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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o Hun, Jung Chang Hung

For the sake of the Restoration(to the original state) of Sanbeon-bang(刪繁方), in this study
observed carefully the bibliographical results of Oedaebiyo-bang, Cheongeumyo-bang, 
Cheongeumik-bang and Uisim-bang, which directly quoted Sanbeon-bang. Sanbeon-bang is
mostly remained in Oedaebiyo-bang, and the other provisions of Sanbeon-bang mostly lie

scattered in Cheongeumyo-bang and Cheongeumik-bang, established 100years before 
Oedaebiyo-bang and Uisim-bang, established 200years after Oedaebiyo-bang. And there are

few other documents which quoted the Sanbeon-bang.
Cheongeumyo-bang, a synthetic medical work was compiled in 652, and which refered large

quantity of medical documents before Dang-dynasty(唐代) by Son Sa-mak(孫思邈). And he linked

the technical opinion of himself. The comments of medicine, as well as the prescriptions are

refleting the outcome before Dang-dynasty systematically. For the most part of the medical

arguments in Sanbeon-bang lie scattered in Cheongeumyo-bang.
Cheongeumik-bang, also a synthetic medical work which is for the sake of supplement of 
1) * 교신저자 : 정창현,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jeongch@khu.ac.kr, Tel :

02-96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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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eumyo-bang was complied in 682 by Son Sa-mak. As well as CheongeumYo-bang it
doesn't make clear the sources of quotation from Sanbeon-bang. So it used as the data for
confirmation.

Oedaebiyo-bang was compiled in 752 of Dang-Dynasty by Wang Do(王燾) the a governor-general
of Eop-gun(鄴郡). Wang Do was descended from a noble family, and usually visited the palace and

dealed with large number of books in Hongmunguan(弘文館), the national library. He programmed

the book on the base of wide scopic collection of medical documents. And he took charge of

gverment post at the same time as Wang Bing(王冰) who compiled 
Chaju-Hwangje-Naegyeong-Somun(次注黃帝內經素問) in 762. So we can guess they might have

seen the same documents and holded the medical knowledge in common.

The 40 volume Oedaebiyo-bang was a great medical complete book in those days. In particular,
it became the model of medical complete books of after ages. The description of the book is mostly

the qutation of medical documents of before ages. The character is recording of quotation

documents and the order of volume. On the base of the recording, we can reconstruct the table

of contents of Sanbeon-bang. By way of the contens, we can understand the purpose of 
Sanbeon-bang.
Besides, I can see a lot of qouotations of Sanbeon-bang in Cheongeum-bang and Uisim-bang 
are repeatedly quotated in Oedaebiyo-bang. For that reason, I observed the bibliographical

results of Oedaebiyo-bang in detail.
Uisim-bang was compiled in 982 by the Japanese Niwayasyori(丹波綱賴). It followed the example
of the structure of Oedaebiyo-bang, refered to the contents of Cheongeumyo-bang, collected
chinese medical classic books spreaded in Japan. It contains medical documents of before

Su-Dang(隋唐)-era, indicated the source of quotation. The importance of the book is

summarization and preservation of large quantity of chinese medicine before 10th century. In this

study, a lot of the quotation in Uisim-bang from Sanbeon-bang were not in Oedaebiyo-bang.

Key words : Cheongeum-bang, OedaeBiyobang and Uisim-bang, Sanbeon-bang.

Ⅰ. 緖論

본 연구는 원래 內經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王冰의 次注黃帝內經素問과 동일 시대에 정리된 문헌인

外臺秘要方을 비교해 보는 작업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즉, 비록 실전된 책이지만, 北宋代 嘉祐 연간

(1056-1063)에 校正醫書局에서 外臺秘要方을 비롯한 千金要方, 千金翼方 등의 醫書들의 인용과 교감의

자료로 쓰인 문헌인 刪繁方을 복원하는 작업의 첫단추인 셈이다.

刪繁方은 현재 남아있는 한의학의 문헌 가운데 外臺秘要方에 가장 많은 조문1)이 산재해 있고, 아울러 外
1) 宋版 外臺秘要方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모두 133門에 걸쳐서 표제어로 198조문(부방-“又-方”의 형태로-으로 88조문 포

함), 부가어로 51조문, 할주에서 2조문에 걸쳐 보인다. 程本을 기준으로 하면, 宋版에 비해 표제어 1조문, 할주 1조문이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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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秘要方과 비교해서 약 100년 가량 앞서 이루어진 孫思邈의 千金方과, 약 200여 년 후에 책이 만들어진 일본

의 丹波康賴의 醫心方 등의 세 문헌에 현재 남아있는 조문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다2). 더군다나, 外臺秘要方
에 인용된 산번방의 내용은 권차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外臺秘要方과 千金方, 그리고 醫心方에 실린 刪
繁方의 조문을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는 재구성해 볼 수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

서는 外臺秘要方과 千金方, 그리고 醫心方이 출현하던 당시의 상황과 서지학적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파악

되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刪繁方의 복원연구을 위해 우선 조문이 실린 이상의 세 문헌들에 대해 서지학적 연구성과들

을 짚어 보아 刪繁方의 산재문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고 전승되어 왔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런 기초

위에서 刪繁方은 어떤 모습과 의미를 지녔으며, 그 성격은 어떤 책이었는지 등의 서지사항을 추론할 수 있을 것

이다.

Ⅱ. 本論

刪繁方의 산재문헌이 이루어진 시기는 주로 唐代이다. 당나라 초기에 법제가 완비되어 중국 왕조사의 황금시

대인 “貞觀의 治”(627-649)를 이루었고, 唐 玄宗때는 “開元의 治”(713-741)로 최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서 기본이 된 균전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가 감소하였고, 豪族들의 토지겸병이 성행하자 부병제 역

시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755년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 북중국은 약 7년동안 대란에 휩쓸렸으나 762년

에 평정되었다. 경제의 중심지인 강남은 피해를 입지 않아 당은 간신히 명맥은 유지하였으나, 이 난으로 당은 쇠망

기로 접어든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千金方, 外臺秘要方 등의 책이 완성된 것이다.

兩晉에서 隋唐에 이르기까지의 의학발전의 주요특징은 임상의학에서의 풍부한 경험의 누적이다. 疾病의 인식,

醫方의 창조, 新藥의 발견 등의 측면에서 진보가 있었으며, 특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 임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醫案형태3)로 된 “方書의 대량출현”은 이 시기 의학발전의 주요특색이다. 唐代에 가장 중요한 저작인 千金方
과 外臺秘要方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여 보아도 역시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두 책은 대량으로 구체적

인 藥方을 싣고, 진단과 이론방면의 서술은 비중도 적을 뿐만 아니라, 內經과 難經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藥方과의 유기적 관계를 말하지 않았다4).

1. 千金方의 서지사항

備急千金要方은 千金要方 또는 千金方5)으로 간칭되며 모두 30권이다. 당 초기의 孫思邈이 7세기 초에

나온다.

2) 이 세 문헌 이외에 刪繁方의 내용이 수록된 문헌으로는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綱目, 普濟方 등과 우리나라의

醫方類聚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책에 인용된 경우는 거의 外臺秘要方과 千金方을 통한 재인용으로 판단된다.

3) 醫案은 辨證施治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症狀, 病因, 病機, 脈象, 舌象, 診斷, 治法, 方藥, 劑量 등을 기술하고 여기에 간단한

분석과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임상기록이다. 의안의 초기 형태는 左傳에서 醫師 醫緩과 醫和가 晉候를 치료

한 기록으로부터, 史記, 三國志 등의 역사서에 등장한다. 晉唐 시기에 이르면 가치가 높은 의안이 많이 나왔는데, 葛洪의

肘後備急方, 孫思邈의 千金方, 王燾의 外臺秘要方 등에 수록된 의안들이 그것이다.(金南一, 醫案이란 무엇인가 , 醫林

No.309, 5, 콤시, 2004, p86)

4) 이런 정황은 직접적으로는 종교(佛敎, 道敎), 미신의 풍조가 성행한 데 연유가 있다. 당시 葛洪, 陶弘景, 孫思邈 등도 養生,

練鍛, 採藥, 求仙 등에 열중했던 도교나 불교계의 인물이었다.(洪元植, 前揭書,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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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한 것이다6). 659년에 완성된 新修本草의 “烏芋”7) 등의 조문에서 千金要方의 문장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千金要方의 편찬 연대는 이것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당 이전의 의학문헌을 대량으로 참고하고

아울러 孫思邈 본인의 학술적 견해를 결합하여 저술한 종합성 의학저작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醫論과 醫方은 黃
帝內經 이후 당나라 초기 이전까지의 의학 성과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30권의 내용은 아래의 표1

과 같다8).

권 수 내 용 권 수 내 용

1

2-4

5

6

7

8

9-10

11

12

13

14

15

16

序例

婦人方

少小嬰孺

七竅病

風毒脚氣

諸風

傷寒

肝臟(이하 五臟五腑*)

膽腑

心臟

小腸腑

脾臟

胃腑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30

肺臟

大腸腑

腎臟

膀胱腑

消渴 淋閉 尿血 水腫

疔腫癰疽

痔漏

解毒幷雜治

備急

食治

養性

平脈

針灸

표 1 備急千金要方의 권별 내용(*肝, 膽, 心, 小腸, 脾, 胃, 肺, 大腸, 腎, 膀胱 순이다)

1) 千金要方의 초기 傳本

千金要方 원본은 얼마 되지 않아 실전되었고, 北宋 이전의 초기 전본은 모두 손으로 베껴 쓴 것인데 그 수량이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의하면 보존되어 전해지는 것은 아래의 몇 가지 뿐이다.

