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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YU Sang’s [柳瑺] Book on Smallpox,
the GogeumGyeongheomHwalyubang [古今經驗活幼方]

Dong-Ryul Kim, Hak-Jun Jo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GogeumGyeongheomHwalyubang [古今經驗活幼方] is a medical book dedicated to Smallpox, written by YU Sang [柳瑺] in the 

Joseon Dynasty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As a smallpox specialist for the Joseon royal family, YU Sang was 

well-reputed after successfully treating smallpox of three of the 27 Joseon kings. There are four features of this book. First, the 

causes for smallpox are roughly recorded. Second, YU Sang emphasized the distinction between patients who could or could not be 

cured. Third, the herb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smallpox are selected and organized separately. Fourth, YU Sang discusses the 

contents of diverse medical books and his own experiences. 

Conclusion : YU Sang’s significant knowledge of smallpox treatment is well presented in his book, GogeumGyeongheomHwalyubang 

and this wealth of experience would have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smallpox treatm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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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痘瘡은 조선시 를 표하는 전염병으로 민간과 왕실을 
구분하지 않고 유행했던 질병이다. 두창이 정확히 언제부터 
한반도에서 유행하 는지 알 수 없으나 5~6세기 경 중국에
서 한반도로 들어와1)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 까지 
이어져 반복적으로 유행하 던 것으로 보인다. 두창에서 벗
어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무속과 의학의 범주에서 공

히 행해졌는데, 조선 중기에 발간된 의서 痘瘡經驗方에서 
무속에 너무 기 는 것을 문제 삼는 부분이나2), 숙종의 두
창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왕 비가 무속에서 일컫는 금기
들을 지키는 모습들3)은 조선시 에 두창을 하는 의료문
화적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선시  발간된 두창전문의서로는 15세기 세조 에 발
간된 瘡疹集과 17세기 초에 발간된 諺解痘瘡集要, 17세
기 중반에 발간된 박진희의 두창경험방 등이 있다. 15세기
에 발간된 창진집은 醫方類聚의 교정 무렵 제작된 책으
로, 실제 내용 측면에서도 의방유취의 해당 부문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4) 언해두창집요는 허준이 東醫寶

1) 이두현. ｢마마배송굿｣. 한국문화인류학. 2008;41(2):229.
2) 김상현. ｢두창경험방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4):45.
3) 고 원, 김동율, 김태우, 차웅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의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50.
4)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고양: 성의학사. 20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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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을 제작하던 과정 중에 먼저 저술하여 간행한 의서로5) 
편제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동의보감과 유사한 부분이 상
당하다. 이처럼 창진집과 언해두창집요 두 권의 책은 
국가에서 출간한 거질의 의서에서 두창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 출간함으로써 의서의 파급력을 높 다는 점에서 유사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17세기 중반에 발간된 박진희의 
두창경험방은 당시 사 가에 널리 퍼졌던 향력 있는 
의서 다.6) 본서의 구성과 내용은 그보다 50여년 앞서 발
간된 동의보감의 향을 깊게 받았으며, 거기에 저자의 
생각과 경험 등이 추가되어 동의보감 해당 부문과 차별
점을 지닌 의서로 완성되었다.7)

古今經驗活幼方은 두창경험방과 비슷한 17세기 중반
에서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창전문의서
이다. 본서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데, 20세기 
중반에 출판된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와 김두종의 
韓國醫學史에 공히 고금경험활유방은 두창전문의사인 유
상의 저서이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박진희의 두창경험방
을 조술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 기록이 남아있다.8)9) 
본서의 연구가 미진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책이 국내에 존
재하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 김두종 역시 본인의 
논문에서 고금경험활유방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내
용을 검토하지 못하 다고 하 다.10) 한편, 1995년 국립중
앙도서관에서 일본의 杏雨書屋에 보관 중이던 고금경험활
유방을 조사･ 인함으로써11) 국내연구자들이 본서를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해제작업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12), 내용에 한 연구 측면은 
여전히 미진하여 선 연구자인 김두종과 三木榮의 평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금경험활유방의 실제 내용을 살펴봄으로
써 본서를 내용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

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금경험활유방과 저자 유상에 한 
연구 결과를 기타 사료들과 함께 종합하여 서지사항 및 저자
에 한 기본적인 연구를 진행하 으며, 고금경험활유방
의 본문 내용을 당  유사 의서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서 본
서의 내용상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Ⅱ. 본론

1. 서지사항

1) 형태

본 문헌은 日本杏雨書屋에 보관되어 있는 1권 1책의 필
사본이며, 연구에는 1995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본
서의 사본을 참고하 다. 겉표지 앞면에는 ‘治痘經驗方’이라 
기록되어 있으며(그림 1), 서명으로 알려진 ‘고금경험활유
방’은 표지가 아닌 본문 1면 서두(가장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그림 2). 본서의 크기는 세로크기가 약 30.5 cm, 가
로크기가 약 20 cm로 추정된다.13) 본문은 속표지를 포함
하여 총 40장이며 별도의 계선 없이 10열로 일정하게 필사
되어 있다. 한 열의 자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주기는 쌍행으
로 기재되어 있는데14), 주기가 없는 경우 체로 한 열의 
자수는 30자 내외이다.

5)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고양: 성의학사. 2006:283.
6) 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서울:군자출판사. 2009:236.
7) 김상현. ｢두창경험방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4):40.
8)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389.
9)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日本:思文閣出版. 1991:312.
10) 김두종. ｢우리나라의 두창의 유행과 종두법의 실시｣. 서울 학교논문집. 1956;4:39.
11) 국립중앙도서관(2016.07.04.) “고금경험활유방 상세정보” 자료검색_소장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img=n&hanja=&sort=&desc=desc&all=on&topF1=title_author&kwd=%EA%B3%A0%EA%B8%8
8%EA%B2%BD%ED%97%98%ED%99%9C%EC%9C%A0%EB%B0%A9&x=0&y=0#none> (2017.11.07.)

12) 국립중앙도서관(2016.07.04.) “고금경험활유방 초록정보” 자료검색_소장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img=n&hanja=&sort=&desc=desc&all=on&topF1=title_author&kwd=%EA%B3%A0%EA%B8%8
8%EA%B2%BD%ED%97%98%ED%99%9C%EC%9C%A0%EB%B0%A9&x=0&y=0#none> (2017.11.07.)

