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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보고체계와 치료방법

4. 맺음말

1. 머리말

간독(簡牘) 자료가 발견되기 이전의 한대(漢代) 의료사 연구는 주로 『사기

(史記)』나 『한서(漢書)』와 같은 문헌사료를 통해 진행되었다.1) 이를 통해 태

의령(太醫令), 승(丞)의 관할아래 치료를 담당한 의(醫), 처방을 관할한 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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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秦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九卿의 하나인 少府 아래에 六丞을 설치하고 六丞가운데 하나로 

太醫令丞을 두었다. 太醫는 중앙관원의 질병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지방군현의 의료 역

시 담당했고, 太醫의 감독 아래 지방에는 醫長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근간은 대체로 

漢에 계승되었다(彭衛, 198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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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丞), 약을 관할한 약승(藥丞)으로 분업화된 의료체계,2) 시의(侍醫)제도와 

여의(女醫)제도, 그리고 약제의 조달 방법 등과 같은 한(漢) 조정의 의료체계

나3) 제후왕부(諸侯王府)의 의정(醫政)4) 등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한대에 오

늘날의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진적(診籍)제도가 확립되고, 감염열병과 내

과 잡병, 방제학(方劑學) 이론에 대한 기초가 정립되었으며, 망(望), 간(間), 

문(問), 절(切)과 같은 질병의 진단 수단이나 환약(丸藥), 산제(散劑), 단약

(丹藥), 탕제(湯劑) 등의 치료약이 확립되었음이 밝혀졌다(李經緯ㆍ林昭庚, 

2000: 113-115).

이에 반해 문헌에 영성하게 기록된 부분, 즉, 지방이나 민간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1920년대부터 거연한간(居延漢簡)

과 돈황한간(敦煌漢簡)을 필두로 진간(秦簡)이나 한간(漢簡)으로 불리는 자

료들이 잇달아 출토되고 정리됨으로써 종래 알기 어려웠던 진한시대의 여러 

사실들이 보강되거나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진간과 한간 전체를 통

틀어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는 양한(兩漢)시대 하서지역에 배치되었던 사졸(

士卒)들의 행정문서인 거연한간5)과 돈황한간이 출토됨으로써 봉수제도, 관

문서형식, 정장(亭障) 유지(遺址), 변방 둔전의 상황, 수졸의 내원, 봉전(俸錢)

2)  太醫令丞은 奉常과 少府에 각기 설치되었는데, 奉常 휘하에 설치된 太醫令丞은 주로 百官의 

질병을 관할하고, 少府 휘하의 太醫令丞은 황실의 의료를 담당했는데, 이러한 제도는 前, 後

漢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高偉, 2005).

3)  漢代에는 少府太醫令 휘하의 諸醫가운데 侍醫가 선발되어 천자의 질병을 전담하고, 황후나 

공주 등의 질병은 女醫가 담당하였다(李經緯ㆍ林昭庚, 2000: 115-117; 高偉, 2005).

4)  諸侯王府의 醫政은 중앙과 비슷하여 侍醫가 있었다. 前漢 同姓諸侯王이었던 濟北王에게는 

太醫 高期, 王禹가 있었고, 齊王에게는 侍醫가 있었다. 王府에서는 醫生을 배양하기도 했는

데 濟北王은 자신의 太醫를 臨淄의 명의였던 淳于意에게 파견하여 脈法, 鍼灸를 1년 이상 배

우게 했으며, 菑川王은 馮信을 파견하여 淳于意에게 안마와 藥劑를 배우게 하였다. 淮南王

府에서는 劉晏이 方士들을 초빙하여 의료와 鍊丹製藥의 方術을 연구했다(李經緯ㆍ林昭庚, 

2000: 115-116).

5)  中國西北科學考察團이 1927년 1930년에 걸쳐 羅布淖尔, 額濟納河 유역에서 발굴한 거연한

간은 출토된 지역이 한대의 張掖郡 居延縣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습관적으로 이를 칭하여 ‘

居延漢簡’이라고 하지만, 거연한간은 절반은 張掖郡 居延都尉, 나머지 절반은 張掖郡 肩水都

尉가 주둔하던 곳에 출토되었기 때문에 陳夢家는 이를 ‘張掖漢簡’이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陳夢家, 1980). 漢簡은 주로 雙城子와 額濟納河 서북에서 宗間阿瑪 사이에 연해 있는 한대 

烽燧 유적 중에서 출토되었다(鄭有國, 2008: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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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량(口糧), 대전법(代田法)의 추진 상황, 장액태수(張掖太守)와 농도위(

農都尉)ㆍ속국도위(屬國都尉)와의 관계, 사졸의 일상생활, 변지물가 등 한대 

하서지역의 경제, 군사, 사회생활 및 군사 상황 등이 알려지게 되었다(閻文儒, 

1986; 鄭有國, 2008: 124-127; 薛英群, 1991; 永田英正, 1989; 李振宏, 2003).

또한 의료사 연구방면에서도 종래 문헌사료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민간

과 변경의 의료체계나 상황 등이 출토자료의 분석을 통해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다. 실례로, 1973년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에서 출토된 전한 장사대

후(長沙軑侯)의 의서(醫書)로 밝혀진 14종의 의약 관련 간독과 백서(帛書)를 

통해 한대 제후왕부(諸侯王府)에서 독자적으로 의관(醫官)을 두고, 의서(醫

書)까지 편찬했음이 밝혀졌고(陳光田, 2012), 각 지역에서 ‘팽성의장(彭城醫

長)’, ‘낭야의장(瑯邪醫長)’과 같은 관인(官印)이 출토됨으로써 한대 각 지방

에는 의장(醫長)이 설치되어 해당 지역의 의료를 주관했음이 밝혀졌다(羅福

頤, 1978: 19).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거연한간과 돈황한간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한대 의료사 연구도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는

데, 간독자료를 이용한 한대 의료사 연구는 그 연구경향에 따라 크게 두 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료 관련 출토자료를 집성한 연구를 들 수 있

다. 이 부분의 가장 선구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는 거연한간 중의 의약사료를 

모은 조우명(趙宇明)ㆍ유해파(劉海波)의 연구로 이들은 관련 간(簡)을 철합(

掇合), 치료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류, 정리하였다(趙宇明ㆍ劉海波, 1994). 

이어 손기빈(孫其斌)ㆍ소건병(蘇建兵)이 거연신간(居延新簡)에 보이는 병증

과 약물을 정리하였고(孫其斌ㆍ蘇建兵, 2002), 이융(李戎)은 거연한간에 보

이는 의(醫), 약(藥), 상(傷), 병(病)과 관련된 간(簡)에 ‘안(按)’이라는 형식으

로 주석을 붙여 관련 간(簡) 정리에 일조하였다(李戎, 2001). 구석규(裘錫圭) 

역시 거연한간에 보이는 질병명칭과 의약자료를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였다

(裘錫圭, 2008).

두 번째는 한간(漢簡)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병과 병증, 약, 그리고 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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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거

연한간에 보이는 질병과 처방에 대한 분석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질병과 관

련해서는 초간(楚簡), 진간(秦簡), 한간(漢簡)을 종합하여 이들 자료에 나타

나는 병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간독에 나타난 병증을 종합

적으로 고증한 연구6)나 처방의 종류(張壽仁, 1984), 의약제도(馬明達, 1980), 

병서(病書: 李均明, 1988), 질병문서(高大倫, 1998), 수졸(戍卒)의 행도물고(

行道物故)에 대한 분석(王子今, 2004), 사졸들의 질병사망률7) 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았지만,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이 잔간

(殘簡)을 합편하거나, 의약과 관련된 간독을 질병과 병증별로 모아 단순하게 

단열하고, 그 실체를 개별적으로 고증하고 있다(趙宇明ㆍ劉海波, 1994; 孫其

斌·蘇建兵, 2002; 李戎, 2001; 裘錫圭, 2008). 따라서 기존의 연구로는 개별 

질병의 실체 파악은 가능하지만, 한대 서북 변경지역에 배치되었던 사졸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료상황에 처했는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을 보

충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거연한간8)과 돈황한간9)을 포괄하여 의약과 관련된 

간독 자료를 모두 모으고 이를 통계내고 분석함으로써 당시 변경의 사졸들이 

6)  羅寶珍은 당시까지의 연구를 망라하여 包山楚簡, 望山楚簡, 葛陵楚簡에 나타나는 6가지 병

증, 上博簡 「容成氏」에 나타나는 9가지 병증, 秦簡에 보이는 8가지 병증, 馬王堆漠墓帛書에 

보이는 7가지 병증, 張家山漢簡 「脈書」에 보이는 8가지 병증, 阜陽漢簡 「萬物」, 居延漢簡, 武

威漠簡에 보이는 4가지 병증을 분석하고 있다(羅寶珍, 2011). 徐元邦 역시 居延漢簡에 보이

는 士卒들의 傷과 病을 분석하고 있다(徐元邦, 1989).

7)  陳曉鳴은 漢代 변경 병사의 생활을 口糧ㆍ副食品ㆍ衣服 등 생명 유지 필수품의 공급 정황이

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西北 변경이 한제국의 변방에 위치하여 군수품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士卒들에게 공급되는 물자가 부족하여 士卒들의 질병사망율이 높았을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陳曉鳴, 1996).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李振宏은 漢代 居延지역은 변경에 

위치하여, 자연조건이 열악했지만 士卒들에 대한 醫療衛生狀況은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發

病率은 4.28%, 疾病治愈率은 77.65%에 달하여 屯戍組織에 비교적 양호한 의료제도가 있었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李振宏, 1999). 

8)  居延漢簡의 판본으로 謝桂華·李均明· 朱國炤편집, 『居延漢簡釋文合校』 (文物出版社, 

1990)을, 居延新簡의 판본으로는 甘肅省文物考古硏究所等編, 『居延新簡』 (文物出版社, 

1990)을 사용하였다.

9)  敦煌漢簡의 판본으로 吳睒驤등 釋校, 『敦煌漢簡釋文』 (甘肅人民出版社, 199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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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병과 병증에 노출되었고, 어떤 치료수단을 썼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제(武帝) 이후 한제국의 영역에 편입된 제국의 최일선 방어선이

었던 서북 변경, 장액과 돈황지역의 질병과 의료수준을 전반적으로 가늠해보

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당시 서북 변경지역에 배치되었던 

사졸들의 일상생활이 복원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 사졸들의 질병과 병증

전국(戰國)시대 이래 흉노(匈奴)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수세에 몰려있

던 한(漢)은 무제(武帝)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광리(李廣利) 등을 동원하여 흉

노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북변 깊숙이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종래 흉노가 

점거하고 있던 타림분지를 장악함으로써 후일 실크로드로 불린 교역로를 확

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漢)에서 타림분지를 연결하는 좁고 유일한 교통로

인 하서회랑(河西回廊)은 한과 흉노의 입장에서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전략

적 요충이었다.10) 따라서 서방에 이르는 교역로를 장악하고자 했던 양측의 공

방은 하서회랑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무제 원정(元鼎: B.C.116-B.C.111), 태초(太

初: B.C.104-B.C.101) 년간에 장액과 돈황 지역에 성장(城障) 등의 방어시설

을 설치하기 시작한 이래, 장새(障塞)·봉수(烽燧)와 같은 군사시설이 갈수

록 확충되었으며,11) 병사의 확충과 사민(徙民)의 증대에 따라 둔병(屯兵)·둔

간(屯墾)도 확대되었다.12) 그렇지만 종래 문헌사료만으로는 한무제 이래 본

10)  居延, 敦煌 지역이 포함된 河西지방은 甘肅省 서부에 위치해있으며, 內蒙古 및 新疆과 접해

있다. 東西로 천여리, 南北의 넓이는 몇 십리에서 백여리에 이르는 좁고 긴 회랑지대로 地

勢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져있으며, 해발은 1000-1500m 사이이다. 

이 좁고 긴 지대는 동부와 서부의 지리와 지형 상황이 큰 차이가 있는데, 張掖 동쪽 지역은 

황토가 분포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張掖 서쪽 지역은 사막으로, 자갈 사막의 면적이 점차 

넓어진다(王振亞, 1999: 5-7). 

11) 烽燧를 중심으로 漢代 흉노 방어책에 대해서는 程喜霖(1991)을 참고하라.

