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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뒤따르고 질 

병이 있으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 

하고 이를 퇴치하려는 전문가（醫藥人物）가 

나와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의 축적 

과정에서 醫藥學이라는 학문이 싺트게 된 

다. 醫藥學이 걸어온 발자취가 바로 醫藥 

史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醫藥人物임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따 

라서 그 시대 그 나라의 의약사의 모습을 

알아내는데 있어 의약인물을 연구하는 것 

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삼국시대의 의약인물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金斗鍾은『韓國醫學史』 

의 「醫人傳」1）에서, • 미키사카에（三木榮）는 

『朝鮮醫學史及疾病史』2）에서, 申舜植 등이 

펴낸 최근의『韓國韓醫學史再定立』의「醫 

人」3）에서 이 시대의 의약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고증의 바탕위에 

서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B.C.57-A.D. 
935）의 의약인물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에서 활동했는지, 또 이들은 종교와는 어 

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료제도와 의 

학교류속에서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삼국시대 의약인 

물들의 활약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본론

나라별로 醫藥人物의 수를 보면, 고구려 

는 6명, 백제는 18명, 신라는 7명, 통일신 

라는 19명으로 삼국시대의 총의약인물의 

수는 50명이다.（표1）

2-1.高句麗

2_1_1,墨胡子

生沒年은 자세히 알 수 없다. 黑胡子 혹 

은 阿道라고 하기도 하고 고구려의 승려이 

다.4）신라 訥祗王（417-458） 때 신라로 불 

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들어왔다. 고구려로

•1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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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약인물 현황

人物名
나라^7 國家別醫藥人物名 인원수 총인원

高句麗 墨胡子•德來知聰•惠慈鞍作得志•毛治 6

50

百濟

摩羅翻陀 •王有릉陀.潘量豊 •丁有陀 •觀勒 .多常 •法明 •炜日比 

子贊波羅金羅金須•鬼室集信-德頂上•吉大尙•法藏•益田直金

鍾•億人•德自珍•木素丁武•沙宅萬首•小手尼

18

新羅 金武•독支次 •與難 •圓光 •法惕密本. 明朗 7

統一新羅

者婆郞•元曉•惠空 惠通陸元景•忠談•表訓大德•千手觀音•順 

應•利貞•祿眞•眞鑒國師•無染國師•訓謙-流觀•南無東方藥師 

瑠琉光佛-藥王藥上菩薩•雪山童子•道読國師

19

부터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군인 一善郡에 

들어와서 毛禮의 집 굴방에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렸다. 이때 양나라에서 사자 원 

표를 시켜서 의복류와 향을 보내왔으나 왕 

과 신하들이 모두 향의 이름과 쓰는 법을 

몰랐다. 왕은 사람을 시켜 향을 가지고 널 

리 나라 안으로 다니면서 묻게 하였다. 묵 

호자가 이를 보고서 그 이름이 향이라는 

것과 불에 사르면 향기가 몹시 풍기며 神 

聖에게 정성이 통하는 것임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신성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 곧 

三寶이며 이 三寶前에 향을 사르고 발원하 

면 반드시 靈應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왕녀가 큰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왕 

이 묵호자를 불러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곧 나았다.5）왕이 

매우 기뻐하여 흥륜사（興輪寺）를 지어주고 

불법을 펴게 하였다. 그 뒤 영홍사를 창건 

하고 살다가 왕이 죽자 백성들이 그를 해 

치려 하므로 모례의 집으로 돌아가서 굴을 

파고 문을 봉한 뒤 영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묵호자는 아도（阿道）와 생긴 모습이 

비슷하고 두 사람 모두 고구려를 거쳐서 

신라로 왔으므로 둘을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한다.

2-1-2.德來

백제 蓋鹵王 때의 名醫이다. 본래 고구 

려인이었으나 백제로 귀화한 뒤 다시 일본 

으로 건너갔다. 백제와 일본의 문화교류가 

활발하던 5세기경（百濟 蓋鹵王5年, 日本 

雄略主3年, 459年에 여러 기술자들을 구 

하기를 원하던 日本 雄略主（457-459）의 청 

에 따라 陶工 鞍工 書員 등이 건너갈 때 

동행하여 일본조정에서 의약을 담당하여 

명성을 얻었다. 일본은 덕래를 難波에 거 

주케 하여 子孫代代로 醫業을 잇게 하였는 

데 후에 5세손인 惠日이 推古主16년（608

4） 묵호자의 국적에 대해서, 印度人, 高句 

麗人, 新羅人 둥 異見이 있다:

“釋 阿道는 어떤 이는 본래 천축사람이 

라 하고 어떤 이는 吳나라에서 왔다고 

도 하며 또 어떤 이는 高句麗에서 魏나 

라로 들어갔다가 뒤에 新羅로 돌아왔다 

고 말하는데 어느 말이 옳은지 모르겠 

다.”（각훈 지음; 李炳薰 譯.『海東高僧 

傳』. 서울: 乙酉文化社, 1975：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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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국 隋煬帝에 隋•唐에 유학하여 의 

술을 익힌 뒤 쭂師”라는 칭호를 얻은 후 

부터는 자손 모두가 “藥師”라는 姓을 사용 

하였다. 뒤에 후손인 “内藥司佑兼出雲國員 

外掾正六位上難波藥師”는 奈良의 청으로 

孝謙主 때에 “難波”라는 글자를 姓위에 덧 

붙이게 되었으며 자손들은 대대로 難波（지 

금의 大阪어］ 거주하며 “난파약사”6）라고 

불리게 되었다.7）

백제 개로왕5년（459）에 백제와 고구려는 

적대관계였는데 일본이 백제에 요청한 것 

에 대하여 백제에서 고구려 의사를 보낸 

것은 이유가 분명치 않다.

2-1-3.知聰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吳나라 임금 

昭淵의 아들이다. 562년에 吳人 知聰은 

『明堂圖』등 醫書164권과 유교•불교 서적, 

佛像•樂器 등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 일 

본에 건너갔다. 그의 아들 善那隨父는 의 

학을 배우고 또 醫術이 정밀하여 일본의 

欽明天皇은 그에게 "和藥使主”라는 稱號와 

함께 “福常”이라는 이름을 下賜하였다 그 

뒤에 지총의 자손은 대대로 일본의 難波 

（지금의 大阪에서 살았다. 그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中醫藥 

文獻을 휴대하고 일본에 건너간 가장 이른 

중국의 醫藥人物이다.8）9）

지총이 전한 164권중『內外典』은『黃帝 

內經』18권（『素問』9권 •『緘經』9권）•『외경』37 
권•『脈經』10권•『黃帝81難經』2권 등 한의학 

의 基礎理論書일 것이고,『藥書』는『神農 

本草經』4권 （雷公集註） •『吳普本草』6권 •『李 

當之本草經』1 권 •『桐君藥錄』3권 -『陶弘景神 

農本草經』3권 및 集註7권/名醫別錄』3권

8） 潘桂娟•樊正倫 編著.「日本漢方醫學』. 

第1版第1次印刷.北京：中國中醫藥出 

版社，1994： 3.
9） 和藥使主：出自吳國主，照淵孫智聰也• 

天國排開廣庭天皇謚欽明御世，隨使大 

伴佐弓比古.持『內外典『「藥書『「明堂 

圖』等百六十四卷，佛像一軀，伎樂調度 

一具等入朝N男善那使主，天萬豐日天皇 

謚孝德御世，依獻牛乳，賜姓和藥使主, 

奉度本方書一百卅巻，『明堂圖厂一，藥臼 

一，及伎樂一具，今在大寺也.（佐伯有淸. 
「爵撰姓氏錄Cl研究』（本文篇）•東京：吉 

川弘文館，昭和49（197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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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難波集師: 삼국시대에 일본의 難波（일 

본음은 나니와）에서 의술을 베풀던 우 

리나라 의인들의 총칭. 시초는 백제의 

德來로부터 시작되었다. 덕래는 원래 고 

구려사람이었으며 뒤에 백제에 귀화하 

였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의약학자이다. 

459년에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으 

로 가서 현재의 大阪에 해당되는 난파 

에 정착하여 우리 의약학을 일본에 전 

수하였다. 그의 자손들도 대를 이어 난 

파에서 의업을 전공하여 일본 世醫의 

문벌이 생긴 시초이며 “난파약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당시 난파는 일본 

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지 

였으며 일본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였 

다. 덕래의 5세손인 惠日이 推古主16년 

（608년）에 遣隋使를 따라 중국（隋나라） 

으로 파견되어 당나라가 건국（617）한 이 

후인 推古王31년（625에 唐醫方을 직접 

일본에 도입한 사실을 볼 때 삼국시대 

의 의약학자가 일본의 의약학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7） “奈良等遠祖德來本高麗人，歸百濟國， 

昔泊瀨朝倉朝廷（雄略）詔百濟國，訪求才 

人，爱以德來貢進聖朝.德來五世孫惠日， 

小治田朝廷（推古）御世，被遣大唐，學得醫 

術，因號藥師，遂以爲姓.今愚簡子孫，不 

論男女，共蒙藥師之姓，竊恐名實錯亂，伏 

願改藥師字，蒙難波連，許之（黑板勝美• 

國史大系編修會編輯.『續日本紀』（前篇） 

卷20 r孝謙天皇」「天平寶字2年2月-4月 

」（758年）「己巳」條.東京：吉川弘文館, 

昭和52（1977）： 246-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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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本草書일 것이며,『明堂圖』는『黃帝甲 

乙經』10권/明堂孔穴圖』3권 등 緘灸經穴書 

일 것인데,1。）이 책들은 당시 발달된 중국 

의학의 모습을 말해주는 漢醫學書이다. 따 

라서 지총은 수준높고 발달된 중국의 漢醫 

學을 고구려에 전해주고 또 일본에 전해준 

가장 빠른 인물이다. 고구려와 일본은 漢 

醫學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원시의술에 

서 합리적인 의학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 

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1-4,惠慈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고구려의 승려 

이다. 고구려 영양왕4년（593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推古天皇3년（595년）에 用明主의 

맏아들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었고, 일본으 

로 귀화하였으며 같은해 백제의 慧聰이 일 

본에 건너왔는데11）두 승려는 法興寺에 머 

무르면서 20여년동안 태자를 가르쳤다. 특 

흐】, 삼론학（中論 百論 十二門論） 등 불교의 

이론면 뿐 아니라『법화경』•『유마경』•『승 

만경』등을 가르침으로써 聖德太子가 폭넓 

은 불교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구실을 하 

였다.

또한 獸醫術에도 능통하여 그 방면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療馬法을 聖德太子 

의 신하 橘猪弼에게 가르쳐 준 獸醫이 

다.12）약 20여년동안 일본에 머무르다가 

615년 고구려로 되돌아왔다.⑶ 621년（推古 

天皇29년）에 聖德太子가 돌아가시자 태자 

를 위하여 佛經을 강독한 후에 태자를 따 

라 내년 2월에 꼭 죽어서 정토에서 태자와 

함께 중생을 교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듬해인 622년 약속한 날짜에 그의 말대 

로 죽었다고 한다.14） 일본에서 聖人으로

12） 白井恒三郎.『日本獸醫學史』r4.韓上 

의 馬匹 及 獸醫術의 渡來」.

13） "계묘（15일） 고구려의 승 혜자가 본국 

으로 돌아갔다.（癸卯, 高麗僧慧慈歸于 

國.）”（田溶新 譯. 위의 책, 395-396.）
14） “이때에 고구려의 승 혜자는 상궁태 

자가 훙하였다는 말을 듣고 매우 슬퍼 

하였다. 황태자를 위하여 중을 모아 설 

재하였다. 몸소 경을 강하는 날에 서원 

하여 "일본국에 성인이 계셨다. 상궁풍 

총이황자라 하였다. 진실로 하늘이 허 

락한（마음대로 해도 좋은） 사람이시고 

현성의 덕으로써 일본의 날에 나시었 

다. 삼통（하은주의 삼대）을 포함하여 

뛰어나고 선성의 큰 계획을 이으시고 

삼보를 공경하고 백성의 액을 구하셨 

다. 이는 진실로 대성인이시다. 지금 

태자는 이미 훙하셨다. 나는 나라가 다 

르지만 마음은 금이라도 끊을 수 있는 

정도다. 혼자 살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 

는가. 나는 내년 2월 5일에 꼭 죽을 것 
이다. 상궁태자를 정토에서 만나서 같 

이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라고 말하였 

다' 그리고 혜자는 약속한 날에 틀림없 

이 죽었다. 때문에 그때 사람이 "상궁 

태자 혼자만 성인인게 아니다. 혜자 또 

한 성인이다”라고 말하였다.（當于是時, 

高麗僧慧慈，聞上宮皇太子薦，以大悲之. 

爲皇太子，請僧而設齋.仍親說經之日， 

誓願曰，於日本國有聖人.曰上宮豊聰耳 

皇子.固天攸縱.以玄聖之德，生日本之 

國.苞貫三統，纂先聖之宏猷，恭敬三寶, 

救黎元之厄.是實大聖也.今太子旣薨之. 

我雖異國，心在斷金.其獨生之，何益矣. 

我以來年二月五日必死.因以遇上宮太子 

於淨土，以共化衆生.於是，慧慈當于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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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金斗鍾. 위의 책, 30.
11） “5월 무오삭 정묘（10일） 고구려의 승 

혜자가 귀화하였다. 그래서 황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해 백제의 승 혜총이 

왔다. 이 두 승이 불교를 포교하여 아 

울러 불법의 동량이 되었다. 추 7월 장 

군들이 축자에서 돌아왔다.（五月戊午朔 

丁卯，高麗僧慧慈歸化.則皇太子師之. 

是歲，百濟僧慧聰來之.此兩僧，弘演佛 

敎，並爲三寶之棟梁.）”（田溶新譯.『完 

譯 日本書紀』. 三刷發行. 서울: 一志社, 

1992：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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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앙받았다.

2-1-5,鞍作得志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夏4월 戊戊朔（1일）, 高句麗의 학문승들이 

“우리의 동료 鞍作得志는 호랑이를 친구로 

하여, 그 변신의 술을 배웠다. 혹은 마른 

산을 바꿔 푸른 산으로 한다. 혹은 황토를 

바꾸어 흰 물로 만든다. 각종의 기술을 다 

하여 무궁하다. 또 호랑이가 바늘을 주면 

서 '신중히 사람이 모르게 하여야 한다. 이 

로써 다스리 면 낫지 않는 병 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과연 말하는 바와 같아서, 다스 

려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得志는 그 

바늘을 기둥 속에 감추어 두었다. 후에 호 

랑이가 그 기둥을 부러뜨리고, 바늘을 가 

지고 도망갔다. 高句麗國에서는 得志가 귀 

국하려고 함을 알고, 독을 주어서 죽였다” 

라고 말하였다.⑸

위의 기록이 그에 대한 전부이다. 이것 

만 가지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지 

만, 이 기록（645년）은 寶藏王（642-668） 때 

인데, 당시의 실권자인 淵蓋蘇文은 道敎振 

興-抑佛政策을 써서 고구려의 僧들이 국 

외망명을 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는 정치 

적인 상황으로 볼 때,16） 鞍作得志는 다른 

學問僧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또 

變身術•緘術 등 각종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고구려 에 귀국하려고 할 때 ' 살해된 것으로 

미루어, 그는 學問僧이면서 道敎的인 術法 

을 익혔지만 중으로서의 활약을 많이 한 

인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는 다른 術法과 함께 고구려의 

우수한 碱術을 일본에 전해주어 일본의 緘 

術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1-6.毛治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고구려의 侍醫 

이다.

2월 庚午朔 …… （中略） …… 甲申（15 
일）, 조정의 의장대가 元旦의 의식처럼 차 

렸다. 좌우대신.백관인 들이 4열로 紫宮門 

밖에 모였다. 粟田臣飯蟲 등 4인을 꿩의 

가마를 메게 하고 앞서서 나왔다. 좌우대 

신•백관 및 百濟의 왕족 豊璋, 그 아우 塞 

城•忠勝, 高句麗의 시의 毛治, 新羅의 侍學 

士 들을 거느리고 뜰에 나왔다17）
위의 기록은 고구려 侍醫 毛治가 孝德天 

皇 白雉元年（650년, 寶藏王9년） 2월에 사신 

으로 百濟•新羅의 使節과 함께 일본의 王 

室行事에 참석하였다는 기사이다，손홍열 

은 김두종과 이홍직의 견해와는 달리,18）

16） 鄭環喜.「삼국시대 사회와 불교」, 286 
-287.

17） 孝德天皇 白雉元年（650년）: "二月庚午 

朔，……（中略）……甲申，朝庭隊仗, 

如元會儀.左右大臣•百官人等，爲四列 

於紫門外.以粟田臣飯蟲等四人，使執雉 

輿，而在前去.左右大臣，乃率百官及百 

濟君豊璋•其弟塞城-忠勝'高麗侍醫毛治 

•新羅侍學士等, 至中庭.”（田溶新 譯，위 

의 책, 461-463.）
18） 金斗鍾의 견해: "高句麗 侍醫 毛治가 

日本의 改元儀式에 참석하기 위하여 

渡日한 것이다."（金솨鍾• 위의 책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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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而死之.是以，時人之彼此共言，其獨 

非上宮太子之聖.慧慈亦聖也.）”（田溶新 

譯. 앞의 책, 397-398.）
15） 皇極天皇4년（645년）: "夏四月戊戌朔, 

高句麗學問僧等言，同學鞍作得志，以虎 

爲友，學取其術.或使枯山變爲靑山.或 

使黃地變爲白水.種種奇術，不可彈究. 

