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1, VOL. 34, No. 2 https://doi.org/10.15521/jkmh.2021.34.2.097

- 97 -

의림과 대한한의학회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맹화섭의 학술활동

1*김남일, 2**장재립, 3,4한창현
1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2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역사학과,

3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4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A Study of the Korean Medical Doctor Maeng Hwa-seop’s Bibliography based on the Journal 
of Uirim and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1*Kim Namil, 2**Zhang Zili, 3,4Chang-Hyun Han
1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2Dept. of History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3KM Scienc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4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Campus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n Convergence Medicine Major

In this study, we examine Maeng Hwa-seop's academic activitie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Uirim, JKM (Journal of Korean
Medicine), and other branch journals which were affiliated with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The present study charts and summarize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above journals. By organizing Maeng Hwa-seop's papers and making tables, we find that his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ymptoms and diseases, prescriptions, academic presentations, and translations of medical literatures.
Based on this study, we hope that further researches about the academic activities of Maeng Hwa-seop can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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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맹화섭(1915∼2002)은 한국 근현대 한의학사를 빛낸 유
명한 한의학자이다. 그는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서 수대에 
걸쳐 한의학을 했던 집안에서 성장하여 면서기로 근무하면
서도 한의학 연구를 꾸준히 하여 해방 후에 한지한의사시
험, 한국전쟁 이후 한의사 국가고시에 연이어 합격하여 한
의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백부의 도움으로 서울 야
주개(당주동) 모 한의원에 견습생으로 취업하여 한의학을 

주경야독하였고, 당시 유명한 典醫出身 한의사 徐丙孝와 유
명한 한의사 金海秀, 朴鏞信 등을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받
았다. 1956년에는 한의사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한의사가 되어 
동대문구 용두2동에서 맹화섭한의원을 개원하여 활동하였다.

그의 저술로 方藥指鍼과 강의를 녹취하여 정리한 方
藥指鍼講義抄錄(1985년) 그리고 春鑑抄, 桑韓醫談, 醫
方集解 등 번역정리한 서적들이 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각종 매체에 처방관련 내용들을 연재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醫林과 대한한의학회지에 
흉막염, 요통, 구토, 비만증, 천식, 좌골신경통, 당뇨병, 간
염, 두통 등의 치료경험을 공개하고 있다.1)

맹화섭의 생애와 학술사상 등에 대한 연구는 그가 재야
에서 활동하였던 관계로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9
년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제3회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에

1)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서울:들녘. 2011:4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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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애 맹화섭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의 학문적 업적과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조
명한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
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맹화섭의 학술활동을 의림과 대한한의
학회지3) 그리고 일부 대한한의학회 소속 분과학회의 학회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맹화섭의 학술
활동을 담고 있는 각종 학술잡지에 발표된 논문의 발굴과 
정리가 주목적이며 의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나 임상적 
활용도의 제고를 위한 처방 분석 등은 추후 다른 연구를 
기약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한국 근현대 한의학 임상 경
험 발굴의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임을 밝힌다. 분석 
대상은 의림과 대한한의학회지의 두 학술잡지를 중심
으로 하며 일부 대한한의학회 소속 분과학회의 학회지의 
논문도 포함시켰다.

Ⅱ. 본론

1. 맹화섭의 생애와 연표

맹화섭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서론에서 한 관계로 
맹화섭의 생애를 정리한 연표를 아래에 작성하여 소개한다.4)

• 1915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 출생
• 1928 관교공립보통학교 졸업
• 부친의 영향으로 한의학 연구. 祖父의 扶吾方熟讀.
• 徐丙孝, 金海秀, 朴鎔信 등에게서 수학
• 당주동 금옥당에서 한의학 공부
• 해방후 한지한의사 시험합격. 경기도 광주에서 개원.
• 한국전쟁 후 서울로 상경
• 1956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합격
• 1957 제7회 한의사국가시험 합격
• 1958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에 한의원 개원

• 1961 이후 3차례 한의사국가시험 출제위원 채점위원 
역임

• 1967 대한한의사협회 협회이사 피선
• 1976 한의대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方藥指鍼 

편저 
• 1970∼1992 22년간 한방임상강의를 원하는 한의대생

에게 일요일과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강의(3남 孟
雄在敎授의 졸업동문이 중심되어 시작한 것이 효시)

• 1977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이전
• 1991 성균관 유도회동대문지부 고문
• 2002년 5월 作故 

한편 맹화섭의 학술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5)

• 동양의학회에서매월 학술집담회참여(질환별, 임상가초
빙 토론)

• 동양의학회배원식선생과 함께 1년에 1회 일본동양의학
회와의 교류

• 국제동양의학회활동
• 1970∼1992 22년간 한방임상강의를 원하는 한의대생

에게 일요일과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강의
•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의서 개인 학습
• 동의보감 처방 연구
• 방약합편 연구
• 일본 고방의학 연구
• 經絡鍼法창안
• 일본 출장시 가방 가득 서적 구입한 후 학습 및 변역

활동

2. 의림에 발표된 맹화섭의 논문

醫林은 1954년 배원식에 의해 창간된 한국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학 학술잡지이다. 이 잡지는 2000년대 초반
까지 간행되었다. 이 한의학학술잡지에 맹화섭의 논문이 모
두 32편 발견된다. 1963년 제36호의 ｢臨床所望｣을 시작으

2) 세미나에 대한 상세한 사안은 ‘한의신문’의 기사에 나옴. (‘소애 맹화섭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
p?bo_table=news&wr_id=10817 검색 2021.10.17) 

3) 大韓韓醫學會誌는 1963년 창간호(5월호. 제1권 제1호)부터 大韓漢醫學會報라는 명칭었으나 이 명칭은 1966년 9월호(제1권 제5호)까지만 
사용되고, 1967년부터 3월 제2권 제1호부터 大韓漢醫學會誌로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1986년 4월호(제7권 제1호)부터는 大韓韓醫學會
誌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 혼동될 수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한의학회지’ 혹은 간칭하여 ‘한의학회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4) 이 연표는 맹화섭의 손자인 맹원모 박사(강남구 맹화섭한의원 원장)의 자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5) 맹화섭의 손자인 맹원모 박사(강남구 맹화섭한의원 원장)의 자문으로 정리함.

