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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金方』에 보이는 溫補學說

-精, 氣, 神, 血門을 중심으로-

정 지훈1)

The Doctrinal Faction of Supplementing Warmth

Shown in『IlGumBang』

-Focusing on Essence, Qi, Spirit, Blood-

Jung Ji Hun

『IlGumBang』is a medicine book by Kim Hong Je in 1928. It is based on

『Dong Eui Bo Gam』 but organizes its setup with his own view on medicine. He

put importance in supplementing yang in treatment, and this kind of treatment

follows the same path of the doctrinal faction of supplementing warmth which

focuses on supplementing yang to manage yin. There are many treatment methods

in 『IlGumBang』and this is a first, in medicine books. There is a distinguishing

feature in using prescriptions. Things such as using a lot of

'YukMiJiHwangHwan', modulating prescriptions according to the time and

situation, making new prescriptions show his concepts in medicine. It is especially

conspicuous that he put 'SukJiHwang' as the main medicine.



Ⅰ. 서론

『一金方』은 金弘濟가 자신의 평생 경험한 의학적 견해와 치법을 기록하여 1927년

에 완성하고, 그 이듬해인 1928에 간행된 종합의서이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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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대의 의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전무하다. 몇몇 사전류의 서적에서 극히 일부의 정보를 담고는 있지만, 이 책의 내

용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溫補學

說을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이 학설의 눈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고자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溫補學說은 脾腎 및 命門水火의 생리적 특성과 병리적 변화를 연구하여 치료를 溫陽

과 補虛를 중심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學說이다. 이 學說은 明代에 형성되어 中國 南

方에서 성행하였다.2) 이 學說이 한국한의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별로 행하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후기 및 개항기와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

안에 溫補學說이 조선의 의학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東醫寶鑑』 이후의 한

국의학사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1928

년에 간행된 金弘濟의 『一金方』에 보이는 병인론, 치법, 처방 등-精, 氣, 神, 血門을

중심으로 함-을 통하여 溫補學說의 영향과 이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론에서는 먼저『一金方』의 저자, 연대, 목차,

발간목적 등을 밝혔다. 그리고, 治法, 處方 등의 소제목으로 『一金方』에 보이는 溫

補學說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溫補學說이 미친 영향이 갖는 의의

를 서술하였다.

Ⅱ. 『一金方』에 대하여

1. 저자

『一金方』의 저자는 金弘濟이다. 그는 1887년에 태어났으며, 사망년도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咸興태생3)이라고 하는 것도 의구

심이 생기며, 『한국한의학사 재정립』에서는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행해진 요법을

2) 김남일외 번역.『各家學說』, 대성문화사, 서울, 2001.

3) 맹웅재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의성당, 서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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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도 책의 뒷면에 있는 저자의 주소를 보고 추

측한 것인 듯하다. 『一金方』의 내용이 반드시 지역적 국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이것은 溫補學說이 지역적 국한성보다는 시대적 국한성을 극복하면서

전 중국을 휩쓸었던 명대 말기에 대두한 溫補學說의 경우를 본다면 근거가 희박하다

할 것이다.

2. 발간연대

『一金方』은 1928년 1월에 발간되었다. 발간한 수량이나 판매부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3. 목차

『一金方』은 모두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之一은 內景篇4), 卷之二는 外形篇5), 卷之三은 運氣, 風, 寒, 暑, 濕, 燥, 卷之四는

雜病篇6)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之五는 雜病篇7), 卷之六은 婦人門, 小兒門, 卷之七은

本草, 卷之八은 經絡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金方』의 목차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적으로 『東醫寶鑑』목차의 순서와 비슷하다. 이 시기에 나온 다른 서적들

과 마찬가지로 체제에 있어서 『東醫寶鑑』과 유사하지만 내용은 독창적인 모습들을

띠고 있다.