(1) 早期傳本의 부분적인 佚文

唐，宋의 교체기인 752년에 저술된 外臺秘要方에는 모두 446곳에서 총 1578조를 인용하였고, 醫心方에
서는 480곳에서 총 1273조의 문장을 인용하였다.

(2) 宋代에 보존된 古書

5) 千金方 :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어떤 경우에는 備急千金要方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備急千金要方을 간칭하여 썼다. 宋臣의 校注를 포함해서 千金翼方에서는 “刪繁”이라는 말이 나오

지 않지만, 外臺秘要方을 근거로 몇 군데에서 인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 7 군데에서 千金翼方에 기

재된 刪繁方의 조문을 찾을 수 있었다.

6) 中國醫學通史(李經緯, 林昭慶 主編,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292)에서는 永徽 3년(652)에 편찬하였다고 보

았다.

7) 烏芋 : 사초과에 속하는 식물 荸薺(Heleocharis tuberosa(Roxb.) Roem. et Schult.)의 球莖이다. 荸薺, 地栗, 馬蹄라고

도 한다. 원식물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초로서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한다. 다년생 水生 초본으로 개화기는 가을이며

주로 논에서 재배된다. 肺經, 胃經으로 들어간다. 효능은 淸熱凉血, 化痰, 消積한다.

8) 본 절의 내용은 中醫文獻學(馬繼興, 前揭書, 1990, pp161-169)을 보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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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新雕孫眞人千金方 : 宋校를 거

치지 않은 판본이다.(劉更生 点校, 千金

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참조)

송대 민간에서 간행된 것으로 송 정부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古本

으로 제목이 新雕孫眞人千金方이다.

이 간행본이 처음에 어떤 장서가에게 소장되어 있던 것을 淸代 嘉

慶 4년(1799)에 이르러서 黃丕烈이 책을 뒤지다가 “酉山堂”에서 발

견했는데, 열 권이 빠져 있었다. 빠진 부분을 짝을 맞춰 끼워넣었는

데, 그 중 6-10권, 16-19권은 明版으로 채웠고, 제 20권은 여전히

빠져 있었다. 나중에 黃氏가 책을 구입하여 6-10, 16-19권은 元版

으로 제 20권은 明版으로 보충하였다. 19세기 말 이 책은 陸心源의

“皕宋樓”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1907년 일본 사람이 구입해 가서 현

재 東京의 靜嘉堂文庫에 있다. 그 유전과정은 아래의 표2 와 같다9).

소장경과 와 권수 1-5, 11-15, 21-30 6-10, 16-19 20

酉山堂藏

黃丕烈藏

陸心源藏

靜嘉堂藏

宋版

(宋臣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古本)

明版 원래빠짐

元版으로 고쳐서 보충
明版으로 고쳐서 보충

(愼獨齋本)

표 2 黃丕烈藏 宋版 千金要方의 보충

이러한 宋 정부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千金要方판본에 대해 黃丕烈이 宋本 千金要方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① 각 편목의 수가 같지 않고, ② 글 뜻에 증감이 있으며, ③ 약명, 분량, 법제가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蕘圃藏書題識권4)

이로써 판단하면 이 판본이 宋代 校正醫書局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祖本”에 근거하여 간행되고 새겨져서, 어느

정도의 옛 면모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다.

이 본의 간행연대에 대하여 黃丕烈과 陸心源 두 사람은 모두 北宋本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蕘圃藏書題識 권4
에 근거하면 이 본의 판각은 南宋初가 된다10).

(3) 일본에 보존된 고본

9) 일반적으로 목록은 한 책의 강령이다. 책 앞의 목록으로부터 작자의 전체 책의 내용에 대한 파악과 분류를 알 수 있다. 備急
千金要方과 新雕孫眞人千金方의 목록에 대한 비교연구로, 北京中醫藥大學의 曾鳳의 備急千金要方與新雕孫眞人千金方
目錄之異同 (醫古文知識 2002/1,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2002. pp32-35)이 있다.

10) 蕘圃藏書題識 권4에 이 판본을 기재하면서 黃氏가 詩를 지었는데 그 중에 “嫌名却避膏(從膏從攵)”라는 구절이 있고, 原注

에 “此書遇敦字避作膏(從膏從攵), 避光宗嫌名” 이라고 하였다.(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63)



韓國醫史學會誌 Vol. 17 No.1

- 36 -

그림 2 備急千金要方 : 日本 江戶醫

學館 影宋本이다.(劉更生 点校, 千金方

, 北京, 華夏出版社, 1993 참조)

1315년(일본 正和 4)에 和氣嗣成이 당송 교체기의 한 千金要方의 사본에 근거하고, 1277년(일본 建治 3)의

일본 仲景氏寫本11)을 함께 참조하여 두루마리에 초록하고 발문을 써 넣었는데(經籍訪古志에 보인다), 이 후에

1338-1573년 사이에 和氣嗣成의 후손들이 여러 차례 序文을 달고 거듭 베꼈으며, 아울러 題記를 두었다12). 그러

나 이런 사본은 전해지지 못하고 곧 사라졌다. 1832년(일본 天保 3)에 이르러서 겨우 권1이 비로소 발견되었으

며, 松本幸彦이 모사한 후에 跋文을 달았고, 丹波元堅이 序를 지어 간행하였는데, 제목을 眞本千金方 이라 하였

다. 비록 이 본은 1권만 있지만, 그 내용이 송 정부의 교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더 이전의 면모를 보존하였다.

이 밖에도 1940년 張驥氏가 1831년(天保 2) 丹波賴常이 손수 교정한 판본을 근거로 자신이 집주하여 간행을

하였는데, 서명이 唐本千金方第一序例注이다. 내용은 단지 권1의 제6에서 제8까지의 3편에 불과하다.

2) 千金要方의 북송 관본계통

1066년(治平 3) 北宋의 校正醫書局에서는 唐 이전의 여러 의적들을

참고하여 千金要方에 대하여 정리와 교정을 가한 후 高保衡과 林億 등

이 서문과 범례를 짓고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곧 北宋 治平官版이다. 그

러나 이 북송 官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전되었다.

(1) 남송초 관본

19세기 초 일본 江戶醫學館에서 宋版 千金要方 일부가 발견되었는

데, 丹波元堅은 이것을 북송의 정부가 교정한 원본이라고 여겼다. 그러

나 이 판본의 내용 중에 남송 紹興(1131-1162) 연간에 版刻工이 책의

뒷면에 기록한 干支紀年 및 남송의 孝宗과 光宗을 避諱13)한 것 등이 있

으므로 남송초 간본임이 틀림 없다14). 이 판본은 일찍이 일본 米澤候가

소장하였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현재 일본 국립 歷史民族博物館에

보존되어 있으며 江戶醫學館에서 영인한 宋本의 祖本이다.

남송초 관본은 권4에 결손된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완전한 상태이다. 이 판본은

송원교체시기에 일본에 들어온 이후 1315년(일본 正和 4)에 北條顯時의 소장이 되었다. 다만 그 후 50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은 중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이 판본의 보존 여부를 알지 못했다. 18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판본이 일본인 上杉氏가 소장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1849년(일본 嘉永 2) 江戶醫學館은 이 판본을 근거로 그

11) 仲景氏寫本 : 傷寒論의 寫本으로 보인다.

12) 經籍訪古志 및 張驥의 간행본에 근거한다.(馬繼興, 前揭書, p163)

13) 避諱 : 대화나 글에서 임금이나 어른의 이름을 직접 말하거나 쓰는 것을 피하는 일이다. 천자나 孔子의 경우 전국적으로

避諱하여 國諱라고 했으며 조상은 한 家門에 한해 避諱했으므로 家諱라고 했다. 避諱는 周나라 때부터 시행돼 唐宋시대에 엄

하게 적용되는데 대체로 闕字와 厥劃(缺筆), 改字의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闕字”는 해당되는 글자를 아예 쓰지 않고 공란,

즉 정사각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厥劃”은 글자의 일부획을 생략하는 방법으로唐太宗 李世民의 경우 民자를 氏자로 대치

했다. “改字”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같은 뜻의 다른 글자로 바꾸는 것이다. 唐太宗 때 世를 代로 바꾼 것이나 蘇東坡가

조부의 이름 蘇序를 피해 평생 序文을 引文, 또는 敍文이라고 썼던 것이 그 예다.

14) 中醫文獻學(前揭書, p542)에 宋 孝宗(1163-1189, 乾道에서 詢熙까지)을 避諱하여 “愼”을 썼으며, 宋 光宗(1190-1194,

紹熙 연간)을 避諱하여 “惇”대신 “敦”을 썼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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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복제한 후 간행함과 동시에 결손된 권4 부분을 元刻本으로 보충하였다. 이것이 곧 影宋刻本이다.

(2) 影刻, 影印宋本

影宋刻本의 版木은 1878년(光緖 戊寅) 중국인 獨山莫이 중국으로 구입해와서 重印本을 만들었다15). 1908년

(光緖 34)의 千金要方 石印本 및 청말 麟瑞堂重印本도 모두 그에서 파생된 출판물이다.

1955년 人民衛生出版社는 江戶醫學館의 影宋刻本을 사면을 한 판면으로 하여 영인하였다. 1965년 臺北中國醫

藥硏究所에서도 이 판본에 의거해서 영인하였다. 1974년 일본 每日新聞開發公司에서 다시 이 판본에 근거한 본래

크기의 정밀한 영인본을 500부 영인하고, 曼殊景嘉의 多紀氏本千金要方據北宋本重校(多紀氏本 千金要方을
북송본에 의거하여 거듭 교정)16) 1書(1冊)를 덧붙였다17).

