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學入門』의 참고의서분석과 편제연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차웅석․김남일


1.

연구의의 및 연구방법

『醫學入門』은 중국 명대(1575년)에 南豐(지금의 강서성 남풍현)출신인 李梴이 저술한 의학의
기초와 임상을 종합한 의학서이다. 『의학입문』은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학에 처음 입문하
는 사람들을 위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이책은 처음 출간된 이후에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수
십차례 간행되었으며 현존하는 판본만도 약 20여종에 이른다.1)
『의학입문』은 1500년대에 중국에서 간행된 의서로서, 이 시기를 전후한 당시 중국은 金元時代
많은 의학자들이 『황제내경』과 『상한론』 등의 의학경전을 재해석하고, 의학이론과 치료기술을
재정립한지 약 100여년이 지난 때로, 금원시대 서로 특색있는 의학자들의 이론과 기술들이 점차
체계화되고 보편화되는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지식인들이 대거 의학연구
에 참여함으로써, 저술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의학적 성과들이 저술의 형태로 드
러나게 된다. 이천의 『의학입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한 의서이다. 중국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천의 『의학입문』은 단지 그 당시의 의학적인 성과를 정리한 여러 의서들중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학입문』이 가지는 의의는 중국에서의 그것과는
자못 다르다. 『의학입문』은 『동의보감』이 저술되기 직전에 수입되어 『동의보감』의 저술에
많은 참고가 되었고, 1610년 이후, 『동의보감』이 점차 보급되면서 한국의 의사들은 의학이론은
『의학입문』을 중심으로, 실제임상은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하는 풍토2)가 정착하게 되었으며,
1831년에는 의사고시과목으로 채택되게 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친 의서이다.
본 논문은 이천이 『의학입문』을 저술할 때 참고하였던 의서들에 대한 분석과 전체적인 편제
를 고찰한 것이다. 필자는 『의학입문』의 참고의서분석을 통하여 이천의 의학사상은 어떠한 바탕
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고, 편제의 연구를 통해서는 이천이 의학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는지
와 이천이 특히 강조하는 의학의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에 앞서

1) 엄세운 주편, 중국의적통고, 상해중의약대학출판사, 1994년. pp2557,2558
2) 金永勳 著, 李鍾馨 編, 晴崗醫鑑, 성보사, pp47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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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의학입문』의 저술년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이천의 생애와 의학입문
2.1. 이천의 생애

이천은 字가 健齋이며 江西省 南豊출신으로3) 明代 1500년대4)에 강서성과 복건성에서 활동하
던5) 의사이다. 이천의 생몰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며 『의학입문』외의 이천에 관한 기록은 1871년
(同治10년)에 간행된 『南豊縣誌』에 “이천은 자는 건재이며 읍상에서 공부를 하였고 재주가 뛰어
났다. 隆慶(1567～1572)과 萬曆(1572～1615)의 번성하던 때에 병이 난 것을 계기로 의학에로 은거
하였고 의학입문 8권을 저술하였다.(李梴 字健齋 邑庠生 負奇才 當隆萬盛時以病隱于醫 輯醫學入門
八卷)”6)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전부이다. 『의학입문』의 자서에 해당하는 ‘引’에서는 이
천 자신이 병을 앓아 여러차례 약물치료를 하였는데도 결국 낫지 않자 4년간을 두문불출하고 의학
을 연구하여 『의학입문』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7)
2.2.

의학입문 저술년대

본장에서는 의학입문의 저술연대에 대한 의학사연구자들의 몇가지 이견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국과 한국의 의학사연구자들은 대체로 자서의 관지에 나와있는 萬曆乙亥年 즉 1575년을 『의학
입문』을 저술한 시기로 보고 있다.8) 그리고 『中國名醫名著名方』에서는 ‘인’의 관지는 1575년이
며 ‘상한서’의 관지가 1576년이기 때문에 『의학입문』의 저술을 1575～1576년이라고 하였다.9) 이

3) 李梴, 醫學入門, 남산당영인본, 1991년, 서울 p4
" 남풍사람 건재가 삼가 쓰다(… 南豊健齋謹述)“라는 자서의 관지가 있다.
4) 이천은 원래 유학자로 만년에 의학연구를 시작하였다. 의학입문이 1580년에 간행되었
으므로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1500년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5) 中國名醫名著名方(주편 왕운개)과 中國醫學史(주편 견지와)에서는 이천의 활동지역을
지금의 강서성과 복건성이라고 하였다.
6) 엄세운 주편, 중국의적통고, 상해중의약대학출판사, 1994년. pp2557에서 재인용
7) 李梴, 上揭書, p3
" … 내몸의 병이 많아 백약을 두루하였으나 마침내 완전히 낫지는 못하였고 탕액을
맛보는 바를 반드시 하였으나 오히려 그 所以然에 미치지 못하였다. 문득 문을 닫고
공부하기를, 4년동안에 눈을 고금의 방론에 붙였다. 그래서 그 요점을 가리어내고, 그
말들을 묶고, 그 은미한 것을 밝혀내어 분류하여 책을 엮고, 나누어 주를 달아 … ( …
身病多矣 遍百藥而不竟痊 必所嘗湯液而猶未達 其所以倏爾閉戶四祀 寓目古今方論 掄其
要括其詞發其隱 而類編之分註之 … )"
8) 한의학대사전(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1985년), 중국의학사(홍원식, 1987년), 중국의학
사(주편 양의아, 1989년), 중국의학사(주편 견지와, 1991년), 中國名醫名著名方(주편 왕
운개, 1993), 중국의적통고(주편 엄세예, 1994년)
9) 남산당영인본의 『의학입문』 ‘상한서’는 관지가 왕운개가 주장하는 ‘萬曆丙子’가 아니
라 ‘萬曆己卯’로 되어있다. 서로 다른 판본에 오류가 있었는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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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장들과는 다르게 채인식은 국역판 『의학입문』의 서문에서 “의학입문의 저술은 1571년이
며 간행은 그로부터 10년뒤인 1580년이다”라고 하였다.10) 채인식의 주장은 의학입문의 後記에 해
당하는 ‘習醫規格’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습의규격’은 이천이 문인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것인데 문인들과의 대화중에 隆慶辛未年 즉 1571년에 이미
『의학입문』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11). 그리고 ‘습의규격’의 관지에는 “萬曆庚申(1580년)”
이라고 되어있고 교감과 판각자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학입문 저술년도
1575년
1575～1576년
1571년

주장자 (출처)
근거
홍원식(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년)
양의아(중국의학사, 하북과학기술출판사, 1989년) 의학입문 ‘인’의 관지가 만력을해
견지와(중국의학사, 인민위생출판사, 1991년)
엄세운(중국의적통고, 상해중의약대학출판사, 1994년) 년(1575년)으로 되어있다.
한의학대사전(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1985년)
의학입문 ‘상한서’의 관지가 ‘만력
로 되어있다.
왕운개(중국명의명저명방, 하북과학기술출판사, 1993년) 병자(1576년)’
※ 남산당영인본에는 ‘만력기묘
(1579년)’으로 되어 있다.
습의규격의 내용중에 융경신미년
(1571년)에 의학입문이 이미 완성
채인식(국역편주의학입문, 남산당, 1974년)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표 1 의학입문 저술년도에 대한 몇가지 이견들

이처럼 의학입문의 저술년도에 대하여 몇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의학입문내에 표기된 연도에 몇가
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학입문에 연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은 ‘引’과 ‘傷寒序’와 ‘習醫規
格’ 이 세군데이다.

10) 안병국, 채인식 공저, 국역편주의학입문, 남산당, 1974년, p1
11) 李梴, 上揭書, p2391
"융경신미년 겨울에 노정화, 하명선, 이성, 조카 이시사가 모두 한 방에 모여 청하여
말하기를 입문이라는 책이 이미 완성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공부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 (隆慶辛未冬 盧子廷和 何子明善 李子星 姪時思 相聚一堂 而請曰入門書
己成帙 可無規格以習之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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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표기가
있는 부분

해당권수

관련내용
… 내몸의 병이 많아 백약을 두루하였으나 마침내 완전히 낫지는 못하였고 탕액을
맛보는 바를 반드시 하였으나 오히려 그 所以然에 미치지 못하였다. 문득 문을 닫고
4년동안에 눈을 고금의 방론에 붙였다. 그래서 그 요점을 가리어내고,
首卷上 공부하기를,
그 말들을 묶고, 그 은미한 것을 밝혀내어 분류하여 책을 엮고, 나누어 주를 달아 …
인 (내집의
첫머리) 1575년 봄 정일에 남풍건재 삼가쓰다. ( … 身病多矣 遍百藥而不竟痊 必所嘗湯液而
猶未達 其所以倏爾閉戶四祀 寓目古今方論 掄其要括其詞發其隱 而類編之分註之 …만
력을해 중춘상정일 남풍건재근술 )
卷三上
상한서 (외집의 첫머리)
1579년 여름(만력기묘초하)
융경신미년(1571년) 겨울에 노정화, 하명선, 이성, 조카 이시사가 모두 한 방에 모여
청하여 말하기를 입문이라는 책이 이미 완성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공부할 방법은
卷七下 없습니까?하고 물었다. … 1580년 봄 초길일에 남풍건재이천이 삼가 쓰다. 조카 이
습의규격 (의학입문의 가장 총이 교정하여 썼고, 문인인 노대애 유학요 강호 추매에게 드리며, 이춘괴 등공사 양
마지막) 문휘가 판각하다. (隆慶辛未冬 盧子廷和 何子明善 李子星 姪時思 相聚一堂 而請曰入
門書己成帙 可無規格以習之乎 … 萬曆庚辰 仲春初吉 南豊健齋李梴謹書 族姪李聰字
時思校寫 門人盧大藹劉學堯姜瑚鄒梅贈 李春魁鄧孔泗楊文輝刻)

표 2 의학입문에 있는 年期와 관련된 기록

위와 같은 의학입문내에 있는 연도표기로는 저술연대를 명확히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의학사가
들은 서문의 관지에 나와있는 연도를 저술연도로 삼고 있지만, ‘인’의 기록[1575년]을 저술연대로
삼을 경우 ‘상한서’의 연대표기에 모순이 생기고, ‘상한서’의 기록[1579년]을 저술연대로 삼을 경우
는 반대로 ‘인’의 기록과 모순이 생긴다. 한편 ‘습의규격’의 내용에서 책의 완성시점을 1571년이라
고 분명히 못박고 있기는 하지만, 집례에 『의학입문』의 참고서적으로 『外科樞要』라는 책명이
보이는데12) 이 책은 1571년에 薛己가 지은 책이다. 설기는 강소성 소주사람으로 비록 당시의 명의
였다고는 하지만, 인접지역도 아닌 강서성에 있는 이천이 이 책을 저술된 바로 그 해에 입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러므로 1571년에 『의학입문』을 지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
다면 1571년에 이미 『의학입문』을 지었다고 이천 스스로 밝힌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습의규격’은 『의학입문』이 간행되기 직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회고하는 과정
에서 『의학입문』에 대한 얼개 내지는 기획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과정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
다.
더 이상의 정황자료가 없는 한 필자로서는 『의학입문』의 저술연대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
고,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의 저술과정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1571년에 이미 이천은 이해하기
쉬운 종합의서를 만들 결심을 한 것은 분명하다. 혹은 『의학입문』이라는 책명도 미리 정해두었
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여를 고심한 끝에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과 의학이론에
해당하는 內集을 완성하고 ‘인’을 썼다. 그리고 다시 4년여 동안 임상에 해당하는 外集을 완성하고

12) 李梴, 上揭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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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집의 첫머리인 상한에 서를 달았다. 이후 거의 1년에 걸친 교정 끝에 1580년 습의규격을 쓰고
바로 간행한 것이다. 이처럼 『의학입문』은 유학에 정통한 학자가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루어
진 종합의서이다.