12)  전한 초기에는 北方 匈奴의 침략을 받았지만 점차 匈奴에 대해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아

울러 西北지역에 民을 이주시켜 屯田하면서 주둔하도록 했다. 武帝 시대에는 西北지역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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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개척된 장액과 돈황과 같은 하서지역에 설치된 장새와 봉수의 현황

과 인원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간독 자료의 출토와 

함께 하서지역의 군사 배치 정황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우선 내군(內郡)에 군사를 담당하던 도위(都尉)가 한 명 배치된 것과는 달

리 거연이나 돈황과 같은 변군(邊郡)에는 두, 세 명의 도위가 두어졌음이 밝

혀졌다(陳夢家, 1980: 41). 실례로 한대 장액군에는 태수의 관할하에 거연(居

延)과 견수(肩水)의 두 지역에 도위가 설치되었고, 두 도위 아래 진북(殄北), 

거연(居延) 등의 지역에 최소 10곳의 후(候)가 설치되었고 그 책임자는 후장(

候長)이었음이 밝혀졌다(陳夢家, 1980: 52). 또한 10곳의 후(候) 아래에는 53

곳의 부(部)가 설치되었는데, 각 부에는 부의 규모에 따라 각기 부리(部吏: 혹

은 主吏) 7, 9, 11인과 부졸(部卒) 18, 22, 때로 30인 이상이 배치되었다. 하나

의 부는 6-8곳의 봉수를 관할하였는데, 관할 봉수 중 한 곳이 그 치소 역할을 

하였다.13) 거연지구에는 5-10리 단위로 261곳 이상의 봉수가 설치되었으며, 

이들 봉수에는 수장(燧長)과 3-6인의 사졸이 복무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사실을 종합할 때 거연지역에는 한제국 전역으로부터 징발된 대략 연평

균 1,000여인 이상의 사졸이 복무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陳夢家, 1980: 

63), 이들의 나이는 최소 16세부터 최고 63세까지 다양했다.14) 또한, 이러한 

郡에 주둔 병력이 최소한 만 명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將, 士卒, 屯兵, 屯田卒, 

屬國兵을 모두 포괄하면 전한의 변경 방위를 위한 주둔군은 30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여기에 특수한 경우에 증치된 경우, 예를 들어 漢武帝시기에 임시로 60만의 屯田

士卒을 주둔시킨 것을 감안하면 주둔 병력은 최고 80에서 90만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陳子鳴ㆍ黃今言, 1997). 

13)  실례로 1973년에서 74년에 걸친 감숙성박물관의 발굴을 통해 甲渠候官 성지에서 남쪽으

로 5, 3㎞ 떨어진 곳에서 甲渠 第 四燧 유지가 四部 候長의 치소임이 밝혀졌다(初仕賓ㆍ任

步雲, 1978).

14)  士卒의 복무 연령을 살펴보자. 원래 前漢은 景帝 2년(A.D. 155)에 조서를 내려 “천하의 남

자 20살이 된 사람을 (役의) 명부에 등재하였다(『漢書』 景帝紀, “令天下男子年二十始傅”)”

라고 한 것처럼, 성년 남자는 20살이 되면 요역과 군역에 복무해야 했다. 이러한 규정은 昭

帝시기에 들어와 “이제 百姓을 가엽게 여겨 力役의 징수를 가볍게 하여 23세에 (役의) 명부

에 등재하고 56세에 면하고자 한다(『漢書』 昭帝紀, “今哀憐百姓, 寬力役之征, 二十三始傅, 

五十六而免”)”라고 하여 漢代의 복무 연령이 23에서 56세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무연령에 관한 전래 문헌의 기록은 居延에서 출토된 漢簡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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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부-후-도위-태수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은 돈황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타나고 있다(程喜霖, 1991: 41-89).

또한, 거연한간에서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간독은 전한 무제 태

초(太初) 2년(B.C.103)이고, 가장 늦은 것은 후한 광무제 16년(A.D.40)이며, 

돈황한간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전한 무제 천한(天漢) 3년(B.C.98)이

고 가장 늦은 것은 후한 순제(順帝) 영화(永和) 2년(A.D.13)이기 때문에 거연

한간은 전체 143년, 돈황한간은 모두 111년 동안의 기록으로 두 한간은 그 기

록시기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거연한간과 돈황한간은 시기적으로 

모두 합해 150년 이내의 기록이지만, 간독들이 기록된 것은 대부분 전한시기 

그 중에서도 무제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제 말기에서 왕망(王莽)과 후한

시기의 것은 아주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15)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전한 무제시기부터 후한 광무제까지, 지리적으로는 

한제국의 서북 변경 거연과 돈황 지역에 배치되었던 한제국의 사졸들은 주로 

어떤 질병과 병증을 가졌을까? 거연과 돈황에서 발견된 간독자료들을 보면 

각급 부대는 환자가 생겼을 경우 꼼꼼하게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현

재의 진료기록부와 유사한 환자의 질병상황을 기록한 간독은 크게 두 가지 종

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제 2봉수의 졸(卒) 강담(江譚)이 4월 6일에 병

들어 심복장만(心服丈滿)으로 고통스럽다.”16)의 사례와 같이 발병과 병의 상

태만을 기록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소속, 이름, 발병시간, 병증 등을 기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제 10봉수의 졸 고동(高同)이 상한(傷汗)의 병이 들어

　약 5제(齊)를 마셨다.”17)와 같이 사졸의 질병을 보고하거나 때로 그 처치까

지 기록한 간독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의약과 관련된 간독들에 나타나는 

다. 실제로 거연한간의 기록을 보면 가장 어리게는 16세부터 가장 많은 경우로는 63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대 변경의 수졸들이 청장년으로 만 충당되었던 것이 아니며 일부나

마 老年의 사람까지 차출하고 있을 시사한다. 士卒의 연령은 41-63세의 사람이 수졸 전체의 

14.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王振亞 · 張小鋒, 1998).

15) 和帝, 觴帝, 靈帝 때의 簡은 소수 출토되었다.

16) 『居延漢簡釋文合校』 4.4A, “第二隧卒江譚以四月六日病苦心服丈滿.”

17) 위의 책, 265.43, “第十 卒高同病傷汗 飮藥五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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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병증은 한 병사에 한 가지 병ㆍ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와 두 가지 이

상의 병ㆍ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1)�단일�질병과�병증의�분석

표	1.	하서지역	한간(漢簡)에	보이는	외상18)

Table	1.	The	external	injury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居延)	and	
Dunhuang(敦煌)	region	19)20)21)22)23)

부상 부위 사료 사례

머리·오른손

①  창읍(昌邑) 방사리(方士里) 진계(陳係) 12월 계사(癸已)에 머리와 오른손

을 다쳐 고약을 발랐다.19)

② □□□□□□□머리와 오른 손가락 각 한 곳…20)

2

오른 손가락

○  4월중에 살피지 않고 길을 가다가 옥란(屋蘭)의 경계에 이른 이졸(吏卒) 함

하양(函何陽)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이졸(吏卒) 동군(東郡) 반수리(畔戍

里) 근구(靳龜)를 쳐서 오른쪽 손가락 2개를 다치게 했다. ● 지절(地節) 3

년 8월 기유(己酉)에 투옥되었다.21)

1

오른쪽 넓적다리

○  이졸(吏卒) 동군(東郡) □리(□里) 함하양(函何陽)이 싸워서 이졸(吏卒)인 

같은 군현(郡縣) 수리(戍里) 근구(靳龜)의 오른 넓적다리 한 곳을 칼로 쳐

서 상해시켰다.22)

1

오른쪽 [角立]
○  하평(河平) 5년 정월 기유(己酉) 삭(朔), 병인(丙寅)에 …제 13봉수의 장(長)

인 해궁(解宮)이 배에 병이 들고 오른쪽 [角立]에 상해를 입었다.23)
1

18)  간독자료에 표기된 기호의 의미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 ●: 간

독 고유의 기호. □:간독이 해당 부분에 이르러 깨지거나 부서짐을 표시하는 기호.

19) 위의 책, 149.19, 511.20, “昌邑方與士里陳係 十二月癸已病傷頭右手傅膏藥.”

20) 『敦煌漢簡釋文』 2738, “頭右手指各一所.”

21)  『居延漢簡釋文合校』 13.6, “坐乃四月中不審日行道到屋蘭界中與吏卒函何陽爭言T以劍擊吏

卒東郡畔戍里靳龜傷右手指二所●地節三年八月己酉械繫.”

22) 위의 책, 118.18. “吏卒東郡□里函何陽坐鬪以劍擊傷吏卒同郡縣戍里靳龜右脾一所.”

23) 위의 책, 35.22A, “河平五年正月己酉朔丙寅 …第  十三燧長解宮病背一傷右[角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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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오봉(五鳳) 2년 8월 신사(辛巳) 삭(朔), 을유(乙酉)에 갑거(甲渠) 만세(萬歲)

의 수장(隧長) 성(成) 감히 말씀드립니다. 7월 무인(戊寅) 밤에 수오도(隨

塢陡)?가 외상이 생겼습니다. 만일 나았으면 즉일로 일을 감당하게 할 것

을 감히 말씀드립니다.24)

②  제 13봉수의 졸(卒) 고봉(高鳳)이 작업을 하다 귀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사(田舍)에서 싸워 남자 서무(徐武)를 상해시켰다.25)

③  모두 도검(刀劍)을 뽑아 싸워 모두 가지고 있는 검으로 알지 못하는 한 남

자를 다치게 했습니다.26)

④ □사리(士吏) 진종(陳宗)이　싸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갔다.27)

⑤  대군(大君)이 종자(從者) 무(茂)등에게 가서 병(秉)을 최(綷)하게 하였는

데?, 병(秉)이 기뻐하지 않고□□□□□□□□, 줄로 병(秉)을 잡게 하니(?) 

칼로 茂의 세 곳에 상처를 냈다.28)

⑥  이졸(吏卒) 하동군(河東郡) 분음(汾陰) 의도리(宜都里) 두충(杜充)이 빌린 

고장적순(姑臧赤盾?)과 계수나무에 의해 양단(兩端)에 소상(小傷) 각기 한 

곳이 생겼다.29)

⑦ □싸워서 칼날로 찔러 을(乙)의 왼쪽을 상해했다.30)

⑧ 세 사람이 사람을 상해했다.□ (居延合484.64)31)

⑨ 무장백(武長伯), 성한(盛寒)에 외상이 생겼다. 잘 상처 주변을□.32)

⑩ 장탕(長湯)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삼가 부상당한 병사를 옮기십시오.□33)

⑪ □왼쪽 유두에 극심한 상처를 입다.34)

⑫ 이(吏)가 상처가 생겼다.35)

⑬ □원년 12월 이졸(吏卒)의 부서에 머무른 부상당한 병사의 명부36)

13

합계 18

24)  위의 책, 6.8, “五鳳二年八月辛巳朔, 乙酉甲渠萬歲隧長成敢言之, 乃七月戊寅夜隨塢陡傷 要

有廖即日視事敢言之.”

25) 위의 책, 133.15, “其第十三燧卒高鳳未作亡歸中部田舍鬪傷男徐武.”

26) 위의 책, 148.45, “都拔刀劍 鬪都以所持劍格傷不知何一男子□.”

27) 위의 책, 231.98, 231.97, “□士吏陳宗　鬪傷人亡.”

28)  『敦煌漢簡釋文』 233: 釋MC.221, “大君使從者茂等往綷秉來秉不肯□□□□□□□□使繩扼

秉 以刃傷茂三所.”

29) 위의 책, 1996, “吏卒河東郡汾陰宜都里杜充    所假姑臧赤盾一桂兩端小傷各一所.”

30) 위의 책, 2850, “□鬪以劍刃刺傷乙左.”

31) 『居延漢簡釋文合校』 484.64, “三人傷人□.”

32) 위의 책, 181ㆍ9, “武長伯, 盛寒作傷, 善傷邊□.”

33) 위의 책, 45.7A, “長湯敢言之謹移折傷兵名□.”

34) 위의 책, 248.17, “□所劇傷左乳.”

35) 『敦煌漢簡釋文』 455: 釋MC.420, “吏傷.”

