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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man (滿)” in 
Shanghanlun through the analysis of four cases.
Methods : We analyzed four cases treated with modified Soshiho-tang, which is 
administered when 滿 aggravates chief complaints. All cases were diagnosed by the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the Shanghanlun provisions.
Results :  All 4 patients’ chief complaints were improved after administration of modified 
Soshiho-tang. Swelling symptoms were reduced in all 4 cases. Through the etym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treatment results, the clinical meaning of 滿 was deduced as “swelling.”
Conclusions : The etymological and clinical analysis suggest that the concept of “滿” may 
be defined as “swelling” in the Shanghanlun provisions.
Key words : Man(滿),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Herbal medicine, Sohiho-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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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傷寒論』은 한의학 최고(最古)의 임상
서적으로 高繼沖本, 唐本, 脈經本, 康平本, 

康治本, 趙開美本(宋本) 등 다양한 板本이 
저술되었다1). 그 중에서도 康平本은 最古本
으로 原文의 형태와 가장 근접하다고 추정
되는 판본이다2).

『傷寒論』의 서술 체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提綱과 條文은 질병과 밀접하게 연
관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병적인 현상을 
기술한 것이다3,4). 따라서 提綱과 條文에 기
록된 글자의 의미는 임상적 활용과 진단의 
재현성을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한
편 康平本의 15字行으로 기술된 조문들은 
전국시대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
기의 한자의 의미와 활용은 『설문해자(說
文解字)』가 저술된 이후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5). 따라서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자의 의미와 활용에 
대한 語源學(etymology)적 분석 및 이해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滿’은 『傷寒論』의 「辨大陽病」, 「辨
太陽病」, 「辨大陽病 結胸」, 「辨陽明
病」, 「辨少陽病」, 「辨大隂病」,「辨少
隂病」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글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滿’의 고문자학적 어원 분석을 
통해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에서의 의
미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렇게 분석
된 의미가 ‘滿’이 포함된 조문으로 진단하여 
호전 경과를 나타내는 환자들의 진단상 특

징, 경과 판단시 요점과 정합성을 나타내는
지 확인함으로써, 실체적인 의미를 갖는 진
단용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론

1. 康平本 『傷寒論』의 ‘滿’에 대한 분

석

1)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에서의 분석

①康平本 『傷寒論』 15字行에서 ‘滿’은 
처방이 기록된 조문에 국한하여 조사하면 
총 28회 등장한다. 『辨大陽病』에 1회, 

『辨太陽病』에 10회, 『辨大陽病 結胸』
에 6회, 『辨陽明病』에 7회, 『辨少陽病』
에 1회, 『辨大隂病』에 2회, 『辨少隂病』
에 1회 등장한다(Tab.1).

②대부분 腹, 胸, 脇 글자의 뒤에 이어서 
사용되며, 전체 ‘滿’이 사용된 조문의 약 
78.5%(22/28)의 비율을 차지한다.

③ ‘滿’과 처방이 동시에 등장하는 조문 
총 27개 중에 6개의 조문에서 小柴胡湯이 
등장하여, 小柴胡湯은 ‘滿’ 진단과 관련된 
치료법으로는 가장 자주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滿’의 용례를 분석하면, 다양
한 편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병적 현상
이며, 腹, 胸, 脇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치료
법으로는 小柴胡湯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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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원에 따른 분석6)(Tab.2)

‘滿’은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과 소리
를 나타내는 글자 ‘㒼’이 합쳐진 글자로서 
‘가득차다’를 뜻한다. ‘滿’의 구성 요소 중 
㒼은 ‘평평하다’, ‘구멍 없다’, ‘틈이 없는 모
양’을 뜻한다. 또한 ‘㒼’은 ‘廿’과 ‘兩’으로 
구성된다. ‘廿’은 ‘廾’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되어 두 손으로 받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
다. ‘升’은 ‘廾’을 부수로 하는 글자로서, 부
피를 측정하기 위한 고대의 계량 단위로 두 
손을 모아 가득 담긴 양을 의미한다. ‘廿’, 

‘廾’, ‘升’ 모두 두 손을 모은 모습으로 의미
가 통한다. ‘兩’은 ‘저울’을 형상화 한 글자
로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한
다. 고대 측량은 무게와 부피를 혼용해서 이
루어졌음을 고려하면 ‘㒼’은 두 손을 모아 
가득 담긴 양을 의미하며,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는 상태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㒼’

의 현대적 의미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滿은 부피와 연관된 
개념으로 두 손을 모아 가득 담긴 물을 의미
한다.

