 다수 效
驗이 있다.”36) 라는 언급과 그 내용이 잘 부합한다.

이와 같은 輔行訣에 수록된 經方 가운데 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은 바로 ‘二旦･四神의 大･小湯’이다. 즉 輔行訣
에는 陽旦湯･陰旦湯･青龍湯･白虎湯･朱鳥湯･玄武湯에 대해 
각각 大･小湯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方劑의 組成이 傷
寒論과 金匱要略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方劑들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표 2에 二旦･四神 
大･小 湯의 組成을 제시하고37) 傷寒論과 金匱要略 內
에 수록되어 있는 方劑들 가운데 상관성이 높은 方劑들과 
그 組成을 서로 비교해서 제시했다). 

輔行訣의 方劑 方劑의 組成 傷寒論 혹은 金匱要略
內 方劑와의 상관성 검토

小陽旦湯 桂枝･芍藥･生薑･炙甘草･大棗 桂枝湯에 해당함
大陽旦湯 黃耆･人參･桂枝･生薑･炙甘草･芍藥･大棗･膠飴 黃耆建中湯⊕人參에 해당함
小陰旦湯 黃芩･芍藥･生薑･炙甘草･大棗 黃芩湯⊕生薑에 해당함
大陰旦湯 柴胡･人參･黃芩･生薑･炙甘草･芍藥･大棗･半夏 小柴胡湯⊕芍藥에 해당함
小青龍湯 麻黃･杏仁･桂枝･炙甘草 麻黃湯에 해당함
大青龍湯 麻黃･世人･芍藥･炙甘草･桂枝･五味子･半夏･乾薑 小青龍湯에 해당함
小白虎湯 石膏･知母･炙甘草･粳米 白虎湯에 해당함
大白虎湯 石膏･麥門冬･炙甘草･粳米･半夏･生薑･竹葉 竹葉石膏湯⊖人參⊕生薑에 해당함
小朱鳥湯 雞子黃･阿膠･黃連･黃芩･芍藥 黃連阿膠湯에 해당함
大朱鳥湯 雞子黃･阿膠･黃連･黃芩･芍藥･人參･乾薑 黃連阿膠湯⊕乾薑･人參에 해당함

黃連阿膠湯 合 乾參芩連湯에 해당함
小玄武湯 茯苓･芍藥･白朮･乾薑･炮附子 玄武湯에 해당함
大玄武湯 茯苓･白朮･炮附子･芍藥･乾薑･人參･甘草 玄武湯⊕甘草･人參에 해당함

玄武湯 合 理中湯에 해당함

표 2. 輔行訣 內 二旦･四神 大･小湯의 組成과 傷寒論･金匱要略 內 方劑와의 상관관계 

33) 蔣莉婭, 唐正利, 江淑秋, 趙弘卿. ｢≪傷寒論≫ 朱雀方之新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志. 2016;22(10):1296.
34) ➀ 王淑民. ｢敦煌卷子 ≪輔行訣臟腑用藥法要≫ 考｣. 上海中醫藥雜志. 1991;(03):36-39. 

➁ 石 琳, 王慶國. ｢≪輔行訣臟腑用藥法要≫ 現存版本對比研究｣. 中醫文獻雜志. 2008;26(02):6-9. 
➂ 錢超塵, 趙懷舟. ｢≪輔行訣≫ 抄本尋蹤｣. 河南中醫. 2009;29(09):833-835.
➃ 여민경. ｢輔行訣臟腑用藥法要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5-7.

35) 石 琳. ｢≪輔行訣五臟用藥法要≫ 研究｣. 北京中醫藥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39-41, 44.
36) 山東中醫學院. 針灸甲乙經校釋(上冊). 第2版.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2. “仲景論廣伊尹≪湯液≫ 爲十數卷, 用之多驗.”
37) ➀ 여민경. 상게서:150-162. 

➁ 吳新明, 劉洋, 李菲, 彭鑫. ｢≪輔行訣≫外感天行病方理論初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志. 2011;17(07):726. ※組成을 제시할 때 藥材의 나열은 
輔行訣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동일하게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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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輔行訣의 小青龍湯과 大青龍湯은 각각 傷
寒論과 金匱要略의 麻黃湯과 小青龍湯의 組成과 동일하
고, 輔行訣의 小白虎湯은 傷寒論의 白虎湯과 동일하며, 
輔行訣의 小玄武湯은 傷寒論의 玄武湯과 동일하다. 따
라서 輔行訣의 小朱鳥湯과 方劑의 組成이 동일한 傷寒
論의 黃連阿膠湯에 대해 그동안 傷寒論에 존재하지 않
았던 것으로 여겨지던 朱鳥湯이 實在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크게 힘이 실리게 되었다.38) 

지금까지 朱鳥湯의 不在와 관련한 諸家의 견해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자면, 비록 朱鳥湯의 잔영으
로 추정되는 代方으로서 제시한 方劑들은 相異하지만, 기본
적으로 朱鳥湯의 方名 자체가 傷寒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朱鳥湯의 의미를 내포한 方劑나 혹은 朱鳥湯
이 다른 方名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 외에도 後漢 말기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
면서 朱鳥湯과 관련된 내용이 유실되었거나 혹은 竹簡 기
록물의 錯簡이 발생했을 가능성, 그리고 抄錄 과정에서 脫
漏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誤認 및 誤記하였을 가능성 또한 
朱鳥湯이 不在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39), 이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고찰할 수 없으므로 특
별하게 거론하지는 않았다.

