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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cription of Geoseohwajung-tang which often appears in Kim Yeoung-hun’s medical 

records and how he employed this prescription. Geoseohwajung-tang is a prescription that can be found in no books of medicine in East 

Asia other than Kim Yeoung-hun’s medical records, his posthumous work, Cheongganguigam, and Seungjeongwon Ilki, the diarie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mostly used for digestive problems resulted from eating wrong food in summer and diversely 

applied by changing the composition of the medicinal ingredients according to the patient’s symptoms.

To see how Geoseohwajung-tang was used clinically, the researcher analyzed Kim Yeoung-hun’s medical records written in 1915~1924. 

Among his total 21,369 medical records, 549 ones included Geoseohwajung-tang, and all of them were in July to September, so we can 

see that it was a prescription for the summer season. The use of the prescription was not highly related with the patient’s gender, 

occupation, or age. The names of the diseases are mostly diarrhea, dysentery, acute vomiting with diarrhea, and all of them are highly 

related with diarrhea. The causes of them are mostly summer-heat, dampness, and food poison.

Key words : Kim Yeoung-hun’s medical records, Geoseohwajung-tang, Cheongganguigam,, Seongjungwon Ilki, Korean medicine, Medical history

Ⅰ. 서론

청강 김 훈(1882-1974)은 1904년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 동제의학교의 교수이자, 근현대시기 한의학 발
전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기록을 
살펴보면 그간의 동아시아 의학서적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

은 처방명이 종종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祛暑和
中湯이다. 본 처방명은 加味普正散과 함께 김 훈 진료기록
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반면, 여타 의학서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는 그의 진료기록을 통해 이 처방에 대해 알아
본 논문이다.

그동안 청강 김 훈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
다. 차웅석은 청강 김 훈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로 2001년 
청강 김 훈의 미완본 저서인 수세현서에 대한 연구1)를 시작
으로 청강 김 훈에 대한 인물연구2), 진료기록 및 데이터
베이스화 관련 연구3)4)5)6)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 다.

1) 차웅석. ｢수세현서 연구Ⅰ｣. 한국의사학회지. 2001;14(1):167-75.
2) 차웅석. ｢청강 김 훈과 수세현서｣.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249-60.
3) 차웅석. ｢청강진료부 자료현황 보고｣. 대한한의학회지. 2004;25(2):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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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은 청강 김 훈에 대한 인물사 연구와 수세현서에 
대한 연구를 총망라하 다.7) 특히 수세현서의 참고의서 연
구8)를 통해 청강 김 훈의 의학적 지견은 물론이거니와 당
시 한국 한의학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병욱 
등은 청강 김 훈의 대표 감모 처방인 가미보정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다.9) 김동율 등은 경종의 병력을 연구하면
서 경종이 자주 복용한 ‘가미조중탕’과 김 훈의 가미조중
탕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10)

이번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청강 
김 훈의 처방 중 하나인 거서화중탕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하 다. 우선 본 연구의 핵심 소재인 거서화중탕이 어떤 
처방인지 살펴보았으며, 이후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청강 김 훈이 거서화중탕을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
용하 는지 분석해보았다. 

Ⅱ. 본론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거서화중탕이란 이름은 본고의 핵심 연구대상인 김 훈 
진료기록과 그의 유고를 모은 청강의감, 그리고 조선왕실 
기록인 승정원일기에 등장한다. 이에 위의 세 자료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 다.

(1) 김 훈 진료기록

김 훈 진료기록은 1915년부터 1974년까지 그가 기록한 
진료기록을 지칭한다. 청강 김 훈은 환자를 돌보며 진료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이들을 책으로 엮여 보관하 는데, 60여

년에 걸쳐 약 900여권의 기록을 남겼다. 본 자료는 1999년 
청강 김 훈의 장자인 김기수씨가 경희대 측에 기증한 것
으로, 당시 경희대가 기증받은 그의 유물 수 천점 중에 하
나이다.11)

이 기록물은 크게 ‘진료부(그림 1)’와 ‘처방전(그림 2)’이
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진료부’는 그가 환자에 대
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업, 병명, 병인, 발병일, 처방 및 배오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처방전은 약방에 
처방을 주문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이름, 
주소, 처방명, 처방배오가 내용상 주를 이룬다.

실제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김 훈 진료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엑셀에 정리하 던 데이터 모본(그림 
3)을 사용하 으며, 60년간의 기록 중 초기 10년간의 기록
인 1915년부터 1924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 다.12)

    그림 1. 김 훈 진료부.

4) 차웅석. ｢청강 김 훈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모형 개발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2):279-91.
5) 차웅석, 박래수. ｢청강 김 훈 진료기록 복원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1):1-12.
6) Wung-Seok Cha, Nam-Il Kim, Seng-Yick Yun, Sae-Young Hong, Sang-Woo Ahn. ｢An introduction to the recently excavated Chunggang 

Medical Records and research on their medical value｣.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7;7(2):103-113.
7) 이선 . ｢청강 김 훈의 수세현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8) 이선 , 김남일, 차웅석. ｢수세현서의 인용문헌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7;20(2):70-80.
9) 이병욱, 김동율, 차웅석. ｢감모처방 청강의감 ‘가미보정산’의 의학역사적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77-86.
10) 김동율, 김태우, 차웅석. ｢景宗의 病歷에 대한 연구Ⅰ｣.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11-22.
11) 차웅석. ｢청강진료부 자료현황 보고｣. 대한한의학회지. 2004;25(2):119-26.
12) 데이터 모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웅석. ｢청강 김 훈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모형 개발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2):27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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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김 훈 처방전.

 

그림 3. 데이터 모본(일부).

각각의 데이터들은 처방 1개당 1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청강 김 훈이 모월 모일에 환자 1명을 보고 처방 1종
류를 준 경우 이를 1건으로 구분한 것이다. 만약 그 환자에
게 2종류 이상의 처방을 주었다면 이는 2건으로 구분하
다. 또한 한 환자에게 같은 처방을 여러 차례 제공하 더라
도 처방을 제공한 날짜가 다르면 이 역시 다른 경우로 구
분하 다.