둘째, 『東醫寶鑑』목차 중에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뺀 것도 있고, 새롭게 넣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內景篇의 身形, 夢, 聲音, 言語, 外形篇의 乳, 臍, 肉, 脈, 骨, 雜病篇의 審病,

4) 精, 氣, 神, 血, 津液, 痰飮, 五臟六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胞絡, 蟲

5) 小便, 大便, 痢,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頭項, 背, 胸, 腹, 腰, 脇, 皮, 筋, 手, 足, 毛髮, 前陰,

婦人前陰, 後陰

6) 火, 鬱, 內傷, 虛勞, 霍亂, 嘔吐, 咳嗽, 咳喘,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

7) 痎瘧, 瘟疫, 瘴癘, 癰疽, 癭瘤, 疽瘡, 瘡瘍, 厥論, 諸中, 五絶, 救急, 諸傷, 解毒, 奇疾, 八節風, 五色死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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辨證, 診脈, 用藥, 汗, 吐, 下, 邪祟, 湯液篇의 湯液序例 등은 빼놓았다. 그리고, 雜病篇

에 瘴癘, 疽瘡, 厥論, 諸中, 五絶, 奇疾, 八節風, 五色死病 등의 항목들을 넣어 놓았다.

셋째, 대목차 아래 소목차8) 또한 저자의 의도대로 삭제와 추가를 한 부분이 많이 있

다.

넷째, 『東醫寶鑑』과 비교할 때 理論的이거나 道家的인 내용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을 이 책을 만든 저자의 의도에 따라 과감하게 빼버렸다. 먼저, 목차에 있어 身形

門이 생략되어 있고, 精, 氣, 神 등의 門에서도 道家的인 내용들이 과감하게 삭제되고

있다. 다만, 雜病篇의 내용 가운데 실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門으로 승격시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면을 강화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

를 읽어낼 수 있다.

Ⅲ. 『一金方』에 보이는 溫補學說의 영향

『一金方』에 나오는 의론 및 치법에는 溫補學說의 주장과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

다. 이를 『一金方』의 첫 부분인 精, 氣, 神, 血 등에 있는 치법과 처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治法

精門에서는 遺精, 夢精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補陽 위주의 치법을 소개하

고 있는데, 이는 『東醫寶鑑』의 ‘精’문에서 淸心 위주의 治法9)으로 같은 질환을 치료

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補陽爲主의 치법 즉, 양을 보하여 음을 다스리는 방법

은 溫補學說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一金方』에는 다양한 치법이 나온다. 이는 이전 의서들에는 볼 수 없던 것으로 저

자의 독특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精, 氣, 神, 血門의 치법을 통하여

8) 여기에서 “대목차”란 『東醫寶鑑』의 精, 氣, 神 등의 큰 목차를 말하며, “소목차”란 精門의

안에 있는 精爲身本, 精爲至寶 등을 말함.

9) 『東醫寶鑑』精門의 ‘遺泄精屬心’에 나오는 坎离丸, 黃連淸心飮 등이 대표적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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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1) 精門

精門에는 偏治, 本治, 分治, 閉治 등의 치법이 있다.

偏治는 夢遺를 치료할 때 ‘大劑로 補腎시키고 肝脾心을 돋우는 약으로 좌약을 삼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偏이란 치우친다는 의미라는 것을 상기할 때, 이 치법은 補腎을

중점으로 삼아 치우치게 치료하여 나머지 장부에 영향을 미치는 치법인 것으로 보인

다.

本治10)는 精滑, 夢遺를 치료할 때 ‘熟地黃, 山藥, 山茱萸, 杜冲 등의 약물로 補腎시키

는’ 방법이다. 本治는 인체에서 근본이라 생각되는 腎을 근본으로 여기고 치료하는 방

법을 말한다.

分治11)는 遺精과 健忘을 치료할 때 ‘遺忘雙治湯’12)이라는 처방으로 두 증상을 모두

치료하는 방법이다. 分治는 두 가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 치료법을 동시에

구사하는 하나의 처방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閉治는 夢遺脫精을 치료할 때 ‘양을 보하여 음을 다스려 補心腎을 시키는’ 방법이다.

閉治는 夢遺脫精과 같이 밖으로 세나가는 질병을 막아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치법을

말하는데, 그 방법 또한 心腎을 補하는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이상의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補陽 즉 補腎을 바탕으로 하여 치법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치료법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명칭의 차이는 치료의 방

향성의 차이일 뿐, 방법론에 있어서는 補陽 즉 補腎에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氣門

氣門에는 順治, 虛治, 升治, 肥治, 楊治, 小治, 氣治, 近治, 分治, 平治 등의 치법이 있

다.

順治는 병이 아래로 내려가고자 할 때 그 성질을 따라 아래로 내려 보내 보하는 것

으로 生胃土 → 健脾 → 生腎水의 기전으로 대소변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10) 腎을 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上病과 下病을 나누어 치료한다는 개념인데, 오히려 合治의 개념에 가깝다.  

