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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對한 硏究

金 南一1)

Study on how the Chinese medicine has been

indigenized in Korea

Kim Nam il

This paper considers how the Chinese medicine has been indigenized in Korea,

focusing on historical facts. The effort Korean people put in to make their native

medicine in each period of time is studied in the paper.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Korean medicine all through the time is that healing the fellow public with

their native medicine was the principle.



1. 序論

韓國 韓醫學의 歷史는 韓國의 風土에 맞는 醫學을 만들어내고자 한 勞力의 歷史

였다고 말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高麗時代로부터 朝鮮時代까지 이어져온 鄕藥醫學이

그렇고, 許浚에 의해서 만들어진 『東醫寶鑑』이 그렇고, 朝鮮 固有의 體質論을 주장

한 李濟馬의 『東醫壽世保元』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 醫書에 보이는 수많은 治療法

과 處方들은 오랜기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온 우리의 傳統醫藥技術이다. 이러한 傳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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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醫藥技術에는 우리나라에서 自生的으로 發生한 것과 外國으로부터 傳來되어 土着化

된 것이 섞여있다. 嚴密한 意味에서 우리의 傳統醫藥技術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自生

的으로 發生한 것과 外國으로부터 傳來된 것을 區別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

하면 外國으로부터 傳來되어 우리나라에 土着化된 것은 그 土着化하는 過程에 여러가

지로 變化를 겪으면서 그 原形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外國에서 傳來된

것이 本國과 氣候와 風土가 다른 우리나라에 土着化되기 위해서는 그 本來의 原形 가

운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것은 손질되게 되고 窮極的으로 우리에게 맞는 것만 남고

이 마저도 우리에게 맞게 새로 손질되어 變하여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

이다. 燒酒 같은 술도 본래는 蒙古에서 전래된 술로 알려져 있지만, 燒酒가 우리나라

의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外國에도 없다. 現在 蒙古에

서 燒酒가 자신의 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 술이 高麗時代에 韓國에 전

래된 이후에 韓國人들의 손을 거쳐 완전히 韓國化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傳統醫藥技術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傳統醫藥技術은 그 자체의 特性上 治療를 위

한 技術이기 때문에 治療效果가 있다면 民族이나 理念에 관계없이 빨리 傳播되는 特

性을 지니고 있다. 아라비아 醫學의 유럽으로의 傳播라든지, 西洋醫學의 東洋으로의

傳來라든지 하는 등의 예에서 醫學의 傳播는 餘他 文化의 傳播速度에 비해 빨랐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中國醫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中國醫學

이 우리나라에 輸入되어 여러가지 變化 속에서 土着化하게 되는 데에는 우리나라 나

름의 많은 過程이 存在한다.

이글에서는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후 土着化에 對한 硏究를 目

的으로 쓰여졌다.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란 中國醫學이 輸入된 後

에 우리나라에 土着化된 傳統醫藥技術, 즉 다시말해서 中國醫學으로부터 전해와서 우

리나라의 것으로 그 색깔이 바뀐 傳統醫藥技術을 말한다. 현재 韓國의 韓醫師들이 어

떤 治療法이나 處方을 사용할 때 그것이 中國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韓國人들의 體質에 맞게 사용하는 우리의 것”이라는

觀念을 가지고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韓醫師들이 이와같이 생각하게 되는 데에는 오

랜 歷史的 過程이 존재한다. 傳統時代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醫

療人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治療技術을 中國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진 治療技術이라는 認識을 가져 왔다는 것은 큰 意味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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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에 着眼하였다. 그런 意味로 이 글에서 題目을 위와 같이 붙인 것은 中國

醫學이 土着化되는 過程과 그 意義를 傳統醫藥技術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便宜的인 立場에서일 뿐이다. 論理展開의 便宜를 위해 中國醫學이 어떻게 輸入되어

土着化되었는가를 따져 보고 이러한 過程이 어떻게 進行되어 現在의 狀況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목적하에 먼저 2장에서 傳統文化의 成立, 發展과 韓醫學, 傳

統醫藥技術의 價値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3장에서 中國醫學의 輸入過程, 4장에서 韓

國의 傳統醫學의 특징, 5장에서 中國醫學의 土着化 과정, 6장에서 東醫學의 成立과

發展, 7장에서 韓國의 東醫學과 中國의 中醫學의 차이, 8장에서 앞으로의 課題의 순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傳統文化의 성립, 發展과 韓醫學, 傳統醫藥技術의 가치

傳統文化란 과거로부터 전해져내려온 文化를 말한다. 이에는 過去로부터 傳承되

어 내려온 物質文化, 思考方式, 사람이나 事件 등에 대한 이미지, 象徵 등이 包含된

다. 이러한 傳統文化는 韓國땅의 氣候와 風土 속에서 만들어져 發展, 傳承되어져 온

것이다. 傳統文化에는 該當國家에서 自生的으로 發生한 것과 外國에서부터 傳來하여

土着化한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가 하나로 融化되어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 그 原形을 찾는다는 것조차 意味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만다. 아메리카 大

陸에서 原住民들이 사용한 담배는 여러가지 變化過程을 통해 西歐에 전래되어 現在의

필터를 가진 담배로 바뀌게 되었고 大部分의 國家에서 이를 愛好品으로 使用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담배의 原形을 찾는 것은 人類學的인 硏究의 對象일 뿐이다. 아라비아

醫學에서 사용한 藥物에 金箔을 입히는 方法은 이미 東北亞細亞 醫學에서 普遍的으로

使用하고 있고 아라비아에서는 그 소유권을 主張조차 하지 못한다. 蒙古에서 전래된

濟州道의 象徵 돌하루방은 이미 濟州道民뿐 아니라 온 國民의 자랑거리이다. 이와 같

이 볼 때 傳統文化는 該當國家에서 自生的으로 發生한 것과 外國에서부터 傳來하여

土着化한 것 등이 그 構成要素로 包含된다. 그러나 大部分의 境遇 어떤 한가지 傳統

文化도 外國으로부터 전해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인식되어지는 境遇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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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傳統醫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韓國의 傳統醫學”이라는 單語를 定義한다

면, 이와 같은 脈絡에서, “韓國人의 疾患을 治療해나가면서 發展해온 韓國땅에 존재하

는 醫學의 한 形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傳統醫學은 여러가지 要素들이

混在해 있다. 純粹하게 韓國的인 要素, 中國的인 要素, 日本的인 要素, 인도적인 要

素, 아라비아적인 要素, 서양적인 要素 등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韓國의 傳統醫學은 여러가지 變化過程을 겪으면서 發展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變化過程 속에서도 그 중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대상으로 여긴 것은 바로 韓國人의

건강과 疾病이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外國에서부터 전래된 것을 무조건 추숭하지 않

고 이를 어떻게 韓國人의 입장에서 수용하여 韓國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東醫

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다. 1610년에 간행된 『東醫寶鑑』이라는 책이

그 시작인 “東醫學”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韓國 韓醫學이 獨自的 傳統을 가진 醫學임을