又虎授其鉞曰，愼矣愼矣，勿令人知.以 

此治之，病無不愈.果如所言，治無不差. 

得志，恆以其緘隱置柱中.於後，虎折其 

柱，取緘走去.高麗國，知得志欲歸之意, 

與毒殺之（田溶新 譯. 앞의 책, 431-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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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치가 일본의 궁중의식에 일부러 사절로 

파견된 것이 아니고 이 의식보다 먼저 渡 

日하여 일본에서 의약의 임무를 맡아 보고 

있다가 행사가 있어 참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모치가 일본에 갔을 당시에는 일 

본에 아직 醫事制度가 없었기 때문에⑼ 모 

치는 일본의 시의가 아니고 고구려의 시의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도 의 

료기구와 그에 따른 제도（侍醫 등의 醫職） 

가 있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고, 侍醫制 

度는 당시의 중국에도 있었고 이것이 고구 

려에 영향을 주어 고구려의 의료제도로 자 

리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20）그러므로 고 

구려의 시의인 모치가 진작부터 일본에 건 

너가 의약의 일을 맡아보고 있었고, 또 일 

본의 중요한 국가의 행사에 초빙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의 의약이 

일본의 왕실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었음을 보여주며, 고구려의 높은 의학수준 

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 

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이 아쉬울 뿐이 

다.

2-2.百濟

2-2-1.摩羅難陀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인도의 승려이 

다. 백제 침류왕 즉위 원년（384년, 東晋太 

元9） 7월에 사신을 동진에 보냈는데 9월에 

사신과 함께 胡僧 마라난타가 오므로 왕이 

그를 맞아 궁내에 두고 예의를 갖추어 대 

접하였다.21）『宋僧傳』에 이르기를 “마라난 

타는 如幻三昧를 얻어 물속에 들어가도 젖 

지 않으며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능 

히 금이나 돌로 변하는 등 그 변화하고 隱 

現함이 무궁하다”22）고 하였다.

현존하는 자료를 통하여 마라난타에 대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승려라는 단 한 가 

지 사실이다. 그러나 마라난타도 다른 초 

기 불교의 전도 승려들 처럼 의학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리라 추측된 

다.

2~2~2, 王有릉陀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2월 百濟가 下部 杆率將軍 三貴, 上部 

奈率 物部烏 들을 보내 구원병을 청하였 

다. 德率 東城子莫古를 보내고, 전번의 奈 

率 東城子言과 바꾸었다. 五經博士 王柳貴 

를 固德 馬丁安과 바꾸었다. 僧 曇慧 등 9 
인을 僧 道深 등 7인과 바꾸었다. 따로 칙 

을 받들어, 易博士 施德 王道良, 曆博士 固 

德 王保孫, 醫博士 奈率 王有릉陀, 採藥師 

施德潘量豊，固德丁有陀，樂人施德三 

斤, 季德 己麻次, 季德 進奴, 對德 進陀를 

보내왔다. 다 청에 의하여 교대한 것이

21） 金富軾, 둥 지음; 李丙襦 譯註.「三國 

史記』卷第24（下卷）1■百濟本紀第2」「枕 

流王」. 初版14刷 發行. 서울; 乙酉文化 

社, 1995： 29-33； 각훈 지음; 李炳薰 譯. 

위의 책, 55-57.
22） 각훈 지음; 이병훈 옮김' 앞의 책, 5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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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弘積의 견해: “日本의 王廷儀式에 

三韓人이 모두 入朝한다는 것을 과시 

하기 위하여 일찍이 渡日하여 日本에 

서 侍醫를 하고 있던 毛治를 高句麗人 

의 대표로 동원한 것이다.”（李弘植. r 

三國時代의 文獻學的 研究」. 高麗大學 

校大學院，1969： 144-145.）
19） 일본의 醫事制度는 天武天皇 大寶元 

年（701년에 지어진「大寶令」에 처음으 

로 만들어졌다.（富士川游 著.『日本醫 

學史』.第3刷發行.東京：形成社，昭和 

54年（1979）： 29.）
20） 孫弘烈 著.「韓國中世의 醫療制度 研 

究/. 서울: 修書院, 1988： 46-47-66.



제3의학 제2권 제2호 （통권 저】4호） : 253〜295, 1997
현곡학회

다.23）

위의 기록에서 교대로 백제에서 일본으 

로 파견되는 "醫博士 奈率 王有릉陀”가 나 

온다. 당시의 博士는 오늘날의 敎授에 해 

당되는 것으로 "醫博士”는 의학교육을 담 

당한 의과대학의 교수이다. “奈率”은 백제 

의 16관등제의 6등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는 의약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높은 

직책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백제의 

의약을 일본에 전해주어 일본의 의약이 발 

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 

다.

2-2-3.潘量豊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백제에서 일본 

으로 교대로 파견되는 전문가중에 "採藥師 

施德 潘量豊”24）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採 

樂師”는 그 기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약물의 채취 등 약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로 생각되고, “施德”은 백제의 16 
관둥제중 8등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潘量 

豊은 백제의 약물을 일본에 전해주어 일본 

의 약물학 발달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 

인다.

2-2-4. 丁有陀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백제에서 일본

Hyungok J Kor Med 2 : 253~295, 1997
ISSN 1226-0932

으로 교대로 파견되는 전문가중에 "採藥師 

固德 丁有陀”25）라는 기록이 나온다. “固 

德”은 백제의 16관등제중 9등급에 해당된 

다. 따라서 丁有陀는 潘量豊과 함께 백제 

의 약물을 일본에 전해주어 일본의 약물학 

발달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2-2-5.觀勒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백제 무왕때의 高僧이다. 삼론（中 

論,百論•十二門論）에 정통했을뿐 아니라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602년（百濟 武王 

3年, 日本 推古主10年） 10월에 역본과 천 

문•지리서 및 둔갑과 방술 등에 관한 책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왕은 그를 

원흥사에 머물게 하고 書生 3・4인을 뽑아 

배우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山背臣日立은 

觀勒에게 방술26）을 배워 행하였다.27）

624년 4월에 한 승려가 그의 할아버지

25） 田溶新 譯. 앞의 책, 341.
26） 『考課令』조항에 "占候醫卜效驗多者 

爲方術之最”라 하고『義解』에 "陰陽日 

占 天文日候 療病日醫 灼龜日 卜”이라 

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方術'의 내용속에는 초기 醫學의 내용 

도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三木榮 著. 위의 책, 27.）
27） 推古天皇10년（602년）: “冬10월, 百濟의 

승 觀勒이 왔다. 그리고 曆의 책, 천문 

지리의 책과 아울러 遁甲方術의 책을 

바쳤다. 이때 書生 3,4인을 골라, 觀勒 

에게 학습시켰다. 陽胡史의 조상 玉陳 

은 曆法을 배웠다. 大友村主高聰은 天 

文遁甲을 배웠다. 山背臣日立은 方術을 

배웠다. 모두 다 배워서 업을 이루었 

다.（冬十月, 百濟僧觀勒來之. 仍貢曆本 

及天文地理書，幷遁甲方術之書也•是時, 

選書生三四人，以俾學習於觀勒矣.陽胡 

史祖玉陳習曆法.大友村主高聰學天文遁 

甲.山背臣日立學方術.皆學以成業.）” 

（田溶新 譯. 위의 책, 381-382.）

-259 -

23） 欽明天皇15년（554년）: "二月, 百濟遣下 
部杆率將軍三貴.上部奈率物部烏等，乞 

救兵.仍貢德率東城子莫古，代前番奈率 

東城子言.五經博士王柳貴，代固德馬丁 

安.僧曇慧等九人，代僧道深等七人.別 

奉勅，貢易博士施德王道良•曆博士固德 

王保孫 •醫博士奈率王有릉陀 •採藥師施 

德潘量豊•固德丁有陀•樂人施德三斤•季 

德己麻次•季德進奴•對德進陀.皆依請代 

之（田溶新 譯. 위의 책, 341.）
24） 田溶新 譯. 앞의 책,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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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父)를 죽인 사건이 생겼을 때 日主는 

전국에 있는 각 절의 승려들을 조사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모두 엄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관륵은 일본에 불교 

가 전래된지 백년이 못되어 계율을 배우지 

못한 까닭에 죄를 범한 것이니 대역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서해주도록 탄원하는 

표백문을 올렸다. 일주는 그의 건의에 따 

라 승려의 계행을 감독할수 있는 교단 통 

제기구로 僧正과 僧都라는 제도를 도입하 

여 관륵을 승정으로, 고구려인 鞍部德積을 

승도로 임명했다.28)
관륵의 건의에 따라 최초로 시행된 일본 

의 승직제도는 백제의 제도를 본뜬 것이며 

이를 통하여 최초로 승려의 기강이 확립되 

었다고 한다. 또한 그가 최초의 승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의 불교계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승려로 추대되고 있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일본 

으로 건너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각 분야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간 

접적으로 알 수 있다.

관륵이 헌상한 天文 • 地理 • 遁甲• 方術의 

書는 대륙으로부터 전래된 것인지는 자세 

히 모르겠으나, 당시 백제문화의 발달정도 

와 또 중국대륙과의 활발한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백제내부에서도 천문• 지리 • 

둔갑,방술 등에 관한 고유의 서적들을 지 

니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 

륵이 일본으로 전래한 서적들 중 상당수가 

백제에서 만들어진 우리 고유의 서적들이 

었는지도 모르겠다.

2-2-6,多常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일본에 건너가 

불교의 전파에 공헌한 백제의 高僧으로 비 

구니이다. 일본 皇極年間(642-645)에 불법 

교화의 뜻을 품고 일본에 건너가 高市郡 

法器山 절에 머물러 있었다.『大藏經』속 

의 神呪를 외우면서 중생의 제도에 전념하 

였는데 신주를 외우면 죽음에 임박한 사람 

도 소생한다하여 병든 자들이 문이 메이도 

록 모여들었다 한다.29)

다상은 승려로서 그 신앙의 중점을 治病 

藤災에 두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문 

앞에 가득 모여 든 것인지, 아니면 신앙 

이외의 醫方에 정통한 까닭인지 단정하기 

가 어려우나 승려로서 또한 의료에 관한 

기 본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 각 

된다.30)

그에게는 매우 기이한 일이 많았는데 어 

느날 고개 위에서 긴 錫杖 두 개 위에 판 

자를 놓고 그 위에서 經行을 하는데도 땅 

위를 거니는 듯 하였다. 일본왕은 그의 깊 

은 수행을 존경하여 공양하였다. 당시 가 

장 높은 고승으로서 존경받았고 자비의 덕 

은 후세의 표본이 되었다. 또한 그가 신주 

를 외웠다는 것은 백제에 雜密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한 자료가 된다,31)

2-2-7.法明 '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백제 의자왕 

때의 僧尼이다. 657년(義慈王17年, 日本 齊 

明主3年)에 일본 대마도로 건너가서 內大 

臣 中臣鎌子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오나라 

음으로『維摩偈句』를 독송하였는데 다 마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민족문화대 

백과사전』(6권). 서울: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편찬부, 1991： 41.
30) 김두종. 위의 책, 62.
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6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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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田溶新 譯. 앞의 책, 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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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도 전에 병이 즉시 나았다고 한다.32） 
그 뒤 일본에서는 불경을 모두 오나라 음 

으로 읽게 되었는데 이는 법명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佛法의 篤信으로서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神秘的 醫術 

에 속하는 것이나 다른 僧醫들과 같이 법 

명도 醫方에 정통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2-2-8.炜日比子贊波羅金羅金須鬼室集 

信•德頂上•吉大尙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이들은 일본 

天智主10年（6기年어】 學術로써 冠位를 수 

여할 때에 醫術이 뛰어나서 “解藥”이라 하 

고 爵位를 받은 백제인들인데 钵日比子贊 

波羅金羅金須33）•鬼室集信은 大山下의 작위 

를 받았고, 德頂上.吉大尙은 小山下의 작 

위를 받았다.

“解藥”이라는 것은 藥物에 정통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만 이 당시 藥이라 함 

은 醫와 藥 모두를 의미하므로 醫術에 정

Hyungok J Kor Med 2 : 253 ~ 29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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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당시 일본에 건너간 백제인들 중에서 

醫藥學에 능통한 人士가 많았던 것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이외에 達率은 백제 官位의 2품에 해당 

되는 직책으로 덕정상은 백제의 달솔로서 

상당히 고관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길대 

상은 삼목영씨의 주장에 의하면 崇神天皇 

（B.C 97-30）때 任那에 파견된 塩乘津彦의 

8세손으로 임 나에 서 백 저'신 라의 영 향을 

받아 의술을 습득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설로 받아들이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2-2-9.法藏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醫學에 정통한 

백제의 僧侶다. 백제가 멸망한 후 일본으 

로 귀화하였다. 신라 神文王6年（日本 天武 

主14年, 686年） 10월에 天武主가 병이 나 

므로 益田直金鍾과 함께 美濃에 가서 白朮 

을 달여 병을 치료하여 굵은 비단•솜•피륙 

（維綿布） 등을 상으로 받았다. 그는 또한 

招魂의 呪法도 잘 행하였다.34）

불교가 처음 전래하였을 때에는 僧（男 

僧）•尼（女僧）에게 祈禱시켜 병을 제거하는 

방법이 불교전도의 한 방편으로 행하여졌 

는데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승려에서 醫術 

를 겸한 者, 즉 醫를 전문으로 하는 僧醫 

가 나타나게 되었다. 위의 법장과 같은 승 

려가 아마도 의술을 겸행한 僧醫가 아니었 

나 하는 생각이 든다.

2-2-10.益田直金鍾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익전직금종은 

優婆塞（出家하지 않고 佛門에 들어간 남자

34） 田溶新 譯. 앞의 책 5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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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富士川游 著. 위의 책「日本醫事年表

j, 9.
33） 김두종은 “炜日比子贊波羅金羅金須”

를 件日比子”•“贊波羅”/金羅金須”의 

3人으로 보았는데（金斗鍾 著. 위의 책, 

62.）, 1人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钵日 比子贊波羅金羅金須”이 나오는

원문장을 살펴보면, “木素貴子 閑兵法. 

憶醴福留 閑兵法.”에서 木素貴子나 憶 

醴福留는 둘 다 兵法에 정통한 인물이 

지만 둘을 하나로 병법에 통달한 인물 

로 표기하지 않고 각각 병법에 통달한 

인물로 표기하고 있어, 약에 정통한 인 

물을 표기하는데도 마찬가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면, “炜日比子贊波羅金羅 

金須”는 1인으로 보아야지 여러 사람 

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田 

溶新 譯. 위의 책, 5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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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르는 말인데 梵語이다）로서 法藏과 

함께 일본 天武主의 병에 美濃에 가서 白 

朮을 달여 병을 치료하여 굵은 비단•솜•피 

륙（終綿布） 등을 상으로 받았다.35）

2-2-11.億人

生沒年은 未詳（?）-687年이다. 일본에서 

활동한 백제의 의사다. 백제에서는 일찍부 

터 醫藥에 관한 지식과 학문이 발달하고 

또 그에 관한 制度도 정비되어 관료기구 

중 내관소속에 藥部라는 것이 있었다. 그 

리고 醫博士•採藥師 등의 칭호를 가진 전 

문직도 있었는데 억인도 의박사가 아니었 

나 생각된다. 백제 멸망후 일본으로 망명 

하여 일본의 天武主의 侍醫로 봉직하다가 

687년（天武主 朱鳥元年） 5월 病死하였다. 

사망후 勤大壹의 관위를 제수받았으며 食 

封 100戶도 하사받았다.36）

2-2-12.德自珍•木素丁武•沙宅萬首

이들의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이들은 

고구려 및 백제출신이고, 그 당시 백제에 

는 이미 醫博士와 呪禁師의 職制가 있어 

醫方과 醫療에 정통한 인물들이 많았을 것 

이다.37）

12월 戊戌朔 己亥（2일） 醫博士 務大參 

德自珍, 呪禁博士 木素丁武, 沙宅萬首에게 

각각 은 20냥을 주었다.38）

Hyungok J Kor Med 2 ■ 253~29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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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士는 오늘날의 敎授에 해당된다. 醫博 

士는 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의과대 

학의 교수이고, 呪禁博士는 빌어서 병을 

치료하는 呪禁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수이 

다. 따라서 백제의 의학과 呪禁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德自珍과 木素丁武 

•沙宅萬首가 일본에서 은20냥을 각각 받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의료에 기여하고 있음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음이 아쉬울 

뿐이다.

2-2-13.小手尼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본명은 亡失되 

었으나 일본에 건너간 백제인의 후손으로 

그 손이 어린아이같이 작았으므로 “小手” 

라고 이름하였으며 “尼”라는 호칭을 사용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자승려로서 어느 

정도 의학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日本醫事年表』의 古事談을 인용한 글에 

"稱德主（765-769年）가 前陰腫塞으로 치료 

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소수니가 그것을 

보고 主의 병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 

손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뽑아 내었다”39） 
고 한 것으로 보아•부인과의 수술에 능했 

을 것으로 짐작된다.