3. 傷寒論의 病證觀과 朱鳥湯의 不在 관계

1) 傷寒論의 病證觀 : 八綱辨證

傷寒論을 관통하는 病證 인식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
다. 하나는 六經病證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八綱辨證 체계
이다. 六經病證 체계는 시간적･공간적으로 病證의 단계가 
바뀌면서 傳變되는 病期的 인식 관점이고, 八綱辨證 체계는 
치료적인 대응을 위해 病候를 陰陽的 관점으로 나누어 辨
別하는 인식 관점이다.40) 

이와 관련해서 張明澄이 제기한 八綱辨證의 체계는 기존 

인식의 한계성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보통 八綱辨證의 개념에 대해 언급할 때, 그 대강을 제시
한 醫家로는 明代의 張介賓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가장 명
확하게 정립해서 제시한 醫家로는 清代의 程國彭을 꼽는다. 
먼저 張介賓은 景岳全書･傳忠錄･六變辯에서 “六變이란 
表･裏･寒･熱･虛･實로, 이는 의학 內 關鍵이 된다. 이러한 
여섯 가지를 분명하게 한다면 모든 질병은 모두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극히 쉽고 명백해진다. 表에 대해 언급하
자면 外로부터 風･寒･暑･濕･火･燥邪에 감수된 것을 가리키
고, 裏에 대해 언급하자면 內로부터 발생한 七情傷과 勞欲
傷 및 飲食傷을 가리킨다. 寒은 陰의 類로서, 혹 內寒이 되
기도 하고 혹 外寒이 되기도 하지만, 寒은 대부분 虛가 된
다. 熱은 陽의 類로서, 혹 內熱이 되기도 하고 혹 外熱이 
되기도 하지만, 熱은 대부분 實이 된다. 虛란 正氣의 不足
으로, 내부에서 비롯한 질병의 대부분은 不足의 병에 해당
한다. 實은 邪氣의 有餘로, 외부로부터 內入한 질병의 대부
분은 有餘의 병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六變의 대강을 제시
했다.41) 

다음으로 程國彭은 醫學心悟･寒熱虛實表裏陰陽辨에서 
“질병의 총괄적인 핵심은 寒･熱･虛･實･表･裏･陰･陽의 八字
일 뿐이다. 病情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辨
證의 방법 또한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42)라고 전제한 
후, 病의 寒熱･虛實･表裏의 辨別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病
의 陰陽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六字로 총괄하여 말할 
수 있으니 포함하는 바가 넓다. 熱證은 陽이 되고, 實證은 
陽이 되며, 表證은 陽이 된다. 寒證은 陰이 되고, 虛證은 陰
이 되며, 裏證은 陰이 된다.”43) 라고 하여 八綱 辨證이 寒･
熱･虛･實･表･裏･陰･陽의 辨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張明澄은 陽證과 陰證, 表證과 裏證, 熱證과 寒
證, 實證과 虛證을 서로 변별하는 것이 八綱辨證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陽證과 陰證은 상위 개념으로서 
表證･熱證･實證이 ‘陽證’의 하위 개념에 해당하고, 裏證･寒

38) 趙春江, 蔡 輝. 상게서:16-18.
39) 王洪海, 楊海燕. 상게서:165.
40) 張明澄. 中國漢方醫學體系. 東京:東明社. 1988:10-16.
41)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中國中醫葯出版社. 1999:878-879. “六變者, 表裏寒熱虛實也. 是即醫中之關鍵. 明此六者, 萬病皆指諸掌矣. 

以表裏＊言之, 則風･寒･暑･濕･火･燥感於外者是也. 以裏言之, 則七情･勞欲･飲食傷於內者是也. 寒者, 陰之類也. 或為內寒, 或為外寒, 寒者多虛. 熱
者, 陽之類也. 或為內熱, 或為外熱, 熱者多實. 虛者, 正氣不足也, 內出之病多不足. 實者, 邪氣有餘也, 外入之病多有餘.”
＊원문에는 ‘表裏’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내용의 흐름상 裏는 불필요하게 들어간 글자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해석했다.

42) 清･程國彭 撰. 田代華 整理. 醫學心悟.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14. “病有總要, 寒･熱･虛･實･表･裏･陰･陽, 八字而已. 病情既不外此, 則辨證
之法亦不出此.”

43) 清･程國彭 撰. 田代華 整理. 상게서:14-15. “至於病之陰陽, 統上六字而言, 所包者廣. 熱者爲陽, 實者爲陽, 在表者爲陽. 寒者爲陰, 虛者爲陰, 在裏
者爲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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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虛證이 ‘陰證’의 하위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층
위의 綱領이 될 수 없으므로 六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病證들이 서로 대등한 綱領이 되기 위해서
는 차등적으로 病證을 辨別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病位的
으로 表證과 裏證을 먼저 변별하고, 이후 病性的으로 熱證
과 寒證을 변별하며, 마지막에 이르러 病勢的으로 實證과 
虛證을 변별함으로써 총 8가지의 病證을 서로 辨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辨別의 과정에서 陰陽 
辨別의 개념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八卦와 대등하
게 상응함을 강조한다.44) 

그러면 張明澄은 왜 八綱辨證과 八卦와의 相應性을 제시
하게 되었을까？ 이는 邵雍이 언급한 先天八卦의 次序圖를 
떠올린다면 지극히 당연한 사고의 흐름이다. 아래의 [그림 
1]은 邵雍의 ‘八卦次序之圖’이다.45) 

그림 1. 八卦次序之圖 

이 次序圖의 원리는 周易･繫辭上傳에서 언급한 “이런 
까닭으로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파생하고, 
兩儀가 四象을 파생하며, 四象이 八卦를 파생한다.”46)의 내
용에 근거한다. 따라서 陰陽的 분류 관점을 적용하여 病候
를 인식한다면, 周易의 사고가 기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는, 의학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동일한 파생 과정을 통해 자
연스럽게 八卦와 상응하는 것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八卦와 대응할 때에는 上爻로 表裏를 표시하고, 
中爻로 熱寒을 표시하며, 下爻로 實虛를 표시하여 나타낸

다.47)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八綱辨證의 八卦 次序 체계 

다만 이 그림은 先天八卦의 次序에 따라 제시했기에 下
爻부터 中爻, 그리고 上爻로 그 순차를 따라야 하므로, 病
證을 辨別하는 順次를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病證
을 辨別하는 順次에 따라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 3]과 같
은 형태로 재배치할 수 있다.

