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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掘 醫案 고려 학교 소장 經驗方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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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summarized a large part of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However, many aspects still 

remain incomplete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This is partly because the society under the Chosun dynasty was dominated by the 

gentry class and they were not active in the field of medicine. However, another reason is that, unlike the Chinese, these people left 

behind few medical case records (醫案, eui-an) that vividly describe the treatment methods prevalent during those times.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during those times, the focus of medical doctors was not on recording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s, but on 

simplification of diagnosis and treatments for practical use. However, since medical case records of any era provide an insight into the 

state of medical provision at that time, they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concrete knowledge regarding the state of medicine 

under the Chosun dynasty, and in understanding the uniqueness of Korean medicine in detail.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discuss the 

recently discovered Gyeongheombang (經驗方), which is archived at the Korea University, and through this we aim to add a new source 

of detailed information on Korean medicine, and to identify the potential of Korean medicine by demonstrating its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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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 의학에서 醫案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대
개의 의학서적이 이론이나 처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앞선 시대 의학서적 내용을 많이 참조하여 기록된 
것임에 반해, 의안은 필자 당시의 생생한 치료경험과 과
정 등을 담고 있어 당시의 의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의학뿐만 아니라 연관 분야에까지 그 중요성이 시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안 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국
내 연구 환경에서 의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 할 수 있다.1) 의학의 미시사를 조명하는 데에 이처럼 

좋은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은,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의안 자료라는 것이 愚岑雜著2), 歷試漫筆 등 최근 발
굴된 서적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의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는 상황은 醫案을 
최대한 발굴하여 학계에 보급하고 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최근에 발굴된 고려대 소장의 經驗方에 대
해 書誌的 報告를 함으로써 학술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일조하려고 한다.

1) 의안의 전반적인 연구현황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할 만하다. 이기복. ｢醫案으로 살펴보는 조선후기의 의학 : 실행과정에서 보
이는 의학지식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년 12월;34(3):429-459.

2) 愚岑雜著는 번역이 완료된 상황이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張泰慶 著, 안상우, 남성우, 김진경, 안상우, 황재운 譯. 국역 우잠만고/우잠잡
저.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년 12월.



發掘 醫案 고려대학교 소장 經驗方에 대하여

- 104 -

Ⅱ. 본론

 1. 개요 및 서지사항

본서의 소장처는 고려대학교이다. 1권 1책의 필사본으로 
크기는 27.0×15.5 cm이며 각 10행에 25자 내외가 필사되
어 있다. 表題는 ‘獨步 單’이라 되어 있으나 卷首에는 ‘經驗
方’이라고 되어 있다. 서문이 있으며 서문 끝에 ‘歲庚申冬小
白累人草于玉山滯所’라고 씌어 있어서 小白累人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이 庚申年 겨울에 玉山에서 작성했음을 알 수 있
다. 목차는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서문을 포함하여 
內紙 총 67장에 걸쳐 의안이 기록되어 있다. 卷首에 보이는 
장서인에는 ‘墨容室藏’으로 되어 있다. 墨容室은 全南 谷城
의 丁日宇 집안의 장서로, 7대 동안 10,000여 권을 蒐集하
여 1930년대 초에 연희전문학교 등에 기증한 것으로 유명
하다.3) 고려대학교에 확인 결과 이 서적 역시 그 즈음에 
고려대학교에 반입된 것이라 한다. 기증된 해에서 가장 가
까운 경신년은 1920년이다. 하지만 이 서적의 내용을 살펴
보면 치료를 받았던 대상이 대부분 邑宰이거나 邑宰 주변
인물 등인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이전의 내용으로 보이
며, 특히 종이의 재질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이전이라는 
사실은 더욱 확실하다. 때문에 서문에 보이는 경신년은 
1860년 혹은 1800년, 더 나아가 1740년 등으로도 소급이 
가능한데, 다음 기사에 근거하면 서문 작성 시기는 1740년
으로 여겨진다.