(2) 청강의감

청강의감(그림 4)은 김 훈의 수제자인 이종형이 청강 
김 훈의 유고를 모아 만든 책이다. 그의 의론과 임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으로, 전반부는 주로 의론에 대하여, 
중후반부는 주로 임상에 대하여 서술되어 있다. 특히 ｢임상
부｣는 폐계, 비계, 간계, 심계, 신계의 오장 연관 질환을 시
작으로 통증질환, 허손, 오관, 피부외과, 부인, 소아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질병과 그 치료법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청강의감 ｢임상부｣에서는 각 질환에 대해 치료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처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내용은 
해당 처방에 대한 해설이다. 처방의 이름, 처방이 주로 쓰
이는 증상, 약재 구성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내
용은 가감방이다. 여기서는 해당 처방을 사용할 때 증상에 
따라 어떤 약재를 가감하면 좋을지에 대해 나와 있다. 마지
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응용처방이다. 여기서는 실제로 본 
처방을 응용하여 환자에게 사용한 예들이 적혀있는데, 이 
부분은 청강 김 훈이 진료하 던 실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청강의감.

(3)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는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승정원의 기록으로, 
조선전기부터 기록되었으나 선조25년(1592년) 임진왜란과 
인조원년(1623년) 이괄의 난, 조20년(1744년)에 일어난 
화재 등으로 기록의 상당부분이 소실되었다. 이들 중 일부
는 후일 개수되었으며, 현재 인조원년부터 승정원이 폐지되
었던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의 기록이 남아있다. 200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단일 기록으로는 최대 역사 
기록물로 평가받는 자료이다.13)

승정원일기에는 왕명의 출납내용이 기재되어있는 만큼 
13) “승정원일기 연혁”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intro/intro_02.jsp>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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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명에 따른 의료 기록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료를 선별하여 기재하 던 조선왕조실록과는 달리 출납된 
왕명의 보존을 목표로 했던 승정원일기 기에 왕실 의료와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 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거서화중탕이 어떤 처방인지 알아보

았다. 거서화중탕이란 이름이 등장한 청강의감, 김 훈 
진료기록, 승정원일기에서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았으며, 
각각을 비교해 보았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거서화중탕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김 훈 진료기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
해 1915년부터 1924년까지의 진료기록 중 거서화중탕이 
활용된 경우를 추출하여 각각을 월별, 성별, 직업별, 연령
별, 병명･병인별로 나누어 통계 내어보았다.

2. 거서화중탕에 대한 해설

1) 청강의감에서 보이는 거서화중탕

거서화중탕은 청강의감｢임상부｣ 비계질환에 있는 처방
이다. 청강의감에서는 본 처방을 거서화중음이라고 기재
하고 있다. 실제 김 훈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거서화중탕
과 거서화중음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14) 청강의감에서 
설명한 거서화중탕은 다음과 같다.15)

祛暑和中飮
夏節에 生冷飮食物로 인한 腹痛, 泄瀉, 嘔吐, 煩渴, 不食
等證에 쓰인다.

香薷二錢半, 蒼朮二錢, 陳皮, 厚朴各一錢半, 赤茯苓, 藿香, 
神麴炒, 枳實, 百扁豆各一錢, 黃連, 木香各七分, 生薑三片.

※ 平胃散 加味方으로 夏暑期의 飮食傷에 廣範圍하게 加減
應用된 基本方이다.

加減方
⋅暑傷頭身痛에 加 香附子二錢, 蘇葉一錢, 木瓜二片(七分), 

白芷七分
⋅身熱甚에 加 連翹一錢, 黃芩七分
⋅食痞甚에 加 香附子一錢半, 檳榔, 蘿蔔子各一錢
⋅腹冷痛에 加 乾薑炒, 桂枝各一錢半
⋅食不消에 加 山査去核一錢, 草豆蔲七分
⋅伏暑心痞에 加 滑石一錢半
⋅口渴, 發熱에 加 葛根二錢, 赤芍藥一錢
⋅尿澁, 口渴, 泄便에 加 澤瀉, 猪苓各一錢
⋅痰飮惡逆에 加 半夏干拌一錢半
⋅後重, 腸澼에 加 檳榔, 蘿蔔子各一錢
⋅寒熱似瘧에 加 柴胡一錢半, 靑皮, 黃芩, 檳榔, 天花粉各

一錢, 草果五分
⋅黃疸에 加 茵蔯三錢, 澤瀉, 猪苓各一錢
⋅吐瀉에 加 貢砂仁, 草果各一錢, 烏梅二個
⋅酒傷에 加 葛根三錢, 草豆蔲, 良薑各一錢

應用處方16)
⋅傷暑, 食滯, 頭痛, 腹痛, 男二十九歲
[却暑正氣湯] 香薷二錢半, 蒼朮二錢, 香附子, 葛根各一錢半,

陳皮, 藿香, 厚朴, 赤茯苓, 枳殼, 川芎, 白芷
各一錢, 甘草, 木香各五分, 生薑三片.

이에 따르면 거서화중탕의 기본방은 平胃散이다. 평위산
은 ‘和脾健胃’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창출, 진피, 후박, 감
초, 생강, 대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 내에서도 調胃
散, 厚朴湯, 胃苓湯, 黃白散, 不換金正氣散 등 이미 여러 종

14) 본고에서 청강 김 훈의 진료기록에서 거서화중음보다 거서화중탕이라는 이름이 더욱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대표명으로 거서화중
탕을 선택하 다. 

15) 김 훈. 청강의감. 서울:성보사. 1984:142-144.
16) 이 외에도 祛暑和胃湯, 却暑正氣湯, 加味祛和湯, 祛暑淸脾湯, 祛暑薷苓湯 등 다양한 응용처방들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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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가미방이 있는 처방이다.17) 청강의감의 거서화중탕
을 살펴보면 평위산의 약재 구성에 향유, 백편두, 적복령, 
곽향, 신국, 지실, 목향을 더하고 감초, 대조를 뺀 처방임을 
알 수 있다.(표 1)

평위산 거서화중탕
蒼朮, 陳皮, 厚朴,
甘草, 生薑, 大棗

香薷, 蒼朮, 陳皮, 厚朴, 
白扁豆, 赤茯苓, 藿香, 神麴, 

枳實, 木香, 生薑
약재 차이

加 : 香薷, 白扁豆, 赤茯苓, 藿香, 神麴, 枳實, 木香
減 : 甘草, 大棗

표 1. 평위산과 거서화중탕 약재구성 비교

한편, 김 훈은 거서화중탕을 기본방으로 하여 다양한 약
재가감을 하 다. 청강의감에서는 거서화중탕이 차가운 
음식을 복용하여 발생한 복통, 설사, 구토, 번갈 등의 증상
에 활용되는 처방으로 설명하 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증상에 따라 어떤 약재를 가감하면 좋을
지가 가감방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 증상과 더불어 
두통과 몸살이 겸해졌을 경우 香附子, 蘇葉, 木瓜, 白芷를 
더하고, 몸에 열이 심하게 날 경우에는 連翹, 黃芩을 더하
는 식이다. 