만방에 알린 사건이었다고 할 것이다. 『東醫寶鑑』에서 許浚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나라는 치우치게 동쪽에 있지만, 醫學의 도가 실과 같이 끊이지 않았기에, 우리

나라의 醫學도 東醫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시사해준다. 먼저, “東醫”라는 단어의 사용이 많은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朝鮮에서는 朝鮮이 中國과는 기후와 風土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醫學을 만

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오랜기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

時代에 널리 퍼졌던 “鄕藥醫學”2)이 그 예이다. 高麗時代로부터 朝鮮初期까지 간행된

“鄕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醫書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意味가 깊다. 이 “鄕藥”이라

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意味는 위에서 말한 “傳統文化는 해당국가에서 자생적으

로 발생한 것과 外國에서부터 전래하여 土着化한 것 등이 그 구성要素로 포괄한다”는

기준에서 볼 때, 이들 두가지의 意味를 모두 내포한다. “鄕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의서로는 『三和子鄕藥方』, 『鄕藥古方』, 『鄕藥惠民經驗方』, 『鄕藥簡易方』,

『鄕藥集成方』 등이 있다. 이외에도 “동쪽 사람(韓國人)의 경험방”이라는 意味를 갖

고 있는 『東人經驗方』이라는 책이 있다. 이들 서적들이 공통적으로 “鄕藥” 혹은 “東

2) 강연석은 “鄕藥”을 “각 시기에 따라 한민족의 국가 영토〔高麗, 朝鮮 등〕 안에서 생산

되거나 재배가능한 藥材”로, “鄕藥醫學”을 “鄕藥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醫學”, “鄕藥醫書”를 “鄕藥 및 鄕藥醫學을 기술하고 있는 醫書”로 정의하고 있다. 상세

한 내용은 강연석의 「『鄕藥集成方』의 본초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鄕藥醫學 硏究」경

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의 서문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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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意味를 지니지만, 그 내용에 있

어서 韓國人의 固有처방이라는 점이 意味깊다. 이들 서적에 나오는 처방들 가운데 中

國 처방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中國 처방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책들이 中國醫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일 현재 韓國의 어떤

의과대학에서 어떤 疾病의 유전자 분석에 성공하였다고 하여 서양醫學의 승리이니,

서구醫學의 개가니 하는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韓國의

醫學수준이 높아졌다는 등의 표현으로 그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서양醫學 조차도 韓

國에서 우리 文化 속에 존재하는 醫學이라는 인식이 깊어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위에

서 열거한 “鄕藥” 혹은 “東人”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醫書들은 그러한 맥락에서 그 자

체가 우리의 건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우리나라의 醫學실정을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것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의서들이라 할 것이다.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도 마찬가지이다. 『東醫寶鑑』은 許浚이 1596

년부터 1610년까지의 14년간의 각고의 노력끝에 만들어낸 백과사전 성격의 종합의

서이다. 이 책은 당시까지 동북아시아에 존재했던 醫學관련 의서들의 내용을 하나의

일목요연한 체계로 엮어내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전에 『萬病回春』『醫學入

門』등에서 하나의 일목요연한 체계의 의서를 만들어내겠다는 시도는 하였지만, 『東

醫寶鑑』과 비교할 때, 그다지 큰 성공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朝鮮 사람인 許浚

은 이러한 성공을 해낸 것이다. 『東醫寶鑑』이 中國醫學의 내용을 표절한 데 지나지

않는 독창성이 결여된 醫書라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다. 여기에서 韓國人의 체질을 고려하여 韓國人에 알맞

는 치료법을 만들어내고 노력한 許浚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東醫寶鑑』에

보이는 많은 처방들은 中國의서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량의 차이 뿐 아니라 藥物의 증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香砂

養胃湯을 예로 들면, 『東醫寶鑑』에는 白朮 一錢, 縮砂, 蒼朮, 厚朴, 陳皮, 白茯苓

各 八分, 白豆蔲 七分, 人參, 木香, 甘草 各 五分으로 되어 있는데, 『萬病回春』에는

여기에 香附子, 茯苓 각 八分이 더 들어가 있고, 縮砂와 白茯苓이 빠져 있다. 그리고

그 주치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3) 이러한 것은 中國에서 온 처방과 그 주치증에

관한 내용을 許浚이 韓國人에 맞게 손질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東醫壽世

3) 상세한 내용은 金弘敏의 『東醫寶鑑補遺』, 醫道出版社, 1997의 79쪽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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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元』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東醫壽世保元』에는 補中益氣湯이라는 처방이 나온

다. 이 처방은 본래 中氣가 下陷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인데, 李濟馬는

少陰人의 腎受熱表熱病에 속하는 亡陽證의 초기 증세를 치료한다. 이 처방은 본래의

補中益氣湯에서 柴胡와 升麻를 藿香과 蘇葉으로 대치하고 분량을 늘린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中國의서에 나오는 처방내용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같은 유형의 疾病에 대한 대처에 中國,韓國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문제는 이러한 처방들이 이 처방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면서 수많

은 임상경험을 통해 검증되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정보가 첨가된 상태에서 전승되어

土着化되어 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3. 中國醫學의 수입과정

中國醫學이 韓國에 수입되기 이전의 韓國醫學의 모습은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

여 알기는 힘들다. 韓國醫學은 토착醫學과 中國으로부터 전래한 여러가지 醫學지식들

이 융합되면서 韓國의 傳統醫學으로 변모해나가는 양상을 띠었을 것이다. 이를 시기

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⑴ 三國時代 이전

三國時代 이전에 中國醫學이 어떻게 수입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中國측 자

료의 몇군데와 『海東繹史』4) 등에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菟絲子: 朝鮮川澤田野에 生하여 草木의 上에 蔓延된다.(『名醫別綠』.『大觀本

草』)

棗粟: 樂浪郡에 漁鹽棗粟의 饒가 있다.(『漢書藝文志․樂浪郡』)

栗: 馬韓에는 梨같은 큰 大栗이 出한다.(『魏志東夷傳․韓傳』)

挾劍豆: 樂浪에 挾劍豆가 있는데, 莢이 橫斜로 生하여 人의 劍을 挾함과 같다.

(『海東繹史』)

鷄白蠹肥脂: 朝鮮平澤에 生한다.

4) 朝鮮 後期 實學者 韓致奫(1765～1814)이 지은 역사책. 총 85권. 檀君에서부터 高麗까지

의 歷史를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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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陸: 일명 百足, 일명 馬軸이니, 玄菟 川谷에 生한다.(이상 『名醫別綠』, 『大

觀本草』)

魨: 魨은 樂浪, 蕃國에 生함.(『說文』)

鱘魚: 樂浪尉仲明이 海에 익사하여 화하여 鱘魚가 되니, 登萊人이 鱘魚를 尉魚라

고 이름하였다.(『海東繹史』)5)

이로써 볼 때, 三國時代 이전 시기에 한반도에서 산출된 藥物들에 대한 기록이

中國의 서적에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三國時代 이전에 이미 中國과 의

약에 대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근거가 된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빈약하

므로 구체적인 의약교류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藥物에 대한 기록 말고도 病名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漢나라 揚雄(B.C.53～

A.D.18)이 수집하여 지은 책인 『方言』과 許愼의 『說文解字』에 朝鮮의 언어에 대

한 기록이 보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咺: “朝鮮과 洌水에서는 小兒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을 咺(훤)이라 한다”.

