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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research the tendency of medical text publication by examining the period of the great measles outbreak and the 

period of the publication of specialized smallpox texts. Using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atabase for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nd Bibyeonsadeunglok, we will compare all records of measles 

occurrence.

Measles and smallpox (Majin in Korean) have similar symptoms and treatment methods. In East Asia, when measles occurred it 

spread to Joseon and Japan, which are verified by records of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nd Bibyeonsadeunglok. The medical books related to measles are; Ryuhasinbang, Majinpyeon, Geupyubang, Yimsinyeokbang, 

Eulmisinjeon, Majingbang, Jinyeokbang, Magwahoetong, Majingibang, Susengsingam, Hongjinsinbang.

Measles and Majin are the same disease. During the period of measles occurrence, measles-related medical books were published, 

and this relation of measles occurrence and measles-related medical text publication is verified by several nation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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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최근 현 의학의 발달로 보건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염병을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어 발병률이 크게 줄었다. 의학계에서는 질병치료에 앞서서 
질병예방에 힘을 쏟아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유지
하게끔 장려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자면 질병관리본부

에서는 질병예방 목적으로 만성질환, 결핵, 에이즈 등의 질
병예방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조선시 에서도 
예방에 해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典醫監, 活人署, 戶
曹 등의 기관에서 국가사업을 통해 전염병에 처하 다. 
또한 민심안정의 차원에서 厲祭를 실시하여 질병에 시달리
는 백성을 위로하 다. 의료계에서는 의서간행을 주관하여 
질병치료 혹은 예방과 관련한 서적을 간행하 고, 민간에서
는 노래와 춤 등 고 에서부터 전해지는 샤머니즘적 수단
을 활용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하 다.2)

1) 질병관리본부. 홍역. http://www.cdc.go.kr/CDC/cms/content/mobile/65/68965_view.html.
2) 김남주. 고려시 에 유행된 전염병의 사적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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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적
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아시기에 예방접종을 하
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아진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2014년 기준 국내 발병자가 442명에 달하고, 해외(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베트남 그 외)에
서는 약 13만명에 달한다. 예방과 관련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환자들이 홍역과 관련한 삶을 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홍역
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기적으
로 홍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홍역은 조선시 에 17세기 후반부터 18C까지 본격적으
로 유행하 다. 홍역은 紅疫 또는 麻疹이라고도 불렸으며, 
이를 치료 혹은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의서가 편찬되었다. 이
헌길의 痲疹方, 乙未新詮은 다른 마진학을 연구하는 서
적에 많이 인용되었다.4) 또한 유이태의 痲疹篇은 후 의 
마진 서적에 많은 향을 주었다.5) 특히 정약용의 麻科會
通에서는 마진의 진단과 치료, 유사질환과의 감별법을 논
하며 조선 홍역 이론을 성립하는데 일조하 다.6) 조정준의 
及幼方은 실증적인 소아전문서적으로 홍역에 해 언급
하며 예방이라는 개념을 처음 홍역치료에 도입하 다.7)

과거 연구에서는 조선시  유행했던 痲疹에 한 전문서
적들의 저자, 편찬연도, 내용, 인용서적 및 의학자들 간의 
사승관계 등에 해 밝히며 의학서적에 해 심도 있는 연
구를 하 다. 하지만 痲疹이 전파되는 방향 및 시기와 의서
편찬과의 관계에 한 연구가 미진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
어 본 논문에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조선시  유행하
던 전염병 중 홍역(=마진)에 관해 논하는 동시에, 홍역이 
동아시아에서 전파되는 방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문헌을 통
해 18세기부터 19세기에 홍역이 크게 발생했던 시기를 알
아보았다. 그리고 마진 전문서적의 내용과 간행시기를 분명
히 밝혀서 최종적으로 홍역이 유행했던 시기와 의서편찬 
시기를 비교하여 의서편찬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논문은 홍역과 마진에 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비교
해보았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에
서 紅疫의 키워드로 麻疹(=痲疹), 紅疹, 紅疫을 국사편찬위
원회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여 기록을 추출한 후 중복된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홍역 발생 시기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문헌상 홍역 유행시기와 비교해보았다. 마지막
으로 홍역관련 의학서적들을 상으로 내용과 출판 연도를 
고찰해보고, 홍역 발생 시기와 비교해 보았다.

Ⅲ. 본론

1. 홍역과 마진의 개념

홍역이란 질병관리본부의 정의에 의하면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이다. 증상은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은 특징
적인 홍반성 구진상 발진 등이 있다. 치료는 보전적 치료와 

증치료가 있고, 예방법이 연구된 후로 예방접종 등을 통
해 예방을 주로 하고 있어 최근 선진국에서는 거의 발생하
지 않는 제 2군 감염병에 속한다.8)

마진이란 유이태의 麻疹篇과 정약용의 麻科會通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유이태의 痲疹篇에 따르면 마진은 胎熱이 속에 쌓여 
있다가 운기를 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열이 날 때 감
기나 바람에 손상된 것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實熱과 같
은 병상을 띤다. 또한 마진이 솟을 때는 붉은 반점이 온 몸
에 나타나는 형상을 보인다.9)

치료법으로는 열이 있으면 먼저 發散시키고 다음으로 소
변으로 내보낸(淸利) 후 열을 식히고(淸熱) 마지막으로 補
血을 한다고 되어 있다. 치료법으로는 예방을 강조하며 여

3) 질병관리본부. 홍역. http://www.cdc.go.kr/CDC/cms/content/mobile/65/68965_view.html.
4) 최진우. ｢蒙叟 李獻吉의 痲疹方에 관한 연구｣. 경희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15-31.
5) 유철호. ｢유이태 생애와 마진편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7-8.
6) 서봉덕. ｢마과회통의 역사학적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88-92.
7) 조미숙. ｢조정준의 급유방에 한 연구｣. 경희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8-10.
8)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법정감염병. 2군 감염병. 홍역. 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
9) 김신근. 한국의학 계(권36). 마과회통. 서울:여강출판사. 1988:220. “余曰夫疹者人之胎熱 蘊積於內乘運氣而發者也 其疹之發於外者慰與痘相似