3.『醫學入門』에 영향을 미친 의서분석
이천은 의학자이기보다 유학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말년에 자신의 병고를 계기로 의학에
입문하였으며, 바로 『의학입문』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가 다른 의학자들처럼, 임상을 오래하
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의학입문』을 저술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 책을 쓴 것이 아니
다. 그는 『의학입문』의 저술은 역대의 의학자들과 의서를 두로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집례
에 그러한 경위가 자세하게 나와있다.
집례의 처음에서 이천은 전체적인 편제에 참고한 의서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나는 의학에 입문하는 요체를 하나로 잡지못해 고생하였다. 왕숙화의 맥결13)과 동원의 약
성14), 편주병기15), 의방첩경16), 의학권여17) 는 좋기는 하지만 모두 나름대로의 독특한 편
제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편하지 않고 상한론18)과 활인서19)와 백문가20)는 뛰어나기는 하
지만 어려서부터 읽지 않으면 다 외워 쓸 수 없으나, 의경소학21)만큼은 법이 완전하고 말

13) 왕숙화는 3세기경 서진시대의 사람으로 맥학의 권위자로 알려져있다. 그가 맥학분야
에서 지은 의서는 『맥경』과 『소아맥결』의 두권의 책이 있는데, 『소아맥결』은 전
해지지 않고, 『맥경』은 『맥결』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에서 말하는 숙화맥결은 『맥
경』을 말한다.
14) 동원은 본초연구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는데, 『食物本草』, 『靑囊藥性賦直解』, 『珍
珠囊補遺藥性賦』, 『雷公炮制藥性解』, 『珍珠囊藥性賦直解』, 『東垣藥譜』, 『用藥法
象』 등이 그의 저작으로 알려져있다(嚴世云, 中國醫籍通考). 동원의 藥性이라고 한 것
을 정확히 어느 책을 지칭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현존하는 동원의 본초관계저술로는
이중재가 다시 편집한 『珍珠囊補遺藥性賦』가 있다.
15) 저자와 저술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국역편주의학입문』에서는 ‘編註한 藥性’이라고
하였다.
16) 이 책은 王宗顯이 지은 것으로 명대 太醫院에 있던 원본을 羅必煒가 교정하였다.
『醫門初學萬金一統要訣』의 총 8권에서 6,7권이 『醫方捷俓』이다.
17) 明代 傅滋의 저술로 총 4권이다.
18) 後漢末에 張仲景이 지은 『傷寒雜病論』을 말하며, 이천이 살았던 당시에는 원본은
없어지고 왕숙화가 수집정리한 것을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참고로하여 간행한 『宋本傷
寒論』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무기의 『註解傷寒論』과 조개미의 『傷
寒論』이 있었다. 이천이 있을 당시 이미 송본상한론은 없어졌지만, 조개미의 『상한
론』이 『송본상한론』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여 조개미본의 『상한론』을 『송본상한
론』이라고도 한다.
19) 1108년에 주굉이 지은 『類證活人書』를 말한다.
20) 百問歌에 해당하는 것은 宋代 錢聞禮가 지은 『傷寒百問歌』가 있다.
21) 『醫經小學』은 1388년 명대 劉純이 간행한 의서이며, 유순은 주단계의 계통을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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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략하여 진실로 가이 써 입문할만하다. 국방22)은 또한 미비한 점이 많고, 그 뜻이 매우
간결하고 고문투의 표현이 많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23)
이상의 이천의 설명에 의하면, 왕숙화의 『맥경』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송대이후의 저술들이다.
왕숙화는 맥학의 창시자로 추앙받기 때문에, 『黃帝內經』처럼 시대적인 차이를 논하기 어려운 점
을 감안한다면, 이천이 주로 참고한 의서들은 송금원대 의학이론이 크게 정리된 이후의 저술들을
주로 참고하고 있는 것이다. 본초이론은 李東垣 및 그 이후의 사람들이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고, 傷寒은 송대 학자들의 견해를 우선시하고 있다. 『和劑局方』은 정부에서 간행한 藥局方標準
處方集으로 당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처방만을 엄선하여 정리한 것이다. 위에 나열한 여러 의서
들중에서 『醫經小學』을 가장 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경소학』은 단계의 학풍을 잇고있는
劉純이 의학의 기초이론을 정리하여 지은 것으로 명대 1388년에 간행한 것이다. 『醫學權輿』와
『醫方捷徑』은 유순의 『의경소학』이 나온 이후의 저작들이다.24)
다음은 각 부문별로 이천이 참고한 의서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은 집례 또는 본문에서 이천
이 출처를 밝힌 것이며, 필자가 보충한 것은 별도의 표시를 하였다.(@)
내집
歷代醫學姓氏25) : 名醫圖, 原醫藥性, 醫林史傳, 醫林外傳, 原醫圖贊

명의도 : 확인불가
원도약성 : 확인불가
의림사전 : 程伊가 지은 것으로 醫藏目錄 4권에 책명이 나와있고 판본은 현재 보이지
는 않는다.
의림외전 : 『의림외전』은 程伊의 『의림사전』을 간략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醫藏目錄』 6권에 책명만 보일뿐 판본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원의도찬 : 확인불가

의학자이다.
22) 1078년경에 송나라 정부에서 간행된 『太平惠民和劑局方』을 말한다. 유용한 처방이
많아 일반사람들이 널리 이용하였다.
23) 李梴, 上揭書, p11 "因病涉 苦無統要入門 叔和脈訣 東垣藥性 編註病機 醫方捷徑 醫
學權輿 非不善也 然皆各自成帙 有所不便 傷寒論 活人書 百問歌 非不美也 然非幼讀不
能成誦 醫經小學 法全辭略 眞可以入門也 而局方又有所未備 且意太簡古 學者亦難了
悟."
24) 『의학권여』와 『의방첩경』은 저자이름과 저술시대가 명대라는 것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책들의 저술년대를 『의경소학』보다 뒤로 보는 것은 『고금의통』에서 의서
를 나열하면서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한 것이다.
25) 李梴, 上揭書,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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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道通說26) : 紺珠經

감주경 : 원래이름은 『心印紺珠經』으로 원나라 이탕경(李湯卿)이 편찬한 의서이다. 전
1권. 이 책은 원도통(原道統), 추운기(推運氣), 명형기(明形氣), 평맥법(評脈法), 찰병
기(察病機), 이상한(理傷寒), 연치법(演治法), 변약성(辨藥性), 18제(劑)의 차례로 모두
9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陰騭27) : 陰騭錄과 孝順事實錄

음즐록 : 이 책에 대한 정확한 서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의학입문』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明代에 조정에서 간행한 책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덕목실천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富貴貧賤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게 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기록한
것임을 알수있다.
효순사실록: 이 책에 대한 정확한 서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의학입문』의 내용을 토
대로 볼 때, 明代에 조정에서 간행한 책으로 국민들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효행에 관한 일화를 기록한 책이다.
保養(附導引)28) : 素問, 格致餘論

소문 : 漢代에 지어졌으며, 이때에는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간행한 왕빙의 수집본이 유통되
고 있었다. 『靈樞』와 함께 『黃帝內經』으로 불리우며, 중국의학의 최고경전으로
통한다.
격치여론 : 1347년 원나라 주진형이 지은 의서. 주진형의 의학사상이 잘 반영된 책이다.
運氣29) : 素問(@), 靈樞

영추 : 漢代에 지어졌다. 고려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판본을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대량간행
하여 유통시켰다. 『소문』과 함께 『황제내경』으로 불리우며, 중국의학의 최고경전
으로 통한다.
經絡30) : 銅人鍼灸經, 徐氏, 莊氏, 醫經小學(@)

동인침구경 : 송대 王惟一(987?～1067)이 조정의 명을 받아 1026년에 지은 침구경혈에
관한 의서. 이후 이것을 토대로 1029년에 鍼灸銅人을 제작하고 이 책을 간행배포하였

26) 李梴, 上揭書, p189
27) 李梴, 上揭書, p196
28) 李梴, 上揭書, p12
29) 李梴, 上揭書, p12
30) 李梴, 上揭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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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의 경혈에 대한 위치와 총수가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徐氏 : 침구에 정통한 서씨는 매우 많다. 徐裔의 『徐氏黃帝脈經指下秘訣』, 남북조시
대, 徐文伯의 『子午流注逐日安時定穴歌』, 그의 아들 徐雄, 徐叔響 『鍼灸要
鈔』, 수대 徐悅의 『針經幷孔穴蝦蟆圖』(龍銜素와 공저), 원대의 徐文中, 명대
徐述의 『難經補注』, 徐行의 『脈經直指碎金集』徐鳳의 『鍼法大全』,徐樞의
『訂定王叔和脈訣』등이 침구에 일가견이 있었던 서씨들이다. 이들중에 누구를 지
칭하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황보밀의 『침구갑을경』이 서진시대 지어진 이
래로 경락의 계통과 체계에 관한 대체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왕유일의
『동인침구경』도 『침구갑을경』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의학
자들의 견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莊氏 : 莊緯의 『脈法要略』을 말함. 현재는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幼幼新書』에
“脈法要略, 膏肓灸法, 莊氏家傳, 參書皆前知筠州莊公手集 得之其子 … (이 세권
의 책은 전직 균주지사를 지낸 장공이 손수 모은 것이다. 그 아들에게서 얻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유유신서는 1132년 송대에 간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저작이다.
醫經小學 : 명대 유순이 지은 책으로 1388년에 간행되었다. 본초, 맥결, 경락, 병기, 치법,
운기의 내용이 들어있다. 유순은 주단계의 재전제자로 이 책에는 단계의 의학사상이
반영되어있다.
臟腑31) : 素問, 難經, 華陀內照圖, 編註藥性

난경 : 후한말의 저작으로 『황제내경』에서 난제 81개를 추려 문답식으로 정리한 의학이
론서이다. 경락, 장부, 침구 등의 기초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어서, 『황제내
경』과 함께 경전으로 분류된다.
화타내조도 : 이 책의 정확한 서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단 『內照法』(續匯刻書目), 『元
門內照』(文淵閣書目), 『內照經』(醫藏書目), 『華陀內照圖』(叢書擧要), 『玄
門脈訣內照圖』, 『華佗先生玄門脈訣內照圖』, 등 유사한 서명을 가진 의서들이
현재 목록만 남아있다. 모두 화타의 저작으로 알려진 의서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화타가 『내조도』를 지었다는 기록은 분명치 않으며, 『난경』을 편작의 저술이
라고 하듯이,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입문』의 내용과 ‘內照’라는 이
름을 통해, 중국의학의 장부관을 설명한 의학의 기본이론서로 짐작한다.
편주약성 : 현재 확인할 수 없음.
觀形察色, 診脈32) : 素問, 難經, 醫經小學, 脈經, 脈訣, 脈圖, 醫學權輿

맥경, 맥결 : 『맥경』이란 왕숙화의 『맥경』을 말한다. 왕숙화는 3세기경 서진시대의 사

31) 李梴, 上揭書, p13
32) 李梴, 上揭書,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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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맥학의 권위자로 알려져있다. 그가 맥학분야에서 지은 의서는 『맥경』과 『소아
맥결』의 두권의 책이 있는데, 『소아맥결』은 전해지지 않고, 『맥경』을 『맥결』이라
고도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맥경』과 『맥결』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왕숙화는
중국의학계에서 맥학의 최고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맥경』은 『황제내경』, 『신
농본초경』, 『상한론』, 『난경』과 더불어 의학경전으로 여기는 의서이기 때문에 다른
의서들과 같이 언급할때는 가장 먼저 내세우기 마련이고, ‘經’자를 붙여 권위를 높이는 것
이 상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맥경』은 왕숙화의 『맥경』을 말하고 『맥결』
은 다른 의학자의 저술로 여겨진다. 그러나 송대이후에 나온 많은 맥학에 관한 의서들은
거의 대부분 왕숙화의 맥결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한
편 이천은 “叔和脈訣”33)이라고 하여 왕숙화의 『맥경』을 『맥결』이라고 하였는데, 이
것은 아마 이천이 왕숙화의 『맥경』을 『맥결』이라는 서명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맥도 : 宋代(嘉定年間) 高衍孫이 지은 脈圖
의학권여 : 明代 傅滋의 저술로 총 4권이다.
鍼灸(附煉臍)34) : 素問, 難經, 徐氏, 何氏

서씨 : 위[經絡]에서 언급함
하씨 : 元代 何若愚의 流注指微賦를 말함. 運氣鍼法의 하나인 子午流注針法을 소개한
침구서로,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이책에 대해 경락과 침구의 이치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本草35) : 醫經小學, 醫方捷徑, 釋藥集韻, 本草集要, 雷公, 用藥法象, 方古菴

의방첩경 : 명대 王宗顯의 저술이다. 원제목은 『醫門初學萬金一統要訣』이며 총 8권
이다. 이 책은 명대 太醫院에 있던 원본을 羅必煒가 교정한 것이다. 이중에서 6,7권을
『醫方捷俓』이라고 한다.
석약집운 : 『석약집운』이라는 서명은 없고 단지 程伊가 쓴 『釋藥』이 있다. 『집운』
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卷二下 本草門의 本
草分類에 정씨의 『석약』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36)
본초집요 : 『본초집요』는 1492년(명대 弘治 壬子年)에 王綸(字 節齋)이 저술하였다.
이 책은 장원소, 이동원, 주진형의 본초이론을 종합한 책이다. 王綸의 학술사상은 단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33) 李梴, 上揭書, p11
34) 李梴, 上揭書, p13
35) 李梴, 上揭書, p14
36) 李梴, 上揭書, p608 "依古菴而增以通用 各藥製法見圈外 其程氏釋藥出大觀註 爾雅博物
志 多從之"
37) 陣大舜,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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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 : 뇌공은 상고시대 전설상의 인물로 그의 이름을 가탁한 의서들이 여럿있다. 그중에서
본초와 관련된 것으로는 『雷公藥對』가 있는데, 대략 2세기경에 만들어졌으며, 도홍경은
이 책에 대하여 『神農本草經』의 내용을 보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외에 『雷公匍炙
論』이 있는데 주로 약물의 수치를 다룬 책으로 雷斅가 짓고 胡洽이 교정하여 대략 5세기
경에 완성된 책이다. 한편 이동원의 『珍珠囊藥性賦』를 『雷公藥性賦』라고도 한다.
자세하지는 않으나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동원의 저서인 『뇌공약성부』이거나 혹은 금원
대에 저술된 또다른 뇌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본초서일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본초서의
경우는 시대적으로 약물의 가지수와 주치가 계속적으로 첨가되기 때문에 최신경향의 본초
서를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초의 법제에 관하여 다룬 『뇌공포자
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약법상 : 이고가 지은 본초서. 진주낭의 기초위에 用藥凡例를 첨가한 것인데, 諸經響導
와 治法要綱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고암 : 단계의 계통을 잇는 의학자로, 『단계심법부여』를 펴냈다. 『단계심법부여』 중
에 부록으로 본초에 관한 자신의 글을 싣고 있는데, 이천은 이를 바탕으로 본초를 분류하
였다.
外集
溫署38) : 素問玄機原病式

소문현기원병식 : 금대 유하간이 지은 의서.
傷寒39) : 傷寒六書, 傷寒論注, 類證活人書, 百問百證, 王氏家寶, 仁齋直指方, 活人
賦

상한육서 : 15세기 중엽 명대 陶華가 지은 상한의학서이다. 이천은 의학의 역사를 기록한
‘원도통’40)에서 도화에 대항 중경선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학이론을 제시한 의학자라
고 격찬하고 있다.
상한론주 : 明越人史闇然百韜氏가 지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할수없다. 한편 성무기의 『註解傷寒論』을 단지 傷寒論注라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증활인서 : 송대 주굉이 1108년에 지은 상한에 관한 의서이다. 처음 지어졌을 때 이름은
『無求子傷寒百問』이며 『南陽活人書』라고도 한다.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상한론의
대량간행한 이후에 상한론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초기의 연
구저작에 해당한다.