36) 위의 책, 1916, “□元年十二月吏卒留署所兵折傷敝絕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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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한제국의 서북 변경이었던 거연과 돈황 지역에

서 가장 많이 보이는 질병은 외상으로  『거연한간』,  『거연신간』, 『돈황한간』(

이하 같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전체 18사례가 보인다. 외상의 종류는 다양한

데, 거연한간 181·9와 같이 추위에 동상으로 보이는 외상을 입은 경우도 있

고, 머리(頭: 149.19, 511.20,  『敦煌漢簡釋文』 2738), 오른쪽 손가락(右手指: 

13.6), 오른쪽 넓적다리(右髀: 118.18) 등 다양한 부위의 외상이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 증상은 상한(傷寒) 내지 상한(傷汗)이다.

표	2.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상한(傷寒)ㆍ상한(傷汗)37)

Table	2.	The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상한

(傷寒ㆍ傷汗)

①  제 31봉수의 수졸(燧卒) 왕장(王章)이 4월 1일에 상한(傷寒)의 병이 들어 

앓았다.38)

②  제 1봉수의 수졸(燧卒) 맹경(孟慶)이 4월 5일에 상한(傷寒)의 병이 들었

다.39)

③ ●상한(傷寒)을 치료한 지 만 3일이 되었는데, 옮겨서 ….40)

④ □상한(傷寒)□41)

⑤ 상한(傷寒)을 앓다가 나았다.42)

⑥ 날에 상한(傷汗)의 병에 걸려 사무를 처리하지 못했다.43)

⑦  졸(卒) 31인이 병(病). 졸(卒) 부운(符惲) ?월 23일 상한(傷汗)의 병에 걸

림.44)

⑧  제 8봉수의 졸(卒) 송□(宋□) 상한(傷汗)의 병이 들어 약 10제(齊)를 마시

고, 계미(癸未)날에 의(醫)가 갔다.□45)

⑨  제 10봉수의 졸(卒) 고동(高同)이 상한(傷汗)의 병이 들어 약 5제(齊)를 마

셨다.46)

9

37)  상한(傷寒)의 영문 번역은 『한의학 한·영 사전(Korean·English Dictionary of Oriental 

Medicine)』에서는 ‘exogenous febrile disease’, ‘affection by cold’, ‘common cold’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xogenous febrile disease’로 번역하였다.

38) 『居延漢簡釋文合校』 4ㆍ4A, “第卅一燧卒王章以四月一日病苦傷寒.”

39) 위의 책, 4ㆍ4A, “第一燧卒孟慶以四月五日病傷寒.”

40) 위의 책, 136.3, “●治傷寒滿三日轉爲□.”

41) 위의 책, 437.23, “□傷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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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거연과 돈황 지역에서 출토된 한간을 보면 상한

(傷寒)으로 표기된 병증이 5개, 상한(傷汗)으로 표기된 병증이 4개로 전체 9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거연과 돈황 출토 한간에서는 이 질병을 상한(傷寒)과 

상한(傷汗)의 두 가지로 표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寒)’과 ‘한(

汗)’을 통용되었던 글자로 여기고 있다.47)  

『상한론(傷寒論)』 등에서는 이 병이 바람과 추위, 습기, 열 등과 같은 외부

적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보고 있는데,48) 현대 의학에서는 감기, 독감, 급성 

열병, 폐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돈황한간을 보면 “(바람이) 동북쪽으로부

터 불어오면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질병이 많으며,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불

어오면 오곡이 상하기 쉽다”49)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보면 한대 사람들도 

하서지역의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이 병증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했다

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50) 진직(陳直)은 한간에서 상한병(傷寒病)이 비교

적 자주 보이는 이유로 수졸(戍卒)들이 주간에는 각종 작업에 동원되고, 야간

42) 『敦煌漢簡釋文』 2305, “治傷寒□.”

43) 『居延漢簡釋文合校』 44.23, “日病傷汗未視事.”

44) 위의 책, 46.9A, “竟  卒三人一人病 卒符惲月廿三日病傷汗.”

45) 위의 책, 257.6A, “第八 卒宋□病傷汗, 飮藥十齊, 癸未醫行□.”

46) 위의 책, 265.43, “第十 卒高同病傷汗 飮藥五齊□.”

47)  실제 古音에서 ‘寒’은 匣母寒 부수에 보이고, ‘汗’은 見母寒 부수에 보여 소리가 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裘錫圭, 2008).

48)  상한은 外感熱病의 총칭인데(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1998: 704),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

은 오늘날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기와 인플루엔자가 일으키는 독감 등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고, 傷寒으로 포괄적으로 증상만을 표기했지만, 당시 사람들도 상한은 그 원인과 증상

이 다양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難經』에서는 傷寒에 걸리기 쉬운 몇 가

지 원인을 기록하여, “傷寒有五, 有中風, 有傷寒, 有濕熱, 有熱病, 有溫病, 其所苦各不同”이

라고 하고 있다(牛兵占, 2013).

49)  『敦煌漢簡』 1376: 敦MC.1179, “東北來則逆根傷生民多疾病, 風從東方來則逆震五穀傷于震, 

風從東.”

50)  傷寒이라는 말에서 보듯 이 병은 추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추위외에도 중의학 서적

들에서는 바람이 오한, 두통, 구토, 경련, 현기증, 마비, 실어증을 유발한다고 하고 있다. 傷

風은 열로 타는 것 같은 증상, 中風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오늘날 바람 때문

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병들에 대해, 중국의 치료자들은 거의 모두 바람 때문에 

생긴 피해라고 여겼다. 『黃帝內經』에서는 “수백 가지 병이 바람으로부터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Kuriyama, 199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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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경계 근무를 서는 등의 수졸들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을 그 원인으로 들

고 있다(陳直, 2009: p.87).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심복(心腹)이다. 

표	3.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심복(心腹)
Table	3.	The	abdominal	pain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심복

(心腹)

①  백작(白昨)이 당일 심복(心腹)의 병증이 있습니다. 제 12졸(卒) 이동(李同)

이 어제 병들어 당일 심복(心腹)의 병증이 있습니다.51)

② 심복(心腹)의 병이 들어 5일이 경과하였다.52)

③  당북(當北) 봉수의 졸(卒) 풍무호(馮毋護) 3월 을유(乙酉)날에 배가 아파 환

약(丸藥) 35알을 복용했다.53)

④  ……심복(心腹)으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 비물부(非物負) 1산(算)54)

4

심복(心腹)의 병증은 『사기』에 객경(客卿) 범수(范睢)가 소왕(昭王)을 설득

하여 “진(秦)나라에게 한(韓)나라는 비유하자면 나무에 해충이 있는 것과 같

고, 사람에게 배와 가슴[心腹]에 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55)라고 한 용례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배가 아픈 것 전반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복

(心腹)의 구체적 대상이 폐와 같은 호흡기 계통인지, 위나 장과  같은 소화기 

계통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두통이다. 

51) 『居延漢簡釋文合校』 211.6A, “白昨日病心腹 第十二卒李同昨日病 日病心腹.”

52) 위의 책, 211.6B, “病心腹積五日.”

53) 위의 책, 275.8, “當北隧卒馮毋護 三月乙酉病心腹, 丸藥卅五.”

54) 『居延新簡』 E.P.T50:2, “……心腹止瀉藥非物負一算.”

55) 『史記』 권79, 范睢蔡澤列傳, “秦之有韓也, 譬如木之有蠹也, 人之有心腹之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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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두통
Table	4.	The	headache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두통

①  임인(壬寅)에 관(官)에 도달한 패(霸)는 교계(校計)? 10일을 하고, 계축(

癸丑)날에 두통의 병을 앓았는데, 무오(戊午)에 나아 삼가 패(霸)를 보내 

부(府)에 이르게 하였다.56)

② □두통으로 놀라 여섯 번을 보내다(?).57)

③  감로(甘露) 2년 11월 병술(丙戌) 삭(朔) 기축(己丑), 후사(候史)가 친히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일 두통의 병이 있습니다.58)

④  감로(甘露) 3년 7월 임오(壬午) 삭(朔) 임인(壬寅), 후사(候史)가 친히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즉일 두통의 병이 있습니다.59)

4

세 번째 많이 보이는 증상은 두통이다. 단순하게 두통 한 가지 병증만 기재

된 사례는 위의 표에 나타난 4사례에 불과하다. 하지만, 두통은 다른 증상에 

수반되는 복합증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데, 한간(漢簡)에는 두통(頭

恿)ㆍ한경(寒炅)의 사례가 7건, 두통(頭恿)ㆍ사절불거(四節不擧)의 사례가 4

건, 상한(傷寒)ㆍ두통(頭痛)의 사례가 1건, 흉만(匈滿)ㆍ두통(頭痛)의 사례가 

1건, 상한(傷汗)ㆍ한열(寒熱)ㆍ두통(頭恿)ㆍ번만사지(煩滿四支)의 사례가 1

건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2)절 참조).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심복장만(心腹丈滿)이다.

56) 『居延漢簡釋文合校』 59.37, “壬寅到官霸校計十日, 癸丑病頭痛, 戊午有廖謹遣霸詣府.”

57) 위의 책, 142.27, “□頭痛驚傳六致.”

58) 위의 책, 283.007, “甘露二年十一月丙戌朔己丑, 候史奉親敢言之即日病頭痛.”

59) 위의 책, 283.007, “甘露三年七月壬午朔壬寅候史奉親敢言之卽日病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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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심복장만(心腹丈滿)
Table	5.	The	abdominal	sense	of	distension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심복장만

(心腹丈滿)

①  제 2봉수의 졸(卒) 강담(江譚)이 4월 6일에 병들어 심복장만(心服丈滿)으

로 고통스럽다.60)

②  전졸(田卒) 평간국(平干國) 양원(襄垣) 석안리(石安里) 이강(李彊) 37세, 본

시(本始) 5년 2월 정미(丁未)날에 심복장만(心腹丈滿)으로 사망.61)

③ □심복장(心腹丈)□62)

3

거연한간 4.4A, 293.5, 242.21의 “심복장만(心腹丈滿)”의 ‘장(丈)’은 원간에 

‘ ’로 표기되어 있고, 이 글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장(丈)’으로 해석하는 견해

와 ‘지(支)’로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맞서있다. ‘장(丈)’으로 해석할 경우 ‘

장(張)’이나 ‘창(脹)’과 뜻이 통하게 되면서 ‘심복장만(心腹丈滿)’은 “배와 가

슴이 팽만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63)이에 반해, ‘지(支)’로 해석하는 경우 ‘

지만(支滿)’, ‘지음(支飮)’, ‘지격(支鬲)’ 등과 뜻이 통하면서 ‘막히다’의 뜻으로 

해석된다(薛英群, 1991: 507). 따라서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를 따르게 되

면 ‘심복 만(心腹 滿)’은 ‘복부팽창’과 ‘소화기 계통의 막힘’ 가운데 하나의 

증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둘 중 어떤 질병인가를 현재 확정하기에는 자료

의 절대량이 부족한 형편이며, 이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의 

출토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60) 위의 책, 4.4A, “第二隧卒江譚以四月六日病苦心服丈滿.”

61) 위의 책, 293.5, “田卒平干國襄垣石安里李彊, 年卅七, 本始五年二月 丁未疾心腹丈滿, 死.”

62) 위의 책, 242.21, “□心腹丈□.”

63)  『居延漢簡甲編』, 『居延漢簡甲乙編』에서는 모두 ‘支’로 해석하고 있고, 于豪亮, 裘錫圭, 徐海

榮, 등이 이 설을 따르고 있다. 于豪亮은 글자를 ‘丈’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하고 있다(于豪亮, 

「居延漢簡甲篇補釋」, 『考古』, 1961년 8期). 裘錫圭는 『韓詩外傳』에 滿과 支가 人主의 疾 十

二發가운데 각기 다른 병증으로 소개되어 있고, 『黃帝內經』 素問篇 腹中論에 “心腹滿”으로 

병증이 독립적으로 기재된 것에 근거할 때 滿과 支가 복부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병증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裘錫圭, 2008: 17). 徐海榮는 ‘丈’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찬동하면서 ‘心腹

丈滿’을 위장 관련 질환으로 보고 있다(徐海榮, 20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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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옹종(雍種,	臃腫)
Table	6.	The	furuncle	and	sore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부스럼

(臃腫)

①  2월 갑신(甲申) 병이 들어 팔꿈치에 옹종(癰種)이 생겼다. 병(丙)에 이미 

사망했다.64)

②  당곡대(當曲隊) 좌도(左道) 10월 병인(丙寅)에 병이 들었다. 옹종(癰種)이 

생겼다.65)

2

‘옹(雍=癰)’은 ‘악창’, ‘종(種=臃)’은 ‘종(腫: 부스럼, 종기)’과 통하는 질병으

로,66) 따라서 위의 표에 예를 든 거연한간311·8은 팔꿈치에 종기나 악창이, 

거연한간272.35는 왼쪽과 오른쪽의 정강이 부분에 종기나 악창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67)

표	7.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온(溫)
Table	7.	The	epidemic	disease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온(溫)

①  수왕(壽王)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졸(吏卒) 거록군(鉅鹿郡) 광아(廣阿) 

임리리(臨利里) 반갑(潘甲)이 온병(溫病)에 걸려 불행하게도 사망하였습

니다.68)

②  기사(騎士) 안릉(安陵) 고리(高里) 손비자(孫非子) 노(弩)를 담당하는데 온

병(溫病)에 걸리다.69)

2

다음으로 보이는 질병은 ‘온(溫)’으로 온역(瘟疫: epidemic disease)은 전

근대 사회에서 광범위한 급성 전염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王文濤, 

2006).