13) 사본상에 놓인 자를 중심으로 측정값을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로 보기는 어렵다.(그림 1 우측 자 참고) 
14) 국립중앙도서관(2016.07.04.) “고금경험활유방 초록정보” 자료검색_소장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img=n&hanja=&sort=&desc=desc&all=on&topF1=title_author&kwd=%EA%B3%A0%EA%B8%8
8%EA%B2%BD%ED%97%98%ED%99%9C%EC%9C%A0%EB%B0%A9&x=0&y=0#none>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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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금경험활유방 겉표지 앞면

그림 2. 고금경험활유방 본문 1면

2) 저술 및 필사 시기

본서는 별도의 서문이 없는 신 속표지 앞장에 朝(혹은 
綱)라 하여 책에 한 개략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곳에 본
서가 숙종 에 유상이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5) 그러나 
유상이 본서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다른 사료가 없기 
때문에 본서가 실제 유상이 지었을지 혹은 유상의 이름을 
가탁한 다른 인물이 지었을지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논문의 본론 3-4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금경
험활용방의 인용 의서 중 가장 후  저작이 두창경험방
이기 때문에 본서의 최초 저술 시기는 두창경험방 저작 
시기인 17세기 중반 이후로 보인다. 또한 유상이 왕실의관
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현종 15년(1674년) 무렵부터 숙종 

46년(1720년)까지, 즉 17세기 중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
지이며 활동 말년에 그의 나이가 80에 다다랐기 때문에16) 
본서를 유상이 지었다고 보아도 시기상 크게 이상하지 않
다. 따라서 유상이 본서를 직접 저술했다는 가정 하에 판단
해 본다면 고금경험활유방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
에 완성된 책으로 볼 수 있다. 단 현재 행우서옥에 보관되
어 있는 고금경험활유방에는 이 책의 속표지에 유상이 쓴 
책이라는 ‘朝’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고금경험활유
방은 유상이 쓴 책을 누군가가 필사했거나 혹은 유상이 쓴 
책에 누군가 별도의 ‘朝’만 추가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편제

‘朝’부분을 제외한 본문은 총 36장 71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8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상 구분을 해 보
면, 藥性과 不治症 이 각각 1문씩 있으며 뒤이어 두창의 시
기에 따른 決生死와 症治가 각각 5문씩 있다. 그리고 그 뒤
에 餘毒症治, 戒忌, 食治, 預防, 預觧胎毒이 각각 1문이 등
장하며, 마지막으로 麻疹論 1문이 나온다. 편제 항목을 열
거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편제
 1. 論治痘藥性
 2. 患十五日內不治死症論
 3. 發熱三朝內決生死門
 4. 報痘三朝決生死門
 5. 起脹三朝內決生死門
 6. 貫膿三朝決生死門
 7. 結靨三朝內決生死門
 8. 發熱三朝症治門
 9. 報痘三朝症治門
10. 起脹三朝症治門
11. 貫膿三朝症治門
12. 收靨三朝症治門
13. 痘後餘毒症治
14. 痘瘡首尾戒忌例
15. 食治
16. 預防痘瘡藥房
17. 預觧胎毒方
18. 麻疹論

표 1. 고금경험활유방 편제구성

15) 고금경험활유방 속표지 앞면. “肅宗時柳相所著, 詳察其症勢, 參考於良劑, 則庶可有助於活幼之方矣”
16) 고 원, 김동율, 나향미, 박주 , 방성혜, 서창용 외. 역사 선생님도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왕조 건강실록. 서울:트로이목마.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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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연구

본서의 저자는 유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저
자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를 
유상으로 한정지어 연구하 다. 유상은 숙종 (1674-1720)
에 주로 활동했던 의관이다. 승정원일기 현종 15년(1674) 
기사에 그가 동반직에 제수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17) 
그가 왕실 의관으로 임명된 시기는 이 무렵으로 보인다. 또 
숙종 즉위년(1674) 기사에는 鍼醫 명단에서 그를 찾아볼 
수 있는데,18) 이를 근거로 유상이 현종 에 鍼灸醫 取才
를 통해 선발되어 왕실에서 활동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의 字는 汝珎이며 본관은 文化이고,19) 호로 추정되는 별
도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승정원일기에 그의 이름이 柳
瑺으로 등장하는 것에 비해 고금경험활유방에는 柳相으
로 기재되어 있으며20), 김두종의 연구에 따르면 柳尙으로
도 통한다는 말이 있어21) 문헌적으로는 본 이름인 ‘瑺’외에 
‘相’이나 ‘尙’도 통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 류(유)씨22) 족보에 따르면 그는 문화 류씨 23 손
으로 계미년 5월 3일에 태어나 계묘년 4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23) 승정원일기에 그가 1722년 팔순을 맞이했다는 기
록이 있으며24) 1723년 상을 치루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25)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유상의 생몰년 가 ‘1643~1723’
임을 알 수 있다.

유상의 아버지인 柳景緝(1587-1656)은 광해군 4년(1612)

에 증광시(진사시)에서 3등 50위를 하 다가 인조 2년 식
년시에서 을과 2위로 급제하 으며26), 이후 인조 및 효종 
시 에 승정원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정3품 좌승지까지 올
랐다. 그의 아들은 유중림으로 경종 1년 증광시(진사시)에
서 3등 1위를 하 으며27), 이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 
에 의관으로 활동하 다. 유중림은 조 42년(1766)에 편
찬된 增補山林經濟의 저자로이기도 하다.28) 이 외에도 
유상의 가계는 유상의 아들 유중림을 비롯하여 손자인 류
원, 증손자 류증모, 고손자 류환익까지 총 5 에 걸쳐 왕실
에서 의관으로, 특히 痘醫로 활동하 다.29)30) 

유상은 뛰어난 의술로 종1품 숭정 부까지 올랐으며, 정
1품 보국숭록 부를 제수 받았으나 의관은 보국에 오를 수 
없다는 신하들의 반 로 결국 품계가 환수되었다.31) 그는 
治痘醫官, 즉 痘醫로 명성이 높았는데, 특히 숙종 9년(1683)
에 숙종의 두창을 치료하 으며, 숙종 25년(1699)에 당시 
왕세자 던 경종, 숙종 37년(1711)에 숙종의 둘째 아들 연
잉군(훗날 조), 숙종 37년(1711)에 숙종의 여섯째 아들 
연령군 및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의 두창을 모두 성공적으
로 치료하 으며,32) 결과적으로 조선 왕 27인 중 3인의 두
창을 치료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명실상부 조선 후기 왕실을 표하는 痘醫 다. 실
제로 그는 두창경험방의 저자이자 현종 에 두창 치료
로 명성이 높았던 박진희33)와 비견되는 인물이었으며,34) 
관직만으로 보면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이 생전에 받았던 