2) ‘滿’의 임상적 의미

 ‘滿’은 임상적으로 ‘부어있는 느낌’, ‘두 
손에 가득 담긴 정도의 부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康平本 『傷寒論』내 ‘滿’에 대한 분

석

1) 증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희열린한의원, 압구정정
인한의원, 청아한의원에 소화불량과 손등
의 피부병변 (이상 증례 1), 출산 후 부종과 
피로 (이상 증례2),  전신에 진행되는 피부염 
(이상 증례 3), 머리멍함과 답답함 (이상 증

Chapter Contents
Diagnosis of Greater yang disease 心下満
Diagnosis of Greater yang disease 小腹満 (2 times), 心下逆滿, 下後心煩腹満, 

胸脇苦満, 頸項強脇下満手足温而渴者, 胸
脇満而呕, 下之胸満煩驚, 大便反糖腹微満, 

小腹當鞕満
Diagnosis of Greater yang disease chest bind 鞕満而痛, 胷脅満微結, 若心下満而鞕痛者, 

但満而不痛者, 満引脅下痛, 心下痞鞕而満
Diagnosis of Yang brightness disease 短氣腹満而喘, 腹満身重, 腹満, 胷脅満不去

者, 腹都満, 腹満痛者, 腹微満者
Diagnosis of Lesser yang disease 脅下鞕満
Diagnosis of Greater yin disease 腹満而吐, 因爾腹満時痛者
Diagnosis of Lesser yin disease 胷満心煩者

Table 1. The Provisions of Using 滿 in 『Shanghanl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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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4)을 주요 증상으로 방문하여 변병진단
체계를 통해 ‘滿’이 포함된 조문으로 진단하
여, 小柴胡湯加減方(Tab. 3)을 복용한 이후 
호전된 환자들의 증례를 환자들의 서면 동
의 하에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小柴胡湯

의 조성 중 黃芩은 간독성의 가능성9)이 있
다고 판단되어, 장기 복용을 위해서 黃芩과 
동일하게 꿀풀과에 속하면서 氣味가 유사한 
丹蔘으로 대체하였다.

Herbal name Daily dose(g)

柴胡 Bupleuri Radix 24

半夏 Pinellia Rhizoma 9

人蔘 Ginseng Radix 9

大棗 Zizyphi Fructus 12

生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9

甘草 Glycyrrhizae Radix 9

丹蔘 Salviae Miltiorrhizae Radix 9

Dried herbs above are weight of herbs of one day dose. The herbs above were boiled with water, and 
residues were removed. The patient was administered 120cc each, three times a day.

Table 3. Composition of Modified Soshiho-tang10)

chinese 

letter
甲骨文(Oracle) 說文解字(Seal) 帛書(Silk) Meaning

滿 - Full

廿 Together

兩 - A balance

廾 - - Together

Table 2. The Ancient Characters of 滿, 廿, 兩, 廾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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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1

1. 환자명 : ○○○

2. 환자 기본정보

남 / 33세 /184cm / 85kg / 미혼 / 한의사

3. 주소증(C/C) : 

①소화불량 : 항상 더부룩하며, 심한 경
우 가슴 두근거림까지 동반됨.

②손등 피부염 : 손등이 항상 붉으며, 겨
울이 되면 살이 트면서 피가 남.

4. 발병일(O/S) : 

①소화불량 : 2010년 경.

②손등 피부염 : 2020년 1월.

5. 현병력(P/I) :

① 2010년 위내시경 상 별무소견, 2019년 
위내시경 상 역류성 식도염 및 위식도 
열공 탈장 소견 확인.

②여름에 완화되고, 겨울에 악화되는 양
상을 보이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음.

6. 가족력 : 별무.

7. 과거력  : 2021년 10월 A형 간염.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좋은 편,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폭
식하는 편, 음주 주 3회, 1~2병/회, 음주 후 

숙취 심함.

2) 消化 : 자주 더부룩하고 트림을 많이 함.

3) 口部 : 음수량 0.5L/일. 물이 잘 마셔지지 
않음.

4) 汗出 :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머
리에 땀이 많이 남, 자다가 식은 땀이 자주 
나는 편.

5) 大便 : 1~2회/일, 무르나 시원하지 않은 
편, 항문 주위에 가끔 피가 묻을 때가 있음
6) 小便 : 3~4회/일, 잔뇨감 있음.

7) 寒熱 : 더위와 추위 모두 못 참는 편, 스
트레스 받으면 감기 기운이 생겨서 극도로 
피로해짐.

8) 頭面 : 4월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있
음, 얼굴이 붉은 편.

9) 呼吸 : 별무.

10) 胸部 :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는 편.

11) 腹部 : 별무.

12) 睡眠 : 수면시간은 자정~오전 7시 30분, 

아침에 일어날 때 매우 피곤함,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편.

13) 身體 : 뒷목이 많이 아프며, 얼굴과 손 발
이 붓는 편, 손등이 항상 붉으며, 추워지면 
손등이 트며 피가 나는 편.