2-3.新羅

2-3-1,金武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신라시대의 의 

사이다.

『古事記』：“此時，新良國王，貢進御調八 

十一艘.汆御調之大使，名云金波鎭漢紀武,

의 책, 580.）
39）富士川游著.「日本醫學史』「日本醫事 

年表」.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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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田溶新 譯. 앞의 책, 557-558.
36） 田溶新 譯. 앞의 책, 559-560.
37） 富士川游.「일본과학（의학）의 특질』. 

동양사조.

이홍식.『백제인명고』「소위백제팔성 

재검토」. 서울대학교문집, 인문사회과 

학제일집.

38） 持統主5년（691년）: “十二月戊戌朔己亥, 

賜醫博士務大參德自珍■呪禁博士木素丁 

武•沙宅萬首, 銀人卄兩."（田溶新 譯.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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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人深知藥方，故治差帝皇之御病.”40）

위의 기록은 일본에 온 新羅使臣인 金波 

鎭漢紀武가 醫藥에 밝아, 마침 병을 앓고 

있던 日本王을 치료하여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이다. “金波鎭漢紀武”에서 “金”은 姓이 

고 “波鎭”은 官位로서 波珍"食, “漢紀”（漢 

岐）는 部族名이고 “武”는 이름으로 姓名은 

바로 “金武”이다. 김무는 藥方에 정통한 

（“探知藥方”） 인물로 藥方에 관한 지식을 

일본에 전해주어 일본의약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藥方”에 대하여 富士川游나 中尾萬三과 

같은 일본학자들은 중국의 漢醫方으로 보 

고있고,41）金斗鍾은 이들의 견해에 근거부 

족을 들어 고구려• 백제로부터 간접으로 전 

해 온 漢醫方의 영향을 받은 어떤 固有의 

전통을 보존한 독자적 방법의 기초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42） 시사해주는 바가 크 

다.

孫弘烈은 위의『古事記』의 기록은 신빙 

성이 없고, 또 사신으로 왔다는 “金波鎭漢 

紀武어】 대한 三品善英의 異論43）을 들어 

다음에 소개하는『日本書紀』의 醫員 초빙 

에 관한 내용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 

어,44）당시에 일본에 간 의사가 “金波鎭漢 

紀武”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의사가 일 

본에 갔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日本書紀』: 秋8월, 의사가 新羅에서 왔 

다. 天皇의 병을 고치도록 하였다. 얼마 안 

되어 병이 다 나았다. 天皇이 기뻐하고, 의 

사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귀국하게 하였 

다.45）

손홍열이 근거로 제시한『古事記J의 기 

록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만일 그 

렇다면 정 도의 차이 는 있을 지언정『 일본 

서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三品彰英 

의 견해도 金氏가 성립된 것을 통일신라시 

대로 보고 “金波鎭漢紀武”의 존재를 부정 

하고 있는데, 金氏가 성립된 것은 奈勿王 

（356-402）이전인 金闕智때로부터 보기 때 

문에 주장에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古 

事記』의 기록된 “金波鎭漢紀武”의 존재를 

인정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2-3-2. 독支次•與難

新羅 眞興王29年인 568年에 만들어진 

『眞興王 巡狩磨雲嶺碑』（略稱해서『磨雲嶺 

碑』라 함）에 25명이 수행한 기록이 보인 

다. 그 중에서 “騷人, 沙喙部, 爲忠知, 大

代이므로 金某（武）가 允恭時에 日本에 

건너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允恭 

의 병이 新羅使에 의해 치료된 사실을 

뒤에 온 “金波鎭漢紀武”와 결부하여 

『古事記』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三品彰英.「增補上世年紀考」參照•）

44） 孫弘烈 著. 위의 책 69-70.
45） 允恭天皇3년（414년）: ''秋八月, 醫至自 

新羅.則令治天皇病.未經幾時，病已差 

也.天皇歡之，厚賞醫以歸于國.”（田溶新 

譯. 위의 책,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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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西宮一民編者.『古事記』卷下.初版五 

刷. 東京: 영楓社： 昭和53（1978）： 183.
41） 富士川游 著. 위의 책「第2章 奈良朝 

以前丿醫學」「醫及上•藥物」，21-23；中 

尾萬三.「朝鮮漢藥의 調査」.『上海自然 

科學研究所所彙報』第2卷別冊.

42） 김두종은 新羅 實聖王13年（東晋 安帝 

義熙10年, 日本允恭主3年, 414年） 당시 

는 ① 신라와 중국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② 고구려와 백제도 漢醫學의 

영향이 아직은 爛熟하지 않다. ③ 신라 

의 활동 중심지인 辰弁韓의 옛터는 오 

랫동안 우리 先民들의 현저한 生活發 

展地이므로 반드시 先行的 固有文化의 

전통이 남아 있다.（金斗鍾 著. 위의 책, 

51.）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43） 新羅에서 金氏가 성립된 것은 統一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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舍; 卤人, 喙部, 与難, 大舍; 藥師, 독46）支 

次，小舍；奈夫通典，本7彼部，加良知，小 

舍；口口，本"彼部，莫沙知，吉之；及伐斬 

典, 嘛部, 夫法知, 吉之.”47）라는 기록이 있 

다. 같은 해 만들어진『眞興王 巡狩黃草嶺 

碑』（略稱해서『黃草嶺碑』라 함）에는 “□入, 

喙部，與難，大舍；藥師，沙喙部，篤兄，小 

口.”48）라고 새겨져 있다.

『磨霎嶺碑』에서 啮스，은 職名이고 “喙 

部”는 部名이며 “与難”은 人名이고 “大舍” 

는 官等名으로 신라 경위17관등 중 제12관 

등이다. 마찬가지로 “藥師”는 職名이고 

“독支次”는 人名이며 “小舍”는 官等名으로 

신 라 경 위17관등 중 제13관등 이다.49）『黃 

草横碑』에서 “与難”의 경우는 “口人”만 빼 

고『磨雲嶺碑』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 

나, “독支쩐의 경우는 職名은 “藥師”로 같 

은데 人名이 “篤兄”이고 部名이 “沙喙部” 

이고 官等名이 “小 口”라 기록되어 있다. 

“篤兄”은 표기순서와 관등에서 미루어 볼 

때『磨雲嶺碑』에 보이는 “독支次”와 동일 

인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다. “沙喙部”는 신라6부의 하나이다. “小 

口”는 “小舍”로 생각된다.

두 碑를 통해서 볼 때, “與難”은 “喙部” 

에서 “大舍”（제12관등）의 官等으로 “卤人” 

의 職을 맡은 인물이고; “독支次”（“篤兄”과 

동일 인물）는 “沙喙部”에서 “小舍”（제13관 

등）의 官等으로 “藥師”의 職을 맡은 인물 

임을 알 수 있다.

점인은 대사인데 약사는 소사이므로 점 

인의 관등이 약사보다 높다. 이에 의하여 

진홍왕대에 약사가 있었고 이들이 왕을 수 

행했다는 것과 점인보다는 관등이 낮았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왕을 수행 

하여 마운령과 황초령에 갔으므로 이들은 

왕의 건강을 책임진 사람이다.『마운령비』 

에는 수행한 자들중 약사는 기록되어 있어 

도 의사란 職名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약사와 의사가 아직까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50）약사는 의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제도가 나중에 가서 供奉醫師가 되었을 것

50）『삼국사기』권제39「잡지 제8, 직관中」 

에 의하면 藥典 供奉醫師 供奉卜 師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金富軾 등 지음; 

李丙議 譯註. 위의 책, 257.）,「隋書』r 

백관지」에는 주금박사가 태의서에 소 

속되고,『舊唐書』「직관지」에는 주금사 

가 태의령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醫와 

巫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홍왕대에 나오 

는 '占人'은 '藥師'와 더불어서 의료행 

위를 행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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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許興植은 에서는 “薦으로 보고（許興 

植 編著.『韓國金石全文』（古代）.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41.） 있으나, 최근 

에 盧鑛弼은 “독”으로 보고（盧鋪弼 著.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初版印刷. 서 

울: 一潮閣, 1996： 264.） 있다. 여기서는 

최근의 說을 따랐다

47） 許興植編著.「韓國金石全文』（古代）. 

위의 책, 41.을 원본으로하고, 원문의 

뛰어쓰기는 盧重國. r10. 磨雲嶺 眞興 

王巡狩碑」.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輯. 

「譯註 韓國古代金石文』n（ 신라1•가야 

편）. 『韓國古代社會研究所 史料叢書』 

③. 再版 發行.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 

究院, 1995： 90.을 참고한 것이다.

48） 許興植編著.『韓國金石全文』（古代）. 

위의 책, 40.을 원본으로하고, 원문의 

뛰어쓰기는 盧重國. r9. 黃草嶺 眞興王 

巡狩碑」.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輯. 

『譯註 韓國古代金石文』n（ 신라1•가야 

편）. 『韓國古代社會研究所 史料叢書』 

③. 再版 發行.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 

究院, 1995： 80.을 참고한 것이다.

49） 盧舗弼 著. 위의 책, 180-181.을 참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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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圓光

生沒年은 진흥왕16년（555년）-선덕여왕7 

년（638년）이다. 신라의 高僧으로, 姓은 朴 

氏 또는 薛氏이고, 경주출신이며, 성품이 

활달하고 도량이 컸다. 글 읽기를 좋아하 

여 도학과 유학을 공부하였으며 諸子와 역 

사를 연구했다. 13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30세에 경주 안강의 삼기산에 금 

곡사를 창건하고 수도하였다. 진평왕11년 

（589년에 더 많은 식견을 배우기 위하여 

중국으로 갔다가 600년에 귀국하였다. 그 

는 중국에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질로 인 

하여 그 명성을 널리 떨쳤는데 신라에 돌 

아와서도 온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 

으며 진평왕（579-632）도 그를 만나 보고 

성인과 같이 공경하였다.

그의 역사적인 위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 그는 신라의 승려로서 대 

승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신라에서 

강의한 최초의 학승이었다. 둘째, 불교의 

토착화에 노력하여 재앙을 쫓고 병을 고치 

는데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 

식되었던 당시의 주술문화를 불교의 수계 

와 滅懺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불교의 

토착화를 꾀하였다. 셋째,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깊은 소양을 쌓아 국가발전에 크 

게 기여하였는데 귀산•추항 등 두 사람에 

게 세속오계를 주고 진평왕의 명을 받아 

『걸사표』를 쓴 것 등이 그러한 면을 입증 

하고 있다.티

원광의 의학적인 행적에 관하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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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뒤에 나라 임금（진평왕）이 병환이 나서 

醫員을 불러 다스리게 하였으나 조금도 효 

험이 없었다. 이에 법사에게 說法을 청하 

여 왕궁 안으로 모셔 들였다. 스님이 혹 

經을 외어주기도 하고 혹 法을 말해 주기 

도 하였다. 왕이 성심으로 신봉하였더니 

첫날 밤에 왕은 법사의 머리에 금빛이 해 

둘레 모양으로 나타남을 보았고 宮人들도 

함께 보았다. 왕의 병환은 곧 나았다. 스님 

의 法臘이 높았으므로 가마를 타고 궐내를 

드나들게 하고 의복과 藥石을 왕이 손수 

마련하여 오로지 혼자만 복을 누리기를 바 

랐다.”52）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원광법사는 승려 

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讀經術로 병을 치 

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도 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그는 僧醫였을 것이다.

2-3-4,法惕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신라 선덕여왕 

（632-647）때의 승려이다. 법척은 興輪寺의 

승려로서 善德女王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 

생하자 이를 치료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密本法師가 讀經으로 병을 

완치하였다.街）

김두종은 “侍疾의 命을 받았다”는『三國 

遺事』의 내용을 유추하여 법척이 승려로서 

醫方에 정통한 僧醫일 것이라고 하였으 

나54） 밀본법사의 육환장에 의하여 여우 한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16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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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後國王染患醫治不損請師說法入宮 

安置或講或說王誠心信奉初夜見師首 

領金色如日輪宮人共都王疾立效法 

臘旣高乘輿入內衣服藥石並是王手自 

營 用希專福”（각훈 지음; 이병훈 옮김 

위의 책, 91-100.）
53） 일연 지음; 김영석 옮김「삼국유사』. 

4판. 서울: 학원사, 1991： 206-208.



제3의학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 253 - 295, 1997 Hyungok J Kor Med 2 : 253 - 295, 1997
현곡학회 ISSN 1226-0932

마리와 함께 퇴치되는 것으로 볼 때 법척 

이 오히려 선덕여왕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病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진위를 판 

별하기가 어렵고 또 사람이 여우와 결탁하 

여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 

당성이 부족하므로 신라 선덕여왕 시절에 

법척이 불교계에서 밀본과 대치되는 인물 

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55) 따라서 당시의 승려들 사이에서는 

「불경」에 관한 식견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지식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 

다.

2-3-5.密本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신라 선덕여왕 

(632-647) 때의 密敎僧이다. 일찍이 금곡 

사에 머물면서 덕행으로 명성을 얻었다. 

『삼국유사』에 밀교와 관련된 2편의 설화가 

전한다.56)

선덕여왕이 병을 얻어 홍륜사의 요승 법 

척을 불러 치료하게 하였으나 효험이 없자 

밀본을 청하였다. 그가 왕의 침실 옆에서 

『藥師經』을 읽으니 가지고 있던 六環杖이 

침실 안으로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 뜰 아래로 거꾸로 내던지니 

왕의 병이 곧 나았다. 또 승상 김양도가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붙고 몸이 굳어져 

말을 못하고 몸도 쓰지 못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법륭사의 승려를 청하여 경을 읽 

게 하였으나 김양도에게 붙어 있던 귀신이 

쇠몽둥이로 중의 머리를 쳐서 죽게 하였 

다. 그 뒤 밀본을 청하여 병을 고치려 하 

니 밀본이 그 집에 이르기도 전에 사방에 

서 쇠갑옷과 긴 창으로 무장한 大刀神이 

나타나서 귀신들을 결박하여 잡아갔고 다 

음에는 무수한 天神들이 둘러서서 밀본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밀본이 와서 

경을 펼쳐 주문을 외우기도 전에 병이 나 

았다. 그 뒤 흥륜사 오당의 주불인 미륵존 

상과 좌우보살을 소상으로 만들고 금색으 

로 오당의 벽화를 그려 공양하였다고 한 

다. 이 두 편의 설화는 불교와 민간신앙과 

의 관계 및 신라에 밀교가 전래된 시기 등 

을 알게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2-3-6.明朗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자장의 생질이 

다. 선덕여왕4년(635년)에 唐으로부터 귀국 

하면서 신라에 처음으로 文豆累秘法을 전 

하였다. 이는 일종의 方位神을 믿는 것으 

로 제앙을 막아 복을 빌며, 병을 치료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巫覲信仰과 일 

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명랑은 문무왕H년 

(6기년) 狼山 남쪽 神遊林에 密壇을 설치 

하고 五方에 신상을 모시고 瑜伽僧 12명을 

거느리고 문두루비법을 행하여 신라에 침 

입해 오던 당의 병선을 침몰케 하였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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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김두종. 위의 책, 63.
55) 법척은 흥륜사의 숭려이다. 여인석(국 

립환경연구원)에 의하면, 흥륜사는 신 

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후 지어진 절 

로서 신라초기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 의미를 띈다고 한다. 즉 불교 본래 

의 의미보다는 신라에서 전통적으로 

유행하던 토속신앙과 많이 융합된 듯 

한 색채를 띄고 있었다. 따라서 삼국시 

대 후반기에 성행하기 시작하던 밀교 

의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흥륜사의 이 

미지를 깨뜨려야 자신들의 입지를 강 

화할 수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적- 

밀본의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지 않았 

나 생각된다.

56) 일연 지음; 김영석 옮김. 위의 책, 20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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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統一新羅時代

2-4-1,耆婆郞

화랑이란 신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집단이다. 화랑은 진골귀족가운데 선출된 

화랑 한 명과 승려 약간 명 그리고 낭도 

수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려낭도의 역 

할은 화랑을 보좌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기파랑도 승려중의 한 사람이었다. 충담이 

지은「찬기파랑가』의 주인공인데『三國遺 

事』1■紀異제2」「경덕왕과 충담사와 표훈대 

덕」에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충담은 차를 달여 부처님께 바치는 자였 

는데 차는 넓은 의미로서는 약물로 보아도 

무방하다. 충담이 지은『찬기파랑가』는 다 

음과 같다.

헤치고 나타난 달이, 횐 구름 쫒아 떠가 

는 것 아닌가?

새파란 시내에, 기파랑의 모습 잠겼어라.

일조천 조약돌에서, 랑이 지니신 마음 

좇으려 하네.

아아. 잣나무 가지 드높아,

서리 모를 그 씩씩한 모습이여.59)

기파랑에 대하여서는『新羅法師方』에 약 

을 먹기전에 동쪽을 향하여 외우는 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耆婆醫王”이라는데서 찾 

아볼 수가 있다. 신라에서는 기파랑은 의 

사의 王으로 보고 아픈 자들이 기파랑의 

이름을 외우면 모두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었다.