17) 승정원일기 현종 15년(1674) 2월 2일 “柳瑺爲東部參奉”
18) 승정원일기 숙종 즉위년(1674) 10월 17일 “鍼醫崔胤績･李庚斗･崔迪･鄭斯立･柳瑺･安國機･金萬軸･趙錫孚･咸得一･方泰重･趙宗式各上弦弓一張

賜給…”
19) 고 원, 김동율, 나향미, 박주 , 방성혜, 서창용 외. 역사 선생님도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왕조 건강실록. 서울:트로이목마. 2017:212.
20) 고금경험활유방 속표지 앞면. “肅宗時柳相所著, 詳察其症勢, 參考於良劑, 則庶可有助於活幼之方矣”
21) 김두종. ｢우리나라의 두창의 유행과 종두법의 실시｣. 서울 학교논문집. 1956;4:39.
22) 가계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국문표기는 ‘류’이나 유상과 그의 아들 유중림의 경우 ‘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둘을 지칭할 때만 

예외적으로 ‘유’로 표기하 다. 이외의 가계인물들의 경우 모두 ‘류’로 기재하 다.
23) 저자 미상. 文化柳氏世譜 卷之三. 출판사 미상. 출판년 미상:下70.
24) 승정원일기 경종 2년(1722) 2월 25일 “醫官柳瑺, 昔年三殿痘患時, 其保護功勞, 有不可勝言。曾在先朝, 屢蒙恩賞, 而今年已滿八十, 當爲加資”
25) 승정원일기 경종 3년(1723) 4월 24일 “傳于呂必容曰, 身死醫官柳瑺喪需等物, 依金有鉉例題給事, 分付該曹”
26)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거 및 취재” 한국역 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MN_6JOb_1624_005404> (2017.11.07.)
27)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거 및 취재” 한국역 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SA_6JOb_1721_019643&curSetPos=5&curSPos=0&isEQ=true&kristal
SearchArea=B> (2017.11.07.)

28)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고양: 성의학사. 2006:316.
29) 이규근. ｢조선후기 의약동참 연구｣. 조선시 사학보. 2001;19:126.
30) 김동율. 장희빈의 죽음이 경종의 건강에 미친 향. 경희 학교 석사논문. 2013:12.
31) 고 원, 김동율, 나향미, 박주 , 방성혜, 서창용 외. 역사 선생님도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왕조 건강실록. 서울:트로이목마. 2017:212.
32) 김동율. 장희빈의 죽음이 경종의 건강에 미친 향. 경희 학교 석사논문. 2013:12.
33) 승정원일기 현종 4년(1663) 4월 20일 “朴振禧, 以治痘得名, 今已數十年”
34) 승정원일기 숙종 44년(1718) 7월 미상 “癸卯年疹疫時, 醫官朴振禧以爲, 明是紅疹矣. 其時他醫缺皆曰疹症, 而振禧獨曰, 與閭閻所經之症有異. 

振禧比他醫官之比, 其時士夫之家, 信任缺近來柳瑺, 而其所見如此, 豈非可疑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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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1품 숭록 부와 동일한 관직을 제수 받았다.35) 또한 그
는 사후에도 왕실에서 두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두
창을 잘 치료한 표적인 인물로 언급되곤 하 다.36) 그가 
痘醫로서 왕실 인물들을 치료하 던 구체적인 행적들은 승
정원일기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그 외에도 유재건의 이향
견문록과 작자미상의 청구야담에서도 그가 숙종을 치료
했던 이야기가 야사 형태로 남아있다.37) 

3. 내용상의 특징

1) 病因論의 소략

고금경험활유방이 나왔던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
반에 조선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
서로 종합의서는 동의보감을, 두창 관련 의서는 두창경
험방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 의
서들 및 고금경험활유방과 연관된 몇몇 의서들을 고금
경험활유방과 비교 분석하여 본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았다.

고금경험활유방의 첫 번째 특징은 병인론이 소략되었
다는 점이다. 질병의 치료를 논함에 있어 그 병이 무엇이
고,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은 동의보
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는 두창과 관련된 
門38)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동의보감의 향을 받았던 두

창경험방 역시 유사한 패턴으로 논지를 이끌어간다. 이들 
의서에서는 두창의 원인을 胎毒으로 봄으로서, 일반적인 六
氣나 飮食, 七情으로 생긴 질병과 차이를 두었다. 연이어 
병을 예방하거나, 두창에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릴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예방법 및 稀痘方 등을 기록해 두어 ‘두창의 
원인-원인 제어를 통한 두창의 예방’이라는 흐름을 글 초
반에 명기하고 있다. 이는 본고 3-4에서 논의될 고금경험
활유방의 준용의서 고금의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금
의감･권14･두진문을 살펴보면 첫머리에 ‘夫痘疹之原, 乃胎
毒所致’이라 하여 두창의 원인이 태독임을 가장 먼저 명시
하고 있으며, 연이어 태독이 왜 생기며 태독이 어떻게 두창
으로 이어지는지 등 두창의 병인에 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39)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태독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예방 관련 처방들을 기재해 두고 있다.40) 

한편 고금경험활유방은 글의 서두에 병인론 신 두창
을 치료하는 약재들과 그 약성에 해 논하고 있으며, 본문 
전체적으로도 두창의 병인에 해 별도로 논의하는 문이 
없다. 두창의 병인인 태독이 유일하게 언급되는 문으로 ｢예
해태독방｣을 들 수 있겠으나, 여기서도 병인을 명시하거나 
병인이 병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하지는 않고 다만 
태독을 예방하는 처방만 나열하고 있다. 이처럼 두창의 병
인과 관련된 논의는 고금경험활유방에서 완전히 배제되
었다. 상기 언급한 3권의 의서와 함께 병인론 관련 목차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고금경험활유방 동의보감 두창경험방 고금의감
1. 論治痘藥性
2. 患十五日內不治死症論

…
17. 預觧胎毒方

1. 痘癍疹三證專由胎毒
2. 稀痘方
3. 痘瘡預防法
4. 辨痘證

…

1. 표제 없음
2. 稀痘方
3, 辨痘證

…

1. 표제 없음
2. 豫解胎毒免痘論
3. 豫解胎毒免痘方

…
* 痘瘡의 병인(胎毒) 관련 내용이 포함된 목차에 밑줄
* 두창경험방, 고금의감의 목차 1은 별도의 표제 없이 바로 본문이 등장하나 모두 두창의 병인을 논하고 있음.