https://www.akomnews.com/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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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60년대 2편, 1970년대 1편, 1980년대 27편, 1990년
대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래에 醫林에 발표한 맹화섭의 논문을 논문제목, 발행
년도, 호수를 기록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번호 논문제목 발행년 호수
1 臨床所望 1963년 36호
2 夏季腦炎에 對한 漢方的 考察 1964년 45호
3 胸膜炎(肋膜炎) 治驗小考 1978년 128호
4 嘔吐症의 臨床治療小考 1980년 139호
5 特輯 腰痛에 對해: 腰痛証治에 對하여 1981년 143호
6 特輯･座談會 高血壓에 對하여: 高血壓에 對한 漢方治法 1981년 144호
7 腎･膀胱･尿道(尿管)의 結石과 二神散의 效能 1981년 144호
8 特輯 神經痛: 神經痛에 對하여 1981년 146호
9 特輯 喘息症에 對하여 1982년 147호
10 特輯 頭痛治療에 對하여 1982년 148호
11 特輯 消化不良症의 治療에 對하여 1982년 149호
12 肥胖症治療에 對하여 1982년 151호
13 加味防己湯의 治驗 1983년 152호
14 黃芪桂枝五物湯의 治驗 1983년 153호
15 第59回 東洋醫學會 臨床學術 集談會發表文: 釣藤散의 治驗 1983년 154호
16 第二次 韓･日漢醫學세미나에서 發表한 論文: 虛証胃痛과 加味理中湯 1983년 158호
17 第80回 東洋醫學會 臨床學術集談會發表文: 補中益氣湯의 應用 1984년 160호
18 表虛麻痺(血痺)의 治驗 1984년 163호
19 論壇: 坐骨神經痛과 芍甘黃辛附湯의 應用 1984년 164호
20 桑韓醫談(1) 1985년 165호
21 桑韓醫談(2) 1985년 166호
22 桑韓醫談(3) 1985년 167호
23 桑韓醫談(4) 1985년 168호
24 桑韓醫談(5) 1985년 169호
25 胃･十二指腸潰瘍(呑酸嘈雜症) 1986년 171호
26 桑韓醫談(完) 1986년 173호
27 第113回 韓國東洋醫學會 學術集談會 發表文 1987년 177호
28 第122回 韓國東洋醫學會 臨床集談會 發表文: B型肝炎 治療 中間報告 1987년 181호
29 1988年度 大韓韓醫學會 內科分科學會 學術集談會 發表文: 關節炎･류마티스 等의 治療 小考(上) 1988년 186호
30 第5次 國際東洋醫學學術大會 發表文: 糖尿病의 治驗例 1988년 187호
31 孟華燮의 最近實驗方 1993년 213호
32 麻木 1993년 214호

표 1. 醫林에 발표한 맹화섭의 논문

3. 대한한의학회지와 일부 대한한의학회 소속 

분과학회 학회지에 발표된 맹화섭의 논문들

大韓韓醫學會誌는 1963년 창간호부터 大韓漢醫學會
報라고 호칭을 사용하다가 1967년부터 大韓漢醫學會誌
로 이름을 다시 바꿨고, 1986년부터 정부에서 ‘漢醫學’이 
‘韓醫學’으로 개칭하게 됨에 따라 학회지 명칭을 大韓韓醫
學會誌로 바꾸게 되었다. 이 학술잡지는 대한한의학회의 
기관지로서 1963년 창간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서 

간행되고 있다(이하 ‘한의학회지’라고 간칭함). 
맹화섭은 한의학회지에 모두 14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63년 7편, 1964년 2편, 1965년 2편, 1970년대 2편이다. 
이후에 한의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대한한방내
과학회지(1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4편), 대한한의학방
제학회지(1편) 등 분과학회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
고 있다. 발견되는 점은 1980년대 이후로 한의학회지에 논
문을 발표하지 않고 의림 혹은 분과학회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80년대에 의림에 27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의림의 發行人인 裵元植6)과 한국동양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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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등 활동을 하면서 공동의 학술 
활동을 진행했던 개인적 친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한의학회지보다 분과학회지를 선호
하게 된 것은 70년대부터 80년대 이후 계속 이어진 분과학

회의 창립과 분과학회 학술지의 창간과 발전 등에 의해 이
루어진 자연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의학회지와 분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아래에 논문
제목, 발표년도, 학술지명, 호수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번호 논문제목 발표년 학술지명 권호
1 芍藥과 甘草에 對한 考察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1호
2 意譯 傷寒補天石(1)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2호
3 意譯 傷寒補天石(2)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3호
4 寒濕性關節炎과 桂枝芍藥知母湯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4호
5 氣管支喘息(哮喘)에 對한 小考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6호
6 黃芩湯及 黃芪加半夏生姜湯의 治驗例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7호
7 黃芩黃連이 配劑된 方劑의 胃臟疾患 治驗小考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8호
8 黃連黃芩에 對한 藥性 小考 1964년 大韓漢醫學會報 10호
9 紫花地丁과 黃花地丁에 對하여 1964년 大韓漢醫學會報 12호
10 氣血水의 變調에 對한 考察 1965년 大韓漢醫學會報 14호
11 胃腸疾患에 對한 臨床的 考察 1965년 大韓漢醫學會報 18호
12 不隨意筋振顫에 對한 治驗 1965년 大韓漢醫學會報 20호
13 霍亂에 對한 考察 1971년 大韓漢醫學會誌 31호
14 胸膜炎 治驗 小考 1978년 大韓漢醫學會誌 47호
15 小兒看病要訣(心誠賦) 1986년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1권 1호
16 肥厚症에 對한 治驗方 1986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3권 1호
17 醫宗說約方解 1987년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2권 1호
18 保幼方 1989년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3권 1호
19 夜啼 1990년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4권 1호
20 補中益氣湯의 應用 1992년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3권 1호