44) 張明澄. 상게서:14-16.
45) 李昌壹. 소강절의 철학 : 先天易學과 상관적 사유. 서울:심산출판사. 2007:147.
46) 朱熹. 欽定四庫全書薈要･經部･周易本義 卷二~卷四. 129. (原文의 출처는 <https://archive.org/details/06070841.cn>이다.) “是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47) 張明澄 譯. 桑木 崇秀 註解. 漢方方劑大法口訣:漢方醫學の基礎とその活用. 東京:香草社. 1973: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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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八綱辨證의 辨別 順次 체계 

張明澄이 八綱辨證을 八卦와 대응하여 인식하는 관점을 
제기한 것의 중요성은, 張介賓과 程國彭이 病證을 인식하는 
관점에 있어서 八綱의 요소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함을 강
조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대응의 진정한 중요성은 
傷寒論에 이러한 인식이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張介賓과 程國彭의 언급은 모든 病證을 八綱, 실은 6
變･3요소48)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변별해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를 八卦의 順次에 따라 차등적으로 변
별해서 파악하라는 언급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張明澄의 

언급은, 傷寒論의 내용 전체에서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表･裏･熱･寒･實･虛’의 표현이, 바로 고대에 病證을 치료적
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陰陽的인 病證 분류의 관점을 바탕
으로 하고 있었고, 다시 이 辨別의 방향성을 전개함에 있어
서, 八卦의 순차적 파생과 관련한 醫易學的 관점에 근거하
여 八綱辨證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깨달아
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한 언급이다.49) 

2) 四神湯과 八綱辨證

辨證의 목적은 적절한 治方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傷寒論에는 여러 治方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
로 八綱辨證 체계 속에 편입된다. 왜냐하면 傷寒論을 관
통하는 辨證 체계가 八綱辨證이기 때문이다. 가령 康平本을 
바탕으로50) 대표적 方證들을 辨證해보면 다음과 같다.

(1) 桂枝湯證51)

n 太陽病, 發熱, 汗出惡風, 脉緩者, 名爲中風.
n 太陽病, 頭痛, 發熱, 汗出惡風者, 桂枝湯主之.
n 桂枝湯의 組成 : 桂枝･芍藥･炙甘草･生薑･大棗

太陽 中風은 惡風이 존재하므로 表寒證이고, 汗出이 존재
하면서 脈緩하므로 虛證이다. 따라서 桂枝湯證은 表寒虛證
에 해당한다. 그리고 桂枝湯의 組成은 桂枝와 生薑으로 溫
表解肌에 주력하고 芍藥으로 斂陰하여 汗出에 대응하므로 
表寒虛證의 治方이 된다. 즉 艮卦의 方劑에 해당한다.

(2) 麻黃湯證52) 

n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脉陰陽
俱緊者, 名曰傷寒.

n 太陽病, 頭痛, 發熱, 身疼, 腰痛, 骨節疼痛, 惡風, 無汗而
48) 6變･3요소란, ‘表裏라는 요소의 축’을 바탕으로 表證과 裏證을 변별하고, ‘寒熱이라는 요소의 축’을 바탕으로 寒證과 熱證을 변별하며, ‘虛實이

라는 요소의 축’을 바탕으로 虛證과 裏證을 변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49) 엄밀하게 傷寒論에서 언급하는 實･虛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實證･虛證의 개념과는 그 의미하는 바가 서로 같지 않다. 일반적

인 實證의 개념은 邪氣가 왕성한 상태여서 攻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病證을 의미하고, 虛證의 개념은 正氣가 쇠약한 상태여서 補益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病證을 의미한다. 그러나 傷寒論에서는 表證의 경우 汗出의 여부에 따라 汗出이면 虛證, 無汗이면 實證으로 인식한
다. 그리고 裏證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按診을 통해 濡軟하면 虛證, 堅結하면 實證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張介賓과 程國
彭이 제시하는 虛實의 개념과 張明澄이 제시하는 傷寒論에서의 虛實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本考에서는 이 개념의 명확한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八綱辨證의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해서 엄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50) 康平本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까닭은, 夾注와 旁注 등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기에 이들을 제외하고 조문의 본 내용만 살필 수 있으며, 다시 이 
조문들 중에서傷寒論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15條文 중심으로 그 본뜻을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51)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學苑出版社. 2000:70-71.
52) 李順保. 상게서:7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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喘者, 麻黃湯主之. 
n 麻黃湯의 組成 : 麻黃･桂枝･炙甘草･杏仁

太陽 傷寒은 惡寒과 體痛이 존재하므로 表寒證이고, 無汗
이면서 脈緊하므로 實證이다. 따라서 麻黃湯證은 表寒實證
에 해당한다. 그리고 麻黃湯의 組成은 麻黃과 桂枝로 강하
게 溫表發汗에 주력하여 無汗에 대응하고 麻黃과 杏仁으로 
宣肺･降肺平喘하여 喘症에 대응하므로 表寒實證의 治方이 
된다. 즉 離卦의 方劑에 해당한다.

(3) 小青龍湯證53)

n 傷寒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 發熱而欬, …, 
小青龍湯主之. 

n 傷寒, 心下有水氣, 欬而微喘, 發熱不渴, 
小青龍湯主之.

n 小青龍湯의 組成 : 麻黃･芍藥･細辛･乾薑･
炙甘草･桂枝･五味子･半夏

小青龍湯證은 조문의 내용을 통해 表證과 함께 上焦에 
水飲이 존재하여 喘咳가 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治方의 組成 분석을 통해서 麻黃과 桂枝의 조합으로 無汗
의 상황임을 알 수 있고, 細辛･乾薑･五味子･半夏 등의 溫藥 
들을 통해 上焦의 寒飲內停으로 喘咳가 심한 상황임을 추
정할 수 있다. 즉 小青龍湯證은 表寒實證의 상황에 寒飲內
停을 兼한 증후인데, 八綱辨證 상으로는 表寒實證에 귀속한
다. 따라서 小青龍湯 또한 離卦의 方劑에 해당한다.

(4) 大青龍湯證54) 

n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躁者, 大
青龍湯主之.

n 大青龍湯의 組成 : 麻黃･桂枝･炙甘草･杏仁･生薑･大棗･石膏
大青龍湯證은 脈象이 浮緊하고 治方의 組成에 麻黃湯의 組

成이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表寒實證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
는데, 上焦에 煩躁가 존재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石膏가 포

함되었으므로 熱證을 兼한 증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八綱
辨證 상으로는 熱證을 兼하고 있으므로, 表寒實證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表熱實證으로 볼 수도 없는데, 桂枝
와 生薑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八綱辨證 
체계에서는 분명하게 귀속할 수 있는 病證이 존재하지 않는다.