64) 『居延漢簡釋文合校』 311ㆍ8, “二月甲申病肘癰種, 丙巳死.”

65) 위의 책, 272.35, “當曲隊左道十月丙寅病左右脛雍.”

66)  『漢書』 賈誼傅, “天下之勢方病大瘇.”이라는 구절에 대해 顏師古의 注에서는 如淳을 인용하

여 “腫足曰瘇.”이라고 하고 있다.

67)『睡虎地秦簡』 日書甲種15 正二에도 “除日, 臣妾亡, 不得, 有癰病, 不死”라는 구절이 있다.

68) 『居延漢簡釋文合校』 7.31, “壽王敢言之吏卒鉅鹿郡廣阿臨利里潘甲疾溫不幸死.”

69) 위의 책, 395.1, “騎士安陵高里孫非子 弩 疾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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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한경(寒炅)
Table	8.	The	chills	and	fever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오한ㆍ열

(寒炅)

○  9월 기축날에 병이 들어 춥고 열이 났다. 경인(庚寅)날까지 2일을 지나고 

나았다.70)
1

한경(寒炅)의 ‘경(炅)’자는 마왕퇴(馬王堆)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노자(

老子)』(帛書甲本)에 “혹경혹□(或炅或□)”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마왕퇴한

묘정리소조(馬王堆漢墓整理小組)는 “경(炅)은 (뜻은) ‘화(火)’를 따르고, ‘일(

日)’로 소리를 내는데, 당연히 열(熱)의 이체자(異體字)이다.”71)라고 하고 있

다. 또한 『노자』에 보이는 “정승열(靜勝熱)”이라는 구절이 마왕퇴백서(馬王

堆帛書) 『노자』(백서갑본)에서는 “정승경(靚勝炅)”으로 표기 된 것으로 보아 

‘경(炅)’은 ‘열(熱)’의 이체자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陳槃, 1948: 315-316). 

이러한 점을 볼 때  한경(寒炅)은 오한과 열이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

로 상한(傷寒)에 부수하는 병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양거전급(兩胠箭急)
Table	9.	The	acute	abdominal	pain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양거전급

(兩胠箭急) 

① 제 37봉수의 졸(卒) 소상(蘇賞) 3월 아침[旦?]에 양거전급(兩胠葥急)의 증

상이 있었으나 조금 차도가 있다.72)

② 제 33봉수의 졸(卒) 공손담(公孫譚) 3월 20일 양거전급(兩胠葥急)의 증상

이 있었으나 낫지 않는다.73)

2

다음으로 ‘양거전급(兩胠箭急)’에 대해 살펴보자. 글자 가운데 ‘거(胠)’에 

대해서 『설문(說文)』에서는 “거(胠)는 겨드랑이 아래이다.”74)라고 하고, 『광

70) 위의 책, 34.25, “九月己丑病寒炅盡庚寅積二日已偷.”

71)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馬王堆漢墓帛書』 文物出版社, 1976. p.14 注11, “炅, 從火, 日

聲, 當即熱之異體字.”

72) 『居延漢簡釋文合校』 4.4B, “第卅七燧卒蘇賞三月旦病兩胠葥急少愈.”

73) 위의 책, 4.4B, “第卅三燧卒公孫譚三月廿日病兩胠葥急未愈.”

74) 『說文』 “胠, 腋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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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廣雅)』 석친(釋親)에서 “방(膀)ㆍ거(胠)ㆍ박(胉)은 옆구리이다.”75)라고 하

고 있어, ‘거(胠)’가 겨드랑이 내지 옆구리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

인다(裘錫圭, 2008: 17). 또한, 『황제내경(黃帝內經)』 소문(素問), 육절장상

론(六節藏象論)편에 보이는 “거협(胠脅)”의 주(注)에서 “거(胠)는 옆구리 위

를 말한다. 의심컨대 ‘양거전급(兩胠箭急)’과 ‘양협리급(兩脅裏急)’76)은 동일

한 질병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다. ‘급(急)’이 일반적으로 급통(急痛)을 나

타내는 것을 고려할 때, ‘양거전급(兩胠箭急)’은 ‘양 옆구리 안쪽의 급통’으로 

해석된다.

표	10.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장벽(腸辟)
Table	10.	The	dysentery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이질

(腸辟)

○ 4월 무인(戊寅)날에 장벽(腸辟)의 병이 들었으나, 경진(庚辰)날에 나았

다.77)
1

한간에는 사졸이 ‘장벽(腸辟)’을 앓는 경우가 있는데, 우호량(于豪亮)은 ‘장

벽(腸辟)’이 『황제내경(黃帝內經)』 소문편(素問篇)에 보이는 ‘장벽(腸澼)’으

로 이질(痢疾)이라고 보고 있으며(于豪亮, 1961: 452),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에 동의하고 있다(裘錫圭, 2008: 18; 羅寶珍, 2011: 98-99).

표	11.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폭병(暴病)78)

Table	11.	The	sudden	death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돌연사

(暴病)
○ ……등 네 사람,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78) 1

75) 『廣雅』 釋親, “膀ㆍ胠ㆍ胉, 脅也.”

76)  『黃帝內經』 素問, 六節藏象論편에 보이는 “胠脅”의 注에서 “胠謂脅上. 疑“兩胠箭急”與“兩

脅裏急”이라고 하고 있다.

77) 『居延漢簡釋文合校』 504.9, “四月戊寅病腸辟, 庚辰治□.”

78) 위의 책, 103ㆍ14, “○ ……等四人, □暴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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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병(暴病)’은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뇌출혈, 심근경색, 식중독 등의 다양

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馮驪ㆍ上官緒智, 2006). 왕자금(

王子今)은 사료에 “이졸물고(吏卒物故)”로 표현되는 죽음의 대부분은 비전투

적인 원인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내지로부터 온 군인들이 당지의 환경에 적응

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부적응은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

고 있다(王子今, 2004).

표	12.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사절불거(四節不擧)
Table	12.	The	immobility	of	arms	and	legs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ㆍ질병 사례 계

팔, 다리 가누지 못함

(四節不擧)
○ □□팔, 다리를 가누지 못함□79) 1

사절불거(四節不擧)는 거연한간에서는 사절불거(四節不擧)(239.59), 돈황

한간에서는 “사절불흥불능(『敦煌漢簡釋文』 1823)”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

절불거(四節不擧) 내지 사절불흥불능(四節不興不能)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

팔과 다리를 가누지 못하다”라는 뜻의 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단일 질병과 병증을 간략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9) 위의 책, 239.59, “□□四節不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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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단일	질병ㆍ병증	빈도표80)

Table	13.	The	single	disease	and	symptom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
외상

外傷

상한

傷寒ㆍ

傷汗

심복

心腹
두통

심복

장만

心腹

丈滿

옹종

臃腫

온

溫

양거

전급

兩胠
箭急 

오한과 

열

寒炅

장벽

腸辟
돌연사

暴病

사절불

거

四節不

擧

합계

개수 18 9 4 4 3 2 2 2 1 1 1 1 48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한간에 보이는 단일 질병과 병증은 외상이 18회

로 가장 많으면, 그 다음으로 차례대로 상한(傷寒)ㆍ상한(傷汗)이 9회, 심복(

心腹)이 4회, 두통이 4회, 심복장만(心腹丈滿)이 3회, 옹종(臃腫)이 2회, 온(

溫)이 2회, 양거전급(兩胠箭急)이 2회, 오한과 열(寒炅), 장벽(腸辟), 돌연사(

暴病), 사절불거(四節不擧)가 각기 1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에 나타난 결과를 참조하면 한대 하서 변경에 근무하던 병사

들을 괴롭히던 가장 큰 단일 질병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상호간의 싸움 등에

서 기인한 외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변경의 병사들이 극심한 스트레

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외감열병(外感熱病)의 증

상(傷寒ㆍ傷汗, 寒炅), 내과계 질환(心腹, 心腹丈滿), 두통 등의 순서로 병사

들을 힘들게 했고, 그 외에도 소수지만 피부과 질환(臃腫), 전염병(溫), 이질(

腸辟), 돌연사(暴病)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복합�질병과�병증의�분석

다음으로 한 명의 사졸에게 두 개 이상의 질병이나 병증이 표기된 간독들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4>.

80)   표에 나타난 질병외에 居延漢簡에는 부인병인 帶下病이 한차례 보인다(居延合255.17, 

□□伺帶下病□). 河西지역에서 발견된 漢代 簡牘에서 희박하나마 부인병에 대한 언급이 

발견된 것은 당시 행해졌던 徙民정책과 둔전제의 실시 과정에 일부 여성이 포함된 것과 관

련지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士卒들의 질병을 다루어서 이 簡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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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복합	질병ㆍ병증
Table14.	The	complex	diseases	and	symptoms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질병ㆍ병증 계

두통ㆍ오한과 열

①  제 31봉수 졸(卒) 상무(尙武) 4월 8일 두통과 오한, 열이 나는 증상의 병이 

들어 약 5제(齊)를 마셨으나 낫지 않는다.81)

②  □□陽□□里□□□□□두통과 오한, 열이 나는 증상의 병이 들어 마실 

수가 없다.82)

③  □□의화리(宜和里) 사구(謝寇) 기유(己酉)에 두통과 오한, 열이 나는 증상

의 병이 들어 …할 수가 없다.83)

④  당수리(當遂里)의 (爵이) 공승(公乘)인 왕동(王同)이 당일 두통과 오한, 열

의 병증이 있어 같은 부대에서 약 20제(齊)를 마셨으나 낫지 않습니다. 나

머지는 원서(爰書)와 같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84)

⑤  □이에 무술(戊戌)에 두통, 오한, 열의 병증이 있어 일어날 수가 없었다.85)

⑥ □□계해(癸亥)에 두통, 오한, □의 병증이 있어 일어날 수 없었다.86)

⑦ □두통, 오한, 열로 약 5제(齊)를 마셨으나 차도가 없었다.87)

7

두통ㆍ팔다리 가

누지 못함

①  제 24봉수의 졸(卒) 고자당(高自當) 4월 7일에 두통ㆍ팔다리 가누지 못하

는 병에 걸렸다.88)

② □해(□亥) 졸(卒) 두충(杜充) 두통ㆍ팔다리 가누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89)

2

복통ㆍ팔다리 가

누지 못함

○  원강(元康) 2년 2월 경자(庚子) 삭(朔), 을축(乙丑)에 좌전만세(左前萬世) 

봉수의 장(長) 파호(破胡)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후관(候官) 당일 심복(心

腹)과 팔다리 가누지 못함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90)

1

상한ㆍ두통ㆍ팔

다리 가누지 못함

○  병들어 쏟아져 흘러내림이 그치지 않다. 을유(乙酉)에 상한(傷寒), 두통, 반

만(潘滿)?, 팔다리 가누지 못하다.91)
1

상한(傷寒)ㆍ두

통ㆍ음식 섭취 

못함

○  □서(□西) 안국리(安國里) 손창(孫昌) 당일 상한(傷寒), 두통, 음식 섭취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92)
1

81) 『居延漢簡釋文合校』 4.4B, “第卅一燧卒尙武四月八日病頭恿寒炅飮藥五齊未愈.”

82) 위의 책, 27.1A, “□□陽□□里□□□□□病頭恿寒炅不能飮.”