盱, 揚: “黑瞳子를 朝鮮과 洌水에서는 盱라 하고 혹은 揚이라고도 한다.”

策, 壯: “무릇 초목이 사람을 찌르는 것을 北燕과 朝鮮에서는 策이라 하고 혹은

壯이라고 한다.”

癆: “약을 마시거나 붙였는데 독한 것을……北燕과 朝鮮에서는 癆라 한다.” 『說

文解字』에는 “朝鮮에서는 毒藥을 癆라고 한다.”라고 함.

膊: “朝鮮과 洌水에서는 살이 터져 안이 드러나며 소 양의 五臟이 터진 것을 膊

이라고 한다.”

漢漫․賑眩: “朝鮮과 洌水에서는 煩懣을 漢漫이라고 하고, 顚眴을 賑眩이라고 한

다.”6)

이 내용도 당시 古朝鮮과 中國이 긴밀하게 醫學적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말

해준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 정의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古朝鮮과 中

5) 이상의 내용은 金斗鍾의 『韓國醫學史』, 探求堂, 1966의 25쪽에 나옴.

6) 金斗鍾, 상게서, 22쪽.



韓國醫史學會誌 Vol.16 No.1



- 24 -

國이 醫學지식을 깊숙히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⑵ 三國時代

中國醫學의 한반도에의 유입에 관한 기록이 있다. 『日本書紀』欽明主 22년에 보

이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高句麗 平原王 3년 (561년)에 中國 江南의 吳나

라 사람 知聰이 內外典, 藥書, 明堂圖 등 164권을 가지고 高句麗를 거쳐 日本에 귀화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內外典’은 『黃帝內經』,『黃帝外經』7) 등 經典類醫書

들을 말하는 것이고, ‘藥書’는 藥物과 관련된 『神農本草經』,『名醫別錄』등의 本草

類醫書를 말하는 것이고, ‘明堂圖’는 鍼灸學관련 醫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164권의 의서를 가지고 高句麗를 거쳐 日本에 귀화하였다는 내용은 나름대로의

意味가 있다. 이들 164권의 醫書가 대체로 당시 中國과 高句麗에서 공통으로 사용되

었던 醫書였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당시 中國과 高句麗가 醫學적 교류가 밀접하게 이

루어졌음을 보여준다.

藥物과 관련된 교류 내용도 보인다. 陶弘景의 本草經集註에는 人蔘에 관한 내

용이 보이는데, 그곳에 高句麗와 百濟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인삼은 百濟의 것을 귀

하게 여기는데, 모양이 가늘지만 단단하고 희다. 기미는 상당삼보다 옅다. 그 다음으

로는 高句麗의 것을 사용하는데 高句麗는 곧 요동이다. 모양은 크지만 속이 비고 약

하여 百濟의 것만은 못하다. 百濟가 요사이 사신을 高句麗에 딸려 보내어 가져오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 다만 사용할 곳에 맞게 취하여 사용할 뿐이다. 실제로 사용함에

모두 상당삼만은 못하다.”8) 金屑에 대해서도 “무릇 금설은 악기를 막아내지만 독이

있어서 제련하지 않고 복용한다면 사람을 죽인다. 건평,진안 등에도 금사가 돌속에서

나오니 녹여서 두두려 부어서 솥을 만든다. 불을 거쳐도 숙성되지 못하면 반드시 다

시 제련하여야 한다. 高句麗, 부남 및 서역 등 外國에서는 그릇을 만들어 모두 제련

하므로 복용할 수 있다.”9)라고 하였다. 細辛에 대해서는 “요사이는 동양과 임해 것을

사용한다. 모양은 좋아도 매운맛이 강하기는 화음이나 高句麗의 것보다 못하다.”10)

(『經史證類大觀本草』)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高句麗의 五味子와 百濟의 款冬花 품

7) 『漢書․藝文志』에 기록되어 있는 서적. 모두 37권으로 현존하지 않음.

8) 人蔘乃重百濟者, 形細而堅白, 氣味薄於上黨, 次用高麗, 高麗卽是遼東, 形大而虛軟, 不及百

濟, 百濟今臣屬高麗, 所獻兼有兩種, 止應擇取之爾, 實用並不及上黨.

9) 凡金屑辟惡而有毒, 不鍊服之, 殺人. 建平晋安亦有金砂出石中, 燒鎔鼓鑄爲碢. 雖被火, 亦未

熟, 猶須更鍊, 高麗扶南及西域外國成器, 皆鍊熟可服.

10) 今用東陽臨海者, 形段乃好而辛烈不及華陰高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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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좋다는 기록과 昆布가 오직 高句麗에서만 난다는 등의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高句麗, 百濟, 신라 등 삼국이 中國과 활발한 醫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⑶ 南北國時代

新羅가 三國을 하나로 만든 후에 북쪽의 渤海와 함께 兩大 國家로 竝立된 南北國

時代는 韓國韓醫學이 많은 發展을 한 時代이다. 먼저 醫學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하

여 醫學을 연구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가르쳤다는 것에 큰 意味가 있다. 『三國史記』

의 職官志에 보면 孝昭王 元年(692년)에 醫學을 두어 博士 2인이 학생에게 『本草

經』『甲乙經』『素問經』『鍼經』『脈經』『明堂經』『難經』 등을 가르치도록 하였

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것은 韓國에 中國의 醫書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醫學敎育이

만들어져 이들 의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줄 아는 수많은 醫師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敎育機關의 傳統은 고려, 朝鮮까지 계속이어져 종국에

는 韓國韓醫學의 整體性을 만들어내는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⑷ 高麗時代

高麗時代에 中國醫學이 輸入되는 過程은 醫人, 醫書, 制度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醫學의 發展을 위해서 宋나라 醫師들을 招請하여 高麗의 醫師들을 敎育하

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文宗 26年(1072年)에 王愉, 徐先, 馬世安 등을 招聘한

것과 肅宗 8年(1103年)에 牟介, 呂昞 등을 초빙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宋나라

醫師들은 高麗에 招請된 이후에 高麗의 醫生들을 敎育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따라

中國에서 만들어진 新知識이 韓國에 傳達되어 韓國의 韓醫學을 發展시켜주었을 뿐 아

니라 中國에도 韓國의 新知識을 전달하여 中國醫學의 發展에도 공헌할 수 있게 되었

다.