38) 李梴, 上揭書, p14
39) 李梴, 上揭書, p14
40) 李梴, 上揭書,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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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증 : 百問에 해당하는 것은 宋代 錢聞禮가 지은 『傷寒百問方』과 허숙미
(1079-1154)의 상한론을 재편한 『傷寒百問歌』가 있다. 전자는 망실되어 없고 후자는
현존하는데 후자인 것으로 생각한다. 百證에 해당하는 것은 송대 許叔微가 지은 상한론을
재편한 『傷寒百證歌』가 있다.
왕씨가보 : 『王氏家寶傷寒證治明條備覽』으로 추측한다. 王震이 지은 것이다. 현재 명
대 天啓年間(1621-1627)에 간행된 것과 抄本이 남아 있다.
인재직지 : 1264년 南宋代 楊士瀛이 저술하였다. 가전경험으로 바탕으로 여러 의학자들의
성과를 종합한 임상서이다.
활인부 : 이천은 상한부분을 정리하면서 활인부의 목차를 참고하였다고 하였는데, 『活人
賦』라는 서명은 없고, 비슷한 이름으로 주굉의 『유증활인서』가 있지만, 앞서 언급하였
기 때문에 같은 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주굉의 『유증활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賦 형식
으로 후에 만든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內傷41) :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내외상변혹론 : 금대 이동원이 지은 것으로 1247년에 간행되었다. 『비위론』과 함께 이동
원의 내상이론이 잘 반영되어 있다.
비위론 : 금대 이동원이 지은 것으로 13세기에 간행되었다. 『내외상변혹론』보다는 나중
에 지어진 의서이다.
雜病42) : 得效方, 丹溪心法附餘, 醫方捷徑, 醫學權輿, 玉機微義, 袖珍方, 仁齋直指
方, 葛氏

득효방 : 원대 위역림이 지은 것으로 1345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저자 집안의 5대에 걸
친 임상경험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으로 목차는 원대 의학분과방식인 13과에 의거하였다.
단계심법부여 : 『단계심법부여』는 방고암이 1536년에 『단계심법』을 토대로 재편집한
의서이다. 『단계심법』은 주진형의 제자들이 스승의 의론과 처방 및 문인들의 임상경험을
모아 만든 유고이다. 현재 명대 정윤이 교정하여 1481년에 간행한 판본이 남아있다. 방광
은 『단계심법』에 일부 주진형의 학술사상과 모순된 내용이 부록으로 끼워져 있던 것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편집하였다.
옥기미의 : 명대 서언순이 짓고 유종후가 증보한 것으로 1396년에 간행된 종합의서이다.
서씨가 처음 이 책을 만들었을때의 이름은 『의학절충』으로 『황제내경』의 이론을 근간
으로 금원대 의학자들의 학설을 정리하여 17門으로 만들었다. 유종후는 기존의 17개의 문
에 내용을 보충하고 다시 부인, 소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33개의 門으로 만들고 책명도
『옥기미의』라고 개칭하였다. 서언순과 유종후는 단계의 학술사상을 이은 의학자로 알려

41) 李梴, 上揭書, p14
42) 李梴, 上揭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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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있다.43)
수진방 : 『袖珍方大全』이라고도 하며 명대 조정의 명령을 받아 李恒 등의 의학자들이
1391년에 편찬한 의서이다. 이책은 朱橚이 편찬한 『保生餘錄』,『普濟方』 등서에 근
거하여 경험방을 선별해서 펴낸 것이다.
갈씨 : 갈씨성을 가진 의학자는 여럿이 있지만, 『의학입문』 ‘원도통설’에서 葛可久에 대
한 언급이 보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갈씨는 갈가구 즉 葛乾孫(1305～1353)을 가리키는 것
이다. 갈건손은 원대의 의학자로 자가 가구이다. 長州(지금의 강소성 소주)사람으로 저서
로는 『十藥神書』,『醫學啓蒙』등이 있다.
婦人44) : 婦人大全良方

부인대전양방 : 남송대 진자명이 1237년에 지은 부인과 전문의서로, 송대 이전의 부인과에
대한 업적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부인과분야에서는 주요텍스트로 활용되어 왔다.
小兒45) : 安老懷幼書, 仁齋直指方을 위주로 하고, 두진을 쓸때는 醫學正傳, 陳氏, 魏
氏, 聞人氏 의 책을 참고로 함.

안노회유서 : 명대의 관리 겸 의사인 劉宇(1472년 진사에 급제)가 송대 陳直의 『安老
書』와 元代 鄒鉉의 『壽親養老新書』(이책은 실제로 진직의 저술로 추현이 보충하고
교정하여 다시 간행한 것이다.), 그리고 명대 類子貞의 『恤幼集』의 합본하여 『안노회
유서』라고 이름지은 것이다. 1498년 간행본이 남아있다.
의학정전 : 명대 우단이 1515년에 저술한 종합의서이다. 우단은 주단계의 계통을 잇는 의
학자로 『의학정전』을 지으면서, 제가의 학설을 두루 참고하였지만 그 근간은 주단계의
임상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씨 : 陳氏는 1254년에 『小兒病源方論』과 『小兒痘疹方論』을 간행한 陳文中으
로 여겨진다.
위씨 : 현재 확인할 수 없음.
문인씨 : 聞人氏는 송대 紹定年間에 『痘疹論』을 지은 聞人規를 말한다.
外科46) : 外科樞要

외과추요 : 명대 薛己가 지은 것으로 1571년에 간행되었다.
雜病用藥賦、通用古方詩括47) : 仁齋直指方, 醫方捷徑

43) 陣大舜,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93
44) 李梴, 上揭書, p15
45) 李梴, 上揭書, p15
46) 李梴, 上揭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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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醫學入門』에 영향을 미친 의서 고찰

중국의학에서는 『黃帝內經』을 종주로 삼고 있다. 그것은 『황제내경』이 의학이론에 관한 의
서이기 때문이다. 『황제내경』이 만들어진 漢代에는 의학이론서뿐 아니라, 치료방법 및 처방을 싣
고 있는 『風寒熱十六病方』, 『客疾五藏狂癲病方』, 『婦人嬰兒方』, 『金瘡瘲瘈方』 등의 의서가
있기는 하지만, 『漢書』「藝文志」에 서명만 있을뿐 모두 단명하고 말았다. 이것은 의학이론이나
치료원칙 등은 『황제내경』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치료방법에 있어서는 이미 漢代의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의학에서는 새롭고 더 효과적이 경험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효과를 얼마만큼 높이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서를 쓸때는 의학이론에 치중되어 있는 주요 경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신경향
의 의서를 참고하기 마련이다. 최신경향이라고 해서 다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사람의 공감
대를 형성해야하는 선결조건이 필요한데, 그래서 명의들의 처방집이나 오랜 가전의 비방이 가치가
높은 것이다. 『의학입문』은 이천의 주장처럼, 의학에 쉽고 체계적으로 입문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서로서, 기초이론뿐 아니라 임상부분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론의 설명과 처방의 선택
에 매우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본장에서는 이천이 『의학입문』을 저술하면서 역대의 의학이론과
처방의 선별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학이론중심인 內集과 임상중심인 外集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4.1. 內集에 영향을 미친 의서 고찰(의학이론에 영향을 미친
의서)

『醫學入門』의 내집은 의학이론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歷代醫學姓氏에 나온 의림사전 등의 책
은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명대 徐春甫가 지은 『古今醫統』(1556년)에도 『의학입문』의 ‘역대의
학성씨’의 편제와 유사하게 역대 명의들과 저명한 의서를 소개한 내용이 보이므로 당시 의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역대 명의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陰騭은 『음즐
록』과 『효순사실록』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이 책들은 의서가 아닌 일종의 생활규범사례집 정
도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천은 유교적 가치관이 투철하여 의학은 유학에서 나온 것이며, 질병의 발
생도 모두 이러한 유교적 사회규범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의학이론에 해당하는 保養은 『황제내경』이래로 강조해온 중국의학의
기본적인 의학관을 설명하고 있다. 보양과 양생의 기본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있는 『素問․上古天
眞論』중에서 일부 발췌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元代의 朱丹溪의 『格致餘論』중의 「陰
火論」과 「筎淡論」을 싣고 있는데, 주진형은 당시 對症療法이 팽배해있던 의학조류를 개탄하
고48) 『황제내경』과 『상한론』의 의학이론에 입각하여 의학의 체계를 재정립한 의학자이다. 즉

47) 李梴, 上揭書, p16
48) 주단계가 활동할 당시 의학계는 환자의 상태를 변별하지 않고 무슨 증상에 무슨 처방
식의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풍조에 조장한 것중의 하나가 송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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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은 『황제내경』의 양생에 관한 의학사상을 금원대 의학자들이 다시 정리한 의학사상을 토대
로 하고 있다.
이천은 의학의 기본이론중의 하나로 運氣를 소개하고 있는데, 운기가 중국의학에서 부각되기 시
작한 때는 송대 校正醫書局에서 왕빙이 주석한 『소문』을 대량간행하여 유포하면서 활발해졌다.
11세기경 송대의 劉溫舒는 소문의 運氣七篇49)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素問入式運氣論奧』를
지어 학계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12세기초에 何若愚에 의하여 子午流注鍼法이라는 운기
침법이 소개되는 등50) 운기적인 방법이 의학계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처럼 운기가 의학계에 크게
부각된 배경에는 유의51)들의 역할이 크다. 즉 송대 과거제도의 정착으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
인들이 대거 등장하였지만, 이들을 모두 관직에 수용할수 없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학
에 입문하게 된 이들은 인간과 자연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들에게는 유
교의 경전뿐아니라 천문역법 등의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자연변화를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운기는 당연히 이들의 관심대상이었고, 그러한 사상을 의학에 응용하고자하는 노력은 이
들에게는 자연스런 결과였다. 이천이 이러한 당시 풍조를 자신의 의서에서 그대로 반영하였고, 그
저본으로 운기학의 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근본이론은 『황제
내경』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실제내용은 『황제내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라기 보다 송대
이래로 명대에까지 이어져 오면서 다시 정리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經絡계통은 침구시술을 위한 기준이 된다. 『황제내경』에 이미 기본적인 계통과 체계가 나와있
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西晉時代의 皇甫謐에 의해서 계통적인 경락체계와 혈자리, 혈명 등이 정리
되었다. 이후 경락의 체계는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후대에까지 수용되었다. 송대에 들어와서 정
부에서는 국가적인 의료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침구경락의 분야에서는 王惟一에게 명하여

정의서국에서 간행한 『화제국방』인데 이 책은 정부에서 사용하던 국가공인 처방집으
로 송이전의 유명한 처방들만을 골라 만든 것이다. 여기에 나온 처방은 효과가 뛰어났
기 때문에 증상의 변별없이도 치료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화제국방 처방의 무분
별한 남용은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고, 의식있는 여러 의학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여러
번 경고하였다. 주단계는 이 『화제국방』의 폐해를 지적하기 위하여 특별히 『국방발
휘』라는 의서를 쓰기도 하였다.
49) 素問의 六元正紀大論,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五常政大論, 氣交變大論, 至眞要大論,
六微旨大論 등 運氣와 관련된 7개의 편을 말한다. 素問 81편중 1/3을 차지할 만큼 많은
분량이며 다른 편들과의 상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王冰이 注를 달면서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알려져있다.
50) 何若愚는 12세기초에 『流注指微鍼賦』를 지었고 염명광이 1153년에 이것을 얻어 주
를 달고 여러 참고서적을 종합하여 『子午流注鍼經』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1311년에
방지대가 침구사서를 간행하면서 포함시킨 잔본이 남아있다.
51) 유의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송대이전의 유의들은 단순히
의학을 연구한 지식인계층을 유의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관리를 지낸, 皇甫謐, 王冰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李良松, 郭洪濤, 中國傳統文化與科學, 厦門大學出版社, p24) 송대이
후에는 단지 지식인들이 의학연구를 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에서 사
용하는 '理氣', '太極' 등의 개념들이 의학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이다.(홍원식, 중국의학사,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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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의 체계를 다시 세우고, 그것에 근거하여 銅人(침구모형)을 만들게 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왕
유일의 『銅人鍼灸經』은 황보밀이 『鍼灸甲乙經』에서 정한 경락체계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혈
자리가 몇 개 추가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을 보게된다. 이때 왕유일에 의해 정해진 경락체계와 혈
자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천은 『의학입문』에서 당연히 송대에 새로 조정한 경락체
계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기타 『의경소학』이나 徐氏, 莊氏의 의서들은 모두 왕유일의 『동
인침구경』 이후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동인침구경』의 경락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천은 『동인침구경』을 근간으로 하여 경락의 체계를 세우고, 그 책에 나와있지 않은 세부
적인 主治例 등을 이러한 의서들에서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의학에서의 장부관은 음양오행을 토대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미 『황제내경』에 기본적인 내
용이 정리되어 있고, 『난경』에서 언급한 장부관도 『황제내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화타내
조도』는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의학입문』의 내용을 볼 때 『황제내경』 및 『난경』에 나온
것이외의 커다란 이견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같은 계통에 있는 의서로 여겨진다. 한편, 이천은 장부
를 설명하면서 『황제내경』을 근간으로 장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우선하고 있지만, 각 장부
에 나타나는 증상을 氣, 風, 熱, 虛, 冷, 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황제내경』과
『난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중국의학의 진단은 크게 ‘望聞問切’이라하여 4가지 진법을 말하는데 『황제내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황제내경』에서는 망문문절중에서 聞問診에 비해 望診과 切診(특히 脈診)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망진의 설명은 매우 자세하며, 절진인 맥진에 관해서는 ‘人迎寸口診斷’,
‘三部九候診斷’, ‘循經診斷’, ‘寸口診斷’등 몇가지 학설이 혼재되어있다. 이후 『난경』과 『脈經』에
와서는 『황제내경』에 소개된 여러 가지 진단법이 ‘寸口脈診斷’으로 통일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맥경』, 『맥결』, 『맥도』, 『의학권여』, 『의경소학』 등은 모두 촌구맥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맥진에 관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 이천의 맥진은 『맥경』이후 『의경소학』에 까지 이르는 동안
정리된 촌구맥진단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問診이 중국의학의 진단에서 크게 중
시된 것은 명대에 들어와서인데 이천의 참고서적에는 비록 없지만 이천이 설정한 문진의 21개 항
목은 명대 韓懋가 『韓氏醫通』에서 정한 병안의 격식52)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와같이 『의학입
문』의 진단체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진단의 체계에 명대의 의학자들이 새로 정리하고 첨가한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초의 연구는 漢代 『神農本草經』이래로 꾸준히 약재의 가지수와 主治의 계발이 진행되어왔
다. 금원대에 이르러서는 약재의 가지수나 주치의 범위뿐아니라 본초를 이해하는 시각이 기존의
경험중심에서 탈피하여 理致的인 해석이 중시되는데 『용약법상』을 지은 이동원과 『본초집요』
를 지은 왕륜, 방고암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학자들이다. 이천은 이들의 주장을 대폭수용하여, 본초
이론을 설명하는데는 이동원의 『용약법상』을 토대로 하고 있고, 본초각론의 분류는 방고암의 주
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53) 기타 본초각론에서 각 본초에 대한 효능, 주치, 형태, 산지 등은 기타