14) 性慾 : 성욕 없음.

15) 스트레스 대응 방식 : 과거에 경험한 실
패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며, 실패에 취약한 
편.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4)

(1) 臨床 所見
①두려움이 많은 편, 스트레스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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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폭식을 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함
② 손이 항상 부은 느낌, 야식을 먹거나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 날 손등의 
피부염이 심해짐

(2) 辨病 診斷 : 太陽病
1. 大陽之爲病, 脉浮, 頭項強痛, 而悪寒.

①脉浮 : 침구 치료 업무상 팔에 부담이 가
는 행동을 많이 하는 편
②頭項強痛 : 뒷목이 많이 결리는 편
③而悪寒 : 추위에 취약함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大陽病을 진단
(Tab.4)하였다.

(3) 條文 診斷 : 96. 傷寒五六日, 中風. 徃
来寒热, 胸脇苦満, 黙黙不欲飲食, 心煩喜呕, 

或脇中煩而不呕, 或渴, 或腹中痛, 或胸下痞
鞕, 或心下悸, 小便不利, 或不渴, 身有微热, 

或欬者, 小柴胡湯主之10).

①徃来寒热 :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
②胸脇苦満 : 두려움이 많은 편이며, 얼굴, 

손, 발이 잘 부음

③心煩喜呕 : 짜증이 많은 편이며, 속이 항
상 더부룩하며 폭식을 하는 편

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小柴胡湯加減方, 1일 3회, 1회당 120cc, 

60일 복용

2) 생활지도
잦은 야식 및 음주를 피하여 속 더부룩함을 
조절할 것을 지시함.

3) 경과 
(1) 복약 60일 후 재진
①속 더부룩함이 50% 정도 개선되었음
②부어있는 느낌이 줄어들어, 평소 신던 신
발이 헐렁해졌다고 표현함
③양쪽 손등의 발적, 각질, 부종 등 육안적 
피부소견이 개선되었으며 (Fig. 1), 추운 날
씨에도 손등이 트거나, 출혈 소견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함.

Interpretation of Etym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Shanghanlun Related Patient Information

A disease that occurs in areas 
exposed to sunlight due to 
excessive activity

大陽病 Excessive activity

Cold or hot 徃来寒热 Cold

Edema from fear 胸脇苦満 Edema from fear

When I am annoyed, I eat a lot 
and get bloated

心煩喜呕 Bloating

Table 4.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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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2

1. 환자명 : ○○○

2. 환자 기본정보

여 / 34세 / 156cm / 57.6kg / 기혼 / 간호사
(미국)

3. 주소증(C/C) : 

1) 출산 후 부종 : 얼굴, 손, 발 부위의 부
종. 평소 체중 44~45kg 정도였으나, 임신 
후 66kg까지 증가하였음. 출산 후 57kg를 

유지하고 있음. 임신 전에는 기상 후 부어 
있다가 샤워를 하면 가라앉는 느낌이 있
었으나, 출산 후에는 샤워 후에도 부종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호소함

2) 피로 : 근무 환경 상 오전 5시에 기상하
여 출근 준비를 해야 함. 육아로 인해 야
간 수면장애가 매우 심한 편. 업무가 가중
되는 오후 3~4시에 급격하게 피로가 밀
려들어 업무가 곤란할 정도임. 점심 이후 
식곤증도 있음.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손
가락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피곤함을 
호소함

Left hand, at first visit Right hand, at first visit

Left hand, after 60 days Right hand, after 60 days

Figure.1 Dermatological changes of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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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병일(O/S) : 2021년 5월 6일 출산 
후

5. 현병력(P/I) : 

근무하는 병원에서 비타민 제제 및 부종
과 관련된 처치를 받고 있으나, 조절되지 않
음

6. 가족력 : 별무

7. 과거력 : 2016년 교통사고 이후 요통으
로 치료 받음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출산 이후 식욕 감소, 소식하지만, 

부종이 조절되지 않음
2) 消化 : 직업상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여, 

자주 더부룩하고, 딸꾹질을 자주 함
3) 口部 : 음수량 0.7L/일. 입이 마르다고 느

끼지만, 음수량은 많지 않음
4) 汗出 : 땀이 잘 나지 않는 편, 땀을 내면 

쉽게 지치는 편
5) 大便 : 1~2회/일, 무른 편, 찬 것을 먹으

면 설사할 때도 있음
6) 小便 : 약간 시원하지 않다고 느낌
7) 寒熱 : 추위를 못 참는 편, 에어컨 바람도 

싫어함
8) 頭面 : 소화가 안 될 때 두통이 있음, 눈

이 침침한 편
9) 呼吸 : 숨이 자주 차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자주 있음