83) 위의 책, 49.18, “□□宜和里謝寇乃己酉病頭恿寒炅不能.”

84) 위의 책, 52.12, “當遂里公乘王同即日病頭恿寒炅小子與同燧 飮藥廿齊不偷它如爰書敢言之.”

85) 위의 책, 114.19A, “□乃戊戌病頭痛寒炅不能.”

86) 『居延新簡』 E.P.T51:21, “□□癸亥病 頭疼寒□未能.”

87) 위의 책, E.P.T59:269, “□頭痛寒熱飮藥五齊不愈.”

88) 『居延漢簡釋文合校』 4.4A, “第廿四隧卒高自當以四月七日病頭恿四節不擧.”

89) 『敦煌漢簡釋文』 1823, “□亥卒杜充病頭痛四節不與不能.”

90)  『居延漢簡釋文合校』 5.18, 255.22, “元康二年二月庚子朔乙丑左前萬世燧長 破胡敢言之候官

即日疾心腹四節不擧.”

91) 『居延新簡』 E.P.T22:280, “病泄注不息乙酉加傷寒頭通潘滿四節不擧.”

92) 위의 책, E.P.T59:157, “□西安國里孫昌即日病傷寒頭痛不能飮食它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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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만(匈滿)ㆍ두통 ○ 오봉(五鳳) 3년 12월 경술(庚戌) 흉만(匈滿), 두통의 병에 걸렸다. □□93) 1

양비옹종(兩脾雍

腫)ㆍ흉협장만(匈

協丈滿)ㆍ음식 섭

취 못함

○  건무(建武) 3년 3월 정해(丁亥) 삭(朔), 기축(己丑)에 성북(城北) 봉수의 

장(長) 당(黨)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2월 임오(壬午)에 흉협장만(匈協丈

滿), 음식 섭취 못함의 증상이 있습니다.94)

1

열ㆍ장벽(腸辟) ○ □열, 장벽(腸辟)으로 사망하다.95) 1

상한(傷汗)ㆍ오한

과 열ㆍ두통ㆍ번

만사지(煩滿四支)

○  경오(庚午) 삭(朔) 신사(辛巳) 탄원(吞遠) 사리(士吏) 융(戎) 감히 말씀드립

니다. 상한(傷汗), 오한과 열, 두통의 증상이 있는데, 당일 번만사지(煩滿四

支)의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96)

1

합계 16

위의 표에 보이는 거연한간과 돈황한간에 나타나는 복합 병증을 보면 두

통ㆍ오한ㆍ열이 7회, 두통ㆍ팔다리 가누지 못함(四節不擧)이 2회, 복통(心

腹)ㆍ팔다리 가누지 못함(四節不擧)이 1회, 상한ㆍ두통ㆍ팔다리 가누지 못

함이 1회, 상한(傷寒)ㆍ두통ㆍ음식 섭취 못함이 1회, 흉만(匈滿)ㆍ두통이 1

회, 양비옹종(兩脾雍腫)ㆍ흉협장만(匈協丈滿)ㆍ음식 섭취 못함이 1회, 열(

炅)ㆍ장벽(腸辟)이 1회, 상한(傷汗)ㆍ오한ㆍ열ㆍ두통ㆍ번만사지(煩滿四支)

가 1회로 나타나고 있다. 

복합 병증 가운데 단일 병증에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은 흉만(匈滿), 음식

섭취 못함(不耐食), 번만사지(煩滿四支)의 세 가지 병과 병증이다. 이 가운

데, 돈황한간석문(敦煌漢簡釋文): 1197에 보이는 ‘흉만(匈滿)’과 거연신간

E.P.T22:80에 보이는 흉협장만(匈協丈滿)은 동일 증상으로, 장중경(張仲景)

의 『상한론(傷寒論)』 소양증(少陽證)에서는 이 증상에 대해 한사(寒邪)가 안

에 침투해 비위(脾胃)를 손상시키는 질병으로 서술하고 있어(孫其斌·蘇建

兵,2002: 18), 이 역시 내과 질환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내식(不耐

93) 『敦煌漢簡釋文』 1197: 釋MC.1026, “五鳳三年十二月庚戌病匈滿頭痛□□.”

94)  『居延新簡』 E.P.T22:80, “建武三年三月丁亥朔己丑城北燧長黨敢言之, 迺二月壬午病加兩脾

雍種(腫)匈協丈(脹)滿不耐食.”

95) 『居延漢簡釋文合校』 462.1, “□炅腸辟死.”

96) 『居延新簡』 E.P.T59:49A, “庚午朔辛巳吞遠士吏戎敢言, 傷汗寒熱頭恿即日加煩滿四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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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은 음식 섭취가 불가능함을 표시한 병증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번만사

지(煩滿四支)’의 ‘번만(煩滿)’은 ‘번만(煩懣)’으로도 쓰는데, 『황제내경』 소문

편(素問篇) 평열병론(評熱病論)에서는 “땀이 나면서 몸에 열이 나는 것을 ‘풍

(風)’이라고 하고, 땀이 나면서도 가슴의 답답함[煩滿]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궐(厥)이라고 한다”97)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지의 답답함이 풀어지지 

않는 ‘몸살’을 말하는 내과 질환의 병증임을 알 수 있다.

복합 병증을 증상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 간략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5>. 

표	15.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복합	질병ㆍ병증	간략표
Table	15.	The	complex	diseases	and	symptoms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병증 두통

오한ㆍ

열

寒炅

열
사절불거

四節不擧

번만사지

煩滿四支

상한

傷寒ㆍ

傷汗

심복

心腹

흉만

匈滿

양비옹종

兩脾雍種

음식섭취 

못함

不耐食

장벽

腸辟 합계

개수 13 8 1 4 1 3 1 2 1 2 1 37

<표 15>에 나타난 것처럼 복합병증을 그 증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

다. 복합병증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사졸들을 괴롭혔던 증상은 두통(13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감염 등에 기인하여 체온조절중추가 제 역

할을 하지 못해 추위와 열이 나타나는 오한과 열(寒炅: 8회)ㆍ열(炅: 1회)과 

같은 병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차례대로 사지(四肢)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

하는 사절불거(四節不擧: 4회)와 외감열병 증상인 상한(傷寒ㆍ傷汗: 3), 내과 

질환 계통인 심복(心腹: 1회), 흉만(匈滿: 2회), 몸살에 해당하는 번만사지(煩

滿四支: 1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과 질환인 양비옹종(兩脾雍種: 1회), 음

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불내식(不耐食: 1회), 이질인 장벽(腸辟: 1회)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외상이 가장 많았던 단일병증과는 차이가 있으며, 두통과 열, 팔

97) 『黃帝內經』 素問, 評熱病論, “汗出而身熱者, 風也, 汗出而煩滿不解者, 厥也. 病名曰風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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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증상 등 외감열병과 관련된 병증이 복합병증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한대�하서지역�간독에�나타나는�질병과�병증�분석

지금까지 『거연한간』, 『거연신간』, 『돈황한간』에 나타나는 질병과 병증을 

단일 질병ㆍ병증, 복합질병ㆍ병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특징을 살

펴보았지만 이를 합하여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 

표	16.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질병과	병증98)

Table	16.	The	diseases	and	symptoms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부상 부위 사료 합계

외상(外傷)

머리·오른손: (149.19, 511.20), 『敦煌漢簡』 2738

오른 손가락: 13.6

오른쪽 넓적다리: 118.18

오른쪽 [角立]: 35.22A

기타 외상: 6.8, 133.15, 148.45, (231.98, 231.97), 181·9, 45.7A, 『敦煌

漢簡』 233, 『敦煌漢簡』 1996, 『敦煌漢簡』 2850, 『敦煌漢簡』 455, 『敦煌漢

簡』 1916

18

두통

4.4A, 4.4B, 27.1A, 49.18, 52.12, 114.19A, 59.37, 142.27, 283.007, 

283.007, 『居延新簡』 E.P.T22:280, 『居延新簡』 E.P.T59:157, 『居延新簡』 

E.P.T59:49A, 『居延新簡』 E.P.T51:21, 『居延新簡』 E.P.T59:269, 『敦煌漢

簡』 1823, 『敦煌漢簡』 1197, 

17

상한

(傷寒ㆍ傷汗)

4·4A, 4·4A, 136.3, 437.23, 44.23, 46.9A, 257.6A, 265.43, 『敦煌漢簡

釋文』 2305, 『居延新簡』 E.P.T59:157, 『居延新簡』 E.P.T59:49A, 『居延新

簡』 E.P.T22:280, 

12

오한과 열

(寒炅)

4.4B, 27.1A, 34.25, 49.18, 52.12, 114.19A, 『居延新簡』 E.P.T59:49A, 『居

延新簡』 E.P.T51:21, 『居延新簡』 E.P.T59:269, 
9

팔, 다리 움직이지 못함

(四節不擧)

4.4A, (5.18, 255.22), 239.59, 『居延新簡』 E.P.T22:280, 『敦煌漢簡釋文』 

1823, 
6

심복(心腹) 5.18, 255.22 211.6A, 211.6B, 275.8, 『居延新簡』 E.P.T50:2, 6

98)  이 표에서는 『居延漢簡釋文合校』는 책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敦煌漢簡釋文』과 『居延新簡』

의 경우에만 책명을 표시하였다.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다른 簡에 같은 내용이 적힌 경

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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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복장만

(心腹丈滿)
4.4A, 293.5, 242.21, 3

옹종(臃腫) 311·8, 272.35, 2

온(溫) 7.31, 395.1, 2

양거전급

(兩胠箭急)
4.4B, 4.4B, 2

장벽(腸辟) 462.1, 504.9, 2

음식섭취 못함

(不耐食)
『居延新簡』 E.P.T22:80, 『居延新簡』 E.P.T59:157, 2

돌연사(暴病) 103·14, 1

흉협장만

(匈協丈滿ㆍ匈滿)
『居延新簡』 E.P.T22:80, 『敦煌漢簡釋文』 1197, 2

양비옹종

(兩脾雍腫)
『居延新簡』 E.P.T22:80, 1

열(炅) 462.1, 1

번만사지

(煩滿四支)
『居延新簡』 E.P.T59:49A, 1

합계 87

<표 16>에 나타난 것처럼, 거연한간과 돈황한간에 나타난 병명과 병증 가

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18차례나 보이는 외상이다. 또한, 외상 다음으

로 많이 나타난 병증은 17번 나타나는 두통이다. 두통은 오한과 열(寒熱, 寒

炅), 사절불거(四節不擧), 상한(傷寒), 번만사지(煩滿四支) 등의 증상에 동반

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외감열병의 병증들인 상한(

傷寒ㆍ傷汗)이 12회, 한경(寒炅)이 9회, 경(炅)이 1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절불거(四節不擧)가 6회, 번만사지(煩滿四支)가 1

회 나타난다. 다음으로 내과 질환이거나 병증이라고 여겨지는 심복(心腹)이 6

회, 심복장만(心腹丈滿)이 3회, 양거전급(兩胠箭急)이 2회, 흉만(匈滿)이 2회 

나타나고, 피부과 질환으로 여겨지는 양비옹종(兩脾雍腫)이 1회,  옹종(臃腫)

이 2회 나타나고, 급성 점염병인 온(溫)이 2회, 전염병인 이질(痢疾)로 생각되

는 장벽(腸辟)이 2회, 돌연사를 나타내는 폭병(暴病)이 1회, 음식을 섭취 못

하는 불내식(不耐食)이 2회 나타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연한간』,  『거연

신간』,  『돈황한간』에 보이는 병명과 병증의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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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상이 질병이나 병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외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표 1>를 통해 살펴본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외상 전체 

18사례 가운데 무려 9사례가 전쟁이나 작업 중에 다친 것이 아닌 병사들 상

호간의 검 등을 이용한 싸움에 기인하고 있다.99) 하서지역에서 출토된 한간

에 보이는 외상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졸 상호간의 싸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례로는 이졸(吏卒) 함하양(函何陽)이 동군(東郡) 반수리(畔

戍里) 출신의 이졸(吏卒) 근귀(靳龜)에게 오른쪽 손가락(13.6)과 오른쪽 넓적

다리(118.18)에 검상을 입히고, 13봉수의 군졸 고봉(高鳳)이 서무(徐武)를 싸

워서 상해시키고(133.15) 있는 사례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병

사들의 병장기를 동원한 싸움과 그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밝혀진 외상의 절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전장의 최전방이 주는 긴장감과 과도한 경계와 

노동, 열악한 보급, 그리고 그로 인한 영양부족 등의 조건이 모두 합쳐 만들어

졌을 병사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극심했음을 시사한다.100)

두 번째는 두통이 전체 병증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의 상당부

분은 현지 기후의 특색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연과 돈

황 지역은 겨울에 심하게 춥고, 여름에 무덥고 가물며, 일교차와 연교차가 매

우 심한 기후이다. 이러한 기후에 대해 실제 거연한간에서도 하서지역의 기

후환경에 대해 “땅은 열기가 심하고, 모래가 많고, 겨울에는 크게 춥다”101)고 

묘사하고 있다. 거연과 돈황 지역에 배치된 병사들이 대부분 제국의 내지로

99)  『居延漢簡釋文合校』 13.6, 118.18, 133.15, 148.45, 231.98, 231.97, 484.64, 『敦煌漢簡釋文』 

233, 『敦煌漢簡釋文』 2850.