김 훈의 진료기록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러한 약재 가
감이 굉장히 빈번하다. 대부분 처방명은 거서화중탕으로 같
은데 약재의 구성에만 차이를 보인다. 加味 혹은 加減이라는 
글자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처방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한 처방들이 있
는데, 청강의감에서 설명하는 응용처방들이 그것이다. 거
서화중탕의 경우 祛暑和胃湯, 却暑正氣湯, 祛暑淸脾湯 등이 
대표적인 응용처방이다. 이 처방들은 方解가 나와 있지는 

않고, 임상례로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29세 남성이 여
름철 차가운 음식을 복용하여 위를 상해 배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난 경우 거서화위탕을 사용하 는데, 이 처방에는 앞
서 거서화중탕의 약재 구성에 乾薑과 草荳蔲가 추가되어 
있다. 이처럼 임상례를 활용한 설명방식은 김 훈 진료기록
에 기재된 정보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김 훈 진료기록에는 
보통 환자의 성별, 나이, 병명, 병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강의감 응용처방 부분도 그렇다. 이는 청강의감을 만
들 때 진료기록을 참고한 연유로 짐작된다.

2) 김영훈 진료기록에서 보이는 거서화중탕

김 훈 진료기록에서 거서화중탕이 등장하는 경우는 다
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약재 구성없이 거
서화중탕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약
재 구성까지 기록된 경우이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김 훈 진료기록에 등장하는 거서화중탕은 매번 약
재구성이 동일하지 않다. 환자에 따라 약재 구성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재구성 없이 기록된 거서화중탕은 
‘거서화중탕 본방’을, 약재가 기록된 경우의 거서화중탕은 
‘거서화중탕 가감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는 김 훈 진료기록에 등장하는 거서화중탕 중 일부
를 선별하여 약재구성상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것이다. 이처
럼 동일한 이름의 거서화중탕일지라도 약재의 구성 및 분
량에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약재도 
있는데, 향유, 창출, 진피, 후박, 백편두 등은 거의 매번 등
장한다. 동의보감에서 살펴보면 이 약재들이 주로 비위에 
작용하여 癨亂吐瀉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18) 특히 본 처방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사용
되고 있는 향유는 ‘消暑濕’시키는 효과가 있어 ‘거서화중’이
라는 의미에 잘 부합된다.

17) 東醫寶鑑.內景扁 ｢胃腑･胃病治法｣, 東醫寶鑑.雜病扁 ｢內傷脾胃則不思食不嗜食｣
18) 東醫寶鑑.湯液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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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의감 A
17.08.12

B
17.07.29

C
18.07.31

D
18.09.08

E
19.08.16

F
19.08.31

G
23.07.27

H
23.08.02

향유2.5 향유2 향유2 향유1 향유2.5 향유2.5 향유1.5 향유2 향유2
창출2 창출2 창출2 창출1 창출2.5 창출2.5 창출1.5 창출1.5 창출1.5

진피1.5 귤피1 귤피1 진피1 진피1.5 진피1.5 진피1 진피1 진피1
후박1.5 후박1 후박1 후박1 후박1.5 후박1.5 후박1 후박1.5 후박1
적복령1 적복령1 적복령1 적복령1.5 적복령1 적복령1 적복령1
곽향1 곽향1 곽향1 곽향1 곽향1
신곡1
지실1 지실1 지실1 지실1 지실1

백편두1 백편두1 백편두1 백편두1 백편두1 백편두1 백편두1 백편두1
황련0.7
목향0.7 목향0.5 목향0.5 목향0.5 목향0.7 목향0.5 목향0.5 목향1 목향0.7
생강3 생강3 생강3 생강3 생강3 생강5 생강2

초과1 초과0.7 초과0.7 초과0.7 초과1 초과1
저령1 저령1 저령0.7 저령1 저령1 저령0.7

택사1 택사1 택사1 택사1 택사1 택사1
산사1 산사1

차전자1
백출1

반하1.5 반하1
빈랑1.5

사인1
감초0.5

향부자1.5
매2

* 분류는 진료년월일을 기준으로 기재함(1917년 8월 12일 진료한 환자의 경우 17.08.12로 기재) 
* 약재배열순서는 청강의감에 나온 약재순서를 기준으로 작성하 으며 추가된 약재에 대해서는 표 기록 순서대로 나열함
* 약재명 우측에 약재의 분량을 ‘돈’ 단위를 기준으로 기재(예외 : 생강은 ‘편’, 매는 ‘개’ 단위)

표 2. 청강의감과 김 훈 진료기록의 거서화중탕 비교

한편 거서화중탕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거서화중탕으로 
추정되는 처방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청강의감에서 보
이던 거서화중음이다. 본고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1915년~1924년의 김 훈 진료기록 20,000여 건 중 단 1차
례 등장하며, 처방 내역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500
건 이상 등장하는 거서화중탕에 비해 등장 빈도가 미비하다. 
진료기록 중 ‘和中飮’이라는 처방도 여러 차례 등장하며, ‘加
味和中飮’, ‘木香和中飮’, ‘蓮蘿和中飮’ 등의 처방명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때 거서화중음은 거서화중탕을 기재하려다
가 자연스레 화중음이라는 익숙한 방명을 기재해 버린 것
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 却暑和中湯, 祛暑中和湯이라는 처방명도 등장한
다. 각서화중탕은 거서화중음과 비슷한 경우로 보인다. 우
선 각서화중탕이라는 이름이 1915년~1924년 진료기록에 
단 2차례 등장하며, 祛暑와 却暑가 의미상 통하고, 마지막
으로 却暑正氣飮, 却暑除濕湯 등 각서라는 명칭을 김 훈이 

종종 활용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서화중탕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거서중화탕은 같은 
범주에서 단 1차례 등장한다. 이 이름은 의미상 화중탕의 
오기로 보이기 때문에 거서화중탕과 동일 처방이라고 보았다.