10) 胸部 : 딸꾹질을 자주 하고 잘 붓는 편, 

자주 놀라는 편
11) 腹部 : 배에서 소리가 자주 나는 편
12) 睡眠 : 잠을 잘 못 자는 편, 육아 때문에 
자주 깨며, 직업상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상
황이어서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
낌
13) 身體 : 교통사고 이후 허리가 당기는 느
낌으로 자주 아픈 편, 직업상 몸을 많이 쓰
므로 손목, 무릎 부위 등 전신이 아프다고 
느낌
14) 性慾 : 특별한 문제 없음
15) 스트레스 대응 방식 : 감정표현은 잘 하
는 편, 솔직한 성격, 겁이 많은 편이어서 불
평을 이야기하다가도 지나치면 바로 멈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는 편인데, 

지금은 너무 피로해서 식욕도 없다고 함
16) 婦人 : 생식기 소양감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5)

(1) 臨床 所見
①평소에도 붓는 느낌이 있다가, 발병 시

점 이후에 더 심해짐
②직업상 새벽 5시에 기상해야 하며, 오

후 시간대가 되면 극도의 피로가 몰려
옴

③겁이 많은 편이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풀며 속이 자주 더부룩함

(2) 辨病 診斷 : 大陽病
1. 大陽之爲病, 脉浮, 頭項強痛, 而悪寒.

①脉浮 : 간호사 직업의 특성상 환자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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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무리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됨
②頭項強痛 : 몸의 통증을 자주 호소함
③而悪寒 : 추위에 취약함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大陽病을 진단
(Tab.5)하였다.

(3) 條文 診斷 : 104. 傷寒, 十三日不觧, 胸
脇満而呕, 日晡所発潮热, 已而微利, 此本柴
胡, 下之而不得利, 今反利者, 潮热者実也. 

知医以丸薬下之, 非其治也. 先冝服小柴胡
湯, 以觧外, 後以柴胡加芒硝湯主之10).

① 胸脇満而呕 : 겁이 많은 편이며, 스트레
스를 먹는 것으로 풀고 속이 잘 더부룩함

②日晡所発潮热 : 새벽 5시에 기상하며, 오
후 3시 경에 극심한 피로가 몰려옴

③ 已而微利 : 피로가 심하며, 생식기 가려
움증이 있음

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小柴胡湯加減方, 1일 3회, 1회당 120cc, 

90일 복용

2) 생활지도
직업의 특성상 생활상의 교정이 어려우므
로 특별히 지도하지 않았음

3) 경과
(1) 복약 90일 후 재진
① 복약 2주 후 부종이 감소하였다고 느
꼈음. 체중은 7 kg 감소하여, 49~50 kg 유
지
②기상 시 피로감, 오후 피로감이 현저하
게 개선되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함

증  례 3 1. 환자명 : ○○○

Interpretation of 
Etym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Shanghanlun Related Patient Information

A disease that occurs in 
areas exposed to sunlight 
due to excessive activity

大陽病 Excessive activity

Edema from fear and 
getting bloated

胸脇満而呕 Edema and getting bloated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and feeling tired 
in the afternoon

日晡所発潮热 Feeling tired

Genital secretion 已而微利 Genital itching

Table 5.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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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기본정보

여 / 33세 / 166cm / 69kg / 미혼 / 사무직

3. 주소증(C/C) : 아토피피부염
두면부(귀 주변)와 목, 주와부, 슬와부, 정

강이의 홍반, 구진, 인설, 삼출물, 소양증
환자의 피부소견 중 소양증, 알레르기 비

염,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 및 부위 (이상 
주 진단기준), 피부건조증, 손․발의 비특이
적 습진, 눈 주위의 습진성 병변 혹은 색소
침착, 땀을 흘릴 경우의 소양증 (이상 보조 
진단기준) 항목을 모두 확인하여 아토피피
부염으로 진단하였음.

4. 발병일(O/S) :  7세

5. 현병력(P/I) : 

증상이 악화될 때마다 스테로이드 연고 및 
항히스타민제 처방받아 사용함. 20대 초반 
식이요법 및 운동으로 생활습관 관리하면서 
2년에 걸쳐 점차 증상이 완화됨. 20대 중반 
직장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재발되어 손과 
눈 옆, 이마, 목 , 외음부에 습진이 발생함. 

다른 부위보다도 손의 습진 증상이 가장 심
하여 이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 최근 2년 전부터 2달 전까지 타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으면서 증상 경감되기는 했
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없어 내원함.