둘째, 宋나라와의 醫書의 交流가 있었다. 『太平聖惠方』(992년 간행)을 1017년

郭元, 1022년에는 韓祚가 宋나라로부터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醫書는 朝鮮 初期에

간행된 『鄕藥集成方』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의서로 꼽히고 있는 韓國에서 많이 읽은

의서이다. 1101년에는 任懿, 白可臣이 中國으로부터 『神醫保救方』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경험처방집의 성격을

띤 의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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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과의 交流에서 한가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 있다. 高麗에서 中國醫學

의 發展에 貢獻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宋나라에서는 여러가지 原因으로 인하여 醫書

를 收集할 必要性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戰爭과 國家의 混亂 등으로 인하여

醫書의 收集이 容易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에 따라 宋나라의 哲宗(1086～1099

년)이 高麗에 醫書를 要請하게 되는 일이 發生한다. 이 때 要請한 醫書는 『王方慶園

亭草木疏』27권, 『古今經驗方』50권, 『張仲景方』15권, 『深師方』, 『黃帝鍼經』

9권, 『九墟經』9권, 『小品方』12권, 『陶隱居效驗方』6권, 『桐君藥錄』2권, 『黃

帝太素』30권, 『名醫別綠』3권 등이다. 이 가운데 고려에서는 『黃帝鍼經』9권을

宣宗 10년인 1093년에 黃宗慤을 시켜 송나라에 보냈다. 이 『黃帝鍼經』9권이 바로

현재 韓國, 中國, 日本에서 모두 기본으로 삼고 있는 『靈樞』의 저본이다. 고려에서

보낸 『黃帝鍼經』을 史崧이 본래 9권이었던 것을 24권으로 개편하고 『靈樞』라고

이름을 고친 것이다.

셋째, 제도상의 교류가 있었다. 이중 중요한 것으로 光宗 때 실시된 醫學科擧制

度이다. 958년(光宗 9년)에 後周의 歸化人 雙冀의 건의로 실시된 이 科擧制度에서

醫師를 뽑는 試驗도 있었다. 이것은 仁宗 14년(1136)의 기록에 따르면 醫業式과 呪

禁式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應試科目은 唐나라의 制度를 模倣하고는 있지만, 新羅

를 繼承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應試科目에 있어 當時 宋나라와 차이가 난

다. 高麗에서 應試科目으로 꼽고 있는 科目은 醫業式의 경우 『素問經』,『甲乙經』,

『本草經』,『明堂經』,『脈經』,『鍼經』,『難經』,『灸經』이고, 呪禁式의 경우에는

『脈經』,『劉涓子方』,『癰疽論』,『明堂經』,『鍼經』,『七卷本草經』등이 있다. 반

면 宋나라에서 사용한 시험용교재는 『素問』, 『難經』, 『傷寒論』, 『脈經』,

『諸病源候論』, 『千金方』, 『太平聖惠方』, 『龍樹論』이어서 고려에서 사용한 敎

材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험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高麗에서

사용한 방법은 貼, 破文, 義理의 세가지 방법으로 궤(机)로 점수를 매겨 합격자를 선

발하였다. 貼이란 책 중의 1행(行)을 보여 주고 가린 다음 전후를 通讀시키는 것이

고, 破文은 文義를 해석하는 것이고, 義理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당시 송나라에서 사용했던 ① 墨義(“墨義者, 欲觀其記問之賅博

也”), ② 脈義(“脈義者, 欲觀其察脈之精審也”), ③ 大義(“大義則推明天文地理之奧臟腑

受病之源”), ④ 論方(“論方者, 則辨析古人用方之意”), ⑤ 假令(“假令則假設證候方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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疑, 發爲問目以驗其識趣之高下”), ⑥ 運氣(“運氣則推究一勢陰陽客主以論治療之大體”)

등의 방법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⑸ 朝鮮時代

朝鮮으로 넘어오면서 朝鮮은 高麗時代까지 존재했던 여러가지 醫療體系의 長點을

계승하여 이를 發展시키는 形式으로 國家 醫療體系를 정비해나갔다. 鄕藥의 獎勵, 醫

療制度의 擴充, 醫學勸獎 등이 그러하다 할 것이다. 朝鮮初期에 있었던 明나라와의

醫學交流의 記錄을 살펴보면 明나라와의 醫學교류가 그다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朝鮮에서 이미 高麗時代로부터 이어져 온 醫學적 傳統이 강고하여 中國의 도

움도 필요없이 자주적으로 이끌어갈만 하였기 때문이다. 朝鮮初期에 『鄕藥集成方』,

『醫方類聚』,『鄕藥採取月令』등이 간행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큰 意味를 띤다.

『鄕藥集成方』은 230여종의 인용서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韓國의 의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대략 열종 남짓이다. 나머지 의서들은 대부분 中國의 의서들이다.11) 그

러나 이 책의 編纂意圖가 손쉬운 處方, 값싼 處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門을 설정하여 처방을 나열한 목적이 韓國産 藥材를 중심으로 새로

운 醫學을 추구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鄕藥集成方』의 編纂者들은

意圖的으로 中國에서 나는 藥材들을 과감하게 삭재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藥材들

을 중심으로 새로운 醫學체계를 구성해버렸다. 강연석의 연구에 따르면 『鄕藥集成

方』「傷寒門」에는 麻黃, 桂枝, 附子, 甘草, 猪苓, 禹餘糧, 龍骨 등의 藥材가 사용되

지 않다고 한다.12) 이것은 『傷寒論』을 아는 韓醫師들이 볼 때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된 것은 『鄕藥集成方』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藥材들을 중

심으로 傷寒病을 다스릴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醫方類聚』도 마찬가지이

다. 『醫方類聚』가 대부분 中國의 醫書를 정리하고 있지만, 그 인용체계에 있어 韓

國적 要素가 많다. 안상우의 연구에 따르면13)『醫方類聚』의 총론의 편집체계는 大

門, 引用書, 引用篇, 諸論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立論,

治法, 處方, 用藥의 4단계 복합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醫方類聚』

11) 상세한 내용은 졸고 「『鄕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震檀學報 第87號, 震

檀學會 간행, 1999을 살펴보면 나온다.

12) 강연석, 「『鄕藥集成方』의 본초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鄕藥醫學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 보임.