12) 熟地黃 山藥 人蔘 芡實 麥門冬 生棗仁 當歸 山茱萸 五味子 遠志 石菖蒲 柏子仁 蓮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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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治는 虛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氣虛의 경우에는 胃氣를 충족시켜 주고, 血虛의

경우에도 胃氣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치료의 제일 첫째로 삼는 방법이다.

升治는 脾胃의 火나 水穀이 쌓인 것으로 補中益氣湯을 써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대체

로 內傷이 오래되어 勞瘵가 된 것을 치료할 때 쓴다.

肥治는 肥人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肥人은 痰이 많고 氣虛하기 때문에 痰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氣를 보하고 痰을 삭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氣를 보하는 방법은 脾胃

의 土만을 補하지 않고 命門의 火를 아울러 보하고 있다.

楊治13)는 氣를 펴주고 血을 활동하게 해주는 치법이다. “楊”은 “揚”의 의미로 氣沈과

血滯의 병에 揚治를 사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八珍湯14)을 사용하여 氣와 血에 활동성

을 준 것이 그 예이다.

小治는 병이 상초에 있는 경우에 小劑를 써서 치료하는 것으로 胸膈不利에 順氣湯,

痰이 上焦에 있을 때에 化痰飮을 쓰는 치법이다.

氣治는 氣를 다스리는 치법이다. ‘痰이 맺힌 것은 痰 때문이 아니라 氣가 맺혀서 그

런 것이므로 氣가 순조로워지면 痰은 자연히 치료된다.’15)는 것이 그 내용으로 順氣祛

痰湯이라는 처방을 쓰고 있다.

近治는 비근한 것을 찾아 치료하는 방법이다. 中惡, 中氣 및 痰迷心竅 등의 원인은

氣虛이므로 補氣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消惡湯16)이 그 예이다.

分治는 中氣와 中痰의 증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다. 위의 精門에 보이는 分治와 같다.

平治는 평상적으로 쓰는 법을 말하니, 通治에 가까운 개념이다. 여기에서 金弘濟는

『東醫寶鑑』의 氣門에 있는 七氣湯, 四七湯, 神仙九氣湯, 正氣天香湯 등을 이 치법의

계열에 나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氣門의 치법의 특징은 補氣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의 氣門에 보이는 中氣와 같은 병증을 일방적으로 氣虛로 보아 補氣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하고 있는 점이 그러한 예라 할 것이다.

13) 揚治가 맞는 듯 하다.

14) 八物湯에 柴胡와 升麻를 더 넣은 것이 특징이다.

15) 『東醫寶鑑』의 ‘痰飮治法’에 나오는 “治痰順氣爲先”이라는 嚴用和의 설과 유사하다. 

16) 白朮 人蔘 附子 南星 陳皮 白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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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神門

神門에는 正治, 本治, 生治, 倒治, 遠治 등의 치법이 있다.

正治는 神과 관련된 心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心經病의 원인을 心血少로 보아 安寐

丹17)을 사용한 것이 그 예이다.

本治는 腎을 근본으로 여겨 치료하는 방법이다. 저자는 心病은 ‘心病이 아니라 腎病

이므로 補腎시키는 것이 곧 補心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18)

生治는 생기를 북돋아 주는 치법이다. 이 방법은 狂症을 치료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發狂의 원인이 木鬱이므로 울체된 기를 펴준다는 의미를 취하고 있다.

倒治는 痰이 胃에 있어서 狂症이 나타나는 경우에 吐法을 사용하여 담을 제거하는

치법이다.

遠治는 邪氣를 멀리 보낸다는 의미를 취한 치법이다. 여기에서는 癲癎證을 치료함에

잠을 재워 사기를 몰아내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神門에 나온 치법의 특징은 心病을 補腎을 통하여 치료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癲狂의 원인을 痰迷心竅로 보고 이를 없애는 방법조차도 이러한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의학사상은 溫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血門

血門에는 偏治, 陽治, 斂治, 寒治, 通治, 分治, 靜治, 虛治, 血治 등의 치법이 있다.

偏治는 補腎水에 치우치게 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吐血을 하는 경우에 胃經의 병

이라고 여기지 않고 腎火가 衝上한 것으로 여겨 補腎水시켜 주어 火가 위로 오르지

못한 것이 그 예이다.

陽治는 陽虛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이 방법으로 陽虛吐血을 치료하고 있는

데, 陽虛에 躁動不安해졌을 때 陰水를 북돋아주어 陽火가 스스로 소멸되도록 하는 방

법이다.

