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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囊訣』 연구

정지훈1)

Study of 『CheongNangKyeol』

Jung Ji Hun

『CheongNangKyeol』is a total medical book written by Nam Chai Woo and

published in 1924, to be used in a Korean medical school. It was published to

raise generation and reconstruct Korean medicine and get the authors medical

expriences across to lots of people and get it more useful. 『CheongNangKyeol』

strengthen the study of classics of Korean medicine and it shows various efforts

to reconstruct Korean medicine done those days.



1. 서론

『靑囊訣』2)은 구한말에서부터 일제시대에까지 활동한 儒醫인 南采祐에 의해 쓰여

1924년에 발간된 일제시대의 한의학술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종합의서이다. 이

책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한의학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한의사들이 한의

학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간명화 된 처방을 식민

지 시대에 고통 받는 민중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후학들에게 한의학을 제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그러한 노력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남채우는

1) 세명대학교 강사 

2) 『靑囊訣』의 영인본은 두 가지가 있다. 1924년에 나온 원본과 1973년에 계축문화사에서 영인한 것인

데, 본 논문에서는 1924년에 발간된 것을 저본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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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의 한의학을 언급할 때 반드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인물에 틀림이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채우와 그의 의학사상을 담고 있는 『靑囊訣』에 대한 연구는

몇몇 의학사류의 정리집에서 간단하게 언급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남채우에 관한 연구의 초보적 탐색을 목표로 그의 저술 『靑囊訣』의 내

용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의학사상을 소개하고, 그 발간목적, 목차 및 내용분석을

서술한 후, 마지막으로 『靑囊訣』이 지니는 시대적, 학술적 의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2. 『靑囊訣』의 書名에 대하여

“靑囊”이라는 말은 원래는 藥囊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나중에 醫術이라는 뜻으로

어의전성 되었다. 이 단어의 시작은 『後漢書․方術下․華佗傳』이다. 그곳에는 “화타

가 죽을 때를 당하여 옥리에게 서적을 한 권 주면서 비결이라고 말하였으나, 옥리가

법을 두려워하여 이를 받지 않자 화타가 이를 태워버렸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張

驥가 주석을 달때 華佗가 의서를 담고 있었던 주머니를 靑囊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는

데, 이로부터 의서를 담는 주머니를 靑囊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이 단어는 “의학의 비결”이라는 의미로 전성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남채우도 이

를 자신의 저작에 대한 자부심과 후학들에게 자신의 의학을 전수하고자 하는 열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책의 제목을 『靑囊訣』이라고 지은 듯 하다.

3. 南采祐에 대하여

南采祐는 1872년에 태어났으며 사망년도는 확실하지 않다. 호는 石泉이다. 그의 행적

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서문과 발문을 통

하여 몇 가지 사실만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집안은 원래 한양에서 대대로 벼슬을 한

양반 집안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낙향을 하여 합천 근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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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여 몇 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가정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벼슬

로 나가고자 하는 뜻을 접고 의학에 입문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뜻을

펼치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의학에 대한 포부는 서문의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그는

송대 재상인 범중엄의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의학에 대한 입문동기를 설명하고 있

다. “不爲良相, 當爲良醫”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 여덟 글자의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한말로부터 일제시대에 의학에 입문하여 醫人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구로 활용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儒醫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의학의 가치를 높이면서 자부

심을 잃지 않았다.

남채우는 이처럼 자신을 儒醫로 분류하면서 자신이 업으로 삼고 있는 의술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 일제시대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 시기 한의서적을 열람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체로 이 시기 醫家들이 자신을 儒醫로 생각하고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한의학의 발전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儒醫들은 구

한말에 외세의 침략에 의하여 조선의 국권이 위태로워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많

아지자 이를 안타까이 여긴 마음으로 의학에 입문하여 백성들을 구하고자 한 사람들

이다.

남채우도 정치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포부를 의학을 통하여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의 의학사상의 바탕에 깔려 있는 애민정신에서 엿볼 수

있다.

4. 『靑囊訣』의 발간 목적

『靑囊訣』의 발간 목적은 서문 및 발문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靑囊訣』에는

自序이외에도 李寅梓, 崔羽東, 卞榮晩 등이 쓴 서문을 포함하여 4편의 서문이 있다.

그리고, 金容玩, 제자 車判九, 아들 基元 등이 쓴 3편의 발문이 있다.

自序에서 저자는 “의학이라는 것은 남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

득하는 것이기에, 서적을 짓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韓國醫史學會誌  Vol.16  No.1  



- 186 -

터득 또한 의서가 없이는 힘든 일이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책을 지었다.”3)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가 후학들에게 자신의 의학을 전수하여 더 많은 백성들을 구하

고자 하는 의도로 책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靑囊訣』의 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편하게 읽어서 쉽게 의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부록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부록에서는 서양의학(전

염병, 약물 등)을 소개하고 있고, 직무나 제출양식 등을 써놓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행해졌던 醫生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

자의 의도와도 관계 깊다.