52) 홍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p239에서 재인용
53) 이동원은 약류법상에서 風升生, 熱浮長, 濕化成, 燥降收, 寒沈降이라고 하여 외부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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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들을 고루 참고하였다.
침구에 관해서 이천은 『소문』, 『난경』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소문』,『난경』의 침구의 주
요이론은 큰 변화없이 역대의학자들에 의해 대대로 이어져온 것들이며, 하약우의 운기침법은 송대
이후에 운기적 방법이 의학에 운용되면서 만들어진 침법이다.
4.2.

外集에 영향을 미친 의서 고찰 (의학임상에 영향을 미친

의서)

외집은 의학의 임상에 관해 정리한 것으로 가장 먼저 溫熱病과 傷寒이 나온다. 역대로 온열병은
상한의 범주에서 취급되었다. 온열병과 상한의 구별이 의학계에 크게 대두된 것은 1600년대 吳有
性이 『溫疫論』을 지은 이후이지만, 1368년에 간행된 『醫經溯回集』54)에서 보다시피 명대에 들
어서면서부터는 온열병을 상한의 범주에서 떼어, 별도의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
타난다. 상한과 온병의 본격적인 분류를 시작한 의학자인 오유성이 『온역론』을 지은 것이 1600
년대였기 때문에 이미 이천이 활동하던 당시는 상한과 온병을 구분하는 방식이 어느정도 보편적이
었다고 봐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하간의 主火論的인 입장은 온열병을 상한론과는 별도로 인식
하던 학자들로서 주의깊에 살펴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의 학자인 왕리도 『의경
소회집』에서 상한의 설명에 앞서 유하간의 학설을 싣고 있으며, 이천도 『의학입문』에서 상한과
는 별도로 온열에 대하여 유하간의 학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 의학자들의 傷寒의 연구는 전염병의 대처라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의 연구 못지않게 중요했다. 특히 전염병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양자강 이남지역출신의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전염병의 대처야말로 의사의 존립의 근거가 되기 때
문에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張仲景의 『傷寒論』이 복원되어 간행된 이후 상한론의 연구는 급속도
로 진행되었다. 이천이 참고로 한 위의 의서들은 모두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들이다. 특히 15세
기 중엽 명나라 사람 도절암이 지은 『상한육서』는 상한의 임상방면에서 한 획을 그을 만큼 출중
했던 의서이다. 중경의 이론이 도씨의 『상한육서』에서 그 임상활용을 자유자재로 했다는 평이
전해질 만큼 이론분석이나 창방에도 뛰어났다. 그러한 의서를 근간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천의 상
한에 대한 인식은 이미 중경이 『상한론』을 지은 시대의 그것이 아니라, 송대의 여러학자들에 의

의 특성을 설명하고 여기에 각각 이 기운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
를 나열하였다. 그리고 방고암은 주단계의 단계심법부여에 「附古庵藥鑑」이라는 자신
의 학설을 부록으로 싣고, 여기에서 약재를 治風門, 治熱門, 治濕門, 治燥門, 治寒門, 治
瘡門으로 분류하고 오품이라고 하였다.
54) 이천은 집례에서 “내가 후에 의경소회집을 보았는데 차서가 거의 흡사하다. 일찍이 보
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였다. 의경소회집의 상한관련목차는 다음과 같다. 神農
嘗百草論 亢則害承及制論 四時所傷論 張仲景傷寒立法考 傷寒溫病熱病說 傷寒三陰病或
寒或熱辨 陽虛陰盛陽盛陰虛論 傷寒三白九拾七法辨 傷寒四逆厥辨 中風辨 中暑中熱辨 積
熱沈寒論 瀉南方補北方論 五鬱論 二陽病論 煎厥論 八味丸用澤瀉論 小便原委論 內傷餘
議 外傷內傷所受經旨異同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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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차원 진보한 상한론의 견해를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경의 뜻을 좇는다고 하였으
면서도 송대의학자들의 견해를 좇은 것은 아마도 송대의학자들의 의론들은 모두 중경의 뜻을 따르
고 있으며 거기에 자신의 임상경험을 부가하고 의학이론을 좀더 시대적으로 맞게 자세히 설명한
책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하튼 상한의 논술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송대의 의학자들
의 의론들을 종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한의 설명 뒤에 나오는 내상은 이동원의 내상이론을 주
로 참고하였다. 이천은 이동원의 내상이론을 상한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55)
雜病에 관한 설명은 주로 원대이후의 의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데, 『단계심법부여』와
『옥기미의』는 주단계와 그의 학풍을 이은 의학자들이 쓴 책들이다. 중국의학은 금원대 학자들에
의해 의학이론이 크게 정리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단계는 금원사대가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의
학자로 이전의 의학을 총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천도 『의학입문』의 ‘원도통’에서 宋太史濂
의 주장을 근거로 주단계는 傷寒, 內傷, 雜病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기존의 의학적인 성과를 집
대성한 사람이라고 격찬하고 있다.56) 이처럼 이천은 잡병의 치료이론과 처방에 대해 금원대이후
의학자들이 연구한 업적과 당대에 가치있다고 인정되는 의서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밖에
『인재직지방』과 『득효방』과 『수진방』은 경험적인 가치가 뛰어나, 이천이 살았던 당대에도
통용되는 의서들이다.
婦人에 관한 내용은 1237년 간행된 이래 부인과분야의 주요 텍스트로 활용된 『부인대전양방』
을 참고하였다. 小兒에 관한 주요 참고의서로 『안노회유서』를 들고 있는데, 이 책은 1490년경에
劉宇가 송대이후의 소아과에 대한 주요의서를 종합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외 소아과의 참고의서에
『인재직지방』을 들고있는 것은 이 책이 비록 송대의 의서이기는 하지만 家傳秘方을 바탕으로 지
어진 책으로 임상가치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外科의 참고의서인 『외과추요』는 저술년대가 1571
년으로 이천이 참고한 의서들중에 가장 최근의 의서이다.

5. 참고의서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천의 의학사상
5.1. 송금원대 의학이론 종합

중국의학은 기원전 3세기경 한족의 중국통일을 계기로 전국적인 의학적 성과를 하나의 틀안에

55) 상한의 분류에서 내상을 상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천도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자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천은 ‘脾胃
虛’가 중심이 되는 동원의 내상이론과 ‘氣血痰鬱‘로 진행하는 단계의 내상이론을 분명
히 구분하여 놓고 있다. 동원의 내상이론은 표에서처럼 상한의 항목에 붙여 설명하고
있고, 단계의 내상이론은 잡병을 외감과 내상으로 나눈 부분에 배속하여 설명하고 있
다. 상한서에 ’동원이 내상이론을 계발한 이후에 상한의 법이 완전해졌다고‘한 표현을
유추해볼 때 동원의 내상이론은 상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상한
과 대비시켜 상한의 범주에 넣은 것이 아닌가 추즉한다.
56) 李梴, 上揭書 p194 "至於丹溪朱氏 傷寒內傷雜病 無不精硏 痰火奧義 猶其獨得 宋太史廉
謂其集醫家之大成 誠哉是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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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할 수 있었다. 1～2세기경에 완성된 황제내경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 중국의학
은 한동안 의학이론에서는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임상에서는 수많은 치료법이 개발되고 처방이 만
들어졌다. 그리하여 송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유용한 처방을 수집하였을 때는 그 가지수가 무려
1만 6천종에 달하였다.57) 이때인 11세기를 전후하여 합리적인 소양을 유학자들이 대거 의학에 입
문하게 되면서 중국의학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원사
대가이다. 금원사대가를 비롯한 당시 의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황제내경』과 『상한론』, 『난
경』 등 의학이론서를 다시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
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치료원칙을 세우며 그 치료원칙에 따라 처방을 하는 것이었다. 漢代 이
후 隋唐代까지 중국의학이 시행착오를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경험에 입각하여 비방을 만드는 것
에 치중하였다면, 금원대이후의 의학자들은 황제내경 및 상한론의 의학이론에 입각하여 치료법을
개발하고 처방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천의 『의학입문』은 바로 이러한 금원대 의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의
학입문』의 참고의서를 시대별로 구분해보면 그 사실을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다.(표3, 표4)

57) 송대 992년에 완성된 태평성혜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총 1670문 16834개의 처방을 싣
고 있다.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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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의학자
시대
황제내경 한대 1-2세기
(소문, 영후)
난경
후한 3세기
맥경
서진 3-4세기

인용부분
의서특징
보양, 운기, 중국의학의 경전, 음양오행에 입각한 중국의학 각 분야
진단, 장부, 침구 의 이론이 망라되어 있음
계통을 잇는 의학이론서. 내경에 비해 체계
장부, 진단 황제내경의
적임.
진단 맥학에 관한 中國最古의 의서.
송대 정부에서 주도하여 만들어진 경락계통서. 침구갑을
동인침구경 송대 1026년
경락 경을 모태로 하여 약간 수정한 것으로 이때 정리된 혈자
리의 위치가 현재까지도 통용됨.
장씨
송대 1119-1132년사이 경락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
맥결
남송대 12세기말
진단 맥에
기본이론은 왕숙화의 맥경에서 벗어나지 않음.
본초 이론서. 본초를 경험이 아닌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용약법상 금대
본초 자 했던 금원대 의학자들의 본초이론이 잘 반영되어 있
음.
감주경 원대
醫學史
유주지미부 원대
침구 운기침법에 관한 의서
격치여론 원대 1347년
보양 자음강화의 방법을 주장한 주단계의 의학이론서.
음즐록, 명대
음즐 명대 사회규범을 실은 책
효순사실록
의방첩경 명대
본초
의경소학 명대 1388년
경락, 진단 주단계의 학술사상에 영향을 받은 유순이 지은 의서
의학권여 명대
진단
편주약성 명대
장부
본초집요 명대 1492
본초 주단계의 학술사상에 영향을 받은 왕륜이 지은 본초서.
유고를 제자들이 정리한 것을 방광이 다시 교
단계심법부여 명대 1536
본초 주단계의
정하여 간행한 의서.

표 3 『醫學入門』 내집(기초이론)의 참고의서 시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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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의학자
시대
유증활인서 송 1108년

인용부분
상한

의서, 의학자특징
송대 상한론 연구서. 중경의 상한론의 체계를 증
상위주로 재편하였고 자신의 임상이론을 첨가한
책
상한론 연구서. 중경의 상한론의 체계를 재
백문백증 송 1154년이전
상한 송대
편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든 책.
소문현기원병 금 1152년 전후
온서 주화론을 주장한 유완소의 의학이론서
식
두진론 남송 1228-1233년사이
소아 ?
부인대전양방 남송 1237년
부인 송대이전의 부인과에 대한 업적을 정리한 책
양사영이 가전한 처방을 중심으로 만든 임상
인재직지방 남송
상한, 소아, 외과 송대
종합의서.
외감과 달라 보중익기의 방법을 써야한다
내외상변혹론 금 1247년
상한내상 내상은
는 비위론을 주장한 이동원의 의학이론서
외감과 달라 보중익기의 방법을 써야한다
비위론
금 124?년
상한내상 내상은
는 비위론을 주장한 이동원의 의학이론서
위역림이 가전한 처방을 중심으로 만든 임상종합
득효방
원 1345년
잡병
의서
등의 의서를 지은 의학자. 이 책에는 주
갈씨
원 1305-1353
잡병 십약신서
로 양노,보양의 내용이 많다.
수진방 명 1391년
잡병 명대 조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경험처방모음집
주단계의 학술사상에 영향을 받은 서언순과 유종
옥기미의 명 1396년
잡병
후의 의서
상한학자 도절암이 펴낸 상한전문의서. 새로
상한육서
명 15세기 중엽
상한 명대
개발한 처방이 많다.
유우가 송원대의 저명한 소아과전문의서들
안노회유서 명 1472-1498년사이
소아 명대
을 모아 한권으로 묶은 것.
의학정전 명 1515년
소아 단계의 학술사상을 이은 우단이 지은 종합의서.
주단계의 유고를 제자들이 정리한 것을 방광이 다
단계심법부여 명 1536년
잡병
시 교정하여 간행한 의서.
의방첩경 명
잡병, 외과 ?
의학권여 명
잡병
?