(5) 大承氣湯證55)

n 陽明之爲病, 胃家實是也. 
n 二陽併病, 太陽證罷, 但發潮熱, 手足漐漐汗出, 大便難而譫

語者, 下之則愈, 宜大承氣湯.
n 陽明病, 下之, 心中懊憹而煩, 胃中有燥屎者, 宜大承氣湯.
n 大承氣湯의 組成 : 大黃･厚朴･枳實･芒硝

大承氣湯證은 胃家에 심하게 熱結積滯가 발생하여 津液
이 핍박을 받아 外泄하고 神不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후이므로 裏熱實證에 해당한다. 그리고 大承氣湯의 組成
은 大黃과 芒硝로 熱結積滯를 강하게 破熱結하여 瀉下通便
하고 厚朴과 枳實로 破氣結하여 下氣除滿하므로 裏熱實證
의 治方이 된다. 즉 兌卦의 方劑에 해당한다.

(6) 白虎湯證 혹은 白虎加人參湯證56)57)

n 傷寒, 脉浮滑, 白虎湯主之. 
n 傷寒脈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主之.
n 傷寒, 脈浮, 發熱無汗, 渴欲飲水, 無表證者, 白虎加人參湯

主之.
n 服桂枝湯, 大汗出後, 大煩渴不解, 脈洪大者, 白虎加人參湯

主之. 
n 白虎湯의 組成 : 知母･石膏･炙甘草･粳米

白虎湯證은 上焦의 裏熱이 熾盛하여 高熱과 汗出 및 煩
渴이 출현하는 상황이므로 裏熱虛證에 해당한다. 그리고 白
虎湯의 組成은 石膏와 知母로 清熱瀉火･除煩･生津止渴하면
서 甘草와 粳米로 益氣養陰하므로, 치성한 上焦의 熱邪와 
傷津으로 인한 煩渴에 대응하는 治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53) 李順保. 상게서:76-77.
54) 李順保. 상게서:76.
55) 李順保. 상게서:99, 102, 103, 105.
56) 傷寒論에는 白虎湯의 조문이 매우 적고, 대부분 白虎加人參湯의 조문 위주로 병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白虎加人參湯의 조문을 함께 검

토해서 白虎湯證의 病證을 파악하고자 한다.
57) 李順保. 상게서:97, 9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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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參이 가미된 白虎加人參湯은 白虎湯證보다 심한 氣陰兩
傷의 정황에 대응하는 治方임을 감안할 때, 白虎湯은 裏熱
虛證의 治方이 되고 坎卦의 方劑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7) 玄武湯證58)

n 太陽病, 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
動, 振振欲擗地者, 玄武湯主之. 

n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沉重
疼痛, 自下利, …, 玄武湯主之. 

n 玄武湯의 組成 : 茯苓, 芍藥, 白朮, 生薑, 炮附子

玄武湯證은 裏部의 脾腎陽虛로 인해 水氣가 범람하여 悸動과 
眩暈 및 腹痛과 下利가 나타나는 증후이므로 裏寒虛證에 해당
한다. 그리고 玄武湯의 組成은 附子와 芍藥으로 溫腎助陽･化氣
行水･散寒止痛하고 白朮과 茯苓 및 生薑으로 健脾利濕･溫中散
水하므로 裏寒虛証의 治方이 된다. 즉 坤卦의 方劑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湯證 가운데 大青龍湯證을 제외하고는 桂
枝湯證이 表寒虛證에 해당하고, 麻黃湯과 小青龍湯이 表寒實
證에 해당하며, 大承氣湯證은 裏熱實證에 해당하고, 白虎湯證
은 裏熱虛證에 해당하며, 玄武湯證은 裏寒虛證에 해당함을 확
인했다. 그런데 張明澄은 傷寒論의 대표적인 湯證에 대해 
八綱辨證으로 인식한 이후에 이를 八卦에 대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八卦를 先天八卦方位에 대응하는 시도를 한다.59) 
이와 같은 관점도 邵雍의 八卦方位之圖를 숙지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사고의 통찰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은 邵雍의 ‘八卦方位之圖’이다.60) 

그림 4. 八卦方位之圖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을 적용하여 위에서 파악한 湯證
을 先天八卦의 方位에 표시해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湯證과 先天八卦方位와의 대응 

이 도면은 놀랍게도 四神湯이 四方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青龍湯은 離卦의 方劑이므로 
東方에 대응하고, 白虎湯은 坎卦의 方劑이므로 西方에 대응
하며, 玄武湯은 坤卦의 方劑이므로 北方에 대응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朱鳥湯證에 적용해보면, 朱鳥湯은 南
方･乾卦의 方劑이므로 대응하는 湯證은 表熱實證에 해당하
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傷寒論에 朱鳥湯이 不在하는 緣由

傷寒論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湯證에 대하여 八綱辨證
을 통해 해당 病證을 파악한 후, 이를 先天八卦의 方位와 
대응하는 시도를 통해 朱鳥湯은 表熱實證의 治方이어야 함
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傷寒論에는 表熱實證의 治方이 존재하지 않는
다. 傷寒論에서 表熱證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다음의 溫病
과 風溫에 관한 條文이 전부이다.61) 

n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n 風溫爲病, 脉陰陽俱浮, 自汗出, 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58) 李順保. 상게서:82, 83, 114.
59) 張明澄 譯. 桑木 崇秀 註解. 상게서:136-158.
60) 李昌壹. 상게서:164.
61) 李順保. 상게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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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文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토대로 그 病證을 살펴보면, 
溫病은 不惡寒을 바탕으로 發熱과 口渴을 호소하므로 분명
한 表熱證이다. 다만 汗出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表熱實證
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風溫에서는 自汗出과 身重 및 語
言難出이 등장하므로 汗出이 過多한 表熱虛證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에서는 溫病과 
風溫이라는 병증의 정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할 뿐, 치
료적 대응 차원의 적절한 治方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시점
에서 무엇보다 傷寒論에서 인식하는 表證인 太陽病의 개
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62) 

n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 而惡寒.