丁亥年 홍역 이후로 熱毒이 유행하여 어떠한 증세이든 
열을 수반하여 발발했기 때문에, 내가 三糞散[사람의 
똥과 개의 똥과 돼지의 똥을 섞어서 으깬 것]ㆍ동변ㆍ
환자 자신의 오줌을 증세에 따라 써서 곧 기이한 효험
을 거두었으나, 허증인 병[虛病]도 간간이 있었다.4)

위의 기사는 저자가 의료활동을 시작한 지 4년에 접어들
었을 때의 내용이다. 그런데, 정해년 가운데 홍역이 크게 
유행했던 것은 숙종 33년인 1707년으로5), 이 홍역은 그 이

전 해인 17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의 정해
년에는 홍역 유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서문 작성시
기인 庚申年은 1740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저
자가 의료 활동을 했다던 甲申年부터 己未年은 1704년부터 
1739년까지가 되며 정확하게는 40년이 아니라 37년간 의
료활동을 한 것이 된다.6) 때문에 이 서적은 18세기 전반의 
임상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表紙>

 

<卷首>
그림 1. 고려대학교 소장 經驗方

서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목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風病類 : 風泄, 痰, 風濕, 熱火, 頭痛, 頭風, 風眼疾, 痰
頭痛, 上焦風熱, 肝熱眼疾, 眼疾, 浮癩, 眼疾, 癩, 靑盲, 附毒.

• 傷寒類[附溫病感冒] : 傷寒虛症, 靑孀傷寒, 時令, 輪感, 
紅疹泄瀉, 傷寒潮熱, 溫疫虛証, 紅疫, 觸風傷寒, 時令, 脫頷
腹脹, 時令, 經感瘦脫, 熱蛔, 傷寒呼吸喘急, 傷寒潮熱胸滿, 
傷寒重症, 傷寒喘急, 傷寒氣陷, 挾食外感, 傷寒怪症, 時令, 
滿身靑黑, 勞復, 便秘, 傷寒陰症, 傷寒瘟疫後不解症.

• 雜病類 : 血痢, 酒傷, 冷癖, 肝 入下焦, 大便不通, 産後
發熱, 酒熱, 陰症舌病, 蠱, 胃火, 驗胎, 熱入血室, 産後泄瀉, 

3) 동아일보. ｢七代에 亘해 蒐集한 書籍 萬卷의 珍書寶冊到着｣. 동아일보사. 1932년 9월 29. 
4) 小白累人. 經驗方｢脈辨寒熱｣ “余丁亥紅疫以後, 熱毒流行, 勿論某症, 皆挾熱而發, 故多以三糞散[人糞･狗糞･猪糞合潰]･童便･自己尿, 隨症酬應, 則

輒收奇效, 虛病間間有之矣.” 이하 본서에 대한 인용은 저자 및 서명을 생략하고 기사명만 제시하기로 한다.
5) 대표적인 자료는 茶山과 星湖의 다음 기록 등이다.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7집 麻科會通 ｢年次第四｣ “丙戌 肅宗三十二年 疹大行 至丁亥.” ; 

李瀷, 星湖僿說 권10 ｢麻疹｣ “丙戌丁亥之交大遍歴.” 여기에 보이는 ‘疹’, ‘痲疹’ 등은 ‘紅疫’과 동의어이다. 정해년 홍역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로
도 확인 가능하다. 崔奎瑞, 艮齋集 권12 ｢亡兒持平行狀｣ “十六歲丁亥, 患紅疫未蘇……” 이 기사들에 보이는 정해년은 모두 1707년을 의미한다.

6) ｢序｣ “병을 치료한 것이 甲申年부터 己未年까지 거의 40년인데……[治病, 自甲申至己未, 殆四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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痰, 冷塊, 脚, 冷, 痘, 肝心風, 痰, 瘧, 虛脹, 懷胎, 懷胎, 塊
癖, 痢病反佐法, 毛髮毒, 虛脹, 血便, 昏窒, 痰, 産病, 脹, 吐
血, 吐血, 似瘧恐㥘, 痰喘, 心病, 脹, 心漏, 脫肛, 勞心病, 齒
疳, 胎虛, 外感頭痛, 虛勞, 死脈, 陰病, 胸腹痛, 消渴, 泄瀉, 
胸痛, 胃虛瘧, 腎虛陰症, 脚, 心病, 耳聾口啞, 乳疾, 癇, 小兒
暑積, 痢, 經驗, 孕婦, 虛氣, 驗胎, 痰滯經絡, 勞瘵, 小兒, 泄
瀉, 陰戶痒痛, 死脈, 痰, 脹, 補胎, 産後元氣陷, 陰症胸痛, 臍
中突出, 痰, 鬼壓, 胃火, 小兒腹瘧, 陰症, 陰症, 痢疾, 脹症, 
脈辨寒熱, 産母腸物墮出, 治呑物成病.