而熱有陰陽之異發有臟腑之別痘者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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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10)
정약용은 마과회통에서 마진에 해 “原證篇”에서 명

칭, 원인, 치료방법, 증상의 변화, 형색 등에 해 소개하며, 
마진의 명칭에서는 각 의가들의 생각차이를 소개하 다.11) 

체적으로 마괴회통에서는 마진의 원인, 治法이 거의 같아 
마진의 원인은 태독이 운기를 만나 태독이 발동하는 것으
로 보고,12) 치료방법은 위의 유의태의 마진편의 治法과 같
았다. 마진의 전변과정은 <初症 → 發熱 → 出疹 → 收疹 
→ 治療 또는 餘毒>이다. 초기증상13)과 관련해 다른 유사
증과의 차이는 마진은 얼굴이 붉어지고 가운데 손가락이 
차며 기침을 많이 하는 것과 더불어 열이 심하게 나기 시
작한 후 5-6일이 지나 전신에 붉은 점이 나타나면 마진으
로 추정할 수 있다.14)

2. 홍역과 마진의 비교

痲疹은 조선 전기에 痘瘡 등 피부의 열성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과 함께 瘡疹이라는 병명으로 쓰 다. 그러나 17C부
터 여러 의가들에 의해 마진과 痘瘡의 감별법이 제시된 후 
홍역 이론은 더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며, 그 치료법도 역시 
다양해진다.15) 현재 홍역이라 불리는 전염병의 증상과 마
진의 증상은 열이 나고, 홍반성 반점(붉은 반점)이 돋는다
는 부분에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에서도 증치료
로 먼저 열을 내린 후에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홍역의 원인은 바이
러스로 규명되었으며, 기술적인 한계가 있던 조선에서는 바
이러스를 태독이라 칭하며 운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한
다는 이론을 정립하 다. 이 때문에 홍역과 마진은 같은 것
으로 보고 현재까지 설명되어왔다. 다음 표는 홍역과 미진
을 비교해본 것이다(표 1).

홍역(질병관리본부) 마진(마진편, 마과회통)
정의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 태열이 속에 쌓여 있다가 운기를 타고 일어나게 되는 것

증상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
은 특징적인 홍반성 구진상 발진 熱이 날 때 감기나 바람에 損傷된 것과 비슷

實熱의 症勢. 麻疹이 솟을 때에는 붉은 반점이 온 몸에 나
타나는 형상(합병증) 설사,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

관지 폐렴 등

치료 보존적 치료(안정, 충분한 수분 공급 등)
증치료(해열제 등)

① 熱이 있으면 먼저 發散
② 小便으로 내보냄(淸利)
③ 熱을 식힘(淸熱)
④ 보혈(補血)

예방 예방접종 ① 消毒保嬰丹 太乙神明丹 등

표 1. 홍역과 마진 비교

3. 중국, 한국, 일본의 홍역 발생 시기(18C-19C)

중국에서는 전염병 발병 수가 인구증가와 함께 12C이후
에 빠르게 증가하여 16C-19C에 높은 발병 수를 보인

다.16) 중국에서는 16~17세기가 전체적으로 전염병 발병률
이 높은 시기에 해당하며(그림 1), 이는 홍역이 전 세계적
으로 유행했던 시기인 16~17세기와 상통한다.

10) 서봉덕. ｢마과회통의 역사학적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11-12.
11) 김신근. 한국의학 계(권36). 마과회통. 서울:여강출판사. 1988:220-222.
12) 김신근. 한국의학 계(권36). 마과회통. 서울:여강출판사. 1988:222. “痘 疹 皆胎毒所發”
13) 김신근. 한국의학 계(권36). 마과회통. 서울:여강출판사. 1988:256. “毒疫初證 頭痛身疼 惡寒壯熱 痘面身體赤腫痒痛 遍身瘖㿔 精神昏憒 煩燥

譫語甚則 發躁狂妄 或咽喉腫痛閉塞”
14) 서봉덕. ｢마과회통의 역사학적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32-34.
15) 김성수. ｢18세기 조선 의학지식의 구조와 특성｣. 연세의사학. 2016;19(2):15-18.
16) A. Morabia. ｢Epidemic and population patterns in the Chinese Empire(243 B.C.E. to 1911 C.E.): quantitative analysis of a unique but 

neglected epidemic catalogue｣. Epidemiol Infect. 2009;137(1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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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전염병 발생 수 및 인구 수(왼쪽), 중국 북쪽과 남쪽에서 전염병 발생 수(기원전 300년부터 1911년까지) 
(A. Morabia, 2009)
* 왼쪽 그래프 – 실선 : 전염병 발생 수, 점선 : 인구 수
** 오른쪽 그래프 – 실선 : 중국 남쪽, 점선 : 중국 북쪽

홍역은 다른 말로 “西神”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기준 서쪽
인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해졌다.17) 이를 토 로 동아
시아의 홍역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중국, 한국, 일본의 순
서 로 전염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병한 
마진의 발병년도를 조선 홍역발생연도와 비교하면 일본은 
조선과 홍역발생시기가 비슷하나 조선의 홍역 유행시기
가 끝날 때쯤 약 1년 뒤에 유행하는 추세를 보이며 조선에
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사료된다(표 2).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 홍역에 관련된 역사서의 기
록들이 기본적으로 약12년 주기로 보이며, 실제 홍역이 아
닌데 홍역이라 기록된 것도 있다(그림 2). 그래서 실제 마