이 책은 교주가 모두 약 6-700여 조문이 있다. 이러한 교주를 통해서 강호의학관에서 송본을 影刻할 당시 한결

같이 全文이 송본의 원래 모습에 의거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송본에서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교정을 가한

흔적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3) 기타 송간본

千金要方은 治平刊本 이외에 송대의 “西蜀經進官本18)”이 있었다. 이 판본의 序文에서 “모든 송 황제의 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행을 건너서 격자의 머리에 두었다19)”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 외에도 經籍訪古志에 의하면

북송 元祐刊本과 남송의 補刻本이 있다고 하였으나 확증은 없다. 상술한 몇 종류의 송본은 지금 모두 존재하지 않

는다.

(4) 元刊本 및 그 복간본

현존하는 元刊 千金要方은 일본측에서 원래 多紀氏의 聿修堂 舊藏本인데, 지금 일본 宮內廳의 일부에 소장되

어 있다. 또 원래 陸心源의 皕宋樓 舊藏本은 지금 靜嘉堂文庫의 일부에 소장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北京圖書館에서

1部를 소장하고 있고, 中醫硏究院圖書館에 잔존본 2권(11권, 24권)을 소장하고 있다.

明淸代에 이르러 목록학에서 기재한 몇몇 元刊本은 소재가 불분명하다.

元刊本의 복간본에 근거해서 明刊本의 일종 즉, 명초 1521년(正德 16) 劉洪의 愼獨齋 刊本이 알려졌다. 또 일

본 간행본 2종이 있는데, 즉 1785년(天明 5) 京都의 后藤敏 刊本과 1799년(관문 11)의 重刊本이다.

15) 叢書書目匯編에 의거하면 이것이 “重印江戶醫學館本”이다.

16) 多紀氏本千金要方據北宋本重校 : 그 앞면의 小敍에서, “살펴보건데, 多紀本은 송본 千金要方을 영인하여 간행한 것인

데, 모두 북송 治平 3년의 初刊本이다. 그러나 초간본에 쪽이 빠진 것, 탈자 등이 있어서, 元刊本에 의해서 보충하였는데, 참

으로 완전히 하였다 할 만하다. 문자의 차이, 어구의 잘못 등을 多紀氏는 왕왕 자신의 뜻으로 고쳤다. 이제 다시 초간본에

의거해서 다기본을 교정한다…”라고 하였다.(馬繼興, 前揭書, p164)

17) 여기서 이른 바 “多紀氏本”은 江戶醫學館의 影宋刻本이며, “北宋本”은 江戶醫學館本이 의거한 祖本으로, 실로 윗 글에서 설명

한 南宋初刊本이다.

18) 元刊本 千金要方의 목록 뒤에 기재되어 있다.

19) “凡涉及宋帝事皆跳行頂格”. 王松蔚의 古書經眼錄에 의거하였다.(馬繼興, 前揭書,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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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乾寧本 및 豫章本

이 두 종류는 모두 간행년대가 미상인데, 千金要方의 喬世寧 序(1543)에 “千金方은 세상에 판각본이 드물

고…후에 乾寧本을 온전히 얻었는데도, 오류로 읽을 수 없었다20)”는 말이 있다.

또 千金要方의 方中聲 序(1603)에 이 책을 “거듭 豫章21)의 藩王의 저택에서 새겼는데…애석하게도 蕃本은

豕魚22)의 잘못을 범하였고, 또 탈루된 곳이 많다23)”라고 하였다.

이상 두 종류의 간행본은 구체적 년대가 미상이지만, 모두 남송후에서 명대이전에 간행되었으며,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3) 道藏 계통의 판본

(1) 道藏本의 형성

일찍이 당송의 교체시기부터 道敎徒들은 千金要方을 道藏 속에 수록하였다. 때문에 1066년에 교정의서국

이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교정할 때 당시의 도장본24)을 참고하였는데, 이로써 이는 일종의 이른 시기의 도장

본이라고 할 수 있다.

1449년 전후(明 正統 연간)에 도교도들이 편찬한 正統本 도장에서 계속 “太平部”속에 수록하여 孫眞人備急千
金要方이라고 이름하였고, 원서의 30권을 93권으로 나누었는데,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후기의 도장본으

로, 또한 현존본이다.

(2) 明代이후의 重刊本

明代 중기 이후에는 千金要方의 30권본이 중국 내에 이미 많지 않았다. 간본에는 93권의 도장본이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 가운데 1544년(嘉靖 23) 喬世定의 간행본이 있으며, 1588년(萬曆 16) 祝氏 간행본, 1604년

(萬曆 甲辰)의 方中聲 간행본 등이 있다. 1689년(康熙 28) 張, 喩 두 사람의 간행본이 있으며, 1782년의 四庫全

書 鈔本, 1868년(同治 7)의 王培楨 간행본, 民國시대의 간행본 및 일본 간행본(1695년, 萬治 2) 등이 있다.

4) 千金要方의 評注本 및 節選本

(1) 千金寶要

이 책은 1124년(북송 宣和 6) 郭思가 千金要方의 單方을 선별해 기록하고, 이어서 관련 경험방을 붙여서 편

20) “世罕刻木…後得建寧本頗全, 乃脫誤不可讀”

21) 豫章 : 淮南과 江北의 경계에 있는 땅이름이다.

22) 豕魚 : 원래 “豕亥魚魯”라는 성어에서 왔다. 서적을 베낄 때 誤記하거나 인쇄할 때 誤植하여 생긴 글자의 착오를 말한다.

23) “再鑱豫章藩邸…惜藩本豕魚, 且多脫漏”

24) 원문은 “도장의 별록을 찾아보다-探道藏之別錄”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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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華州의 관청에서 돌에 새겼다.

1443년(正統 8) 劉整이 다시 華州에서 石刻하였으며, 1455년(景泰 6) 楊勝賢이 목판으로 고쳐 새겨 8권으로

인쇄하였다. 이 후에 1516년(正德 11) 郭勳 및 1537년(嘉靖 16) 張翰 등의 목각본이 있고, 1572년 秦靖王 朱敬

鎔(守中)은 이 책을 6권으로 합쳐서 耀州에서 세 번째로 돌에 새기고 판목에 새겨 간행하였다. 이 이후로 청대에서

민국까지의 각종 중간본(石印, 鉛印本을 포함) 근 10여 종이 모두 이를 준거로 삼았다.

千金寶要에서 추린 千金要方의 글과 宋本 千金要方을 대조하면,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나 문구는 거꾸로

되어 있고25), 혹 主治가 차이가 있으며26), 혹 개별 글자나 구절이 개정되었다.

(2) 千金方衍義

1698년 張璐는 喬世定 간본(93권본)을 근거로 다시 새로 30권으로 엮었고 상세한 주석(즉, 衍義 부분)을 덧붙

였는데 千金方衍義라고 불린다. 그 후 이 책의 각종 復刊本(목판, 석인본 등) 및 鈔本이 10여종 이상이었으며,

청대 중기와 말기에는 千金要方의 전파를 대신하였다.

(3) 唐千金類方

1908년(光緖 34) 黃思榮이 千金要方으로 분류개편 작업을 하여 唐千金類方 24권을 편찬하고, “按語”를 부

가하였는데, 이 또한 도장본(93권본)계통으로 기준을 삼았다.

2. 千金翼方의 서지사항

千金翼이라고 간칭하며 모두 30권이다. 이는 孫思邈이 만년에 千金要方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

어서 편찬한 종합의서이다. 그 편찬년대는 약 7세기 중기에서 말기이며, 659년 新修本草가 저술된 이후이다27).

30권의 내용은 다음의 표3 과 같다.

권 수 내 용 권 수 내 용

1-4

5-8

9-10

11

12

13

14

15

本草*

婦人

傷寒

小兒

養性

辟穀

退居

補益

16-17

18-20

21

22

23-24

25

26-28

29-30

中風

雜病

萬病

飛煉

瘡癰

色脈

針灸

禁經

표 3 千金翼方의 권별 내용(*권1은 주로 新修本草圖經을 節錄하여, 採藥時氣, 藥名, 産地, 處方을 기록하였고, 권

2-3은 新修本草의 본문부분-原注는 기록않음-을 절록하였다.)

25) 예를 들면, “姙娠腹中病方”이 그러하다.

26) 예를 들면, “治胎死腹中方”은 千金寶要에 “妊娠忽苦心腹痛”으로 되어 있다.(馬繼興, 前揭書, p165)

27) 中國醫學通史(前揭書, p293)에서는 永淳 2년(682)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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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千金翼方 : 日本影刻元大德

梅溪書院本이다. (劉更生 点校, 千金

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참조)

1) 早期傳本 및 宋代刊本

千金翼方이 편찬된 이후 그 조기의 전본중의 하나는 일찍이 당대 外臺秘要에서 인용한 것이다(모두 123곳

에서 249조 인용, 단 醫心方에는 이 책을 인용하지 않음).

북송 교정의서국 성립 후에 또한 千金翼方을 교정하여 간행하였는데, 그 시기는 대략 1066년의 千金要方
의 초간년대보다 약간 후이며 이 책의 가장 초기의 간본이다. 본 책의 기타 송간본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2) 宋 이후의 각종 복간본

元代의 간행본은 1307년(大德 11) 梅溪書院 간본이 있으며 현재 일

본 宮內廳 書陵部에 1部가 소장되어 있다.