이렇듯, 이 책은 번쇄한 학술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쉬운 용

어로 민중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5. 『靑囊訣』의 체재 및 구성

『靑囊訣』의 체재 및 구성상의 특징은 목차와 첫머리에 있는 「例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靑囊訣』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目次 

 上卷 

  序   例言   病原歌   回春歌   藥性歌   六陳良藥歌 

  七方   十劑   服藥食忌   飮食禁忌   害人不可食物   殺人不可食物 

3) 自序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古者 靑囊訣卽 華佗之秘方 佗旣神於醫 則訣之至妙可知 而佗之後訣不傳焉 殆世無可傳之人 而六丁下收矣 

後之爲醫者 恨不得一挹上池水而注之眼 然竊獨以爲眞傳之在乎自得 而不專在書也 夫氣之順逆 稟之淸濁 

脈絡之滯濇 證候之虛實 以至升降浮沈之義 補瀉緩急之宜 自有天然微妙之理 而特寓之方書矣 昔齊桓公 讀

書於堂上 輪扁斲輪於堂下 釋椎鑿而前曰 君之所讀者 古人之糟粕也 以臣之事觀之斲輪 徐則甘而不固 疾則

苦而不入 不徐不疾之間 臣不能以喩臣之子 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 噫 斲輪小技也 而其術之難傳如是 則况
於醫書之微妙乎 自嘗百草以來 素問本草之類 皆醫學之眞訣 而讀之者 徒啜其糟而未得其妙 故欲學岐黃而

不能也 華訣雖不得見想與岐黃之書 規矩一致而特華氏得其眞諦矣 余於醫方素無一斑之窺 無以副日用之酬

應 迺蒐採諸家分門類聚 方文下一一詳載適用之法 藏諸囊裏 行旅居家以便私覽 故名之曰靑囊訣 雖非華氏

舊編 而所載方文皆古今醫藥之本方 則亦眞諦之所寓矣 輪扁之不徐不疾之間 豈可捨椎鑿而他求哉 惟在乎自

得之如何矣 此非蔑識之所可企及而惟參考古方 庶幾無大謬於華訣之規矩焉爾 

  甲子春二月上澣宜春南采祐 石泉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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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妨病忌食物   製藥禁忌   諸藥修製法   鍼灸法 

  附錄 

   洋藥質性    毒劇藥及普通藥區別    毒藥   劇藥    診察法 

   患者及看護人注意    十種傳染病    傳染病豫防消毒藥用法 種痘法 

   施術    藥物使用度量衡法    病名對照表 

   人體解剖圖    診檢書式    屆出書式    醫師規則 

 

下卷 

  處方索引目錄   處方   萬病單方   跋  

「例言」4)은 범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책을 지은 목적, 책에 실린 내용, 책의 서술

방법, 활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저술목적이 다분히 교육적인 것이며,

독자의 대상을 의학생 및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다.

『靑囊訣』의 구성상의 가장 큰 특징은 『醫學入門』의 형식을 빌어 『東醫寶鑑』의

목차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4) 例言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一. 本書난 藥業家와 醫學生及服藥家의 參考로 著述함