과회통과 같은 문헌상에서 말하는 조선의 홍역 유행 시
기는 1613, 1668, 1680, 1692, 1706, 1718, 1729, 1752, 
1775, 1787, 1812, 1872년으로 정리되어 있다.18) 1752년
과 같이 홍역의 유행시기에는 기록도 역시 많으나, 1743
년, 1746년과 19세기의 홍역기록은 홍역이 유행했다는 문
헌과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조선 1706-1708 1729-1730 1752-1753 1775
일본 1708 1730 1753 1776
표 2. 조선과 일본의 홍역 발생 시기 비교(KBS, 2008)

그림 2. 18C-19C 조선 홍역 관련 기록(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17)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민속원. 2018:13.
18) 유철호. ｢유이태 생애와 마진편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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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역에 관련된 의서(18C, 19C)

1) 18C

(1) 柳尙의 柳下神方(미상)

柳下神方은 우리나라 최초의 홍역전문의서이다.19) 현전
하는 사본의 수가 적고, 그 내용도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지
만 홍진신방에 일부 내용이 실려 있는 것에 따르면 류하신
방은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다.

臨症指南, 論診出宜快幷顔色輕重, 痲疹治法大略, 痲疹
潮熱, 痲疹雜症, 出沒傷風, 汗渴飮水, 出沒煩燥, 出沒譫
語, 出沒咳嗽, 咽喉失音, 嘔吐胸腹痛, 出沒泄瀉, 出沒痢
疾, 出血便血, 飮食瘡毒, 孕婦痲疹, 中惡, 痲疹逆症, 論
痘壅疹毒不出, 別症, 痲疹方, 痲疹諸藥合八十九方, 藥
性, 龍醫別錄, 藥錄連上可考.20)

서문격인 臨症指南에서 시작해 마진의 표적인 증상을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구체화하고자 하 고 자주 쓰이는 처
방 89가지를 약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류하신방은 현재 전 내용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후
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 최초로 홍역을 전
문으로 하는 의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마지기가 
편찬한 진과찬요의 목차를 상당 부분 참고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진과찬요는 여기에서 최초로 언급되며, 후에 
이헌길에 의해 그 사상이 더 알려지게 된다.

(2) 趙廷俊의 及幼方(1749)

及幼方은 조 25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전문서적이다. 단순하게 증상 나열 후 처방을 기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의안들을 실어 病因病理를 밝히고자 하

으며, 이에 더불어 解毒法, 洗浴法, 乳哺法, 保護法, 養子
十法, 調護歌를 서술하여 소아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또한 소아진단법인 額脈, 虎口三關脈, 小兒脈法, 觀形察
色法, 聽聲音法에 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望診을 
강조한다. 권 2부터 12까지는 각 증상들을 나열하며 소아

가 걸리는 병의 병인, 처방구성, 처방, 의안, 예방법을 상세
히 논술하 다.

趙廷俊은 모든 卷의 末尾에 자신의 실제 임상경험을 기
술하여 小兒를 진료하는데, 특이한 점은 예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전까지의 홍역 전문 의서는 예방과 관련하여 중
점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급유방은 소아양
육의 개념을 통해 예방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
다. 여기에서 조정준은 痲疹門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두어 
소아의 마진과 두드러기 질환에 하여 설명하려 하 다. 
이를 열독으로 인한 하막온으로 보고 해독약을 쓴 후 차가
운 약을 지나치게 쓰는 방법, 폄석으로 나쁜 피를 빼서 독
기를 배출시키는 방법, 이중탕을 쓰는 등의 치법을 소개한
다. 또 권 13에서는 本草發明, 食治發明이라고 하여 본초와 
음식의 氣味와 效能에 하여 언급하 다.21)

급유방은 홍역의 증상에 한 설명과 더불어 의안을 바
탕으로 한 치법과 예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고 한 
최초의 서적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3) 任瑞鳳의 壬申疹疫方(1752)

壬申疹疫方은 임신년( 조 28년, 1752년)에 유행한 홍진
의 관찰기록이다. 하지만 현재 壬申疹疫方은 망실되어 전해
지지 않고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사본이 존재한
다. 먼저, 정약용의 마과회통 권1에 인용된 제가성씨서목
(諸家姓氏書目) 가운데에서 任瑞鳳壬申方이 언급되고, 본문
에서도 任氏曰이라는 내용으로 14조문이 인용된다. 이 밖에 
紅痘經驗方에 17조문, 紅疹神方에 47조문, 廣濟要覽에 治紅
疫經驗方이란 題下로 11장에 걸쳐 수록되었으나 인용된 내
용이 각자 달라 그 정확한 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내용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壬申疹疫方은 임신년에 
유행한 홍진을 기록하려 한 서적임에 그 의미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4) 李獻吉의 乙未新詮(1775), 痲疹方(1775)

李獻吉은 이익의 종손의 아들이다. 17-18세기에 유행하
던 실증주의적 사상은 이헌길로 하여금 마진학에 집중하게 
하 는데, 麻科會通 ｢夢叟傳｣에 나온 것과 같이 치료를 