표 2. 한의학회지 및 분과학회지에 발표한 맹화섭의 논문

4. 의림, 대한한의학회지 및 각종 분과학

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맹

화섭 학술사상의 특징

이제 맹화섭이 발표한 논문들을 병증에 대한 연구, 처방
에 대한 연구, 학술발표 및 학술집답회에서의 발표 논문, 
문헌의 번역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

1) 병증에 대한 연구

의림과 한의학회지, 분과학회지 등에 발표된 논문 가운
데 병증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것들은 26편에 달한다. 
큰 제목 아래에 여러 개의 병증과 처방, 치험례 등을 한꺼

번에 다루고 있는 ｢臨床所望｣같은 형식의 논문이 있다. ｢臨
床所望｣에서는 頭痛治驗例로 當歸補血湯加味을 활용한 예, 
惡性子宮炎治驗例, 柴梗半夏湯과 柴陷湯의 治驗例, 梔子䜵
湯治驗例, 半夏瀉湯治驗例, 黃芩湯과 芍藥甘草湯治驗例, 盲
膓炎治驗例 등 병증뿐만 아니라 처방, 치험례 등을 모두 다
루는 복합적 고찰이 존재한다. 아울러 夏季腦炎(1964년 발
표), 胸膜炎(肋膜炎)(1978년 발표)과 같은 시대적으로 好
發했던 질환들에 대한 고찰도 있다. 1980년 들어서는 전국
민들에게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구토증, 요통, 소화불량, 신
경통, 두통, 천식증, 비만증, 마비, 위십이지장궤양, B형 간
염, 관절염, 당뇨병, 등에 대한 고찰이 이어진다. 1990년대 
이후 夜啼, 麻木 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아래에 맹화섭의 발표논문 가운데 병증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들을 도표로 정리한다.

6) 裵元植(1914~2006)은 경남 진해 출신의 한의사로서 1954년 한의학 학술잡지인 의림을 창간하여 현대 한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
이다. 1956년에는 동방의학회 회장, 1960년에는 동방장학회 회장, 1968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1976년에 일본동아의학협회 고문, 제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대회장, 1999년에는 국제동양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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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발행년 호수 비고
臨床所望 1963년 36호

頭痛治驗例: 當歸補血湯 加味, 惡性子宮炎治驗例, 柴梗半夏湯과 柴陷湯의 
治驗例, 梔子䜵湯治驗例, 半夏瀉湯治驗例, 黃芩湯과 芍藥甘草湯治驗例, 
盲膓炎治驗例

夏季腦炎에 對한 漢方的 考察 1964년 45호 임상 경험처방(權英植先生이 紹介하신 晴崗先生方)
胸膜炎(肋膜炎) 治驗小考 1978년 128호 1. 柴梗半夏湯, 柴陷湯. 2. 加味金銀花湯(肋膜炎 俗方).

3. 芎夏湯(雲溪活用例), 控涎丹 
嘔吐症의 臨床治療小考 1980년 139호 嘔吐之因, 嘔吐治法, 惡心乾嘔, 吐病有三
腰痛証治에 對하여 1981년 143호 特輯 腰痛에 對해. 요통의 증치
高血壓에 對한 漢方治法 1981년 144호 特輯･座談會 高血壓에 對하여
腎･膀胱･尿道(尿管)의 
結石과 二神散의 效能 1981년 144호 東醫寶鑑 石淋條(所論及治方), 東醫寶鑑 沙淋條(所論及治方)
神經痛에 對하여 1981년 146호 特輯 神經痛. 眼部疾患, 頭疾患, 肩腕疾患, 脇肋疾患, 腰疾患, 腳疾患
喘息症에 對하여 1982년 147호 特輯 喘息症. 加味金水煎, 蘇子導痰降氣湯, 加味苽蔞枳實湯, 解表兩陳湯, 

加味茯苓杏仁甘草湯, 加味木防己湯
頭痛治療에 對하여 1982년 148호 特輯 頭痛. 1. 頭痛 2. 頭風 3. 頭目不淸利
消化不良症의 治療에 對하여 1982년 149호 特輯 吞酸. 1. 通用方: 消酸二陳湯. 2. 嘈雜. 3. 愛用方: 消食清鬱湯(濟眾

新編과 醫門寶鑑의 通治方). 4. 噫氣. 5. 脾胃虛弱証: 香砂六君子湯
肥胖症治療에 對하여 1982년 151호 經驗通治方: 導痰理氣活血湯
表虛麻痺(血痺)의 治驗 1984년 163호 桂枝湯加減方
胃･十二指腸潰瘍(呑酸嘈雜症) 1986년 171호 東醫寶鑑, 醫學正傳, 醫門寶鑑, 日本臨床家들이 善用方. 孟先生의 臨床頻

用方(消食清鬱湯, 加味理中湯)
B型肝炎 治療 中間報告 1987년 181호
關節炎･류마티스 等의 
治療 小考(上) 1988년 186호 折衝派, 古方派 處方를 詳記함
糖尿病의 治驗例 1988년 187호 1. 治驗談. 2. 糖尿에 關한 文獻的 考察. 3. 治療方(六味地黃湯合玉泉散)
麻木 1993년 214호 肥濕人의 手足指麻痺. 瘦瘠人 手足麻痺. 一般的 手足麻痺. 渾身麻痹(氣

虛麻痺). 受濕麻木. 七情鬱結手足麻痺

표 3. 醫林에 발표한 논문 중 병증에 대한 연구

논문제목 발행년 학술지명 호수 비고
寒濕性關節炎과 
桂枝芍藥知母湯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4호

筆者가 累驗한 처방, 陳繼文氏의 藥性註解, 日本의 大塚敬
節氏의 方解, 日本의 勿誤藥室方函口訣, 龍野氏編著 類聚方, 
証治摘要

氣管支喘息(哮喘)에 
對한 小考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6호 <臨床 레포-드> 後世漢方醫家의 論

治法: 崔奎憲 小兒醫方의 解表兩陳湯
胃腸疾患에 對한 
臨床的 考察 1965년 大韓漢醫學會報 18호

<臨床治驗> 八月臨床講座抄稿
黃連湯 半夏瀉心湯 生姜瀉心湯 甘草潟心湯 丁香茯苓湯 大
柴胡湯 柴胡桂枝湯 當歸湯 四逆散 堅中湯 小承氣湯 調胃承
氣湯 橘皮大黃朴硝湯 三物備急丸 旋覆花代赭石湯 安中散 등

不隨意筋振顫에 對한 
治驗 1965년 大韓漢醫學會報 20호 日本의 大塚氏의 治驗例를 詳考함. 