거서화중탕의 류로 추정한 상기 처방명들은 처방을 사용
하게 된 병명, 병인 등도 거서화중탕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이 중 유일하게 약재 구성이 기재된 거서중화탕의 
경우 약재 구성상에서도 거서화중탕과 유사하 다.(표 3, 4)

처방명 병명 / 병인 거서화중탕의 유사 병명 / 병인
거서화중음 장벽 / 숙적 장벽 / 식적, 숙식상위
각서화중탕 감모 / 서습풍 감모 / 서습상, 서습풍

설사 / 서습상 설사 / 서식상, 서습상
거서중화탕 장벽 / 식적 장벽 / 식적

표 3. 거서화중탕류와 거서화중탕의 병인/병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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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명 공통 약재 다른 약재
거서화중탕
(청강의감)

향유, 창출, 진피, 후박, 적복령,
곽향, 백편두, 목향, 생강, 초과 산사, 지실

거서중화탕 향유, 창출, 귤피, 후박, 적복령,
곽향, 백편두, 목향, 생강, 초과

반하, 지각,
향부자

표 4. 거서화중탕과 거서중화탕 약재구성 비교

그 외에도 祛和湯, 혹은 加味祛和湯이라는 처방명 또한 
등장한다. 김 훈의 진료기록 중에는 이처럼 처방명을 줄여 
쓴 것처럼 보이는 처방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
미보정산인데, 이 처방은 원 처방명이 ‘普求正氣散’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에는 종종 ‘普正散’, ‘加味普正散’ 등의 이
름이 등장한다. 거화탕과 가미거화탕 역시 이처럼 거서화중
탕을 줄여 쓴 예로 보이며, 실제 약재 구성도 거서화중탕과 
유사하다.

3)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거서화중탕

거서화중탕에 대한 기록은 10번 모두 정조 통치기간에 
등장한다. 그 중 9번은 정조 19년(1795년)의 기록으로 5월 
22일부터 7월 12일에 걸쳐 보이며, 마지막 한 번은 정조 
22년(1798년) 7월 14일에 보인다. 19년은 정조의 친어머
니이자 사도세자(장조)의 비인 혜경궁 홍씨에게 처방을 사
용한 기록이며, 22년은 당시 왕대비 던 정순왕후에게 처방

을 사용한 기록이다.(표 5) 
이처럼 10차례에 걸친 거서화중탕 용례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혜경궁 홍씨와 정순왕후가 당시 겪었던 증상에 대해
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약재구성 중에 향유가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약재 구성에 
대해서 또한 알 수 없었다. 

한편,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거서화중’이라는 표현을 찾
을 수 있었다. 해당 기사는 숙종43년(1717년)의 기사로 앞의 
정조 년간의 기사들보다 80여년정도 앞선 기록이다.(표 6)

당시 숙종은 어지러움, 흉격의 답답함, 팔의 마비감, 복
부의 그득함, 인후 건조, 훈열 등 여러 증후로 고통 받고 
있었다.19) 의관들은 숙종이 暑氣에 감하 다고 판단하여 
加味六和湯을 처방코자 하 는데, ‘거서화중’은 이 처방이 
지향하는 치료방향을 설명하는 표현이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육화탕은 여름철 설사에 사용하는 
처방으로20), 여름에 暑邪에 감하여 속이 매스껍고 구토, 설사 
등을 하는 증상에 활용가능하다.21) 육화탕의 응용처방인 
淸暑六和湯 역시 暑病으로 배가 아프고 물 같은 설사를 할 
때 사용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청서육화탕을 사용할 증
상군을 위와 대장이 서병을 받은 것으로 보고 冒暑라 지칭
하 다.22) 육화탕은 暑邪로 心脾를 상한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으로23) 설명되어 있다. 이런 설명들은 청강의감에서 
설명한 거서화중탕의 병인, 증상군과 상당히 비슷하다.

시기(음력) 내용 본문
1795.05.22. 혜경궁의 거서화중탕에 인삼 3푼을 가하여 5첩 드릴 것 上曰, 惠慶宮進服祛暑和中湯, 前方中, 人蔘加三分, 五貼製入
1795.05.27. 혜경궁의 거서화중탕에 향유5푼을 감하여 5첩 드릴 것 惠慶宮進服祛暑和中湯前方中, 香薷減五分, 五貼製入
1795.06.03. 거서화중탕을 전과 동일하게 가감하여 5첩 드릴 것 惠慶宮進服袪暑和中湯, 依前方五貼製入
1795.06.08. 상동 惠慶宮進服袪暑和中湯, 依前方五貼製入
1795.06.13. 상동 惠慶宮進服祛暑和中湯, 依前方五貼製入
1795.06.27. 상동 惠慶宮進服祛暑和中湯, 依前方五貼製入
1795.07.02. 상동 惠慶宮進服祛暑和中湯, 依前方五貼製入
1795.07.07. 상동 惠慶宮進服祛暑和中湯, 依前方五貼製入
1795.07.12. 상동 惠慶宮進服祛暑和中湯, 依前方五貼製入
1798.07.14. 왕대비전의 거서화중탕을 전과 동일하게 

조제하여 금일부터 한첩 씩 5첩 드릴 것
王大妃殿進御袪暑和中湯, 依前方, 

自今日一貼式, 限五貼煎入

표 5. 거서화중탕이 나온 승정원일기 기사 

19)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6월 25일 기사
20) 東醫寶鑑.內景扁 ｢暑泄｣
21) 東醫寶鑑･雜病扁 ｢暑病吐瀉｣
22) 東醫寶鑑･雜病扁 ｢暑有冒暑中暑傷暑三證｣
23) 東醫寶鑑･雜病扁 ｢六和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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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음력) 내용 본문
43.06.25. 暑氣에 感한 숙종에게 加味六和湯 

3첩을 주어 祛暑和中코자 함
藥房再啓曰, 入侍醫官退出後來言, 聖候諸症, 與昨一樣, 而似由於暑氣所感云.
臣等, 卽與諸醫, 反復商議, 則皆以爲加味六和湯, 連進三貼, 以爲祛暑和中之
地, 宜當云. 此藥, 卽爲煎入之意, 敢啓.