• 眼疾諸般大方
雜方 : 神效萬全膏, 八仙長壽丸, 萬病丸, 萬病紫菀丸, 三

生丸, 促孕丸, 七生丸.
別方 : 喉舌唇, 言語不通, 中風不語, 鱉腹, 濕痰流注, 肩臂

健忘, 腰臂脚痛, 霍亂胸腹, 中風急死, 濕痰, 濕痰氣結, 飮食
不消, 內腫, 腰痛脅痛, 鬱症心狂, 諸濕腎虛, 濕, 痘, 心痛氣
殘自汗, 濕氣乍寒乍熱, 浮脹, 浮症冷腹痛, 婦人無子, 腰痛胸
滿, 帶下, 大小便, 血燥毛盡氣, 血不足氣困, 疝冷淋疾, 大小
便, 骨痛, 癲癎, 脚氣.

雜方 : 回生保命丹, 荔核散, 小承氣湯, 大承氣湯, 大柴胡
湯, 三一承氣湯. 

상당히 많은 병증에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大題
目은 風病類, 傷寒類[附溫病感冒], 雜病類, 眼疾諸般大方 등 
넷으로 나눌 수 있다. 풍병과 상한 이외의 것을 모두 잡병
과 안질에 넣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眼疾諸般大方의 맨 
마지막에 보이는 雜方을 살펴보면 제시되어 있는 처방들이 
승기탕 및 시호탕 계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방들은 
특히 본문 내용에 많이 반 되어 있다.

2. 저자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서적의 저자가 小白累人이라는 호를 쓴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
이다. 그는 약 40년 동안(37년) 의술에 종사하여 평생 동
안 경험했던 것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을 기록하여 이 책
을 남겼다.7) 저자는 이 서적을 지을 때 큰 병을 앓았었는
지 생을 마감할 것 같은 예감에 휩싸여있다. 때문에 이 책
은 의술에 평생 종사한 저자의 墓標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
다.8) 그의 아버지는 남에서 수령으로 있었으며, 그는 어
릴 때에 점쟁이에게 점을 친 이후 점쟁이의 조언에 따라 
경서를 멀리하고 의술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남은 저
자의 아버지가 수령으로 있던 곳이기도 했지만, 훗날 저자
가 귀양을 간 곳이기도 하며9), 그는 軍官을 지낸 이력이 
있고10) 한 때 西學洞에 거처가 있었다11)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남과 近畿 일대에서 활약을 한 듯하다. 특히 
호남에 대해서는 ‘멀리 호남에 유람을 가려고 하고 있었
다’12)라는 기록으로 보아 원소장처인 호남의 곡성 일대와 
저자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증상을 중시하지 않고 맥을 중시하여 진단하고 
이에 따라 치료를 하 는데, 이는 종종 다른 이들에게 오해
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13) 그가 남긴 의안 속에는 
증상 및 진맥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다른 의원들과 
처방에 대해 다툰 것은 서사적인 내용을 담은 꽤 긴 기사
를 이루고 있다. 저자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오해, 시기, 그
리고 마침내 이룬 명성 획득 등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저자가 스스로 이룩한 나름의 체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처방을 많이 구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저자
는 승기탕 계열의 처방에 감수･대극･원화 등을 섞어 쓰는 
등 峻劑를 많이 썼으며, 종종 다른 의원들뿐 아니라 환자의 

7) ｢序｣ “내가 의술을 업으로 삼은 지 40년 되었다. 선친께서 남의 수령으로 계실 때에 남씨 성의 점쟁이에게 내 운명을 점쳤더니, ‘아이는 글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지만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요절할 운명입니다. 혹 雜術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널리 인명을 구하고 매우 장수할 것입니
다.’라고 하 다 한다. 이에 선친께서는 나에게 의술을 배우고 경서는 멀리하라 하셨다.[余業醫, 蓋自四十年矣. 時先親作宰嶺南, 籌余命於南姓之
卜者云, 此命當以文鳴世, 早科早夭, 而儻就雜術, 則必廣救人命, 而極延壽. 先親仍敎余醫而去書焉]”

8) ｢序｣ “지금 60의 나이로 두려움이 많고 정신도 혼미하여 다시 삶을 온전히 할 희망이 없음을 슬퍼하고 원망한다[今以六十之年, 又墜㥘網老昏, 
悲寃更無生全之望]”

9) ｢痰｣ “내가 옛날에 남에 귀양 갔을 때, 주변 선비들이 다들 ‘귀양 온 나그네이니, 의술로 유명하다지만 어찌 궁궐의 이씨나 안동의 김씨를 치
료할 수 있겠는가?’ 하 다[余初謫嶺外, 遠近士人, 皆言謫客, 雖以醫鳴世, 安能當龍宮之李, 禮安之金乎云云]”