浮脈과 頭痛･項強의 언급을 통해 傷寒論의 太陽病은 表
部의 證候에서 惡寒을 兼한 表寒證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溫病과 風溫의 病證은 寒邪의 침습에 대한 病證
과 그 대응을 다루는 傷寒論의 관점과 배치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로서는 溫病과 風溫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溫病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과 정확한 치료적 대응은 清代에 
溫病學派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가능해진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傷寒論을 저술할 당시에는 表熱實證에 대해 적
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方劑 또한 
不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朱鳥湯
이 方名은 不在하지만, 실제로는 傷寒論의 다른 方劑로 
스며들어 實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적절한 治方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不在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十棗湯證과 黃連阿膠湯證의 病證 검토

(1) 十棗湯證

n 太陽中風, 下利, 嘔逆, 其人漐漐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

堅滿, 引脇下痛, 乾嘔, 短氣, 汗出, 不惡寒者, 十棗湯主之.63) 
n 飲後 水流在脇下, 咳唾引痛, 謂之懸飲.64) 
n 脈沉而弦者, 懸飲內痛. 病懸飲者, 十棗湯主之.65) 
n 十棗湯의 組成 : 芫花･甘遂･大戟･大棗66)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제시된 十棗湯證은 懸飲으로 
인해 胸脇部의 氣機不利가 발생하여 발작성 汗出과 不惡寒 
그리고 咳唾咽痛 혹은 引脇下痛이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
나는 裏部의 濕熱證이다. 동시에 內痛이 존재하고 脇下部의 
水飲結滯로 인해 拒按이 발생하는 裏實證이기도 하다. 따라
서 八綱辨證 상으로는 裏熱實證에 해당한다.67) 

그리고 十棗湯의 組成에서는 몸에 부담이 상당한 峻下逐
水藥을 운용하는데, 辛温한 芫花와 苦寒한 大戟･甘遂를 等
分하여 사용하므로 治方 전체적으로는 苦寒한 裏熱實證의 
治方이 된다. 따라서 이는 兌卦의 方劑에 해당한다. 즉 大
承氣湯證과 같은 證候이고 傷寒論의 病證 단계로는 陽明
病에 해당한다. 결국 十棗湯證은 表寒實證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十棗湯 또한 八綱辨證 체계의 인식을 토대로 할 때 
朱鳥湯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겠다. 참고로 外臺秘要･癖飲
方에 제시된 深師朱雀湯의 경우에는 甘遂와 芫花가 동등 
분량이고, 大戟이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이므로68) 傷寒論･
金匱要略의 十棗湯보다 더 苦寒한 治方으로 볼 수 있다.

(2) 黃連阿膠湯證69)

n 少陰病, 得之二三日以上, 心中煩, 不得臥者, 黃連阿膠湯主
之. 

n 黃連阿膠湯의 組成 : 黃連･黃芩･芍藥･雞子黃･阿膠

흔히 黃連阿膠湯證은 少陰病 단계에서 熱化證에 해당하
는 陰虛陽亢證 혹은 心腎不交證이 발생하여 形神不安을 호
소하는 정황으로 인식하고 있다.70)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어째서 虛熱證에 黃連･黃芩과 같은 苦寒之劑를 운용하는 

62) 李順保. 상게서:69.
63) 李順保. 상게서:94.
64) 連建偉. 連建偉金匱要略方論講稿.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8:179.
65) 連建偉. 상게서:185.
66) 李順保. 상게서:94.
67) 참고로 十棗湯證과 大承氣湯證은 동일한 裏熱實證에 해당하지만, 前者는 濕熱證이고 後者는 燥熱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八綱

辨證 체계에서는 燥證과 濕證을 辨別하지 않으므로 모두 동일한 病證에 귀속한다.
68) 高文柱 校注. 상게서:251. “甘遂･芫花各二分 大戟三分”
69) 李順保. 상게서:112.
70) 熊曼琪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傷寒論.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0:58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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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잘 설명할 수 없었고, 왜 阿膠･雞子黃･芍藥으로 滋
陰養血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했다. 분명히 陰虛陽亢證이라
면 降火滋陰이 급선무인데,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등장
하는 地黃･鱉甲･天門冬･麥門冬 등의 降火滋陰藥을 전혀 사
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傷寒論과 金匱要略
에 사용된 阿膠의 용도를 고려할 때 심한 血虛나 혹은 出血
의 정황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점 또한 陰虛陽亢證이나 心腎
不交證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어쨌든 少陰病 단계에서 心中의 煩熱과 形神不安이 발생
했다는 점에서 虛熱證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八綱辨證 상
으로는 裏熱虛證에 해당한다. 반면에 黃連阿膠湯의 組成을 
고려할 때에는 虛熱證보다는 實熱證일 가능성이 더 농후한 
상황이다. 어쨌든 黃連阿膠湯이 裏熱虛證의 治方이라면 坎
卦의 方劑에 해당하므로 八綱辨證 체계의 인식을 토대로 
할 때 黃連阿膠湯證을 表熱實證의 治方으로 볼 수 없기에 
黃連阿膠湯 또한 朱鳥湯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黃連阿膠湯과 組成이 동일한 輔行訣의 小朱鳥
湯은 해당 조문에서 제시하는 병리적 정황이 명확해서 해
당 組成의 치료적 대응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 小朱鳥湯 : 治天行熱病, 心氣不足, 內生煩熱, 坐臥不安, 
時下利純血 如雞鴨肝者方.71)

즉 外感 熱病으로 인해 心虛와 煩熱 및 形神不安이 발생하
고 때로 熱性의 血毒下利가 발생하는 裏部의 實熱證에 해당
하는 病證이다. 그러하기에 熱性下利를 대응하고자 清熱燥濕･
瀉火解毒의 黃連과 黃芩을 운용하였고, 出血과 瘀血에 대응하
고자 阿膠와 (赤)芍藥을 운용하였으며, 心氣不足의 神不安에 
대응하고자 雞子黃을 운용한 것이다. 결국 小朱鳥湯은 八綱辨
證 상으로 裏熱實證에 해당하는 兌卦의 治方인 셈이다.

