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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xamine Cho Heon-yeong’s medical theory about neurasthenia by looking at the contents and prescriptions of Neurasthenia
Treatment (神經衰弱症治療法). Discourse about neurasthenia caused many problems in Joseon society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book consists of fist volume about general summary, second volume about treatment and prescription list. Cho Heon-yeong’s theory in this
book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eclecticism of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ppears in the reinterpretation of Western
medicine diseases and the acceptance of some Western medical theories and treatments. Second, the Korean medical disease name of
neurasthenia is ‘Simgizeung (心氣證)’ for relevance with seven emotions (七情) and mind (神). Third, he evaluates neurasthenia as not a
dangerous and incurable disease, but rather a positive phenomena of the mind and body. Fourth, he treated neurastenia by compromising
dispersion (解鬱) and invigoration (補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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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神經衰弱症治療法은 1938년 발행1)된 조헌영의 저서이
며 婦人病治療法, 胃腸病治療法, 肺病漢方治療法, 民
衆醫術理療法과 함께 東洋醫學叢書:五種에 포함되어 1990
년대까지 수차례 다시 간행되었다. 형식은 세로쓰기를 적용
한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었으며 분량은 B5용지 기준 총 
85쪽으로 東洋醫學叢書:五種 중 가장 적다. 그러나 식민
지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큰 파급력을 가졌던 질병인 
신경쇠약증에 대한 이론 설명, 임상 증치 및 처방뿐만 아니
라 조헌영 본인의 독창적 견해를 수록한 자료이다.

 저자인 조헌영은 1900년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나 대
구보통학교와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한의사이자 정치인이다. 
항일운동을 하다가 30세부터 한의학을 공부하여 1930년대
에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대중치료와 동서의학
절충론을 주장하며 通俗漢醫學原論을 비롯한 저서와 신
문 칼럼을 저술했다.2) 잡지 東西醫藥 집필진 및 동서의
학연구회 간사로 활동하며 ‘통속한의학강연회’에서 강연을 
하였고, 1930년대의 한의학 부흥 논쟁에서 이을호 등과 함
께 한의학 부흥을 주장했다.3) 1940년대 이후에는 한의계보
다 정치계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제헌국회의원이 되
어 1950년 한의사가 배제된 보건의료행정법안 폐기에 일조
했다. 한국전쟁 도중 납북되었으나, 북한에서도 한의 진료 
및 학술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동의처방학 등 이론서
를 집필 및 검수했으며 醫方類聚와 같은 고전의서번역을 
주도했다. 1963년 고려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직

1) <동아일보> 1938.5.14. ｢神經衰弱症治療法(心氣證治);東洋醫藥社發行｣
2)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서울:들녘. 2011.
3)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韓醫學通史. 고양:대성의학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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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임상진료 및 인재 양성에 힘썼으나 1988년 교통사고
로 사망했다.

조헌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동서절충적 의학론4) 및 
정치적 의학사상5)에 주목하였다. 동서의학논쟁을 주제로 
하면서 참여자였던 조헌영의 주장을 다룬 연구6)7)도 존재
한다. 한의학계에서는 조헌영의 생애와 전반적 의학사상8), 
그의 저서 중 通俗漢醫學原論･陰陽編의 음양론9), 婦人
病治療法에 나타난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경쇠약증을 주제로 한 한의학적 연구는 일제강점기 신경
쇠약 매약에 관한 의사학적 연구10), 일반적인 치료법11)과 향
기요법12), 지황음자13)에 관한 문헌연구, 자하거 약침14)15)을 
활용한 임상례 보고 등이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다. 박
태원16), 나쓰메 소세키17)18)19)20)21), 동인지 문단22)의 작
품들 및 한국근대소설23), 번안소설24) 등의 근대문학에서의 
신경쇠약을 다룬 연구가 활발했으며 신문 상담란25) 및 정신
의학 논문26)에 등장한 신경쇠약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신경쇠약증을 시대적 담론으로써 다룬 연구는 많았으나, 
한의학적으로 접근하여 당시 활용된 이론 및 치료법을 밝
힌 연구는 많지 않았다. 저자 조헌영의 의학사상 역시 한의
이론적 측면에서 연구된 바가 적다. 神經衰弱症治療法연
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유행했던 신경쇠약증의 상세한 진

단 및 치료법뿐 아니라 조헌영의 의학사상 역시 한의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Ⅱ. 본론

1.神經衰弱症治療法의 저술 배경

신경쇠약은 1869년 George Beard의 논문을 통해 정립된 
질병이다. 그는 신경 에너지(Nervous energy) 이론에 근거
하여 장기에 전달되어야 할 신경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신
경이 탈진 상태가 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두통, 신경통, 
불면, 소화불량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으며,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지식인 계층에서 빈발한다고 설명했다.27) 

일제 총독부의 조사보고서 기준으로 신경쇠약이라는 개
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00년 전후로 추측된
다. 그 후 신경쇠약증은 1910년 조선총독부의원에 내원한 
정신질환자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28), 1930
년대 신문지상의 의학 상담 코너에서 다룬 질병 중 가장 

4) 박윤재. ｢1930~1940년대 조헌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절충적 의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40:118-139.
5)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42.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1.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5;117-154.
6) 전혜리. ｢1934년 한의학 부흥 논쟁｣. 한국과학사회지. 2011;33(1):41-89.
7) 정근식. ｢일제하 서양 의료 체계의 헤게모니 형성과 동서 의학 논쟁｣. 사회와역사. 1996;50:270-327.
8) 백유상. ｢조헌영(趙憲泳)의 생애와 의학사상(醫學思想)｣.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3):103-130.
9) 김훈, 이해웅. ｢通俗漢醫學原論 陰陽篇에 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17-24.
10) 황지혜. ｢일제강점기 신경쇠약 담론의 형성과 신경쇠약 매약의 확산｣. 의료사회사연구. 2020;6(1):27-57.
11) 오흥근. ｢神經衰弱의 韓方療法｣. 대한한의학회지. 1965;20(6):21-24.
12) 안점우. ｢香氣療法의 臨床應用과 韓醫學的 接近｣.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13(1):557-580.
13) 홍승헌, 김윤경, 권동렬. ｢地黃飮子의 起源, 方解 및 活用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03;11(1):37-44.
14) 김진우, 안대종, 이순이, 왕덕중, 이지형, 강형원. ｢火病을 紫河車 藥鍼을 使用하여 治療한 1例｣.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5;16(1):211-220.
15) 장현호, 두인선, 이대용, 이승훈, 민상준, 김태헌, 유영수, 강형원. ｢불면에 紫河車 藥針을 응용한 1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3;16(1): 

155-160.
16) Chris Hanscom, 손광수. ｢근대성의 매개적 담론으로서 신경쇠약에 대한 예비적 고찰-박태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005; 