明代에는 正德 연간(1506-1521)의 간본이 있으며, 萬曆 33년

(1605) 王肯堂 간본 및 華氏 간본(간행년대 미상)이 있다. 淸代에는

1763년(乾隆 28) 保元堂 覆刻本(華希閎의 重刊), 1868년(同治 7) 掃

葉山房 간행본, 1908년(光緖 34) 千金要方과 합해서 간행한 석인본

등이 있다. 1912년 江文書局本, 湖南益元書局 간행본, 1915년 江左書林

석인본, 1920년 中原書局 석인본 및 년대미상의 鴻寶書局 석인본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1770년(明治 7) 望月三英 간본(王肯堂본에 근거) 및 년

대미상의 1종 간본(北京大學圖書館藏)이 있다.

3) 元刊本의 影刻과 影印

明代에는 千金翼方의 宋刊本이 일찍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道藏 속에 아직 수록되지 않았고, 元刊本이 있었다고 해도 매우 드물었다. 18세기말에 이르러 일본 聿修堂에 元

代 梅溪書院本 1部가 소장되었는다28). 1829년(文政 12) 일본 江戶醫學館이 이에 근거하여 영인하여 간행하였

다. 1878년(光緖 4) 중국 靈芬閣에서, 1965년 臺北中國醫藥硏究所 및 1982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모두 이 판본

에 근거해서 영인하였다.

3. 外臺秘要方의 서지사항

外臺秘要方29)은 唐代 752년(天寶 11) 鄴郡太守 王燾가 편찬한 책이다. 王氏는 명문가 출신으로 항상 臺閣

28) 經籍訪古志에 보인다. 聿修堂 소장의 元刊本은 明治維新이후, 19세기말에 이미 소재가 불분명해졌다(日本訪古志에 의

거).

29) 일반적으로 外臺秘要라고 일컬이지는 경우가 많지만, 唐書․藝文志 및 宋版 外臺秘要方의 기재에 기초하면, 外臺秘
要方이라고 하여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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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입하여 弘文館30)에 소장되어 있는 대량의 도서를 볼 수 있었고, 광범하게 의약문헌을 수집한 기초 위에서

이 책을 편성하였는데 모두 40권이다31). 내용은 다음의 표4 와 같다32).

권 수 내 용 권 수 내 용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17

18-19

20

傷寒

天行

溫病 黃疸

瘧病

霍亂 嘔吐

心痛 心腹痛 寒疝

痰飮 胃反 噎鯁 등

咳嗽

肺痿 肺氣上 咳嗽

消渴 消中

癖 痃氣 積聚癥瘕 胸痺 奔豚

骨蒸 傳尸 鬼疰 鬼魅

中風

風狂 諸風

虛勞

脚氣

水病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34

35-36

37-38

39

40

眼疾

耳鼻牙齒唇口舌咽喉病

癭瘤 咽喉癧瘻

癰疽 發背

痢

痔病 陰病 九蟲 등

淋 大小便難病

中惡 蠱注 自縊 暍死

墜墮 金瘡 등

惡疾 大風 癩瘡 등

採藥時節 所出土地 解諸毒 등

面部 面脂藥 頭膏 등

婦人

小兒諸疾

乳石

明堂灸法

蟲獸傷觸人 六畜疾

표 4 外臺秘要方의 권별 내용

外臺秘要方 40권은, 당시로서는 대형의학전서로서 후대의 의학에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그 뒤의 醫學全書

의 편찬방식에서 모범이 되었다33). 이 책은 그 기재의 거의 대부분이 그 이전의 醫案문헌에서의 인용으로서34),

인용문헌의 책이름과 그 인용부분의 卷第가 명기되어 있는 것이 특장점이다. 중국의 의약서의 거의 대부분은 그

이전의 문헌에 기초하여 자기의 견해를 기술한 것이지만, 그 때 인용문헌의 책이름을 기록한 것은 많지 않으며,

이만큼 출전의 기재를 철저히 한 것은 유례가 없다35).

隋唐의 각 藝文志에 저록된 唐이전의 의약서는 합쳐서 500여종 가까이 있지만, 그 대부분은 소실되어버려 지

30) 弘文館 : 많은 장서를 갖추고 도서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唐 高祖 때 설치한 修文館을 太宗 때 고친 이름이다. 국가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다.

31) 中醫文獻學, 前揭書, p169.
32) 外臺秘要方은 千金方과 달리 각 권별 제목이 붙어 있지 않다. 高文鑄의 목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3) 대체로 각 항목의 첫부분에 諸病源候論을 인용하여 病因, 病態를 논하고, 다음에 문서에 기록된 치료법을 열거하는 편찬

방식은, 일본의 醫心方이나 송대의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등의 의학전서에 답습되었다.

34) 王燾 스스로의 논설은 권37, 권39의 권두의 기재 정도이다. 또한 권39에 “其鍼法古來以爲深奧, 令人卒不可解, 經云鍼能殺

生人, 不能起死人, 若欲錄之, 恐傷性命, 今幷不錄鍼經, 唯取灸法”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까지의 해설서에서는 王燾

는 전권에 걸쳐서 鍼術에 관한 기재를 일체 배제하였다고 여겨졌고 또 그렇게 믿어져왔다(洪元植, 中國醫學史, 前揭書,

p112).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옳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崔氏方에서의 인용으로 “有靑脈, 鍼挑血”(27권 26

판 우측)라 하고 , 千金方에서 “灸刺手神門”(9권 24판 우측)라는 문장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小曾戶洋, 宋版 外臺秘要
方の書誌について, 東洋醫學善本叢書 第八冊, 大阪, 東洋醫學硏究會, 1982, p176). 상기 출전은 宋版 外臺秘要方(東洋醫
學善本叢書, 大阪, 東洋醫學硏究會, 1981)을 따른 것이다.

35) 外臺秘要方이 刪繁方이 가장 방대하게 산재하므로, 본 연구에서 기본이 된다고 판단하여, 본 절은 그 연구가 가장 정밀

하다고 여겨지는 小曾戶洋의 “宋版 外臺秘要方の書誌について”(東洋醫學善本叢書 第八冊, 大阪, 東洋醫學硏究會, 1982,

pp175-212)를 기본으로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였다. 현재 外臺秘要方에 관해 연구가 가장 앞서 있는, 中醫硏究院의

高文鑄의 연구도 小曾戶洋의 연구성과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



韓國醫史學會誌 Vol. 17 No.1

- 42 -

금은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外臺秘要方의 존재에 의해 말실된 책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36). 이 점에서 外臺秘要方이 매우 귀중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전해지는 傷寒論, 金匱
要略, 劉涓子鬼遺方, 肘後備急方, 諸病源候論, 千金方, 및 素問, 靈樞 등은, 그 전본경위에서 원래의

책과는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도, 外臺秘要方에 의해 원형을 추정하고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37). 왕도는 국가의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秘籍을 탐구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인용문헌에는 상당히 신뢰성

이 높은 텍스트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外臺秘要方은 당 이전의 중국의약학, 즉

한의학의 원류를 연구하고 나아가서 현대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宋代에 가장 중요한 의약서 10수종이 선별되어 國子監에서 校刊되었는데, 外臺秘要方도 그 중 하나로 선택되

어 당시의 의료에 공헌하였으며, 양적으로는 다른 책을 훨씬 능가하는 최대의 의서였다. 게다가, 明代에 程衍道가,

日本에서는 江戶 중기에 山脇東洋이 程衍道本을 복각한 판본이 있고, 지금은 程衍道本의 영인본38)이 널리 유포되

어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程衍道의 校刻本39)은 宋代의 刊本에 직접 기초한 것은 아니고, 그 傳寫本에 기초하여 더 개정된 것이

기 때문에 원래의 宋版과는 달리 오류가 심한 것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山脇東洋의 교각본40)을 시작으로, 현재의

통행본은 모두 이것을 복각․영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텍스트로서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문제가 심각하

다.

구래에 일본에 전해져온 宋版41)과는 달리, 근세 중국에도 宋版의 거의 완전한 판본이 1부 존재했는데, 明治후

기에 일본의 靜嘉堂文庫에 입수되어, 현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42).

1) 王燾와 外臺秘要方
王燾의 전기는 正史에서 보이며, 外臺秘要方을 쓴 것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을 의심한 사람은

36) 예를 들어 주된 것으로, 延年方, 救急方, 許仁則方, 近效方, 經心錄, 廣濟方, 古今錄驗方, 崔氏方, 刪繁方
, 集驗方, 小品方, 深師方, 張文仲方, 范汪方, 必效方 등을 들 수 있다.

37) 예를 들어, 外臺秘要方에 인용된 仲景傷寒論은 金匱要略의 내용도 포함하는 18권본이다. 劉涓子鬼遺方은 10권본

으로 현재 5권은 그 잔결본이라고 小曾戶洋은 추정하고 있다. 肘後備急方은 外臺秘要方에서는 肘后方과 備急方으로

다른 책으로 인용되어, 葛氏方도 포함해, 현행본과는 심한 거리가 보인다. 外臺秘要方이 인용한 千金方의 권차는 현행

본보다, 송대 교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新雕孫眞人千金方의 권차에 가까운 것 같다. 素問, 靈樞(九卷)에서의

직접인용은 조금밖에 없지만, 인용한 千金方, 小品方, 古今錄驗, 集驗方 등의 기재에는, 素問, 靈樞에 상당하는

문장이 보이며(예를들어 素問의 四氣調神大論 , 陰陽應象大論 , 痺論 , 風論 등과 靈樞의 經脈 , 厥病 , 癰疽

등에서) 정밀히 살핀다면, 교감의 자료가 될 것이다. 또는 黃帝素問에서의 인용이라 기록하며, 지금의 素問과 靈樞에서

는 볼 수 없는 내용도 있다(15권 30판 좌측. 이 문장은 醫心方에 인용한 素問에도 거의 같은 글이 보인다) 이것들에 대해

서는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小曾戶洋, 前揭書, p177)

38) 1. 外臺秘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2. 同, 國立中國醫藥硏究院影印, 1964, 제1판, 1976 제2판. 3. 同, 文光

圖書有限公司影印, 1975. 이하 이들을 중국영인본이라고 한다.