13) 안상우, 「『醫方類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韓醫學과, 박사학

위 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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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히 中國醫學을 베낀 것이 아니라, 韓國의 實情에 맞게 再編輯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책의 이러한 점 때문에 후대에 나온 『東醫寶鑑』에서는 이 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鄕藥採取月令』은 藥物의 채취와 가공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것은 국산 藥材를 가공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자 한 의도가 엿보이는 서적이다. 이 서적이 나옴에 따라 자국산 藥材의 활용도가 높

아지고 이에 따라 中國産 藥材의 需要도 輕減되고, 이에 편승하여 藥材의 裁培도 活

性化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民族醫學의 自主的 發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朝鮮 中期에 나온 『東醫寶鑑』은 이러한 意味에서 뜻 깊다. 許浚이 『東醫寶

鑑』이라는 巨著를 편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단순히 許浚 개인의 천제성으로만 돌릴

수 없는 要素가 많다. 이전에 나온 『鄕藥集成方』과 『醫方類聚』등 의서들의 성취

가 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東醫寶鑑』에 인용된 의서들이 대부분

中國의 의서들이기에 中國醫學의 영향만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인용되어 있는 서적

기록에 얽매이는 것이다. 『東醫寶鑑』은 그 자체로 韓國韓醫學의 傳統의 중심에 서

있는 의서로 이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나오면서 후

대에 『廣濟秘芨』(1792년 李景華가 지음),『濟衆新編』(1799년 康命吉이 지음),

『方藥合編』(1868년 黃泌秀 편),『東醫壽世保元』(1894년 李濟馬 지음) 등은 『東

醫寶鑑』에 의해 고양된 韓國韓醫學의 發展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東醫寶鑑』으로부

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東醫寶鑑』이 나온 시기 이후에 中國醫學

의 영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런 점에서 韓國韓醫學이 獨自的 傳統 속에서

發展하는 단계에 오래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 韓國의 傳統醫藥技術의 특징

韓國의 傳統醫藥技術의 특징을 몇가지로 나누어 고찰해볼 차례이다.

먼저, 백성들을 우선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醫學의 본래의 목적은 모든 百姓

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에 있다 할 것이다. 만일 醫藥品을 구하기 어렵

고 치료비가 비싸다면 일반 서민들은 醫學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역대 韓國

의 위정자들과 醫學가들은 이점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고루 醫學의 혜택이 돌아가도

록 힘썼다. 『鄕藥集成方』에서 복잡한 처방들보다는 단순한 처방들을 중심으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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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나열한 것이나 『東醫寶鑑』에서 각 門마다 말미에 單方이라는 제목으로 單味

藥材들을 늘어 놓은 것 등이 그러하다. 또한, 『濟衆新編』,『方藥合編』등의 의서에

藥性歌를 기록해 놓은 것도 이러한 爲民思想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

징은 복합 처방 중심의 中國醫學과 차이가 있는 점이다.

둘째, 韓國의 傳統醫藥技術의 특징으로 人間中心主義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

人間中心主義라는 말은 疾病中心主義에 대해 반대개념으로 한 말이다. 흔히 醫學의

목적은 疾病退治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韓國의 韓醫學에서는 疾病의 발생이 각 개인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養生과 體質에 중점을 두고 치료에 임하고 있다. 『東醫

寶鑑』이 疾病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그 예라 할 것이

고, 『東醫壽世保元』이 인간의 體質을 중심으로 疾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것이다. 『東醫寶鑑』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篇, 鍼灸篇의 다섯 개의 篇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內景篇은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身形, 精,

氣, 神, 2권은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飮, 3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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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蟲, 4권은 小便, 大便

이다. 이로 볼 때 內景篇에서는 인체 내부와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道家에서 사용하는 “內景”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篇名을 붙였고, 또 “內景”이라

는 단어 뜻이 “人體의 內部”라는 것에 비추어 보아 이 편에서 보이고자 한 것은 人體

의 內部生理와 養生術이다. 精, 氣, 神은 인체 내부 생리의 기본 단위이다. 이들 세가

지는 서로 작용하여 인체의 기본적 생리를 구성해낸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飮 등이 발현되는 모습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여러 가지

출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血(혈액), 인체 장부의 치우침을 반영하는 夢(꿈), 聲音

(소리), 言語(말), 津液(인체 내부의 체액), 痰飮(인체 내부의 비생리적 액체) 등은

그 밖으로 나타나는 양태가 바로 인체 내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곧 精, 氣, 神

의 내부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다. 3권은 五臟六腑를 논하고 있다. 五臟은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六腑는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이

다. 여기에서는 그 위치와 용량, 기능, 疾病, 치료법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胞(자궁), 蟲(기생충)을 첨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서에서 볼 수 없다. 4권에는 小

便과 大便을 다루고 있다. 小便과 大便이 가장 끝에 자리한 것은 아마도 人體內部의

것들로 가장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것이 大便과 小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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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外形篇에서는 人體의 外部에 있는 기관들을 다룬다. 1권은 頭, 面, 眼,

2권은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3권은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脈, 筋, 骨, 4권은 手, 足, 毛髮, 前陰, 後陰이다. 外形篇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논

리적 순서가 있다. 권1, 2, 3은 머리(頭)에서부터 시작하여 옆구리(脇)에서 일차로

종결하고, 다시 五體(皮, 肉, 脈, 筋, 骨)로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권4에

서 인체의 말초에 해당하는 手(팔), 足(다리), 毛髮(털), 前陰(생식기), 後陰(항문)로

끝낸 것은 매우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11권으로 구성된 雜病篇은 疾病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1권에서 다루는 天地

運氣, 審病, 辨證, 診脈, 用藥, 吐, 汗, 下는 疾病의 진단과 치료의 대원칙을 기술하

고 있는 것이다. 2권과 3권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邪氣인 風, 寒, 暑, 濕, 燥, 火

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4권의 內部로부터 발생하는 疾病인 內傷(음식과 술로 인한

손상), 虛勞(지나친 노동에 의한 손상)과 짝이 되어 “외인성질환”(밖으로부터 사기가

들어와 생긴 疾病)의 한 축을 구성한다. 이 외인성질환과 內傷, 虛勞는 5,6,7,8권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疾病들의 근본적 원인이다. 5,6,7,8권에 나열된 疾病들은 霍亂

(곽난), 嘔吐(구토), 咳嗽(기침), 積聚(종양), 浮腫(부기), 脹滿(창만), 消渴(당뇨

병), 黃疸(황달), 痎瘧(학질), 溫疫(전염병), 邪祟(신들린듯한 병), 癰疽(멍울), 諸瘡

(온갖 부스럼) 등이다. 이 가운데 癰疽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은 당시 시대적으로 이 병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9권에서는 諸傷(다

쳤을 때), 解毒(독을 푸는 법), 救急(응급요법), 怪疾(이상한 병들), 雜方(여러가지

요긴한 처방들) 등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疾病들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10권

과 11권은 각각 婦人과 小兒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채로

운 것은 婦人 부분에서는 대체로 출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小兒에서는

痘瘡(천연두)에 관한 내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時

代的 必要性 때문이리라.