표 4 『醫學入門』외집(임상)의 참고의서 시대구분

표3, 표4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보양’, ‘운기’, ‘경락’, ‘장부’, ‘진단’, ‘침구’,
‘본초’ 각 분야에서는 『소문』과 『영추』, 『난경』, 『맥경』 등 漢代 및 西晉時代의 古典을 참
고의서로 언급하였지만, 반드시 금원대 의학자들의 업적을 참고하였고 심지어는 시대가 멀지않은
명대의 최신의서들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참고의서로 비록 『황제내경』과 『난경』 등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금원대 의학자들이 재정리한 이론을 중심으로 의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임상분야는 금원대에서 명대에 이르는 동안 각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의서를 주
로 참고하고 있다. 특히 잡병과 소아의 치료에 있어서는 단계의 학풍을 이은 의학자들의 임상업적
을 주된 참고의서로 선정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송대의 의서들이 인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의서들
은 오래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치료효과를 검증받고있는 처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것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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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의학입문』을 쓸 당시까지도 권위를 인정받는 의서들이었기 때문이다.
5.2. 이천의 의학사상의 계통에 관한 문제

이천의 의학사상의 계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이천에 대해서는 “鍼灸는
難經과 素問을 따르고, 診斷은 王叔和를 따르고, 本草는 醫經小學 및 醫方捷徑, 釋藥集韻을 기본으
로 했고, 溫署는 劉河間의 原病式에서 채록했으며, 傷寒은 陶氏六書를 위주했고, 內傷은 東垣과 各
名家의 학설을 끌어썼고, 雜病은 危氏의 得效方 및 丹溪用藥總法을 근간으로 했으며, 女科는 婦人
良方을 따랐고, 幼科는 楊士瀛을 따랐고, 痘症은 醫學正傳을 위주로 하였으며, 外科는 外科樞要를
위주로 했는데, 대략 各家를 종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특출한 점은 없다.”58)라고 한 것이 지배적인
학설이다. 그 외에 陳大舜의 『中醫各家學說』이나, 裘沛然의 『中醫歷代各家學說』에서도 이천을
언급하지 않는 등 現代의 의사학자들은 이천의 의학사상의 계통에 대하여 별 특색없는 것으로 단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입문』에서는 이천 자신이 주단계를 금원대 의학을 총화한 사람으로 평가하고있
고, 자신이 참고한 여러의서들중에서도 『의경소학』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의경소학』
은 주단계의 제자인 유순이 쓴 책이다. 그리고 주요 기초이론의 하나인 ‘保養’에서는 『황제내경』
의 이론을 주단계의 학설과 결부시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본초부분도 주단계의 계통을
이은 학자들의 의서를 중심으로 엮고 있다. ‘雜病’에서는 주단계 계열의 의서를 참고로 하고 있을
뿐아니라 잡병의 분류도 주단계의 의학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氣, 血, 痰, 鬱의 분류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소아에서도 주단계와 同鄕이며 그의 계열로 알려진 우단의 『의학정전』을 참고하는 등 전
체적인 편제의 구성에 있어서 단계의 영향은 여타 의학자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리고
유하간이나 이동원의 학설이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溫署’와 ‘內傷’ 등 그들의 이론이 독보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국한되며, 부인과에서의 『부인대전양방』이나 외과에서의 『외과추요』
등을 참고한 것은 의학사상이 아닌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천이 주단계와 그의
제자들의 의학사상을 수용한 것을 여타 의학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위와같은 『의학입문』의 참고의서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이천은 분명 주단계의 계통을 잇고
있는 의학자이다. 한편 주단계와 그의 제자들의 의서를 다수 참고한 것이, 이천 특유의 의학사상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일반적인 의학계에서 주단계의 의학이론이 주류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6.『醫學入門』편제
『의학입문』의 편제는 총7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권앞에 首卷이 있고 券二는 두 번 반복되

58) 홍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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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편집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9권인셈이고, 각권은 다시 上中下 등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총
분량은 19책이다.『의학입문』은 크게 3권까지는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內集’으로 분류하였고,
4권이하는 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外集'으로 분류하였다. 내집과 외집의 분량은 각각 1069쪽59)과
1328쪽으로 비슷한 분량이다. 내집에서도 精神修養이나 醫學歷史같은 비교적 실제임상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먼저 실려있고, 그 다음으로 運氣, 經絡, 臟腑, 四診 등의 기본적인 의학이론을 싣고
있으며, 鍼灸, 本草가 그 다음의 내용이다. 외집에서는 外感, 內傷, 雜病, 婦人, 小兒, 外踝, 怪疾, 救
急 등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처방집에 해당하는 用藥賦는 따로 분류하여 편집하였다.
표3, 표4는 『의학입문』의 目次를 권책별로 분류하고 분량과 글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의학입문』에 나와있는 목차는 ‘醫學入門目錄’이라하여 총목차가 있고 각 권의 앞머리에
세부목차가 따로 있다. 아래의 표는 이천이 정한 ‘醫學入門目錄’의 항목에 의거하였고, 이천은 목차
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편의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하여 목차로 삼았다. 본장
에서는 내집과 외집 각각의 편제를 분석하여 『의학입문』 편제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59) 남산당에서 1991년에 영인한 『醫學入門』을 기준으로 작성,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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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책
首卷上

首卷下
卷一上
卷一中
卷一下
卷二上
卷二下
卷又 二上
卷又 二下

목차

醫學入門引
醫學入門目錄
集例
先天圖
天地人物氣候圖
明堂仰伏圖
臟腑圖
用藥檢方總目
釋方
音字
歷代醫學姓氏
原道通
陰騭
保養(附導引)
運氣
經絡
臟腑
觀形察色
聽聲審音
問證
(附觀病生死候)
診脈
鍼灸(附煉臍)
@본초인
@본초총목
本草1
本草2
本草3
本草4

분량*
2
5
8
2
4
2
2
76
12
12
58
6
6
24
30
54
56
1
1
9
98
80
2
18
148
159
106
97

성격

저자서문
목록
참고문헌
그림과 설명
그림과 설명
그림2장
그림1장과 설명
처방색인
처방이름풀이
어려운 글자풀이
역대명의들에 대한 소개
醫學史 개괄
선행,효행과 건강의 관계
정신수양 및 양생
오운육기에 관한 총론
12경맥, 15락맥, 기경팔맥
장부총론, 장부각론
望診
聞診
問診
脈診
침구법
본초 서문
본초 총론
본초 각론
본초 각론
본초 각론
본초 각론

표 5 『醫學入門』의 목차와 내용개요1 (內集)

* 분량의 단위는 page, 남산당에서 1991년에 영인한 『醫學入門』을 기준
으로 작성, 이하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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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책
卷三上
卷三下
卷四上
卷四下
卷五上
卷五下
卷六上
卷六下
卷七上
卷七下

목차

@상한서
溫署
傷寒
傷寒用藥賦
傷寒總方
內傷
內傷總方
雜病提綱
雜病分類上
雜病分類下
婦人門
小兒門上
小兒門下
@옹저총론
外科
雜病用藥賦上
雜病用藥賦下
婦人小兒外科用藥賦
@습유
雜病婦人小兒外科總方
通用古方詩括
急救方
怪疾
治法
習醫規格

분량*
2
9
130
75
29
28
13
48
71
122
50
79
61
16
69
128
78
114
12
8
100
12
11
21
8

성격

상한서문
溫署
상한이론
상한처방 (증상별)
상한처방 (치법별)
내상이론
내상처방
잡병총론
잡병각론
잡병각론
부인과
소아과 총론 및 각론
소아과 각론
피부병 총론
피부병 각론
잡병처방
잡병처방
부인소아외과처방
누락된 처방보충
주요처방정리
處方詩
응급질환
기이한 질환
치료총칙

표 6 『醫學入門』의 목차와 내용개요2 (外集)
6.1. 의학입문 내집의 편제분석

내집은 표5에서 나와있듯이 首卷(상하), 卷一(상중하), 卷二(상하), 又卷二(상하)의 3권 9책으로
되어있다. 비교적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들을 싣고 있다.
6.1.1. 首券의 편제 분석 (의학기초)

首卷의 上冊에서는 범례와 색인, 중국의 자연관, 역대의 명의들, 의학역사, 글자풀이, 처방해설등
의학의 주변적인 글들을 주로 싣고 있으며, 首卷의 下冊에 있는 양생, 도인, 운기 등의 내용은 이
천이 의학연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首卷의 첫머리에 있는 引은 자서에 해당하며 혹자(或者)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꾸며진 것으로
이천이 의학에 입문하게 된 배경, 『의학입문』을 저술하게 된 목적, 의학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
등이 간략하게 나와있다. 혹자와의 가장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바로 근본에 관한 문제이다. 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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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신은 離塞의 과실60)을 범하면서까지 의학을 연구하였다는데 과연 의학에 대한 근본을 알기
나 하는 겁니까?61)”라고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천은 이 근본에 관한 문제를 답하면서, 자신이 의
서를 편찬하는 방향은 독자들이 의학의 근본을 잘 알아, 임상에까지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
다고 하였다.62)
다음으로 集例에는 『의학입문』을 편집할 때 근간으로 삼은 의서, 편집의 대강, 『의학입문』
이라는 書名을 붙이게 된 경위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의학입문』을 저술하면서 각 부문별로
참고한 의서와 의학자, 문장표기에 대한 凡例가 나와있다. 총 2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7)
집례항목
내용

집례항목1*
편집의 대강

집례항목2～19
각 부문별 참고의서 및 의학자

표 7 『醫學入門』 집례항목분석

집례항목 20, 21
처방표기에 대한 범례

* 숫자는 집례의 항목을 순서대로 번호를 단 것임.

집례에 이어서 나오는 先天圖說과 天地人物氣候圖는 송대이후 신유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중국의
자연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陰陽이 분리되기 전단계인 先天에서 水火의 구분이
생기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천지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는 서로 상응하는 일정한 체계를 이룬다는
내용으로 인간은 자연과 일관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을 설명한 것이다.(그림1, 2, 3)

그림 2 水火圖*

그림 1 先天圖

*본 그림의 제목은 필자가 붙인 것임

60) 이색의 과실은 ‘離群索居’로 『禮記』에 나오는 표현으로, 무리들과 떨어져 있으면 결
국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가진 고사이다.
61) 李梴, 上揭書, p3 "客有窺甕牖以誚之曰 子値離索之失 而考諸素問玄語知本者歟"
62) 李梴, 上揭書 p3 "寓目古今方論, 掄其要, 括其詞, 發其隱而類編之, 分註之, 令人可讀而
悟於心, 臨證應手而不苦於折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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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天地人物氣候相應圖
明堂仰伏圖와 臟腑圖는 경락과 장부의 그림이다. 明堂仰圖와 明堂伏圖 2장의 그림이 있으며 12
경맥과 임독맥의 순행부위와 혈자리를 표시한 것으로, 실제임상에 참고하기에는 그림의 표기가 소
략하다.(그림4, 5)

그림 4 明堂仰圖

그림 5 明堂伏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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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도는 동의보감신형문에 나오는 그림과 유사한 것으로 장부의 실제형태보다는 기능을 강
조한 그림이다. 『동의보감』의 장부그림이 道家의 양생적인 순환과 기능이 강조된 반면 『의학
입문』의 장부도는 도가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으며 이천의 장부관을 토대로 한 그림이다.63)(그
림6, 7)

그림 6 『東醫寶鑑』 身形臟腑圖

그림 7 『醫學入門』臟腑圖

用藥檢方總目은 일종이 처방색인이다. 『의학입문』에는 처방설명을 따로 모아 用藥賦를 만
들었는데, 용약부에 나와있는 처방이름만을 페이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색인은 『의학입
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의학입문』에 있는 처방을 응용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
다.
釋方은 160여개의 처방에 대하여 처방이름을 理致的으로 풀이한 것이다. 난해한 처방이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치적으로 이해하고자하는 이천의 시각을 볼 수 있다. 처방을 해석하는 방
식은 주로 처방의 主治를 이름에 나와있는 글자들과 관련시켜 설명해가는 방식이다. 예로 四君
子湯의 경우 “4가지의 약은 燥하지도 않고, 熱하지도 않아 中和의 氣를 가지고 있어서 補益할