표 6. 거서화중이 나온 승정원일기 기사

청강의감의 거서화중탕과 동의보감의 육화탕, 청서육
화탕의 약재 구성을 비교해 보면(표 7), 여기서도 양자 간
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청강의감
거서화중탕

동의보감
육화탕

동의보감
청서육화탕

향유2.5 향유1.5 향유1.5
창출2

진피1.5
후박1.5 후박1.5 후박1.5
적복령1 적복령1 적복령1
곽향1 곽향1 곽향1
신곡1
지실1

백편두1 백편두1 백편두1
황련0.7 황련1
목향0.7
생강3 생강3 생강3

모과1 모과1
사인0.5 사인0.5
반하0.5 반하0.5
행인0.5 행인0.5
인삼0.5 인삼0.5
감초0.5 감초0.5
대추2 대추2

표 7. 거서화중탕과 육화탕 약재 비교

청강의감 거서화중탕의 주요 약재인 향유, 후박, 적복
령, 곽향, 백편두 등은 육화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반면 
앞서 거서화중탕의 기본방으로 살펴본 평위산의 주요약재 
창출, 진피의 경우는 육화탕에서 보이지 않는다. 청서육화
탕의 경우 거서화중탕과 같이 황련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거서화중탕과 육화탕은 병인, 치료코자 하는 증상군뿐만 아
니라 약재 구성 측면에서도 유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거서화중탕에 대한 기록은 이처럼 김 훈과 관련된 두 
기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청강의감과 김

훈 진료기록에는 거서화중탕의 약재구성, 치료하려는 병명, 
병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승정원일기에는 
혜경궁과 정순왕후에게 거서화중탕이라는 처방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며, 숙종에게 거서화중을 목표로 육화탕을 사
용하겠다는 기록이 있었다.

3. 거서화중탕의 임상활용

1) 연도별･월별 거서화중탕 활용 

김 훈 진료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연구범위내의 자
료들을 연･월별로 정리해보았다.(표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불명 합계
1915 122 328 208 162 172 1 993
1916 275 203 273 212 211 27 54 167 232 1 1655
1917 223 270 257 222 252 272 285 221 245 202 86 2 2537
1918 8 369 381 270 176 1204
1919 13 320 243 391 334 374 126 50 375 2226
1920 303 216 90 136 149 244 237 194 257 219 216 166 2427
1921 1 256 309 363 250 264 287 306 348 3 2387
1922 259 254 245 173 203 227 239 1600
1923 183 209 353 298 272 315 309 338 279 271 174 239 2 3242
1924 345 244 276 222 252 272 264 294 297 320 140 170 2 3098
합계 1,589 1,396 1,494 1,276 1,720 2,051 2,230 2,023 2,220 1,890 1,528 1,941 11 21369
계절 4,926(12포함) 4,490 6,304 5,638

표 8. 1915년~1924년 김 훈 진료기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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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부터 1924년까지 전체 데이터는 총 21369건이었
다. 년･월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이터의 양이 
시기별로 균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기마다 진료 
건수가 다르고, 자료의 유무 여부도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
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데이터가 남아있는 1923년과 
1924년의 데이터가 가장 풍부하 으며, 1915년의 경우 8월
부터 자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양이 가장 적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 자료가 6,304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봄
철 자료가 4,490건으로 가장 적었다.

2) 거서화중탕 활용 빈도 분석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거서화중탕 류(거서화중탕, 거서화
중음, 각서화중탕, 거서중화탕, 가미거화탕, 거화탕. 이하 거
서화중탕)를 찾아보았다.(표 9, 그림 5)

연도 7월 8월 9월 합/7~9월(1~12월)
1915 0/ 0 12/122 4/328 16/450(993)
1916 0/ 0 0/ 0 0/ 0 0/ 0(1655)
1917 23/285 13/221 2/245 38/751(2537)
1918 9/381 56/270 15/176 80/827(1204)
1919 43/391 72/334 13/374 128/1099(2226)
1920 4/237 6/194 4/257 14/688(2427)
1921 39/363 68/250 2/264 109/877(2387)
1922 0/ 0 0/ 0 0/ 0 0/ 0(1600)
1923 6/309 62/338 5/279 73/926(3242)
1924 29/264 56/294 6/297 91/855(3098)
합계 153/2,230 345/2,023 51/2,220 549/6,473(21369)

* 거서화중탕이 7~9월에만 등장하여 기타 월은 생략함
* 해당기간의 거서화중탕 수 /전체처방 수

표 9. 1915년~1924년 거서화중탕 활용 빈도

그림 5. 거서화중탕의 월별 분포.

총 21,369건 중 거서화중탕은 549건 등장하는데, 이는 
전체 처방 중 약 2.56%이다. 본 처방 통계가 보여주는 가
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처방과 기후와의 관계이다. 거서
화중탕은 여타 기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7~9월
에만 등장한다. 특히 8월에 345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 이는 7월의 2.2배, 9월의 6.7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이
는 본 처방이 한반도가 가장 덥고 습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또한 특정 해에만 많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처방이 특정 해에 유행하는 질
병에 사용한 처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환자 인적사항별 거서화중탕 활용도 분석

김 훈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성별, 직업, 나이 등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거서화중탕의 사용
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었다. 먼저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10, 그림 6), 전체 21,369건 중 남녀 비율이 1:0.77 이었
으며, 거서화중탕을 사용한 남녀 비율은 1:0.88이었다. 전
체에 비해 여성에게 거서화중탕이 조금 더 사용된 편이긴 
하나 여성에게 주로 사용한 처방이라 할 정도로 특이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 빈도(수) 백분율(%)
남 287 ~52.27
여 254 46.26

빈칸 8 1.45
합계 549 100

* 소수 둘째자리 이하 버림24)
* 전체 건(21369)의 성비(남:여=1:0.77)
* 거서화중탕사용(549) 성비(남:여=1:0.88)

표 10. 거서화중탕의 성별 분포

그림 6. 성비 분포(전체, 거서화중탕).
24) 이하 분포표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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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분포(표 11)에서도 특정 직업에 주로 사용하 다 
할 만큼의 특이성은 없었다. 가장 많은 직업은 무직이었으
며, 학생, 상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직업이 기재되
지 않은 경우가 333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었기 때문에 
분석상 의미를 찾는 데에도 무리가 있었다.