기파랑은 인도 외과의사였던 지바카 

(jivaka)의 漢語音譯인 耆婆, 또는 祗域이 

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살았던 인도의 명 

의 기파는『佛說奈女耆婆經』등의 경전에 

의하면 마가다국의 빔비사라 (Bimbisara) 
왕과 유녀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 

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 유녀의 몸에서 태 

어난 아기는 버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때 

문에 기파 역시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길 

가에 버려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無畏가 

그를 주워다가 길러 주었다. 기파는 태어 

날 때부터 손에 儼藥囊”을 들고 있었던 

만큼 의학과는 관련이 깊다. 이후 그는 성 

장하면서 핑 갈라(Pingala)라는 스승을. 모 

시면서 의술을 배웠다.6。)

그의 의술이 얼마나 유명했던가는 많은 

불경에 적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 

로서, 12년에 걸친 만성두통을 “灌鼻의 방 

법” 즉 코를 씻어 치료하였다든가, 빔비샤 

라 왕의 痔疾수술, 王舍城에서의 開頭手術, 

구섬미國 長者 아들의 개복수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 한편으로 그 

는 소아과의 대표적 의사로도 거명되었 

다.61)그것은 그의 이름 지바카 코마아 랴 

뷰르타(J.Komarabhrtya) 에는 “소아를 돌보 

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과 관련이 있 

다. 개복술이나 개두술 등 기파의 치료술 

은 거의가 다 외과수술이다. 이는 곧 고대 

인도의학이 도달하였던 외과의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특히 아커크네히 

트도 지적하고 있듯이 인도의학의 가장 화 

려한 발견은 이른바 몸안의 "이물질'을 개

60) 「사분률』39권
61) 『修行道地經』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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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申舜植 外8명 위의 책, 112.
58) 일연 지음; 김영석 옮김. 위의 책, 76- 

79.
59) “咽嗚爾米，露曉邪隱月羅理，白雲音逐 

于浮去隱安支下，沙是八陸隱汀理也中, 

者郞衣兒史是史藪邪，逸烏川理叱磧惡 

希，郞也持以支如賜烏隱，心未際叱盼逐 

內良齊，阿耶，栢史叱枝次高支好，雪是 

毛冬乃乎尸花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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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또는 개두하여 제거해 내는 수술이었 

다. 이는 점성술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가 

뉘여질 방향을 잡고, 切開•切除•搔爬•穿剌 

•探緘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인도의 명의 기파랑과 동일한 이름을 사 

용하였던 신라의 인물도 또한 의학과 무관 

한 인물이 아니였을 것이다. 신라의 의학 

은 전통의방과 중국의 것, 그리고 불교와 

함께 전래된 인도의학의 영향이 모두 섞여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가장 잘 체 

득하고 있었던 계층은 儒 佛•道를 포괄하 

는 승려낭도-法師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존하는 신라시대의 의서를 아 

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62）

2-4-2.元曉

生沒年은 진평왕39년（617년）-신문왕6년 

（686년）이다. 신라시대의 高僧으로, 姓은 

薛氏이고, 원효는 法名이다. 아명은 誓幢 

또는 新幢이고, 押梁（지금의 慶山郡） 佛地 

村 출신이다. 仍皮公의 손자이며 奈麻 談 

捺의 아들이다. 불지촌은 發智村 또는 佛 

等乙村이라고도 불렀다.

소년시절에는 화랑의 무리에 속하였으나 

도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 출가할 것을 결 

심하고 자기 집을 헐어 初開寺라는 절을 

세웠다. 진덕여왕2년（648년）에 皇龍寺에서 

중이 되어 각종 불전을 섭렵하며 수도에 

정진하였다. 일정한 스승을 모시고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타고난 총명으로 널리 典籍 

을 섭렵하여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는 최대 

의 학자이자 사상가가 되었다.

원효가『金剛三昧經論』을 찬술할때에 다 

음과 같은 설화가 전하여 온다.

한 번은 국왕이 100명의 高僧大德을 초 

청하여 仁王經大會를 열었을 때에 湘州 사 

람들이 원효를 천거하자 다른 승려들이 그 

인품이 나쁘다고 헐뜯었기 때문에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왕후가 

종기를 앓게 되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다 

써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왕은 왕자와 신 

하들을 다 거느리고 영험이 있다는 명산대 

천을 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던 중 한 

무당이 말하기를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 

내어 약을 구하게 하면 그 병이 곧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은 곧 당나라에서 좋 

은 약과 의술에 능한 사람을 구하도록 사 

신을 보냈다. 왕명을 받은 사신 일행이 바 

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바닷물 속으로부터 

한 노인이 솟아올라 사신들을 용궁으로 데 

리고 갔다. 용왕은 자기의 이름을 鈴海라 

고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경들 나라의 왕비는 바로 靑帝의 셋째 

공주요. 우리 용궁에는 일찍부터『금강삼 

매경』이라는 불경이 전하여오는데 始覺과 

本覺으로 되어 있소. 원만하게 열린 菩薩 

行을 설명하여주는 불경이요. 신라 왕비의 

병으로 인하여 좋은 인연을 삼아 이 불경 

을 당신들의 나라로 보내어 널리 알리고자 

사신들을 부른 것이오'라고 하였다.63）

현존하는 그의 저술은 20부 22권이 있으 

며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여부 240권이나 된다. 특히 그의『대승 

기신론소』는 중국 고승들이 海東疏라하여 

즐겨 인용하였고『금강삼매경론』은 인도의 

馬鳴•龍樹 등과 같은 고승이 아니고는 얻 

기 힘든 論이라는 명칭을 받은 저작으로서 

그의 세계관을 알수 있는 대저술이다.

6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16권） 

76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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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申舜植 싸8명. 위의 책, 1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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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惠空

중 혜공은 天眞公의 집에서 고용살이하 

던 노파의 아들로서 어릴 때의 이름은 憂 

助이다. 천진공이 일찍이 종기를 앓아 죽 

게 되었는데 혜공이 일곱 살의 나이로 이 

병을 치료하였다.

우조의 신령스럽고 이상한 자취는『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항상 작은 

절에 살면서 늘 미친 사람처럼 심하게 취 

한 모습으로 삼태기를 지고 노래하고 춤추 

며 거리를 쏘다니곤 했다. 그래서 그를 負 

簣和尙이라 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절을 

夫蓋寺라 했는데 이는 곧 삼태기의 鄕言이 

다. 또한 그는 그 절의 우물속에 들어가면 

두어 달씩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惠空井이라고 했 

다. 혜공은 만년에 恒沙寺(지금 영일현의 

吾魚寺)로 옮겨가 살았는데 원효(617-686) 
가 여러 가지 불경의 疏를 지을 때 늘 혜 

공에게 가서 묻고 상의하였다고 한다어)

상고시대에는 의학이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무당들이 의사의 역할 

을 일정 정도까지 담당하였다. 삼국시대에 

도 의학이 완전하게 무속신앙에서 분리되 

지는 못하였으며 새로 들어온 신흥종교인 

불교는 의술을 불교전파의 한 방법으로 이 

용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혜공 스님 

처럼 유명한 高僧들 중에 醫術에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2-4-4.惠通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신라 신문왕 

(681-692) •효소왕(692-702) 때의 승려이다. 

혜통의 씨족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二가

64) 일연 지음; 김영석 역. 위의 책, 18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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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이었을 때 남산 서쪽 기슭인 銀川洞 

어귀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집의 동쪽에 

있는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것을 동산에 버렸었다. 그 

런데 다음날 새벽에 혜통이 그곳에서 뼈를 

찾아 보니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핏자국 

을 따라 찾아 보았는데 그 뼈는 전에 수달 

이 살던 동굴에서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앉아 있었다. 혜통은 이 광경을 보고 감탄 

하고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속세를 버 

리고 중이 되어 이름을 혜통이라 했다.

혜통은 이후에 당나라의 무외삼장의 사 

랑을 받아 印訣(도법의 요결)을 전수받았 

다. 그때 당나라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왕 

은 무외삼장에게 치료를 청했다. 그러자 

무외삼장은 혜통을 소개해 대신 치료해 주 

도록 했다. 命을 받은 혜통은 멀리 떨어진 

방에 앉아 횐콩 한 말을 은그릇에 담고 주 

문을 외었다. 그러자 그 콩들이 횐 갑옷을 

입은 神兵이 되어 병마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금그릇에 검은 콩을 

담고 주문을 외었다. 그 콩들도 모두 검은 

갑옷을 입은 신병이 되었다. 이에 흑,백 

두 빛깔의 신병들로 하여금 병마와 싸우게 

하니 갑자기 毒龍이 나와 달아나고 공주의 

병은 낫게 되었다.

한 번은 신문왕이 등창이 났을 때 혜통 

에게 병을 보아 주길 요청했다. 혜통이 와 

서 주문을 외자 왕의 등창은 금방 나았다， 

이에 혜통은 왕에게 말했다.

"폐하는 전생에 재상으로서 양민 信忠을 

잘못 판단하시어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 

충이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환생할때 

마다 보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등창도 

그 신충의 재앙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그를 위하여 절을 세우고 명복을 빌어 주 

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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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혜통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절을 세워 信忠奉聖寺라 

이름하였다. 절이 다 완성되자 갑자기 하 

늘에서 노래소리가 들렸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왕께서 절을 세워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 

나

하늘에 태어났으니 나의 소원이 풀렸다.

이에 그 노래 소리가 들린 곳에 折怨堂 

을 지었는데 이 堂과 절은 지금도 남아 있 

다.65)

2-4-5.陸元景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통일신라 효소 

왕(692-702) 때 당나라에서 파견된 의사이 

다.

『三國史記』「列傳第四」「金仁問」의 부분 

에 인문이 孝昭王3年(唐延戴 元年, 694년) 

4월 29일에 唐에서 卒하매 그 靈柩를 호송 

하는 사신들 중에 司禮寺 太醫署令 陸元景 

이 新羅에 派送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 

다.66) 육원경과 당시의 新羅醫人들 사이에 

어떤 의학적 지식의 교환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에 당나라의 의사가 와서 

상호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국 

의 의학적인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겠다.67)

2-4-6.忠談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통일신라 景德 

王(742-765) 때의 승려로 향가에 능하였 

다. 특히 기파랑을 찬미하여 지은『讚耆婆 

郞歌』와 경덕왕을 위하여 지은『安民歌』 

등은 유명하다.『삼국유사物에 충담과 경덕 

왕에 관한 일화가 실려 있다.68)
耆婆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釋迦 臨終時 

에 마지막까지 보좌하였던 侍醫이며 불교 

계에서는 醫王으로서 존경받았다. 이것을 

통하여『찬기파랑가』를 지은 승려 충담도 

어느 정도 醫術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4-7.表訓大德

生存시기는 700-760년 전후의 시기이 

다.69) 의상의 10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신 

라 중대 景德王代(742-765에 크게 활동한 

승려이 다.

그의 행적은『三國遺事』에 잘 나타나 있 

다.

왕(경덕왕)은 음경의 길이가 여덟치나 

되었다.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비를 폐하여 

沙梁夫人으로 봉했다. 후비 滿月夫人의 시 

호는 景垂太后며, 依忠 각간의 딸이었다.

왕의 하루는 表訓大德에게 명했다.

“내가 복이 없어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원컨대 대덕은 上帝께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하여 주오.”

표훈이 天帝에게 올라가 고하고는 돌아 

와서 아뢰었다.

“상제께서 딸은 얻을 수 있지마는 아들 

은 얻을 수 없다 하십니다.”

"딸을 바꿔 아들을 만들어 주기 바라 

오.”

표훈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청하니 상

65) 일연 지음; 김영석 옮김. 앞의 책, 208 
-211.

66) 金富軾 等 지음; 李丙康 譯註. 위의 

책(하권), 320.
67) 金斗鍾 著. 위의 책, 108.

68) 일연 지음; 김영석 옮김. 위의 책, 76- 
78.

69) 金福順.「表訓」.『伽山學報』1994：第3 
號：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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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말했다.

"될 수는 있지마는 아들이 되면 나라가 

위태할 것이다.”

표훈이 내려오려 할 때 상제는 다시 불 

러 말했다.

“하늘과 사람 사이를 문란할 수 없는 것 

인데 지금 대사가 （하늘과 사람 사이를） 

이웃마을처럼 왕래하여 天機를 누설했으니 

이 후로는 다시 다니지 말아야 한다.”

표훈이 돌아와서 天帝의 말로써 왕을 깨 

우쳤으나, 왕은 말했다.

"나라는 비록 위태하더라도 아들을 얻어 

뒤를 잇게 한다면 만족하겠소.”

그 후 滿月王后가 태자를 낳으니 왕은 

매우 기뻐했다.

태자는 8세 때에 왕이 세상을 떠났으므 

로 왕위에 올랐다. 이가 惠恭大王이다. 왕 

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太后가 대신 政事를 

보살피니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았다. 도둑 

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미처 막아낼 수 없 

었다. 표훈의 말이 그대로 맞았었다.

왕은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돌날 

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항상 부녀가 흐｝ 

는 짓만 했다.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하 

고 道士들과 함께 희롱했다. 그러므로 나 

라에 큰 난리가 생겨 마침내 宣德王과 金 

良相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表訓의 

이후에는 신라에 성인이 나지 않았다 한 

다.70）

그는 惠恭王의 탄생문제에 깊이 관여하 

는 과정에서 의학지식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아 僧醫로서의 역할도 상당하였을 것으 

로 판단된다.

Hyungok J Kor Med 2 ' 253~295, 1997
ISSN 1226-0932

2-4-8.千手觀音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千手大悲라고 

도 하고 千手千眼觀音이라고도 한다.

景德王（742-765） 때에 漢岐里에 사는 여 

자 希明의 아이가, 난 지 5년만에 문득 눈 

이 멀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芬皇寺 左殿 북쪽에 그린 千手觀音 앞에 

나아가서 아기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었더 

니,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무릎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 

앞에 비옴을 두나이다.

천손 천눈을 하나를 낳아 하나를 더옵길 

둘 없는（눈이 둘 다 없는） 내라 하나만으 

로 그윽히 고칠 것이다.

아아 나에게 끼쳐 주시면 놓되（눈을 놓 

아 주시되） 쓸 자비여 얼마나 큰고 기린 

다.

대말（竹馬에 파피리로 거리길에 놀더니, 

一朝에 두 눈이 멀어버렸다.

자비로운 눈을 돌리시지 않았다면, 몇 

春社나 버들꽃은 못 보고 지냈을꼬?”a

2-4-9.順應•理貞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신라 후기의 

스님이고 중국 구법승이며 가야산 해인사 

를 창건한 인물이다.

哀莊王（800-809） 때 함께 당나라에 가서 

법을 구하다가 양나라 때 죽은 寶誌公의 

『踏山記요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가야산 

에 해인사를 지으려 할 당시 마침 애장왕

70）李載浩譯；明知大學校敎養敎育研究 

所 編纂.「三國遺事』（中）. 五版發行. 서 

울: 明知大學校 出版部, 1995： 42-44.

71）李載浩譯；明知大學校敎養敎育研究 

所 編纂. 앞의 책（中）「芬皇寺의 千手 

觀音에서 눈먼 아이가 눈을 얻다」, 

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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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후가 둥병이 났는데 의약이 효과가 

없었다. 여러 곳에 사신을 보내어 큰스님 

들을 구할 때에 그들이 선정에 든 것을 발 

견, 왕궁으로 청해 가려 했으나, 그는 사신 

에게 오색실을 주면서 한 끝은 궁중 앞 배 

나무에, 다른 끝은 왕비의 腫處에 붙이라 

고 일러 줌으로써 왕후의 병을 고쳐주었 

다. 이때 그 배나무는 말라 죽었다 한다. 

이에 감탄한 왕은 그들의 원에 따라 애장 

왕3년（802년） 해인사를 지을 때 인부를 동 

원하여 일을 도왔다.花）

72） "그때는 마침 新羅 第39세（40세가 옳 

음） 哀莊大王의 王后가 등창병이 났는 

더】, 아무런 약을 써도 효력이 없으므 

로, 임금이 신하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 

어 高僧•碩德의 구호를 찾던 때였다. 

사신이 지나가다가 하늘에 치솟는 붉 

은 기운을 바라보고, 이상한 사람이 있 

는가 여겨, 산 아래 이르러 숲을 헤치 

면서 수십리나 들어갔으나, 시내가 깊 

고 골짝이 좁아 더 갈 수가 없었다. 지 

금 崔致遠이 '宓奔曇石吼重巒, 人語難 

聞咫尺間，常恐是非聲到耳，故敎流水盡 

籠山.'이라고 詩를 쓴 곳. 한창 망설이 

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우가 바위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따 

라가다가 두 스님이 禪定에 들어 放光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경하여 예배 

하고 왕궁으로 함께 가기를 청하였으 

나, 두 스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병난 사연을 말하자, 스님은 오 

색실을 주면서 이렇게 일렀다. ”이 실 

한 끝은 궁전 앞에 있는 배나무에 매 

고, 다른 한 끝을 아픈 곳에 대면 병이 

곧 나으리라“고 하였다. 사신이 돌아가 

임금에게 여쭈었더니 그대로 시행하였 

다. 과연 배나무는 말라 죽고 병은 나 

았다. 임금이 감격하여 나라 사람들을 

시켜 이 절을 짓게 하였으니, 때는 애 

장왕3년（802년） 壬午요, 唐의 貞元18年 

이다.（時新羅第三十九王哀莊大王王后患 

發背良醫無效, 王大患之遣使臣分왕諸方 

冀得碩德異僧倘蒙扶救也.中使於路上望

순응이 해인사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입적하자 이정이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을 

교화했다.