표 2. 고금경험활유방 외 3권의 의서에서 보이는 병인론 관련 목차 비교

35) 허준은 사후 정1품 보국숭록 부로 추증되었다. 
36) 승정원일기 조 1년(1725) 5월 28일 “鎭遠曰, 尹興大, 以痘醫, 柳瑺死後, 最有名稱, 今方別入直矣.”, 승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1월 23일 

“肅廟朝以前, 大內果無痘候矣. 上曰, 其時醫官柳瑺眞, 名醫矣. 舜澤曰, 然矣.”
37) 里鄕見聞錄 卷九 ｢知事柳瑺｣ 및 靑邱野談 三 ｢聽街於柳醫得名｣ 참조
38) 동의보감･잡병편11･소아문 ｢痘癍疹三證專由胎毒｣이하 참조
39) 고금의감･권14･두진문 ｢痘疹｣ “夫痘疹之原, 乃胎毒所致. 嬰兒在胎之時, 必資胎養以長其形焉, 緣母失於節慎, 縱欲恣食, 感其穢毒之氣…”
40) 고금의감･권14･두진문 ｢豫解胎毒免痘論｣ “痘疹乃胎毒所致, 人生無不患者, 若欲免之, 亦有法也…”, ｢豫解胎毒免痘方｣ ‘延生第一方’, ‘大極丸’, 

‘保嬰丹’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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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決生死의 강조

고금경험활유방이 앞서 언급한 다른 의서들에 비해 유
독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決生死’, 즉 환자가 치
료과정을 통해 나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다. 여기서는 주로 환자가 겪을 특정 증상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환자인지 반드시 죽을 환자인지를 제시해주는데, 
예를 들어 두창 發熱期에 ‘열이 나면서 뱃속이 매우 아프고 
허리가 마치 매를 맞은 것 같이 아픈데, 건조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더욱 그치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41)’라던가 ‘열이 
날 때 몸에 열은 심하지 않고 허리와 배도 아프지 않은데, 
3일 후에 붉은 점이 조금 생기되 단단하여 손에 걸리는 정
도라면 약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42)’와 같은 방식이다. 고
금경험활유방에서는 책의 전반부인 두 번째 목차부터 일
곱 번째 목차까지 이 결생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
으며, 이는 총 목차 18개 중 1/3에 해당한다. 

이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환입오일내불치사증론｣을 제
외하면, 나머지 5개 목차는 모두 두창의 경과에 따른 결생
사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두창을 3일 단위 5개 과정으
로 나누어 發熱三朝, 報痘三朝, 起脹三朝, 貫膿三朝, 結靨三

朝로 보는데, 이처럼 두창을 5개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동
의보감, 두창경험방, 고금의감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견
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경험활유방처럼 각 단계에 따른 
결생사내용을 모아서 정리한 의서는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금경험활유방의 ｢발
열삼조내결생사문｣ 이하 5개 문의 내용은 주로 고금의감
의 유사 문의 내용, 예를 들어 고금의감의 ｢發熱三朝決生死
例｣ 등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의감이 발열삼
조에 해 証治, 決生死, 方藥을 논하고 출두삼조에 해 증
치, 결생사, 방약을 논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구성한 반면 고
금경험활유방은 결생사 부분만을 모아 5개 경과별로 정리
하고 그다음에 증치의 내용을 모아 5개 경과별로 정리하는 
편제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고금의감이 결생사보다 증치
를 앞세운 반면 고금경험활유방은 증치보다 결생사를 앞
세우고 있다. 동의보감 역시 편제방식은 약간 다르나 증치
관련 내용을 결생사보다 앞세우고 있으며43), 두창경험방
은 결생사와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다. 한편 동의보
감과 같은 뿌리의 책인 언해두창집요역시 두창경험방
과 동일하게 결생사 내용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이상의 내
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고금경험활유방 고금의감 동의보감 두창경험방 & 언해두창집요
1. 論治痘藥性
2. 患十五日內不治死症論
3. 發熱三朝內決生死門
4. 報痘三朝決生死門
5. 起脹三朝內決生死門
6. 貫膿三朝決生死門
7. 結靨三朝內決生死門
8. 發熱三朝症治門
9. 報痘三朝症治門

…

…
 5. 發熱三朝証治例
 6. 發熱三朝決生死例
 7. 發熱三朝方藥例
 8. 出痘三朝証治例
 9. 出痘三朝決生死例
10. 出痘三朝方藥例
11. 起脹三朝証治例
12. 起脹三朝決生死例
13. 起脹三朝方藥例

…

…
10. 發熱三朝
 - 發熱時吉凶證
11. 出痘三朝
 - 出痘時吉凶證
12. 起脹三朝
 - 起脹時吉凶證

…

없음

* 동의보감의 경우 각 목차에 증치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이후 하부 목차를 두어 결생사 관련 내용을 기재함.

표 3. 고금경험활유방 외 4권의 의서에서 보이는 결생사 관련 목차 비교

이 외에도 결생사와 관련하여 저자 유상은 두 편의 글을 
직접 저술하 다. 첫 번째 글은 편제 상 두 번째 목차에 등
장하는 ｢환십오일내불치사증론｣으로, 상기 편제명과 세부 내

용은 모두 당시 통용되었던 여타 의서들에서 보이지 않는
다. 동의보감의 ｢辨痘吉凶｣와 ｢辨痘輕重順逆｣가 유사한 주
제를 다루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며, 

41) 고금경험활유방 ｢發熱三朝內決生死門｣ “一發熱時 腹中大痛 腰痛如被杖 及至乾燥 而腰痛尤不止者 決死”
42) 고금경험활유방 ｢發熱三朝內決生死門｣ “一發熱時 身無大熱 腰腹不痛 過三日後 纔生紅點 堅硬碍手者 勿藥有喜”
43) 동의보감에서는 吉凶으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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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내용은 저자 유상이 두창을 치료하면서 겪었던 
학술적 고민과 경험 등을 종합하여 직접 저술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내용은 주로 두창의 5개 과정과 상관없이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에 해 기재되어 있다.