10) ｢傷寒氣陷｣ “내가 어떤 대감의 군관(軍官)으로 있으며 숙직하고 있을 때[一余相位軍官在直廳]”
11) ｢血痢｣ “내가 西學洞에 살 때 말을 타고 아침에 길을 나섰는데[余居西學洞, 騎馬朝出]”
12) ｢經驗｣ “나는 당시 멀리 호남 땅으로 유람을 가려고 하고 있었다[余時將遠遊湖南]”
13) ｢序｣ “병을 치료한 것이 甲申年부터 己未年까지 거의 40년인데, 매번 어떤 병에 대해서 內傷･外感･雜病･奇疾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脈을 따르

고 증세는 따르지 않았다. 당시 의원들은 처음에는 내가 망령되다 비웃었고, 중간에는 내가 옛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병을 잘 맞추는 것을 
괴이하게 생각했으며, 끝내는 나의 명성을 꺼려 여러 사람들이 헐뜯는 데까지 이르 으니, 반평생을 是非의 무더기 속에서 오르내렸다[治病, 
自甲申至己未, 殆四十年, 每於某病, 勿論內傷･外感･雜病･奇疾, 以一脈不從症. 時醫初則笑我妄, 中則怪我不用古而多中病, 終至忌我鳴而衆毁之, 半
生出沒於是非叢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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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투는 장
면들이 등장한다. 특히 환자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
서 과감하게 峻劑를 쓰며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는 흡사 
전쟁을 치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때문에 이 책에서는 
‘성을 등지고 일전을 치른다’는 의미의 ‘背城一戰’이라는 말
이 관용어구처럼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한다. 

당시 정황을 잘 알 수 있는 기사 하나를 예시한다.

어떤 관리가 상한을 앓게 되어 여러 의원들이 땀내는 
약[發表劑]을 많이 썼더니 潮熱이 오르내리고 가슴이 
그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 다. 나를 부르기에 진맥
을 해보니, 맥이 沈伏하고 緩滑하 다. 이것은 담을 끼
고 있는 毒熱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大
承氣湯에 생지황 3돈을 더하여 하루에 2차례 먹여 5
첩을 썼더니 대세가 멎은 듯하 고, 주인 집안에서는 
매우 기뻐하 다. 다시 진맥을 해보니, 양 척맥에 滑數
한 기미가 있었다. 내가 “숨어 있는 열을 아직 다 없
애지 못했습니다. 흉격 사이도 熱痰이 풀리지 않았으
니, 三白散을 복용하여 남은 독을 씻어내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 으나, 주인 집안의 至親 중 의술을 아는 
자가 가벼운 병에 약기운이 센 약은 절대 쓸 수 없다
고 하 다. 다시 다른 의원을 불러 가볍고 맑은 성질
로 조리해주는 약[輕淸調理劑]를 썼더니, 환자의 안색
이 처참해지고 밤낮으로 통증을 호소하 다. 여러 의
원들이 변함없이 모시며 모두 “脈度로 보자면 數하지 
않으니 반드시 열이 없을 것이고, 눌러보아도 힘이 없
으니 필시 기가 허한 것입니다.”하고는, 六君子湯 4첩
을 지어 썼더니 아파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나오고 미
음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한 의원이 月經水를 썼지
만 흉격 사이가 답답하게 막혀 내려가지 않자 온 집안
사람들이 손쓸 바를 몰랐다. 내가 진맥을 해보니, 촌맥
과 관맥이 澁數하고 때로 結의 기운이 있었으며, 양 
척맥이 沈小하고 滑實하 다. 내가 “이 병은 하초에 
숨어 있는 열을 다 씻어내리지 못하여 熱痰이 흉격에 
가득 차 막힌 것이니, 맥이 濇小한 것은 열이 원기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하니, 여러 의원들이, “누가 
장부를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인가?”하며 서로 비웃었
다. 내가 “조만간 背城의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 氣血
이 모두 고갈되어 손을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하니, 
환자의 온 집안사람들이 비로소 놀라 간절히 처방을 
구하 다. 때문에 大承氣湯에 생지황 1냥을 더하여 하
루에 2차례 먹이고, 아울러 지 이 즙에 牛黃膏 10환
을 타서 낮에는 2그릇, 밤에는 1그릇을 먹이라는 뜻을 
신신당부하여 일러주었다. 환자의 집안에서 내 말대로 
2일 동안 약을 썼더니 환자가 이윽고 편히 자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며 대변이 줄줄 나왔다. 내가 
또 진맥을 해보니, 맥이 처음에는 遲했으나 數해지고 
힘이 생겼다. 또 2일 동안 더 권하여 썼더니, 크게 설
사하고는 여러 증세가 점점 사라졌다. 다시 柴胡四物
湯에 대황 2돈을 더하여 하루 2차례 3일을 먹이니 나
았다. 환자의 동생이 하례하며 “이 병에서 살려내지 
못했다면, 우리 형수가 이미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어 
필시 약을 처방한 의원을 찌르고자 하 을 터라, 우리
들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지금 마침내 효험을 보았
으니 양가의 다행입니다.”하 다. 이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만약 열이 심하고 기가 약
하여 양기가 소모되고 음기가 고갈되어 살릴 수 없게 
되었다면, 이것이 어찌 의원의 죄란 말인가? 의술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부인이 약을 사용하는 시기가 늦
어졌음을 생각지 않고 칼을 들고 튀어나왔다면, 그 놀
라움이 어떠했겠는가? 내가 상한의 중병을 고쳐서 기
사회생시킨 것이 헤일 수 없지만, 대략 가장 놀라운 
경험이기에 후인들의 경계로 삼고자 한다.14)