2-4-10.祿眞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姓과 字는 자 

세하지 않으나 부친은 秀奉 一吉滄이다. 

23세에 비로소 벼슬을 시작하여 여러차례 

內外의 官職을 역임하다가 憲德大王:10년 

戊戌（818년에 執事侍郞이 되었다.73）

憲德大王14년（822년）에 上大等 忠恭 角 

干이 政事堂에 앉아 內外 官員을 銓衡한 

뒤 公事에서 물러나와 병이 들었다. 官醫 

는 “病이 心臟에 있어 龍齒湯을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과 처방을 내 주었다. 드디어 

그는 21일간의 휴가를 얻었다. 이때 녹진 

이 강력한 손님방문사절에도 불구하고 어 

렵게 찾아가 “듣자온즉 貴體가 未寧하시다 

하오니 相公께서 아침 일찍 出勤하고 저녁 

늦게 退勤하여 風露에 觸傷하여 榮衛（血 

氣）의 和함을 傷하고 支體（四肢）의 편안함 

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라고 묻자 각

見紫氣疑其有異人, 到山下披진入洞至數 

十里許溪深峽束行不能前，今致遠書其詩 

曰，狂奔疊石吼重巒，人語難聞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故敎流水盡籠山.徘徊 

久之忽見一狐緣巖而去中使心異之隨之 

而後，及見二師入定光從頂門出，敬信禮 

拜因請邀還王宮二師不許中使乃以王后 

發背之患告之師授以五色線曰，宮前有何 

物答曰有梨樹師曰持此線一頭繫어梨樹 

一頭接於瘡口卽無患其使還報於王，王依 

言試之梨枯患差王感之敬之使國人籾立 

茲寺焉時哀莊三年壬午卽唐貞元十八年 

也.）”（李智冠編著.『伽佛山海印寺誌』 

「第八編伽佛山海印寺古記錄」「一.伽 

佛山海印寺古籍」. 초판인쇄 초판발행 

서울: 伽山文庫, 1992： 59-60-562.）
73） 金富軾 等 지음; 李丙髏 譯註. 위의 

책（下卷）, 3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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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다. 다만 어 

릿어릿（昏昏嘿嘿）하여 정신이 불쾌한 것뿐 

이다”라고 대답 하였다. 각간은 감기에 걸 

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정치 못한 인사 

안배에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간파 

한 녹진은 藥이나 緘이 아닌 올바른 인사 

정책을 펴게하는 지극한 말과 높은 談論으 

로 마음을 깨쳐주는 치료를 하고 있다. 녹 

진의 말이 藥石과 같다는 角干의 말에서부 

터 緘治療•藥物治療•精神治療 등을 당시에 

도 구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74）

74） 憲德大王 十四年에 王이 嗣子가 없으 

므로 아우 秀宗으로써 太子를 삼아 月 

池宮에 들게 하였다. 이때 忠恭 角干이 

上大等이 되어 政事堂에 앉아 內싸 官 

員을 銓衡하였는데 公事에서 물러나와 

병이 들었다. 官醫를 불러 診脈하니 

“病이 心臟에 있으므로 龍齒湯을 복용 

하여야 한다” 하였다. 드디어 그는 三 

七日（二十一日間）의 휴가를 얻어 문을 

닫고 賓客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이때 

祿眞이 찾아와 뵙기를 청하였는데 문 

지기가 막고 들이지 아니하였다. 祿眞 

이 말하기를 “下官은 相公께서 病患으 

로 해서 客을 사절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꼭 한말씀을 左右（相公）에 드려 

서 답답한 근심을 풀어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뵙지 않고서는 

물러갈 수 없다.”하니 문지기가 再三 

往復하다가 불러들여서 뵙게 되었다. 

祿眞이 나아가 말하기를 "듣자온즉 貴 

體가 未寧하시다 하오니 相公께서 아 

침 일찍 出勤하고 저녁 늦게 退動하여 

風露에 觸傷하여 榮衛（血氣）의 和함을 

傷하고 支體（四肢）의 편안함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하였다• 말하기를 "거 

기까지 간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릿어릿 

（昏昏嘿嘿）하여 정신이 불쾌한 것뿐이 

다”하였다. 祿眞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公의 病患은 藥이나 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말과 높은 談論으로 한 

번 쳐서 깨칠 수가 있는데 公이 들어 

주시겠습니까” 하였다. “그대가 나를 

멀리 버리지 않고 특별히 光臨해 주었 

으니 玉音을 들려서 나의 가슴 속을 

씻어 주기 바라노라”하므로 祿眞은 이 

렇게 말하였다. "木工이 집을 짓는데 

材木이 큰 것은 보와 기둥을 삼고 작 

은 것은 서까래를 삼으며, 흰 것 곧은 
것이 각기 적당한 자리에 들어간 후에 

야 큰 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에 어진 재상이 政事를 하는데 있어서 

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큰 人材는 

높은 職位에 두고 작은 人材는 가벼운 

소임을 준다면 안으로 六官 百執事와 

밖으로 方伯 連率 郡守 縣令에 이르기 

까지 朝廷에는 빈 직위가 없고 직위마 

다 부적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上下 

의 질서가 정해지고 賢과 不肖가 갈릴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王政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 

습니다. 私에 의하여 公을 滅하고 사람 

을 위하여 官職을 擇하며 사랑하면 비 

록 材木이 아니더라도 아주 높은 곳으 

로 보내려 하고 미워하면 有能하더라 

도 구렁에 빠뜨리려 하니 取捨에 그 

마음이 뒤섞이고 是非에 그 뜻이 어지 

럽게 되면 비단 國事가 混濁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역시 수고 

롭고 病들 것입니다. 만일 官職에 있어 

서 淸白하고 일에 당하여 恭勤한다면 

뇌물의 문을 막고 請託의 폐단을 멀리 

하여 陞進과 降等을 오직 그 사람의 

어둠과 밝음으로써 하고 주고 뺏는 것 

을 사랑과 미움으로써 하지 아니할 것 

이며, 저울처럼하여 輕重을 잘못하지 

않고 먹줄처럼하여 曲直을 속이지 않 

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刑政이 믿음직 

하고 國家가 和平하여 비록 孫弘（公孫 

弘, 漢武帝때 名臣）과 같이 문을 열어 

놓고 曹參（漢初의 賢臣）과 같이 술을 

내면서 朋友故舊들과 談笑하고 즐거워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服 

藥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부질없 

이 時日을 소비하며 일을 폐지할 것이 

겠습니까” 角干은 이에 醫官을 사절해 

보내고 수레를 명하여 王宮으로 入朝 

하니 王이 말하기를 “卿은 날을 정하 

고 服藥한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來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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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하였다. 대답하기를 "臣이 祿眞 

의 말을 들으니 藥石과 같았습니다. 어 

찌 龍歯湯을 마시는데 그칠 정도이겠 
읍니까”하며 이어 王을 위하여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王이 “寡人이 인군이 되 

고 卿이 首相이 되었는데 이렇게 直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 

가? 太子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지 않 

을 수 없다. 月池宮（太子宮）으로 가라” 

고 하였다. 太子가 이 말을 듣고 들어 

와서 하례하기를 "일찍이 듣사온즉 仁 

君이 밝으면 臣下가 곧다고 하였습니 

다. 이 역시 국가의 아름다운 일입니 

다” 하였다. 후에 熊川州都督 憲昌이 

叛하므로 王이 군사를 출동하여 討伐 

하였는데 祿眞이 從事하여 功이 있었 

다. 王이 그에게 大阿滄의 位階를 주매 

사퇴하고 받지 아니하였다.（十四年, 國 

王無嗣子，以母弟秀宗爲籍貳，入月池宮， 

時忠恭角干爲上大等，坐政事堂，注擬內 

外官，退公感疾.召國醫診脈，曰病在心 

臟，須服龍齒湯，遂告暇三七日，杜門不 

見賓客，於是祿眞造而請見，門者拒焉. 

祿眞曰，下官非不知相公移疾謝客，須獻 

一言於左右，以開鬱悒之慮，故此來耳， 

若不見則不敢退也.門者再三復之，於是 

引見，祿眞進曰，伏聞寶體不調，得非早 

朝晩罷，蒙犯風露，以傷榮衛之和，失支 

體之安乎？曰未至是也，但昏昏嘿嘿，精 

神不快耳.祿眞曰，然則公之病，不須藥 

石，不須針破，可以至言髙論，一攻以破 

之也.公將聞之乎？曰吾子不我遐遺，惠 

然光臨，願聽玉音，洗我胸臆.祿眞曰， 

彼梓人之爲室也，材大者爲梁柱，小者爲 

椽*衰 ，偃者•植者，各安所施，然後大厦成 

焉.古者，賢宰相之爲政也，又何異焉. 

才巨者置之髙位，小者授之薄任，內則六 

官•百執事，外則方伯•連率•郡守•縣令, 

朝無闕位，位無非人，上下定矣，賢不肖 

分矣.然後王政成焉，今則不然，徇私而 

滅公，爲人以擇官，憂之則雖不材擬送於 

雲霄，僧之，則雖有能，圖陷於溝壑，取 

捨混其心，是非亂其志，則不獨國事溷濁, 

而爲之者，亦勞且病矣.若其當官淸白, 

蒞事恪恭，杜貨賂之門，遠請託之累，黜 

陟只以幽明，予奪不以愛僧，如衡焉不可

문헌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 정 신과의사이 다.

2-4-11.智證大師

“비로서 壯成하여 梵疆大德에게 出家한 

다음 具足戒를 瓊儀律師에게 禀受했으며, 

마침내 上達함에는 慧隱에게서 禪理를 探 

問하고, 바위에 거해서 楊孚에게 默契를 

주었다. 令子法胤으로는 唐 四祖가 五世 

父母가 되니 동으로 해동에 내려온 것을 

소급해서 세어본다면, 雙峰의 弟子는 法朗 

이요, 孫은 愼行이며, 曾孫은 遵範이고, 玄 

孫은 慧隱이요, 末孫이 大師（智證）이다. 法 

朗大師는 道信에게서 크게 깨달았다.

杜中書 正倫이 撰한 碑銘을 살펴보건대 

”遠方의 奇士요 異域의 高人으로, 險道를 

꺼리지 않고 보배 장소에 이르러 마음끝 

보배를 움켜쥐고 돌아갔다"하니 그가 法朗 

大師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다만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다시 비밀히 감추었으 

니, 능히 秘藏을 더듬어 찾은 사람은 바로 

信行大師이다. 그러나 때가 불리하고 도가 

형통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入唐하니 天 

子에게 알려졌다. 肅宗황제가 몸소 詩篇을

枉以輕重，如'繩焉不可欺以曲直，如是則 

刑政允穆，國家和平，雖曰開孫弘之閤, 

置曹參之酒，與朋友故舊，談笑自樂可也. 

又何必區區於服餌之間，徒自費日廢事爲 

哉.角干於是謝遣警官，命駕朝王室，王 

曰，謂卿剋日服藥，何以來朝.答曰，臣 

聞祿眞之言，同於藥石，豈止飮龍齒湯而 

已哉.因爲王——王曰，寡人爲君, 

卿爲相，而有人直言如此，何喜如焉.不 

可使案君不知，宜往月池宮，諸君聞之, 

入賀曰，嘗聞君明則臣直，此亦國家之美 

事也.後熊川州都督憲昌反叛，王擧兵討 

之，祿眞徒事有功，王授位大阿滄，辭不 

受.）（金富軾 等 지음; 李丙髏 譯註. 앞 

의 책（下卷）, 334-336-3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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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서 "용이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의지 

하지 않고, 鳳이 허공을 가로질러 날으면 

서 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흐｝니, 禪師가 

山鳥, 海龍 두 귀절로 對句를 한 것은 깊 

은 뜻이 있다하겠다.

東國으로 돌아와 三代를 傳하여 대사에 

이르니 畢萬世之後라는 말이 여기에 경험 

된다."75）76）

“朗大師, 從大鑿之大證.77）（法朗大師는 道 

信에게서 크게 깨달았다.）”에서 “大鑿”는 

道信 （580-651） 의 諡號이고, 그는 東土 禪 

宗의 第4祖로 鑑智僧璨의 弟子이다.78）“大

75） 李智冠譯註.「校勘譯註歷代高僧碑 

文』.『韓國佛敎金石文校勘譯註』卷一. 

초판인쇄. 개정판 발행. 서울: 伽山文 

庫，1994： 307-309.
76） 新羅景明王8年（924年）：“始大成也，發 

蒙于梵體大德，禀具于瓊儀律師.終上達 

也，探玄于慧隱，巖君乎默于楊孚，合于 

法胤，唐四祖爲五世父，東漸于海.遡游 

數之雙峰子，法朗，孫愼行，曾孫遵範， 

玄孫慧隱，來孫大師也.朗大師，從大鑿 

之大證.按杜中書正倫纂銘叙云，遠方奇 

士，異域高人，無憚險途，來至匚卩所.則 
掬寶歸止，非師而誰.第知者不言，復藏 

于密，能揮秘藏，唯行大師.然時不利兮， 

道未亨也.乃浮于海，聞于天肅宗皇帝， 

寵貽天什曰，龍兒渡海不憑筏，鳳子沖虛 

無認月.師以山鳥海龍二句，爲對，有深 

旨哉.東還三傳至大師，畢萬之後，斯譲 

矣.（띄어쓰기는 李智冠 譯註.『校勘譯 

註 歷代高僧碑文』. 앞의 책, 283-284.을 

참고한 것이다.）

77） 金斗鍾은 李能和 著; 鄭鍾午 發行者. 

「朝鮮佛敎通史』上編. 서울: 慶熙出版祖:, 

1968： 127.에 있는 "大證”을 인용하면 

서 인물로 파악하고 있는데,（金솨鍾 

著. 위의 책, 108.） 이는 잘못이다. 왜냐 

하면, "大證”은 집안의 家風과 같은 道 

信의 큰 깨달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78）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編者.「韓 

鑿”라는 글자에서 보여주듯이 代宗이 이런 

시호를 賜할 정도라면 아마도 道信은 의학 

에 정통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다시 우리 

나라의 法朗大師는 도신이라는 의학전문가 

의 법계를 잇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법랑 

대사도 의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인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愼行（704-779）•遵範• 

慧隱,智證大師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승려가 반드시 익혀야할 

『五明』중에는『醫方明』79）이 들어 있기 때 

문에 醫藥을 이들 승려들은 기본적으로 알 

고 있었을 것이다.

2-4-12.眞鑒國師

新羅定康王2年（887年）：“乃於大和四年來 

歸，大覺上乘，聯我仁域.興德大王，飛鳳筆 

迎勞曰，道義禪師，悬已歸止，上人繼至，爲 

二菩薩.昔聞黑衣之傑，今見縷褐之英，彌天 

慈威，擧國欣束頁，寡人行當以東雞林之境, 

成吉祥之宅也.始憩錫於尙州露岳長栢寺.鑿 

門多病，來者如雲，方丈雖寬，物情自隘，遂 

步至康州知異山，有數於菟，哮吼前導，避危 

從垣，不殊兪騎，從者無所怖畏豢犬如也•則 

與善无畏三藏，結夏靈山，猛獸前路，深入山 

穴，見牟尼立像，宛同事跡，彼竺曇猷之扣睡 

虎頭，令聽經，亦未專嫩於僧史也.因於花開 

谷故三法和尙蘭若遺基，篡修堂宇，儼若化 

成.”80）

國佛敎大辭典』. 서울: 寶蓮閣, 1982： 
768-769.

79） 醫學과 藥學을 총칭하는 학문의 이름 

이다.
80） 許興植編著.『韓國金石全文』（古代）r 

121. 雙谿寺眞鑒禪師大空塔碑」. 위의 

책 207을 원본으로 하고, 원문의 띄 어 
쓰'기는 金南允.「雙谿寺 眞鑒禪師塔碑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輯・『譯註韓 

國古代金石文』皿（신라2,발해 편）.「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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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鑿門多病, 來者如雲”에 대한 해 

석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醫門에 병 

자가 많아 치료하러 오는 자가 구름처럼 

많았다”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의 문전에 

병자가 많듯이 찾아오는 이가 구름같았 

다”81）이다. 앞의 해석은 진감국사의 실제

國古代社會研究所史料叢書』③.再版 

發行.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5： 76-77.을 참고한 것이다. 원문의 

해석은 "이에 태화4년（830） 귀국하여 

大覺의 上乘 도리로 우리 나라 어진 

강토를 비추었다. 興德大王이 칙서를 

급히 보내고 맞아 위로하기를 “道義선 

사가 지난 번에 돌아오더니 上人이 잇 

달아 이르러 두 보살이 되었도다. 옛날 

에 黑衣를 입은 호걸이 있었다고 들었 

는데 지금은 누더기를 걸친 영웅을 보 

겠도다. 하늘까지 가득한 자비의 위력 

에 온 나라가 기쁘게 의지하리니 과인 

은 장차 동방 계림의 땅을 吉祥의 집 

으로 만들리라” 하였다.