100)  우선 변경 戍卒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흉노 등의 침입에 대비하여 亭隧를 지키며 적정을 

정찰하는 것이었는데, 簡文 24·1의 候長 武光과 候史 拓이 第 30樓에서 燧의 北界와 天

田까지의 出入 흔적을 상부에 보고한 簡이나 257·19의 吏卒 董益, 王口, 王相 등이 자신

들이 맡은 구역에 침입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한 簡을 보면 경계와 순찰이 이들 수졸들의 

중요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戍卒들은 다양한 노동에 종사했는데 居延漢簡 267·17

과 (267·22에서는 수졸들이 ‘邸’와 ‘閣’ 등에 대한 ‘守’로 표현되는 경계, ‘養’으로 표현되

는 취사, ‘助’로 표현되는 園囿에서의 농업 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고 이 밖에도 木工과 舂
(『居延新簡』 E.P.T65:422), 문서전달(『居延新簡』 E.P.T51:14)을 담당하였다(陳直, 2009; 

同, 1980; 김경호, 2011). 

101) 『居延漢簡釋文合校』 1865A, “地熱ㆍ多沙ㆍ冬大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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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서북지역에 차출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102) 서북지역의 열악한 환경은 

두통과 같은 병증의 발병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王振亞, 

1999: 100), 손쉽게 진통제를 구할 수 없었을 당시의 환경을 추론하면 그 고통

의 극심함은 미루어 짐작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였을 것이다. 

세 번째로 외감열병과 관련된 증상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외감열병은 한

간에서는 상한(傷寒ㆍ傷汗)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하서 지역 발견 질병ㆍ병

증 한간 전체 89사례 가운데 상한은 11차례에 불과하지만, 한경(寒炅: 9회), 

경(炅: 1회)의 증상은 상한에 동반되는 주요 증상이고, 두통(17회), 사절불거

(四節不擧: 6회), 불내식(不耐食: 2회), 경(炅: 1회), 번만사지(煩滿四支: 1회) 

증상은 상한에 동반할 수도 있는 증상임을 고려할 때 감기와 독감, 폐렴 등의 

외감열병이 일으키는 복합증상이 복합증상 가운데에서는 사졸들을 가장 힘

들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병명보다는 병증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상한, 장벽(腸辟), 옹종(雍腫) 등의 병명이라고 생각되

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두통, 한경(寒炅), 사절불거(四節不擧), 심복(心腹), 심

복장만(心腹丈滿), 온(溫), 폭병(暴病), 흉만(匈滿), 불내식(不耐食), 경(炅), 

번만사지(煩滿四支) 등은 모두 광의의 포괄적인 병명이거나 아픈 부위만을 

언급하거나 병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병명이 제대로 나

타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병명이나 병증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한간

에 나타나는 사졸들의 빈번한 사망103) 기사와 함께 당시의 낮았던 의료지식과 

102)  漢代 士卒들은 東郡, 河東郡, 河內郡, 上黨郡, 東郡郡, 陳留郡, 南陽郡, 魏郡, 張掖郡, 潁川

郡, 淮陽郡, 汝南郡, 濟陰郡, 大河郡 등에서 징발되고 있으며, 魏郡과 張掖郡의 사람이 비

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濟陰郡, 汝南郡, 淮陽郡, 南陽郡, 潁川郡 등은 

소위 中原지역에 위치했고, 오직 張掖郡만이 西北에 위치한 郡縣이었다. 漢代에  士卒은 

漢의 48개 郡, 182개 縣, 674개의 里로부터 차출되었다고 한다(何雙全, 2004: 129-130). 

103)  士卒이 전사하거나 다른 이유로 사망하게 되면 漢 政府는 葬殮의 책임을 지고, 棺木 등을 

제공하고, 망자의 衣物을 登記하고 冊에 기록하여 그 家鄕에 보냈다. 出土簡文에는 士卒死

後 葬殮에 대한 기재가 대단히 많다. 『居延漢簡釋文合校』 9783: 合.甲附19, “元康元年八月

癸卯朔壬申□□隧長則敢言之謹移卒病死爰書 □敢言之.”; 7·31, “壽王敢言之, 吏卒巨鹿

廣阿臨利里潘甲疾溫不幸死, 謹與□□櫘櫝參契堅約刻書名, 縣爵里櫘敦參辨券書其衣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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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졸들이 처해야 했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대변해준다.104) 

3. 질병 보고체계와 치료방법

2장에서는 한제국의 서북 변경인 하서지역, 특히 거연과 돈황 지역에 근

무했던 사졸들의 질병과 병증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병사들을 고통스럽게 하

던 질병과 병증의 순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한대 하서

지역, 구체적으로는 거연과 돈황 지역에 근무했던 사졸들의 질병을 다루었던 

제국 변경의 질병 보고체계를 기존의 연구 성과와 간독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하고, 이와 아울러 질병에 걸린 사졸들에게는 어떤 치료방법들이 사용되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제국의 거연이나 돈황지역에 주둔한 사졸들은 열악한 자연조건에 노출

되어 있으면서 이와 동시에 전투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고된 잡역을 감당

해야 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장기간의 전투태세에서 오는 정신적 압력

과 함께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사졸들의 부상이나 사망 위협을 높였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졸들의 건강을 보장하여 군대 전투력을 유지해야 했

던 한제국의 입장에서는 사졸들의 상병(傷病)을 치료할 의료체계와 의료기구

가 요구되었을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 출토된 거연한간과 돈황한

간 가운데는 하서 변경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의료체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

료들이 일부 보이는데, 이를 중심으로 하서지역에서는 이졸(吏卒)들의 질병

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의료체계를 통해 이를 보고하고, 어떤 수단으로 질병

을 치료했는가를 살펴보자.

261·27, “死卒錢二百卅.”; 287·24, “吏卒□得安國里毋邱建國病死, 官襲一領, □一兩, 

錢二百卅.”; 7·31, “□彗櫝參絜約刻書名縣爵里彗敦參辨券書其衣器所以收.”; 287·24, “

吏卒觻得安國里毋封建國病死, 官襲一領, 錢二百卌.”; 267·4, “甲渠候官五風四年成卒病

不幸死用槽櫝帛案致.”

104)  薛英群은 西北 邊郡 防禦系統은 비록 당시 기초적인 醫療制度를 가지고 있었으나 신분

에 따른 치료의 차별, 의사와 약품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薛

英群, 1991,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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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간 등을 살펴보면 전염병과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군리(軍吏)

와 군졸(軍卒)의 상병(傷病)은 그 처리방법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군

리에게 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대는 상급부대에 즉각 보고했어야 했음

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실례로, 거연한간 감로(甘露) 2년(B.C.52)과 3

년(B.C.51)의 자료에는 ‘후사(候史)’가 자신의 두통을 보고한 기록이 있고,105) 

거연신간에는 건무(建武) 3년(A.D.27) 3월에 성북(城北)의 수장(燧長)이었던 

군리(軍吏) 당(黨)이 2월 임오(壬午)에 자신이 ‘양비옹종(兩脾癰腫)’, ‘흉륵지

만(胸肋支滿)’, ‘불내식음(不耐食飮)’이라는 복합증상으로 해당 직무를 감당

하기 힘든 상황임을 보고하고 있다.106)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수장(燧長)이나 

후사(候史)와 같은 군리들의 경우 질병이나 병증이 나타나면 상급부대에 즉

각 알렸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군졸과 달리 군리는 신속한 치료를 통해 빠른 

군무복귀를 지원하고, 여의치 않으면 대체자의 지정이나 파견 등을 통한 지

휘체계의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급부대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했던 군리들과 달리 군졸들의 일반적인 

상병(傷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명부의 

구체적인 상황은 남아있지 않지만 거연한간 9825의 “건소(建昭) 6년 정월 신

미(辛未)날의 병졸(病卒)들의 명부”107)와 같은 기록을 참고하면 수( : 봉수)

와 같은 단위 부대들은 상병 상황을 일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108) 

또한 이렇게 일 단위로 기록된 부대 상황 기록은 매 월 단위로 상급 부대에 

105)  『居延漢簡釋文合校』 283.7 甘露二年十一月丙戌朔己丑候史奉親敢言之即日病頭痛, 甘露

二年十二月丙辰朔甲子候史奉親敢言之乃十一月; 甘露三年七月壬午朔壬寅候史奉親敢言

之即日病頭痛; 甘露三年八月壬子朔乙□候史奉親敢言之乃七月

106)  『居延新簡』 E.P.T22:81, “建武三年三月丁亥朔已丑, 城北燧長黨敢言之, 乃二月壬午病加兩

脾雍(癰)種(腫), 匈(胸)肋支滿, 不耐食飮, 未能視事, 敢言之.”

107) 『居延漢簡釋文合校』 乙附15, “● 建昭六年正月辛未病卒名籍.”

108)  居延漢簡과 敦煌漢簡의 일부 簡牘들은 士卒들의 작업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작업현황을 

기록한 간독은 대개 해당 부대 단위의 총인원과 각 작업에 배당한 인원수, 그리고 병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수를 기록하고 있어 각 단위별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환자가 있었는가

를 파악할 수 있다. “辛亥, 卒冊七人, 其二人病, 三人養十四人作堡, 九人畫沙, 九人累土, 定

作冊二人(『居延漢簡釋文合校』 306·21).”이나 “□二日, 三人作□, 三人養, 三人病□(『居

延新簡』 E.P.T40:139)”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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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죽간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준다.

 

①  건소(建昭) 6년 정월 12월 전체의 군리의 병 및 직무 관련 문서

(46.17B)109)

②  일인은 □장(□長)이고, 일인은 목공(木工)작업, 26인은 휴식하

고 작업하지 않으며, 일인은 경계□, 삼인은 취사, 일인은 □□, 

일인은 병중이다(46.18).”110)

위의 간독들은 건소(建昭) 5년(B.C.34) 12월의 해당 단위 부대의 목공, 경

계, 취사와 같은 작업과 질병을 포함한 제반 부대원의 운영상황을 건소(建昭) 

6년(B.C.33) 정월에 상급부대에 보고한 자료이다. 이 가운데, “12월 전체(盡

十二月)”의 표현을 고려할 때 연속되는 두 개의 간독인 ①, ②는 병졸(病卒)

의 상황을 포함한 단위부대 상황이 정기적으로 상급부대에 보고되었음을 알

려준다.111)

이렇게 질병 상황을 포함한 소속 부대의 상황을 상급부대에 정기적으로 보

고하는 것은 각 단위의 전투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

이었겠지만, 질병 관리의 측면에서는 전염병과 같은 집단 감염의 징후를 파

악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실제 한간에는 집단 발병의 사례가 

적지 않다. 거연한간 120.82의 “팔십칠인병(八十七人病)”이라는 사례는 전체 

어느 규모의 병사 가운데 87인이 병자인자는 알 수 없지만 질병에 걸린 사졸

이 한 부대에 상당수임을 알 수 있으며, 286.2간(簡) 역시 작업자 60명에 병

자 20으로 병자가 전체 작업자 수의 ⅓로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 이와 관련하

109) 『居延漢簡釋文合校』 46.17B, “建昭六年正月  盡十二月吏病及視事書卷.”

110) 위의 책, 46.18의 “其一□長  一人木工  廿六休不作 一人守□ 三人養 一人□□ 一人病.”