승기탕 계열의 처방인 대승기탕을 써서, 복용 후 대변을 
크게 보고 나서 맥상이 변화되고 환자가 회복된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는 특히 다른 의원과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
이 제시되어 있다. 다른 의원과 다툰 내용들 대부분은 준제
를 써야 한다는 저자와 그에 반대하는 다른 의원, 그리고 
중간에서 결정짓지 못하다가 저자의 의견을 따라 살아난 

14) ｢傷寒潮熱胸滿｣ “一官人得傷寒, 諸醫多用發表之劑, 潮熱升降, 胸滿不睡. 召我診之, 脈沈伏緩滑, 此未及治挾痰之毒熱, 用大承氣湯加生地黃 三戔, 
日再服五貼, 大勢似歇. 主家甚喜. 更診則兩尺有滑數之意. 余曰: 隱熱猶未盡祛, 膈間亦不得利, 及服三白散以滌餘毒. 主家至親有知醫者, 以爲病輕
藥重, 決不可用. 更邀他醫, 用輕淸調理之劑, 病人顔色悽慘, 晝夜叫痛. 諸醫不移侍之皆曰: 以脈度言之, 不數必無熱, 而按之無力, 必是氣虛. 製用六
君子湯四貼, 痛聲尤出, 粥飮亦廢. 一醫用月經, 膈間煩滯而不下, 擧家罔措. 余診之, 寸關澁數, 時有結氣, 兩尺沈小滑實. 余曰: 此病下焦隱熱未能滌
下, 熱痰窒滿胸膈, 而脈之濇小, 熱傷元氣故也. 諸醫曰: 誰能洞見臟腑乎? 相與哂笑. 今明間如不用背城之戰, 氣血俱竭, 難可下手. 病人一家始驚動, 
懇求藥方. 以大承氣湯加生地黃 一兩, 日再服, 兼以地龍汁調牛黃膏數十丸, 日用二器, 夜服一器之意, 申申叮囑. 病家依余言用之二日, 病人仍得穩睡
有食念, 大便滑泄. 余又診之, 脈始遲而數有力. 又勸用二日, 大泄之, 諸症漸退. 改以柴胡四物湯加大黃 二戔, 日再服三日而差. 病人之弟賀曰: 此病
若不救, 吾嫂氏已磨劍待之矣. 必欲刺用藥醫, 故吾輩深憂之, 今果收效, 兩家之多幸. 余聞此言, 不覺心悚. 如或熱重氣弱, 已成陽耗陰渴而不救, 則此
豈醫罪? 不知醫理之婦人, 不思用藥之晩, 持刀突出, 其驚爲如何哉? 余治傷寒重病, 起死回生, 未知幾許, 而略服最駭處, 以戒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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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예나 저자의 의견을 저버리고 목숨을 잃은 예 등이 
대부분이다. 저자의 이러한 태도는 당대에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이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여럿 살려
내어 차츰 명성을 쌓게 된 듯하다. 다음 기사는 초상 준비
까지 하던 환자를 저자의 기지로 살려낸 일화가 담겨 있다.