직업 빈도(수) 백분율(%)
無 71 12.93

學生 61 11.11
商 21 3.82

官吏 9 1.63
會社員 9 1.63
侯爵 6 1.09
賣笑 5 0.91

敎育家 4 0.72
農 4 0.72

文學 4 0.72
기타 22 4.00

알수 없음 333 60.65
합계 549 100

표 11. 거서화중탕의 직업별 분포

 

연령(표 12, 그림 7)의 경우 거서화중탕 전체 건수에 대
한 백분율은 20대가 23%, 30대가 18%, 10대가 15%로 상위 
백분위를 차지하 다. 한편 거서화중탕이 사용되었던 7~9월
을 기준으로 연령별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10대부터 50대
까지 모두 9~12%의 분포를 보 다. 이는 7~9월에 온 환자
들 중 10대부터 50대까지는 10명 중 1명 꼴로 거서화중탕
을 지어갔음을 뜻한다.

연령대 빈도(수) 백분율1(%) 백분율2(%)
0~9 61 11.11 4.45

10~19 83 15.11 11.27
20~29 127 23.13 9.97
30~39 103 18.76 9.44
40~49 78 14.20 11.09
50~59 61 11.11 12.55
60~69 18 3.27 7.82
70~79 8 1.45 4.46
80~ 1 0.18 2

알수없음 9 1.63 2.51
합계 549 100 100

* 백분율1 : 거서화중탕 사용건에 대한 연령별 백분율
* 백분율2 : 7~9월 해당 연령의 전체 처방 빈도에 대한 거서화중탕

사용 빈도 백분율

표 12. 거서화중탕의 연령 분포

 

그림 7. 7~9월 전체 처방 중 거서화중탕을 사용한 연령별 
비율.

4) 병인, 병명별 거서화중탕 활용도 분석

병명에 따른 거서화중탕 활용도를 살펴보았다.(표 13, 그
림 8) 이에 따르면 거서화중탕을 사용한 병명은 총 43가지

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47%가 설사 다. 설사 다음으로 
많은 병명은 습사와 장벽으로 각각 전체의 13%, 12%를 차
지하 으며, 그 뒤를 곽란, 습설, 체하 등이 이었다. 이상의 
병명들은 증상 상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정도나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대변 양상이 설사와 비슷하다
는 점이다. 여기서 곽란까지 습곽란이라고 전제한다면, 거
서화중탕을 사용하는 경우의 80% 이상이 설사양상의 대변을 
주요 증세로 호소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병명 빈도(수) 백분율(%)
泄瀉 262 47.72
濕瀉 72 13.11
腸癖 67 12.20
癨亂 34 6.19
濕泄 15 2.73
滯下 15 2.73
感冒 15 2.73
腹痛 10 1.82
浮腫 6 1.09

夾陰傷寒 3 0.54
溫病 3 0.54
痞積 3 0.54
기타 36 6.55

알수없음 8 1.45
합계 549 100

* 기타 : 中暑, 中渴, 瘧疾, 胃脘痛 외 27종(빈도수 3미만) 
* 알 수 없음 : 글자가 명확히 읽혀지지 않거나 병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표 13. 거서화중탕의 병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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痞積

癨亂

그림 8. 거서화중탕의 병명 분포(그래프).

한편, 병인의 경우(표 14, 그림 9) 暑食傷이 36%로 가
장 많았으며, 暑濕食傷, 暑濕, 暑濕傷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러 병인이 등장하지만 특히 상위권에 있는 병인들에서도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병인들에 사용된 용어가 대부분 
暑, 食, 濕, 傷, 胃, 積, 毒 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러한 양상은 거서화중탕을 사용하는 경우가 주로 暑邪, 
濕邪, 飮食 등에 의해 병이 발생하 을 때 사용되었음을 보
여준다.

병인 빈도(수) 백분율(%)
暑食傷 198 36.06

暑濕食傷 59 10.74
暑濕 46 8.37

暑濕傷 41 7.46
暑食傷胃 29 5.28

食積 12 2.18
食傷 10 1.82

暑食毒 10 1.82
暑濕食毒 10 1.82
暑濕傷胃 8 1.45

暑食 7 1.27
暑濕傷食 6 1.09
飮食傷胃 5 0.91
生冷傷胃 5 0.91
中州不運 5 0.91

기타 88 16.02
알수 없음 10 1.82

합계 549 100
* 기타 : 宿食傷胃, 暑風, 生冷傷胃, 暑濕食傷胃 외 55종(빈도수 

5미만) 
* 알 수 없음 : 글자가 명확히 읽혀지지 않거나 병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표 14. 거서화중탕의 병인별 분포

暑食傷

暑濕食傷
暑濕

暑濕傷暑食傷胃
食積

食傷

暑食毒

暑濕食毒

暑濕傷胃

暑食

暑濕傷食

飮食傷胃

生冷傷胃 中州不運

기타

알수없음

그림 9. 거서화중탕의 병인별 분포(그래프).

이 외에도 가장 자주 등장한 병명 8개(설사, 습사, 장벽, 
곽란, 습설, 체하, 감모, 복통)에 대한 병인 분포도 분석해 
보았다.(별지 참조) 여기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병명이 아무리 변화하여도 주요 병인을 이르는 표현은 대
부분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위 8개 병명 중 감모를 제
외하고는 모두 첫 번째 병인으로 暑食傷(暑濕食傷)을 꼽고 
있다. 또한 첫 번째 병인뿐만 아니라 상위에 위치한 대부분
의 병인들이 앞서 통계에서 보았던 것처럼 暑, 濕, 食 등으
로 이루어져 있었다. 감모의 경우 유일하게 暑風으로 발생
한 경우가 있었으며, 內外感傷도 비교적 많았다.

김 훈 진료기록의 데이터를 여러 각도로 분석해보면서 
거서화중탕의 임상활용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
다.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면서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기후적 특이성이다. 거서화중탕은 전체 
21369건의 데이터 중 549번 등장하 으며, 이 549번은 모
두 한반도가 가장 뜨겁고 습한 시기인 7~9월에 있었다. 다
른 시기에 조금 쓰이고 이 시기에 많이 쓰이는 정도가 아
니었다. 거서화중탕은 오직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활용된 
처방이었다.