6. 가족력 : 별무

7. 과거력 : 별무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엘리델 연고
(pimecrolimus, 수면 전 1회 국소도포), 기타 
항히스타민제(수면 전 1회 복용)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1일 2회 식사, 규칙적이며, 식욕
은 양호함
2) 消化 : 소화가 약간 더디고, 자주 더부룩

하다고 느낌
3) 口部 : 음수량 1~1.5L/일. 양호함
4) 汗出 : 땀이 잘 나지 않는 편이었으나, 20

대 이후 전보다는 많이 나게 되었음
5) 大便 : 2~3일 1회, 양호함
6) 小便 : 4~5회/일, 직장생활 하면서 바빠

서 참는 경우가 많음
7) 寒熱 : 20대 이후, 더위를 조금 더 타게 

됨, 손은 항상 따뜻한 편
8) 頭面 : 알레르기 비염 증상
9) 呼吸 : 양호함

10) 胸部 : 스트레스 받을 때 잘 두근거림
11) 腹部 : 가스가 차는 편
12) 睡眠 : 12~1시부터 7시까지 수면, 소양
증으로 깨는 것이 잦지는 않지만, 잠결에 긁
어 일어나보면 상처가 나있음, 아침에 일어
나기 힘들어 함
13) 身體 : 목과 어깨 근육이 항상 잘 뭉침, 

몸이 잘 붓고, 특히 아침에 손과 얼굴이 잘 
부어있음
14) 性慾 : 특별한 문제 없음
15) 스트레스 대응 방식 : 긴장과 걱정을 많
이 하는 편이나 특별한 해소 방법이 없음
16) 婦人 : 냉대하증,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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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Tab.6)

(1) 臨床 所見
①어려서부터 항상 잘 붓는 편, 손은 아

토피피부염 증상이 가장 심한데, 유독 
잘 붓는 편임.

②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
나게 되었으며, 기상 시 피로감이 심
하고, 몸살 걸린 듯 느낌.

③생리 전 황체기에 몸이 잘 붓고, 해당 
기간에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악화됨.

(2) 辨病 診斷 : 大陽病
1. 大陽之爲病, 脉浮, 頭項強痛, 而悪寒.

①脉浮 : 어떤 일이든 몸에 무리가 될 정도
로 무리해서 열심히 하는 편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 및 후배를 챙기느라 무리
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됨.

②頭項強痛 : 목의 근육긴장 및 통증을 자

주 호소함.

③而悪寒 :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알레
르기 비염 증상이 발생함.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大陽病을 진단
(Tab.6)하였다.

(3) 條文 診斷 : 104. 傷寒, 十三日不觧, 胸
脇満而呕, 日晡所発潮热, 已而微利, 此本柴
胡, 下之而不得利, 今反利者, 潮热者実也. 

知医以丸薬下之, 非其治也. 先冝服小柴胡
湯, 以觧外, 後以柴胡加芒硝湯主之10).

① 胸脇満而呕 : 걱정이 많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며, 속이 잘 더부룩함.

②日晡所発潮热 :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침
에 일어나는 시간이 앞당겨졌고, 기상 시 피
로감, 감기기운이 심해지면서 아토피피부
염 증상이 악화됨.

③已而微利 : 피로 시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악화되며, 냉이 있는 편이고 생식기 가려움
증이 있음.

Interpretation of Etym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Shanghanlun Related Patient Information

A disease that occurs in areas 
exposed to sunlight due to 
excessive activity

大陽病 Excessive activity

Edema from fear and getting 
bloated

胸脇満而呕 Edema and getting bloated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and feeling tired in the 
afternoon

日晡所発潮热 Feeling tired due to the early 
morning wake up

Genital secretion 已而微利 Leukorrhea and Genital itching

Table 6.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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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小柴胡湯加減方, 1일 3회, 1회당 120cc, 

180일 복용

2) 생활지도
-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지도함 
- 주말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3) 경과(Fig.2)

(1) 복약 180일 후 재진
①복약 2주차부터 기상 시 피로감이 감

소하고, 부종이 완화되면서, 소양증이 

완화됨.

②피부소견은 초진 시에 양손 손바닥 면
의 손가락에 진피층의 열상, 각질, 태선 
등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손등에서도 
열상, 태선, 각질 등 소견이 관찰되었으
나, 180일 후에는 상기 소견이 모두 개
선되었음. 수면 중 손을 긁다가 깨는 일
은 없어졌고 업무 중 손을 긁느라 집중
력이 떨어지는 일 또한 감소함.

③복약 5개월 차에는 엘리델 연고 및 항
히스타민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완화되어 간헐적인 소양
증과 긁은 상처만 발생함. 1개월 추가 
복용 후 치료 종결하기로 함.

Palm surface images, at first visit Back surface images, at first visit

Palm surface images,after 180 days Back surface images, after 180 days

Figure.2 Dermatological changes of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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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4

1. 환자명 : ○○○

2. 환자 기본정보

남 / 30세 /173cm / 70kg / 미혼 / 엔지니어
(반도체 관련)

3. 주소증(C/C) : 머리 멍함 및 답답함
①멍한 느낌, 과거 야간 근무 (20시 출근, 

06시 퇴근) 시의 피로하고 몽롱한 느
낌과 유사함

②식단 관리를 하면 머리 멍함이 줄어들
고, 소화가 안되어 더부룩하면 바로 증
상이 생긴다고 느낌.