29(29):151-184.
17) 양희선. ｢소세키(漱石)의 신경쇠약 : 그 굴레와 반전｣. 2004;60:399-410.
18) 권혁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생애를 통해 느꼈던 불안 고찰｣. 일본학보. 2006;69:167-178.
19) 김숙희.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과 병-신경쇠약과 히스테리의 양상｣. 일어일문학연구. 2009;69(2):99-116.
20) 김숙희.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작품에 나타난 신경쇠약 : 후기작품과 신경의 안정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011;18:373-390.
21) 김숙희.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과 힐링-작품에 그려진 신경쇠약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언어문화. 2013:25:535-552.
22) 권유성. ｢1920년대 동인지문단 붕괴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일 고찰 : 감정통제 동학으로서의 신경쇠약담론을 중심으로｣. 배달말. 2017; 

60:131-155.
23) 김미영. ｢일제하 한국근대소설 속의 질병과 병원｣. 우리말글. 2006;37:309-336.
24) 박성호. ｢≪매일신보≫ 소재 번안소설 속 여성인물의 신경쇠약과 화병의 재배치–｢쌍옥루｣와 ｢장한몽｣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020;89:265-296.
25) 최은경, 이영아. ｢신문 상담란 "지상 병원"을 중심으로 본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들의 신체 인식과 의학 지식 수용｣. 한국과학사학회지. 

2015;37(1):235-264.
26) 민성길, 이창호.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원과 경성제대 정신의학자들의 정신과 치료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16;55(3):143-157.
27) George Beard. ｢Neurasthenia, or Nervous Exhaus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869;80(13):217-221.
28) 이방현.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신병자에 대한 근대적 접근｣. 의사학. 2013:22(2):52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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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횟수를 차지했다.29) 신경쇠약증이 유행하면서 지식인 
계층에서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만연했으며 1920년대 중반
부터 신문지상에서 신경쇠약자의 범죄, 사회적 갈등, 자살 
등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학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민중
의학을 제창한 조헌영에게 몹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神經衰弱症治療法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헌
영의 노력이 집결된 저서이다. 이 책의 저술 의도는 직접적
으로는 “神經衰弱者에게 心機轉換이 될만한 精神的影響을주
기위하야 그參考材料를 提供하는대 主眼이 있는것”30)이었
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차원의 인식 변화를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책 전체에서 당시의 인식과 달리 신경쇠약증이 
위험하지 않고 질병조차 아니며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현상이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이를 통해 신경쇠약
에 대한 의존을 근절하고 무기력을 타파하여 사회적 부담
을 줄이려 했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2. 神經衰弱症治療法의 내용 분석

1) 목차 및 구성

神經衰弱症治療法은 ‘心氣證治’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상･하 양 권으로 구성되었다. 분량은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B5용지 기준 85쪽이며 그 중 상편은 19쪽, 하편은 29쪽, 處方
論解는 34쪽, 처방색인은 3쪽이다. 전체 목차는 표 1과 같다.

상편에서는 신경쇠약증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과 조헌영 
자신의 견해를 수록했다. 第一章 神經衰弱症의 症狀, 原因, 
攝養에서 신경쇠약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과 급성과 만성
의 구분을 소개하는 데에서 시작해 신경쇠약증의 원인, 심
리상태와 육체적 변조, 좋은 점, 섭양법, 주변인들의 주의사
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第二章 神經衰弱症과 漢醫學에서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신경쇠약증의 병명과 陰陽虛實, 치료의 
主眼, 폐병과의 관련성을 해설했다. 

하편은 신경쇠약증의 13가지 증상에 대한 증치를 다루었
다. 정의와 구체적 증상, 원인 및 대략적인 치료법을 줄글

로 서술한 후 원인 또는 동반증상에 따라 번호를 매기고 
분류하여 처방을 제시했다.

처방논해에서는 하편에서 언급된 처방 총 121종을 수록
했다. 처방색인은 가나다순으로 처방명과 처방번호, 증치에
서 사용된 門을 기재했다. 

上篇
 第一章 神經衰弱症의 症狀, 原因, 攝養

一. 神經衰弱의 症狀
二. 神經衰弱症의 原因
三. 神經衰弱症의 攝養

 第二章 神經衰弱症과 漢醫學
一. 神經衰弱症과 陰陽虛實
二. 神經衰弱症治療의 主眼
三. 神經衰弱症과 肺病

下篇
一. 不眠症
二. 多眠症
三. 多夢症
四. 怔忡驚恐
五. 健忘
六. 汗
七. 消化
八. 大便
九. 小便
十. 夢泄, 遺精, 早漏
十一. 諸虛
十二. 頭痛, 脇痛, 腰痛
十三. 眩暈

處方論解(一百二十一方) 
附가나다索引

표 1. 神經衰弱症治療法 목차

2) 증상 및 분류

신경쇠약증은 당시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질병이지만 증
상이 광범위하고 병명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조헌영은 
이 점을 지적하며 신경쇠약증이라고 여겨지는 다양하고 모
순된 전신의 증상들31)을 나열했다. 정신적으로 모순된 감
정을 가지면서 그 일환으로 건강을 과하게 염려하는 내향
적 경향과 현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다고 보았다. 특
히 심리적 모순이 신체에 영향을 끼쳐 나타나는 현상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29) 최은경, 이영아. ｢신문 상담란 “지상 병원”을 중심으로 본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들의 신체 인식과 의학 지식 수용｣. 한국과학사회지. 
2015;37(1):235-264.

30)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6.
31) ‘不眠症, 多眠症, 多夢症, 頭痛, 肩臂痛, 肋間神經痛, 腰痛, 肢節痛, 後頭部鈍痲感, 背部凝縮感, 頭重, 眩暈, 上氣, 耳鳴, 眼花, 羞明, 食慾減退, 消

化不良, 倒飽症(배에까스차이는증), 便秘症, 便滑症, 小便頻數症, 小便不利症, 小便餘瀝症, 遺精, 夢泄, 陰痿, 早漏, 精神昏券, 記憶力減退, 健忘
症, 驚恐, 怔忡, 氣短, 呼吸斷絶感, 思慮症, 悲觀, 憂鬱, 虛怯症, 鬼魘(가위눌리는증), 貧血, 膝寒, 手足寒冷, 元氣不足, 虛弱, 堅忍力減退, 勇氣缺
乏, 不忍寒暑 等等’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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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經衰弱者의 心理狀態는 실로 모순된 양극단을 왕
래하고있으니 최고도의 자긍심을 가지는동시에 강도의 
자기멸시의념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중략) 정
신생활에 있어서 모순된 심리현상을 보이고있는 신경
쇠약자는 그육체적으로도 필연적으로 모순된 생리현상
을 보이고 있는것이니 아모병도 없으면서 병투성이요 
정력이 남아서 걱정이면서 원기가극도로 쇠약한것같은
것이 그특색이다.32)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순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경쇠약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았
다.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언급한 광범위한 증상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신경쇠약증의 심리적 증상들 중 건강염려증을 중요
하게 언급했다.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정신적 활동이 내향적 
경향을 보이게 되어 늘 자신의 건강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조그만 변화에도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쇠약증을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했다. 분류의 기준은 
이환기간과 원인, 연령대, 치료법이며 상세한 구분은 표 1과 
같다. 이에 따르면 조헌영은 만성 신경쇠약증만이 진정한 
신경쇠약증이라고 여겼으며 신경쇠약증치료법 역시 만성 
신경쇠약증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구분 급성 만성
정의 一般이 다 病으로 알지 않으며 