111)  하급부대의 상급부대에 대한 士卒 상황보고는 일일보고와 월간보고가 있었는데, 日 혹은 

月마다 病卒名籍 및 의료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李振宏, 2006: 374). 

이외에도 다음의 간독들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居延漢簡釋文合校』 8.1A, “陽朔二年正

月 盡十二月吏病及視事書卷.”; 8.1B, “陽朔二年正月 盡十二月吏病及視事書卷.”; 227.26, 

“官初元五年八月病卒名籍□出.”; 45.15, “●鉼庭受廿三部五鳳四年三月病卒名籍”을 참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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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문(簡文)에서도 “금년에 졸(卒)들이 병이 많다”라고 기재하고 있다.112)

또한, 한 부대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운데 일부는 전염병이나 식

중독과 같은 집단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거연한간에 보이

는 “열과 장벽(腸辟)으로 죽었다”,113)라거나 “4월 무인(戊寅)에 병들어 장벽

(腸辟)의 증상이 있었으나 경진(庚辰)에 치료되었다”114) 등과 같은 기사에는 

모두 ‘장벽(腸辟)’이라는 질병이 나타나는데, 논자들은 이 질병이 『황제내경(

黃帝內經)』 소문(素問)편에 보이는 ‘장벽(腸澼)’으로 현재의 이질(痢疾)에 해

당한다고 보고 있다(于豪亮, 1961: 452). 전염병의 전파는 집단생활의 하는 

일선부대의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변경의 일선 부

대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감염 사실의 즉각적인 보고와 이에 수반한 적절한 조

치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연한간에는 병이 발생한 년, 월, 일

과 병의 치유 여부에 대한 보고를 율령과 같이 하라115)는 독촉 명령이 내려지

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질병관리는 한제국 하서 변경 부대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질병의 보고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그 정황은 거연한

간에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실례로 거연신간 E.P.T22:81과 E.P.T22:82

간(簡)은 그 내용이 연속되면서 성북(城北) 수장(燧長) 당(党)의 질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위부(都尉府)에 보고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보면 건

무(建武) 3년 3월 정해삭(丁亥朔) 기축(己丑)에 성북(城北) 수장(燧長) 당(黨)

은 자신이 2월 임오(壬午)날부터 양비옹종(兩脾癰腫), 흉륵지만(胸肋支滿), 

불내식음(不耐食飮)의 상태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116) 당(黨)의 보고를 받

은 직속 상관 후장(候長) 광(匡)은 3월 정해삭(丁亥朔) 신묘(辛卯)에 즉시 도

112)  『居延漢簡釋文合校』 286·2, “初作, 其九人養, 二人作長. 今年卒多病, 率日廿人病, 定做

六十人.”

113) 위의 책 462.1, “□炅腸辟死.”

114) 위의 책 504.9, “四月戊寅病腸辟, 庚辰治□.”

115) 『居延漢簡釋文合校』 58.26, “病年月日署所病偷不偷報名籍候官如律令.”

116)  『居延新簡』 E.P.T22:81, “建武三年三月丁亥朔已丑, 城北燧長黨敢言之, 乃二月壬午病加兩

脾雍(癰)種(腫), 匈(胸)肋支滿, 不耐食飮, 未能視事, 敢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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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都尉府)에 이를 보고하고 의(醫)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117) 이

를 통해, 하서 변경의 군부대에서는 수(隧)―후장(候長)―부(府: 都尉府)의 계

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병세에 따라 도위부에 배치된 의

(醫)가 일선 부대에 파견되어 질병을 치료했음을 알 수 있다. 

도위부에 배치된 의(醫)가 사졸들의 질병을 치료한 사례로는 의(醫) 송창(

宋昌)이 36수(燧)의 수장(燧長) 사마장(司馬章)의 질병을 음약(飮藥)으로 치

유한 사례를 들 수 있다.118) 『한서』에도 변경 지역에 의(醫)가 배치되었을 가능

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있는데, 문제(文帝)시기에 조착(晁錯)이 민(民)을 

초모(招募)하여 변경에 이주시키고 여기에 의(醫)와 무(巫)를 두어 질병을 살

피게 하라고 하고 있다.119) 또한 변경에 배치된 의(醫) 역시 등급이 있었을 가

능성이 있는 보인다. 거연한간 49·31은 지워진 글자가 많아 전체 내용을 정

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장(燧長) □가 질병에 걸리자 수일 후에 부

의(府醫)가 내도하여 약(藥) 한 제(齊: 劑)를 음용하게 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으로 보인다.120) 또한 앞서 살펴본 『거연신간』 E.P.T22:81과 E.P.T22:82에서 

도위부에 부의(府醫)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반해 157·28의 임목후장(

臨木候長)이 보고한 관의(官醫) 장경(張卿)은 후(候)에 부속된 의(醫)일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121) 이렇게 본다면 한대 변경 지역의 의(醫)는 부의(府

醫)―관의(官醫)의 구별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

는 간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출토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거연한간 257·6A의 “제 8수( 수)의 졸(卒) 송□(宋□)이 상한병(傷

117)  위의 책, E.P.T22:82, “三月丁亥朔辛卯, 城北守候長匡敢言之, 謹寫移燧長黨病如書牒, 敢

言之. 今言府, 請令就醫.” 

118) 『居延漢簡釋文合校』 103·41, “爲故第卅六燧長司馬章所傷, 醫宋昌治飮藥.”

119)  『漢書』 晁錯傳, “置器物焉, 民至有所居, 作有所用, 此民所以輕去故鄕而勸之新邑也. 爲置

醫巫, 以救疾病.” 

120)  『居延漢簡釋文合校』 49·31, “當曲卒屈樊子, 正月□日病, 四日官不□□□□後三日萬歲燧

長□, 久背□□□所□□後數日府醫來到, 飮藥一齊(劑), 置□□.”

121)  臨木侯長의 보고에 등장하는 官醫 張卿은 『居延漢簡釋文合校』 157·28, “臨木候長報官醫

張卿卿前許爲問事至今未蒙敎”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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汗病)에 걸려 약 10제(齊)을 마셨으나 (차도가 없어) 계미(癸未)에 의(醫)가 

왔다.”122)라는 기사를 참고하면, 상한(傷汗)과 같은 사졸들의 질병에는 일단 

봉수와 같은 일선 단위 부대에 비치된 약 등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차도가 없

는 경우에 의(醫)가 파견되어 사졸들을 치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의사가 파견되어 사졸들의 질병을 치료한 경우에는 진단서가 작성되었던 것

으로 보이는데, 거연한간 7.22의 “병서일편감언(病書一編敢言)”, 26.22의 “갑

거후관병서(甲渠候官病書)”, 512.27의 “병원서(病爰書)” E.P.T59:80의 “병진

원서(右病診爰書)”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 병서(病書)에는 병을 앓는 사졸의 이름, 부대, 상급 기간에 질병을 알

린 시간, 병에 걸린 시간, 질병의 상태, 약제의 분량과 치료효과 및 간호 정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들 병서들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

장 오래된 고대 중국의 ‘진료기록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병서를 모아보면 사졸들이 질병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122) 『居延漢簡釋文合校』 257·6A, “第八 卒宋□病傷汗, 飮藥十齊, 癸未醫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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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질병	치료방법
Table17.	The	treatment	of	disease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치료수단 간독 자료 개수

침

① 오래되어 정강이에 침 20군데를 놓았다.123)

② 정월 임오(壬午) 오른쪽 발에 융□(癃□)의 병이 들어 침을 놓았다.124)

③ □……배에 한 방의 침을 놓았다.125)

3

고약
○  창읍(昌邑) 방사리(方士里) 진계(陳係) 12월 계사(癸已)에 머리와 오른손을 다

쳐 고약을 발랐다.126)
1

환약
○  당북(當北) 봉수의 졸(卒) 풍무호(馮毋護) 3월 을유(乙酉)날에 배가 아파 환약

(丸藥) 35알을 복용했다.127)
1

가루약 ○ 심복(心腹) [설사를] 멈추는 약(藥)으로 비물부(非物負) 1산(算)을 쓰다.128) 1

탕약

①  제 31봉수 졸(卒) 상무(尙武) 4월 8일 두통과 오한, 열이 나는 증상의 병이 들어 

약 5제(齊)를 마셨으나 낫지 않는다.129)

②  제 10봉수의 졸(卒) 고동(高同) 상한(傷汗)의 병이 들어 약 5제(齊)를 마

셨다.□130)

③ 그 수일 뒤에 부의(府醫)가 와서 약 한 제(齊)를 마시게 하고 □에 두었다.131)

④  제 8봉수의 졸(卒) 송□(宋□)이 상한(傷汗)의 병이 들어 약 10제(齊)를 마셨다. 

계미(癸未)날에 의(醫)가 갔다.□132)

⑤  6월에 상장(傷髒)의 병이 들어 약(藥) 10제(齊)를 마셨다□.133)

⑥  당수리(當遂里)의 (爵이) 공승(公乘)인 왕동(王同)이 즉일로 두통과 오한, 열

의 병증이 있어 같은 부대에서 약 20제(齊)를 마셨으나 낫지 않습니다. 나머지

는 원서(爰書)와 같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134)

⑦  □약 30제(齊)를 마셨으나 낫지 않는다. 8월 기(己)…에 이르러□□□□부(府)

의□원서(爰書)□□.135)

13

123) 『居延漢簡釋文合校』 159.9A, “久脛刺廿鍼.”

124) 『居延新簡』 E.P.T56:339, “正月壬午病左足癃□刺.”

125) 위의 책, E.P.T43:106, “□……一所刺腹一.”

126)  『居延漢簡釋文合校』 149.19, 511.20, “昌邑方與士里陳係 十二月癸已病傷頭右手傅膏藥.”

127) 위의 책, 275·8, “當北燧卒馮毋護三月乙酉心腹丸藥卅五.”

128) 『居延新簡』 E.P.T50:2, “心腹止瀉藥非物負一算.”

129) 『居延漢簡釋文合校』 4.4B, “第卅一隊卒尙武四月八日病頭恿寒炅飮藥五齊未愈.”

130) 위의 책, 265.43, “第十 卒高同病傷汗 飮藥五齊□.”

131) 위의 책, 49.13, 49.31, “後數日府醫來到飮藥一齊置□.”

132) 위의 책, 257.6A, “第八 卒宋□病傷汗, 飮藥十齊, 癸未醫行□.”

133) 『居延新簡』 E.P.T9:3, “六月病傷髒藥十齊□.”

134)  『居延漢簡釋文合校』 52.12, “當遂里公乘王同即日病頭恿寒炅小子與同隊 飮藥廿齊不偷它
如爰書敢言之.”

135) 『居延新簡』 E.P.T43:251, “□藥卅齊不偸至八月己□ □□府□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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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상한(傷寒)에 복용하는 네 가지는 조훼(鳥喙) 10푼(分), 세신(細辛) 6푼(分), 

술(術) 10푼(分), 계(桂) 4푼(分)이다. 따뜻하게 끓여 하나의 도규(刀刲)?를 마

시는데, 낮에 세 번, 밤에 두 번이다.136)

⑨  일명 홑옷을 입고 추위에 노출된 것으로, 추위에 노출되면, □□라고 한다. 

□탕약을 □중에 두고 끓이는데, 위□에 끓이고, 끓이데 마시지 않는다.137)

⑩ 대황(大黃) 10푼(分), 반하(半夏) 5푼, 길경(桔梗) 4푼.138)

⑪ 열을 다스리고 없애는 데는 방패모(方貝母) 1푼(分) 길경(桔更) 3푼(分).139)

⑫  7월 이졸(吏卒) 9인이 병들었는데 약(藥)을 마시고 차도가 있으면 그 명적(名

籍)을 부(府)에 이르게 하다.□140)

⑬ 잠시 설사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다시 약(藥)을 마신다.141) 6

기타

①  이전 제 36봉수의 장(長) 사마장(司馬章)이 상병(傷病)이 생겨 의(醫) 송창(宋

昌)이 음약(飮藥)으로 치료하였다.142)

②  임지(臨之) 봉수의 장(長) 위위부(威爲部) 시장에서 약을 구입해 관(官)에 이

르다.143)

③ □약(藥)이 채워진 전대.144)

④ 방어무기 장부……약(藥)이 채워진 전대□□145)

⑤ 약(藥)을 다스리다.146)

⑥ 약(藥)을 가진 사람을 보냄이 있다.147) 

합계 25

<표 17>에 나타난 것처럼, 거연한간, 거연신간, 돈황한간 전체를 통해 환자

의 질병을 다스리는 처치수단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25사례이다. 이들 사

례들은 그 처치 방법에 따라서 크게 침을 놓는 방법과 고약을 붙이는 방법, 그

리고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25사례 가운데 침 시술이 3

136)  『居延漢簡釋文合校』 89·20, “傷寒四物, 鳥喙十分, 細辛六分, 術十分, 桂四分. 以溫湯飮一

刀刲, 日三ㆍ夜再行.”