처음에 尙州 露岳山 長栢寺에 석장을 

멈추었다. 의원의 문전에 병자가 많듯이 

찾아오는 이가 구름같아 方丈은 비록 

넓으나 物情이 자연 군색하였다. 드디어 

걸어서 康州의 知異山에 이르니 몇 마 

리의 호랑이가 포효하며 앞에서 인도하 

여 위험한 곳을 피해 평탄한 길로 가게 

하니 산을 오르는 신과 다르지 않았고 

따라가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이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여겼다. 곧, 

善无畏 三藏이 靈山에서 여름 결제를 

할 때 猛獸가 길을 인도하여 깊은 산 

속의 굴에 들어가 牟尼의 立像을 본 것 

과 완연히 같은 事跡이며, 竺曇猷가 조 

는 범의 머리를 두드려 經을 듣게 한 

것 또한 그것 만이 僧史에 미담이 될 

수 없다. 이리하여 花開谷의 故 三法和 

尙이 세운 절의 남은 터에 堂宇를 꾸려 

내니 엄연히 절의 모습을 갖추었다.”（앞 

의 책, 84-85.）
81） 이지관（李智冠 譯註.『校勘譯註 歷代 

高僧碑文』. 위의 책, 143.）과 金南允의 

견해（金南允. 「雙谿寺 眞鑒禪師塔碑」. 

임상치료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뒤의 해 

석은 진감국사의 설법을 듣기 위해 많은 

대중이 찾아오는 것을 병원에 비유하여 한 

말이다. 그런데 앞뒤의 문맥에서 볼 때, 뒤 

의 해석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병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생긴 

병도 있지만, 마음에서 오는 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신적으로나 마음에서 문제가 

되어 생긴 병을 치료하는데 眞鑒國師가 일 

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면 

에서 볼 때 그는 僧醫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13.無染國師

乾符3年（876） 봄에 先大王이 몸이 편치 

않아 近侍에게 명하기를 “빨리 우리 大醫 

王을 모셔 오라”고 하였다. 使者가 深妙寺 

에 이르니 대사가 “山僧의 발이 대궐에 닿 

는 것이 한 번도 지나치다 할 것인데, 나 

를 아는 자는 聖住가 無住로 바뀌었다 할 

것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無染이 有 

染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 

면 우리 임금과 더불어 香火因緣이 있는데 

세상 떠날 날이 기약되어 있으니, 어찌 나 

아가 한 번 작별하지 않으랴”고 말하고는, 

다시 궁궐에 이르렀다. 藥言인 법문과 箴 

戒를 베푸니 곧 병이 나았으므로 온 나라 

가 신비하게 여겼다.82）83）

앞의 책, 76-77.）가 대표적이다.

82） 李智冠譯註.『校勘譯註歷代高僧碑 

文』. 위의 책, 193-194.
83） 新羅眞聖王4年（890年）：“乾符三年春, 

先大王不預.命近侍曰：亟迎我大醫王來. 

使至，大師曰：山僧足及王門，一之謂甚. 

知我者，謂聖住爲無住，不知我者，謂無 

染爲有染乎？然顧與吾君，有香火因緣, 

切利之行有期矣, 盍就一訣, 復步至王립, 

設藥言，施箴戒，覺中愈，擧國異之.”（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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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先大王이 병을 앓자 大醫王으로 불 

리는 無染國師가 藥言인 법문과 箴戒를 베 

풀어 병을 치료했었다는 기록이다. 藥言이 

란 것은 약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일 것이 

고, 箴戒는 國政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자문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무염국사는 왕이 마음에서 온 병을 

榮言과 箴戒를 통하여 심리적인 치료를 행 

하여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2-4-14.訓謙

生沒年은 자세하지 않다. 之謙이라고도 

한다.田） 甄萱의 麾下로써 高麗 太祖에 投 

降한 人士들 중에 “術士宗訓, 醫者訓謙”이 

라는 기록으로85）보아 訓謙은 견훤의 主治

智冠 譯註.「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앞의 책, 161.을 참고하여 띄어 쓴 것 

이다.）

84） “萱麾下術士宗訓•醫者之謙，勇將尙逢, 

崔弼等, 降於太祖.”（김용옥 지음.『三國 

遺事引得』「紀異第二」「後百濟」「甄萱

초판발행. 1판1쇄. 서울: 통나무, 

1992： 60.）
『三國史記』에는 “醫者訓謙”으로 되어 

있고,『三國遺事』에는 “醫者之謙”으로 

되어 있다. 앞 뒤의 문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두 기록은 동일한 인물 

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訓謙”과 

“之謙”은 異名인지 아니면 작자가 잘 

못 표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일 

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85） 『三國史記』卷第50「列傳第十」「甄萱」： 

"淸泰（後唐廢帝年號）元年（敬順王8 
年） 正月에 萱이 太祖가 運州（지금 洪 

城郡）에 駐屯하였음을 듣고 甲士 五千 

名을 뽑아 （거기에） 닥쳐왔는데, 그들 

이 미처 陣을 치기도 전에 將軍 黔弼 

이 굳센 騎兵 數千名으로써 돌격하여 

（敵首） 三千餘級을 버】매, 熊津 이북 三 

十餘城이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항복 

했으며, 萱의 麾下인 術士 宗訓과 醫員 

醫로서 당시 軍陣醫學에 일정한 기여를 한 

인물일 것이다.

2-4-15.流觀

『醫心方』86）의 인용서 중에『新羅法師流 

觀秘密要術方』이 있으므로 신라시대의 승 

려로서 醫術을 겸행한 僧醫일 것이다.

『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唐나라 滄州 景城縣 法林寺 

法師인「惠忠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 

었다:

法藏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가로되 如來 

께서는 衆生을 利롭게 하기 위해 이 秘方 

을 남겨 두었으나 衆生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願하지도 않아 널리 알려지지 못했 

다. 龍樹•馬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 

기 어려운 날에 비로소 이 藥을 깨닫고는 

곧 沙門에게 傳했는더L 사문은 겸연쩍어 

해서 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世間에서 

利로운 王이 없어졌다.

그런데 西印度에서 王 노릇할 때에, 이 

름은 阿蘇이고 키는 1尺 2寸이며 東婆臺라 

는 곳의 사람인 이 사람이 바람타고 날아

訓謙, 勇將 尙達•崔弼 等이 太祖에게 

항복하였다.（淸泰元年春正月, 萱聞太祖 

屯運州，遂簡甲士五千至，將軍黔弼及其 

未陣，以勁騎數千突擊之，斬獲三千餘級, 

熊津以北三十餘城，聞風自降，萱麾下術 

士宗訓，醫者訓謙，勇將尙達•崔弼等降 

於太祖.）”（金富軾 等 지음; 李丙黒 譯 

註. 위의 책（하권）, 407-415.）
86） 일본의 圓融王 永觀2년（고려 성종3년, 

984년）에 丹波康賴가 저술한 책으로, 

우리 나라의 『百濟新集方「『新羅法師 

方』■『新羅法師秘密方』•「新羅法師流觀 

秘密要術方』등이 들어 있어 삼국시대 

醫書의 흔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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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는 十二치瞬三秀秘密要術方（十二大願 

이 담긴 세가지의 빼어난 秘密要術方）을 

왕에게 바치자, 王이 비방의 내용을 공손 

히 살펴보니 그 안에는 藥師如來께서 敎喩 

하신 내용이 들어 있었다. 王은 때때로 治 

術（醫術을 행하여 치료하는 것）을 좋아하 

여 바로 여러 차례 자세히 시술을 했다. 

밖으로는 다시 이를 계승해서 널리 運用하 

도록 했는데, 왕은 16大國에 제후를 封하 

고 이를 다스려 100萬 王妃를 거느리게 되 

었다. 그런데 王妃는 勝地에 오르게 되어 

환희에 빠져 딴 생각이 날 수가 없었다. 

높고 크도다 德이여! 평탄하도다 仁이여! 

千金을 가지고도 전해 받을 수 없다.87）

이 처방은 일본의『醫心方』이『신라법사 

유관비밀요술방』을 인용한 것이고『신라법 

사유관비밀요술방』은 다시 중국의 『혜충 

전』을 인용했으며『혜충전』에서는『법장령 

기』를 인용하였고『법장령기』에서는 인도 

에 있었던 어느 왕의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방의 내용을

87）"『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云：大唐國 

滄州景城縣法林寺法師惠忠傳曰：法藏齢 

記日，如來爲利衆，赭此方，衆生不覺不 

願，是以无周知，龍樹馬鳴離說，佛敎之 

日, 纔悟此集, 卽傳沙門, 沙門뉵不傳, 

因无有世間利王. 王西天쓰國之時, 東婆 

臺人名阿蘇，高尺有二寸，乘風飛來，獻 

十二大願三秀秘蜜要術方，王龔視鳥旨, 

藥師如來敎喩儲也.王好時治術，乃得齢 

歷數之，外更承廣運，封十六大國，御百 

万妃，妃各爲芳觞悅一適，勝莫兩心奸, 

魏魏乎德，蕩蕩乎仁，千金莫傳.”（丹波康 

賴撰.『醫心方』卷28「房內用藥石」第 

26.에 실린 것을 申舜植이 교감.주석. 

직역, 의 역을 통하여 원문에 띄어쓰기 

를 한 것이다: 申舜植.「고려시대 이전 

의 韓醫學文獻에 관한 연구」.『醫史學』 

1995： 제4권 제1호: 52-58.） 

천금을 주어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方書가『신라법사방』중에 포함된 한 

처방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혹은 아주 다 

른 단독의 이름을 가진 방서인지 속단하기 

어려우나, 아마도『신라법사방』이라는 書 

名 아래에 당시 신라의 법사로서 醫術을 

겸행하던 승려들이 사용하는 要術方을 망 

라한 것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惠忠은 8세기 중반에盈）滄州 莊嚴寺에 

있었던 法師이므로 신라법사인 유관도 이 

시기를 전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2-4-16.南無東方藥師瑠琉光佛•藥王藥上 

菩薩.雪山童子

『新羅法師方』89）에는 "약을 먹을 때마다 

'나무동방약사유리 광불 •약왕약상보살•기파 

의왕90）.설산동자께서는 약을 베푸시어 병 

자를 낫게 하시고, 사기를 사라지게 하시 

며, 선신은 도우시고, 오장을 평화로와지게 

하시며 육부는 고르게 하시고 70만맥은 저 

절로 통하게 하시며 팔다리와 몸통은 강건 

해지게 하시며 수명은 길어지게 하소서. 

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누운 것에 상관 

없이 하늘이시여, 막고 지켜주십시요.，라고 

동쪽을 향하여 한번 축원하고서 약을 먹으 

라.”91）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88） 惠忠의 生沒年度는 682-769, ?-775, 
817-882의 3가지 설이 있지만, 혜충은 

景德王（742-764）代에 활동한 인물로 보 

인다.（申瓣植. 「고려시대 이전의 韓醫 

學文獻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54- 
62.）

89） 이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본에서 편찬된 

『의심방』권2「用藥用意」, 권10「治積聚 

方」에 인용되어 있다.

90） 耆婆醫王은 앞에서 설명한 耆婆郞을 

말한다.

91） “凡服藥咒曰；’南無東方，藥師瑠琉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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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동방약사유리 광불 • 약왕약상보살 • 기 파 

의왕•설산동자 등은 모두 불교에서 전하는 

의사로 생각된다. 신라시대는 사상적으로 

불교가 지배하던 사회로 질병자들도 또한 

불교에 많이 의탁하였다. 따라서 위에 나 

오는 사람들처럼 불교경전 속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또한 실제 신라사회에서도 醫聖 

으로 추앙되었던 것이다.

이는 축원문인데 축원하는 자가 환자인 

지, 법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수 

가 없다. 또 우리말로 한 축원문을 한문으 

로 옮겨 쓴 것인지, 아니면 한문으로 된 

축원문을 그대로 외웠는지도 알 수 없다.

2-4-17.道読國師

법명은 道読이고, 자는 玉龍이며, 호는 

烟起이고, 성은 崔씨이다. 낭주（지금의 전 

라도 영암군） 鳩林村 사람이다. 그의 어머 

니 최씨가 처녀 시절 어느 해 겨울, 우물 

속의 오이를 먹고 잉태하여 낳았으므로 아 

버지가 없어서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다. 

그의 어머니는 도선을 낳은 뒤, 아버지 없 

이 태어난 아이라 주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던지 숲 속에 버렸는데 수많은 비둘 

기들이 몰려들어 젖을 먹여주므로 신기하 

게 여겨 다시 데려다 길렀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비둘기 숲”이란 뜻의 鳩林이라 불 

렀다.

13세에 당나라로 들어가 一行선사에게 

비보설을 전수받았다.『隱山碑』에는 도선

佛，藥王樂上菩薩，耆婆醫王雪山童子, 

惠施阿竭，以療［病］者，邪氣消除.善神 

扶助［補處］,五藏平和，六府調順，七十 

萬脈，自然通張，四體强健，壽命延長, 

行住坐臥，諸天衛撞，莎訶向東誦一遍, 

乃服藥.”（『醫心方』卷2「鉞灸服藥吉凶 

日,저｝7「服集用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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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행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裨補說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일행은 도선에게 비보설을 전하며 그 

요점을 밝혀 주었다. 부처님은 정신과 육 

체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는 최고의 의사 

（大醫王）이다. 그의 가르침으로 몸을 다스 

리면 각종 재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가 없어지며 산천토지를 다 

스리면 흉함과 해로움이 변하여 길함과 이 

로움으로 바뀐다. 비보설은 마치 약쑥과 

같다. 약쑥은 인간에게 매우 좋은 약이지 

만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흙과 

마찬가지여서 비록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병이 있 

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훌룡한 의사 

를 만나서 그 쑥으로 쑥뜸을 뜨면 아무리 

뿌리 깊은 병도 즉시 낫는게 메아리나 그 

림자보다도 빠르다. 비록 만금이 있다 해 

도 쑥의 가치에 비교할수 없는 것은 그 효 

험이 신비하기 때문이다.”

도선은 일행선사에게 비보설을 모두 전 

수받은 다음 당나라 희종임금 乾符2년, 신 

라 헌강왕1년 乙未（875년）어） 귀국하니 그 

때의 나이는 49세였다. 조정에 아뢰어 먼 

저 5백여 禪宗 사찰을 건립하였다. 신라 

헌강왕이 도선의 높은 인품을 존경하여 사 

람을 보내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첫 만남 

임에도 서로 오랜 벗처럼 친근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도선은 차원 높은 담론（玄言） 

과 묘한 도리（妙道）로써 임금의 마음을 깨 

우쳐 주고는 얼마 있지 않아 본래의 절로 

돌아왔다. 당나라 소종임금 光化1년, 신라 

효공왕2년（898년） 3월 10일 문득 열반에 

드니 누려온 나이 72세였다92）

92） 梵海 撰; 金侖世 譯.『東師列傳서 

울: 廣濟院, 1991-.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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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에 소개된 의약인물50명을 연대 

순에 따라 그들이 활동한 나라별로 정리하

고（표2） 이를 다시 50년단위로 끊어서 

표를 작성하였다.（표3）

、年度 •활동 

라 
醫藥人物、、

서기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일본 중국

摩羅離陀 384 O
金武 414 O
墨胡子

?

（눌지왕時）
O

德來 459 O
王有릉陀 554 O
潘量豊 554 O
丁有陀 554 O
知聰 561 O 562에 

도일

독支次 568 O
與難 568 O
惠慈 593 O
觀勒 602 O
圓光

?

（진평왕時）
O

明朗 635 O 0(671)

法場
?

（선덕여왕）
O

密本 ? O
多常

황극년간 

（642-645）
O

鞍作得志 645 O
毛治 650 O
法明 657 O

炜日比子贊波羅 

金羅金須
671 O

鬼室集信 671 O
德頂上 671 O
吉大尙 671 O
元曉

?

（진평왕- 

신문왕）

0(?)
惠空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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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약인물과 종교와의 관계

고구려 巫醫에 관한 기록은『三國史記』 

「高句麗本紀」「琉璃明王」條 19년에 나타나 

있다.

유리 왕 19년 8월에 郊豕（제 천의식 에 사 

용하는 돼지）가 （놓여） 달아나매, 왕이 託 

利와 斯卑란 자로 뒤를 쫓게 하였더니, 長 

屋澤中에 이르러 발견하고 칼로 그 돼지의 

脚筋을 끊었다. 王이 듣고 노하여 가로되, 

“祭天할 曦牲을 어찌 （함부로） 傷할 것이 

냐?” 하고, 드디어 두 사람을 坑中에 넣어 

죽이었다. 9월에 王이 편치 못하자 무당이 

말하기를, 託利•斯卑가 준 병환이라 하였 

다. 왕이 그를 시켜 사과케 하니 병환이 

곧 나았다.93）

이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행하여지 

고 있었으며 무당이 주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였으리 라고 생각된다.