필자 <加味桂芍湯> <加味建中湯>

霍亂에 對한 考察 1971년 大韓漢醫學會誌 31호
原因症狀. 콜레라의 發生 病理 症狀, 乾霍亂과 濕霍亂의 區
別, 乾霍亂治法, 濕霍亂治法, 禁忌法
筆者의 治驗: <黃連湯><木萸回生散><加味薑附湯>
東醫寶鑑 霍亂條와 方藥合編 末尾에 記載한 輪症 霍亂 自
辛巳以後 集驗方 參酌함

胸膜炎 治驗 小考 1978년 大韓漢醫學會誌 47호 柴梗半夏湯 加味方, 柴陷湯, 加味金銀花湯, 芎夏湯, 控延丹
肥厚症에 對한
治驗方 1986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3권 1호

葉天士女科, 東醫寶鑑 婦人門, 萬病回春 中濕門, 石崎朴庵, 
雜病翼方
필자: 加味導痰君子湯

夜啼 1990년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4권 1호 上夜半啼, 下夜半啼

표 4. 한의학회지 및 분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 병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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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림에 투고된 병증관련 논문이다. 
1963년 의림 제36호에 투고한 ｢臨床所望｣은 맹화섭이 

이 잡지에 처음 투고한 논문으로서 한국 한의학 현황 소개 
및 필자의 臨床經驗例 소개, 四象醫學에 對한 愚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루고 있는 치험례는 頭痛治驗例(當歸補血
湯 加味), 惡性子宮炎治驗例, 柴梗半夏湯과 柴陷湯의 治驗
例, 梔子䜵湯治驗例, 半夏瀉湯治驗例, 黃芩湯과 芍藥甘草湯
治驗例, 盲膓炎治驗例 등이다. 1964년 제45호에 투고한 ｢夏
季腦炎에 對한 漢方的 考察｣은 仲景의 金匱要略의 이론
을 중심으로 뇌염을 해석하였고, 임상 경험처방으로서 權英
植7)이 제공한 晴崗先生方8)을 소개하고 있다. 1978년 제
128호에 투고된 ｢胸膜炎(肋膜炎) 治驗小考｣는 柴梗半夏湯, 
柴陷湯으로 치료한 효과를 소개하면서 日本方보다 東醫寶
鑑方이 더 有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加味金銀花湯
(肋膜炎의 俗方), 芎夏湯(雲溪活用例), 控涎丹 등의 효과를 
소개하였다. 

1980년대 들어 병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1980년 
139호의 ｢嘔吐症의 臨床治療小考｣에서는 嘔吐之因, 嘔吐治
法, 惡心乾嘔 등으로 살펴보았다. 1981년에 3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143호의 ｢腰痛証治에 對하여｣(특집 원고), 144
호의 ｢高血壓에 對한 漢方治法｣(특집 좌담회에서 발표한 
원고)에서는 자신의 임상경험을 方藥指鍼9)을 언급하면서 
설명하였다. 146호의 ｢神經痛에 對하여｣라는 논문에서 신
경통 특집으로 眼部疾患, 頭疾患, 肩腕疾患, 脇肋疾患, 腰疾
患, 脚疾患 등을 강론하였다. 1982년에는 4편의 논문이 발
표된다. 147호의 ｢喘息症에 對하여｣는 특집으로 발표되었
다. 여기에서는 加味金水煎, 蘇子導痰降氣湯, 加味苽蔞枳實
湯, 解表兩陳湯, 加味茯苓杏仁甘草湯, 加味木防己湯 등의 활
용을 언급하였다. 148호의 ｢頭痛治療에 對하여｣가 특집으
로 발표된다. 이 논문에서는 頭痛, 頭風, 頭目不淸利의 세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149호의 ｢消化不良症의 治療에 對

하여｣라는 논문으로 소화불량증 특집으로 吞酸의 治方을 東
醫寶鑑10), 醫門寶鑑11), 濟衆新編12), 方藥合編13) 등
에 수록된 처방들에 의거할 것을 주장하였고, 通用方으로 
消酸二陳湯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嘈雜에 대해서 愛用方으
로 消食清鬱湯(濟衆新編과 醫門寶鑑의 通治方), 噫氣의 脾
胃虛弱証에 대해서 香砂六君子湯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
다. 151호의 ｢肥胖症治療에 對하여｣라는 논문에서 병증에 
대한 설명과 처방을 도표화하여 경험으로 通治方으로 導痰
理氣活血湯을 제시하였다.

1984년에는 163호의 ｢表虛麻痺(血痺)의 治驗｣을 발표하
는데 이 논문은 1984年度 서울特別市漢醫師會主催 會員補
修敎育의 敎材에 수록된 것으로서 桂枝湯加減方의 활용을 
소개하고 있다. 1986년 171호의 ｢胃･十二指腸潰瘍(吞酸嘈
雜症)｣에서는 東醫寶鑑, 醫學正傳, 醫門寶鑑, 日本臨
床家들의 善用方과 맹화섭 자신의 臨床頻用方으로서 消食
清鬱湯, 加味理中湯을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韓國東洋醫學
會14) 第103回 臨床學術集談會의 發表文이었다. 1987년 
181호의 ｢B型肝炎 治療 中間報告｣에서는 B型肝炎을 治療
했던 임상 경험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第122回 韓國東
洋醫學會 臨床集談會 發表文이었다. 1988년 186호의 ｢關節
炎･류마티스 等의 治療 小考(上)｣가 발표되는데, 이 논문은 
1988年度 大韓韓醫學會 內科分科學會 學術集談會 發表文이
었는데, 일본의 折衝派, 古方派15)의 處方을 詳記하고 있다. 
같은 해 187호에 발표된 ｢糖尿病의 治驗例｣는 第5次 國際
東洋醫學學術大會16) 發表文으로서 治驗談, 糖尿에 關한 文
獻的 考察, 治療方으로서 六味地黃湯合玉泉散 등의 소개로 
구성되었다.