두 번째 글은 결생사의 마지막 부분인 ｢결엽삼조내결생
사문｣의 말미에 있다. 본 글은 저자가 ｢환십오일내불치사증
론｣에서 시작하여 ｢결엽삼조내결생사문｣까지 총 6문에 걸쳐 
논의한 결생사와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소회 
글이다. 여기서 저자는 ‘살릴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 의사가 사람을 죽 다라던가 의사의 치료가 잘못
되었다라는 누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기록해두었다.44) 
이는 곧 환자의 치료만큼이나 각종 비난으로부터 의사 스
스로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상은 처음 왕실에서 봤던 두창 환자 인경왕후가 치료 8일 
만에 사망하면서 관직을 박탈당하 었는데,45) 이러한 그의 
경험이 본 글에서, 또 결생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본서의 편
제 구성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3) 두창 전문 약성 정립

동의보감 등의 의서가 두창을 논함에 있어 가장 먼저 
두창의 원인을 설명했던 것과 달리, 고금경험활유방은 가
장 먼저 藥性에 해서 논하는 ｢논치두약성｣편을 두었다. 
약성을 의서의 앞쪽에 배치하는 방식은 만병회춘이나 고
금의감 등에서도 보이기는 하나 고금경험활유방처럼 본
문의 가장 앞쪽에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만병회춘
이나 고금의감 모두 종합의서답게 다양한 약재의 약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고금경험활유방은 두
창과 관련된 약재와 약성을 선별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논치두약성｣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자는 두창
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약재 77종을 선별하여(표 4) 
각각의 약재를 설명한다. 약재에 한 기록은 약재명, 약성 
그리고 약재의 효과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약재의 
효과는 두창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논치두약성｣에서 가장 먼저 등장
하는 약재인 升麻를 살펴보면 ‘升麻 性平 解痘毒發熱時用之 

發痘後熱毒亦可用之’라 기재되어 있다. 구조상 약재명인 升
麻가 나오고 뒤이어 승마의 약성인 性平이 나온다. 그 뒤로 
이 약재의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를 언급하는 방식을 살펴
보면 오직 ‘승마가 두창의 어떤 증세에 쓸 수 있는가’에 
해서만 기록되어 있으며, 승마가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다양
한 활용 병증에 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마황의 
경우 ‘麻黃 性溫 痘初發熱時壯熱惡寒者可用 餘不可用之’라 
하여 약재명, 약성, 약의 효과 순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서도 마찬가지로 약의 효과를 설명할 때 두창과 관련해서 
본 약재를 언제 쓸 수 있고 언제 쓸 수 없는가에 한 기
록만 나와 있지 마황의 다른 활용 병증에 해서는 언급하
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록 형태는 동의보감 여러 문에 분포된 단방 
내용이나 동의보감･탕액편의 본초 내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가결의 형태로 약성을 정리한 만병회춘과도 차이
를 보인다. 또한 언해두창집요와 두창경험방이 약성에 

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과도 비교된다.

｢논치두약성｣에 등장하는 약재명
升麻 麻黃 柴胡 前胡 乾葛 紫蘓(紫蘇) 紫草 金銀花 羌活
蟬退 荊芥 薄荷 陳皮 吉更(桔梗) 牛旁子(牛蒡子) 天麻 連翹
防風 白芷 黃芩 山査 半夏 靑皮 紅花 滑石 木通 厚朴 
大卜皮(大腹皮) 砂仁 豬苓 澤瀉 神曲(神麯) 麥芽 茯苓 白朮
甘草 山藥 麥門冬 人蔘 黃芪 川芎 當歸 芍藥 地黃 牧丹皮
香附子 霍香(藿香) 鹿茸 穿山甲 犀角 朱砂 龍腦 射香(麝香)
石雄黃 牛黃 人牙齒 桑虫 絲瓜 只角(枳殼) 砂糖 黃土 月經
大黃 乳香 糯米 菉豆 赤豆 黑豆 木香 丁香 肉豆久(肉荳蔲)
生薑 乾薑 肉桂 官桂 附子 訶子 
* 총 77개 약재

표 4. ｢논치두약성｣에 등장하는 약재명

4) 다양한 의서 내용과 자신의 경험 집약

고금경험활유방은 내용의 상당부분을 당 에 발간된 여
러 의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요하게 인용되었
던 의서는 고금의감이다. 총 18개의 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결생사 5문과 증치 5문이 모두 고금의감
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두후여독증치｣, ｢두창수미계기
례｣, ｢예방두창약방｣, ｢예해태독방｣도 모두 고금의감을 주

44) 고금경험활유방 ｢結靨三朝內決生死門｣ “已上十五日內生死形症之論詳矣 須先熟讀玩味 則臨症之時 便知何者爲生 何者爲死 何者爲治 何者爲不
治 當治決保其生 不治者決詳其死 其明見如此則 庶免枉殺之罪 誤治之責 而手到卽疹矣.”

45) 승정원일기 숙종 6년(1680) 11월 14일 “當此大王大妃殿玉候愆和之日, 莫重議藥, 不可付諸數小醫官, 權愉･崔有泰･金汝器･崔萬尙, 竝罷職, 柳
瑺･鄭斗俊, 削職放送, 而權愉･崔有泰･金汝器, 則仍令進參於分藥房事, 分付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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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용 의서로 삼고 있다. ｢마진론｣의 경우 총 2편의 마진
관련 논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고금의감의 
마진론이다.