정말 神經衰弱 값에 가지 못하는 것
누구나 다 아는 神
經衰弱症

원인 過度한精神勞動으로 인한 心身의 
疲勞, 過度한緊張과 周到한 조심 倦怠

기간 일시적, 며칠 이내 몇 달에서 몇 해

증상
머리가 기동모에 박은 것처럼 어
리둥절하고 입맛이 깔깔하며 오
즘이 붉고 四肢가 勞困하며 精神
이 흐리하고 今方 들은 일을 잊
어버리는 等 

일반적인 신경쇠약
증의 증상

연령 전 연령에 발병하나 30세 이후33)
는 모두 급성

30세 이전까지의 靑
少年期

휴식 좀 休息을 하던지 잠을 몇 일 밤 
잘 자고나면 저절로 낫는 것

閑暇한 時間이 많
을수록 病은 漸漸 
더해지는 것

표 2. 급성 및 만성 신경쇠약증의 구분

3) 원인 및 예후

신경쇠약증의 원인이 과도한 정신적 피로로 인한 신경의 
허탈이라고 보는 시각이 주류였으나 조헌영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로 인한 불만족, 고통, 노력
이 신경쇠약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34) 이러한 부조
화로부터 심리적 모순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정력이 울체
되어 육체적으로도 모순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므로 신경쇠
약증은 허약이 아니라 ‘精力鬱滯症’이라고 설명했다.

神經衰弱症은 決코 精力이 衰退한것이 아니오 精力
을 支出할 必要와 價値를 認證하지 않기때문이다. (중
략) 이精力의 活動을 禁止하는이유는 理想대로는 되지
않고 現實에는 不滿을 갖이고 있어서 精力을 價値있게 
消化할 方向을 決定하지 못하고 方面을 찾지못했기때
문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 神經衰弱을 精力鬱滯症
이라고한다.35)

신경쇠약증의 발병과 예후는 연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 부조화가 큰 10대 중반부터 20대까지의 소년기 및 
청년기에 발생하고, 차차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면서 
30세 이후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낫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살이나 폐병을 염려하는 환자가 많지만, 실제로는 악화되
거나 다른 병을 유발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호전된다고 하
여 예후가 좋다고 보았다.

4) 섭양 및 치료

신경쇠약증이 엄밀한 의미에서 병이나 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약물과 같은 본격적 치료보다는 기분전환과 같은 
섭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신경쇠약의 섭양법
은 표 3과 같다.

32)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7.
33) ‘三十以後의 神經衰弱症은 大槪는 心身過勞로 因한 神經衰弱卽急性神經衰弱을 休息回復할機會를 주지 않고 繼續的으로心身의 過勞를 하지 않

을 수 없을 때 또는 腎臟病等 局所的 機能障礙로 因하야 誘發되는 것이다.’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3.

34) ‘神經衰弱의 원인을 一言而蔽之하면 理想과 現實이調和되지못한대 있다. 高尙하고 遠大한理想과 醜惡하고 齷齪한 現實을 調和시키지 못해서 애
쓰는 가지各色苦悶狀이 神經衰弱症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5)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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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病에對하야 조곰도 念慮하지말것.
• 現實에 順應하도록 努力할것.
• 樂天的人生觀을 가지도록 힘쓸것.
• 心身의 活動을 誘導할것.

표 3. 신경쇠약증의 攝養

그 외에 ‘食餌療法’에서 개인에게 맞는 음식을 먹되 영양
이 부족한 병이 아니므로 ‘重濁한 肉類’보다는 ‘新鮮하고 淸
談한 채소와 果實’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家族, 親知, 知友
들의注意할일’에서 신경쇠약증 환자의 주변인들이 과도한 
꾸짖음, 걱정, 간섭과 같은 부정적 반응보다는 건강이라는 
주제를 피하거나 낙천적 발언을 하기를 권했다.

치료에서는 신경쇠약증을 似病非病, 似虛非虛라고 하며 
표 2와 같은 5가지의 치료법을 제시했다. 그 중 舒氣和中
法, 導精解鬱法이 적합하며 나머지는 증세를 악화시키거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升陽散火法은 升性과 
溫性으로 上氣로 인한 증상을 조장할 수 있으며 滋陰降火
法은 證이 맞지 않고 六味地黃湯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補
陰이 아닌 滲利하는 효능 때문이라고 했다. 引火歸原法도 
溫潤 위주이며 舒導하지 못하여 精氣를 더 鬱滯시킬 위험
이 있다고 보았다.

치법 설명 예시
升陽散火

升散性 益氣解表藥으로 열을 내
리는 방법. 上氣를 조장할 우려
가 있다.

補中益氣湯
升陽散火湯

滋陰降火
寒凉性 補陰之濟로 열을 내리는 
방법. 신경쇠약증은 陰虛가 아니
므로 적절하지 않다.

六味地黃湯
滋陰降火湯

引火歸原
中守性 溫補之濟로 열을 내리는 
방법. 鬱滯를 조장할 우려가 있
다.

理陰煎
回陽飮

舒氣和中 輕淸한 芳香性 食餌로 鬱結된 氣
分을 舒解하는 방법

香附子 木香 草
果 砂仁 藿香 
등

導精解鬱 滲泄淸利藥으로 鬱滯된 精力을 
誘導叙解하는 방법

茯笭 豬苓 木通 
車前子 梔子 등

표 4. 신경쇠약증의 한의학적 치료

5) 證治

｢證治｣에서는 신경쇠약증에서 빈발하는 13종의 증후를 
다루었다.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모순된 증상들을 보인다는 
특징을 강조했던 만큼, 不眠症-多眠症, 便秘-泄瀉 등 반대
되는 양상의 증후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수면에 관련된 불

면증, 다면증, 다몽증의 3가지 증상이 ｢證治｣ 중 총 29쪽 
중 12쪽으로 분량이 많다. 그 중 불면증에 10쪽을 할애하
여 수면의 정의와 음양론적 기전, 숙면의 조건, 섭양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음 순서로 정신적 문제인 怔忡驚恐, 健忘의 이론과 치
방을 간략히 서술했다. 汗의 경우 생리 및 병리 이론을 서
양의학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自汗과 盜汗으로 나누어 
처방을 제시했다. 