1993년 214호에는 ｢麻木｣이 발표된다. 이 논문에서는 
麻木을 肥濕人의 手足指麻痺, 瘦瘠人 手足麻痺, 一般的 手
足麻痺, 渾身麻痹(氣虛麻痺), 受濕麻木, 七情鬱結手足麻痺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7) 權英植(1900~?)은 경기도 연천군 출신으로 서울 종로구에 三世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로서 金永勳 선생에게서 지도를 받은 인물이다.
8) 金永勳(1882-1974)의 처방을 말함. 김영훈은 호가 晴崗으로 1904년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인 同濟醫學校가 설립되어 교수를 뽑자 이에 지

원하여 수석합격하여 都敎授가 되었다.
9) 方藥指鍼 : 맹화섭의 저술로 1976년 행림출판사에서 간행함. 학생들과 한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강의용으로 출판함.
10) 허준이 1610년에 완성한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서적.
11) 조선시대 경종 4년(1724)에 岐下 周命新이 편저한 醫方書. 8권 1책. 
12) 조선 正祖 23년(1799) 內醫인 康命吉이 왕명을 받아 지은 醫方書.
13) 조선말기 黃度淵이 지은 醫方書로서 아들 황필수에 의해 1884년 간행됨.
14) 1956년 동방의학회로 설립되어 1970년 한국동양의학회로 개칭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한의사단체. 한의학과 관련된 연구의 발표, 연락, 

제휴를 통해 한의학의 진보적인 발전과 학문적 공헌을 목표로 하며 한의학술문화의 발전 및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5) 두 학파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는 조기호의 일본 한방의학을 말하다. 서울:군자출판사. 2008과 랴오위췬 저,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역. 황

한의학을 조망하다. 서울:청홍. 2010에 상세하게 나옴.
16) 1976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앰버서더호텔에서는 제1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의사협회 주관의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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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의학회지의 병증에 대한 연구를 논하고자 한다.
1963년 한의학회지 4호에 ｢寒濕性關節炎과 桂枝芍藥知

母湯｣을 발표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寒濕性關節炎에 대해 
맹화섭이 累驗한 처방, 陳繼文氏의 藥性註解, 日本의 大塚
敬節氏의 方解, 日本의 勿誤藥室方函口訣, 龍野氏編著 類
聚方, 証治摘要 등을 서술하고 있다. 같은 해 6호에는 ｢氣
管支喘息(哮喘)에 對한 小考｣에서 後世漢方醫家의 論과 치
료법으로서 崔奎憲 小兒醫方에 나오는 解表兩陳湯을 설
명하고 있다. 1965년 18호의 ｢胃腸疾患에 對한 臨床的 考
察｣에서는 <臨床治驗>이라는 제목하에 八月臨床講座抄稿
으로서 黃連湯, 半夏瀉心湯, 生姜瀉心湯, 甘草潟心湯, 丁香
茯苓湯, 大柴胡湯, 柴胡桂枝湯, 當歸湯, 四逆散, 堅中湯, 小
承氣湯, 調胃承氣湯, 橘皮大黃朴硝湯, 三物備急丸, 旋覆花代
赭石湯, 安中散 등을 소개하고 있다.

1971년 31호의 ｢霍亂에 對한 考察｣에서는 콜레라17)의 
原因, 症狀, 콜레라의 發生, 病理, 症狀, 乾霍亂과 濕霍亂의 
區別, 乾霍亂治法, 濕霍亂治法, 禁忌法, 筆者의 治驗으로서 
黃連湯, 木萸回生散, 加味薑附湯 등의 사용 경험 등을 기록
하고 있는데, 東醫寶鑑 霍亂條와 方藥合編 末尾에 記載
한 輪症霍亂自辛巳以後集驗方18) 등을 參酌하고 있다. 1978

년 47호의 ｢胸膜炎 治驗 小考｣에서는 胸膜炎에 사용한 柴
梗半夏湯加味方, 柴陷湯, 加味金銀花湯, 芎夏湯, 控延丹 등 
처방을 설명하였다.

이외에 분과학회지의 병증 논문이 있다.
1986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권 제1호의 ｢肥厚症에

對한 治驗方｣에서 葉天士女科, 東醫寶鑑 婦人門, 萬病
回春 中濕門, 石崎氏의 痰病論의 九味半夏湯19), 雜病翼方 
등의 기록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맹화섭선생 자신의 경험방 
加味導痰君子湯을 추천하고 있다. 1990년 대한한방소아과
학회지에는 ｢夜啼｣라는 병증에 대하여 東醫寶鑑, 小兒
醫方의 치료법과 上夜半啼, 下夜半啼 등을 구별한 치료 원
칙을 설명하고 있다.

2) 처방에 대한 연구

맹화섭의 처방에 대한 연구는 병증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대부분 동시에 나타난다. 병증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진행
된 처방은 위의 비고란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처방을 
제목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아래 표 5, 표 6으
로 정리하였다. 모두 14편이 발견된다.