한편, 고금경험활유방에 인용된 고금의감의 내용은 
원래의 내용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차이
점은 목차에 사용된 용어상의 차이이다. 두창은 3일 단위 5개 
경과로 인식되었으며, 고금경험활유방은 이를 發熱, 報痘, 
起脹, 貫膿, 結靨(혹은 收靨)46)으로 나누어 목차에 사용하

다. 반면에 고금의감은 發熱, 出痘, 起脹, 貫膿, 收靨이
라는 용어로 목차를 구성하 으며, 이는 동의보감, 두창
경험방, 언해두창집요에서도 모두 동일하다. 고금경험활
유방과 동일한 용어선택을 한 의서로는 景岳全書가 있
으나, 내용상 두 책의 관련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고

금경험활유방의 저자가 경악전서의 명명법을 의지적으
로 선택하 는지, 아니면 임의로 선택한 용어가 마침 동일
하 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두 번째 차이는 구성상의 차이이다. 고금의감은 증치와 
방약을 각기 다른 문으로 설정하 으나 고금경험활유방
은 이를 통합하여 증치문 하나에 실었다. 이처럼 증치와 방
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주제 안에서 기록하는 
방식은 동의보감이나 두창경험방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는 바이다. 또한 고금경험활유방은 증치와 방약을 하
나의 문으로 합치시키면서 각 조문의 기록 순서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를 고금경험활유방 ｢보두삼조결생사문｣의 化毒
湯 관련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고금경험활유방 고금의감
｢報痘三朝決生死門｣
① 發熱一日 即見紅點 根紅頂圓 堅實碍手者 此正痘 由毒氣太

盛 故出速也 宜用後方加紫草 紅花 蟬退 涼血解毒可也 若
一日出齊 稠密紅赤成片 此毒氣極盛 不久 紫黑發斑而死

② 凡熱盛 發紅斑 如錦文在皮肉者 宜用後方加紅花 黃芩 升麻
喉痛加玄參 犀角若見黑斑 不終日而死

③ 出痘後 或兼麻疹稠密如蚕種者 宜用後方加柴胡 紅花解之 若
色好 不可過服涼藥傷脾 以致陷伏

④ 化毒湯 治痘已出 以此消毒 或出不快 及痘欲出渾身壯熱 不
思飲食者 一服內消散已出 一兩顆者即解其半 

｢出痘三朝証治例｣
① 凡發熱一日 即見紅點 根紅頂圓 堅實礙指者 正痘瘡也 此由

毒瓦斯太盛 故出速 宜敗毒散 或化毒湯加紫草 紅花 蟬蛻之
類 涼血解毒可也 若一日出齊 稠密紅赤成片 此毒盛太過 不
久 紫黑發斑而死 

(생략)
② 凡痘熱盛 發紅斑 如錦紋在皮肉者 化毒湯加紅花 黃芩 升麻

喉痛加玄參 磨犀角和服 此傷寒陽毒發斑 用玄參升麻湯加減
之法 若見黑斑 不終日而死矣 

(생략)
③ 凡出痘後 或發麻疹稠密如蠶種者 化毒湯加柴胡 紅花解之

若色好 不可過用涼藥傷脾 以致陷伏
(생략)

｢出痘三朝方藥例｣
④ 化毒湯 治痘已出 以此消毒 或出不快 皆宜服之 一云 痘瘡

欲出 渾身壯熱 不思飲食 若服此一劑 即內消已 有一兩顆出
即解其半 若全出 即當日頭焦 只三服愈

표 5. 고금경험활유방과 고금의감의 화독탕 관련 조문 비교

고금의감은 ｢出痘三朝証治例｣에서 화독탕과 관련된 3개
의 조문이 각각 별개의 조문처럼 떨어져있으며, 화독탕의 
약재 구성 및 복용법 등에 한 설명은 ｢出痘三朝方藥例｣
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고금경험활유방은 화독탕
과 관련된 3개의 조문이 모두 이어서 기재되어 있으며, 고
금의감에서 방약문에 별도로 기재하 던 화독탕 설명도 그 
바로 뒤에 기재되어 있다. 화독탕을 표현하는 용어를 보아도 

고금의감은 조문이 각각 별개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조문 
중 화독탕을 언급할 때마다 ‘화독탕’이라는 명칭을 그 로 
사용하 으나, 고금경험활유방은 ‘후방’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뒤이어 나오는 처방인 화독탕 방약조문과 자연스럽
게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고금경험활유방은 두창의 다양
한 증상을 처방을 단위로 정리함으로서 준용의서인 고금
의감과 차이를 보인다.

46) 결생사문에서는 結靨을, 증치문에서는 收靨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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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차이는 세부 내용상의 차이이다. 고금경험활유
방은 고금의감이 인용됨에 있어서 내용상 변화된 부분
이 많다. 이중에는 내용은 비슷하고 문자만 다르게 쓰인 부
분도 있으나,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내용자체가 변화된 
부분도 많다. 특히 내용상의 변화는 다른 의서, 즉 동의보
감이나 두창경험방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달라진 부분도 
있고, 저자가 임의로 변화시킨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화
독탕의 약재구성의 경우 고금의감에서는 자초용이 5돈, 천
승마와 감초가 2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금경험활유방
에서는 3개의 약재가 공히 1돈씩 들어가 있으며 여기에 백
작약과 산사, 선퇴에 한 가감법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약재 구성과 가감법은 동의보감과도 다르며 오직 두
창경험방과 동일하다(표 6).

고금경험활유방 두창경험방 고금의감 동의보감
紫草茸 一錢
升麻 一錢

炙甘草 一錢 
(加 白芍一錢, 

山査七分, 
蟬退去頭足翅

五分)

紫草茸 一錢
升麻 一錢
甘草 一錢

(加 白芍藥一錢,
山査肉七分, 

蟬退去頭足翅
五分)

紫草茸 五錢
川升麻 二錢半
甘草炙 二錢半 

紫草茸 一錢
升麻 五分
甘草 五分

표 6. 고금경험활유방 외 3종의서의 화독탕 약재구성 비교

또 다른 예로 ｢발열삼조내결생사문｣의 한 조문을 살펴보
면, 고금경험활유방에서는 ‘發熱時 頭面上有一點紅 其色
如胭脂者 六日以後 決死’라고 하 는데, 고금의감에서는 
‘發熱時 頭面上有一片色 如胭脂者 八九日以後 決死’라 하여 
일자상 차이가 난다. 비슷한 내용을 실은 동의보감의 경우 
‘發熱時 頭面上有一片 色如臙脂者 凶 已上皆決死≪醫鑑≫’
라 하여 일자 기록이 없으며, 두창경험방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없다.

이처럼 고금경험활유방에는 다른 의서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인용된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의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보두삼조증치문｣
에 등장하는 歸芪酸棗湯이 그 표적인 예로 본 처방과 관

련된 증상과 약재 구성에 한 설명은 앞서 살펴본 고금
의감, 동의보감, 두창경험방 뿐만 아니라 만병회춘, 
경악전서를 비롯한 다양한 한중의서들에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고금경험활유방에서 귀기산조탕이 기록된 방식
도 다른 처방들과 차이가 나는데, 보통 처방들은 앞서 표 5
의 화독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치를 설명하는 조문(표 
5의 ①, ②, ③)과 처방을 설명하는 조문(표 5의 ④)의 문
장이 약간씩 다르다. 보통 증치를 설명하는 조문에는 증상
에 한 구체적인 설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처방을 설명하
는 조문에는 증상에 한 개략이나 치료원리가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귀기산조탕의 경우 증치조문의 내용과 처방조
문의 내용이 모두 ‘身已凉而汗不止者乃血隨氣溢也’로 완전
히 같아서 다른 처방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특징은 저자가 
귀기산조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창작했음을 추정케 한다. 