19) 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서울:군자출판사. 2005:254.
20)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민속원. 2018:19.
21) 한윤정, 장규태. ｢급유방에 기재된 의안에 한 연구｣. 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7;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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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자 이헌길은 시골의 선비들을 불러서 
받아 적도록 하 다. 이렇게 이헌길이 현장에서 환자를 치
료한 방법은 구전으로만 전해져오다가 여러 필사본이 만들
어진 후 이헌길이 이를 총집합하여 1775년 乙未新詮을 
편찬함으로서 이를 문서화한 것으로 보이는데,22) 이는 麻
科會通의 ｢抄撮諸家姓氏書目｣에서 알 수 있다. ｢抄撮諸家
姓氏書目｣은 의가의 업적과 역 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으로, 여기에서 정약용은 이헌길의 乙未新詮이라고 설명
한다. 정약용은 마과회통의 서문에서 이헌길과의 관계를 언
급하며 15세 때 한양으로 올라와서 홍역에 걸렸을 때, 이헌
길이 구해준 약을 먹고 나았다고 저술한다. 이를 보건  乙
未新詮은 이헌길의 치료법을 실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만,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내용을 痲疹方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始痛, 
發斑, 消斑의 개념을 을미신전과 공유함과 더불어, 産方隨
錄과 함께 묶여져 壽生新鑑으로 재간행되었다. 재간행되
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체계나 문장의 배치 등은 유지되었
으나 원문은 다소 첨삭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乙未新詮의 전 내용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
장 많이 인용된 麻科會通을 통해서 乙未新詮의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23) 乙未新詮은 각 편별로 ｢原證篇｣
전체 인용문 309건 중 51건, ｢辨似篇｣ 전체 인용문 70건 중 
2건, ｢我俗篇｣ 전체 인용문 74건 중 17건이 인용되어 있고, 
｢資異篇｣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다. ｢原證篇｣과 ｢因證篇｣이 
병인병기와 증상별 치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乙未新詮의 인용도가 높은 것, 그리고 
두창이나 다른 피부질환을 감별하는 ｢辨似篇｣과 ｢資異篇｣에서 
인용도가 낮은 것을 통해서 乙未新詮이 홍역관련 내용을 서
술하는 데에 편중되어 있는 의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24)

또한 이헌길은 열이 발생하는 초열, 진이 돋아나는 출진, 
진이 떨어지는 수진 등 홍역발병 과정을 3단계로 분류하
고 환자별 증상에 따라 열독배출에는 승마갈근탕, 회충 치
료에는 이피삼육탕을 주로 처방으로 제시하 다.

(5) 南紀復의 疹疫方과 朴尙敦의 疹疫方(1786)

나라에서 널리 진역방을 구하자 경상도 관찰사 鄭昌順과 

충청도 관찰사 金光默이 칠곡 朴尙敦과 진천 南紀復을 시
켜 疹疫方을 엮게 한 후, 이를 兩醫司에서 검토하여 박상돈
의 진역방을 택한 후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해서 전국에 반
포한 것이다. 남기복의 진역방은 운기학을 기초로 하여 한
열을 고려하여 치료하는 것인데, 그가 통용방으로 제시한 
二四丹과 三香辟邪丹은 상용화 부분에서 兩醫司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상돈의 진역방
은 물론 운기학도 기초로 하지만, 痘科彙編과 麻疹治法
을 위주로 하여, 병증별로 치방과 경험방을 나열하 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처음 발병할 때 열이 나는 증상은 비록 疹疫인지는 분
명하지 않지만, 승마갈근탕이나 진피와 사인을 뺀 蔘
蘇飮 2, 3첩을 써서 약간 땀이 나게 하면 疹이 쉽게 
돋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약을 쓰지 말 
것인데, 언제든지 葱白湯을 쓰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진이 이미 돋은 후에 그 발진의 색이 紅紫色이며 건조
하고 거뭇거뭇한 것은 火氣가 성해서 毒이 심한 것이
니, 급히 六一散 재료를 쓰거나 사물탕에서 지황을 빼
고 홍화와 황금을 더 넣고 씁니다.

기침은 처음 아플 때는 升麻葛根湯에 麻黃을 가해서 
쓰고, 진이 돋은 후에 오는 경우는 凉膈散에 桔梗, 地
骨皮를 가해서 쓰고, 진이 사라진 후에 오는 경우는 
위의 처방에 桔梗, 地骨皮, 五味子를 가해서 씁니
다.25)

이렇게 조선의 마진학은 유행을 몇 차례 겪고 난 후 
관찰 서적이 나오고 나서 점차 마진학 이론이 확립되는 모
습을 보인다.

(6) 丁若鏞의 麻科會通(1798)

正祖 22년에 茶山 丁若鏞이 李獻吉의 麻疹方, 任瑞鳳
의 壬申方, 許浚의 辟疫神方, 趙廷俊의 及幼方, 李景
華의 廣濟秘笈 등 의서를 참고하여 편찬한 麻疹 관련 전

22) 최진우. ｢蒙叟 李獻吉의 痲疹方에 관한 연구｣. 경희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15-17.
23) 김신근. 한국의학 계(권36). 마과회통. 서울:여강출판사. 1988. ｢八篇總目題語｣ “蒙翁緒餘 再加捃摭 作我俗篇”
24) 최진우. ｢蒙叟 李獻吉의 痲疹方에 관한 연구｣. 경희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19-21.
25) 日省錄 十二. 서울:보경문화사. 1988:3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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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서이다.26)
이 때 정약용은 마진 종합서를 쓰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정약용이 다른 의서의 목차들을 참고해 증상에 
관련하여 훨씬 상세한 목차를 구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지기의 痲疹彙編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痲疹通論, 痲疹痘治大略, 痲疹潮熱證治, 痲疹汗渴飮水, 
痲疹出沒煩燥, 痲疹出沒譫語, 痲疹出沒喘咳, 痲疹喉痛
失音, 痲疹嘔吐腹痛, 痲疹出沒泄瀉, 痲疹出沒痢疾, 痲
疹出沒便血, 痲疹飮水瘡毒, 痲疹後蓋痘疹, 疫病發斑挾
斑, 傷寒發斑癮疹, 孕婦痲疹發斑, 水痘證治.27)

마지기는 발진이 나기 전과 발진이 난 후를 나누어 논하
고 다른 발진성 질환인 痘와도 疹을 구분하여 서술하 다. 
또한 발진의 증상과 그 상자를 나누어 논한 후 치법을 
제시하 다.