5)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道家의 方名을 사용하

지 않았다는 견해에 대한 반박

輔行訣에는 다음과 같은 陶弘景의 언급이 기재되어 있다.

n 도홍경이 말했다. 
陽旦湯은 升陽의 方劑로 黃耆를 위주로 한다. 
陰旦湯은 扶陰의 方劑로 柴胡를 위주로 한다. 
青龍湯은 宣發의 方劑로 麻黃을 위주로 한다. 
白虎湯은, 收重의 方劑로 石膏를 위주로 한다. 
朱鳥湯은 清滋의 方劑로 鷄子黃을 위주로 한다. 
玄武湯은 溫滲의 方劑로 附子를 위주로 한다.72) 

n 이와 같은 六方은 (天地四方) 六合의 바른 精髓로, 陰陽
[➞ 陽旦湯과 陰旦湯을 뜻함]의 升降이 담겨 있고, 金木
[➞ 青龍湯과 白虎湯을 뜻함]의 交互 관계가 담겨 있으
며, 水火[➞ 朱鳥湯과 玄武湯을 뜻함]의 既濟가 담겨 있
으니, 神明의 方劑에 해당한다. 張機가 ≪傷寒論≫을 편
찬하면서 道家의 명칭을 피하느라 傷寒論에 기재된 方
名들은 모두 正名이 아니고, 다만 무슨무슨 藥名으로 方
名을 삼았으니, 主治하는 바를 미루어 알 따름이다.73) 

이러한 언급은 二旦･四神湯이 매우 정교하게 서로 待對
를 이루면서, 天地를 따라 陽･陰의 升･扶를 유도하고 東西
南北의 四方에서 고유의 상대적인 작용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傷寒論에서 왜 正名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張機가 道家의 명칭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언급의 타당성에 대해 현대 중국의 王淑民
은, 張仲景이 활동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道教 사상을 바
탕으로 봉기한 황건적의 難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長
沙 지역에서 太守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張仲景으로서는 
차마 道家의 색채를 강하게 표방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하
여 타당한 언급이라는 견해를 표방했다.74) 

그러나 王淑民의 언급은 실제 漢朝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한 
설명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먼저 漢朝는 개
국시기부터 五行的인 관계적 작용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변천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五行의 德을 얻어 개국하게 되
었는지 그 당위성을 파악하고 제시하기 위해 매우 고민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秦朝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秦朝를 건너뛰
고, 火德의 周朝를 극복하고 이어서 올바르게 계승한 왕조이기
에 五德終始說의 관점을 따라 漢朝가 水德을 입은 나라임을 강

71) 石 琳. 상게서:47.
72) 石 琳. 상게서:48. “弘景曰:陽旦者, 升陽之方, 以黃耆爲主. 陰旦者, 扶陰之方, 以柴胡爲主. 青龍者, 宣發之方, 以麻黃爲主. 白虎者, 收重之方, 以石

膏爲主. 朱鳥者, 清滋之方, 以雞子黃爲主. 玄武者, 溫滲之方, 以附子爲主.” 
73) 石 琳. 상게서:48. “此六方者, 爲六合之正精, 升降陰陽, 交互金木, 既濟水火, 乃神明之劑也. 張機撰 傷寒論, 避道家之稱, 故其方皆非正名也, 但

以某藥名之, 以推主爲識耳.” 
74) 王淑民. ｢≪輔行訣臟腑用藥法要≫ 與 ≪湯液經法≫, ≪傷寒雜病論≫ 三書方劑關係的探討｣. 中醫雜誌. 1998;39(1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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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했다가, 이후에는 水德의 秦朝를 무너뜨리고 세운 왕조이므
로 土德을 입었다고 강조하게 되었고, 다시 前漢 후기에 이르
러서는 五德終始說을 부정하고 五德相生說의 관점을 적용하여 
火德을 입은 나라임을 확립하고75) 이를 대내외에 표방했다. 

여기에 더하여 前漢 말기에는 漢朝의 劉氏가 古代 堯帝
의 후손이라는 ‘漢爲堯後說’을 제기하고 이를 ‘漢爲火德說’과 
합하여 ‘堯後火德說’이라는 개념으로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를 강력한 통치 기반으로 삼
아 권력을 공고히 한 황제가 바로 後漢의 光武帝이다.76)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張機라는 인물의 역
사적인 실존성 여부와 長沙 지역의 太守였다는 사실성 여
부는 일단 배제하고 생각해본다고 해도, 漢朝의 고위직 지
방관에 해당하는 太守의 직위를 가졌던 張機가 오히려 漢
朝의 상징인 火德과 밀접한 朱鳥湯만 제외한 채, 나머지 四
神湯인 青龍湯･白虎湯･玄武湯에 대해서는 傷寒卒病論에 
方名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
위성에 대해 적절하게 해명할 수가 없다. 

이는 陶弘景의 언급처럼 道家의 명칭을 피하기 위한 것
도 아니고, 王淑民의 주장처럼 황건적의 難을 의식해서 그
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만약 황건적의 難을 정말 의
식해서 朱鳥湯의 方名을 숨긴 것이라면, 황건적의 難을 주
도했던 張角은 漢朝를 이어받는다는 명분으로 土德을 숭상
했으므로77), 五德相生說의 관점에서 土德을 이어받을 수 
있는 金德을 지닌 白虎湯이나 五德終始說의 관점에서 土德
을 제압할 수 있는 木德을 지닌 青龍湯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輔行訣에 기재된 陶弘景의 언급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정치적 상황에 기인했을 것이라는 王淑民의 견해
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傷寒論의 저술자들은 八綱
辨證의 병리적 인식 체계 속에서 表熱實證에 해당하는 病
證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적 방도를 찾을 
수 없었기에 의도적으로 朱鳥湯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湯液經法 속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四方･四神湯에서 四神의 方名을 부여한 연유와 傷寒論의 