39) 이하 이것을 “程本”이라 약칭한다.

40) 이하 이것을 “山脇本”이라 약칭한다.

41) 江戶 말기에는 多紀元堅 등의 고증학파의 노력에 의해 宋版 外臺秘要方의 거의 완전본이 발견되었다. 이는 宋版 備急千
金要方이나 半井本 醫心方 등에 이어 복간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었었음에도 불구하고, 江戶幕府의 붕괴를 목전에 두

고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다. 메이지유신후에, 저본이 된 竹田本 宋版 外臺秘要方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것을 깨끗이 베낀

2부 중에서 1부는 해외에 유출되어 버렸다. 多紀 등의 고증학파가 교각한 備急千金要方과 醫心方 등의 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남아있는 宋版 外臺秘要方이 주목되는 일 없이 현재에 이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小曾戶洋, 前揭書,

p177)

42)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완정한 판본이다(高文鑄, 外臺秘要方版本源流考察 ,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921). 본 연구의 주 텍스트이다.



外臺秘要方, 千金方, 醫心方의 서지학적 연구

- 43 -

없었다. 즉, 新唐書 권98의 王珪傳 에

“珪의 손자에 燾와 旭이 있다. 燾의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徐州의 司馬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들자,

일년 내내 의관을 풀지 않고, 이부자리와 탕재를 살폈다. 종종 의술이 뛰어난 의사를 따라 유람하였는데, 결국 그

들의 의술을 탐구하여 배운 바를 책을 엮어서 外臺秘要라 하였다. 토론하고 연역함이 정밀하고 밝아서 세상에서

보배로 삼았다. 給事中․鄴郡太守를 역임하였는데, 다스림이 당시에 소문이 났다. 旭은 酷吏傳 에 보인다.43)”

라고 기록되어 있다. 舊唐書 권70의 王珪傳 에는 이 기록은 없지만, 新唐書, 舊唐書 모두 王珪에 대해서

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44).

外臺秘要方의 편찬은 양적으로 보아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되지만45), 自序에는 “時歲天寶十一載,

歲在執徐, 月之哉生明也”46)라고 되어 있으니, 752년에 탈고한 것일 것이다. 편찬의 동기에 대해서 자서에는 다음

과 같이 나와있다.

“나는 어릴 때 병이 많았기 때문에 성장한 뒤 의술을 좋아하여, 명의를 알면 반드시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다.

일곱 차례 尙書省에 등용되고, 두 차례 門下省에 올라 누차 중앙정부에 20 여년을 출입하여, 오랫동안 국가의 도서

관에서 서적을 접하여 그 심오함을 엿볼 수 있었다. 혼인 때문에 좌천되어, 房陵의 태수가 되고, 옮겨서 大寧郡

태수가 되어, 강가를 따라 더위를 무릅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었다. 외지고 누추하여 토속병과 악성병에 고생하

여 16, 7번이나 사경을 해매었다. 하늘에 물을 수도 없었고 經方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

신기한 효용은 글로써 다하기 어렵다. 그래서 발분해서 많은 의약문헌을 모아 간행하니 행여 조그마한 보탬이 있기

를 바란다. …모두 40권, 이름을 붙이기를 外臺秘要方이라 한다. 굳이 널리 행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단지 현명한 사람의 자료로 삼아 이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47)”

外臺秘要方의 名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나와있다48). 또한 王燾의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49). 어쨌든 外臺秘要方은 이렇게 편찬되어, 이후 송대까지 300년간 사본에 의해 전해지게 되었다.

43) 新唐書 卷98 列傳23 : “珪孫燾旭. 燾性至孝, 爲徐州司馬, 母有疾彌年, 不廢帶視絮湯劑. 數從高醫游, 遂窮其術, 因以所學
作書. 號外臺秘要, 討繹精明, 世寶焉. 歷給事中鄴郡太守, 治聞於時. 旭見酷吏傳.”

44) 이에 대해서는 이미 岡西爲人이 “王燾는 그의 自序에서 ‘唐銀靑光祿大夫持節鄴郡諸軍事兼守刺史上柱國, 淸源縣開國伯’이라

署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珪의 큰아들 崇基의 아들로 벼슬을 이어 받았을 것이다. 舊唐書에는 旭은 崇基의 孫子로, 珪의

曾孫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모의 이름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珪의 孫子라고 하는 新唐書 쪽이 맞을 것이다. 그렇

다면 崇基의 아들로 王燾의 동생이라 추정된다.”라고 고찰하였다(小曾戶洋, 前揭書. p178). 그러나, 高文鑄는 舊唐書의 설

을 따랐다(高文鑄, 外臺秘要方作者世系, 里籍, 生平及著述考證 , 外臺秘要方, 前揭書, p899).
45) 단, 王燾 한 사람의 작업에 의한 것은 아니고, 실제의 편찬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덧붙여, 조문머리에 “○○方療……”라고 하고, 조문 끝에 “△△方同”이라 되어 있는데, 역으로 “△△方療……○○方同”이라 되

어 있는 경우도 있어, 통일성을 잃고 있다. 또한 권37, 38, 39의 기재형식과 문헌인용법은 다른 권과는 편자가 다른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될만큼 다르게 되어 있다(小曾戶洋, 前揭書, p178).

46) “執徐”는 “辰”의 해이다. 天寶 11년은 壬辰이다. “哉生明”은 음력월의 첫 3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몇 월인지는 알 수 없다.

47) 外臺秘要方序 : “余幼多疾病, 長好醫術, 遭逢有道, 遂躡亨衢, 七登南宮, 兩拜東掖, 便繁臺閣二十余載, 久知弘文館圖籍方

書等, 繇是睹奧升堂, 皆探其秘要. 以婚姻之故, 貶守房陵, 量移大寧郡, 提攜江上, 冒犯蒸暑, 自南徂北, 旣僻且陋, 染瘴嬰痾, 十

有六七, 死生契闊, 不可問天, 賴有經方僅得存者, 神功妙用, 固難稱述, 遂發憤刊削, 庶幾一隅. 凡古方纂……其方凡四十卷, 名

曰外台秘要方, 非敢傳之都邑, 且欲施于后賢, 如或詢謀, 亦所不隱.”
48) 外臺秘要方의 名義에 대해서 孫兆는 校正醫書局 校刊序에서 “모두 여러 처방의 비밀스러운 핵심으로, 바깥에서 나아가 지

키기 때문에 外臺秘要方이라고 했다(皆諸方秘密樞要也. 以出守于外, 故號曰外台秘要方).”라고 했고, 四庫全書總目提要
에서는 “왕도는 20여년 중앙정부 관리가 되어서, 弘文館의 圖書와 方書를 많이 보았다. 편찬한 때는 鄴郡의 태수시절인데,

자서를 맺으면서 ‘持節鄴郡諸軍事鄴守刺史’라 칭하였으니 ‘외대’라고 하는 것이다(燾居館閣二十餘年, 多見弘文館圖籍方書, 其

年是編, 則成於守鄴時, 其結銜稱持節鄴郡諸軍事鄴守刺史, 故曰外臺)”라 했다. 이에 대해 多紀元胤은 醫籍考에서 여러 증거

를 들고 “…이 책이 그 뜻을 魏志에서 취하였음을 드러내니, ‘蘭臺’가 ‘外臺’가 됨을 이른다(抛此其義取魏志, 蘭臺爲外臺之謂

也)”라고 결론지었다. 또 楊守敬도 日本訪書志에서 丹波元胤과 완전히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森立之는 枳園雜鈔(일
본 국립국회도서관소장, 자필고본)에서 별도의 설을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丹波元胤이 말하는 “外臺有三義”중의 세 번째 뜻

에 해당한다.(小曾戶洋, 前揭書,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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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宋代의 校刊

전술한대로 이 外臺秘要方은 송대에 이르러 素問, 傷寒論, 金匱玉函經, 金匱要略, 脈經, 甲乙經,
千金方, 千金翼方 등의 의서와 함께 國子監에서 교간되었다50). 外臺秘要方에 붙은 宋臣의 進表(권40-34,

35)에 의하면, 교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皇祐 3년(1051) 5월 26일. 勅書로 秘閣소장의 外臺秘要方 두세 部를 살펴서 이를 국자감에 보내 醫書官이

자세히 교감하게 하여, 孫兆가 그 명을 받아 종사했다.

-治平 2년(1065) 2월 2일. 교정이 지정된 의서 중에 外臺秘要方의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孫兆가 교정

한 원고로 사본을 시작했다.

-治平 4년(1067) 3월 모51)일. 이상의 작업을 끝내고, 왕에게 진상하였다.

-熙寧 2년(1069) 5월 2일. 칙명을 받들어 출판하였다.