이후 消化에서는 섭양법과 藥治의 원칙을 설명하고 胃寒, 
氣虛胃弱, 氣滯･倒胞, 胃火로 나누어 기전과 처방을 수록했
다. 이어지는 大便, 小便에서는 便秘-泄瀉, 小便不利-小便
不禁･遺尿라는 반대되는 증상들을 함께 싣되 막힌 증상을 
과하게 나오는 증상보다 앞선 순서로 상세히 다루었다. 便
秘는 원인에 따라 營虛便秘, 陽虛便秘, 陰虛便秘로 나누어 
동반증상과 치법, 처방을 설명했고 泄瀉는 대개 陽虛로 보
고 처방을 제시했다. 小便不利는 鬱結, 氣虛. 消化不良을 兼
한 小便不利, 泄瀉를 겸한 小便不利, 熱結로 세분했으며 小
便不禁･遺尿에서는 섭양과 처방을 수록했다. 

夢泄･遺精･早漏는 생리적인 경우와 병에 해당하는 경우
를 구분하고 관련 병명들을 정리했으며 처방뿐 아니라 섭
양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諸虛에서는 陽虛, 氣虛, 血虛, 陰
虛, 氣血俱虛, 陰陽俱虛로 분류해 처방을 제시했다. 頭痛･脇
痛･腰痛에서 통증 부위와 경락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처방
과 체표자극치료를 서술했다. 眩暈은 대체로 氣虛血虛를 원
인으로 보고 해당 처방을 기재했다.

6) 처방

｢處方論解｣에서 ｢證治｣에 언급된 순서에 따라 121종의 
처방을 정리했다. 처방마다 번호를 매기고 처방명 및 출전
을 제시한 후 구성 약재들을 용량별로 나열하고 效能과 評
解를 서술했다. 출전은 (寶鑑)과 같이 괄호 속에 2글자로 
제시했고 效能은 주치증을, 評解는 처방의 성미와 특징, 효
과를 다루었다.

처방의 출전은 東醫寶鑑, 景岳全書의 2종 의서와 조
헌영 본인이 독자적으로 창방한 ‘海山’을 합하여 총 3가지
였으며 六君子湯, 四物湯에는 출전이 기재되지 않았다. 東
醫寶鑑에서 인용한 처방이 70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景岳
全書가 30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전이 ‘海山’으로 기재
된 독자 처방도 전체 처방 중 9.9%에 해당하는 19종으로 
상당히 많아, 조헌영의 임상 경험이 풍부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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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3. 神經衰弱症治療法의 의학사상

1) 동서의학절충론

조헌영의 대표적 의론인 동서의학절충론은 신경쇠약증치
료법에서도 드러난다. 그의 다른 저서 통속한의학원론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징을 비교하며 양측의 장점을 취하
자고 주장했으며, 부인병치료법에서는 한의학 위주로 서양
의학을 취사선택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둘을 절충했다. 神
經衰弱症治療法에서는 婦人病治療法처럼 독립된 ｢洋診
漢治｣를 두지는 않았으나 신경쇠약증을 한의학적으로 해석
했으며 이론과 치료에서 서양의학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해 수용했다. 

(1) 신경쇠약증의 한의학적 해석

신경쇠약증은 기존 한의학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럽에
서 만들어져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수입된 질병이었다. 이
를 한의학의 이론으로 해석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적용시킨 
것 자체가 동서의학 절충의 일환이었다. 조헌영은 한의학을 
중심으로 서양의학의 개별적 용어와 지식, 치료를 흡수하려
는 방식의 절충을 주장했다. 그 예로 婦人病治療法의 ｢洋
診漢治｣에서 서양의학의 병명을 한의학에 존재하는 특정한 
병증으로 번역하고 해당되는 병증의 치료를 적용해 한의학
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같은 방식으로 神經衰弱症治療法
에서도 신경쇠약증을 한의학의 법칙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
성하여 한의학의 범주 내로 포함시키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神經衰弱症과 漢醫學｣에서 신경쇠
약증을 한의학의 언어로 번역하려 시도했으나 일치하는 병
증이 없자 ‘心氣證’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다. 한의학
의 八綱 및 衛氣營血 등의 辨證에 의거해서 신경쇠약증을 
氣分의 病이면서 陽虛, 氣虛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精力의 
鬱滯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舒氣和中, 導精解鬱의 치
법을 사용해야 하며 肺病(폐결핵)과는 한의학적으로 체질
과 증상이 반대된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證治｣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후들에 대해 한의학적 원인을 분석하
고 치법 및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신경쇠약증의 개별 증상

들을 한의학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이러한 변증과 치법 
제안의 과정을 통해 신경쇠약증이라는 서양의학의 질환은 
한의학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2) 서양의학 이론의 선택적 수용

동서의학 절충의 방식 중 하나로 서양의학의 용어와 지
식을 취사선택하여 수용했다. 먼저 신경쇠약증치료법 전반
에 걸쳐 다양한 서양의학의 용어를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
게 혼용하였다. 예를 들면 상편에서 신경쇠약증의 증상을 
頭重, 上氣, 眼花, 羞明, 驚恐, 怔忡 등의 한의학 증상명과 
肋間神經痛, 後頭部鈍痲感, 食慾減退, 消化不良, 記憶力減退, 
貧血 등 서양의학 증상명을 혼합하여 나열하였다. 급성과 
만성이라는 서양의학의 기준을 가져와 신경쇠약증을 분류
하였으며 신경쇠약증의 기전이나 섭양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서 消火器, 營養分, 器官, 體溫 등의 서양의학 용어를 
한의학 용어와 혼용했다. 또한 한의학의 용어나 이론을 풀
어 설명할 때 서양의학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
면 氣를 ‘生理的 活動’이라고 설명하거나 腎中陽虛･下元不
固･下焦虛冷을 ‘體溫이 不足할 때 생기는 症狀’으로 해석하
는 식이었다.

용어뿐 아니라 생리 및 병리 이론에도 서양의학의 학설
을 일부 수용했다. 특히 證治에서 두 의학 이론이 상호보완
적으로 결합된 양상이 잘 드러난다. 예를 들면 ｢一.不眠症｣
에서 수면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양의학의 
신경계와 피로물질 관련 이론을 차용했다.

疲勞를 回復하기爲하야 最高度의 休息을 하는 生活
現象이 곧 睡眠이다. 이때는 意識이 없어서 無意識은 
活動하지않고 不隨意神經만이 活動하야 그동안에 內部
를 充分히 整頓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疲勞로因하야 
體內에생긴 物質을 없이하고 疲勞로因하야 생긴 모든 
生活的變調를 調整하는것이다.36)

반면 밤에 잠이 잘 오는 까닭에 대해서는 표 2와 같이 
잠과 관련된 요소를 음양으로 분류한 뒤 계절에 따른 식물
의 변화에 비유했다. 음양론에 따르면 陰에 夜와 精(休息)
이 배속되고 기운이 下降하는데, 이는 식물이 겨울에 뿌리
로 기운이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36)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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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한의학과 서양의학 이
론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합리성을 제고하고 이해를 도우
려 하였다.