4. 발병일(O/S) : 2017년 경, 비염 수술 
이후 시작

5. 현병력(P/I) : 

2017년 비염 수술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머리 멍함이 사라졌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발생한 상태이나 별무처치함.

6. 가족력 : 별무

7. 과거력  : 2017년 비염 수술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별무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식욕이 없으나. 때가 되면 겨우 챙
겨 먹는 정도임

2) 消化 : 자주 더부룩하고, 트림을 많이 함.

3) 口部 : 음수량 1L/일, 물이 잘 마셔지지 
않음
4) 汗出 : 잘 나는 편, 식은 땀이 날 때가 자

주 있음
5) 大便 : 무른 편, 음식물 찌꺼기가 보일 때

가 있음
6) 小便 : 별무
7) 寒熱 : 평소 더위를 많이 못 참는 편, 더

울 때 얼굴로 열이 자주 올라옴
8) 頭面 : 코가 부은 느낌이 자주 듦, 비염 

수술을 했음에도 상기 증상은 사라지지 않
으며 자주 킁킁거림, 비강내시경 검사 상 별
무소견.

9) 呼吸 : 한숨을 자주 쉬는 편
10) 胸部 : 가끔 가슴 답답함이 있으며, 심하
지는 않음
11) 腹部 : 소화가 잘 안 될 때에는 배가 자꾸 
부어오르는 느낌
12) 睡眠 : 아침에 일어날 때 매우 피곤하며, 

수면 중 코가 막혀 자주 깨면서 발생하는 문
제로 생각하고 있음
13) 身體 : 별무
14) 性慾 : 별무
15) 스트레스 대응 방식 : 스트레스를 받아
도 말을 잘 하는 편이 아님. 직업 특성상 혼
자 일을 하고 마무리하는 편이라 말을 할 일
이 별로 없음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7)

(1) 臨床 所見
①비염 수술 후 머리 멍함이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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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가 재발했으며, 코의 부어있
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태
임.

②오전 6시 30분~7시 정도에 기상하는 편
이나 과거 새벽에 퇴근할 때 느낀 피로감
이 기상시 피로감과 유사하다고 함.

③ 엔지니어의 근무 특성상 혼자서 일정한 
형태의 일을 반복하는 편임.

(2) 辨病 診斷 : 陽明病
180. 陽明之為病, 胃家实是也.

근무 특성상 혼자서 일정한 형태의 일을 반
복하는 상태임.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陽明病을 진단
(Tab.7)하였다.

(3) 條文 診斷 : 229. 陽明病, 発潮热大便
溏, 小便自可, 胷脅満不去者, 柴胡湯主之10).

① 発潮热大便溏 : 기상 시 피로가 새벽에 
퇴근했을 때의 피로감과 유사하며, 대변이 
무른 편.

② 胷脅満不去 : 코가 부은 느낌을 강하게 
호소하며, 비염 수술 이후 머리 멍함이 일시
적으로 사라짐.

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小柴胡湯加減方, 1일 3회, 1회당 120cc, 

환자의 복용 습관상 증상이 심할 때에만 1
개월 복용 후 2개월 중단, 다시 1개월 복용 
후 2개월 중단하고 다시 1개월을 복용하여 
총 90첩 복용하였다. 

2) 생활지도
직업의 특성상 교정이 어려우므로 특별히 
지도하지 않음.

3) 경과
(1) 복약 90첩 후 재진
①코가 부어있는 느낌이 사라짐
②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가 사라짐

Interpretation of Etym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Shanghanlun

Related Patient Information

A disease that occurs in areas 
exposed to sunlight due to 
becoming conscious about 
symptoms

陽明病 Regular life cycle

Fatigue from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se stools

発潮热大便溏 Fatigue when leaving work in 
the early morning

Edema from fear 胷脅満不去 Swelling in the nose

Table 7.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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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자학적 해석에 의한 ‘滿’의 개념