이렇게 外臺秘要方의 초판본이 발간되었다. 孫兆의 校正外臺秘要方序 52)에서

“이 外臺秘要方의 편찬에 인용된 책 중에는, 이미 불완전본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실되거나 의리가 통하

지 않는 부분도 많다. 또 당 말기의 5대를 거치면서 전해지는 사이에 생긴 오류도 심하며, 국가의 도서관에도 선본

은 없다.53)”

라는 부분에서, 당시의 전본은 성립 후에 300년이 지나 상당한 착오가 생겨 있었기 때문에, 송대 개정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엄밀하면서 결단력 있는 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54). 이것은 醫心方에 인용된

外臺秘要方의 기재에서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3) 靜嘉堂文庫所藏의 宋版 外臺秘要方
이 판본은 원래 明代 高濂이 소장(약 1506-1521년, 正德 연간)한 것이었다55). 淸代에 陸心源(1834-1894)

은 젊을 때부터 장서의 수집벽이 있었는데, 특히 同治 11년(1872)에 관직을 사양하고 난 뒤, 宋元版을 시작으로

하는 좋은 판본의 수집에 힘썼다56). 그의 사후에 그 장서가 아들에 의해 경매에 붙여졌는데, 일본의 서지학자 島

49) 三木榮은 體系世界醫學史에서 702-773년으로, 陳存仁은 中國醫學史圖鑑에서 675-755년으로, 中國醫學通史(李經緯
外, 人民衛生出版社, 2000, p310)에서는 670-755년으로 보았다.

50) 북송 仁宗은 嘉祐 2년(1057)에 編修院 내에 校正醫書局을 설치하여 掌禹錫, 林億, 張洞, 蘇頌 등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교정

을 보도록 하였고, 그 후에는 孫奇, 高保衡, 孫兆 등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면서 醫官인 秦宗古, 朱有章 등이 협조하게 하였

다. 교정의서국에서는 당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儒臣 및 醫官들을 함께모아 醫書의 내용과 문자를 정확하게 교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교정의서국 설치 이전에도 이미 고대 醫書에 대한 교정작업과 발간이 國子監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

다.(王昭迎, 金容辰 外, 宋代校正醫書局에 대한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vol. 16(1), 서울, 韓國醫史學會, 2003, pp141-142)

51) 원본에는 공백이다.

52) 1권 3판 우측.

53) 校正外臺秘要方序 : “此方撰集之時, 或得缺落之書, 因其闕文、義理不完者多矣. 又自唐歷五代, 傳寫其本, 訛舛尤甚, 雖鴻

都秘府, 亦無善本.”

54) 그 교감작업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개변이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송대의 개정을 거친 의서, 즉

傷寒論, 金匱要略, 脈經, 千金方, 甲乙經, 素問 및 이 外臺秘要方은 宋臣의 校語가 割注로서 쓰여져 있다. 素
問과 傷寒論처럼 성전으로 여겨지는 책의 교정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교감주기도 상세하다. 그러나

千金方과 外臺秘要方처럼 방대한 양의 책에 이것과 같은 주석을 다는 것은 양적인 관계에서 보류된 것으로 생각된다.

55) 馬繼興, 前揭書, p169.

56) 그는 청대의 사대장서가의 한 사람으로, 장서실을 “皕宋樓, 十萬卷樓, 守先閣”이라 이름붙여, 皕宋樓에는 송원판을, 十萬卷

樓에는 명이후의 진본을, 守先閣에는 보통본을 수집해, 수만의 장서를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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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靜嘉堂本 外臺秘要方이다.(東洋醫學善本

叢書 第四冊, 大阪, 東洋醫學硏究會, 1981 참조)

田翰은 明治 39(1906)년에 이를 매입하여 靜嘉堂文庫의 근간을 이

루었다. “皕宋樓”란 宋版 200종을 소장한다는 의미로, 그 안에 “北

宋版”이라 불리는 이 外臺秘要方이 있었다57). 1981년 일본 東洋

醫學會가 東洋醫學善本叢書에 세 번째로 영인하였다. 그 서지사

항은 다음과 같다58).

版式

匡郭, 세로 약 20.5 cm, 가로 약 14.5 cm. 每半葉, 13行, 24

字, 左右雙邊, 上下半邊, 경계있음. 白口本. 版心의 魚尾아래에

“外臺方 권수”, 이어서 丁數(版心의 차례), 하단에 刻工名을 표기

함. 제1권 머리에 王燾自序 2엽, 孫兆序 1엽이 있다. 또, 제 40권

말에 宋臣이 올리는 箚子 및 牒文 2엽이 있다.

裝訂

전 40권, 목록 1권, 그 중 제 33권을 2분책하여, 전 42책으로 한다. 속과 함께 묶었으며, 표지는 물론 原裝은

아니다. 題箋은 없고, 金箔小片을 흩뿌리고 黃紙 표지에 직접 “宋版外臺秘要方 第○卷”이라고 씌여져 있다. 夾板

6帙.

4) 현존 잔결된 宋版

모두 6부인데, 모두 근 100년 내에 연달아 발견된 것이다59). 현존하는 宋版 外臺秘要方은 모두 同版本으로

북송 熙寧 2년에 국자감에서 간행되어 배포된 原刊本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宋版은 남송 초,

혹은 紹興 연간(1131-1162)에 浙江에서 翻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합하다60).

(1) 일본 紅葉山文庫(楓山秘府, 秘閣) 舊藏殘本

모두 11권이 남아 있는데, 즉 3, 6, 9, 11, 21-23, 25-28권이다. 매권 머리에 “金澤文庫”印이 있는데, 책 속에

판목의 傷痕이 남아있다. 이 판본은 1891년 일본 宮內廳 書陵部로 옮겨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일본 荻野原凱 舊藏殘本

57) 靜嘉堂文庫本을 고찰해 보면, 그것이 北宋 原板이 아니라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많다(예를 들면 서체와 刻工의 姓

名, 諱字 및 官職名 등의 방면에서). 특히, “完”字(북송말 欽宗의 諱를 피한 것) 및 “愼”字(남송초 孝宗의 諱를 피한 것)에서

모두 획을 빠뜨리고 쓴 것으로 볼 때, 靜嘉堂文庫藏本은 바로 南宋初刊本의 일종이다.(馬繼興, 前揭書, p169)

58) 본문에 기재한 내용 외에 참고자료가 되는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면, 지질 및 보충해서 쓴 곳에 의해 전체

1583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형태적으로 세 종류로 분류된다. 둘째, 판심에 기재된 刻工名은 그 판각년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유력한 단서가 된다. 셋째, 欠筆 혹은 缺筆로 “敬, 驚, 弘, 癥, 玄, 痃, 眩, 懸, 屬, 完” 등의 글자에 결필이 있다. 단

같은 글자라도 반드시 결필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넷째, 각 부분에 찍힌 藏書印은 그 서물의 유전을 알기위한 참고가 된다.

거기의 장서인에 주목하면, 본서는 15종의 장서인이 있다(小曾戶洋, 前揭書, pp181-184).

59) 馬繼興, 前揭書, pp169-171.

60) “愼”자에 결필이 있었다고 하면 그 간행년대는 더 내려가 孝宗(1163-89)이후의 것이라는 게 된다(小曾戶洋, 前揭書,

pp1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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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江戶醫學館精寫本 外臺秘要方 : 內
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東洋醫學善本叢書

第八冊, 大阪, 東洋醫學硏究會, 1982 참조)

19세기말 經籍訪古志에 일찍이 기록되어 있다. 1951년 武田과학진흥재단주관의 “杏雨書屋”에 옮겨져 지금까

지 모두 10권이 남았는데, 권2, 3, 7, 12, 16, 19, 32, 35, 40 이다.

(3) 淸內閣 구장잔본

이 본은 단지 2권(권1, 권2)만 있는데, 1949년 이전에 北平圖書館에 소장되었는데, 1949년 이후에 臺灣中央

圖書館에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61).

(4) 중국 민간 舊藏本으로 보충한 殘缺本

원래 소장자가 미상이며, 현재 北京圖書館에 남아있다. 5권(권2-6)이 남아 있고, 명초본 30권, 청초본 2권으

로 보충되고, 남아있는 권21, 22, 23, 33 의 계 4권이 빠져 있다.

(5) 李氏 舊藏本의 殘缺葉

근대 장서가 李木齋의 예전 소장으로 모두 21葉(권3의 2-23엽)인데, 현재 北京大學圖書館에 있다.

5) 宋版의 影抄本

현재 아래 몇 종류가 남아 있다62).

(1) 완정한 판본

일본 초본 2부가 있는데, 유래는 1849년 일본 江戶醫學館에

서 일찍이 竹田道純의 가문에서 소장한 宋刊本에 근거하여63) 영

인하여 베낀 2부이다. 그 가운데 1부는 원래 관청의 창고에 들어

갔는데 나중에 유랑하는 상인이 淸나라 楊守敬(觀海堂)에게 구

해 주었다. 1949년 이전에 北京 古宮博物院에 소장되었는데, 1949년 이후에 臺灣 古宮博物院에서 지금까지 보존

되고 있다.

61) 민국정부후, 北平圖書館의 소장이 되었지만, 北平歷史博物館, 古宮博物院의 장서와 문물에 이어 1934년, 상해에 운송되었

다. 거기에 제2차 대전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1941년부터 다음 해에 걸쳐 미국에 반송되어, 미국국회도서관에 기탁되었다.

대전후에도 민국정부의 정국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지만, 1965년, 양국정부의 협의로 반환되어, 현재 臺灣國立中央

圖書館이 보관하게 되었다. 미국국회도서관이 제작한 마이크로필름을 東洋文庫소장의 포지티브필름의 인화에서 볼 수 있다

(小曾戶洋, 前揭書, p194).