陽 晝 動(勞作) 明 上 昇 寤
陰 夜 靜(休息) 暗 下 降 寐

표 5. 음양론에 따른 밤과 수면의 관계

이외에도 ｢三.多夢症｣에서 꿈의 원인으로 열거한 3가지 
중 ‘記憶의 再現’, ‘非常特異한 感覺’은 한의학의 학설이나 
‘體內 異常物質의 刺戟에 依한 感覺’ 역시 서양의학의 피로
물질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六.汗｣에서 發汗의 역할을 
體溫調節과 弊害物排出이라고 본 것은 서양의학의 생리학 
이론에 해당하지만 병리적 汗은 한의학의 自汗과 盜汗 개
념으로 분류했다. 또한 ｢十二. 頭痛, 脇痛, 腰痛｣에서는 통
증의 부위를 경락과 연결시키면서37) 동시에 서양의학의 계
통 분류와도 결합시켰는데, 이 내용은 通俗漢醫學原論에
서도 소개된 바 있다. 

頭痛 부위 脇肋痛 부위 한의학 경락 서양의학 계통
後頭部 後面 太陽經, 督脈 生殖器

胡蝶骨部 前面 陽明經(胃腸) 消化器
顳顬部(耳上) 側面 少陽經(肝膽) 防禦器

표 6. 통증 부위와 경락 및 계통

(3) 서양의학 치료에 대한 비판

神經衰弱症治療法의 주제 선정, 용어와 이론적 설명 부
분에서 서양의학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혼용한 것과 달리 
치료 부분에서는 대부분 한의학을 고수했다. 서양의학의 신
경쇠약증 치료법 중 섭생에 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용
하였으나 약물 또는 전기요법과 같은 직접적 치료법은 생
략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양의학에서 사용된 치료법에는 전기요법, 약물요법, 상
담요법, 식이요법, 목욕, 요양, 운동 등이 있다. 신경쇠약증
의 창시자 비어드 박사는 전신 전기요법을 가장 중시했으
며 Strychinine, Phosphorus, Arsenic 등 중추신경계에 작

용하는 단일성분 화합물도 추천했다. 그 외에도 서구에서는 
전지요양, 강장제 복용, 전문가와의 상담, 기분전환 등이 주
요 치료법으로 활용되었다.

일본과 조선에서도 이러한 서양의학 치료법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의원이자 경성제대 교수였던 구
보는 1927년 신경쇠약증에 취소제(臭素濟, bromine제제) 사용
이 많다고 저술했다.38) 신문지상에서도 bromine제제가 포함된 
진정제, Diastase가 포함된 건위소화제, Spermidine 등의 약물
요법을 추천했으며 자극을 피하는 정신요법, 영양이 풍부한 식
이요법, 가벼운 전신운동, 냉수마찰 등을 제시하였다39). 

이처럼 서구에서 발전된 다양한 신경쇠약증 치료법이 조
선에서도 흔히 사용되었으나, 조헌영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잡한 설비와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전
기요법은 책 전체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전지요양도 
굳이 권유하지 않았다. 특히 마취최면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40)을 취했다. 정신요법에 대해 전문가 상담
보다는 주변인들의 가벼운 격려가 중요하다고 했으나, 기분
전환만큼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추천되던 보양식이 아니라 채소 위주 음식과 적절한 강도
의 운동을 추천했다. 

따라서 섭양에 가까운 치료를 제외하고 고가의 장비나 
의약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서양의학의 치료법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대신 한의학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證治｣에서 증후마다 세분화된 한의학의 치법과 
처방을 제시했고 그 중 ｢十三.頭痛･脇痛･腰痛｣에서는 경락
을 활용한 체표자극치료를 추천했다. ｢處方論解｣에서 ｢證治
｣에 기재된 처방들에 대해 구성, 용량, 效能, 評解를 상세히 
설명하여 한의학 치료의 활용성을 높였다.

서양의학 이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치료는 배제하고 
한의학의 치료를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조헌영이 생각한 
동서의학 절충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는 서양의학의 필요
한 일부 이론과 특수한 치료법을 흡수함으로써 한의학을 
발전시켜서 대중의료에 기여하기를 추구했으며 이는 동서
의학논쟁이나 通俗漢醫學原論, 婦人病治療法에서도 일
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婦人病治療法과 달리 神經衰弱症
治療法에서 한의학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제거하거나 수정

37) ‘人體의 모든痛症은 生理的變調 卽疾病의 經絡上反應이다.’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46.
38) 민성길, 이창호.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원과 경성제대 정신의학자들의 정신과 치료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16;55(3):143-157.
39) <동아일보> 1932.03.01. ｢조혼으로 만히 생기는 생식긔성신경쇠약증 (3)｣
40) ‘痲醉催眠劑는 絶對로 避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有害無益한 노릇이다. 잠을 잣다는 것이 안잔 것만 못할뿐아니라 도리어 몸에 

害가 적지않다. 더욱이 急한으로 한 不眠에 催眠劑를 쓰는 것은 마치 戰爭때 參謀本部의 行動을 中斷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헌영. ｢神經
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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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의 시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婦人病治療法
은 이미 완성형으로 존재하던 한의학 부인과 이론과 치료
를 다룬 반면, 神經衰弱症治療法은 한의학에는 없던 서양
의학 질환을 다루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취하여 편집하
는 과정에서 비합리성을 배제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대신 神經衰弱症治療法에서는 서양의학의 지식을 직접적으
로 언급하며 비판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2) 신경쇠약증과 心氣證

조헌영은 신경쇠약증이 한의학에 원래 있던 병은 아니나 
한의학 병명을 짓는다면 ‘心氣證’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하면서 神經衰弱症治療法이라는 제목 뒤에 ‘心
氣證治’라는 부제를 덧붙였다. 이 용어는 한의학적으로 七
情 및 神과 연관되는 증상들을 포괄한다. ‘心氣證’이라는 용
어를 선택한 데에서 조헌영이 신경쇠약증의 특징 중 감정 
및 기분과의 연관성을 중시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1) 한의학에서 心氣證의 용례

心氣證은 현대 한의학 의서에서 ‘정서나 기분에 관련되는 
증’41)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수록되었으나, 근대 이전의 
한의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인 용어가 아니다. 한의학적으
로 심장은 주로 기보다는 혈과 더욱 연관성이 깊은 장부였다. 

‘심기(心氣)’라는 용어는 황제내경부터 등장했으나, 주로 
기초 생리와 병리, 운기를 설명할 때 사용되거나 처방명에 
인용되었다. 황제내경에서 심기가 병리적으로 사용된 경우 
經閉, 痿證, 多夢 등의 증후들과 연관되었으나 ‘心氣證’이라
고 명명할 만큼 하나로 특정 가능한 임상적 병증과 연결되
지는 않았다.