斂治는 수렴시키는 치법이다. 吐血을 갑자기 많이 하는 경우와 酒毒 때문에 下血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酸味로 수렴시키고 寒藥으로 막고 있

17) 生棗仁 熟棗仁 人蔘 茯神 麥門冬 當歸 丹蔘 甘草 菖蒲 五味子

18) 精門에서와 마찬가지로 本治는 腎을 중시여기고 이것을 보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溫補學派를 넘어

조선말기에 나온 ‘扶陽論’의 주장과도 유사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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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자의 경우에는 止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酒傷이라고 하

여 葛根 등이 들어간 약을 써서는 않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寒治는 吐血을 치료하는데 찬약을 써서 지혈시키는 방법이다.

通治는 통털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下血의 원인을 血虛로 보지 않고, 酒毒으로 인

한 濕熱로 보아 澁劑를 쓰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分治는 便血과 尿血을 같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兩地丹19)을 사용하고

있다.

靜治는 고요하게 치료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血熱로 인한 血燥의 증상을 고요

하게 기다리면서 치료하고 있다.

血治는 血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血이 經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상하로 잘 퍼지지 않

거나, 피모로 노출되거나 하는 등의 증을 치료할 때 血이 그 性을 따라 거스르지 않

게 하는 치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血門에 나온 치법의 특징은 出血의 원인을 腎火가 충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補腎水시켜 줌으로써 화가 위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3. 處方

『一金方』에는 다양한 처방들이 나온다. 이들을 그 특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六味 중심의 처방.

『一金方』에 나오는 처방들 중 많은 것들은 六味地黃丸에 근거한 처방들이다. 六

味丸에 대하여는 明代의 의가인 趙獻可가 “壯水之主, 以鎭陽光”시키는 主劑라고 하였

는데, 趙獻可는 특히, “腎水가 虛하면 火를 제압할 수 없으므로 이 처방이 아니면 水

를 다스릴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20) 이러한 주장은 『一金方』의 六味 활용과 어

느 정도 관련이 깊다 할 것이다. 저자는 溫補學說의 질병관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모든 치법의 근간이 ‘補腎’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고 여겨

19) 生地黃 地楡

20) 김남일외 번역. 『各家學說』, 대성문화사, 서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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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味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시기 및 상황에 따른 가감법.

『一金方』에 나오는 처방들 중에는 그 뒤에 적절한 가감법이 소개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은 통치방의 뒤에 상황에 따라 약물을 배합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傷米食에는 麥芽, 傷肉食에는 山楂, 傷麵食에는 羅蔔子, 痰이 있을 때는 半夏, 白

芥子, 咳嗽에는 蘇子, 桔梗, 傷風에는 蘇子, 夜臥不安에는 酸棗仁, 胸中微痛에는 枳殼을

가하는 등이 그러한 예이다.

(3) 저자가 창방한 새로운 처방.

『一金方』에 나오는 처방들 중 많은 것들은 기존의 의서에 없는 저자의 새로운 창

방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저자의 임상경험의 다양함과 깊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 처방

의 이름을 지은 것들도 있고, 그냥 一方 혹은 병증 뒤에 처방을 바로 써놓은 것들도

있다. 저자의 새로운 처방에서 발견 할 수 있는 특징은 대다수의 처방에 반드시 ‘熟地

黃’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一金方』의 처방과 치법을 통하여 『東醫寶鑑』이 주도했던 조선

중기 이후의 의학의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즉, 구한말과 일제시대로 오면서 변

화의 모습이 이 책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 상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깊은 연구

가 요망되지만, 다만 이를 통하여 조선 후기의 의학자들이 明淸代의 醫說들을 조선

실정에 맞추어 새로운 체계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한 하나의 증거를 찾았다고 할 것이

다.

Ⅳ. 결론

『一金方』은 1928년에 김홍제가 지은 의서이다. 『東醫寶鑑』을 근간으로 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의학사상에 따라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 치료 방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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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補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陽을 보하여 陰을 다스리는 이러한 치법은 溫補學

說과 궤를 같이 한다. 『一金方』에는 다양한 치법이 나오는데, 이는 이전 의서들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처방의 활용에 있어서도 특징이 있다. ‘六味地黃丸’을 많이 활용

한 것이라든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가감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처

방을 만들어 낸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의 의학사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새로 만든 처방에 君藥을 熟地黃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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