과 4증례 진단 요점의 연관성

3개 한의원에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

월까지 방문한 환자 중 본 연구에 활용한 4 

증례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2.5세, 성별은 
남성 2명, 여성 2명이었다. 환자들의 방문시 
주 호소 증상은 소화장애, 손등 소양감 및 
갈라짐, 피로, 부종, 아토피 피부염, 머리 멍
함, 가슴 답답함 등이었다. 이 환자들에 대
한 변병진단 시의 요점은 <증례 1> 환자는 
손의 부종으로 인해 손등 피부염이 심해진
다는 것이며, <증례 2>환자는 부종이 주소
증이며, <증례 3>환자는 손의 부종으로 인
해 손등 피부염이 심해진다는 것이며, <증
례 4>환자는 코의 부어있는 느낌이 머리 멍
함을 야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문자학적인 연구를 통해 
‘滿’의 임상적 특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환자들이 小柴胡
湯加減方을 복용한 기간은 평균 105일이었
다. 그동안 다른 치료를 병행한 환자는 1명
이었으며, 한약의 부작용으로 보이는 증상
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환자들의 신체 정보상 공통점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소화 장애이
다. <증례 1> 환자는 소화불량이 심해지거
나,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부종이 더
욱 심해진다는 것이고, <증례 2> 환자는 스
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며, 속이 자주 더부
룩하다는 것이고, <증례 3> 환자는 속이 자
주 더부룩하다고 느끼며, <증례 4> 환자는 
속이 더부룩하면 코 부은 느낌이 심해진다
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滿’이 더부룩한 
느낌, 과식 등의 소화기 문제와 상관성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Gender/
Age

Chief Complainment 
/Diagnostic Points

Site of 
edema

Duration of 
herbal 

medication

Adver
se 

effect
<case 1> M / 33 Indigestion and dermatitis on the 

back of the hand
/hand edema

Face, 
hand and 
foot

60 days -

<case 2> F / 34 Edema and fatigue after childbirth
/face, hand and foot edema

Face, 
hand and 
foot

90 days -

<case 3> F / 33 Atopic dermatitis
/hand edema

Face and 
hand

180 days -

<case 4> M / 30 Brain fog and feeling of stuffy nose
/feeling swollen nose

nose 90 days -

Table 8. The Main Diagnostic Points and Process Summary of ‘滿 ’ in <Cas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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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康平本 『傷寒論』은 最古本이자 원문과 
가장 근접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康平本 
『傷寒論』의 서술체계를 연구한 결과 『傷
寒論』 조문의 내용이 단순히 질병에 걸렸
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원인으로
서 작용하는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3). 

한편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은 전국
시대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시
기의 한자의 의미와 활용이 설문해자(說文
解字)가 저술된 이후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
11-13). 따라서 康平本 『傷寒論』에 기록된 
글자의 의미를 語源學(etymology)적으로 분
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의 이해와 임상적 활용과 진단의 재
현성에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현재까지 『傷寒論』에 기록되어 있는 
‘滿’ 단독을 대상으로 또는 ‘滿’과 연관된 기
존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연구 대상인 『傷
寒論』에 한정하여 기존에 어떤 의미로 활
용되었는지 『傷寒論 精解』를 참고하였다. 

조문 해석은 증례의 진단에 활용된 것으로 
한정하였다14).

기존 『傷寒論』 연구 서적에서는 ‘胸脇
苦満’, ‘胸脇満而呕’, ‘胷脅満不去’의 해석
에 대해 ‘가슴과 옆구리에 그득한 느낌’으로 
해석하고 있다. 胸, 脇을 신체 부위를 지칭
하는 용어로 해석하고 있으며, ‘滿’은 가슴
과 옆구리 부위의 ‘그득하거나 답답한 느낌’

을 설명하는 용어로 해석하여, 『설문해

자』의 의미를 토대로 하는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게 쓰였다. 이는 『傷寒論』이 환자
의 주관적 호소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그득하거나 답답한 느낌’으로 해
석한 것이다. 

한편, 『史記·呂不韋列傳』에 기록된 바,  

『呂氏春秋』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포함되
어 있으나,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의
미로 사용되는 ‘一字千金’과 같은 문자 사용
방식을 『傷寒論』에서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滿’에 대한 해석
은  ‘그득하거나 답답한 느낌’이며, 호흡기 
문제, 소화기 문제, 또는 짜증, 불안함 등의 
정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파생된 
현상으로서 독립적인 병인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 즉 이 경우는 喘, 気, 呕, 吐, 

煩, 痛, 胸 등으로 기록하면 될 뿐이므로, 우
리는 ‘滿’의 독립적인 병인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어원학적 접근을 시도하였
다.

고대 중국한어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滿’의 자형 및 어원은 물, 측량 기구인 저울
과 두 손을 모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Tab.2). 즉, 이는 두 손에 물을 가득 담은 상
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원
상의 의미로 『傷寒論』을 해석한다면, 4개 
증례의 분석을 통해서 ‘滿’의 의미에 대하여 
‘두 손에 물을 가득 담은 정도로 부어있는 
느낌’이 진단과 경과 판단에서 공통적으로 
분석될 것이라는 명제를 상정할 수 있었다.