논문제목 발행년 호수 비고
腎･膀胱･尿道(尿管)의 
結石과 二神散의 效能 1981년 144호 二神散의 內譯, 二神散의 藥性檢討, 二神散의 處方解說, 筆者의 治驗談
加味防己湯의 治驗 1983년 152호 吞酸과 消酸二陳湯, 嘈雜과 消食清鬱湯
黃芪桂枝五物湯의 治驗 1983년 153호 加味黃芪桂枝五物湯
釣藤散의 治驗 1983년 154호
虛証胃痛과 加味理中湯 1983년 158호
補中益氣湯의 應用 1984년 160호
坐骨神經痛과 
芍甘黃辛附湯의 應用 1984년 164호

표 5. 醫林에 발표한 논문 중 처방에 대한 연구

17) 맹화섭은 당시에 유행했던 질환 콜레라를 霍亂이라고 보고 치료법을 논하고 있다.
18) 여기에서 ‘輪症霍亂’은 당시에 유행했던 콜레라를 의미한다. ‘辛巳’는 간지로 따져보았을 때 1821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輪症霍亂自辛巳以後

集驗方’는 “콜레라의 1821년 이후의 경험을 모은 처방”이라는 의미가 된다. 
19) 이 논문에서 勿誤藥室方函口訣에서 이 처방은 石崎朴庵이 발명한 것으로 升提滲利를 主로 한 治飮之劑라고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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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발행년 학술지명 호수 비고

芍藥과 甘草에 對한 
考察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1호

- 醫宗必讀･本草徵要 參照
申佶求 編著 本草集要 參照

- 芍藥配伍의 湯證考察
- 甘草配伍의 湯證考察
- 傷寒論: 日本의 川越正淑의 傷寒用藥硏究, 吉益東洞의 

藥徵과 方極, 朴盛洙, 廉泰煥 共著인 現代漢方醫學各論 
參照

寒濕性關節炎과 
桂枝芍藥知母湯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4호

筆者가 累驗한 처방, 陳繼文氏의 藥性註解, 日本의 大塚
敬節氏의 方解, 日本의 勿誤藥室方函口訣, 龍野氏編著 類
聚方, 証治摘要

黃芩湯及 
黃芪加半夏生姜湯의 
治驗例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7호

陳繼文註釋 傷寒論, 金匱要略
龍野一雄, 吉益東洞의 論도 참조
第一例 感冒中嘔而下痢
第二例 感冒後遺症 嘔而下痢
第三例 虛証人의 盲腸炎治驗
第四例 姙娠中 盲腸炎治驗
第五例 筋引性神經痛의 治驗其一
第六例 筋引性神經痛의 治驗其二
第七例 慢性痢疾의 治驗
第八例 麻疹腹痛及蛔虫腹痛의 治驗(丁茶山의 麻科會通 
참조)

黃芩黃連이 配劑된 
方劑의 胃臟疾患 
治驗小考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8호 <木曜臨床講座>의 抄錄. 黃連湯, 半夏 生姜 甘草等 瀉
心湯

黃連黃芩에 對한 
藥性 小考 1964년 大韓漢醫學會報 10호

1. 黃連主治: 湯本求眞說, 醫宗必讀, 申佶求氏 本草集要, 
李時珍, 胡安邦編著 藥性辭典, 張元素 參照. 

2. 黃芩主治: 湯本求眞說, 本草備要, 申佶求氏 本草集要, 
李時珍, 張元素 參照

紫花地丁과 黃花地丁에 
對하여 1964년 大韓漢醫學會報 12호
補中益氣湯의 應用 1992년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3권 1호

표 6. 한의학회지 및 분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 처방에 대한 연구

먼저 의림에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자. 
1981년 144호의 ｢腎･膀胱･尿道(尿管)의 結石과 二神散

의 效能｣은 第22回 日本東洋醫學會總會發表論文으로서 東
醫寶鑑 石淋條(所論及治方)와 沙淋條(所論及治方)를 소개
하고 二神散의 번역과 藥性檢討, 處方解說 그리고 筆者의 
治驗談을 수록하고 있다. 1983년 152호의 ｢加味防己湯의 
治驗｣은 大韓漢醫學會 內科分科學會集談會發表文으로서 吞
酸과 消酸二陳湯, 嘈雜과 消食清鬱湯을 발표하고 있다. 
1983년에는 153호의 ｢黃芪桂枝五物湯의 治驗｣, 154호의 ｢釣
藤散의 治驗｣(第59回 東洋醫學會 臨床學術 集談會 발표문), 
158호의 ｢虛証胃痛과 加味理中湯｣(第二次 韓･日漢醫學세미
나에서 發表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4년에는 160호의 ｢補
中益氣湯의 應用｣(第80回 東洋醫學會 臨床學術集談會發表
文), 164호의 ｢坐骨神經痛과 芍甘黃辛附湯의 應用｣(醫林 
創刊 30周年 紀念特輯號論壇)을 발표하였다.

한의학회지에서도 처방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1963년에는 4편의 처방관련 연구가 발견된다. 1호에 ｢芍

藥과 甘草에 對한 考察｣에서 醫宗必讀･本草徵要와 申佶
求 編著 本草集要를 참조하여 芍藥配伍의 湯證考察, 甘草
配伍의 湯證考察, 傷寒論의 입장에서 日本의 川越正淑의 傷
寒用藥硏究, 吉益東洞의 藥徵과 方極, 朴盛洙, 廉泰煥 
共著인 現代漢方醫學各論 등을 참조하여 논의를 세우고 
있다. 4호에서는 ｢寒濕性關節炎과 桂枝芍藥知母湯｣에서 筆
者가 累驗한 처방, 陳繼文氏의 藥性註解, 日本의 大塚敬節
氏의 方解, 日本의 勿誤藥室方函口訣, 龍野氏編著 類聚
方, 証治摘要 등을 참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7호에서는 
｢黃芩湯及 黃芪加半夏生姜湯의 治驗例｣에서 陳繼文註釋 傷
寒論, 金匱要略과 龍野一雄, 吉益東洞의 論도 참조하여, 
第一例 感冒中嘔而下痢, 第二例 感冒後遺症 嘔而下痢, 第三
例 虛証人의 盲腸炎治驗, 第四例 姙娠中 盲腸炎治驗, 第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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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筋引性神經痛의 治驗其一, 第六例 筋引性神經痛의 治驗
其二, 第七例 慢性痢疾의 治驗, 第八例 麻疹腹痛及蛔虫腹痛
의 治驗(丁茶山의 麻科會通 참조) 등의 여덟 개의 치험
을 소개하고 있다. 8호에서는 ｢黃芩黃連이 配劑된 方劑의 
胃臟疾患 治驗小考｣(<木曜臨床講座>의 抄錄)에서 黃連湯, 
半夏, 生姜, 甘草等 瀉心湯 계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1964년에는 두 편의 처방 연구가 있다. 10호에는 ｢黃連
黃芩에 對한 藥性 小考｣에서 黃連主治에 대한 湯本求眞의 
說, 醫宗必讀, 申佶求의 本草集要, 李時珍, 胡安邦 編著 
藥性辭典, 張元素 등을 參照하여 설명하고 있고, 黃芩主
治에 대해서는 湯本求眞의 說, 本草備要, 申佶求의 本草
集要, 李時珍, 張元素 등을 參照하여 설명하고 있다. 12호
의 ｢紫花地丁과 黃花地丁에 對하여｣에서 <質疑>로서 “東
醫寶鑑 湯液篇, 本草備要 兩書가 各異함으로 疑問이 되
어 質疑하오니 先輩님의 眞僞 鑑別 藥性檢討 治驗高見 等
을 下敎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라고 又歸亭學人(申佶求의 