雜病篇에 이어서 3권으로 구성된 湯液篇과 1권으로 된 鍼灸篇이 이어진다. 이 두

편은 치료와 관련된 藥物과 治療法을 각각 다루고 있다. 특히 湯液篇에서는 각 藥物

의 한글 표기인 鄕藥名을 기록하고 있어서 國産韓藥材의 需給에 도움을 주고 일반 百

姓들의 藥材에 대한 친밀도를 강화시켜 주고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人間中心主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또 다른 것으로 『東醫壽世保元』을 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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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東醫壽世保元』은 李濟馬가 1894년 완성한 서적으로 體質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네가지 체질로 나누어 체질마다 생기는

병에 대한 治療를 달리하고 있는 이 醫學체계는 人間의 저마다의 體質을 中心으로 疾

病의 페턴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人間中心的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韓國의 傳統醫藥技術의 특징으로 實用性을 꼽을 수 있다. 醫學의 목적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 있다. 사람을 치료하는 目的이 제대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사변

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이 더 유리하다. 韓國의 醫家들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깨

닳고 思辨的인 理論보다는 實際性이 뛰어난 治療術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東醫

寶鑑』에서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정신과 관련이 있다. 각 門別로 절제된 言語로 理

論과 脈法 등을 나열하고 그 뒤에 疾病을 분류하여 處方을 倂記하고, 이어서 禁忌,

不治證, 單方, 鍼灸法, 養生法 등을 병기하는 형식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이 책의 특

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신은 鄕藥을 중시한 高麗時代부터 널리 퍼져 이어

져와 朝鮮初期에 『鄕藥集成方』과 이어져온 것이다. 이러한 傳統이 『東醫寶鑑』에

의해 꽃피고 후대로 이어진 것이다. 『東醫寶鑑』이 나온 후에 韓國의 醫藥技術은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廣濟秘芨』,『濟衆新編』,『方藥合編』등

의서에서 추구하는 것은 高度의 實用性이다. 이러한 실용을 중시하는 傳統은 동 시기

의 中國醫學과 구별되는 점이다.

넷째, 韓國 傳統醫藥技術의 特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 獨創性이 있다. 韓國

傳統醫藥技術 가운데 獨創性이 있는 것은 많이 있다. 이 가운데 舍岩鍼法, 四象醫學,

扶陽論만을 언급하겠다.

舍岩鍼法은 1644년 이후에 朝鮮에서 성립된 韓國 固有의 鍼法이다. 기초이론은

『難經·六十九難』의 “虛한 경우에는 그 어미를 補하고, 實한 경우에는 그 자식을 瀉

한다(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는 이론이다. 十二經脈 각각에는 팔꿈치와 무릎 관절

이하에 자리한 井, 滎, 輸, 經, 合이라는 다섯개의 特定한 혈자리가 존재한다. 이를

오수혈(五兪穴)이라고 한다. 이들 오수혈은 陰經〔手太陰肺經, 足太陰脾經, 手少陰心

經, 足少陰腎經, 手厥陰心包經, 足厥陰肝經〕과 陽經〔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手

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에 따라 오행배속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증상에 따라 각각 오수혈을 虛實에 따라 운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舍岩

鍼法의 기본원리이다. 虛證의 경우에는 “補其母”와 “抑其官”의 원칙이 적용되어, 母經



韓國醫史學會誌 Vol.16 No.1



- 32 -

의 母穴과 自經의 母穴을 補하고, 賊經의 賊穴과 自經의 賊穴을 瀉하는 치료법이 적

용되고, 實證의 경우에는 “補其讐”와 “瀉其子”의 원칙이 적용되어, 賊經의 賊穴과 自經

의 賊穴을 補하고, 子經의 子穴과 自經의 子穴을 瀉하는 치료법이 적용된다. 특히 虛

하여 補하는 치료법을 正格이라 하고, 實하여 瀉하는 치료법을 勝格이라 한다. 舍岩

鍼法에서 다루는 내용은 虛實에 대한 치료법도 있지만 寒熱에 대한 치료법도 존재한

다. 寒證을 熱을 공급하고(補其熱) 寒을 瀉하여(瀉其寒) 치료하고, 熱證을 寒을 공급

하고(補其寒) 熱을 瀉하여(瀉其熱) 治療하는 것도 舍岩鍼法에서 제시하는 寒熱에 대

한 獨特한 治療方法이다. 이러한 原則대로 寒證에는 心經의 火穴과 自經의 火穴을 補

하고, 腎經의 水穴과 自經의 水穴을 瀉하고, 熱證에는 腎經의 水穴과 自經의 水穴을

補하고, 心經의 火穴과 自經의 火穴을 瀉한다. 이와 같은 舍岩鍼法은 中國에서 만들

어진 五輸穴理論을 韓國 나름대로 收用하여 韓國化시킨 鍼法으로 獨創性이 빛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四象醫學은 李濟馬가 1894년에 저술한 『東醫壽世保元』에서 주장한 體質醫學이

다. 『東醫壽世保元』에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醫源論, 廣濟說, 四象人

辨證論 등 7개의 篇이 있는데, 이들 각각에는 四象醫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性

命論에서는 天機를 地方, 人倫, 世會, 天時로, 人事를 居處, 黨與, 交遇, 事務 등의

네가지로 나누어 각각을 설명하고 있다. 四端論에서는 臟腑의 품부받은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肺大肝小한 자가 太陽人, 肝大肺小한 자가 太陰人, 脾大腎小한 자가

少陽人, 腎大脾小한 자가 少陰人이라고 하듯이, 肺肝脾腎의 四臟의 大小로 太陽, 太

陰, 少陽, 少陰의 네종류의 인간형을 구분하였다. 擴充論에서는 太陽, 少陽人의 哀怒

性情과 太陰, 少陰人의 喜樂性情을 天機에 해당되는 天時, 世會, 人倫, 地方 또는 耳,

目, 鼻, 口에 배합시키고, 그와 함께 人事에 해당되는 交遇, 事務, 居處, 黨與 또는

脾, 肺, 腎, 肝에 배합시켜 四象人들의 哀怒, 喜樂의 性情의 變化에 따라 耳의 聽, 目

의 視, 脾의 嗅, 口의 味의 차이를 논한 것이다. 臟腑論은 肺-胃脘, 脾-胃, 肝-小腸,

腎-大腸의 所在部位와 그 臟器의 생리적 기능을 논하였다. 醫源論에서는 扁鵲에서부

터 張仲景, 朱肱의 『活人書』, 李杲, 王好古, 朱震亨, 危亦林, 李梴, 龔信 그리고

『東醫寶鑑』의 許浚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논한 것이다. 廣濟說에서는 幼年, 壯年,

老年의 성격차이와 善人, 惡人, 山谷人, 市井人, 農夫, 士人, 狂童, 淫女, 愚夫, 妬婦

등의 기질 및 생활태도의 차이를 열거하였다. 四象人辨證論에서는 수만명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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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太陰人은 5천명, 少陽人은 3천명, 少陰人은 2천명, 太陽人은 서너명 혹은 10

여명 뿐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東醫壽世保元』에서 논하고 있는 四象醫學理論은

기존의 어떤 이론과 비교해보아도 獨創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扶陽論도 韓國의 傳統醫藥技術에 있어서 독창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다. 扶陽論은 李圭晙(1855～1923)에 의해 제기된 韓國 固有의 醫學이론이다. 李圭

晙은 扶陽論을 주장하는 근거로 『素問大要』에서 “소아는 겨울에 다리를 드러내도

추위를 모르는데 노인은 여름에도 무릎이 시리다고 한다. 이것은 陽來則生, 陽治則

育, 陽盛則壯, 陽衰則老, 陽歸則死의 증거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火에 대해서 “心

은 君火라 하고 腎을 相火라 하지만 별개의 火가 아니라 君火가 水에서 행한 것”, “火

는 氣가 되어 知覺運動, 呼吸, 笑語 등 일체의 인체활동을 비롯하여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風寒을 防禦하는 등의 生理作用을 하며 一身을 周流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素問大要』의 「氣血論」에서는 생명의 근원은 火. 陰陽이 相交하고 氣血

이 疏通되면 健康을 얻고 寒氣가 侵犯하면 疾病을 얻게 되므로 眞火를 잘 保全하는

扶陽降陰의 治方이 重要하다고 하였다. 「腎有兩臟辯」에서는 『難經』의 “左腎水右

命門火說”을 반박하고 腎은 北方水이므로 腎火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君火를 제

외한 다른 네 장기가 모두 相火를 얻어 그 기능을 발취하며, 腎 역시도 “水得火則精

生, 水勝火則精亡”한다고 하여 火로서 병을 발생케 한다는 從來의 說을 논박하고 있

다.