63)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에는 尾閭關, 轆轤關, 泥丸宮 등의 도가적인 용어로 인체
의 부위를 설명하고 있고 배꼽주위가 강조되는 등 道家修練이라는 측면이 강한반면,
『의학입문』의 ‘장부도’에는 인체의 부위를 설명하는 용어가 대부분 『의학입문』에
나와있는 용어들로, 전통적인 장부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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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君子라고 칭한다”64)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音字는 『의학입문』에 사용하는 난해한 글자들의 음과 뜻을 설명한 것이다. 글자의 순서는
같은 부수의 글자를 묶어놓았는데, 疒부, 足부, 肉부, 目부 등 주로 의학적인 내용과 관련된 글
자들이 많다. 이천은 글자풀이에 관한 내용을 首卷에 실음으로써,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의학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歷代醫學姓氏는 의학계에서 이름이 있는 의사들에 대해 전기와 업적, 치험례를 간단히 정리
한 것이다. 이천은 역대의 이름있는 의사들을 上古聖賢(11인), 儒醫(41인), 明醫(98인), 世醫(26
인), 德醫(18인), 仙禪道術(19인)로 나누었다. ‘상고성현’은 伏羲, 神農, 黃帝 등 중국의학에서 의
학의 창시자로 추종하는 전설상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으로 이천은 유학자이면서
의사인 ‘유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천이 정의하고 있는 유의는 유학의 경전에 통달하고 거
기에다 수신신행하는 몸가짐까지 갖춘 의사들이라고 하였다.65) 그 다음으로는 질병을 잘 고치
는 것으로 이름을 남긴 98인의 의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의’는 부자 혹은 형제가 모두
의학으로 이름을 날린 경우이며, ‘덕의’는 명의나 세의들중에 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천은 밝
히고 있다.66) ‘선선도술’은 道家적인 바탕에서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중국은 송대이후 과거를 통한 관리선발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수의 학자군을 양성하였다. 이들
중에 관직에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의학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의학계는 선
술이나 방술을 겸하면서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유학적 합리정신을 갖춘 학자들이
주도하게 된다. 역대의학성씨에서 유의가 강조되고 도가성향의 의사들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그러한 당시 의학판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原道通說은 이천 당대까지의 의학의 역사를 생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정리한 것이
다. 일종의 의학역사에 대한 이천의 견해라 할 수 있다. 상고시대의 성현들이 의학을 창시하고,
漢代에 『素問』과 『傷寒論』이 나왔고, 뒤이어 나온 『難經』, 『鍼灸甲乙經』, 『黃帝內經太
素』, 王冰의 『次注黃帝素問』의 의서들이 의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여타
의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巢元方, 孫思邈, 朱肱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금원사대가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특히 朱丹溪에 대해서는 ‘모든 의학
자의 학설을 집대성한 사람이다’라는 宋濂의 말67)을 인용하여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도
특색있다. 같은 시대의 의학자는 陶節菴와 薛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도절암에 대해서
는 ‘중경이 밝혀내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68)고 극찬하고 있다.
陰騭은 陰德을 행하는 것[陰騭]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孝行]이 결국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
이라는 요지의 글이다. 유학자적인 마음가짐을 의학에 적용하여 설명한 글로서, 善한 마음가짐
에서 나오는 음즐과 효행같은 올바른 사회적인 행위는 결국 사람에게 福의 형태로 돌아오게 된

64) 李梴, 上揭書, p114 "四君子湯 四藥不燒不熱 稟中之氣而補益 故稱君子. "
65) 李梴, 上揭書 p132 "儒醫秦漢以後 有通經博史 脩身愼行 聞人鉅儒 兼通乎醫. "
66) 李梴, 上揭書, p179 "德醫 乃明醫世醫中之有德者 "
67) 李梴, 上揭書 p194 " … 宋太史㾾謂其集醫家之大成 誠哉是言也 … "
68) 李梴, 上揭書, p194 " … 如陶節菴之傷寒 發仲景之所未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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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천은 병이 오래되어 낫지 않는 것, 虛勞나, 勞瘵, 癰疽, 눈병, 귓병
등은 모두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다.
保養은 크게 ‘天眞節解’, ‘筎淡論’, ‘陰火論’, ‘保養說’로 나뉘어져 있는데 ‘천진절해’는 『素問․
上古天眞論』을 발췌하여 이천이 주를 단 글이고, ‘여담론’과 ‘음화론’은 주단계의 논문을 정리한
것이며, ‘보양설’은 보양에 관한 이천의 주장을 담은 글이다. 『素問․上古天眞論』의 요지는 飮
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勞해서 정신을 안으로부터 지켜내야 오래살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단계
의 「여담론」, 「음화론」은 음식섭취를 담백하게 할것과 성생활을 삼갈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천은 ‘여담론’과 ‘음화론’의 뒤에 주를 달아 설명하면서, 이러한 음식과 성생활의 절제는 억지
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69). 마지막의 ‘보양
설’에서 이천은 보양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양생에서 하는 수련방법은 곧 유학에
서 말하는 敬한 마음가짐과 진배없다고 하여 유학적 사고관과 의학적인 원리를 연계시키고 있
다.70) 요약하면, 이천은 『소문․상고천진론』의 飮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勞하여 精神內守하
는 것이 보양의 요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음식과 성생활의 조절을 주단
계의 학설을 빌어 강조하였고, 뒤이어서 절제된 생활과 마음가짐은 결국 약이 필요없는 가장 뛰
어난 치료라고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일상적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導引
法을 설명하고 있다.
이천은 運氣에 대하여 經絡과 標本이 되는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71) 즉 경락을 알아야 의술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고, 운기를 알아야 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천이 본초와 경락의 설명에 앞서, 운기를 의학의 기초로 삼은 이유는 당시 운기를 의학에 운용하
고자 하는 조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운기가 중국의학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때는 송대 校正醫
書局에서 왕빙이 주석한 『소문』을 대량간행하여 유포하면서 활발해졌다. 11세기경 송대의 劉溫
舒는 『소문』의 運氣七篇72)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素問入式運氣論奧』를 지어 학계의 커
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12세기초에 何若愚에 의하여 子午流注鍼法이라는 운기침법이 소개되는
등73) 운기적인 방법이 의학계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처럼 운기가 의학계에 크게 부각된 배경에는
儒醫들의 역할이 크다. 즉 송대 과거제도의 정착으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하
였지만, 이들을 모두 관직에 수용할수 없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학에 입문하게 된 이들

69) 李梴, 上揭書 p216 " … 切宜禁忌 惟靜中養見端倪 自然變易其心 一切穢褻之事 且厭之
矣…"
70) 李梴, 上揭書, p219" … 若然則吾儒一敬盡之矣 … "
71) 李梴, 上揭書 p224 " … 不通五運六氣 檢盡方書何濟 經絡明認得標 運氣明認得本 … "
72) 素問의 六元正紀大論,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五常政大論, 氣交變大論, 至眞要大論,
六微旨大論 등 運氣와 관련된 7개의 편을 말한다. 素問 81편중 1/3을 차지할 만큼 많은
분량이며 다른 편들과의 상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王冰이 注를 달면서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알려져있다.
73) 何若愚는 12세기초에 『流注指微鍼賦』를 지었고 염명광이 1153년에 이것을 얻어 주
를 달고 여러 참고서적을 종합하여 『子午流注鍼經』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1311년에
방지대가 침구사서를 간행하면서 포함시킨 잔본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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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과 자연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들에게는 유교의 경전뿐아니라 천
문역법 등의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자연변화를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운기는 당연
히 이들의 관심대상이었고, 그러한 사상을 의학에 응용하고자하는 노력은 이들에게는 자연스런 결
과였다. 한편 이천은 운기에 관한 내용의 처음을 ‘태극이 나뉘어 음양이 있고 이 음양이 천지의 도
가 된다’74)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기를 占卜을 위한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것이 아
니라, 음양오행의 체계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6.1.2. 卷一의 편제분석 (경락, 장부, 진단, 침구)

卷一의 총 3冊은 경락과 장부, 진단, 침구에 관한 내용이다. 이천은 卷一의 편제에 대하여 침구
에 관한 내용은 원래 본초의 뒤에 붙여야하지만 책의 편질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본초앞에 둔다
고 하였다.75)
經絡은 12正經, 15絡脈, 奇經8脈, 奇經主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12정경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천은 경락에 대하여 사람의 몸을 12개의 구획으로 경계를 지은 것이지
만 결국 ‘하나의 脈’일뿐이며 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경락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
다.76) 12정경은 『영추』에 나와있는 12경의 순서로 12경을 배열하고 기혈의 흐름에 따라 경혈의
위치와 간단한 주치를 기술하였다. 15락맥은 12정경의 락맥에 督脈絡, 任脈絡, 脾之大絡을 포함한
것이며, 별도로 독맥락, 임맥락대신에 陽維絡, 陰維絡을 포함한 15락맥의 체계도 있다고 언급하였
다. 기경8맥에 대해서는 총 4쪽에 걸쳐 순행, 주치등을 설명하고 있다.
臟腑에 대한 설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론에서는 대체적으로 『황제내경』과
『난경』에 나와있는 장부관을 따르고 있다. 한편 총론부분의 마지막에 五臟六腑의 기능이 요약되
는 곳은 膽이라고 주장하고 『素問』「六節藏象論」에 나와있는 “凡十一藏 皆取決於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담의 역할은 결국 心 즉 마음의 작용과 직결된다고 설명하여 심이 군주
의 관이 되기 때문에 심의 변화에 따라 인체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심의 기능과 여타장기의 기능
에 차별을 두고 있다.77) 이러한 심에 대한 비중은 각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肝心脾肺腎’의
통상적인 배열에서 心만을 강조한 ‘心肝脾肺腎’의 편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각론의 설명은 우선 각
장부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각 장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風, 熱, 氣, 虛,
血, 冷으로 분류하였다.
觀形察色은 望診에 관한 내용이며 요지는 神氣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聽聲審音은 聞
診에 관한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환자가 虛張聲勢를 부리는 것도 聞診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74) 李梴, 上揭書, p225 " 太極肇分而有陰陽 夫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 "
75) 李梴, 上揭書, p481 " … 集本草于後者 均卷帙也 … "
76) 李梴, 上揭書 p259 " … 界爲十二 實出一脈 醫而不知經絡 猶人夜行無燭 業者不可不熟
…"
77) 李梴, 上揭書 p325 " … 經曰凡十一臟皆取決於膽 … 故曰中正之官 決斷出焉 噫 鼠膽隧
人神所在 象膽隧斗柄所指 物亦且然 而況於人乎 人之所以靈於物者 心乎 至尊至貴 至淸
至淨 其十二官之主乎 故曰心靜則萬病息心動則萬病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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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78). 『의학입문』에서 망진과 문진에 관한 내용은 각각 1쪽정도의 분량으로 다른 진단설명
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다.
『의학입문』에서의 問診은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중국의학의 전통적인 진단체계는 望聞問切의
四診이 고루 갖추어져 있지만, 명대이전에는 사진중에서도 望診과 切診중의 하나인 脈診이 특히
강조되었을뿐, 問診은 깊이있게 다루고 있지 않았다. 問診이 중국의학의 진단에서 크게 중시된 것
은 명대에 들어와서인데 이천의 참고서적에는 비록 없지만 이천이 설정한 문진의 21개 항목은 명
대 韓懋가 『韓氏醫通』에서 정한 병안의 격식79)과 상당히 유사하다. 즉 明代에 들어와서 현재의
진료부같은 기록지가 환자의 진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를 위하여 이천은 問診을 해야
할 사항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순서로 56개의 조목을 설정하고 조목각각에 조목을 설정한 이
유와 문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단의 요점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학입문』의 진단중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脈診이다. 맥진에 대해서는
우선 王叔和의 生死脈에 관한 글을 싣고 있고, 그 다음으로 寸關尺의 위치와 장부배속같은 기초적
인 사항에서 25개의 주요맥상에 대한 설명, 유사맥상의 감별, 각 맥상이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증
상, 여러개의 맥상이 나타나는 경우, 장부맥의 여러 가지 변화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氣口人迎脈法과 三部總看脈法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임상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구인영맥법은 감정의 변화 또는 외감에 의한 질병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
다. 그리고 뒤에 질병분류별로, 傷寒, 雜病에서 나타나는 맥상을 증상별로 정리하였고 婦人과 小兒
에게 나타나는 맥상 및 癰疽, 不治病의 맥상도 기술하였다. 마지막에 形色과 脈의 상관성에 관한
글이 있다.
침구치료에 대한 설명인 鍼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子午八法’이다. 자오팔법은 子午流注
法과 奇經八脈法을 말하는 것으로 이천은 의학의 기초사상에서 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처
럼, 침법에서도 經穴開閉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雜病穴法’이라고 하여 氣血의 시간
적변화와 무관한 침치료법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천은 그것을 부록으로 처리하였고, 또 주를 달아
‘잡병혈법’은 옛사람들의 침법을 정리한 것으로, 자오유주의 법을 쓰는 의사들은 이런 치료법을 사
용하지 않는다80)고 하여 자오유주의 침법을 우위로 두고 있다. 이외에 禁鍼穴, 鍼具, 침소독법, 취
혈하는 자세, 뜸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배꼽을 단련하는 방법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마지막에
鍼灸를 시행하는 길흉일 등 鍼灸禁忌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이천 자신도 여기에 대하여 "긴급
한 경우에는 구애받지 말라.(緊急不拘)"81)라 하여 큰 비중은 두지 않았다.

6.1.3. 卷二의 편제분석(本草)

卷二는 모두 본초에 관한 설명으로, 卷二외에 卷又二라고 하여 이름은 한 개의 권이지만 실제로

78) 李梴, 上揭書 p370 " … 言語眞誠非實熱 … "
79) 홍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p239에서 재인용
80) 李梴, 上揭書, p500 " … 此備古法 知流注者不用 … "
81) 李梴, 上揭書, p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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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개의 권, 4책이다. 아마도 본초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목상 한권으로 엮으려고 했던 이천의 의
도적인 편제인 것으로 보인다. 총 930종의 본초가 수록되고 뿌리, 싹, 종자, 잎등까지 분류하자면
천여종이라고 이천은 밝히고 있지만82), 본초총목83)에는 781종의 약재가 수록되어 있다. 앞부분에
서문에 해당하는 ‘本草引’과 총론인 ‘本草總括’이 있다.
‘본초인’에서는 사람이 약물을 쓰게된 연원을 설명하고 약물의 성질이 각기 다른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약물선택 및 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초총괄’에서는 四氣五味, 升降浮
沈, 引經報使, 七方十劑, 劑型, 修治등 본초와 방제에 관한 총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주요병증
에 사용하는 要藥도 함께 기재하고 있다. 이천의 ‘본초총괄’의 내용은 이동원의 『用藥法象』을 주
로 참고하였다고 하였다.84) 본초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천은 전통적인 분류방법85)을 따르
지 않고 이동원이 『藥類法象』86)에서 제시하고 다시 방고암이 『단계심법부여』87)에서 발전시킨
효능별 약재분류방법88)을 채택하고 있다.89) 『의학입문』에는 方古庵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米
穀, 채소류, 과일류, 禽獸, 蟲魚등을 묶어 ‘食治門’을 두었고, 마지막에 白米粥, 茯苓粥 같은 식치방
을 싣고 있다.
6.2.