젊어서 과부가 된 어떤 대감집의 부인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유행병[時令]을 앓아 턱이 빠지고 배가 부풀
어 올랐으며 숨이 몹시 가쁘고 정신이 온통 혼미했다. 
여러 의원들이 약을 썼지만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나
를 부르기에 진맥을 해보니, 육맥이 沈滑하고 長大하
며 힘이 있었으니, 이는 지독한 담[頑痰]이 熱毒을 끼
고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병은 痰積이 火에 상한 
것입니다. 열병으로 생긴 熱毒을 얻어 痰이 온갖 곳에 
횡행하고 있으니, 쉽게 공격해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大承氣湯 4-5첩을 2시간마다 
나누어서 달여 계속 써야만 겨우 삿된 독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하 다. 주인집에서는 처음에 이 말을 믿고 
大承氣湯 4첩을 함께 달여 놓았다. 우선 1첩을 입에 
넣어주었더니 즉시 토하고 눈이 뒤집히며 몸에서 열이 
났고, 2첩과 3첩도 여전히 토하 다. 곁에 있는 사람
들이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병자도 차마 그 고
통을 참을 수 없어 혼절하려는 듯하 다. 주인 대감이 
나를 돌아보며 “약 3첩을 썼는데 모두 토해내고 병세
마저 더해져 경각도 보전할 수 없으니, 차라리 약을 
끊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겠네.”하고는 눈물을 흘
리며 나가버렸다. 나도 下軒으로 따라 나갔다. 이 때 
병수발 들던 사람은 주인의 이종사촌이었다. 나는 대
감이 담 모퉁이를 돌아 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곧 몸을 돌려 병수발 들던 이에게 거짓으로 “대감께서 
남은 약 1첩을 다시 올린 뒤에 변화를 살피라고 하셨
습니다.”하니, 그 사람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 다. 내
가 外軒으로 나오니, 대감은 사람들에게 초상 치를 온
갖 기물을 준비하라 하 고 사람들은 몇 식경 동안이
나 황황히 움직 다. 병 수발 들던 사람이 나오자 대

감이 고개를 돌려 “이미 죽었느냐?” 묻자, “형님께서 
나가실 때, 남은 약을 반드시 쓰라고 하셔서 바로 1첩
을 입속에 부어넣었더니 비로소 토하지 않았고, 잠시 
있다 검고 매끄러우면서 진흙 같은 변을 많이 누고서
는 부풀었던 배가 곧 가라앉고 호흡이 평상시처럼 되
었으며 빠졌던 턱도 들어갔습니다. 곧 미음을 찾기에 
비로소 미음을 올려 먹 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대감
이 뛸 듯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와 
웃으며 나에게 “내가 병에 특이한 효험을 거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자네가 명확한 견해로 權術을 써
서 남은 약을 모두 쓰게 하 으니, 자네의 재주가 어
찌 名醫에만 그치겠나?”하고 말하 다. 약을 사용할 
때는 턱이 빠져 복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나무 막
대의 윗부분 끝은 표주박에 박고 아랫부분 끝은 환자 
목구멍에 넣어 약을 부어주었다.15)

이 기사에서도 준제를 쓰고 있으며 특히 초상 치를 준비
를 하는 가족들을 속여서 약을 더 써서 살려내는 독특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기지를 내어 죽어가던 
환자를 살리는 내용이 책에서는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는 
의원에 대한 신뢰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으며, 그
의 名醫로서의 명성 획득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쌓은 명성은 단지 修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매우 기이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확인시
켜주는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다음 한 단락은 그 정황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하루는 그 지역의 노의원이 급히 내가 거처하던 방으로 
들어와 놓아둔 의서들을 펼쳐보았다. 내가 괴이하게 
여겨 묻자 “그대에게는 필시 비방이 있겠지? 그렇지 
않다면, 약을 쓰는 것이 어찌 이처럼 신이하단 말인
가?”하 다. 내가 웃으며, “맥의 허실을 조금 아는 것
에 불과합니다. 의술에 어찌 비방(秘方)이 있겠습니
까?” 하 다.16)

15) ｢脫頷腹脹｣ “一宰相靑孀婦人, 年過三十, 患時令, 脫頷腹脹, 呼吸促急, 精神皆憒. 諸醫試藥, 少無效驗. 召余診之, 六脈沈滑長大有力, 此頑痰挾熱毒. 
仍曰: 此痰積傷於火, 又得熱疾毒痰橫亘, 決難容易攻滌. 宜大承氣湯四五貼, 一時分煎繼用, 庶挫邪毒. 主家初則信聽, 四貼承氣幷煎置之, 先用一貼入
口卽吐, 目反身熱, 二貼三貼如前吐出, 傍人不忍見其狀, 病人以不忍其苦, 若得窒塞. 主人宰相顧余: 用藥三貼皆吐, 病勢倍添, 難保頃刻, 寧止藥待盡. 
仍揮淚出去. 余亦隨去下軒. 此時救病者, 卽主人異姓從, 余稍俟宰相繞出曲墻, 卽回身佯告於救病之人曰: 大監敎以更進餘藥一貼, 以觀變動. 其人默
頭. 余卽出坐外軒, 宰相令人備初喪諸具, 人皆遑遑數食頃矣. 救病人出來, 宰相回問: 已死乎? 對曰: 兄主出來時, 敎以餘藥必用, 故卽灌一貼, 則始不
吐, 少頃大放黑滑泥便, 腹脹卽平, 呼吸如常, 脫頷亦收, 卽索粥飮, 故始進飮米飮也. 宰相跳起入內, 俄而出笑曰: 吾不喜如病之收效奇, 君之有的見, 
用權術, 使盡用餘藥, 君才奚特名醫而止. 用藥脫頷難服, 故以竹竿上頭穿瓢而下頭入喉灌之.”