5. 中國醫學의 土着化 過程

中國醫學의 土着化 과정만을 추출해서 논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

성이 있다. “中國醫學의 土着化”라는 단어가 韓國의 傳統醫藥技術의 모태가 모두 中國

醫學이기에 학국의 傳統醫藥技術의 기원을 따지면 모두 中國이라는 식의 단순 논리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文化의 발생과 發展, 전파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

없다. 中國醫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여 韓國의 醫學이 發展하게 된 것을 부정하

는 것은 아니지만, 中國醫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 맞게

끝없이 이를 변용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첨가하여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나갔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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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의 수입과 土着化도 이러한 맥락에서 意味가 있다. 의료제도 상 中國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전혀 韓國적 용어로 中國과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

다. 『續日本記』의 기록에 따르면 高句麗인 侍醫 毛治가 日本에 초빙되어 改元儀式

에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日本書紀』欽明主 14 (A.D.553년)의 기록에서 “따

로 칙을 받들어, 易博士 施德 王道良, 曆博士 固德 王保孫, 醫博士 奈率 王有淩陀, 採

藥師 施德 蕃量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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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고, 『日本書紀』敏達主 6년의 기록에서 “百濟國王은 還使 大別王

들에 딸려서 經論 若干卷, 아울러 律師, 禪師, 比丘尼, 呪禁師, 造佛工, 造寺工 6인을

헌상하였다. 이들은 難波의 大別王의 절에 안치시켰다.”는 등의 기록이 보인다. 여기

에서 侍醫, 醫博士, 呪禁師 등의 호칭은 中國에서도 사용된 用語로 보이지만, 같은

用語에 비슷한 役割을 한 것이 中國醫學을 답습하였다는 證據라고 말할 수 없다. 우

리나라의 司法制度 등이 西洋의 制度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外國에 로

열티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制度의 運用은 그 國家의 必要에 따라 導入되어 狀況에

따라 끝없이 變貌한다.

科擧制度의 導入도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科擧制度가 導入될 때 醫師의 選拔考試

도 같이 시행된 것은 우리나라의 必要性에 의해서이지, 中國醫學을 導入할 必要에 의

해서는 아니다. 醫師科擧에서 醫業式과 呪禁式으로 나누어 醫業式에서 內科中心의 醫

師를 選拔하고 呪禁式에서 外科中心의 醫師를 選拔한 것이 바로 中國식 科擧制度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變用되어 실시된 것을 意味한다. 또한 選拔方法에 있어서도 中國

과 많은 差異가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鄕藥이 醫學에 중심에 서게된 高麗時代의 醫學도 그렇다. 高麗時代부터 朝鮮初期

까지 韓國에서 널리 사용된 處方과 理論을 널리 수집한 『鄕藥集成方』은 그 내용에

있어 中國醫學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이것으로 中國醫學의 아류라고 말할 수

없다. 『鄕藥集成方』이라는 의서는 韓國産藥材를 중심으로 醫學의 자립을 이루고자

모범을 보인 民族醫學 최고의 의서이다. 이 서적은 鄕藥醫學이 發展한 高麗時代부터

朝鮮初期까지의 韓國의 자주적인 醫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같은 논리에서 『醫方類聚』,『東醫寶鑑』은 中國의 의서가 아닌 韓國人의 의서

라고 보아야 한다. 『醫方類聚』가 대부분 中國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中國醫學의 정

리집이라고 말할 수 없다. 『醫方類聚』는 독창적인 내부논리를 지닌 朝鮮醫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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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리의 결과, 후대에 『東醫寶鑑』이라는 巨著

가 가능하게 되었고, 韓國의 韓醫學은 獨自的인 傳統을 걷게 된다. 이러한 獨自的인

傳統은 이미 高麗時代부터 이어져온 鄕藥의 傳統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6. 東醫學의 성립과 發展

東醫學의 성립시기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가능하다. 짧게는 『東醫寶鑑』의 성립

이후로 볼 수도 있고, 길게는 高麗時代 鄕藥醫學의 성립 이후로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東醫學이란 용어는 ‘동쪽의 醫學’ 즉 동북아시아의 동방에 해당하는 한반도에서

행해진 醫學이라는 意味에서 시대를 초월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 비록 ‘東醫’라는 단

어를 許浚이 처음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이 단어가 내포하는 내용을 음미해 볼 때 朝

鮮中期 이후로만 국한시킬 수 없다. 朝鮮初期인 1433년에 간행된 『鄕藥集成方』의

原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름난 醫師의 病을 診察함과 藥을 쓰는 것이 모두 地域의 風土에 따랐으니, 애

초에 한가지 方法에 拘碍된 것은 아니었다. 무릇 백리마다 風俗이 같지 않고 천리마

다 바람이 같지 아니하니, 포목의 생겨남도 각각 마땅한 바가 있어서 사람의 먹고 마

심과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바 또한 익숙한 것이 있다. 이에 옛 聖人들이 온갓 藥草

의 맛을 보시고 四方의 性質에 따라 治療하신 것이다. 오직 우리 나라는 하늘이 한

區域을 만들어 주어 동쪽 땅에 웅거하였으니, 산과 바다에 보배로운 것들을 부여받았

고 草木藥材들이 生産되어서 무릇 가히 百姓의 生命을 기르고 百姓의 疾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醫學이 소홀히 여기어져 폐

절되어 藥物 채취에 때를 무시하였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여기고 먼 곳에서 구하여

사람이 병이 들면 반드시 中國의 구하기 어려운 약들을 찾으니 이것은 어찌 七年된

병에 三年된 쑥을 찾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藥을 얻을 수가 없어서 疾病을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이라.”14)

14) 名醫之診病用藥皆隨氣施巧初非拘以一法蓋百里不同俗千里不同風草木之生各有所宜

人之食飮嗜慾亦有所習此古昔聖人嘗百草之味順四方之性而治之者也惟我國天作一區據

有大東山海寶藏之與草木藥材之産凡可以養民生而療民疾者蓋亦無不備焉但自古醫學踈

廢採取不時忽其近而求之遠人病則必索中國難得之藥是奚啻如七年之病求三年之艾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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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리는 두가지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韓國과 中國의 風土의 差異