神經衰弱症治療法의 처방목록에서 출전으로 등장하는 
景岳全書와 東醫寶鑑에서도 ‘心氣證’이라는 용어는 사
용되지 않았다. 景岳全書에서 ‘心氣’는 생리적으로 神 및 
칠정, 舌과 언어능력, 노화 등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며 운
기학적으로 계절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병리적
으로는 心氣의 변화가 譫語, 瘧疾, 不眠, 努肉攀睛, 遺尿, 經
閉, 失語, 소아의 夜啼, 白濁 등의 구체적 병증들의 원인으
로 제시되거나 예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약재 및 
방제의 효능을 설명할 때 養心氣, 鎭心氣, 定心氣 등 개념

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처방의 주치증을 心氣鬱滯, 心氣不
寧, 心氣不足 등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東醫寶鑑에서도 ‘心氣’의 용례는 이와 유사하나 범위가 
좀 더 넓다. 생리적으로는 神, 七情, 舌, 수면, 夢, 약물의 
氣味論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병리적으로는 風眩, 心
痛, 自汗, 經閉, 風證, 痿證, 努肉攀睛, 漏睛膿出, 口臭, 崩
漏, 譫語, 癰疽 등의 질병에 心氣의 변화가 원인 또는 예후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약재 및 방제의 효능과 주치 설
명에서 補心氣藥, 心氣不足, 通心氣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
었고 처방명 중 분심기음에 포함되었다. 그 외 양생을 통한 
鎭心氣, 養心氣를 언급하였다. 

여러 의서에 언급된 心氣의 용례 중에서 신경쇠약증과 비
교적 관련성이 큰 것은 神 및 七情, 수면, 夢 등의 생리적 이
론과 多夢, 不眠, 遺尿, 經閉, 白濁, 風眩, 心痛, 自汗 등의 다
양한 병리적 증상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心氣證이라는 하나
의 병증으로 묶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2) 心氣證 용어 선택의 의도

‘心氣證’이라는 용어는 한의학 의서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헌영이 신경쇠약증을 한의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새로
이 창제한 용어이다. 心氣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大槪는 憂思悲恨等 心理的影響으로 오는 氣分에 關係된病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한의학에서 ‘心氣’의 용례
를 고려하면 七情, 특히 부정적 감정이 神과 氣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명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헌영은 신경쇠약증 환자들의 심리적 특징 중 하
나로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향적 경
향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神經衰弱症治療法의 도입부
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과도한 불안과 염려로 의사에게 장시
간 증상을 호소하는 신경쇠약증 환자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가지各色 症勢를 小說이야기 옴기듯이 해서 그대로
두면 한時間 두時間은 普通이오 어떤사람은 三四時間
을 病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不足한感을 가지고 또묻고 
또이야기하는 사람도없지않다.42)

이러한 언급을 보면 ‘心氣證’의 명명에서 조헌영이 七情 
중에서도 특히 건강에 대한 과도한 憂思를 염두에 두었음

41)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정담. 2001.
42)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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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조헌영이 신경쇠약증의 한의학 병명으로 명명한 

‘心氣證’은 한의학적으로 七情 및 神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수면과 꿈의 변화, 생식기의 병증, 자한과 도한, 각종 통증 
등을 유발한다는 의미이자, 건강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내향
적 경향을 염두에 둔 병명이기도 했다. 

3) 신경쇠약증에 대한 조헌영의 평가

(1) 신경쇠약증의 과장된 위험성 지적

1910-1930년대에 신경쇠약증은 치료하기 쉽지 않으며 
자살, 흉기 난동, 폭행 등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난치병으로 여겨졌다. 신경쇠약증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
기 시작하던 1910년대 말에 독일 황제가 신경쇠약증으로 
고통 받다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43)44)45) 그 이후에도 판사46), 작가47) 등 지식
인 계층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한 일반인들까지도 신경
쇠약증을 앓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
가 빈번하게 이어졌다.

신경쇠약증의 증상과 치료법을 소개하는 칼럼 및 광고에
서도 이 병이 난치이며 심하면 자살이나 폐결핵과 같은 치
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48) 지식인층
이 신경쇠약증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 역시 공포감을 부채
질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조헌영은 이러한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경
쇠약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완화되어 대략 30세 
전후로는 정상화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고 아
래와 같이 설명했다.

神經衰弱症이 많은時期는 대개 十五六歲의 春機發
動機로부터 三十歲까지며 그症勢가 가장 甚한때는 二
十歲에서 二十五歲까지의 그동안이다. (중략) 이時期
가 지나면 神經衰弱도 차차 머리를수구리는 것이 普通
이니 (중략) 三十歲가되면 大槪 自己獨特한 人生觀이

서며 人生의方向과 進路를 定하고 現實에 立脚하야 着
實한 努力과 向上發展을 圖謀하게되는것이다.

병의 연령별 분포가 15, 16세에서 30세까지가 대다수라
고 설명하였으며, 20세 이전에는 현실 인식이 부족해 증상
도 가볍지만 20세에서 25세까지는 이상은 높아지는데 그보
다 못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되면서 증상이 가장 
심각해진다고 보았다. 다만 그 이후에는 현실에 순응성을 
가지게 되어 30세 이후에는 신경쇠약증도 사라진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신경쇠약증은 난치라는 인식과 
달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질병이므로 환자들이 불필요한 
공포나 불안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2) 신경쇠약증에 대한 긍정적 평가

조헌영은 신경쇠약증이 위험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신적 성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
이며 인격과 사고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神經衰弱은 病이 아니오 人生問題를 硏究하는 苦心
과 努力이다. 學文은 學校에서 배우지마는 人生은 神
經衰弱에서 배우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神經衰弱
의 期間이길고 程度가 甚한 사람일수록 人生에對한 知
識의 幅이넓고 깊이가깊은것이다. (중략) 神經衰弱症
을 全然經驗하지 못한사람이 있다고하면 그사람은 人
間으로서는 極히 低劣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미숙한 정신 상태에서 내적 고뇌를 통해 올바른 판단력
과 가치관을 발전시키고 현실의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현상이 신경쇠약증
이라고 보았다. 또한 신경쇠약증 환자들은 책임감도 강하다
고 보았다. 신경쇠약증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통과 의례 중 
관례의 개념과 유사하여, 의학적이라기보다 문화적 관점에 
따른 해석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경쇠약이 의학의 전문용어

43) <부산일보> 1918.9.20. ｢독일 황제의 신경쇠약｣
44) <매일신보> 1919.9.16. ｢呻吟中의 前獨帝, 신경쇠약으로 인하여｣
45) <매일신보> 1920.7.30. ｢前獨逸皇帝 第六皇子死因, 신경쇠약의 병과 기타여러가지로 비관하던 끝에 자살｣
46) <매일신보> 1925.2.18. ｢大審院判事 또 自殺未遂, 원인은 신경쇠약｣
47) <중외일보> 1927.7.26. ｢일본문단의 중심인물, 개천용지개씨 자살, 극도신경쇠약으로｣
48) ‘권태(倦怠)와피로를늣기게되며 정신을잡운대도 집중하는힘이업서지고리해하는힘도흩어지고 마츰내는실망과 락담이점점커저서자살을하게도되

는것이니 이때가신경쇠약의 가장위태한시긔입니다’. <중앙일보> 1928.11.24. ｢신경쇠약의 증후와 섭생법-술과 담배는엄금하고 과격한운동도
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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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했던 당시의 시대적 인
식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 長壽한다.
• 精神이 健實하다.
• 抵抗力이 强하다.
• 理想이 높고 頭腦가 좋다.