16) ｢痰｣ “一日局內一老醫, 疾入所居之房, 披閱所置醫書, 余怪而問之曰: 君必有秘方. 否則用藥豈如是神異乎? 余笑曰: 不過稍知脈之虛實故也. 醫豈有
秘方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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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정보로서의 一特點

이 책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맥을 매우 중시했으며, 
죽어가는 환자에게 준제를 과감하게 썼다는 것 이외에 다
른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치료의 대상의 
대부분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책에 등장하는 
환자는 ‘宰相’, ‘相’, ‘官人’, 그리고 그들의 부인 등 당시 지
배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책의 의안 내용이 
대부분 당시 近畿 지역의 지배계층을 치료했던 경험들을 
모은 것임을 지시한다. 의원 대부분이 과감한 약재를 쓰지 
못하 던 이유도 사실상 지배층인 환자가 죽을 경우에 닥
칠 후한이 크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책은 준제를 과감히 썼던 것 외에 愚岑雜著와는 또 
다른 독특한 점이 포착된다.

四醫經驗方을 읽어보면 오늘날 약재로 전혀 쓸 수 없
는 처방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을 잘 활
용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한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四醫經驗方과 마찬가지로 똥을 적극적으로 처방으로 활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것은 그 처방 대상이 당
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18세
기에는 민간에서뿐 아니라 近畿 일대의 지체 높은 사람들
도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의 민간의학적 성격의 약
재를 많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똥과 관련된 처방이 쓰인 예들이다.

① 어떤 대감이 젊었을 때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
하며 오한이 드는 병을 앓아 수십 일 동안 신음하
다. 나를 부르기에 진맥을 해보니, 양 척맥이 沈滑하고 
數을 띠었다. 이는 밖으로 사기에 감촉되어 熱이 몸속
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돼지똥물을 쓰려 했으나 믿지 
않았다. 다른 의원이 적당하게 보하는 약[平補之劑]을 
썼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돼지똥물을 마시라고 한 
것을 떠올리고는 7-8그릇을 마시고서야 편안해졌다.17)

② 급히 大承氣湯에 생지황 4돈을 더하여 달인 뒤 입
속에 부어넣고, 또 牛黃膏를 똥물에 녹여 40환을 썼
다. 조금 있다가 검은 똥을 누고 땀이 크게 흘리고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18)
③ 어떤 이름난 선비가 젊었을 때 유행병[時患]을 앓
았다. 10여일 만에 눈이 붉어지고 혀가 검어졌으며, 
번갈이 있고 정신이 혼미하며 말이 어눌하 는데, 여러 
의원들이 모두 野人乾을 권하 다. 야인건을 쓰려고 
할 때에 마침 내가 그곳에 가서 진맥을 해보니, 육맥
이 浮數하고 허하 으며, 양 척맥은 더욱 힘이 없었다. 
나는 급히 야인건 우린 물을 중지시키고 즉시 獨蔘湯 
2냥을 달여 올렸는데, 복용을 한 후 땀을 흘리고 나았
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잠깐 사이에 달려 있
으니 신중해야 한다.19)
④ 이는 상한의 중증이 이미 다급해진 것이었다. 몹시 
급하게 사람 똥물 몇 말을 입속에 부어넣었더니, 오한
으로 덜덜 떨며 땀을 몹시 흘리더니 나았다.20)
⑤ 어떤 선비가 성행위 후에 상한을 앓게 되었는데, 
10여 일 동안 삼분산(三糞散) 등을 많이 먹어 열이 
내리고 나았다.21)
⑥ 급히 돼지 똥물에 우황을 탄 것을 권하여 썼더니, 
한참 있다가 검은색 대변을 누고 땀을 흘린 뒤 울음을 
터트리고 뒹굴더니 나았다.22)
⑦ 丁亥年 홍역 이후로 熱毒이 유행하여 어떠한 증세
이든 열을 수반하여 발발했기 때문에, 내가 三糞散[사
람의 똥과 개의 똥과 돼지의 똥을 섞어서 으깬 것]･동
변･환자 자신의 오줌을 증세에 따라 써서 곧 기이한 
효험을 거두었으나, 허증인 병[虛病]도 간간이 있었
다.23)