고조선이 붕괴된 이후에 하늘의 권능에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巫도 권능이 줄 

어들기 시작하였지만 의학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강하였다. 따라서 유리왕19년 

（B.C 1년） 당시의『삼국사기』기사는 왕의 

질병조차도 의학이 아니라 巫的으로 처리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94）

삼국의 건국이념은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받드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삼국의

93） “十九年，秋八月，郊豕逸，王使託利•斯 

卑追之，至長屋澤中得之，以刀斷其脚筋, 

王聞之怒曰：“祭天之牲，豈可傷也?”遂 

投二人坑中殺之.九月，王疾病，巫曰: 

"託利斯卑爲祟”，王使謝之，卽愈「'（金 

富軾 等 지음; 李丙煮 譯註. 위의 책 

（上卷），256-262.）
94） 申舜植 外8명. 위의 책, 1995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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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신화에서도 이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고조선이 붕괴되자 하늘의 권위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여 하늘에 절대적인 권능을 부 

여하던 관념도 줄어들고 있었다. 더구나 

철기시대가 되어 경제구조가 달라지고 사 

회질서가 무너지므로 각국은 영토를 확장 

하려고 다투게 되어 자연과 사회질서에 대 

한 하늘의 권능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자연이 변화하는 것에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어 자연현상을 자연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신분 

도 차이가 남에 따라 갈등과 모순이 일어 

났다. 이렇게 되자 지배층은 현실의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논 

리를 가진 새로운 종교와 사상을 찾게 되 

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 바 

로 불교였다. 이에 따라 불교가 중앙집권 

적인 전제왕권과 통치질서를 뒷받침하는 

종교와 사상으로서 삼국사회에 수용되었 

다. 삼국의 불교가 왕실의 주도아래 포교 

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들어 

온 불교는 기존의 무속신앙과 마찰을 일으 

키게 되었고 仙敎와도 마찰을 일으켰다. 

따라서 승려의사로 유명한 스님들은 다소 

간이나마 巫와 仙敎的인 요소를 동시에 지 

니게 되었다.95）

앞에서 살펴본 삼국시대 醫藥人物들을 

각 종교별로 구분하여 보면 상고시대부터 

꾸준히 의 학과 관련되 어 온 무격신앙을 바 

탕으로 하는 의약인물은 고구려 유리왕 때 

의 巫醫가 있으며 백제에 나타나는 呪禁師 

도 다분히 巫의 呪術的인 방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 후반기에

95） 申舜植 外8명 앞의 책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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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기 시작한 道敎와 관련된 의사로는 

고구려의 鞍作得志가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의 僧醫인 혜통•표훈대사•도선국사 등에서 

도 다분히 도교적인 색채가 나타나고 있 

다. 유교와 관련된 의사는 기록상으로 확 

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정치•사회적 인 환경 

을 고려하여 유추하여 볼 때 대체로 관직 

을 가지고 국가조직 속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사람은 주로 백제 

에 많은데 의박사 왕유릉타•덕자진, 채약 

사 반량풍•정유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녹진 둥이 있다.

이외의 삼국시대 의사들은 대부분 불교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형 

을 살펴보면 불교를 직접 포교하는 승려들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으 

로 판단하여 보면 삼국시대 의약인물들의 

사상적인 배경은 그 시대의 사상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불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의학에는 당시 中國南朝時代의 漢醫 

方書 및 佛典과 함께 전해 온 인도의학이 

많이 포함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인도의 

학은 이집트의학처럼 오래전부터 僧侶醫學 

에 속하여 博學한 승려들이 대개 의학에도 

능통하였다. 이것은 불교의 菩薩들이 반드 

시 배워야되며 반드시 통달하여야 하는 다 

섯가지 지식(五明)중에 의학에 관한 것인 

醫方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 

다.96) 따라서 불교수입과 함께 그 불전중 

에 보이는 醫說과 醫方이 승려의 손을 거 

쳐 도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이러한 

불전을 전도한 승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의

96) 불교의 五明處에는 聲明 因明 內明• 

醫方明工巧明이 있다.(申舜植 外8명. 

앞의 책, 118.) 

학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각 나라에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전속에 포함되어 있 

던 의설과 의방도 자연스럽게 그 사회속으 

로 스며들어 왔으며, 불경을 배우는 승려 

들은 필연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을 공유하 

게 되었을 것이다.『삼국유사』에 나타난 

고승들의 행적속에 질병치료에 관한 흔적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종래 巫覲이 담당하던 治病 

의 기능을 불교가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삼국유사』신주제5 1■밀본최사편」에서 

보듯이 삼국사회에서는 佛法을 믿는 승려 

의 손을 빌어 병을 치료하고 질병의 발생 

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까닭에 승려 

가 자연히 醫療를 겸행하게 되어 온 것이 

다.97)

따라서 삼국시대에 의료행위를 행한 주 

체로는 크게 두가지 계충이 있는데, 종래 

의 巫醫에서 발전되어 나와 자신들의 독자 

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던 의사집단 

과 당시의 사상적인 배경인 불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의술을 베푼 승려집단이다. 승려 

들이 사용한 치료방법은 종래의 巫醫들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삼국통일을 

앞둔 신라의 주술적인 密敎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승려로 明朗， 

密本•惠通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불경 

과 관련된 주문을 외움으로써 질병을 치료 

하였는데 이러한 주문은 무격들이 사용한 

주문과 일맥상통한다.『삼국사기』나『일본 

서기』에서도 보았듯이 醫學• 易•曆 그리고 

卜師와 天文이 모두 나란히 기술되어 있어 

서 삼국시대에 이들이 분리되어져 가는 추 

세이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

97) 申舜植 外8명. 앞의 책,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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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僧侶醫藥人物

7题인물 

나리
僧侶醫藥人物 수 종수

고구려 墨胡子•知聰惠慈 3

30

백제 摩羅難陀•觀勒•多常•法明•法藏•益田直金鍾•小手尼 7
신라 圓光•法惕密本•明朗 4

통일신라

耆婆郞•元曉•惠空•惠通，忠談•表訓大德•千手觀音•順應•利貞• 

眞鑒國師•無染國師-道読國師•流觀•南無東方藥師瑠琉光佛•藥 

王藥上菩薩•雪山童子

16

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삼국시대 의약인 

물들과 종교와의 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약인물들의 사상적인 배경으로는 이전부 

터 꾸준하게 유지되어 온 무속신앙과 삼국 

시대부터 새로운 사상으로 도입되기 시작 

한 유교•도교•불교 등이 상호 혼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의약 

인물들 중에서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불교가 신흥종교 

로서 왕권강화의 차원으로 도입되었던 것 

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7. 의약인물과 의료제도와의 관계

삼국시대의 정치• 경제•사회 .문화에 대하 

여는 이미 많은 先學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醫療制度와 같은 특수분야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부족하고 연구자의 수도 적어 거의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삼국시대의 醫藥人物들을 통하여 그 시대 

의 의료제도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밝 

혀보고자 한다.

고구려는 三國중에서도 가장 먼저 건국 

하였고, 지리적 잇점으로 금속문화를 제일 

먼저 수용하였다. 특히 당시의 先進國이었 

던 중국（漢族）과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백제나 신라에 비하여 더 많은 교섭이 있 

었기 때문에 文化가 더욱 발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醫療制度 역시 상당히 

발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詳考할만한 

자료가 없다.

『日本書紀』권25에 보면 고구려 侍醫 毛 

治가 孝德主 白雉元年（650, 고구려 보장왕 

9） 2월에 사신으로 백제• 신라의 사절과 함

표5. 女子僧侶（比丘尼） 醫藥人物

j인물 
나라、、 女僧醫

수 총수

백제 多常•法明小手尼 3
4

통일신라 신문왕대의 比丘尼（이름?） ______________ _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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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일본의 왕실행사에 참석하였다는 기사 

가 있다. 侍醫는 侍御醫 즉, 王醫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가 있었다.98）『隋書』에 보면 侍御 

醫는 尙藥局 소속으로 皇帝를 비롯한 고관 

의 치료를 담당하는 醫官이었다.99）隋의 

開皇令에는 비록 醫疾令이 빠져 있지만, 

「職官志」에 侍御醫가 있는 것은 隋가 前代 

諸王朝의 제도를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하 

는 것이고, 특히 魏를 이은 정통왕조인 晋 

의 律令에 많이 의존하였을 것은 쉽게 짐 

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에도 일찍부터 侍醫制度가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주로 국왕의 

건강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백 

제에는 藥部가 설치되어 있었고, 醫博士• 

採藥師 呪禁師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신라에도 통일 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의 

료기관으로 "藥典”과 의학교육기관으로 

쁨學”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 

구려에도 의료기구와 에 따른 제도（侍翳 

등의 직제）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란 직책이 고구려에 

서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왕만을 담당한 것인지 왕실전체를 

담당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전체의 의료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백제는 扶餘族 계통의 고구려 流移民에 

의해 建國된 나라이다. 백제의 첫 도읍지

98） 『漢書』卷30「藝文志」第10에 “侍醫李 

柱國校方技”라 보임.

99） 『隋書』卷28「百官」下「門下省」條.侍 

醫는 尙藥局 소속의 奉醫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梁•陳 이래 太醫가 이를 겸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고, 隋도 

이 제도를 답습하였다. 

는 慰禮城으로 漢江 하류지역이었다. 이 

한강 하류지역은 서해를 경계로하여 중국 

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백제는 일찍부 

터 중국문화（南朝文化）를 받아들이면서 성 

장 발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문화는 

백제의 의학과 의료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에 대 

해서는 史料의 부족으로 자세히 고찰할 수 

없다.

백제의 의료제도에 대한 기사는 고구려 

보다는 많은 편이어서『일본서기』•『周書』 

등에 약간씩 보이나, 이것 역시 의료제도 

의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주서』r百濟傳」에는 백제 

의 內官 12부 중에 藥部가 들어 있고, 또 

그 풍속을 말하는 중에 백제인들이 醫藥• 

卜筮•占之術을 알고, 藥品 등도 중국과 비 

슷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의료기구가 설치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서기』권19에 의하면 553년（백제 성 

왕31, 일본 흠명주14） 음력 6월에 일본이 

백제에서 온 醫博士•易博士•曆博士 등이 

임무기간이 다하여 이들을 교대해 줄 것과 

藥物을 보내 줄 것을 청하므로, 그 다음해 

음력 2월에 의박사 奈卒 王有릉陀와 採藥 

師 施德 潘量豐과 固德 丁有陀 등이 교대 

차 일본에 도착하였고, 약물도 도달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18）나솔은 백제의 관 

직직위명인데 6품에 해당한다. 의박사는 

백제의 관직명이다. 그러므로 백제에는 6 
품벼슬에 해당하는 나솔에 의박사란 관직 

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시덕은 8품, 고 

덕은 9품에 해당하는 백제의 관직이다. 채 

약사 시덕 반량풍과 고덕 정유타가 기록되 

어 있는데, 채약사란 말그대로 약을 채취

100） 田溶新 譯. 위의 책, 3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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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만 담당하였는지 보관•수치 등 약 

물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였는지는 분명 

치 않다. 의박사는 6품에 해당하고 채약사 

는 8품과 9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본이 

요청한 사람들에는 醫博士•易博士•曆博士 

의 순으로 씌여있고, 채약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채약사는 의박사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채약사란 관직 

이 따로 있었다 할지라도 약사와 의사가 

독립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金斗鍾은 백제에 채약사가 독립되어 있 

는 것은 醫와 藥이 직업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이는 중국 南 

北朝時代에 太醫丞과 藥藏丞이 따로 있어 

醫와 藥의 業을 각각 분담하게 한 제도에 

의거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101）그러나 당 

시 백제에 藥만 전문으로 취급하던 전문인 

（採藥師）이 독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고, 오히려 채약사는 의박사의 지시를 

받아 약재를 채취하고 이를 건조시켜 의박 

사에게 공급하던 비교적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醫와 藥의 分 

掌을 太醫丞과 藥藏丞 제도에 의거한 것이 

라고 지적한 것도, 태의승은 太醫署 소속 

의 醫官이고, 藥藏丞은 太子府 소속의 醫 

官일뿐 醫•藥의 分掌과는 관계가 없는 것 

이다.102） 따라서 백제의 의료기구에 醫.樂 

이 독립되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일본서기』권20에는 577년（백제 위덕 

왕24, 일본 민달주6） 음력 5월 5일에 大別 

王과 小黑吉士를 일본이 사신으로 백제에 

보내었고, 같은 해 11월 1일에 대별왕이 

귀국할 때 백제 성덕왕이 경론 몇권 그리 

고 율사• 선사• 비구니•주금사• 조불공•조사

101） 金斗鍾 著 위의 책, 47-48.
102） 「舊唐書』.卷44「職官」3「東宮官屬」

標藏局」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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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등 6인을 함께 보내었으므로 經論을 難 

波의 대별왕사에 안치할 수가 있었다103）라 

고 하였으며,『日本書紀』권30에서는 持統 

主5년（신라 신문왕11, 691） 12월에 醫博士 

務大參"德自珍，呪禁博士木素丁武•沙宅萬 

首에게 각각 銀 20兩을 주었다는 것이 기 

재되어 있다.

이 呪禁師에 대하여 살펴보면 隋 이전의 

史書에는 그 職名이 보이지 않다가『隋書』 

에 醫博士,按摩博士와 함께 呪禁博士가 보 

이며, 醫職에 呪禁師가 들어 있고 呪禁博 

士에 의하여 교육을 받았다 한다. 주금사 

의 임무는 呪文을 외워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의사와 무당의 역할이 아 

직도 완전히 분화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다 •

신라는 삼국중에서 발달과정상으로 가장 

늦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중국 

과의 통행이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고구려 

나 백제보다 한 단계 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신라로 하여 

금 고유한 제도나 관습을 오랫동안 유지하 

도록 하였으며 의료제도도 또한 고유한 것 

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568년에 만들어진 眞興王巡狩磨雲嶺碑에 

는 비문의 마지막에 수행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占人喙部與難大舍, 藥 

師篤支次小舍”라는 기록이 있다. 같은 해 

만들어진 黃草嶺碑에는 “占人, 喙部與難大 

舍, 藥師小舍”라고 새겨져 있다. 점인은 직 

명이고, 훼부는 소속된 부서명이며, 여난은 

이름이고, 대사는 직급이다. 마찬가지로 약 

사는 직명이고 독지차는 이름이며 소사는 

직급이다. 점인은 대사인데 약사는 소사이 

므로 점인의 직급이 약사보다 높다. 이에

103） 田溶新 譯. 위의 책,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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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의료제도와 관련된 醫藥人物

、、읜? 인물 

나라、、 醫藥人物名 수 총수

고구려 毛治（高句麗侍醫） 1

12

백제'
王有릉陀（醫博士） •德 自 珍（醫博士） • 潘量豊（採藥師） - 丁有陀（採藥 

師）•木素丁武（呪禁博士） •沙宅萬首（呪禁博士） •億人（日本侍醫）
7

신라 독支次（藥師）•與難（占人） 2

통일신라 國醫（이름은 모름）, 1

기타 陸元景（唐나라 太醫署令） 1

의하여 진홍왕대에 약사가 있었고 이들이 

왕을 수행했다는 것과 점인보다는 직급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점인과 

약사가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 

지 무속신앙과 의학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을 수행하여 

마운령과 황초령에 갔으므로 이들은 왕의 

건강을 책임진 자이다. 마운령비에는 수행 

한 자들이 25명이나 되지만 약사는 기록되 

어 있어도 의사란 직책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약사와 의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 

으며, 이 시기의 약사는 오늘날의 의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제도가 통일이후에 발전하여 供奉醫師,供 

奉卜師가 되었을 것이다.

통일이후의 의료제도에 관하여는『삼국 

사•기』를 통하여 그 내용의 대강을 알 수 

있는데 효소왕 때에 “醫學”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본초경』등 7과목을 가르쳤으 

며, “藥典”이라는 의료기관 속에 공봉의사 

.공봉복사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외에 

도『삼국사기』「열전제5」「祿眞」條에 “國 

醫”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때（822, 헌 

덕왕14）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100년 

이 넘게 지난 시기로서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잡아가 

표7. 관직을 가졌던 醫藥人物

髄물 
나라、、 醫藥人物名 수 총수

고구려 毛治（侍醫）•德來（日本難波藥師） 2

백제

王有릉陀（奈率 6品）•潘量豊（施德 8品）•丁有陀（固德 9品）•德頂 

上（達率2品）•吉大尙（達率2品）•炜日比子贊波羅金羅金須鬼室 

集信•德自珍•木素丁武•沙宅萬首•億人（日本侍醫）

11

21

신라 金武（波鎭滄）, • 독支次 （藥師） • 與難 （占人） 3

통일신라 耆婆郞（者婆醫王）•祿眞（執事侍郞）•訓謙（醫員） 3

기타 陸元景（唐나라 太醫署令）•惠日（日本 難波藥師）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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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통일이후에 의학교육과 의료제도에 있어서 

당나라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료제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제도를 창 

출하였는데 이러한 통일신라의 의료제도는 

고려에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역사적 

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고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료발굴을 기대한다.