고금경험활유방이 주로 고금의감을 준용하면서도 여
러 차이를 두었다면, 고금경험활유방 중에는 다른 의서를 
준용한 부분도 존재한다. ｢식치｣와 ｢마진론｣의 일부가 그러
한데, ｢식치｣는 동의보감 ｢痘疹宜食物｣및 두창경험방 ｢飮
食｣의 내용과 동일하며 ｢마진론｣은 두 편의 글 중 1편은 
고금의감의 마진론인 반면 다른 1편은 만병회춘의 마진
론이 실려 있다. 또한 ｢마진론｣ 끝부분에는 별도로 기재된 
4개의 처방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고금의감과 만병회춘 
마진론과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가장 유사한 
기록은 동의보감에서 보인다. 단 약재의 분량 면에서 완
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大連翹飮의 경우 柴胡
등의 약재나 木通 등의 약재의 분량이 미묘하게 다르며, 牛
黃膏의 경우 고금경험활유방 해당 조문에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약재량을 동의보감의 1/5로 기재해두었다. 肥
兒丸에서는 동의보감에 기재된 각 약재의 포제법이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다. 본 처방들이 왜 마진편 뒤편에 기재되
어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본문 구성상 마진과 관
련하여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 여겨 기록한 것으로 추정해 
본다. 4개 처방에 한 고금경험활유방과 동의보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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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경험활유방 동의보감
大連翹飮

甘草四分 柴胡 黃芩 荊芥 各三分半 連翹 車前子 瞿麥 滑石 
惡實 赤芍 梔子 木通 當歸 防風 各三分 蟬殼二分半 
竹葉二片 燈心十莖

甘草四分 柴胡 黃芩 荊芥 各三分 連翹 車前子 瞿麥 滑石 
惡實 赤芍藥 梔子 木通 當歸 防風 各二分 蟬殼二分半 
右剉作一貼 入竹葉二片 燈心十莖 水煎服

牛黃膏 鬱金 朱砂 各六分 牛黃五分 牧丹皮四分 甘草二分 
龍腦一分 右細末 蜜丸皂子大 竹葉茶和下 五分之一方攵

朱砂 鬱金 各三錢 牛黃二錢半 牧丹皮二錢 甘草一錢 
龍腦五分 右爲末 蜜丸皂子大 每一丸 井水化下

龍石散 寒水石三兩 朱砂二錢半 片腦二分 右細末 糝患處 日三五次 寒水石三兩 朱砂二錢半 片腦二分 右爲末 糝患處 日三五次

肥兒丸
胡黃連五錢 使君子四錢半 人參 倭黃連 神曲 麥芽 山楂肉 
各三錢半 白朮 白茯令 甘草 各三錢 蘆薈二錢半 細末 
黃米糊丸菉豆大 米飮和二三十丸

胡黃連五錢 使君子肉四錢半 人參 黃連薑汁炒 神麴炒 
麥芽炒 山楂肉 各三錢半 白朮 白茯苓 甘草灸 各三錢 
蘆薈碗盛泥裹糠灰火煨透二錢半 右爲末 黃米糊和丸菉豆大 
米飮下二三十丸

표 7. 고금경험활유방 ｢마진론｣ 후반부에 나오는 처방 4개 비교 

Ⅲ. 결론

두창은 조선시 를 표하는 전염병으로 관련된 전문의
서만도 수차례 제작되었다. 고금경험활유방은 이러한 두
창전문의서 중 하나이며, 저자는 17세기~18세기에 걸쳐 왕
실에서 두창전문의로 활동한 유상으로 알려져 있다. 고금
경험활유방은 현재 일본 행우서옥에만 유일하게 한권 보관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유상이 쓴 것인지 다른 필사자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본서는 1권 1책 40장 
분량의 필사본으로 편제는 총 18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로 알려진 유상은 조선 숙종 에 주로 활동한 왕실 
의관으로 당시 두창 전문의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조선 왕 
27인 중 3인의 두창을 치료했으며, 품계는 종1품 숭정 부
에까지 다다랐다. 생전에는 두창경험방을 저술한 박진희
에 비견되었으며 사후에도 왕실에서 두창을 잘 치료한 
표적 의관으로 거론될 정도로 명망이 높았고, 그의 가계 또
한 그를 시작으로 5 에 걸쳐 왕실에서 두청 전문의로 활
동하 다. 

본고에서 살펴본 고금경험활유방의 내용상의 특징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병인에 한 논의가 소략 되어 있다. 
당 를 표하는 종합의서 동의보감, 두창전문의서 두창
경험방 및 본서가 준용하 던 고금의감 등에서 두창을 
언급할 때 두창의 병인인 태독에 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과는 달리, 본서는 병인에 한 설명이 없으며 그나마 태
독과 관련하여 예방법이 나오긴 하나 책의 거의 끝부분에 
조금 등장할 뿐이다.

둘째, 決生死가 강조되어 있다. 본서는 환자가 치료했을 
때 나을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결생사의 내용을 18개
의 문 중 6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이상의 내용을 두창의 증상과 치료, 예방 등의 내용보다 앞
세우고 있다. 이는 동의보감, 두창경험방, 고금의감 
등의 의서들이 증상과 치료를 앞세운 것과 구별되며, 그 외
에도 저자는 결생사와 관련하여 두 편의 글을 별도로 작성
하여 결생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두창 전문 약성을 정립하 다. 고금경험활유방의 
첫 번째 문인 ｢논치두약성｣에는 저자가 두창 치료와 접
하다고 판단한 약재 77종에 한 약성이 기재되어 있으며, 
약성 내용 역시 두창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두창과 관련된 약재와 약성만을 모아서 정리한 것
은 고금경험활유방 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내용이다. 

넷째, 다양한 의서 내용과 자신의 경험 집약시켰다. 저자
는 고금의감을 중심으로 동의보감, 만병회춘, 두창
경험방 등 다양한 의서를 인용하 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의서의 내용을 생략하거나 자신만의 견해를 추가 및 
수정하여 기존 의서의 설명과 자신의 경험을 종합시켰다. 