위 기사들에서는 똥을 약재에 섞어 쓰는 보조적 수단으
로 활용한 예도 보이지만 적극적인 처방으로 활용한 예들
이 많이 보인다. 사람 똥뿐 아니라 돼지의 똥은 단방으로 

17) ｢時令｣ “一宰相年少時, 病不食不眠惡寒之疾, 呻吟數十日. 召余診之, 而兩尺沈滑帶數. 此外感邪熱入裏, 用猪糞水則不信. 他醫用平補之劑, 一倍添
痛. 思飮猪糞水, 至七八器得安.”

18) ｢時令｣ “急煎大承氣湯加生地黃 四戔灌之, 又入牛黃膏於糞汁四十丸用之, 少須放黑屎, 大汗出, 精神稍醒.”
19) ｢溫疫虛証｣ “一名士少時得時患, 十餘日, 目赤舌黑, 煩渴神昏𧬃 , 諸醫皆勸野人乾. 欲用時, 余適至診之, 六脈浮數而虛, 兩尺尤無力. 余急止野人乾

水, 卽進獨蔘湯二兩煎, 服後汗而差. 生人死人, 在於呼吸之間, 愼之.”
20) ｢傷寒重症｣ “此傷寒重症之已急矣. 急急灌人糞汁數斗, 仍得大寒戰大汗出而解.”
21) ｢勞復｣ “一士人得犯房傷寒, 十餘日, 多服三糞之屬, 退熱得差.”
22) ｢小兒暑積｣ “急勸猪糞汁, 調牛黃用之, 良久, 放黑色大便, 汗出, 仍啼哭, 轉動而愈.”
23) ｢脈辨寒熱｣ “余丁亥紅疫以後, 熱毒流行, 勿論某症, 皆挾熱而發, 故多以三糞散[人糞･狗糞･猪糞合潰]･童便･自己尿, 隨症酬應, 則輒收奇效, 虛病間

間有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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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도 하 으며, 특히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三糞散과 
三糞飮은 사람･개･돼지의 똥을 섞은 것이다. 이러한 처방은 
張泰慶(1809-1887)이 남긴 愚岑雜著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러한 차이가 시대적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近畿와 湖南이라는 지역의 차이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후고
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에는 똥뿐 아니라 지
이, 월경수, 청개구리 등도 처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것들이 당시의 지배층에 적극적으
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약재의 선택권이 있음에도 이러한 
것들을 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약의 대체제가 
아니라 적극적 처방의 한 사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四醫經驗方 등에 보이는, 오늘날 활용 
불가능할 것 같은 처방들이 민간에서 활용된 ‘민간의학’에 
그치지 않고 당시로서는 지배층 의학에서도 적극적 처방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Ⅲ. 결론

한국 의학사는 거시적 관점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 
왔다. 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조선시
대 문화를 주도하던 계층이 사대부이며 이들이 의학에 매
우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은 것에도 기인하는 것이겠지
만,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필자 당시의 생생한 치료정
보를 담고 있는 醫案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있지 않은 것이 
큰 역할을 하 다. 이것은 특히 의학자들이 자료를 풍부하
게 남기는 것보다 진단과 처방을 단순화하여 실용화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활동을 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상황인 듯하다. 하지만 의안은 당대의 의료상황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함께 담고 있어, 당시의 의료상황을 
구체화하고 한국 의학의 독자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려대 소장의 經驗
方은 1704년부터 1739년이 되며 정확하게는 37년간 의료
활동에 대해 1740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세기 초
반의 의료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
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환자의 대부분은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

으며, 그들의 신분은 약을 쓸 때 一般醫들이 峻劑를 쓰는 
것에 많은 제약을 준 듯하다. 하지만 본서의 저자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준제를 과감하게 투여했을 뿐 아니라, 때
에 따라서는 다른 의원들이나 가족의 만류를 물리치고서라
도 투여하는 경우가 보일 정도로 자신의 의학에 깊은 믿음
이 있었다. 그의 의학은 점점 명성을 얻어 다른 의원들이 
신비롭게 여길 정도에까지 이르 다. 그런데 준제를 썼던 
것 외에 그의 똥을 적극적인 처방으로 썼다는 특징이 있었
다. 이는 민간의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의경험
방 등의 처방들이 민간에서 하층민만을 상대로 쓰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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