62) 한편 이 외에 청대의 몇몇 목록학에서 아직 약간의 宋版 外臺秘要方이 근대 장서가에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는 모두 소재불명이다. 예를 들어서 明代 高濂이 소장한 또다른 宋版(단지 목록 및 권 22만 있는), 청대 장서가 莫友芝, 邵懿

辰 두 사람이 기록한 40권 송판본, 徐乾學 소장 38권, 王士鍾 소장의 34권, 季振宜가 기록한 송본 1종, 錢曾이 기록한 송판

抄補本 1종, 또 黃丕烈이 소장한 舊抄宋本 1종(3권이 빠진) 등이 모두 이것이다(馬繼興, 前揭書, p171).

63) 竹田氏의 조상인 竹田昌慶이 明나라 조정에 가져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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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程衍道本 外臺秘要 : 內閣文

庫所藏本의 面紙이다.(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참조)

영인하여 베낀 나머지 1부는 원래 江戶醫學館에 소장되었는데, 나중에 일본 紅葉山文庫에 옮겨졌다. 현재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중국 초본으로는 中醫圖書聯合目錄에 근거하면, 中華醫學會 上海分會의 소장본이 있는데, 康熙 연간의 송본

을 영인하여 베낀 판본이다.

(2) 잔본

2부가 있으며 유래는 미상이다. 그 하나는 일본 宮內廳 書陵部에서 소장한 것인데, 紅葉山文庫(楓山秘府)殘本

에 근거한 模寫本 1부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 東京大學 總圖書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종의 송본을 베낀 잔본이다

(제12권).

6) 明代 程衍道의 校刻本

이 책은 明代 程衍道(敬通)이 崇禎 13년(1640)에 校刻한 것으로, 현재 통

행본은 모두 이것에 기초하고 있다. 靜嘉堂文庫所藏과 內閣文庫所藏은 같은

판본이다. 1955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영인본이 나왔으며, 淸刊本은 淸初翻

刻經餘居本, 圖書集成鉛印本 등이 있다. 民國 간본은 다종의 석인본 및 연인

본이 있다. 후대의 抄本으로는 乾隆 43(1778)년 四庫全書本이 있다64). 기

본적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版式

匡郭, 세로 약 20.8 cm, 가로 약 14 cm. 每半葉, 10行, 22字, 左右單邊,

上下雙邊, 경계있음. 白口本. 版心의 魚尾위에 “外臺秘要”, 魚尾 아래에 卷數,

丁數, 하단에 “經餘居” 3자를 새겼다. 전 20책. 內閣文庫所藏本에는 “重校唐

王燾先生外臺秘要”라 크게 쓴 책표지가 있다. 吳孔嘉, 唐暉, 程衍道, 張天祿,

金聲, 吳士奇, 方逢, 陸錫明 등의 序, 및 宋臣의 進上表, 王燾自序, 孫兆序가

있다65).

程衍道는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外臺秘要方은 宋 皇祐 연간에 조서에 의해 간행되었지만, 나중에 복간된 것은 아니다…나는 이 사본을 입수했

지만, 잘못된 곳이 무척 많기 때문에 교감에 임해 의심스러운 뜻이 있는 곳은 인증하여 주를 붙이고, 상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 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뒷사람에게 맡겼다66).

經籍訪古志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宋版이 마멸되어 결손된 부분은 程本에서도 탈락결손 되어 있다. 그러므

로, 이 程本이 저본으로 한 사본은 현존의 宋版의 同版分에 유래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宋版의

善本이 현존하는 이상, 程本의 존재가치는 무에 가깝다67).

64) 馬繼興, 前揭書, p171.

65) 이들은 靜嘉堂文庫소장본, 內閣文庫소장본, 山脇覆刻本, 中國影印本 등에서 각각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小曾戶洋, 前揭

書, p204).

66) “自宋皇祐詔諭刊布後, 無復鋟梓以廣其傳…向購寫本, 訛缺頗多, 因復殫力校雙. 遇有疑義, 則旁引類証, 錄于篇側, 其無文可徵

者, 不敢强釋, 以俟解人”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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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山脇東洋 覆刻本

이 책은 일본의 山脇東洋이 延享 3년(1746)에 전술한 程本을 복간한 것이다.

版式자체는 완전히 程本과 같지만, 두꺼운 종이에 인쇄되어 전 24책으로 장정되어 있다. 程衍道의 頭注에 맞춰

山脇의 注가 추가되어 있다. 版心의 “經餘居”의 3字는 제거되어 있다. 山脇의 序에 의하면, 복간에 이르기가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는(山脇東洋) 당시 통행했던 外臺秘要方의 사본이 불완전하고 사용에 맞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여겨, 중국

의 善本을 얻어 판각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우연히 望月三英의 집에 명판의 선본이 있다고 듣고, 벗 野

呂元丈을 중개하여 이를 구하였는데, 望月이 이에 동의하자 허가를 얻어 秘府의 宋版과 대조하고 비교하여 나에게

선물했다. 延享 2(1745)년에 이를 얻은 나는 곧바로 번각에 착수해, 다음해에 판이 완성되었다.68)”

여기서 말하는 명판 선본이란 다름아닌 앞서 기록한 정본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영인본과 정본 및 산협본을 조합한 결과, 각각의 세밀한 부분이나 罫線의 결손상태에서 볼 때, 실은 현재

유포되어 있는 중국영인본은 산협본이 아니라, 정본을 직접 영인한 것임이 판명되었다69). 그렇기에 이들 통행본

은 정확히는 정본의 영인으로, 과거 산협본의 두주를 권말에 수록한 것이다. 단 어느 것을 저본으로 영인했다 해도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는 별로 중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최근 따로 山脇本을 그대로 영인한 것이 출판

되었지만70), 이것은 별로 의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8) 宋版과 程本의 차이에 관하여

이하는 宋版과 程本(山脇本도 같음)의 차이에 관해 대략 기재하여, 外臺秘要方의 저본은 송판에 기초하지 않

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71).

(1) 割注의 問題

程本의 割注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세 종류에 해당된다. ① 王燾의 原注, ② 孫兆, 林億 등 宋臣의 주,

③ 程衍道 및 宋 改正 이후의 후대 사람의 주 등이다. 이들은 똑같이 割注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

렵게 되어 있다72). 하지만 宋版에서는 원칙적으로 ①의 왕도주는 본문과 똑같이 큰 글자로 되어 있고, ②의 宋臣

의 주는 割注로 되어 있으며73), ③의 후대 사람의 주는 물론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용이하게 분별할 수 있다74).

67) 굳이 그 가치를 들자면, 현존의 어느 宋版에서도 판독불능인 곳을 정본의 저본이 된 사본이 同版의 宋版에 의해 판독되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程本의 유래인 宋版과 靜嘉堂文庫의 대부분 同版本은, 후자쪽이 이른 판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

그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것일 것이다(小曾戶洋, 前揭書, p204).

68) 小曾戶洋, 前揭書, p205.

69) 小曾戶洋, 前揭書, p206.

70) 外臺秘要方, 蘭溪出版社, 臺北, 1980, 전 8책.

71) 小曾戶洋, 前揭書, pp206-210.

72) 이 경우는 이를테면, ① 정연도는 왕도가 기록한 출전문헌에 관한 기재들을 모두 할주로 했기에, 송신주와의 구별이 되지

않게 되었으며, ② 宋版에 없는 후인의 주를 혼입하여 송신주와의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③ 정연도자신의 割注를 頭注가 아

니라 본문중에 삽입한 예가 있는데, 이들은 전권에 걸쳐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보인다.

73) 같은 송신의 注라도 孫兆와 林億 등에서는 연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臣億等按”이라 된 것은 분명히 林億 등의 것이다.

이 외에 宋臣注라 생각되는 대부분은 어떤 구별이 없기에, 孫兆와 林億 등의 주의 판별은 하기 어렵다. 또 큰 글자라도 송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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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臺秘要方의 가장 특장점은 그 인용문헌을 명확히 보여 다른 문헌과의 차이를 기록한 점이다. 그러므로, 당

대의 왕도의 원주와 송대의 교정주가 혼동되어버려서는 안된다. 후대의 주가 섞인 것에 이르러서는 문제 외이다.

(2) 誤字, 脫文

程本에서는 수백자에 달하는 오탈문, 착오가 곳곳에 보인다. 따라서 程衍道가 기초한 사본에는 결실되고 누락된

곳이 꽤 있고, 거기다 정연도의 손이 더해졌기 때문에 宋版의 원래모습에서 꽤 멀어진 것이 되어 버렸다. 장문에

걸친 오탈이 이러하므로, 어구, 문자의 오류에 이르러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연도가 사본밖에 입수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한 것으로, 宋版이 출현할 때까지 그 책이 이룩한

역할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9) 宋版 外臺秘要方에 관한 연구자료

宋版 外臺秘要方이 출현한 뒤 그에 관련된 교감연구는 몇 번 행해져 왔다. 그 가운데 주된 세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陸心源의 外臺秘要校補

육심원은 스스로 소장한 송판, 즉 “靜嘉堂文庫本”에 기초해 정본과 대교하고 이 교감기를 郡書校補 권34-42
에 넣었다. 육심원이 소장한 程本에는 宋版과의 이동이 면밀히 쓰여져 있어, 이 교감기의 기본이 되었을 것이다.

이 교감기도 완벽하지는 않은데75), 또한 宋版이 영인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책의 존재는 거의 의미를 갖지 않는

다.

(2) 多紀元堅 外 의 宋版外臺秘要方考異

이것은 紅葉山文庫에 들어간 江戶醫學館 精寫本에 붙어있는 것이다. 전 19면의 소책자이지만, 諸病源候論,
醫心方, 千金要方, 千金翼方, 등의 책과 대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본과의 이

동을 보였을 뿐인 郡書校補와는 내용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하다. 考異는 송판을 모조하여 간행하

는 전제하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이 교보와 성질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76).