저술자들이 四神의 方名을 부여한 연유가 서로 상이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湯液經法에서는 青龍湯과 玄武湯에 대해서는 ‘天行’ 
질환에 대응하면서 각각 麻黃과 附子를 主藥으로 구성하는 
寒證 治方임을 제시하고 있고, 白虎湯과 朱鳥湯에 대해서는 
‘天行熱病’ 질환에 대응하면서 각각 石膏와 黃連78)을 主藥
으로 구성하는 熱證 治方임을 제시하고 있다.79) 여기서 天
行病이란 表寒證으로 病變이 시작되는 流行性의 傷寒과 긴
밀하게 관련이 있고, 天行熱病이란 表熱證으로 病變이 시작
되는 流行性의 溫病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寒證을 중심으로 青龍湯證과 玄武湯證이 귀속하고, 
熱證을 중심으로 白虎湯證과 朱鳥湯證이 귀속한다. 그리고 동
일한 寒證이지만, 表證이 중심이 되는 青龍湯證과 裏證이 중
심이 되는 玄武湯證으로 나눌 수 있고, 동일한 熱證이지만, 상
대적으로 汗出이 중심이 되어 보다 表部의 傷津 증상이 중심
이 되는 白虎湯證과 상대적으로 血毒下利가 중심이 되어 보다 
裏部의 傷血 증상이 중심이 되는 玄武湯證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湯液經法에서 四方･四神湯에 해당하는 病證은 病
候의 陰陽 辨別에 있어 四象까지만 분류한, ‘四象辨證’의 결
과임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하게 表部의 증상이 중심이 되
는 病變을 表證으로 분류하고, 裏部의 증상이 중심이 되는 
病變을 裏證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 順次에 있어서는 먼저 
熱證(−)과 寒證()을 변별한 후, 각각에 대해 表證과 裏
證으로 변별하되, 裏部까지 熱證이 매우 심하면 위로 陽爻
를 추가로 중첩하고, 裏部까지 寒證이 매우 심하면 위로 陰
爻를 추가로 중첩하여 四象에 대응해 辨證한 것이다. 이를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 [그림 6]과 [그림 7]이다.

75) 이를 “漢爲火德說”이라고 부른다.
76) 楊洋. ｢漢代 堯後火德說의 성립｣. 역사학연구. 2017;68(0):225-251.
77) Naver 지식백과.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황건적의 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2985&cid=62059&categoryId=62059)
78) 輔行訣에서는 陶弘景의 언급을 통해 雞子黃이 主藥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小朱鳥湯과 大朱鳥湯 모두 血毒下利에 대응하는 治方이므로 甘

溫한 雞子黃이 主藥이라는 인식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朱鳥湯이 清滋의 方劑라고 언급한 대목과도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清滋는 黃連과 阿膠
의 협력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朱鳥湯은 마땅히 黃連이 主藥이어야 한다고 보기에 黃連을 제시했다. 이는 朱鳥湯證
이 모두 熱證이라는 것에도 잘 부합한다.

79) 石琳. 상게서: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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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湯液經法 四神湯의 四象 辨證

그림 7. 湯液經法 四神湯의 四方 대응 

이와 같은 四象辨證을 통해 四神湯을 인식하는 것이 湯
液經法 저술자의 病候 인식 관점인 반면에, 傷寒論 저술
자의 病候 인식 관점은 八綱辨證을 통해 四神湯을 인식하는 
것이기에, 서로 四神의 方名을 부여한 연유가 상이하게 되
었고, 그로 인해 湯液經法에는 朱鳥湯이 존재했지만, 傷
寒論 체계에서는 朱鳥湯이 등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6) 諸家들의 朱鳥湯 代方說에 대한 반박

外臺秘要에 수록되어 있는 深師朱雀湯, 즉 十棗湯이 朱
鳥湯의 원형인데 다만 傳承 및 抄寫나 편찬 과정에서의 문

제로 인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수록되지 못한 것이라
는 견해는, 宋代 校正醫書局의 활동과 그 성과를 충분히 감
안하지 못하고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1세기 校正醫書局에
서는 여러 차례 醫書를 校正하고 校勘하면서 여러 醫書들
을 간행했다. 물론 이 당시에 벌였던 校正醫書局의 작업이 
매우 엄밀하지도 못했고, 참고자료로 삼았던 底本들에 대해
서도 꼼꼼하게 모두 수록하거나 기록하지도 못했기는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匱要略80)에는 적지 않은 外臺
秘要의 治方이 附方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서문인 ‘金
匱玉函要略方論序’에서는 底本인 金匱玉函要略方의 훼손
이 많아 未備한 점이 있기에 散在되어 있는 諸家의 治方들
을 채집해서 附方으로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81) 

따라서 당시 金匱要略의 校正･校勘 작업에 착수했던 
편찬자들은 外臺秘要의 深師朱雀湯이 十棗湯과 매우 흡
사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朱雀
湯’이라는 명칭은 傷寒論에 未備한 채로 존재하는 四方･
四神湯의 균형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治方이
라는 점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金匱要略에 十棗湯만 기재했을 뿐, 관련 治方으로 深
師朱雀湯을 담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편찬자들의 관점에서
는 深師朱雀湯 혹은 十棗湯을 진정한 朱鳥湯의 원형으로 
보기에 그 근거가 미흡하다고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十棗湯의 組成과 主治證을 고려할 때, 懸飲이라는 
제한적이고 특정한 病證에 대해 독성이 있는 治方을 운용
한다는 점에서 治方의 확장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는 다른 
四方･四神湯에 속하는 青龍湯･白虎湯･玄武湯이 독성이 있
는 약재를 운용하지도 않고, 主治證의 확장성도 넓으며, 다
른 治方과의 상관성도 크다는 점과 크게 비교된다. 따라서 
四方･四神湯의 한 방위를 담당하는 治方으로서는 상대적인 
비중감과 대등성에 있어서 여러모로 부족하다.

한편 朱鳥湯은 본래 白虎湯이라는 견해나 혹은 桂枝湯이
라는 견해 역시 수용하기가 어렵다. 먼저 桂枝湯은 傷寒論
이나 金匱要略에 이미 ‘陽旦湯’이라고 불렀다는 언급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는 輔行訣에서도 小陽旦湯이라는 
方名으로 재차 확인된 내용이다. 따라서 桂枝湯은 절대로 
朱鳥湯의 원형일 수 없다. 또한 白虎湯이라는 견해는 古代

80) 본래 校正醫書局에서 처음 大字本으로 간행할 당시의 書名은 金匱方論이었다. 이것이 시간을 거치면서 明清代에 이르러 金匱要略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 명칭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어 金匱要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校正醫書局에서 간행한 내용을 바탕
으로 언급하자면 金匱方論이라고 기재해야 하지만, 편의상 金匱要略이라고 기재했다.