거서화중탕이 기후적 특이성을 갖는 이유는 처방명에서 
보이듯이 본 처방이 ‘暑邪’와 관련이 있는 병에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서화중탕의 상위 병인 5개(暑食
傷, 暑濕傷胃, 暑濕, 暑濕傷, 暑食傷胃)의 등장빈도를 살펴
보면, 96% 이상이 7~9월에 등장하며, 나머지도 대부분 6
월에 등장하 다. 거서화중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병인
인 서식상의 경우 99%가 7~9월에 등장하 다.(표 15)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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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이 기후적 특이성을 갖는 배경에는 그 처방으로 치료
하려는 병의 원인이 기후적 특이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7~9월 백분율(%) 6월 기타
상위5개 954 920 96.43 30 4
暑食傷 469 465 99.14 3 1

* 상위5개 : 暑食傷, 暑濕傷胃, 暑濕, 暑濕傷, 暑食傷胃
* 백분율 : 해당병인의 전체데이터 중 7~9월의 데이터(수)

표 15. 거서화중탕 상위병인의 전체데이터 상 분포

두 번째 특징은 병명, 병인과의 연관성이다. 성별, 나이, 
직업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는 달리 본 처방은 병명, 병인과
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병명의 80% 이상이 
설사증세와 관련이 있으며 병인의 경우 대부분이 暑, 濕, 
食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병명, 병인과 거서화중탕의 연관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해 병명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설사, 병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서식상을 중심으로 전체데이터를 재분석해
보았다.(표 16) 그 결과 병명이 설사일 때 거서화중탕을 사
용한 경우는 23%, 이를 7~9월로 한정시키면 42% 다. 병
인이 서식상일 때 거서화중탕을 사용한 경우는 51%로 병
명보다 높았다. 병명이 설사이면서 병인이 서식상인 경우는 
65% 정도가 거서화중탕을 활용하 다. 

전체 7~9월 거서
화중탕 백분위1 백분위2

설사 1100 619 262 23.81 42.32
서식상 386 382 198 51.29 51.83

설사 & 서식상 211 211 138 65.40 65.40
* 백분위1 : 해당변수 전체데이터에 대한 거서화중탕 빈도
* 백분위2 : 해당변수 7~9월 데이터에 대한 거서화중탕 빈도

표 16. 설사, 서식상에 대한 처방 분포

이처럼 병명, 병인에 따른 거서화중탕의 활용도는같은 상
황에서 사용된 다른 처방들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돋보인다. 
예를 들어 7~9월 중 병명이 설사일 때 사용된 처방은 총 
119개인데, 이중 거서화중탕 활용이 42%, 출전이 5%, 
나머지 처방은 모두 그 이하 다. 서식상에 사용된 처방 92
개의 경우도 거서화중탕을 제외한 나머지 처방들은 활용도
가 3%를 넘지 못했다. 설사와 서식상이 교차된 상황에서도 
이런 양상은 뚜렷하 다.(그림 10, 11, 12)

이상의 특징은 거서화중탕이 김 훈 대표처방으로서 갖

는 위치를 대변해준다. 김 훈은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여
러 처방을 운용하 지만, 특정 병에 자주 사용하던 처방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감모에 사용하 던 ‘가미보정산’
이었다. 가미보정산도 거서화중탕처럼 환자에 따라 여러 약
재가 가감되면서 활용되었으나 그 이름은 항상 가미보정산
이었다. 거서화중탕 역시 이런 측면에서 청강 김 훈의 여
름철 暑, 濕, 食의 문제로 발생한 설사의 대표처방이 된 것
으로 생각된다.

거서화 탕

그림 10. 7~9월 설사에 사용된 처방 분포.

거서화 탕

그림 11. 서식상에 사용된 처방 분포.

거서화 탕

그림 12. 설사 & 서식상에 사용된 처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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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청강 김 훈의 임상기록인 ‘김 훈 진료
기록’을 활용하여 거서화중탕의 임상활용상의 특징을 알아
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거서화중탕은 청강의감과 김 훈 진료기록에서 보이는 
처방으로, 평위산을 기본으로 여러 약재가 가감된 형태의 
처방이다. 거서화중탕은 승정원일기에도 등장한다. 승정
원일기에는 혜경궁과 정순왕후에게 거서화중탕이라는 처
방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며, 숙종에게 거서화중을 목
표로 육화탕을 사용하겠다는 기록이 있었다. 

‘김 훈 진료기록’ 중 1915년~192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거서화중탕의 임상활용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본 처방은 
기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가 
가장 덥고 습한 7~9월에만 사용된 처방이었다. 또 본 처방은 
청강 김 훈이 暑, 濕, 食이 병인이 되어 발생한 설사류의 
병에 다용한 대표처방임을 알 수 있었다.

Ⅳ. 고찰

본 연구의 중심 소재는 거서화중탕이다. 연구를 진행하면
서 거서화중탕이 여러 의서에서 보이지 않는 반면 김 훈 
관련기록과 승정원일기에서만 보인다는 점이 자못 특별하
게 여겨졌다. 왕실에서 사용하 던 거서화중탕이라는 이름
의 처방이 김 훈의 기록에서 등장한 것이다. 한편 거서화
중탕은 김 훈이 도교수가 되기 전에 정리한 책 수세현서
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도교수 시절을 지낸 이후 
기록인 그의 진료기록에는 여러 번 등장하 다. 그가 도교
수가 되면서 왕실의 어의들과 접촉하면서 왕실처방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 다.25) 

아쉽게도 승정원일기 거서화중탕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 
김 훈의 거서화중탕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었다. 
다만 주어진 기록을 가지고 두 거서화중탕의 연관성을 생각
해 보았다. 첫 번째는 거서화중이 갖는 의미상의 연속성이
다. 1700년도 초 숙종시기에 사용된 거서화중이라는 표현은 