Ⅳ. 고찰

고금경험활유방에 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본고에서 주로 
분석한 ‘고금경험활유방의 내용상의 특징’이 발생한 이유
에 한 고찰이다. 고금경험활유방은 분명 당 에 향력
이 컸던 종합의서 동의보감이나 두창전문의서 두창경험
방과는 편집구성과 내용상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두창을 
다섯 단계로 바라보고 각 단계에 따른 치료법, 특히 탕약을 
중심으로 한 치료법을 기재한 점은 동일하나, 강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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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다르고 특히 ｢논치두약성｣은 기존의 의서에서 보이
지 않는 내용이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이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특
징이 두창을 다루는 당  의서에서도, 또 그 후에 발간된 
의서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본문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고금경험활유방과 비슷한 시기에 발간되
었던 의서들은 두창을 다룰 때 병인론을 소략한다던가, 결
생사를 강조한다던가 하는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쓰 던 醫門寶鑑(1724년),47) 후 에 쓰인 廣濟
秘笈(1790년)48) 등의 종합의서에서도 여전히 두창의 병
인론이 글의 서두에 쓰이고 있으며, 병인에 한 내용이 소
략된 濟衆新篇(1799년)이나 醫宗損益(1868년) 등의 종
합의서의 경우도 모두 결생사보다는 증치를 강조하고 있으
며 두창 전문 약성은 전혀 논하지 않고 있다.49) 이는 두창
전문의서에도 마찬가지이다. 痘科彙編(1807년)은 두창의 
원인에 한 논의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으며,50) 그밖에 醫
家神方(1836년)이나 經驗痘方(1869년)의 경우에는 병
인이 소략되어 있기는 하나 증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앞서 
살펴본 제 의서와 동일하며 두창전문약성 역시 별도로 정
리되어 있지 않다.51) 즉 고금경험활유방이 두창 병인론
의 중요성이 떨어져가는 의사학적 맥락에서 쓰 다든지, 결
생사가 강조되는 경향성 안에서 쓰 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불어 고금경험활유방이 이후 두창 의학의 흐름에 변곡
점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경향성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도 어
렵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후  여러 의서에서 본서에 강조된 특징이 발
견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
하겠으나,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주목한 부분은 본서의 출판
여부이다. 동시 에 제작되어 여러 판본과 필사본을 남긴 두
창경험방52)과 달리 고금경험활유방은 별도의 출판여부
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아도 유상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으나 고금경험활유방이라는 책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없으며, 현재 보존되고 있는 원본도 필사본 
한 부만 존재할 뿐이다. 어쩌면 고금경험활유방은 애초에 
출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사되면서 전
해졌거나 혹은 처음부터 필사본 1권만이 가계에 내려오다
가 일본까지 가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유상이 고금경험활유방을 저술한 목적
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본서는 별도의 서문이 없기 때문에 
저자의 저술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비슷한 시
기에 출간된 박진희의 두창경험방과 비교해보면 상 적
인 입장에서 저술의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창경험방은 언해를 붙여 민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두창에 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든 책으로 언해
두창집요의 맥락을 잇고 있으나, 고금경험활유방은 이와 
같은 맥락이 보이는 의서는 아니다. 고금경험활유방이 언
해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이 책은 두창이 무엇이
고 왜 발생하는지에 한 언급도 없이 두창의 원인인 태독
에 한 예방법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등 상 적으로 불
친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 로 추론해 보면, 고금경험활유방이 애초에 다
수의 독자층을 상정하여 저술된 책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 
특히 ‘두창에 한 의학적인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알 
사람들’을 상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보인다. 고금경험활
유방에서 결생사가 증치보다 앞서 나온 것도 사실 두창의 
5단계 발달과정에 따른 증상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운 순서일 것이다. 증상을 보아야 단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환자가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생사부터 공부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논
치두약성｣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약재의 약성
을 설명하여 方解에 한 이해를 도우려고 했다면 약재의 
다양한 약성 설명은 생략한 채 두창과 관련된 약성만 기재
하여 놓은 것은 그리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고금경
험활유방은 두창경험방과 저술된 목적부터 차이가 있었
기 때문에 본서가 많은 이들에게 퍼지지도 않았고, 기존의 
여러 의서들과도 특징적인 내용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추정
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저자가 고금의감을 준용한 이유와 그 의의에 
한 고찰이다. 본서에서 고금의감이 준용된 이유를 명확

47) 醫門寶鑑 ｢痘疹｣문은 처음에 “痘者豆也, 疹者小也…原其所由實由胎毒藏於命門…”라 시작한다. 
48) 廣濟秘笈 ｢疹痘｣문은 처음에 “太古無痘, 自周末秦初…專歸於飮食胎毒…”라 시작한다. 
49) 濟衆新篇과 醫宗損益 모두 두창의 예방, 5단계의 두창 경과 및 그에 따른 증상과 치료 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50) 痘科彙編은 ｢原痘論｣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 
51) 醫家神方은 두창의 5단계에 따른 증상 및 치료를, 經驗痘方은 두창의 5단계중 發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단계에 따른 증상과 치료를 중심

으로 서술되어 있다. 
52) 김상현. ｢두창경험방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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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어쩌면 동의보감의 두창문이 고
금의감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 다는 점에서 유상이 동의
보감을 중심으로 두창을 공부하다가 고금의감으로 공부
의 폭을 넓혀갔을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그가 원래 고금
의감을 중심으로 의학을 공부했던 인물일 수도 있다. 또는 
그가 두창만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왕실에 있던 여러 
의서들의 두창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고금의감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간에 유
상이 고금의감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은 동일한데, 이는 
한국한의학계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양상이다. 김남일의 연
구에 따르면 한국의학계의 학술유파에 동의보감을 중심
으로 공부한 학파 외에도 의학입문이나 경악전서를 중
심으로 공부한 학파의 흐름은 보이나 고금의감을 중심으
로 공부한 학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53) 즉, 한국의학계에 
고금의감을 중시하는 학파적 흐름의 단서를 유상과 고
금경험활유방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고금경험활유방의 내용에 어떤 특징
적인 면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직 이에 하여 의사
학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하 으나, 고찰을 통해 
몇몇 가능성들이 제공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 다양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조선후기 두창 치료의 발달과정에 해 
더욱 의미 있는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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