81) 漢･張仲景 述. 晉･王叔和 集. 金匱要略方論.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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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醫書의 기록들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구두로 암
송했음을 고려할 때 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醫書
의 내용을 암송하기 위해 다양한 詩歌 형태로 정리한 방식
은, 古代는 물론 明清代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明代의 鍼灸大成이나 清代의 醫宗
金鑑, 그리고 陳修園의 時方歌括 등 수많은 醫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학문의 내용을 전승하기 위
해 출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출판 기술이 발달하였을 때에도 언제나 구두 암송의 노력
을 열심히 행하였다. 그러하기에 朱鳥湯의 내용 자체를 전
승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대등한 四方･四神湯의 하나인 朱鳥
湯과 白虎湯을 서로 方名을 바꾸어서 구두 암송으로 전승
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는 고대인들이 四神에 대
해 깊이 숭앙했던 사상을 고려한다면, 더욱 발생하기 어려
운 事情이다. 

그리고 四方･四神湯의 치료적 대응성을 고려할 때, 白虎
湯은 燥邪의 病證을 다루어야 하는데, 실제 白虎湯은 暑熱
邪의 病證을 다루고 있기에 朱鳥湯의 職分에 해당한다는 
견해 역시 실제 白虎湯과 白虎加人參湯의 主治證을 고려한
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傷寒論과 金匱要略
에 등장하는 白虎加人參湯證은 모두 熱邪 그 자체가 아니
라 熱邪의 熾盛으로 나타나는 傷津의 病證, 즉 燥證이나 혹
은 燥熱證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熱邪 그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治方들은 大黃이나 黃連 혹은 黃芩이 
主藥으로 등장하는 治方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治熱의 方劑
가 朱鳥湯이어야 한다면, 白虎湯보다 차라리 承氣湯을 제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존재하는 方劑 가
운데, 朱鳥湯의 원형을 담고 있는 代方으로서 제시된 十棗
湯･白虎湯･桂枝湯 등은 모두 朱鳥湯의 원형으로 받아들이
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11세기 北宋의 校正醫書局에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교정하고 간행하여 세상에 배포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임상 

치료적 대응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고 형
성해왔다. 그런데 이 두 醫書에 青龍湯･白虎湯･玄武湯에 관
한 내용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朱鳥湯에 관한 내용은 등
장하지 않아서 四方･四神湯의 균형 잡힌 인식 관점에 무엇
인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늘 여겨져 왔다.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사라진 朱鳥湯의 존재에 대해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문헌자료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기타 자료가 매우 부족했기에 朱鳥湯의 원형을 찾기 어려
웠다. 그래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外臺秘要에서 조금이
나마 문헌적 근거를 엿볼 수 있는 十棗湯을 朱鳥湯의 원형
일 것으로 추정해왔다. 물론 錢潢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여러 治方에 朱鳥湯의 의미가 散
在하고 있다거나 혹은 白虎湯과 桂枝湯 등이 朱鳥湯의 원
형일 것이라는 견해들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十棗湯說보다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十棗湯을 朱鳥湯으로 보기에는 青龍湯･白虎湯･玄
武湯만큼 多用하는 治方도 아닐뿐더러 몸에 부담을 크게 
주는 毒性이 있는 약재가 主藥으로 들어가 있고, 主治證의 
확장성도 매우 부족한 治方이기에, 四方･四神湯의 한 방위
를 담당하기에는 상대적인 비중감과 대등성에 있어서 여러
모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한 와중에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輔行訣이 세상에 
공개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輔
行訣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湯液經法의 方劑들이 일부 
수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大･小로 각각 나뉘는 四方･四
神湯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黃連阿膠湯이 小朱鳥
湯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어 十棗湯說은 크게 약화되고, 黃連
阿膠湯說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하지만 黃連阿膠湯이 湯液經法의 小朱鳥湯이었기에 朱
鳥湯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어째서 湯液經法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小青龍湯･大青龍湯･小白虎湯･小玄
武湯이 각각 傷寒論의 麻黃湯･小青龍湯･白虎湯･玄武湯으
로 계승된 반면에, 유독 小朱鳥湯만 朱鳥湯의 方名이 아닌 
黃連阿膠湯으로 계승된 것인가에 대해 해명하기가 쉽지 않
다. 이에 대해 後漢 말기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張機가 
道家의 명칭을 피해 기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견
해 역시 ‘堯後火德說’을 국가 통치 기반으로 삼았던 後漢 
시대에 長沙 지역에서 太守의 고위직을 수행했다고 여겨지
는 張機가 벌였다고 볼 수 없기에 그 주장의 타당성이 매
우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四方･四神湯의 개념 자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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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古代의 治方들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傷寒論의 저
술자들이 인식한 八綱辨證 체계 속에서 새롭게 정리되어 
출현한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東方･離卦의 病
證은 表寒實證에 해당하고, 南方･乾卦의 病證은 表熱實證에 
해당하며, 西方･坎卦의 病證은 裏熱虛證에 해당하고, 北方･
坤卦의 病證은 裏寒虛證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고, 病證에 
대한 적절한 證方으로서 表寒實證･裏熱虛證･裏寒虛證에 각
각 青龍湯･白虎湯･玄武湯이 대응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傷寒論의 저술자들이 
溫病에 해당하는 表熱實證에 대응하는 적절한 治方을 제시
할 수 없었기에 朱鳥湯이라는 方名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살폈다. 더불어 湯液經法의 四方･四神湯
은 四象辨證의 인식 체계 속에서 파생된 개념이기에 朱鳥
湯을 제시할 수 있지만, 傷寒論의 四方･四神湯은 八方의 
八卦辨證으로 확장된 八綱辨證의 인식 체계 속에서 파생된 
개념이기에 朱鳥湯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임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傷寒論에서 朱鳥湯이 不在한 까닭은 전승 
과정의 누락이나 다른 治方으로 치환된 것에 그 원인이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傷寒論의 저술자들이 의도적으로 배
제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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