필명으로 파악됨)이라는 필명을 가진 한의사에게 질의하는 
형식의 글이다.

기타 분과학회지의 논문이 있다. 1992년 대한한의학방제
학회지 제3권 제1호에 발표된 ｢補中益氣湯의 應用｣이 그것
이다.

3) 학술발표, 학술집답회 발표

맹화섭의 연구논문에서 좌담회, 발표논문, 집담회, 세미
나 등의 단어들이 설명에 들어간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의림지 주최, 일본동양의학회 발표논문, 한국동양의학회에
서의 임상학술집담회 발표논문,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 
발표논문, 한일한의학세미나, 국제동양의학회 발표문 등이다.

상세한 설명은 앞에서 병증과 처방에 대한 연구의 설명
문에서 언급한 관계로 아래에 그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
여 소개한다.

논문제목 발행년 호수 비고
特輯･座談會 高血壓에 
對하여: 高血壓에 對한 
漢方治法

1981년 144호
特輯･座談會 高血壓에 對하여
主催 本社
日時 一九八一･六･一六日
參席者 孟華燮、宋台錫、許在淑、李晟來、裴元植(無順)
司會 李鍾馨

腎･膀胱･尿道(尿管)의 
結石과 二神散의 效能 1981년 144호 第22回 日本東洋醫學會總會發表論文
釣藤散의 治驗 1983년 154호 第59回 東洋醫學會 臨床學術 集談會發表文
虛証胃痛과 加味理中湯 1983년 158호 第二次 韓･日漢醫學세미나에서 發表한 論文
補中益氣湯의 應用 1984년 160호 第80回 東洋醫學會 臨床學術集談會發表文
表虛麻痺(血痺)의 治驗 1984년 163호 1984年度 서울特別市漢醫師會主催 會員補修敎育의 敎材
胃･十二指腸潰瘍
(呑酸嘈雜症) 1986년 171호 韓國東洋醫學會 第103回 臨床學術集談會
第113回 韓國東洋醫學會 
學術集談會 發表文 1987년 177호 第113回 韓國東洋醫學會 學術集談會
B型肝炎 治療 中間報告 1987년 181호 第122回 韓國東洋醫學會 臨床集談會
關節炎･류마티스 等의 
治療 小考(上) 1988년 186호 1988年度 大韓韓醫學會 內科分科學會 學術集談會 發表文
糖尿病의 治驗例 1988년 187호 第5次 國際東洋醫學學術大會 發表文

표 7. 醫林에 게재된 학술 발표문

논문제목 발행년 학술지명 호수 비고
黃芩黃連이 配劑된 方劑의 胃臟疾患 治驗小考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8호 <木曜臨床講座>의 抄錄
胃腸疾患에 對한 臨床的 考察 1965년 大韓漢醫學會報 18호 <臨床治驗> 八月臨床講座抄稿

표 8. 한의학회지에 게재된 학술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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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헌의 번역

문헌의 번역도 맹화섭의 주 분야의 하나이다. 특히 그가 
한문에 능통하였고 일본어에 능숙했다는 것은 그의 연구에 
매우 유용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가 한 번역 작업은 의림, 
한의학회지 및 각종 분과학회지에 유감없이 나타나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한다.

논문제목 발행년 호수 비고
桑韓醫談(1) 1985년 165호 일본 고전 번역
桑韓醫談(2) 1985년 166호 일본 고전 번역
桑韓醫談(3) 1985년 167호 일본 고전 번역
桑韓醫談(4) 1985년 168호 일본 고전 번역
桑韓醫談(5) 1985년 169호 일본 고전 번역
桑韓醫談(完) 1986년 173호 일본 고전 번역

표 9. 醫林에 게재된 문헌 번역 논문

논문제목 발행년 학술지명 호수 비고
意譯 傷寒補天石(1)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2호 중국 고전 번역
意譯 傷寒補天石(2) 1963년 大韓漢醫學會報 3호 중국 고전 번역

小兒看病要訣(心誠賦) 1986년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1권 1호 고전 번역
醫宗說約方解 1987년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2권 1호 고전 처방 해석

保幼方 1989년 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3권 1호 고전 번역

표 10. 한의학회지 및 분과학회지에 게재된 문헌 번역 논문

桑韓醫談은 1981년 11월 10일에 의림지 발행인 배원
식이 맹화섭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1982년 2월 4일에 번역
을 완료한 책이다. 이것은 맹화섭선생의 친손인 맹원모 박
사(강남구 맹화섭한의원)로부터 기증받은 맹화섭의 친필 
번역본인 韓日醫談을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보관
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면서 발견되었다. 