의학입문 외집의 편제분석

『의학입문』 외집은 卷三부터 卷七까지 총 5개의 권, 10책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임상과 관
련된 상한, 내상, 잡병 등과 처방내용이 실려있다.

6.2.1. 卷三의 편제분석 (傷寒)

卷三은 傷寒病과 內傷病에 대한 내용이다. 이천은 ‘傷寒序’에서 겨울의 傷寒, 봄의 溫病, 여름의

82) 李梴, 上揭書, p583 "以上共九百三十味 帶根苗子葉 千有餘味“
83) 李梴, 上揭書, p563
84) 李梴, 上揭書, p591 " … 是以總法象於前 分五品於後 … “
85) 신농본초경에서 유래하는 약재분류방법으로 약재를 玉石, 草, 木, 人, 獸, 禽, 蟲魚, 果,
穀, 菜 등으로 분류하여 약성과 주치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금원대이전의 모든 본초서
들은 이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금원대의 여러의학자들에 의해 약재에 대한 理致
的인 접근이 심화되면서, 명대에는 효능별로 약재를 분류하는 방식이 간혹 등장한다.
그러나 本草綱目(1590년), 本草備要(1694년), 本經疏證(1800년대 초) 등의 대다수의 본
초서는 여전히 신농본초경의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다. 효능별로 약재를 분류하는 방식
은 청대말엽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86) 元代 王好古가 지은 『탕액본초』「東垣先生藥類法象」중에 나옴.
87) 朱震亨 著, 方古庵 編注, 丹溪心法附餘, 대성문화사 영인본, p61 附古庵藥鑑
88) 이동원은 약류법상에서 風升生, 熱浮長, 濕化成, 燥降收, 寒沈降이라고 하여 외부기운
의 특성을 설명하고 여기에 각각 이 기운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
를 나열하였다. 그리고 방고암은 주단계의 단계심법부여에 「附古庵藥鑑」이라는 자신
의 학설을 부록으로 싣고, 여기에서 약재를 治風門, 治熱門, 治濕門, 治燥門, 治寒門, 治
瘡門으로 분류하고 오품이라고 하였다.
89) 李梴, 上揭書, p608 " … 依古菴而增以通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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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病을 모두 상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모두 인체내의 正氣가 허한데다가 寒邪가 침입하여 생긴
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90) 상한병은 중경이 기준을 세운 이래로 유하간이 溫署의 내용을 보충하
였고, 주단계에 이르러서는 傳經, 直中, 陰陽辨別 등 상한의 이치를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였으며, 서북과 동남의 지역적인 차이를 언급하면서, 상한병은 서북방에서 많이 생기고, 동남지
방에서는 내상병이 많아 이동원이 만든 內外傷에 관한 이론은 상한이론의 한계를 보충하였다고 하
였다. 이와같은 이천은 중경의 상한이론을 주단계와 이동원이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금원대에 와서야 비로서 상한의 이론적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91) 이것은 상
한이론에 대한 금원대 의학자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천은 상한과 내상잡병은 표리관계의 질병이라고 하였는데,92) 특기할점은 여기서 상한과 대비
시켜 말하는 내상잡병은 이동원이 말하는 脾胃虛로 인해 생기는 내상만을 지칭한 것이며, 현대 중
국의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내상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천의 질병을 바라보는 기본적
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병에 內外의 구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즉 이천은 이동원
이 『내외상변혹론』을 만든 이후에 상한론의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상한에서 내상과 외감을
구별하였고93), 잡병도 다시 외감과 내상으로 구분하는 이중적인 편제를 두고 있다.(표8 참조)
卷三은 상한병을 외감과 내상으로 나눈 것을 정리한 것이다. ‘外感’에는 다시 ‘溫暑’와 ‘傷寒’으로
나뉘는데 온서는 유하간이 『소문현기원병식』에서 내경의 ‘病機十九條’의 내용을 발전시켜 정리한
것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고, 상한에 관한 부분은 중경의 상한론과 송대이후 상한학자94)들이 정리
한 상한론의 내용을 이천이 다시 六經, 治法, 證狀별로 분류하여 설명한 것이다. ‘內傷’에는 이동원
의 『내외상변혹론』과 『비위론』의 내용만을 뽑아 다시 정리하였다. 처방은 온서와 상한, 내상의
이론을 설명한 부분 뒤에 실려있는데 온서의 처방은 18제의 분류방식을 취했고, 내상의 처방은 ‘勞
倦飢飽’와 ‘飮食積滯’로 대별한 다음 ‘노권기포’에 해당하는 처방만을 싣고, ‘음식적체’에 해당하는

90) 李梴, 上揭書 p1075 " … 冬曰傷寒 春曰溫病 夏曰熱病 通而言之 爲傷寒者 何哉 盖邪之
所湊 其氣必虛 冬月陽氣不密 以致寒邪觸犯 … "
91) 李梴, 上揭書 pp1075-1076 " … 仲景傷寒立論 … 河澗溫署補方 … 至於傳經直中分別
陰陽雜證 乃丹溪之獨見 … 西北風高 傷寒者多 東南地奧 內傷者多 是以 東垣又作內外傷
論以辨之 傷寒之書至此 可謂全且備矣 … "
92) 李梴, 上揭書, p1076 " … 今之醫者 或讀傷寒一二而不理會雜病內傷 或竊內傷雜病一二
而不理會傷寒 主傷寒者 專一發散 主內傷者 專一溫補 內外莫辨 殺人慣矣 … "
93) 상한의 분류에서 내상을 상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천도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자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천은 ‘脾胃
虛’가 중심이 되는 동원의 내상이론과 ‘氣血痰鬱‘로 진행하는 단계의 내상이론을 분명
히 구분하여 놓고 있다. 동원의 내상이론은 표에서처럼 상한의 항목에 붙여 설명하고
있고, 단계의 내상이론은 잡병을 외감과 내상으로 나눈 부분에 배속하여 설명하고 있
다. 상한서에 ’동원이 내상이론을 계발한 이후에 상한의 법이 완전해졌다고‘한 표현을
유추해볼 때 동원의 내상이론은 상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상한
과 대비시켜 상한의 범주에 넣은 것이 아닌가 추즉한다.
94) 이천은 집례에서 상한부분은 도절암의 『상한육서』를 위주로 하여 『상한론주』,
『상한백문가』, 『상한백증가』, 『인재직지방』, 『활인부』 등을 참고로 저술하였다
고 하였는데 대개가 송대이후 명대까지의 저작들이다.(李梴, 上揭書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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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은 잡병편 내상부분으로 설명을 미루었다.
권수 내용
卷三 傷寒

卷四 雜病

목차(대)
病機外感(溫暑)
傷寒
內傷
雜病提綱 外感
內傷
雜病分類 外感
內傷

목차(소)
病機19條
六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婦人傷寒
內外傷辨, 內傷辨, 脾胃虛實傳變論
風, 寒, 暑, 濕, 燥, 火
調理脾胃, 氣, 血, 痰, 鬱, 積熱, 諸虛, 沈寒痼冷
風, 寒, 暑, 濕, 燥, 火
調理脾胃, 氣, 血, 痰, 鬱, 積熱, 諸虛, 沈寒痼冷

표 8『醫學入門』傷寒과 雜病의 질병분류

6.2.2. 卷四의 편제분석 (雜病)

卷四는 잡병에 해당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이천은 잡병을 다시 외감과 내상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고 있다.(표8 참조) 총론에 해당하는 ‘雜病提綱’이 있고 각론에 해당하는 ‘雜病分類’가 있다. ‘잡
병제강’에서는 크게 내상과 외감으로 나누고 있는데, 외감에서는 風, 寒, 暑, 濕, 燥, 火 六氣가 인
체에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는 기전과 결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내상에서는 調
理脾胃, 氣, 血, 痰, 鬱, 積熱, 諸虛, 沈寒痼冷으로 나누어 병사의 특징, 기전,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바로 氣, 血, 痰, 鬱을 소목차로 삼고있다는 점이다. ‘기혈담울’은 주단계
의 의학이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주단계 및 그의 이론을 계승한 의학자들은 질병, 특히
雜病의 발생을 氣血이 울결되어 생기는 鬱과 痰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95) 이천이 이러한 용어들을
소목차로 삼은 것은 바로 잡병을 대하는 관점이 단계의 질병관의 계통을 따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集例’에서도 이천은 잡병을 서술할 때에도 단계학풍을 이은 사람들의 의서를 주로 참고하였다고
하였다.96) ‘잡병분류’에서는 ‘잡병제강’에서 설명한 항목들에 해당하는 병증들을 배열하고 이에 대

95) 진대순, 중의각가학설, 호남과학기술출판사, p96
96) "잡병은 위역림의 세의득효방을 참고하였으며, 단계의 방법을 따라 풍한서습조화기혈
담울로 앞에 목차를 삼고, 단계심법부여을 좆아 작은 목차를 달았다. 문장형식은 의방
첩경과 의학권여를 보고 고치고 보충하였으며, 다시 옥기미의, 수진방, 인재직지방과
갈건손의 의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붙였다.(雜病竊危氏得效方 意及丹溪用藥總法 而提其
風寒暑濕燥火氣血痰鬱大綱於前 稍從丹溪附餘小目分類於後 其歌括一以捷徑權輿爲主而改
補之 更用玉機微義 袖珍 仁齋直指 葛氏等方 分註於下.)"(李梴, 上揭書 p15)고 하였다.
『단계심법부여』와 『옥기미의』는 주단계와 그의 학풍을 이은 의학자들이 쓴 책들이
다. 중국의학은 금원대 학자들에 의해 의학이론이 크게 정리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단계
는 금원사대가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의학자로 이전의 의학을 총결했다는 평을 받
고 있다. 이천도 주단계는 傷寒, 內傷, 雜病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기존의 의학적인
성과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격찬하고 있다.(李梴, 上揭書 p194) 이처럼 이천은 잡병의
치료이론과 처방에 대해 금원대이후 의학자들이 연구한 업적과 당대에 가치있다고 인
정되는 의서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밖에 『인재직지방』과 『득효방』과 『수
진방』은 경험적인 가치가 뛰어나, 이천이 살았던 당대에도 통용되는 의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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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각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표9)

분류 목차1
목차2
風類
頭眩, 頭痛, 頭風, 面風, 眼, 耳, 鼻, 口舌唇, 牙齒, 痛風, 痺風, 斑疹
寒類
咳嗽, 霍亂, 心脾痛, 腹痛
暑類
瘧, 痢
外感 濕類
痞滿, 泄瀉, 呑酸, 黃疸, 鼓脹, 赤白濁, 腰痛, 疝氣, 脚氣,
燥類
消渴, 燥結
雜病分類
火類
脇痛, 夢遊, 淋, 小便不通, 小便不禁, 脫肛,
內傷類
傷食, 積聚, 蠱瘴
氣類
氣滯
內傷 血類
吐血, 嘔血, 衄血, 咳唾喀血, 溺血, 便血
痰類 喘, 哮, 嘈雜, 噯氣, 嘔吐, 궤逆, 膈噎, 關格, 痓, 癎, 癲狂, 驚悸怔忡健忘, 咽喉
虛類
發熱, 汗, 痿, 厥, 勞瘵, 諸蟲, 求嗣, 養老

표 9 『의학입문』‘雜病分類’의 세부목차

‘잡병분류’의 전체적인 편제는 方廣의 『단계심법부여』를 토대로 이천이 다시 정리한 것이다.
『단계심법부여』의 편제는 外感門, 內傷門, 風門, 寒門, 暑門, 濕門, 濕熱門, 痰門, 痰熱門, 火門, 風
熱門, 燥門, 鬱門, 寒鬱門, 濕鬱門, 積門, 虛損門, (婦人門), (小兒門), (雜治門)으로 되어 있다. 방광
은 내상과 外感, 內傷, 六氣, 痰, 鬱, 積, 虛 등의 개념을 목차에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
천은 표7에서 알수있듯이 외감과 내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서 단계심법부여의 편제보다 훨씬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6.2.3. 卷五의 편제분석 (부인, 소아, 외과)

卷五는 부인병, 소아질환, 외과질환을 다루고 있다. 婦人門은 여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經候, 崩漏, 帶下, 癥瘕, 胎前, 臨産, 産後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부인양방의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小兒門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觀形’, ‘察色’, ‘五臟形證虛實相乘’, ‘死證’, ‘乳子調護’의 항목은 총론에 해당하며, ‘胎毒類’,
‘內傷乳食類’, ‘外感’, ‘諸熱’, ‘痘’[천연두], ‘麻[홍역]’ 등의 항목은 각론에 해당한다. 소아문의 편제
에서도 이천은 내상과 외감의 구분을 두고 있다. 外科門은 주로 현대의 피부과 질환에 해당하는
癰疽類의 질병을 다루고 있는데 총론에 해당하는 ‘옹저총론’이 있고, 각론에서는 증상을 부위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97)

6.2.4. 卷六의 편제분석 (잡병에 쓰는 처방)
97) 외과문의 소목차는 頭頸部, 手部, 胸腹部, 背腰部, 臀腿部, 足膝部, 遍身部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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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六은 卷四의 잡병에서 쓸 수 있는 처방을 따로 모아 처방의 구성과 주치증을 詩賦형식으로
꾸민 ‘雜病用藥賦’이다.