에 대한 인식이다. 中國과 韓國이 다른 風土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醫學도 달라

야 한다는 認識은 『鄕藥集成方』의 序頭에 이처럼 비치고 있지만, 이것은 高麗時代

부터 널리 퍼진 認識을 基盤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高麗時代에 이미 中國

과 韓國의 差異를 認識하고 鄕藥에 대한 論議가 活發하였기 때문이다. 鄕藥에 대한

活發한 論議는 ‘鄕藥’이라는 이름이 붙은 수많은 醫書의 刊行으로 이어져 朝鮮初期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鄕藥集成方』에 의해 整理되게 된 것뿐이다. 『鄕藥集成

方』이전에 이미 高麗時代에 東醫學이 성립되었다는 認識이 이미 팽배해 있었다는 것

은 이와 같이 『鄕藥集成方』原序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中國의 藥物을 사용하려는 당시의 시속에 대한 비판이 있다. 위의 原序에

서 “가까운 것을 소홀히 여기고 먼 곳에서 구하여 사람이 병이 들면 반드시 中國의

구하기 어려운 약들을 찾으니”라고 한 것은, 당시의 시속이 中國産 藥材를 찾고자 하

는 風土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醫學의 전체적인 藥物 활용범위

가 넓어지는 추세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전에 우리나라보다 다채로운 中國

産 藥材의 需給이 圓滑하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藥材를 채취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점차 中國産 藥材의 需給이 圓滑해지면서

治療藥材의 活用範圍도 덩달아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醫學의 發展을

意味한다. 이후에 藥草裁培가 活發해지게 된 것도 中國産 藥材를 輸入하는 것보다 우

리나라에서 裁培해서 販賣하는 것이 輸入이 더 좋기 때문일 것이다.

朝鮮 中宗 때, 諺解醫書가 다수 간행된 것도 이러한 東醫學의 發展된 모습을 보

여주는 것이다. 『辟瘟方』, 『瘡疹方』, 『續辟瘟方』,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分門瘟疫易解方』 등 중종 때 간행된 한글판 의서들은 백성들의 疾病을 우리의 醫

學으로 널리 치료해낼 수 있다는 東醫學의 자신감을 표출해낸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東醫寶鑑』까지 이어지게 된다. 『東醫寶鑑』이 許浚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책이 간행되게 된 것을 단순히 許浚 개인의 천재성으로 돌릴 수는

없다. 許浚은 이전에 韓國 내부에 축적된 醫學적 저력을 모아서 하나로 분출시키는

역할을 한 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許浚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

哉於是藥不能得而疾已不可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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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도 당시 韓國 韓醫學의 수준이 中國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

닌가 한다. 許浚의 이러한 작업이 모태가 되어 후세에 여러가지 의서들이 나오게 된

다. 『廣濟秘芨』,『濟衆新編』,『方藥合編』,『東醫壽世保元』등이 그러한 서적들이

다. 특히, 『東醫寶鑑』이후 韓國의 韓醫學은 中國醫學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發展

한다. 동시대 청나라에 해당하는 中國은 溫病學을 중심으로한 外感病 중심의 辨證論

治體系가 發展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雜病中心의 醫學이 계승發展한다. 『東醫寶鑑』

이후 시기에 해당하는 朝鮮後期 韓國 韓醫學에 동시대 中國의 溫病學的인 要素가 전

혀 보이지 않는 것은 中國의 溫病學 관련 자료를 우리나라 의사들이 수집하지 못하였

기 때문이 아니다. 당시 中國과 韓國이 수많은 학술적 교류가 있어서 北學派 등의 학

술유파가 생겨날 정도로 긴밀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溫病學 관련 서적이 韓國에

한권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보다는 오히려 韓國의 의사들은 中國의 溫

病學이 韓國의 風土에 전혀 맞지 않는 醫學이라고 보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東

醫寶鑑』이전부터 이미 상존하였던 韓國人의 의식이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즉, 中國

과 韓國은 風土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 맞는 醫學을 만들어나가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東醫寶鑑』이후 韓國의 韓醫學이 中國醫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7. 韓國의 東醫學과 中國의 中醫學의 차이

이제 韓國의 東醫學과 中國의 中醫學의 차이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다.

東醫學은 韓國 땅에 존재하는 傳統醫學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東醫學이 만들어지

게 되는데에는, 古代로부터 존재했던 韓國 固有의 치료술 등이 朝鮮 初期 『鄕藥集成

方』등에서 일차 정리되고 『醫方類聚』의 간행으로 韓國 傳統醫學의 틀이 갖추어지

게 되었다. 이것은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으로 이어져 中國과는 다른 獨自

的인 醫學傳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東醫學에서 중심으로 삼는 것은 人間의 體質的

特性과 自然과의 關聯性이다. 그런 점에서 人間中心의 醫學이라고 할 수 있다. 東醫

學의 學問體系는 性理學的 傳統과 百姓들에 대한 爲民思想이 깔려 있으며, 內部的 原

因의 重視하고 經驗方을 重視하는 特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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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醫學은 中國 땅에 존재하는 傳統醫學을 말한다. 中醫學은 역사적으로 여러 醫

學流派가 論爭을 하면서 發展해 왔다. 특히 明나라 末期부터 溫病學이라는 中國固有

의 醫學이 擡頭되어 淸나라 以後에는 韓國과 다른 醫學的 傾向으로 發展하였다. 中醫

學은 辨證施治에 따라 疾病을 治療해내는 疾病中心의 醫學이라는 점에서 東醫學과 다

르다. 그 學問體系는 傷寒論과 溫病學을 中心으로 하는 傳染性 疾患을 中心으로 한

다. 최근 中西醫結合이라는 새로운 試圖를 하고는 있지만, 그 成果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8. 앞으로의 課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은 中國醫學의 輸入後 지난한 土

着化過程을 통해 發展에 發展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醫學이 自

體的 論理體系를 갖춘 民族醫學으로 成長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의 우리 風土

에 맞는 醫學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던 勞力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傳統

醫藥技術을 繼承하여 發展시켜야 할 義務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

저 우리들 自身의 意識改革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民族醫學이 中醫學의 아류이며 변방이라는 식의 잘못된 認識이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傳統醫藥技術의 발굴과 이를 통한 發展은 불가능하다. 中醫學

과 東醫學은 그 성장과정과 內部論理에 差異가 있다. 中醫學이 中國의 風土와 中國人

의 체질에 맞게 만들어지고 發展한 醫學이라면, 東醫學은 韓國人의 체질에 맞는 醫學

이다. 그러므로, 中國醫學이 韓國에 수입된 후에 土着化되는 과정은 韓國人에 맞는

醫學이 만들어지는 過程의 一端일뿐이고, 實際로 重要했던 것은 우리에게 맞는 醫學

을 만들어나간 기나긴 過程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東醫學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