一. 內景外形雜病의 原因及症狀을 分門類聚야 七字로 懸韻作句야 誦讀記憶에 便利케 함

一. 內景外形雜病의 對症投劑에 必要 處方 五百餘首를 七字로 懸韻作句야 誦讀記憶에 便利케 함

一. 藥性本草 五百餘種을 其名의 第一頭字를 取야 가나音으로 分類야 索引에 必要케고 藥種마다 七

字로 懸韻作句야 誦讀記憶에 便利케 함 

一. 古今醫學大家의 經驗 鍼灸諸方과 及鍼灸에 對 圖說諸法을 分門類聚야 自解에 便利케 함

一. 洋藥 二百七十餘種을 其主治와 効能이 同一 것으로 分門類聚고 其色態와 遮光과 毒劇性과 用法分

量을 詳記함  

一. 毒藥과 劇藥을 區別야 其異名과 主性分과 應用을 詳記함 

一. 十種傳染病과 其他 傳染性이 有 病의 原因及症狀과 治療法과 消毒法을 詳記함 

一. 醫學上 凡物의 長短輕重을 測함에 一定 標準으로 萬國이 通用한 메ㅣ도루及구람의 度量衡比較表를 

詳記함 

一. 東西病名對照表의 其第一頭字를 取야 가나音으로 類聚야 索引에 必要케함 

一. 處方名의 第一頭字를 取야 가나音으로 類聚題目야 處方索引에 便利케함

一. 內景外形雜病에 對 古今經驗神奇 一千二百二十餘首의 處方을 分門類聚야 其病의 原因과 病의 

症狀과 藥의 用法을 詳記야 對症投劑에 大要케함 

一. 治療上 簡易코 神奇 洋藥處方 二百二十餘首를 漢方과 區別키 爲야 其標를 ○으로 함 

一. 原野에 所産과 閭巷에 頗多 草藥及賤材로 內外科雜病及婦人小兒의 萬病에 對야 神奇立効 各種

의 單方을 分門類聚야 僻谷에 居住고 窮寒에 窘難 患者에게 酬應大要함 

 



韓國醫史學會誌  Vol.16  No.1  



- 188 -

본초부분 및 동서병명대조표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나온 다

른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약물을 분류함에 독약 및 극약이라는 표현으로 약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전염병에

대한 당시 韓醫들의 역할 및 대처법에 대하여도 서술하고 있다.

단방요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간에서도 이 책이 읽히기를 바라

는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본문을 칠언절구로 쓰고 있어 암송에 편리하게 하고 있고, 고금

의 의학대가의 경험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그리고, 서양약물의 개별약물 뿐만이 아니라 처방도 소개하고 있다.

이상을 통하여 『靑囊訣』의 편제가 다분히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임상가에

서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醫生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靑囊訣』의 학술내용

『靑囊訣』은 『東醫寶鑑』의 목차순서에 따라 『醫學入門』의 형식으로 내용을 정

리하였다.

上卷의 칠언절구로 된 ‘病原歌’는 병의 근원(원인)을 밝혀놓은 것이고, 같은 형식의

‘回春歌’는 각 병증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처방을 나열한 것이며, ‘藥性歌’ 또한 같은 형

식으로 504종의 약물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 밖에도 六陳良藥歌, 七方, 十

劑 등과 약물금기 및 修治法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鍼灸法도 나열

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附錄으로 서양의학, 약물학 및 해부학 등의 내용과 각종 서식

과 규칙 등을 수록하고 있다. 下卷에서는 각종 處方 2100여개와 單方 1100여개의 내

용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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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靑囊訣』의 의의

남채우는 여러 儒醫들이 의학에 입문하게 된 것을 예로 들면서 저자 자신이 의학에

입문하게 된 것을 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구한말에서부터 일제시대 전 시기에

걸쳐 활동한 많은 의학자들의 의학 입문동기에 보편적으로 공통되는 모습이다. 서문

에서 보이는 그의 해박한 경전에 대한 지식과 비유 등은 그가 유교경전에 조예가 깊

었음을 보여준다. 濟民을 유가의 기본덕목으로 여기는 儒家의 입장에서 의술로 백성

을 구제한다는 것은 儒家의 사회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닌

다. 남채우는 그러한 면에서 당시 儒醫에 분류되는 醫家들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靑囊訣』의 첫 번째 의의이다.

둘째, 의술을 베풀어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진정

한 의학의 도임을 역설하고 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단순히 사기

가 침범하여 질병이 발생되어 이를 진단해내는 물질로서 바라보지 않고 정신을 지닌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정신을 중심으로 여기

는 관점은 전통시대 한의서적에 광범위하게 보인다. 즉, 『東醫寶鑑』에 보이는 “欲治

其病, 先治其心”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남채우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서양의학에 의해

인체의 물질적 요소만을 중시하는 사조가 온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라

고 할 것이다. 그는 정신을 질병치료에서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역설함으로써

서양의학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서양의학과의 융화노력이다. 1920년대 한의학의 특징은 서양의학과의 융화 노

력이라 할 것이다. 그는 새로운 의학을 추구하자고 한 당시 시대의 사조를 깊이 인식

하고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그는 먼저 옛 서적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받아들여

야 할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는 개방된 마음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8. 결론

1. 『靑囊訣』은 南采祐가 쓴 책으로 1924년에 발간된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종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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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저자 南采祐는 한양에서 대대로 벼슬을 하다가 낙향을 하여 합천 근방에서 정

착한 집안의 후손으로 儒醫가 된 사람이다. 남채우는 여러 儒醫들의 의학에 입문하게

된 과정으로 예로 들면서 저자의 의학에 입문하게 된 동기도 이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의술을 베풀어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진정한

의학의 도임을 역설하고 있다.

3. 『靑囊訣』에서는 의학적인 설명을『醫學入門』의 형식을 빌어 『東醫寶鑑』의

목차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였다.

4. 1920년대 한의학의 특징인 서양의학과의 융화 노력을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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