육화탕을 설명하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1900년도 초 김 훈 
진료기록에 거서화중탕이 등장하 다. 이 두 처방은 치료하
려는 증상군과 병인에 있어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
었다. 2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서화중’이 갖
는 치료적 의미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1700년
도 후반에 등장한 승정원일기 거서화중탕의 거서화중 역
시 동일한 의미를 가졌으리라 짐작 가능케 한다. 이를 확장
시켜 생각해 본다면 당시 혜경궁이나 정순왕후의 증상이 
暑邪로 인해 발생한 소화기 문제(매스꺼움, 구역, 구토, 복
통, 설사 등) 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거서화중을 위해 향유를 사용한 점이다. 승정
원일기 거서화중탕의 약재 구성 중 유일하게 드러난 것은 
향유이다. 거서화중이라는 의미에서 향유를 사용한 예는 앞
서 비교해본 동의보감 육화탕과 김 훈의 거서화중탕에
서도 보인다. 특히 이 두 처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재 
향유, 후박, 백편두는 동의보감에서 서병통치약으로 꼽는 
향유산의 배오이다.26) 즉 ‘祛暑’라는 의미에서 향유산 배오를 
활용한 것인데, 이러한 예는 김 훈 처방 중 却暑除濕湯에
서도 확인이 된다. 김 훈은 아예 이 처방에 不換金正氣散 合 
香薷散이라 기록하 다.27) 이처럼 祛暑를 위해 향유를 사
용하는 방식에서 두 거서화중탕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았다. 

한편, 연구대상에 접근함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연
구초반에는 그의 60년 기록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전체를 하나의 툴로 묶어낼 방법을 고민하 다. 그
러나 김 훈 진료기록이 실제 사료가 만들어지는 데에만 
60여년, 데이터베이스화에만 수년이 걸린 자료 기에 그의 
기록 패턴은 물론이거니와 데이터가 정리된 패턴까지도 일
정하지 않았다. 결국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툴로 묶는데 어
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일단 
가능한 범주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측면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이에 본고에서 대
상으로 삼은 것이 초기 10년간의 기록인 1915년부터 1924년
까지의 자료 다. 또한 해당 기간의 자료 중 소량의 자료가 
누락되기도 하 는데 이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다보니 생긴 문제 다. 이는 추후 관련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거서화중탕이라는 처방을 선택
하 는데, 본 처방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처방을 

25) 김동율, 김태우, 차웅석. ｢景宗의 病歷에 대한 연구Ⅰ｣.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11-22.
26) 東醫寶鑑･雜病扁 ｢暑病通治藥｣
27) 김 훈 진료기록 중 1919년 8월 31일 진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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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분량을 투자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원래 목적이었던 임상활용 비중만
큼이나 처방 이해에 대한 분량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이르

다. 이런 부분들이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움
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김 훈 진료기록 데이터의 분석 가치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김 훈 진료기록 데이터 분석을 위
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 자료의 연구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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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병명 병인 빈도(수) 백분율(%)

泄瀉

暑食/暑食傷 140 53.43
暑濕/暑濕傷 73 27.86
暑濕食傷 12 4.58
暑食傷胃 8 3.05
酒食傷胃 3 1.14

食傷 3 1.14
生冷傷胃 2 0.76
暑食毒 2 0.76
暑風 1 0.38

生冷傷 1 0.38
伏暑 1 0.38

宿食傷 1 0.38
溜飮 1 0.38

합계 262 100

별표 1. 泄瀉에 대한 병인별 분포

병명 병인 빈도(수) 백분율(%)

濕瀉

暑濕食傷 /暑濕傷食 27 37.5
暑食傷 14 19.44

暑食傷胃 9 12.5
暑濕傷胃 /中暑濕傷胃 9 12.5

飮食傷胃 5 6.94
暑濕食積 2 2.77
濕食傷 1 1.38
飮食傷 1 1.38
食積 1 1.38

傷濕傷食 1 1.38
暑濕食麪傷 1 1.38

暑濕傷 1 1.38
합계 72 100

별표 2. 濕瀉에 대한 병인별 분포

병명 병인 빈도(수) 백분율(%)

腸澼

暑食傷 18 26.86
暑濕食/暑濕食傷/暑濕傷食 15 22,38

暑濕食毒 9 13.43
暑食毒 5 7.46

暑食傷胃 4 5.97
食積 3 4.47

宿食傷胃 2 2.98
暑濕生冷傷 2 2.98
暑濕傷胃 1 1.49
宿食腸熱 1 1.49
暑濕食積 1 1.49
大腸宿積 1 1.49

內傷飮食 外因暑濕 1 1.49
暑濕傷 1 1.49
暑濕積 1 1.49
宿積 1 1.49

暑食傷風 1 1.49
합계 67 100

별표 3. 腸癖에 대한 병인별 분포

병명 병인 빈도(수) 백분율(%)

癨亂

暑食傷 15 44.11
暑食傷胃 5 14.70
暑濕食傷 3 8.82
生冷傷胃 3 8.82
暑濕傷 2 5.88
食積 2 5.88

暑濕傷胃食積 1 2.94
暑濕食傷胃 1 2.94

食傷 1 2.94
알 수 없음 1 2.94

합계 34 100
* 알 수 없음 : 글자가 명확히 읽혀지지 않거나 병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표 4. 癨亂에 대한 병인별 분포

병명 병인 빈도(수) 백분율(%)

濕泄

暑濕食傷 3 20
暑濕傷 3 20
食傷 2 13.33

暑濕食傷胃 2 13.33
生冷傷胃 1 6.66
暑食傷 1 6.66

生冷傷脾 1 6.66
暑食傷胃 1 6.66

食積 1 6.66
합계 15 100

별표 5. 濕泄에 대한 병인별 분포

병명 병인 빈도(수) 백분율(%)

滯下

暑食傷 4 26.66
暑食毒 3 20
宿食 2 13.33
暑濕 1 6.66

生冷傷胃 1 6.66
暑濕食毒 1 6.66

伏暑 1 6.66
暑食傷胃 1 6.66
暑濕食傷 1 6.66

합계 15 100

별표 6. 滯下에 대한 병인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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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병인 빈도(수) 백분율(%)

感冒

暑濕/暑濕傷 4 26.66
暑風/暑傷風 4 26.66

外感暑濕 內傷飮食 3 20
暑濕風/暑濕風傷 2 13.33

外減署濕 內傷七情 1 6.66
外感暑風 內傷氣鬱 1 6.66

합계 15 100

별표 7. 感冒에 대한 병인별 분포

병명 병인 빈도(수) 백분율(%)

腹痛
暑食傷 5 50
食積 3 30
食傷 1 10

食積痰 1 10
합계 10 100

별표 8. 腹痛에 대한 병인별 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