이와 비교하여 정약용의 마과회통 목차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28)

편명 세부목차
原證篇 名謂, 毒源, 運氣, 治法, 時令, 藥戒, 脉度, 日期, 初熱,

出疹, 出險, 形色, 收疹, 熱候, 餘毒, 婦人, 禁忌
因證篇

汗, 血, 渴, 食, 咳喘, 咽喉, 嘔吐, 腹痛, 煩燥･譫語･
狂亂･驚搐, 大小便, 泄瀉, 痢疾, 疳瘵, 瘡癰, 蛔蟲, 
雜證; 中惡, 眼病, 瘧疾

辨似篇 斑疹總論, 傷寒發斑, 瘟疫發班, 內傷發班, 麻疹, 癮疹,
丹疹, 瘙疹, 罩痘疹, 雲痘疹, 㾴痤疿, 水痘

資異篇
痘毒熱, 痘虛實, 痘治法, 痘陷伏, 痘汗血渴, 痘咳喘, 
痘咽喉, 痘嘔吐, 煩燥･譫語･狂亂･驚搐, 痘腹痛, 痘大
小便, 痘瘡癰, 痘腹脹, 痘雜證, 痘婦人, 痘蚘蟲

我俗篇 豫解, 原證, 因證, 藥論, 酒評, 食戒, 糞治, 醫案, 雜說
吾見篇 古醫, 俗醫, 運氣, 年次, 辨名, 豫備, 症論, 蛔蟲, 寒藥,

雜論
合劑篇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子丑, 寅卯, 辰巳, 午未,
申酉, 戌亥, 角亢, 氐房, 心尾, 箕斗, 牛女, 虛危, 室璧,
奎累, 胃昻, 畢觜 

本草篇

표 3. 마과회통의 목차와 세부내용

정약용은 原證篇에서 膿成未潰, 膿成已潰를 나누어 논하
으며, 마지기의 痲疹彙編에서 제시한 감별 진단법을 辨

似篇에서 제시하며 痘瘡과 痲疹을 이론적으로 정리 구별하
다.29)
또한 그는 마진이 두창이나 발반과 같은 유사질환과 혼

동되는 것을 보고 마진의 정의를 확립하여 마진학을 독립
시키려고 하 다. 이는 辨似篇에서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법
을 제시함으로서 마진과 다른 유사질환과의 병인을 밝히려
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실용주의적 이론 측면에서 좀 더 보자면, 정약용은 마진
을 설명하는데 그 당시 통설로 받아들여지던 運氣學에 
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마진의 
주기성 이론에는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吾見篇
의 年次에서 언급되는데, 정약용은 이익이 저술한 星湖僿
說의 12년 주기설, 그리고 22년을 주기로 유행을 한다
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는 운기학의 원칙에 동의하는 
것뿐이지 某年에는 某方을 써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기반으
로 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정약용은 보다 실증주의적 
측면에서 마진학을 정립하려고 하 으며, 조선 마진학을 보
다 체계적으로 이론화했음을 알 수 있다.

(7) 劉爾泰의 痲疹篇

痲疹篇은 劉爾泰가 저술한 麻疹에 한 전문의서로, 서문
에 본인이 40여 년 간 경험한 것과 본인이 구축한 의론을 
바탕으로 ‘鄕谷救治之方’으로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痲疹篇의 저술시기에 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한국과
학기술사자료 계에 수록된 痲疹篇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丙午下瀚猿鶴山人劉爾泰自䛇30)

丙午年은 1666년 혹은 1726년에 해당한다. 유이태의 활
동시기는 1652년부터 1715년이라 추정된다31). 1666년은 

26) 서봉덕. ｢마과회통의 역사학적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1-6.
27) 서봉덕. ｢마과회통의 역사학적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75.
28) 이 표는 권2에서 7까지 해당하는 부분으로, 권1은 저자의 서문과 八篇總目諸語, 麻疹心法序, 麻疹彙篇序, 聶久吾治疹大法跋, 麻疹詮序, 諸家姓

氏書目, 編首開目, 마과회통목록, 萬密齋碎金賦, 翁仲仁辨疑賦, 黃西丘西江月調, 萬密齋疹毒證治歌括, 黃廉證治歌括, 宋元醫宗緖論, 薛立齋疹治槩
言 등 마진휘편에서의 서문과 통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의가에 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29) 마지기는 마진의 원인을 痰과 熱이 肺에서 발동한 것으로 본 반면, 정약용은 마진의 원인을 胎毒으로 보았다. 또한 熱毒說에 근거해서 치료한
다면 發斑과 치료법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정약용은 특히 치법에 관해서는 마지기의 의견과 상이하다.

30) 김용운. 한국과학기술사자료 계. 서울:여강출판사. 2001:85.
31) 유철호. 기억하고 싶은 조선의 참 의원 유이태. 서울:삼부시스템. 2016:20.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민속원. 201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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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될 수 있는 추정시기에서 멀고 1726년은 유이태가 이
미 죽은 시기이므로 丙午年을 丙子年으로 보고 편찬시기를 
1696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32)

痲疹篇에서 주로 활용된 의서는 마지기의 진과찬요, 조
정준의 급유방, 신만의 주촌신방, 이헌길의 을미신전, 
적량의 두과휘편이다. 마진편은 기존 중국과 조선의 홍
역치료 이론들을 충실하게 잘 반 하여 체계적으로 저술된 
것으로 평가된다.33) 痲疹篇의 목차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본문의
항목 세부 목차