137) 위의 책, 136·40, “一名單衣受寒, □□言□湯藥置□中, 加沸, 湯上□, 湯不可飮.”

138) 『居延新簡』 E.P.T9:7A, “大黃十分, 半夏五分, 桔梗四分.”

139) 위의 책, E.P.T10:8, “治除熱方貝母一分桔更三分.”

140) 『居延漢簡釋文合校』 311.6, “七月吏卒病九人飮藥有廖名籍詣府.□.”

141) 『敦煌漢簡』 TH.1997, “須臾當泄下不下復飮藥.”

142) 『居延漢簡釋文合校』 103.47, “爲故第卅六隊長司馬章所傷病醫宋昌治飮藥.”

143) 위의 책, 286.11, “臨之 長威爲部市藥詣官.”

144) 위의 책, 506.1, “藥盛橐□.”

145)  위의 책, 506·1, “守禦器簿……藥盛橐□□.”

146) 『敦煌漢簡』 TH.2034, “冶藥”

147) 『敦煌漢簡』 TH.2451, “持藥人有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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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고약이 1사례,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21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치료수단 가운데 복약이 가장 압도적이고 보편적으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복약 방법 전체 21사례를 분석하면 구체적인 복약 방법을 알 수 없는 6사례

를 제외하면 환약(丸藥)이 1회,  가루약인 산약(散藥)이 1회, 탕약(湯藥)이 13

회로 탕약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148) 따라서 하서지역 병사들이 질

병치료에 가장 자주 이용한 것은 탕약임을 알 수 있는데, 탕약의 횟수는 1제

(齊: 49.31, 49.13), 5제(4.4B, 265.43), 10제(257.6A, 居延新E.P.T9:3), 20제

(52.12), 30제(居延新E.P.T43:251)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 265.43의 “제 

10수( )의 졸(卒) 고동(高同)이 상한병(傷汗病)이 들어 약(飮) 5제를 복용했

다”149)와 같은 사례들은 사졸들의 약 복용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150) 거연한

간에는 봉수의 수장이 사졸들의 질병에 대비하여 시장에 가서 약을 구입한 사

례가 기재되어 있고,151) 돈황한간에는 각 수(隧)에 약상자[藥函]가 있었음을 보

여주는 사례가 있다.15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변경 부대에는 부대 단위로 

약물을 비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축된 약물들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간독의 몇몇 사

례들을 보면 비축된 약물은 일상적으로 전래적인 처방을 통해 의(醫)의 직

접적인 처방 없이도 관행적으로 사졸들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

로 보인다. 실례로 상한(傷寒)에는 조훼(鳥喙) 10분(分), 세신(細辛) 6분, 술

(術) 10분, 계(桂) 4분을 써서 탕제로 만들어 낮에 세 번, 밤에 두 번 복용하

라는 거연신간E.P.T9:7A의 처방이나153) 열을 내리는 데에 방패모(方貝母) 1

148)  당시에 丸藥의 단위는 丸(275·8), 가루약의 단위는 散(『居延新簡』 E.P.T50:2), 湯藥의 단

위는 劑(4.4B 등)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149) 『居延漢簡釋文合校』 265.43 “第十 卒高同病傷汗 飮藥五齊□.”

150)  비축된 藥物의 計量은 대부분 ‘算’을 단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居延漢簡釋文合校』 

265·43, “第十燧卒高同病傷汗飮藥五齊.”; 『居延新簡』 E.P.T9:3, “六月病傷髒藥十齊□.”

151) 『居延漢簡釋文合校』 286·11, “臨之燧長威爲部市藥詣官封符八月戊戌平旦入.”

152) 『敦煌漢簡釋文』, TH.1823 “顯明隧藥函.”

153) 『居延新簡』, E.P.T9:7A, “大黃十分, 半夏五分, 桔梗四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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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길경(桔更) 3분을 쓰라는 E.P.T10:8의 처방154)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155)

마지막으로, 약과 침이 그 치료 빈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질병

의 성질에서도 일부 기인하겠지만 두 치료 수단의 접근성의 차이에서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침(針)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

(醫)의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당시 서북 변경의 실정은 모든 일선부대 의(醫)

가 파견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질병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

은 경우에는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수(燧)와 같은 소규모 부대 단위에서 며칠 

쉬거나 약을 복용하게 하고, 질병이 심한 경우에는 의(醫)를 파견하여 침(針)

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병의 호전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 글은 지금까지 하서지역에서 발견된 의약관련 간독 연구의 대부분이 의

학적 관점에서 개개 질병의 고증에 치우쳤던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약과 

관련된 간독 자료들을 질병ㆍ병증, 치료수단 등으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당시 하서 변경 지역의 사졸들이 어떤 질병ㆍ병증에 노출되었고, 어

떤 치료수단을 사용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단일 질병ㆍ병증과 복합 질병ㆍ병증으로 나누어 사졸들이 어떤 

질병에 주로 노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하서지역에서 발견된 의약관련 간독을 질병과 병증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154) 위의 책, E.P.T10:8, “治除熱方貝母一分桔更三分.”

155)  이외에도 『居延新簡』 E.P.T9:7A의 “大黃十分, 半夏五分, 桔梗四分”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어떤 질병에 대한 처방인지는 기술되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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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질병ㆍ병증	빈도표
Table	18.	The	disease	and	symptom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외과 내과 피부과
분류

불과
합계

질병

·

병증

외상

外傷
두통

상한

傷寒

傷汗

오한

과열

寒炅

열

炅

사절

불거

四節

不擧

번만

사지

煩滿

四支

심복

心腹

심복

장만

心腹

丈滿

양거

전급

兩胠
箭急

흉만

匈滿

음식

섭취

못함

不耐

食

장벽

腸辟
온

溫

옹종

臃腫

양비

옹종

兩脾

臃腫

폭병

暴病

계 18 17 12 9 1 6 1 6 3 2 2 2 2 2 2 1 1 87

<표 18>에 나타난 것처럼, 하서지역에서 출토된 한간(漢簡)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나는 질병ㆍ병증은 전체 87사례 중 18사례 나타나는 외상이다. 외상 

가운데서도 병장기를 동원한 병사들 상호간의 싸움이 많은 것은 전장의 최전

방이 주는 긴장감과, 고된 경계와 노동, 열악한 보급에 따른 인한 영양부족, 

그리고 이 모든 더해져 발생했을 만성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를 보면 전체 87사례 가운데 내과 질환이 65사례로 백분율로는 

74.7％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내과 질환 가운데서도 두통이 17

차례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감기와 독감, 폐렴 등과 같은 외감열

병의 당시 표현인 상한(傷寒)ㆍ상한(傷汗)이 12사례 나타난다. 감기와 독감

은 오한과 열(寒炅: 9회)과 열(炅: 1회), 그리고  몸살인 번만사지(煩滿四支: 

1회)를 직접적으로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내과 질환 65사례 가운데 

22사례, 비율로는 34％ 가까이가 감기, 독감 증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

는 병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졸들이 감기·독감 복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고통당했음을 시사한다. 내과 질환 가운데 감기와 독감, 그리고 두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거연과 돈황 지역의 겨울에 극심하게 춥고, 여름에 무

덥고 가물며, 일교차와 연교차가 매우 심한 기후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심복(心腹; 6회), 심복장만(心腹丈滿: 3회), 양거전급(兩胠箭急: 2

회), 흉만(匈滿: 2회)과 같은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의 질병 역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병하고 있다. 전염병으로는 이질인 장벽(腸辟)이 2회, 급성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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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온(溫)이 2회 보인다. 기타 사지가 늘어지는 사절불거(四節不擧: 6회)나 밥

을 먹지 못하는 불내식(不耐食: 2회) 등은 여러 질병에 부수하던 병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부과 질환으로 옹종(臃腫: 2회)과 양비옹종(兩脾臃腫: 1회)이 소수 

보이고, 갑작스러운 사망을 나타내는 폭병(暴病)이 1회 나타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서지역에서 발견된 의약관련 간독에는 구체

적인 병명보다는 ‘열’, ‘오한’, ‘음식 섭취 못함(不耐食)’ ‘팔다리를 가누지 못함

(四節不擧) 등과 같은 병증이 다수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낮았던 

의료상태와 변경 사졸들이 처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하서지역 한간에 나타나는 질병의 보고체계와 환자의 질병 치

료수단 살펴보았다. 우선 질병의 보고체계에서는 군리와 군졸의 상병의 처리

방법이 달랐으며, 일일보고서와 월마다의 보고를 통해 사졸들의 질병 상황을 

보고하고, 질병의 보고는 수(隧)-후장(候長)-도위부(都尉府)의 계통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질병에 걸린 사졸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서지역

에서 출토된 한간에 치료수단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26사례를 치료방법에 

따라 표로 나타내보았다.

표	19.	하서지역	한간에	보이는	질병	치료방법
Table	19.	The	treatment	of	disease	in	the	bamboo	slips	of	the	Juyan	and	
Dunhuang	region

치료방법
약

침 고약 합계
탕약 환약 가루약 기타

개수 13 1 1 6 3 1 25

치료수단은 침을 놓는 방법과 고약을 붙이는 방법,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백분율로 계산해보면 전체 25사례 가운데 침 시술

이 3사례, 고약이 1사례로,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22사례로 약을 복용하는 방

법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복약 방법 21사례 가운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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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약 방법을 알 수 없는 6사례를 제외하면 환약(丸藥)이 1회,  가루약인 산

약(散藥)이 1회, 탕약(湯藥)이 13회로 탕약이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색인어: 변경 사졸, 질병, 치료, 죽간, 한대(漢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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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Disease�and�Treatment�of�the�
Frontline�Soldiers�in�Han�Dynasty

MIN Hookie*  

*Institute of Media Art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is paper purport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medical information 

of the frontline soldiers in the Northwest borderland provinces of Han 

Dynasty, especially Juyan(居延) and Dunhuang(敦煌) region, through an 

heuristic reading of the Juyan Bamboo Slips and the Dunhuang Bamboo 

Slips of the Han Dynasty. M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most frequent disease found in the bamboo slips was the external 

injury. The injury of the frontline soldiers mainly occurred from the 

quarrels among armed soldiers using weapons. The bamboo slips also 

demonstrate that the quarrels usually arose due to the fierce tension 

caused by the frontier line service such as heavy guard activity and labour 

duty. Undernourishment and chronic stress the soldiers suffered might be 

another reasons.

The second most common disease harassing the soldiers was exogenous 

febrile disease. In most cases reviewed in this paper, the exogenous febrile 

disease was usually concurrent with complex symptoms such as chills, fever, 

headache, etc. The bamboo slips show that the exogenous febril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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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related to the harsh climate of the Northwest provinces, featuring 

extremely dry weather and the large magnitude of diurnal temperature 

fluctuations. In addition, the annual temperature range in the Northwest 

province was huge, fluctuating between very cold and dry winter and very 

hot and dry summer.

The third most common disease this study identified was the disorder 

of the digestive system and respiratory system. However, these two types 

of disease we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in the bamboo slips, because 

the ancient Chinese chroniclers did not distinguish them, usually dubbing 

both diseases simply ‘abdominal pain.’ It should be mentioned that a few 

slips mention contagious disease such as dysentery and dermatolosis, and 

sudden death, as well.

Overall, the bamboo slips demonstrate extremely poor status of the 

soldiers’ heath condition and poor med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oldiers stationing in the Northwest borderland military camps. 

The records also show that acupuncture, applying a plaster, drugs were 

the most common medical treatment. Drugs among them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Whereas Acupuncture, applying a plaster were very 

rarely used. Medication has been used in three ways: powdered medicine, 

medicinal decoction and pill. Medicinal decoction was the most commonly 

used way. 

Keywords:  frontline soldier, disease, treatment, bamboo slip, Han 

dynas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