6.2.5. 卷七의

편제분석 (부인소아외과처방, 처방시, 구급, 괴질, 치법, 습의규

격)

卷七은 상하 2책으로 되어 있는데 上冊에는 부인문, 소아문, 외과문에서 쓸 수 있는 처방을 따
로 모아 처방의 구성과 주치증을 시부형식으로 꾸민 ‘婦人小兒外科用藥賦’가 있고, 앞선 ‘상한용약
부’, ‘잡병용약부’, ‘부인소아외과용약부’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처방들을 모아 붙인 ‘拾遺‘가 있다.
卷七의 上冊까지해서 이천의 질병의 분류와 증상, 처방까지 대체적인 내용들이 일단락을 짓는다.
그리고 이후 下冊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종의 부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에 언급한 처방을 다시
분류하여 설명한다거나, 또는 주요처방을 시부형식으로 다시 꾸며 쓰기에 편하도록 하는 것, 또는
일반질병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괴질, 구급질환 등이 실려있고, 맨마지막에 이천이 문인들과 대화형
식으로 꾸민 습의규격[의학입문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雜病婦人小兒外科總方은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처방을 ‘氣類’, ‘血類’, ‘痰類’, ‘鬱類’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기류’에는 四君子湯, 六君
子湯, ‘혈류’에는 四物湯, 八物湯, ‘담류’에는 二陳湯, ‘울류’에는 越鞠丸, 六鬱湯, 陰虛生內熱湯, 陰分
生陽湯, 升陽益胃養榮湯이다. 通用古方詩括은 주요처방의 구성약재와 간단한 주치를 시구로 구성
하여 암송하기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천은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방을 복합적으로 구성
하는 기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그 전단계로 기본적인 처방구성과 효용을 잘 알아야한다고 하였
다. 순서는 상한, 잡병, 부인, 소아로 『의학입문』 전체편제의 순서와 동일하다. 急救方은 溺死,
縊死, 凍死, 등과 추락등으로 인한 외상, 그밖에는 음식물에 의한 중독 또는 벌레나 짐승에게 물려
서 생긴 중독증상 등 49개의 질환들에 대하여 특징적인 증상과 처치법, 치료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怪疾은 외감이나 내상의 병리로 설명할 수 없거나 또는 극히 드물게 보이는 증상들을 말하는 것
인데 이에 대한 증상과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다. 治法은 질병을 치료할 때 염두해야할 원칙들을
제시한 것이다. 크게 ‘水火分治’, ‘標本分治’, ‘標本論’, ‘求本論’, ‘雜治論’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화분
치’에서는 장부의 구별을 하였고 ‘표본론’과 ‘구본론’에서는 운기적인 해석이 많으며 ‘잡치론’에서는
잡병의 감별에 중요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7. 『醫學入門』편제에서 알 수 있는 이천의 의학사상
7.1. 기초이론강조

중국의학사에서 기초이론이 의서에 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황제내경』에서
의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총정리한 이후, 1000여년이 지난 금원대이후에야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다.
『황제내경』이후부터 금원대이전의 의서들은 의학의 기초이론을 싣기는 하지만, 내용이 소략하여,
기초이론을 강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금원대에 들어서면 유하간, 이동원등의 『황제내경』을 비롯
한 『난경』, 『상한론』 같은 의학경전의 이론을 새롭게 이해하는 의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초이론이 중요하게 부각되기는 하지만, 자신의 새로운 주장을 강조하는데 그쳤을뿐, 기초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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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하여 정리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명대에 들어와서는 우단이 『의학정전』에서 ‘或問’이
라하여 의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50여개의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엮어 정리하였지만, 전체적인 분
량에서 혹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의학입문』의 기초이론은 전체분량의 총 1/2을 차
지하고 있고, 임상각과의 설명에도 총론을 앞세워 기초이론을 강조한 것에서 이천의 의학의 기본
적인 입문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한 사상을 읽을 수 있다.
『의학입문』에서 기초이론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크게 두가지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의학의 여러분야 중에서 기초에 해당하는 장부, 경락, 진단, 본초, 침구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상한, 잡병, 부인, 소아, 외과 등 임상의 각 분야를 설
명하는데도 기초적인 이론에서 출발하여 착실히 임상증상과 치료법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
첫 번째로, 『의학입문』의 내집은 전체분량의 1/2에 해당하며, 모두 의학의 기초이론에 해당하
는 내용들이다. 내집은 총 4개의 권으로 되어있지만, 내용적으로는 首卷의 上冊, 卷一의 下冊, 卷一
의 上中冊, 卷一의 下冊, 卷二의 5개의 단계로 나뉜다.
首卷의 上冊의 ‘선천도’, 천지인물기상도‘는 중국의 전통적인 천인상응의 관점에서 우주의 시작
과 천지간에서 인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명당앙복도‘, ’장부도‘는 그러한 천지간
에서 인간이 어떠한 형상으로 탄생하였는가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모형도이다. ’석방‘은 처방의
이름을 풀이한 것으로 아무리 識者라 하더라도 전문적이 처방이름은 생소하기 마련이다. 이천은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를 이치적으로 분석한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초심자가 의학에 이치적으로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음자‘도 난해한 전문용어의 음과 뜻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는 ’석방‘과 같다. 여기까지 首卷의 上冊이 끝나는데, 이상의 내용은 의학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우주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의학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익혀야할 용어와
글자들을 설명한 것이다. 그야말로 의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首卷의 下冊의 ‘역대의학성씨’와 ‘원도통’은 의학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다. 모든 분야에 역사적
인 접근은 그 분야를 대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지만, 중국문화권에서는 經史子集98)이라고 하
여 경전다음으로 중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유학적 소양이 깊은 이천은 의학의
역사를 의학에 입문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음즐’은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사나
환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하는지를 유교적인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고, ‘보양’은 평
소에 음식과 생활을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지, 『황제내경』과 주단계의 학설을 토대로 정리한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이천은 의학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운기의 내용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
까지는 의학의 역사와 평소의 수양방법 등을 정리한 것으로 首卷의 上冊보다는 한단계 더 의학으
로 접근한 내용들이다.
卷一의 上冊과 中冊은 경락, 장부, 진단을 총망라한 것으로 의학내에서의 기초에 해당하는 분야

98) 經史子集은 중국의 전통적인 서지분류방법으로 경에서 사가 분리되어 독자적 위치를
확보한 것은 漢代부터이며, 晉代이후에 경사자집의 분류법이 보편화 되었다. (신채식,
동양사개론, p203,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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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卷一의 하책인 침구와 卷二의 본초는 분량이 많고 내용적으로 특수한 것들이어서 이 분야
의 전문가들이 별도의 의서를 편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천은 침구, 본초의 내용까지
의학의 기초이론에 모두 묶어서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임상의 각 분과를 설명할 때 기초이론의 설명을 충실히한 다음 임상증상과 치료까
지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다. 표8은 임상의 각 분과별로 기초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이
다.
별도항목설정유무
임상각과* 총분량** 이론설명/
필자주
및 항목
총분량
온서문의 이론에 관한 부분은 거의 유하간의 병기19조의 내
온서
9
6/9
×
용에 주를 달아 설명한 것이다.
상한문에서 기초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육경과 치법을
상한 234 23/234
×
설명한 앞부분이다. 증상을 설명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
내상문은 이동원의 내상이론을 주로 실은 것으로 증상설명은
內外傷辨
없고 세편의 논문과 처방만을 싣고 있다. 내상문에서는
내상 42 28/42
內傷辨 따로
처방설명보다 이론설명의 비중이 더 높다.
脾胃虛實傳變論
잡병은 크게 총론인 잡병제강과 각 증상을 설명하는 부분, 그
○
처방설명인 용약부로 나뉜다. 여기서는 잡병제강만을 기
잡병 447 48/447
잡병제강 리고
초이론으로 분류하였다.
부인 81
0/81
×
부인문에서는 따로 기초이론을 설명한 부분이 없다.
○
관형, 찰색 소아문에서는 5개의 총론에 관한 편을 두어 소아과 치료의 기
소아 145 15/145 오장형증허실상승
초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사증, 유자조호
○
외과 152 16/152
옹저총론 옹저총론의 내용이 외과의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편이다.

표 10 임상각과에서 이론설명이 차지하는 부분

* 임상각과의 분류는 의학입문 편제에 의거함
** 분량의 단위는 page. 총페이지산출에는 용약부의 내용도 포함.

이천은 임상각과를 설명하는데도 각과의 기초이론을 충실히 다루고 있는데, 대략 전체분량의
10%정도를 기초이론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표10)
위와 같이 이천은 내집에서 의학의 기초이론을 전문용어해설에서 본초, 침구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고, 임상각과에서도 각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이론을
10%정도 할애하여 편성하는등, 자서에서 밝힌 ‘근원을 충실히 해야 가지가 무성하다99)’는 견해를
충실하게 편제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99) 본고 首卷의 편제분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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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학적 인간관의 도입

이천이 살았던 시대는 1500년대로 송대 신유학의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지 500년이 지난 때
이며, 元代에 주자학이 관학으로 정착되고서도 한참 후이다. 이천의 의학사상이 유학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당시의 학문조류는 주자성리학이 중심이
된 신유학일색이었고, 사회구석구석에 유학적 가치관이 팽배해있을 시기이다. 그리고 송대이후에는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이 거의 과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신인계층을 양
산하게 되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시기에 의학
연구를 하고 또 의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학적인 가치관에 젖어있기 마련이고, 이들이 연
구와 저술에는 자연 그러한 사상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의학사에서는 儒醫라고
통칭한다. 유의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송대이전의 유의들은 단순히 의학
을 연구한 지식인계층을 유의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관리를 지낸, 皇甫謐, 王冰 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100) 송대이후에는 단지 지식인들이 의학연구를 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에
서 사용하는 '理氣', '太極' 등의 개념들이 의학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
는 경우이다.101)
이천의 경우에는 의학의 養生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중에서 나온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유학에서 말하는 敬의 의미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102)라는 표현에서도 알수있다시피 의학
을 연구하면서도 유학적 태도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의학은 유학에서 나온 것이기 때
문에 유학의 이치에 통달하지 않으면 변화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103) 본장에서는
이러한 유학자적인 태도가 『의학입문』의 편제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
다.
송대 신유학이 발달한 이후 학자들은 居敬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所以然의 탐구를 통해 만물
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우주와 자연속에서 조화된 형태의 인간형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당시 학
자들의 자연과학은 대부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가 어떤 규칙으로 변해가는냐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학의 연구나 천문역법과 운기학의 이해는 학자들의 또 하나의 관심사였
다. 『의학입문』의 首卷의 上冊의 가장 앞에 ‘선천도’, ‘천지인물기후도’를 편제한 것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의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주자연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면서 의서의 내용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유학자인 이천의 자연스런 인간관이며 의학
관이다. 또 首卷의 하책에서 ‘운기총론’을 둔 것과 침법에서 자오유주침법을 기본적인 침법으로 삼
은 것은 인간은 우주자연의 변화속에서 그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이천의 유학적인 인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역대의학성씨’는 중국의학계에서 이름이 있는 의학자들을 분류하여 생애와 업적을 간략히 기술

100) 李良松, 郭洪濤, 中國傳統文化與科學, 厦門大學出版社, p24
101) 홍원식, 중국의학사, p236
102) 李梴, 上揭書, p219 " … 曰若然則吾儒一敬盡之矣 … "
103) 李梴, 上揭書, p2391 " … 蓋醫出於儒 非讀書明理 終是庸俗昏昧 不能疏通變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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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천은 의학자들을 분류하면서 上古聖賢(11인), 儒醫(41인), 明醫(98인), 世醫(26인),
德醫(18인), 仙禪道術(19인)의 분류방법을 쓰고 있는데, 유의를 상고성현의 다음에 두고 41인을 설
명하고 있다. 역대의 명의들에 유의를 설정한 것은 이천이 유학자의 입장에서 의학을 대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유학에서는 불교의 탈속의 태도와 달리 ‘修身濟家治國平天下’의 『大學』의 모토에서 알수 있듯
이,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긍정적으로 본다. 『의학입문』의 ‘음즐’은 바로 사회적으로 유학의 가치
관을 실현하는 것이 의학과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편제이다. ‘음즐’에서는 虛損, 勞瘵, 癰疽,
耳目이 弊潰하는 등의 증상은 天刑이라고 주장하고104) 이것은 사회적으로 음덕을 베풀지 못했거
나, 또는 효행을 실천하는데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善惡의 문제는 결국 자
기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이것은 의학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105) 이천은 유
학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실천을 인간의 질병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음즐’이라는 항목을 음식과 성
생활의 조절에 관한 내용인 ‘保養’에 앞서 설명함으로써, 유학적인 인간관이 의학에서도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8. 결론
이상 『醫學入門』연구의 일환으로 『醫學入門』의 편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천의 의학사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선 이천의 생애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요약한 것이며
『醫學入門』의 저술연대에 대한 고찰은 기존의 의사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여 필자가 다시 정리
한 것이다.
필자는 『醫學入門』의 편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천은 1500년대 중국 남풍(현재 강서성 남풍현)태생으로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였다. 만년
에 자신의 병고로 의학에 입문한 뒤, 약 10년간의 연구 끝에 『醫學入門』을 저술하였다.
『醫學入門』은 의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어진 책이므로, 기초이론에 대한 정리
가 여느 의서들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醫學入門』을 내집과 외집으로 나누었는데, 내집
은 모두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이며 임상을 다룬 외집에서도 각 분야별로 기초적이고 총론적인 내
용을 10%정도 할애하여 기초이론을 강조하였다.
이천은 유학적인 소양이 깊은 학자로서 『醫學入門』에는 그의 유학적인 성향이 반영되어있다.
이천은 의학은 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인간의 존재를 우주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유학적 자연관과 인간관을 수용하고 있고, 음덕과 효행을 실천해야한다는 유교적 사회윤
리를 의학과 결부시키고 있으며, 유의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유학과 의학의 밀접관 관계를 강조하
였다.

104) 李梴, 上揭書, p195 " … 其生如虛損 勞瘵 癰疽 耳目癈壞等證 皆天刑也 … "
105) 李梴, 上揭書 p200 " … 禍福無不自已求之者 醫學所係甚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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