痲疹通論 瘢疹, 癮疹, 痘瘡
治疹大略 防風通聖散 加減用法
痲疹豫防 消毒保嬰丹, 太乙神明丹, 三豆飮, 苦練根湯

生漆, 熊膽, 龜蚓糞

諸症
初熱三朝, 發斑三朝, 消斑三朝, 順險疫, 通治, 飮食,
饌物, 傷風, 汗渴飮水, 煩燥, 譫語, 喘嗽, 喉痛失音,
嘔吐腹痛, 蛔蟲痛, 泄瀉, 痢疾, 失血, 不食, 瘡毒, 
浮腫脹滿, 瘧疾, 眼疾, 內傷, 中風, 孕婦, 麻疹變症

痲疹方

消毒保嬰丹, 太乙神明丹, 三豆飮, 苦續根湯, 升麻
葛根湯, 蔘蘇飮, 加減消毒飮, 養榮湯, 四物湯, 化
癍湯, 透癍湯, 加味升葛湯, 柴苓湯, 加味消毒飮, 
黃連解毒湯, 益元散, 犀角地黃湯, 五令散, 牛黃膏, 
安神丸, 附龍腦安神丸, 十仙湯, 四順飮, 三拗湯, 
內托散, 消毒飮, 麻黃湯, 胡荽酒, 黃連麥門冬湯, 
葛根麥門冬湯, 生地黃散, 荊防敗毒散, 雙解散, 黃連
杏仁湯, 山梔子湯, 二仙湯, 消毒飮, 賈蘭峯煎, 活
血散, 四令散, 大連翹飮, 生肌散, 人參白虎湯, 淸
肺飮, 白虎湯, 開鬱導氣湯, 涼膈散, 兒茶散, 淸金
降火湯, 王氏三解散, 瀉白散, 防風通聖散, 麥門冬
淸肺飮, 甘吉湯, 吉更湯, 宛中湯, 上蛔黃今湯, 下蚘
黃今湯, 導赤散, 蘇合丸, 豆久丸, 理中湯, 黃今湯, 
三黃湯, 加味解毒湯, 當歸六黃湯, 黃連厚朴湯, 獨
棗丹, 調中湯, 加味吉更湯, 淸胃飮, 化蟲丸, 雄黃散,
靑黛散, 黃連湯, 綿繭散, 解毒內托散, 疏風散, 小柴
胡湯, 加味五令散, 加味五皮散, 胃令湯, 柴平湯, 洗
肝明目湯, 兔糞丸, 撥雲散, 養脾湯, 烏藥順氣散, 加
咸養榮湯, 加味六君子湯, 固胎飮, 十全大補湯, 玄
參地黃湯

표 4. 마진편의 목차와 세부내용

이 책은 ･정조 연간에 조선 전역을 휩쓸었던 마진의 
유행을 겪은 후, 실증적인 관찰기록을 담아 저술한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李獻吉의 麻疹奇方(1775년), 丁若
鏞의 麻科會通(1797년)과 함께 조선 후기를 표하는 마
진 전문서로 손꼽을 수 있다.34)

2) 19C

(1) 紅疹新方(1802)

편자와 작성시기를 알 수 없는 紅疹 전문서이다. ‘紅疹神
方’이라는 표제 아래 ‘附孕婦紅疹, 附聞見神方’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이는 마진학이 독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에서 목록명은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14개 
조로 나뉜다.35)

紅疹初痛時咳嚔涕瀆
發斑時漸次出現而色紅漸次消沒而身凉
消斑漸次善爲而善進飮食
發斑爲大小便閉塞
發斑後寒熱如瘧
發斑後大小便出血吐血鼻血 등

이 책은 본문에 앞서 內局靈神丹, 萬靈丹, 牛膝湯, 補精
豆, 調氣丸, 五香丸 같은 몇 가지 환산제 처방이 실려 있다. 
본문 첫머리의 麻疹편에서는 마진의 초기 증상과 發斑 양
상에 따른 감별치법을 소개하고 마진 초기의 통치방으로 
升麻葛根湯을 제시하 다. 孕婦紅疹편에는 임신부에게서 발
반이 나타났을 경우, 芩朮四物湯을 써야한다고 주장하 다. 
또, 홍진치방을 수록해 놓았는데, 升麻葛根湯, 牛黃膏로부터 
葛根白虎湯, 升葛湯까지 모두 40수의 치방이 실려 있다.

紅疹新方은 여러 가지 홍역 관련 문헌과 자신의 경험
처방을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마진 관련 의방서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6)

(2) 孫厚翼의 壽生新鑑(1865)37)

서문에 따르면 손후익의 집에서 내려오던 이 책은 判書 

32) 유철호. 기억하고 싶은 조선의 참 의원 유이태. 서울:삼부시스템. 2016:20.
33)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민속원. 2018:49.
34) 안상우. 麻疹篇. 古醫書散策 193. 민족의학신문 455호. 2004.
35)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민속원. 2018:71.
36) 안상우. 産方隨錄. 古醫書散策 188. 민족의학신문 450호. 2004.
37)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서울 학교출판부. 1987:5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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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承輔가 李獻吉의 痲疹方과 丁若鏞의 産方隨錄을 함
께 묶어 간행하 다고 한다.38)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
다.39)(표 5)

책명 세부 목차

痲疹方
總論 甘草, 麥門冬, 玄蔘, 桔梗, 牛蒡子, 升麻, 葛根
始痛, 發斑, 消班, 熱候, 餘症, 蛔, 疳類, 瘡類, 大
小便, 泄痢, 嘔吐, 咳喘, 咽喉, 失血, 狂譫, 瘧疾, 
後頉, 中惡, 孕婦과 해당 처방

産方隨錄
孕婦預服, 難産, 布衣不下, 産後發熱, 産後急昏塞, 
産後泄瀉, 無病産婦暴氣陷, 産後雜證通用, 産後氣
血虛耗, 産後血暈不省人事, 産後 血, 感冒風寒發
熱과 해당 처방

표 5. 수생신감의 목차와 세부내용

이를 통해 보았을 때 壽生新鑑 에 수록된 痲疹方과 
痲疹方의 편제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痲
疹方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표 6).