2-8. 의약인물과 의학교류

『삼국사기』/삼국유사』•『일본서기』의 내 

용을 통하여 외국과의 의학교류에 관여한 

의사들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교류에 참여 

한 의사는 거의 없으며 일본과의 교류속에 

나타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삼 

국시대에 중국과 의학적인 교류가 없었고 

일본과는 의학적인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 

이 아니라, 중국과의 의학적인 교류를 알 

려줄만한 문헌이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삼국시대 

의약인물들의 기록이 『일본서기』한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대변 

하여 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일본서기』 

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삼국시 

대에 외국（일본）과의 의학교류에 관여한 

醫藥人物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414년（신라 실성왕13, 일본 윤공주3） 음 

력 1월 1일에 일본 允恭主가 왕위에 오르 

기 전부터 앓아온 병을 고치고자 良醫를 

구하므로, 신라에서 金武를 보내어 음력 8 
월에 일본에 도착하였는•데, 병을 치료하여 

후하게 賞을 받아 돌아왔다.IM 김무를 일

104） 윤공주는 즉위하기 전부터 다리가 

본인들은 久須利師라고 불렀는데 이후로 

구스리사는 병을 치료하는 상징적인 인물 

이 되었고, 藥란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1。5）

그 후 459년（백제 개로왕5, 고구려 장수 

왕47, 일본 웅략주3）에 일본이 백제에 良 

醫를 청하였는더）, 백제가 고구려의사 德來 

를 보내었고, 그 자손들이 난파에 거주하 

여 世世로 醫를 직업으로 하게 되어, 이것 

이 일본에 世醫의 문벌이 생기게 된 시초 

이며 이들은 難波藥師라는 칭호를 얻게 되 

었다.26）일본에 唐醫方을 처음으로 직접 

수입한 難波藥師 專日은 덕래의 5대손이

병이 들어서 거동도 하기 힘들었다. 

처음에는 왕위를 사양하였으나 신하 

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권하자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고 왕위 

를 계승하였다. 반정천황이 1월에 사 

망한뒤 윤공주는 12월에서야 왕위에 

올랐다. 윤공주가 신라계인 것은 그가 

454년 재위 43년에 죽자 신라왕이 크 

게 슬퍼하고 弔使와 함께 악사 80인 

을 보내어 조례를 행하였다는 기록에 

서도 알 수 있다（“三年春正月辛酉朔, 

遣使求良醫於新羅.秋八月，醫至自新 

羅.則令治天皇病.未經幾時，病已差 

也哗天皇歡之，厚賞醫以歸于國.”：田溶 

新 譯. 앞의 책, 216-217）
105） 文定昌 著.『古代日本史』. 초판인쇄 

초판발행. 서울: 인간사, 1989： 90-91.
106） 崔南善著.「朝鮮常識問答續編』.初 

版發行. 서울: 三星文化財團出版部, 

1972： 30.
이 기록은『일본서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웅략주는 친백제계였다. 백제 

개로왕 5년에는 고구려에서는 장수왕 

이 다스리던 시기였다. 그런데 장수왕 

은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입 

하였을 때 遺矢에 의해 고국원왕이 

사망한 것을 가슴에 두어 백제를 원 

수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일 

본이 백제에 의사를 청하였는데, 백제 

에서 고구려출신 의사를 일본으로 보 

낸 이유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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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53년（백제 성왕31, 일본 흠명주14） 음력 

6월에 일본은 醫博師•易博士•曆博士 등이 

임무기간이 다하였으므로 이들을 교대해 

줄 것과 藥物을 보내줄 것을 청하였다. 그 

다음해 백제는 의박사 나솔 왕유릉타와 채 

약사 시덕 반량풍•고덕 정유타와 약물을 

보내어 음력 2월에 일본에 도착하였고 이 

들은 임무를 교대하였다.107） 이 때는 중국 

本草學의 창설자라고도 할 만한 南朝 梁 

陶弘景이 죽은지 18년째 되는 해이며, 백 

제는 이미 중국남조와 왕래가 빈번하였으 

므로 採藥士를 통하여 陶氏가 지은『神農 

本草經集註』나 혹은『名醫別錄』같은 본초 

서를 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醫博士를 통 

하여 당시 중국남조시대에 실용되던 醫經 

과 方書같은 것이 수입되었리라고 본다.

561년（고구려 평원왕3, 일본 흠명주22）에 

중국강남에 있는 吳나라의 知聰이『內外 

典』•『藥書』및『明堂圖』등 164권을 가지 

고 고구려에 왔다가 562년（고구려 평원왕 

4, 일본 흠명주2®에 大伴狹手彦이 고구려 

를 侵伐하였다 퇴각할 때에 일본으로 건너 

갔다. 지총은 吳王 昭淵의 아들이며 善那 

使主의 아버지인데, 善那는 일본에서 醫方 

을 베푼 공으로 和藥使主의 칭호까지 받아

107） 田溶新 譯. 위의 책, 338-341.
『일본서기』「흠명주」14년 원문에는 

일본왕이 명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270년 부여왕자 應神王이 개 

국한 난파조의 왕통은 530년까지 가 

끔은 신라계와 교차하면서 웅신계 부 

여씨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이제 

홈명왕이 둥장하여 북부여계의 부여 

씨의 왕통이 백제계의 부여씨로 바뀌 

게 된다. 홈명왕은 백제 무령왕의 외 

손자이다. 따라서 흠명왕 15년 음력 5 
월 3일에 내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백 

제를 구원하러 갔다.

자손대대로 難波에 살았다.108）

577년（백제 위덕왕24, 일본 민달주6） 음 

력 5월 5일에 大別王과 小黑吉士를 일본이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같은 해 11월 

1일에 大別王이 귀국할 때 백제 성덕왕은 

經論 몇권 그리고 律師•禪師•比丘尼•呪禁 

師•造佛工•造寺工 등 6인을 함께 보내었으 

므로 經論을 난파의 대별왕사에 안치할 수 

가 있었다.109）

602년（백제 무왕3, 일본 추고주10） 음력 

10월에는 百濟僧 觀勒이 暦書와 天文地理 

書 및 遁甲方術書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갔 

다. 일본은 書生 3・4명을 골라 관륵에게 

학습시켰다. 陽胡史의 조상 玉陳은 曆法을 

배웠고, 大友村主高聴은 天文遁甲을 배웠 

으며, 山背臣日立은 方術을 배웠다. 이들은 

이를 배워 업을 이루었다.11。）여기에서 방 

술은 의술인지 도교의 방중술인지는 명확 

치 않다.

608년（일본 추고주1$에 약사 專日과 학 

생 倭漢直福因이 직접 중국에 가서 의학을 

배웠으며,W）19년과 20년 음력 夏 5월 5 
일에는 主 자신이 菟田野에서 군신을 데리 

고 藥獵（녹용을 자르는 사냥）을 하였다.M2）

108） 富士川遊 著.『日本醫學史』. 위의 책,

21.
109） “冬十一月庚午朔，百濟國王，付還使 

大別王等，獻經論若干卷，幷律師•禪師 

•比丘尼•呪禁師•造佛工•造寺工，六人. 

遂安置於難波大別王寺（田溶新 譯. 위 

의 책, 359-360.）
110） “冬十月，百濟僧觀勒來之.仍貢曆本 

及天文地理書，幷遁甲方術之書也.是 

時，選書生三四人，以俾學習於觀勒矣. 

陽胡史祖玉陳習曆法.大友村主高聰學 

天文遁甲.山背臣日立學方術.皆學以 

成業.”（田溶新 譯. 앞의 책, 381-382.）
111） “及醫惠日•福因等，並從智洗爾等來 

之（田溶新 譯. 앞의 책,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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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년（신라 선덕여왕11, 일본 황극원년） 

에는 紀河邊幾男磨가 신라에 들어와 鹹術 

을 배우고 돌아가 緘博士에 추천되어 등용 

되었다는 鐵家들의 전설이 있다. 일본 醫 

史學家에서는 이 설을 신빙하기 어려운 말 

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新羅緘術이 일본 醫 

人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임을 짐 

작할 수가 있다.U3）

650년（고구려 보장왕9, 일본 효덕주 백 

치원년） 2월 15일에 즉위식을 거행할 때 

고구려의 侍醫 毛治와 백제군 豊璋과 풍장 

의 동생인 塞城 忠勝 그리고 신라의 侍學 

士 등이 참석하였다."A 이 당시 고구려는 

보장왕9년이었고, 신라는 진덕여왕4년이었 

으며, 백제는 의자왕10년이었다. 즉위식에 

참석한 백제군 풍장• 색성•충성은 모두 의 

자왕의 아들이다. 이 당시 한반도내의 백 

제•신라간 전쟁에서는 전세가 백제에 유리 

하였으니 648년에 백제는 신라의 7성을 공 

격하여 차지하였다. 당태종도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대패하여 649년에 요동역（役）을 

파하라고 유언하고 죽었다. 일본에서도 상 

황이 복잡하여 효덕왕이 난파의 豊崎宮에 

도읍을 하고 연호를 大和라고 하였지만, 

정세변동에 예민한 倭王朝내에서는 백제인 

세력이 다시 일어나 백제계 小紫巨勢德陀 

古와 小紫大伴長德連이 左右大臣이 되었 

다. 이들은 白雉라는 실권자를 새로 맞아 

들여 권력구조를 개편하였고, 연호도 효덕 

왕의 대화를 폐지하고 백치라 하였다. 이

112） “十九年夏五月五日，藥獵於菟田野.” 

（田溶新 譯. 앞의 책, 392.）
113） 富士川游 著.『日本醫學史』「제4장 

平安朝丿醫學」r碱灸科」. 위의 책, 77.
114） "左右大臣，乃率百官及百濟君豊璋其 

弟塞城•忠勝•高麗侍醫毛治•新羅侍學 

士等, 至中庭.”（田溶新 譯. 위의 책, 

461-463.）

때부터 倭왕조는 완전히 백제씨 백제왕실 

로 개편하게 되었다.U5）

657년（백제 의자왕17, 일본 제명주3）에 

일본 內大臣 中臣鎌子가 병이 들었는데 日 

主가 百濟釋尼 法明으로 하여금 維摩偈句 

를 암송하게 하니 모두 다 마치기도 전에 

병이 바로 나았다.116） 그리고 釋 多常은 

백제인인데 本朝大皇后主時에 和州高市法 

器山寺에 내왕하여 病者가 문전성시를 이 

루고 신기한 효험이 많았다.I* ）
6기년（일본 천지주10, 백제가 망한지 12 

년후, 신라 문무왕11） 정월에 炜日比子贊 

波羅金羅金須와 鬼室集信이 각각 약에 통 

달하였으므로 大山下란 벼슬을 받았다. 그 

리고 達率 德頂上과 吉大尙도 약에 통달하 

여 小山下란 벼슬을 받았다.U8）解藥이라 

는 것은 약물에 정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醫術에 정통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당시 일본에 

건너간 백제인들 중에서 의약학에 능통한 

人士가 많았던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686년（신라 신문왕6, 일본 천무주14） 음 

력 9월 24일에 일본 천무주가 병이 났으므 

로 3일간 大官大寺•川 原寺 飛鳥寺에서 경 

을 읽게 하였다.U9）그리고서도 병이 완케 

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8일에 백제의 僧 

法藏과 優婆塞（속인으로서 불교를 믿는

115） 文定昌.「일본상고사丄 서울: 伯文堂. 

1970： 470-472.
116） 富士川游著.「日本醫學史』「日本醫 

事年表」. 위의 책, 9.
117） 日本『本朝高僧傳品

118） "钵日比子贊波羅金羅金須解藥.鬼室 

集信解藥.以小山上，授達率德頂上 

解藥. 吉大尙 解藥 ”（田溶新 譯. 위의 

책, 500-501.）
119） “丁卯，爲天皇體不豫之，三日，誦經於 

大官大寺•川原寺•飛鳥寺（田溶新 譯・ 
앞의 책, 55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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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益田直金鍾이 美濃에 가서 白朮을 

달여 병을 치료하였고, 상으로 굵은 비단• 

솜.피륙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24일에도 

법장법사와 금종이 백출을 달인 약을 왕에 

게 주었다.12。）

687년（신문왕7, 일본 천무주 주조원년） 

음력 5월 9일에 원래 백제인인 侍醫 億仁 

이 임종하자, 勤大壹과 식봉 100호를 주었 

다.⑵）

691년（持統天皇5년） 12월 戊戌朔 己亥（2 
일）, 醫博士 務大參 德自珍, 呪禁博士 木素 

丁武•沙宅萬首에게, 각각 銀20냥을 주었 

다.122）이 3인은 모두 고구려• 백제 출신이 

라는 것이 富士川游의『일본과학（의학）의 

특질』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414년으로부터 약 삼백년간 

삼국시대 醫漿에 의존하여 오던 日本醫學 

은 그 후 직접 隋•唐의 의학을 수입하여 

의학지식을 쌓은 뒤, 701년（문무주 대보원 

년, 통일신라 효소왕에 이르러 처음으 

로 隋•唐의 제도를 모방한 大寶令 중에서 

의학에 관한 율령까지 반포하게 되었 

다.123）

120） “冬十月癸酉朔丙子，百濟僧常輝封卅 

戶.是僧壽百歲.庚辰，遣百濟僧法藏• 

優婆塞益田直金鍾於美濃，令煎白朮. 

因以賜維綿布（田溶新 譯. 앞의 책, 

557.）
121） “五月庚子朔戊申，多紀皇女等至自伊 

勢.是日，侍醫百濟人億仁病之臨死.則 

授勤大壹位.仍封一百戶（田溶新譯. 

앞의 책, 559-560.）
122） “十二月戊戌朔己亥，賜醫博士務大參 

德自珍•呪禁博士木素丁武•沙宅萬首， 

銀人卄兩（田溶新 譯. 앞의 책, 580.）
123） 當土川游 著.•■日本晉學史』「第二章 

茶良朝以前/醫學」「醫事制度」. 위의 

책, 29； 戶俊治.「大寶令과 醫學」.『中 

外醫事新報』.日明治36年刊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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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맺음말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당대의 醫藥人物 

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그 나라 그 시대의 

醫藥史 모습을 그려내는데 있어서 중요하 

고 또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자료의 부족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서 활약했던 醫 

藥人物들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 

되었을 뿐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고증의 

바탕위에서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저자는 삼국시대 （B.C.57-A.D.935） 의 의 

약인물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활동 

했는지, 또 이들은 종교와는 어떠한 관계 

를 맺고 있는지, 의료제도와 의학교류속에 

서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헌상에 나와 있는 삼국시대 總醫藥人 

物數는 50명이다. 그중 고구려는 6명, 백제 

는 18명, 신라는 7명, 통일신라는 19명을 

차지한다. 물론 문헌상에는 나와 있지 않 

지만 당시에 백성들의 질병치료에 기여를 

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확인할 수 

없음이 아쉬울 뿐이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의료는 종교와 불가 

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삼국시대도 예외 

가 아니어서 巫醫•神仙醫•僧醫가 약물을 

다루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待醫制度, 의학교육기관인 醫學, 실제의 

료를 담당하는 醫師•藥師•呪禁師•採藥師・ 

供奉醫師 •供奉卜 師, 의 학교육을 맡은 醫博 

士 制度를 설치하고 많은 醫藥人物들이 여 

기에 참여하여 당시의 의료를 주도해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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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제도권밖에 있는 민간의사들도 

큰 몫을 담당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의학을 받아들이고 일본 

은 한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국의학을 

받아들이거나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국의학을 수용하여 일본의학 발달을 도 

모하는데, 백제와 고구려에서 건너간 의약 

인물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크게 활약하 

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오늘날 

당시의 의약인물들에 대한 활약상을 구체 

적으로 자세히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제한 

된 史料의 범위에서 일부나마 당시 의약인 

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삼국시대의 醫藥史 

을 그려볼 수 있다.

색인어 : 삼국시대, 僧醫, 醫師, 藥師, 呪 

禁師，採藥師，供奉醫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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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y critical to specify certain medical personnels in defining the history of 
certain era. Due to the limited source of information and lack of 나lorough research, 
there still aren't enough study grounded on concrete historical investigation.

Authors attempted to investigate those medicinal personnels engaged in Three 
Kingdoms period in terms of the activity area, relation w辻h religion and their role in 

medical system and medical exchange.
The sum of recorded medical personnels in Three Kingdoms period numbers 50 of 

which 6 belonged to Kokooryo, 18 to Baekje, 7 to Shilla and 19 to Unified Shilla.
There might existed far more medical personnels who tried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nd were not recorded in the documents.
The more earlier in times, the more medicine gets the religious tinge.

This is not the exception for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and those 
medicine men, wizard doctors and priest doctors were playing important role in 
healing people and processing crude drugs.

The system of royal physician and medical education facility were established and 
doctors and pharmacists, shamanic doctor, herb collectors, Kongbong's doctor（供奉醫 

師），Kongbong's diviners（供奉卜師）took leads in medicine in those times. Those 

folkloric healers also took part in.
Korea imported Chinese medicine and Japan employed Chinese medicine via Korea 

or directly from China and developed into traditional Japanese medicine. In this 
process those who emigrated from Baekje and Kogooryo and their offsprings took an 

active part.
Since the limited source of information of Three Kingdoms, we only can infer the 

medical environment of those times by featuring the activities of medical personnels.

Key Words :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Priest doctor, Doctor, 
Pha호maceutists, Shamanic doctor（呪禁師）, Herb collectors, Kongbong's Doctor（供奉醫 

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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