표 7. 신경쇠약자의 좋은點

더 나아가 신경쇠약증이 표 749)과 같이 좋은 영향을 미
친다고 평가했는데, 대부분 당시 신경쇠약증에 대한 인식에 
반하는 내용이다. 신경쇠약증 환자들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면역력이 약하여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고, 의지력이나 집
중력 등이 떨어지며 감정적으로도 연약할 뿐 아니라 자살 또
는 병고로 인한 사망에 쉽게 이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헌영은 그와 정반대로 신경쇠약증 환자들의 정신력, 저항력, 
지능, 건강 등이 일반인보다 더욱 건실하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의 중요한 근거는 조헌영 자신의 
투병 경험50)이었다. 이미 신경쇠약증을 겪어 본 선구자의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예민한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친밀
감을 느끼고 내용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비관에 빠지지 않고 병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여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이끄는 
것이 조헌영의 의도였다. 그가 의학을 민중 구제의 한 방편
으로 여기며 대중치료를 주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환자 개
인의 무기력증 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경쇠약증이 초
래한 사회적 무기력을 타파하고자 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4) 解鬱과 補虛의 절충적 치료

 
신경쇠약증치료법에서는 신경쇠약증의 치료 원칙과 처방, 

섭양법 등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관점을 취했
다. 대체로 신경쇠약증은 虛證으로 취급되었고 보약과 휴식
이 주요한 치료로 여겨졌다. 조헌영은 이러한 인식을 부정
하고 신경쇠약증의 본질이 울체에 해당하므로 舒氣, 導氣 
위주로 치료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증치를 살펴보면 鬱滯의 解消에 치우치기보다는 補虛를 함

께 고려하여 치료하였다.

(1) 일제강점기 신경쇠약증의 일반적 치료

1920-1930년대 조선에서 신경쇠약증의 치료는 대부분 
補法 위주였다. 이는 신경쇠약이 시작된 서구 및 이를 먼저 
수용해 조선에 전파시킨 일본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서구에
서는 신경쇠약증을 ‘문명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1900년대 이전에는 문명과 사회에서 떠나는 휴식 치료가 
권고되었고 1900년대 이후에는 Tonic(강장제)나 Elixir(영
약) 등의 약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경쇠
약을 “과민성, 내향성, 자의식, 완벽주의 및 건강염려증을 
특징으로 하는 특정 유형의 성격으로 발달된 심리적인 반
응”으로 받아들였으며 불안, 우울 등 정신적 증상을 중시했
다. 이와 달리 조선과 중국에서는 신경쇠약증을 육체 및 정
신의 과로로 인한 전신적 쇠약으로 인식했다. 

조선에서 신경쇠약증을 주로 허증의 범주에서 다룬 이유
는 ‘쇠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의학에서의 허증을 연상하
게 할 뿐만 아니라,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대부분 식욕 저
하, 수면장애, 현기증, 두혼, 전신쇠약 등 활력이 저하된 양
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신문에서 신경쇠약
증의 증상과 치료법을 다룬 여러 기사들을 보면 신경쇠약
증에 보약을 추천하거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충분한 휴
식을 권하는 관점이 주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지상
의 광고에서도 신경쇠약증에 효과가 있다는 여러 보약들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러한 기조는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1960년대에도 신
경쇠약증의 원인을 선천적으로 정신이 과민하고 육체가 연
약한 체질, 후천적으로 정신 및 육체의 과로로 인한 심장, 
위장, 생식기 위주의 전신쇠약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그 
치료법 역시 보기를 위주로 하는 약물요법과 정신을 단련
하는 정신요법이 추천되었다.

(2) 解鬱 위주의 치료 원칙

조헌영이 제시한 신경쇠약증의 치료 원칙은 당시 보법 
위주의 치료와 달랐다. 그에 따르면 신경쇠약증은 ‘精力鬱

49)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11-12.
50) ‘筆者自身이 이病에대한 先病者이오 그體驗을 토대로하야 幾千百의 神經衰弱者에게서 얻은 산知識을 綜合整頓한 것이다. 그런즉筆者의 말을믿

고 이글을 熟讀玩味한다면 반듯이 神經衰弱症을 克服하는대 큰도움이 되리라는것을 確信하야 마지안는다.’ 조헌영. ｢神經衰弱症治療法｣: 東洋
醫學叢書:五種. 서울:杏林書院. 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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滯證’으로 陽虛, 氣虛에 속하면서도 ‘似病非病, 似虛非虛’의 
특징을 지닌다. 본질적으로 병이 아니며 虛證도 아니기 때
문에 당시 일반적으로 溫中補脾, 回陽益氣, 補陰凉血 등 補法
을 위주로 신경쇠약증을 치료하는 방식은 효과를 보기 어렵
다. 간혹 六味地黃湯으로 치료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六味地黃湯의 滲利하는 효능 때문이라고 하였다. 引火歸原法 
역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약의 溫潤한 성질이 鬱滯를 
조장해 신경쇠약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補陽
益氣藥보다는 芳香化濕藥을 사용하는 舒氣和中法, 滲泄淸利
藥을 사용하는 導精解鬱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3) 補虛를 고려한 임상 證治

이 치료 원칙에 따르면 하편의 ｢證治｣에서도 補藥보다는 
舒氣和中, 滲泄淸利하는 치료가 주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증치를 살펴보면 원인을 각종 虛證으로 제시한 경우
가 많으며 補藥 계통의 처방들도 상당수 사용되었다.