목차 세부목차
總論 始痛, 發斑, 消班, 熱候, 餘症

痲疹의 
病程, 症狀

蛔, 疳類, 瘡類, 大小便, 泄痢, 嘔吐, 咳喘, 咽喉, 
失血, 狂譫, 瘧疾, 後頉, 中惡, 婦人孕婦附

표 6. 마진방의 목차와 세부내용

壽生新鑑과 痲疹方의 내용이 상당부분 겹치므로 壽
生新鑑이 乙未新詮의 저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壽生
新鑑의 産方隨錄에는 산전산후의 제반증상들에 한 설명
과 처방이 나와 있어 마진과 임신･출산의 위험성이 높았음
을 알 수 있다.

(3) 麻疹奇方(1879)

麻疹奇方은 마진의 치법과 처방에 하여 구술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후세에 편집한 것으로,40) 麻科會通에서 
“夢叟曰”이라고 인용된 李獻吉의 이론과 치방만을 따로 모
아놓은 책이다.41) 신원미상의 편집자가 중요시 여기는 이
헌길의 사상이 정리되어 있다. 麻疹奇方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표 7).

편명 세부목차
麻疹奇方序
運氣-總論 毒源, 治法, 時令, 藥戒, 脈度, 日期, 初熱, 出疹

出險, 形色, 熱候, 餘毒, 婦人, 禁忌
因證篇

汗, 食, 咳嗽, 喘, 咽喉, 嘔吐兼瀉, 腹痛, 煩躁譫
語狂亂驚搐, 大小便, 泄瀉, 痢疾, 疳瘵, 瘡癰, 
腫脹, 蛔蟲, 雜症

辨似篇 斑疹論罩痘, 因證, 藥論, 酒評, 糞治, 雜說, 古醫

표 7. 마진기방의 목차

自序에 해당하는 麻疹奇方序는 麻科會通의 서문과 같
고, 跋文은 麻科會通의 ｢夢叟傳｣을 그 로 옮겨 놓았다. 
總論은 運氣라는 제목 아래에 있긴 하지만 운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마진의 모양과 감별에 해 설명하고 있다.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앞서 언급하 듯이 麻科會通에서 
이헌길 인용부분만을 취하여 모아놓고 있으며, 그 목차도 麻
科會通의 原證篇, 因證篇, 辨似篇에 속하는 세부목차와 같
다.42) 麻疹奇方은 麻科會通의 목차와 그 내용 중 일부
를 요약해 그 당시 이헌길의 핵심적인 사상과 치법 부분이 
널리 읽혔음을 알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Ⅳ. 고찰

1. 홍역 발생 시기 고찰

홍역이 발생했다는 연도를 보면 1613, 1668, 1680, 1692, 
1706, 1718, 1729, 1752, 1775, 1787, 1812, 1872년으로 
마과회통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록을 검색한 
결과 다른 연도(1743, 1746, 1802, 1822, 1866, 1881, 
1885년)에서도 홍역(=마진)에 한 기록이 보인다(표 8). 
표를 보면 홍역기록이 많은 연도와 의서(마진편, 마과회통)
에 언급된 홍역 발생연도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
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보이는데 이는 실제 홍역이 아닌

38) 壽生新鑑 ｢序｣ 家有麻疹方卽 李判書承輔公 得之於中國之南陽李顯吉 使東醫之高明者 演而爲書者也 有産方隨錄卽 茶山丁先生之所著作而 而皆
未及公行于世者也 依其方試之 殆無不中 故凡有其病者多望吾門 而獲其治 由近以來 一劑一藥不可以私自旋 人不免爲篋笥中物深爲大德與首福而惜
之也 同志諸人之有意 壽人濟生之術者勸以廣惠 一 遂合两方而編一冊 名之曰壽生新鑑付之 活印之公鋪焉

39) 안상우. 産方隨錄. 古醫書散策 188. 민족의학신문 450호. 2004.
40) 한의학 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 사전. 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41) 안상우. 麻疹奇方. 古醫書散策 193. 민족의학신문 455호. 2004.
42) 최진우. ｢蒙叟 李獻吉의 痲疹方에 관한 연구｣. 경희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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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왕실에서만 국한된 홍역이거나 홍역은 한 번 앓으면 다
시 병이 생기지 않는데 두 번 발병했다는 기록들을 뺀 것
으로 사료된다.43)

연도 홍역 관련 기록 수 의서에 언급된
홍역발생연도

1707-1708 43 1706
1718-1725 52 1718
1727-1730 58 1729

1733 5
1735-1738 9

1741 1
1743 20
1746 13

1752-1755 54 1752
1762 1

1775-1776 16 1775
1786-1787 11 1787

1789 1
1802-1803 10

1805 2 1812
1822 9
1881 4 1872

1884-1885 4

표 8. 조선 홍역관련 기록의 연도 및 수와 의서에 언급된 
홍역 발생연도 비교(유철호, 2015)

2. 홍역발생과 의서편찬관계 고찰

체적으로 의서편찬은 전염병 발생 후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편찬되어 유포되었다.44) 류상의 류하신방, 임서봉
의 임신진역방, 이헌길의 을미신전과 마진방, 박상돈의 진
역방, 정약용의 마과회통과 같은 의서가 이에 해당한다. 표 
8을 보면 乙未新詮과 痲疹方의 편찬년도는 1775년이며 
이는 홍역이 유행한 시기에 해당한다. 疹疫方의 편찬년
도는 1786년이며 이는 홍역이 유행한 시기에 해당한다. 
麻科會通의 편찬년도는 1798년이며 이 때 홍역 유행 관
련 기록이 존재한다. 紅疹神方의 편찬년도는 1802년이며 
이 때 홍역 유행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 壽生新鑑의 편찬