韓日醫談이라는 책 제목이 붙어 있는 복사본의 형식으
로 되어 있는 97쪽짜리 책은 앞쪽에 다음과 같이 이 책이 
나오게 된 전말이 쓰여 있다.

“1981年 10月 5日. 日本 漢方交流會 理事長 太田裕康氏가 
보내왔다. 이 桑韓醫談을 맹화섭선생에게 번역을 1981년 
11월 10일에 의뢰하여 1982년 2월 10일 완료하였다.”

이것은 이 책이 번역되게 된 과정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의 끝에 裵元植(1914~2006)의 도장이 찍혀 있다. 
배원식이 일본의 太田裕康先生이 보내온 桑韓醫談이라는 
책을 맹화섭선생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4개월여만에 번역을 
완료하여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번역과정에서 책 제목
을 韓日醫談이라고 바꾼 것이었다. 桑韓醫談은 조선인 
의사 奇斗文(17-18세기)이 조선통신사 隨行醫官으로 1711
년 大垣 桃源山 全昌寺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곳을 방문 
한 日本의 醫師 北尾春圃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기록되
어 있다. 桑韓醫談은 일본인 의사 北尾春圃가 저술한 서
적으로 기두문과의 의학적 문답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1986년에 의림에 6회에 걸쳐서 게재하였던 것이다.

상한보천석은 중국 명나라 戈維城이 편찬한 의서이다. 

전 2권(속편 2권). 상권은 傷寒統辨에서 시작하여 冬溫傷寒
까지 모두 51편이며, 하권은 時行疫證에서 시작하여 足厥陰
肝經證까지 모두 46편이다. 속편 2권은 惡風, 惡寒에서 시
작하여 百合病에 이르기까지 모두 43편이다. 이 책은 四時
外感諸病을 통론함에 있어 비교적 조리가 있고, 선인이 언
급하지 않은 黃耳傷寒, 赤膈傷寒 등의 병증을 기재하였다. 
치료법에서 일부 민간초약방, 예를 들어 황이상한에 馬蹄金
을 쓰는 것 등을 수록하여 상당한 참고 가치가 있다.(경희
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1999의 상한보천석 조문 
참조)

의종설약은 중국 청나라 蔣示吉이 1633년에 편찬한 
종합 의서. 전 6권. 이 책은 黃帝內經과 여러 학자들의 
의서를 기록하여 과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卷首는 證治의 
총론으로, 四診, 맥법, 藥性, 治則을 기술하고, 제1, 2권은 
내과 잡증, 제3권은 상한, 제4권은 소아과, 부과, 제5권은 
瘍科로 되어 있다. 또한 각과 질병을 證을 나누어 설명하
고, 의론과 처방도 실었다. 꽤 널리 전파되었다. (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1999의 의종설약 조문 참조) ｢이
종설약방해｣는 의종설약에 수록된 소아과 관련 처방들을 
처방의 주치와 처방의 해설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保幼方에 대해서 그는 논문 서두에서 “光武年間 以來
로 儒家에 普及되어 오던 小兒方 六二方을 保幼方이라 하
여 傳來되어 오는데 處方이 簡明하고 效果도 奏效하여 여
기에 發表합니다. (製方者는 未詳)”라고 그 전말을 기록하
고 그 아래에 책의 내용을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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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위에서 맹화섭의 학술활동을 의림, 대한한의학회지, 
기타 분과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맹화섭의 학술활동을 담고 있는 각종 학술잡지에 
발표된 논문의 발굴과 정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
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도표화하고 그 간략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논문을 발굴하고 정리하면서 맹화섭의 연구의 
경향이 병증, 처방, 학술발표･학술집답회발표, 문헌의 번역
의 네 개의 카테고리로 요약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도표화
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바탕이 되어 맹화섭의 병증, 처방, 
임상증례, 번역 등의 학술활동이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1. 醫林에 맹화섭의 논문이 모두 32편 발견된다. 1963년 
제36호의 ｢臨床所望｣을 시작으로 1960년대 2편, 1970
년대 1편, 1980년대 27편, 1990년대 2편의 논문을 발표
하였다. 맹화섭은 한의학회지에 모두 14개의 논문을 발
표하였다. 1963년 7편, 1964년 2편, 1965년 2편, 1970
년대 2편이다. 분과학회지에는 대한한방내과학회지(1편),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4편),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1편) 
등에 여려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2. 위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맹화섭의 병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의림과 한의학회지, 분과학회
지 등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병증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것들은 26편에 달한다. 큰 제목 아래에 여러 개의 
병증과 처방, 치험례 등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臨床
所望｣같은 것도 다수 보인다. 아울러 夏季腦炎(1964년 
발표), 胸膜炎(肋膜炎)(1978년 발표)과 같은 시대적으
로 호발했던 질환들에 대한 고찰도 있다. 1980년 들어
서는 전국민들에게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구토증, 요통, 
소화불량, 신경통, 두통, 천식증, 비만증, 마비, 위십이지
장궤양, B형 간염, 관절염, 당뇨병, 등에 대한 고찰이 이
어진다. 1990년대 이후 夜啼, 痲木 등에 대한 연구가 발
표되었다. 

3. 처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의 처방의 학술적 경
향은 일본의 고방에서부터 보중익탕, 이신산 같은 동의
보감 처방에서부터 방약합편, 마과회통, 제중신편, 
의문보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 발견된다.

4. 맹화섭의 연구논문에서 좌담회, 발표논문, 집담회, 세미
나 등의 단어들이 설명에 들어간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의림지 주최, 일본동양의학회 발표논문, 한국동양
의학회에서의 임상학술집담회 발표논문,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 발표논문, 한일한의학세미나, 국제동양의학회 
발표문 등이 그것이다.

5. 문헌의 번역도 맹화섭의 주 분야의 하나이다. 특히 그가 
한문에 능통하였고 일본어에 능숙했다는 것은 그의 연구
에 매우 유용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가 한 번역 작업 
의림, 한의학회지 및 각종 분과학회지에 발표되었다. 
일본의 桑韓醫談의 번역, 상한보천석, 의종설약, 保
幼方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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