13종의 증후 중 諸虛 자체에 한 門을 할애하여 陽虛, 氣
虛, 血虛, 陰虛, 氣血俱虛, 陰陽俱虛로 세분해서 설명했다. 
그 외에도 9종에서 虛證이 직접적인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
었다. 2장 多眠症은 過勞, 不攝養이 없는 경우 氣血虛가 원
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4장 怔忡･驚恐도 직접원인은 心虛, 
근본원인은 腎虛, 肝虛, 膽虛라 하였다. 6장 汗 중 盜汗의 
경우 陰虛血熱 또는 陽虛氣虛를 원인으로 보았고 7장 消化
에서 제시한 3가지 원인 중 胃寒, 氣虛胃弱 2가지가 虛證에 
해당한다. 특히 8장 大便 중 便秘의 원인은 營虛, 陽虛, 陰
虛라고 하여 氣滯, 痰盛, 熱結 등의 實證은 배제했으며 泄
瀉 역시 상습적인 경우 陽虛로 인한 下焦冷이 원인이라고 
보았다. 9장 小便에서도 小便不利의 원인 5가지 중 하나를 
氣虛로 제시했고 小便不禁･遺尿는 腎中陽虛･下元不固･下焦
虛冷으로 통칭되는 체온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10장 
夢泄･遺精･早漏는 증상은 여러 종류라도 원인은 虛弱 하나
라고 보았고 12장 頭痛･脇痛･腰痛의 설명에서도 生殖器性
頭痛은 諸虛를 비롯한 다른 門들을 참조하라고 했다. 13장 
眩暈 역시 만성의 경우는 氣虛血虛가 많다고 보았다. 

｢證治｣에서 사용된 처방 중 가장 자주 등장한 처방은 10
회 등장한 歸脾湯이며 補中益氣湯은 8회, 理陰煎이 7회, 六
味地黃湯이 6회, 十全大補湯이 5회, 七福飮이 4회 등장하여 
補藥 계통이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舒氣和中法에 
해당하는 和中湯은 5회, 盜情解鬱法에 해당되는 五苓散은 5
회, 導精飮은 3회 사용되어 補藥보다 사용 빈도가 낮았다. 
등장 횟수가 1-3회로 적은 처방들 중에도 四君子湯, 理中
湯, 四物湯, 人參養榮湯 등 補藥에 속하는 처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신경쇠약증치료법에서 명시한 치료 원칙은 신경
쇠약증을 虛弱보다는 鬱滯에 의한 병으로 보고 舒氣和中, 
盜情解鬱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虛證
과 鬱滯를 모두 고려했고 補藥 계통의 처방을 다수 사용했
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조헌영이 평소 補虛 
위주의 왕도주의51)적 치료를 지향했기 때문에 補虛를 완전
히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른 저서 
부인병치료법에서는 기존 한의학에서 주로 實證으로 여겼
던 병증의 원인을 虛證으로 보거나 다양한 종류의 補藥을 
사용하는 등 補法을 매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고
려하면 신경쇠약증을 鬱滯로 정의하고 여러 舒氣 및 解鬱 
처방을 사용한 방식은 일제강점기의 일반적 치료 방법은 
물론이고, 조헌영의 평소 치료 경향에 비해서도 보다 瀉法
에 치우친 독특한 시도였다. 

Ⅲ. 결론

조헌영의 神經衰弱症治療法은 일제강점기에 시대적 담
론을 형성했던 신경쇠약증의 한의학적 이론과 치료를 상세
하게 수록한 저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神經衰弱症治療法
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신경쇠약증의 한의학적 
해석 및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조헌영의 의학사상을 분석
했다. 

이 책은 上卷, 下卷, 處方論解, 索引으로 구성된다. 上卷
51) 조헌영은 의학도 시대성을 반영하여 왕도(王道)와 패도(覇道)가 있으며 攻瀉 위주의 서양의학, 일본의 고방파 등은 패도적, 강력(强力)적이며 

한의학 중에서 補陽 위주의 학파는 왕도적, 유도(誘導)적이라고 보았다. 1930-1940년대 당시는 의학의 패도주의가 득세했다고 인식했으며 조
헌영 본인은 이러한 시대상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왕도주의적 의학을 지향했다. ‘의학에도 문무왕패가 있으니 공사는 무단적으로 패도이
며 보양은 문화적으로 왕도이다...(중략)...현대야말로 의학의 공사약 전성시대이다. 양약은 거의 전부가 공사약이며, 한약도 공사약 애용의 경
향이 농후하다. 작년에 동경에서 양의적 한의로 조직된 ‘일본한방의학회에서는 독특한 한의학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중략)...이것은 양의적 
한방요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의학 전체를 이해하는 정도적 방법이 아니오, 시대적 반영으로 나타난 일종의 한의적 양의술로 볼 수밖에 없
다.’ 조헌영. ｢한방의학의 위기를 앞두고｣: 조헌영, 장기무, 정근양, 정근식, 박석준, 최종덕 외. 한의학의 비판과 해설. 서울:조합공동체 소나
무. 1997: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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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신경쇠약증의 정의, 증상, 분류, 원인, 예후, 섭양 등 
일반적 이론 및 한의학적 해석과 치료 원칙을 다루었다. 下
卷에서는 13종의 證治를 상세히 설명했다. 處方論解에서는 
證治에 사용된 처방들의 구성 약재, 용량, 效能, 評解를 수
록했다. 

神經衰弱症治療法에는 조헌영의 동서의학절충론을 비
롯한 의학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신경쇠약증이라는 
서양의학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해 낸 작업 자체가 동
서의학 절충의 일환이었다. 내용 중에도 서양의학의 용어를 
자연스럽게 혼용하고 있으며 이론 중 필요한 부분이 있다
면 수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치료에서는 극히 일부의 서양
의학 치료법을 제외하고 모두 한의학의 치료법을 활용했다.

조헌영은 신경쇠약증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고 보고 이
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신경쇠약증의 한의학 병명을 
‘心氣證’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용어는 七情과 神에 연관
되며 증상들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불안과 집
착이 신경쇠약증의 핵심적 특징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
여준다. 또한 신경쇠약증이 자살이나 다른 병을 유발하는 
치명적 난치병이라는 학설을 부정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의
미를 부여했다. 신경쇠약증은 병이라기보다 정신적 성숙 과
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30세 이후 치료 없이도 완치
되며, 정신과 육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 근
거로 조헌영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친밀감 및 신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대중의료의 관점에서 신경쇠
약증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무기력을 타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신경쇠약증에 補藥과 휴식 및 영양식 등의 補法을 
권하던 당시의 치료와 달리, 조헌영은 신경쇠약증을 精力鬱
滯로 인한 ‘似病非病, 似虛非虛’라고 보면서 舒氣和中, 導精
解鬱의 치법을 추천했다. 반면 실제 證治에서는 대다수 증
상의 원인에서 虛를 중시했으며 처방도 補益藥을 解鬱藥보
다 더 자주 활용하여 補虛와 解鬱을 겸하는 양상이었다. 하
지만 이 정도의 절충도 당시 補虛 위주의 신경쇠약증 치료
나 기존 조헌영의 왕도주의적 치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瀉法에 치우친 독창적 시도였다.

神經衰弱症治療法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대적 담론이었
던 신경쇠약증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과 치료를 살펴보고 
조헌영의 동서의학절충론과 대중의료, 왕도주의 등의 의학
사상이 실제 의료에서 구현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
후 東洋醫學叢書:五種을 비롯한 다른 저서들에 대한 연구
가 다양하게 이뤄진다면 조헌영의 의학사상에 대한 종합적

인 조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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