년도는 1865년이며 비슷한 시기 홍역 유행 관련 기록이 존
재한다. 痲疹奇方의 편찬년도는 1879년이지만 痲疹奇方
은 이헌길의 乙未新詮 중 총론과 치방에 관한 내용만 따
로 정리하여 유포된 저본이므로 제외한다. 그러나 유이태의 
痲疹篇과 조정준의 及幼方은 예방 역시 편찬 목적 중
의 하나 을 것으로 사료되는데(그림 2), 이는 마진편의 목
차 중 痲疹豫防이 포함되어 있는 것, 급유방의 권2-12중 
예방을 논하며 소아양육법을 통해 예방하려고 하는 모습에
서 드러난다. 痲疹篇의 편찬년도는 논란이 많아 비록 예방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교하지 
않는다. 及幼方의 편찬년도는 1749년이며 유행한 시기
인 1752년보다 시기적으로 3년 앞서있다. 홍역은 조선에서 
작은 범위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여러 
문헌에서 기록이 유독 많이 등장하며 사망자 수가 많게 언급
되는 때는 홍역이 유행했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홍역 
발생 연도와 의서 편찬 연도는 다음과 같다(표 10, 그림 3).

홍역 기록 연도 의서에 언급된
홍역발생연도 의서 편찬 연도

1707-1708 1706  
1718-1725 1718  
1727-1730 1729  

1733  
1735-1738  

1741  
1743  
1746  급유방(1749) 

1752-1755 1752 임신진역방(1752)
1762   

1775-1776 1775 을미신전, 마진방(1775) 
1786-1787 1787  진역방(1786)

1789  마과회통(1789)
1802-1803  홍진신방(1802)

1805 1812  
1822  수생신감(1865)
1881 1872 마진기방(1879)

1884-1885   

표 9. 홍역 발생 연도와 의서 편찬 연도 비교

43) 서봉덕. ｢마과회통의 역사학적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50-52.
44) 김남주. ｢고려시 에 유행된 전염병의 사적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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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홍역 발생시기와 의서편찬 관계 모식도

예방과 관련한 개념은 及幼方을 시작으로 구체화되었
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선의 홍역 이론 정립에 많은 
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예방의 목적은 크게 보면 홍역이 발
생하고 나서 의서들이 편찬되면 이러한 의서들이 다음 주
기에 일어나는 홍역을 예방할 목적으로도 쓰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조선시 에 마진이라 불리는 전염병은 현  홍역으로 예
방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전염의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예
방이 덜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발생
한다. 이런 전염병을 조선에서는 국가적, 의학적, 민간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학적으로는 의학자들이 치
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의서를 편찬하여 유포하 다. 본 논
문에서는 조선후기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마진의 발생
시기와 의서편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서편찬의 경향
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역은 중국, 한국, 일본의 순서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에서 홍역이 크게 발생했던 시기는 1613, 
1668, 1680, 1692, 1706, 1718, 1729, 1752, 1775, 1787, 
1812, 1872년으로, 중국, 일본의 홍역 발생시기와 비교하

을 때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고, 문헌에 
기록된 홍역 발생 연도와 일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8세기와 19세기에 홍역에 관한 많은 의서들이 편
찬되었고, 及幼方은 편찬연도와 홍역발생시기, 그리고 의
서의 내용을 비교해보았을 때, 예방을 목적으로 편찬되었거

나 예방의 개념을 인지하고 치료이론에 도입하려 한 것으
로 사료된다. 하지만 홍역 발생 직후, 혹은 이후에 편찬된 
의서들 역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홍역 유행에 비하기 
위해 민간에 유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기욱. 한의학통사. 서울: 성의학사. 2006.
2.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서울 학교출판부. 1987.
3. 김용운. 한국과학기술사자료 계. 서울:여강출판사. 2001.
4. 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서울:군자출판사. 2005.
5.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서울:민속원. 2018.
6. 日省錄 十二. 서울:보경문화사. 1988:361-365.
7. 유철호. 기억하고 싶은 조선의 참 의원 유이태. 서울:

삼부시스템. 2016.
8. 김신근. 한국의학 계(권36) 마과회통. 서울:여강출판

사. 1988.
9. A. Morabia. ｢Epidemic and population patterns in the 

Chinese Empire(243 B.C.E. to 1911 C.E.): quantitative 
analysis of a unique but neglected epidemic catalogue｣. 
Epidemiol Infect. 2009;137(10):1361-1368.

10. McNeill WH. Plagues and People. New York:Anchor 
Books. 1977.

11. Kim NJ. ｢The Historical Research for Infectious Disease 
during Koryeo Dynasty｣. Seoul Univ. Doctoral Thesis. 
1988.

12. 김성수. ｢18세기 조선 의학지식의 구조와 특성｣. 연세



조선 홍역발생과 관련의서 편찬관계 고찰

- 18C, 19C를 중심으로 -

- 52 -

의사학. 2016;19(2):7-33.
13. 서봉덕. ｢마과회통의 역사학적 연구｣. 경희 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9.
14. 유철호. ｢유이태 생애와 마진편 연구｣. 경희 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5.
15. 최진우. ｢蒙叟 李獻吉의 痲疹方에 관한 연구｣. 경희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6. 조미숙. ｢조정준의 급유방에 한 연구｣. 경희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7. 한윤정, 장규태. ｢급유방에 기재된 의안에 한 연구｣. 

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7;21(1):53-85.
18. 안상우. 麻疹篇. 古醫書散策 193. 민족의학신문 455호. 

2004.
19. 한의학 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 사전. 서울:동양의

학연구원출판부.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