증례 4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4명의 환
자 모두에게서 주소증과 병력 상 공통적으
로 부어있는 느낌을 주로 호소하거나,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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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느낌에 의해 병이 심해짐을 발견할 수 
있다. <증례 1>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으면서 소화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야식 
및 잦은 음주로 부종이 심해져 손등 피부염
이 악화되었다. <증례 2>는 새벽에 일찍 일
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고, 몸
의 부종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로가 
심해졌다. <증례 3>의 경우 새벽에 일어나
면서 아침에 손발이 잘 붓는 느낌 속에서 아
토피 피부염이 심해졌다. <증례 4>의 경우 
코가 부어있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
으며, 새벽 근무 시 느껴지는 피로감 및 속
의 더부룩함이 코의 부종을 심화시키면서 
머리 멍함에 영향을 주었다. 즉, 상기 증례
에서 주소증 및 주소증의 원인은 ‘滿’으로 
규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증례 모
두 부종의 완화와 더불어 주소증의 유의미
한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증례들은 모두 小柴胡湯 조문으로 진단되
었는데, 이 조문의 ‘滿’은 주로 ‘胸’, ‘脇’, 

‘嘔’라는 글자들과 연관되어 있다. 大陽病 
結胸의 진단적 의미를 제안한 연구에 의하
면 ‘胸’, ‘脇’은 두려움과 연관된 감성적 용
어15)로서,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96조 小柴胡湯 부종 증례 연구에 의하
면 ‘嘔’는 더부룩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소화
장애를 의미한다16). 본 증례들에서도 ‘滿’은 
더부룩한 형태의 소화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증례1-3). 그리고 박 등의 
20-30대 성인의 식습관을 분석한 연구에 따
르면, 걱정이나 두려움의 감정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 야식 섭취, 인스턴트 식품 등 염
분이 높은 음식 섭취 등 불량한 식사 습관을 

야기할 수 있으며17), 본 증례들(증례 1, 2, 4)

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식습관에 의한 병적
인 결과물로서 부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이, ‘胸’, ‘脇’, ‘嘔’ 등 ‘滿’과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들과 
본 증례들의 분석을 통해 『傷寒論』에서 
‘胸脇苦満’, ‘胸脇満而呕’, ‘胷脅満不去’ 등
의 어구가 사용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小柴胡湯을 수정하여 黃芩 대신 
丹蔘을 사용하였다. 小柴胡湯으로 급성 간
염이 야기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18), 급
성 간염의 유발 원인은 구성 약재인 黃芩으
로 추정된다. 黃芩의 주요 성분인 skullcap 

diterpenoid의 CYP3A4에 의한 활성중간대
사체 생성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간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기전이 보고된 바 
있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을 고려
하여 黃芩 대신 같은 꿀풀과에 속하며 氣味
가 비슷한 본초인 단삼을 대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부종이 조절되면서 주소증이 개선
되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丹蔘이 포
함된 小柴胡湯加減方이 小柴胡湯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 더 나
아가 한약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에 小柴胡湯을 활용한 임상 연구로는 
구 등20)의 뇌교경색을 동반한 파킨슨병 1례, 

임 등21)의 오심, 구역, 구토 및 식후포만감 1
례, 임22)의 비만 증례 1례, 민 등23)의 아토피 
피부염 1례, 류 등24)의 만성기침 1례, 노 등
25)의 소화기 문제를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2
례, 박 등16)의 부종 1례가 있다. 다양한 질환
에 小柴胡湯이 활용되고 있지만 상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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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부종이 언급되어 있거나, 부종을 진단 
근거로 활용하여 투약한 연구는 단 2례에 
불과하다. 다양한 질환에 小柴胡湯이 활용
될 수 있지만, 부종이 병을 악화시키는 조건
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小柴胡湯의 적
용 가치는 보다 다양하고 정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滿’에 한
정된 진단으로 전체 조문의 완성도 높은 해
석과 임상 적용에 미흡한 점이 있고, ‘滿’이 
등장하는 다른 조문도 가설이 동일하게 적
용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기존에 少陽病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小
柴胡湯을 최근 제안된 변병진단체계를 근거
로 大陽病과 陽明病으로 진단하는 것이 앞
으로 어느 정도의 임상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재현성과 
가능성을 확인해야할 과제인 것으로 사료된
다. 하지만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들
을 통해 부종과 小柴胡湯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의 임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의 ‘滿’을 고문
자학적으로 해석하고, 소화장애 및 손등 피
부염, 피로 및 부종, 아토피 피부염, 머리 멍
함 등을 주소증으로 방문하여 小柴胡湯加減
方을 복용한 환자들의 증례 4례에서 진단요
점과 연관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임
상적 해석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1. 『傷寒論』의 15字行에 등장하는 ‘滿’

은 ‘부종’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증례 4례에서 공통적으로 부종이 주소
증의 발병, 호전과 악화에 있어서 주요한 원
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滿’이 포함된 조
문으로 진단 및 처방함으로써 치료적 효과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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