(3) 山田業廣의 外臺秘要方讀書記

라 생각되는 것이 있다(송판 39권 10판 좌측, 9, 10행. 小曾戶洋, 前揭書, p206).

74) 다만 본 연구의 복원작업에서는 편의상 권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割注부분으로 옮겼다. 아울러 정본으로 교정한 곳은 밝혀

주었다.

75) 육심원의 교감기는 세 부에 걸쳐 있지만, 그래도 楊守敬은 日本訪書志에서 “육심원이 교감한 것은 탈루가 많아, 小島寶素

의 정밀함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였다(小曾戶洋, 前揭書, p210).

76) 본 연구에서 주 텍스트로 삼은 宋版 外臺秘要方에 본 考異가 부가 영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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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山田業廣의 九折堂讀書記 의 일부분이다. 外臺秘要方讀書記 는 2책 114면으로 되어 있다. 항목의

선택법은 아직 불충분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外臺秘要方의 내용에 관한 연구서로서 현재 유일한 것이다77).

4. 醫心方의 서지사항

南北朝時代 이후 수백년간, 특히 唐代에 중국과 일본간의 항해교류가 빈번해지고 일본이 여러 차례 遣隋使, 遣

唐使78)를 파견하여 당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흡수하고 의학을 배웠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 일본의 명의가 되었고, 몇몇 중국인의 후예 의사들이 점점 귀화하여 “渡來人”이라고 불린 일본인이 되었다.

唐代 이전과 당대의 서적은, 절대다수가 일본의 遣唐使와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인들이 일본에 전한 것이다79). 이

런 과정 속에서 일본문화상황에 적응한 “일본화”된 의학80)이 확립되었는데, 醫心方은 이러한 시기에 나왔다81).

1) 醫心方의 편찬 의미

이 책은 982년(일본 天元 5), 일본의 丹波康賴82)가 外臺秘要方의 체제를 모방하고, 아울러 千金要方의 내

용을 참고하여, 당시 일본에 유포된 中國醫籍을 수집해서 편찬한 것으로 모두 30권이다. 책에서 隋唐이전의 의학

고문헌 모두 204종을 모아서 수록하였는데, 모두 출전을 분별해서 밝혔고 원문을 인용하여 수록하였다83). 그 내

용은 한의학의 각종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약 및 침구, 본초, 식이요법, 방중술 등이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

이 모두 이미 사라진 古籍의 佚文이며, 따라서 매우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84). 따라서 이 책은 서기 10세기

이전의 중국의학의 탁월한 성과를 총결하고, 대량의 진귀한 의학자료를 보존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85).

77) 항목의 출소를 나타내는 “丁數-판면의 차례”는 程本 및 山脇本과 일치하지만, 어구는 宋版과 일치하기 때문에 본서의 저본에

는 山脇本을 宋版으로 교정한 것이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小曾戶洋, 前揭書, p211).

78) 唐代 서기 630년에서 894년까지 264년간, 일본이 중국에 모두 89차례의 遣唐使를 파견하였는데,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

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高文鑄, 醫心方引用文獻考略 , 醫心方文獻硏究,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725)
79) 일본 寬平 연간(889-895)에 藤原佐世가 편찬한 本朝見在書目錄(또한 日本國見在書目綠이라고도 불린다)에 따르면, 그

중의 醫方書籍이 160여 部에 달하는데 모두 1309권으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唐이전(唐代를 포함해서) 일본으로 전해

진 중국의서들이다.(高文鑄, 醫心方引用文獻考略 , 醫心方文獻硏究,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725)
80) 沈澍農은 이에 따른 醫心方의 내용상 특징을 ① 이론보다 실용을 중시하고, ② 辨病을 辨證보다 중시한 점, ③ 小方을

大方보다 중시한 점, ④ 養生, 食療를 중시한 점 등으로 보았다.( 隋唐前中醫東傳的奇葩-醫心方導讀 , 醫古文知識
2002/1,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2002. pp20-21)

81) 沈澍農, 隋唐前中醫東傳的奇葩-醫心方導讀 , 醫古文知識 2002/1,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2002. pp19-20.
82) 丹波康賴(니와야스요리, 911-955)는 丹波國 矢田郡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漢 靈帝 5세손 阿留王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應

神天皇(270-304 재위)시에 일본으로 갔으며 야마토노구니히노쿠마군(大和國檜隈常郡) 使主로 책봉되었다. 阿知 使主와 동

시에 일본에 도착되었을 가망성이 많으며 후예에 속한다. 그의 아들 志怒는 니와노구니로 이사갔으며 야스요리는 지노의 후

예이고 아유왕의 제 8대손이다. 그는 의술에 정통하였으며 鍼博士, 左衛門左 兼 丹波介 등을 역임하여 “丹波宿彌” 의 성을 하

사받았다.(馬伯英 外 著, 鄭遇悅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서울, 電波科學社, 1997, p82)

83) 이 가운데 전문적인 의서가 150종 있으며, 인용한 조문의 통계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도합 7000여 조에 이른다.(馬伯英

外 著, 鄭遇悅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서울, 電波科學社, 1997, p82)

84) 醫心方은 많은 자료를 모아 中醫古方書의 “類書(백과사전)”라고 일컬어진다. 그 인용문헌의 종류와 數目은 外臺秘要方
을 뛰어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첫째로, 醫心方이 수집한 범위가 外臺秘要方에 비해 광범위한데, 예를 들면,

房中, 導引, 養性, 食療 등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으며, 둘째, 책의 완성이 200여년 나중이므로, 外臺秘要方의 완성이후의

의서가 수록되어 있고, 셋째, 外臺秘要方에서 수집한 도서는 大方과 名著가 많았지만, 醫心方에서 수집한 문헌은 민간의

單方과 經驗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醫心方에서 인용한 文獻書目의 많은 부분이 隋唐史志, 外臺秘要方에는 나오

지 않는다.(高文鑄, 前揭書, p725)

85) 潘桂娟,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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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년 책이 편찬된 후, 984년(永觀 2) 조정에 진상되었는데86), 그 원본은 이미 실전되었다. 세상에 전해진

전본 계통은 모두 아래의 4계통이며87), 각 권별 내용은 다음의 표5 와 같다88).

권 수 내 용 권 수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治療 藥物 등 총론(治病大体部*)

鍼灸(忌鍼灸部)

風病(中風部)

皮膚(鬢髮部)

五官(頭面部)

五臟六腑病 五體病 등(胸腹痛部)

陰部病 穀道病 蟲病(陰瘡幷穀道部)

脚氣 手足(手足部)

咳嗽 喘息 奔豚 등(咳嗽部)

積聚 癥瘕 水腫 黃疸(積聚幷水腫部)

霍亂 下利(霍亂幷下痢部)

消渴 大小便(消渴幷大小便部)

虛勞 傳尸 등(五勞七傷部)

卒死 中惡 瘧 傷寒(治卒死幷傷寒部)

癰疽(癰疽部)

16

17

18

19

20

21-22

23

24

25

26

27

28

29

30

腫病 瘻病(腫物部)

丹毒 瘡病(丹毒瘡部)

金瘡 打傷 咬傷(湯火幷灸不愈部)

服石(服石部)

服石(服石諸病部)

婦人方(婦人部)

産婦(産婦部)

相子(治無子部)

小兒方(小兒部)

延年 養生 등(延年部)

導引 言語 등(大體養性部)

房室養生 등(房內部)

食養(飮食部)

五穀 五果 五肉 五菜(證類部)

표 5 醫心方의 권별 내용(*본 괄호 안의 제목은 半井本 권말에 기록되어 있는데, 후대인이 첨가한 듯하다. 책에는 이 제목

이 없다. 이하의 내용도 같다. 高文鑄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목록참조)

2) 仁和寺本 계통

仁和寺는 12세기에 건립된 사원으로 그 속에 매우 많은 두루마리본 고적이 있는데, 醫心方도 그 가운데 하나

이다. 1505년(永正 2) 일본의 本朝醫籍目錄 에 이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본서 30권의 목차가 실려 있다. 1791

년(寬政 3) 江戶醫學館의 多紀氏 등이 이 사찰의 두루마리본 의서를 조사할 때, 이 책은 겨우 17권이 남아 있었다.

현재 이 사찰에서는 겨우 원본 5권(권1, 5, 7, 9, 10)만이 남아 있는데89), 이 5권은 일찍이 1935년 大塚巧藝社

의 영인본이 있었다. 인화사본에 근거한 影抄本은 1791년 多紀元直의 영인본 1종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인화사

본을 초록한 17권과 多紀氏 家藏本 3권을 보충하여 모두 20권이다. 이 판본은 현재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

지금 존재하는 인화사본을 보완할 수 있다.

86) 최초의 醫心方 30권은 丹波康賴와 그 문인 10명 정도가 참여하여 3부를 만들었다. 이 편찬 작업이 비록 칙명을 받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최선본을 조정에 바쳤는데 이를 “御本”이라고 하며, 이 판본이 1570년 전후 하사되고 나서는 “半井家

本”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한 부는 丹波家에 남겨서 계승시켰는데 “醫家本”이라 하며, 나머지 한 부는 關白(일본의 옛 관직명으

로 천황을 보좌하는 최고관직이다)인 藤原賴通에게 주었는데, 이를 “宇治入道太相國本(‘宇治本’으로 간칭)”이라 한다.(杉立義

一, 醫心方版本源流考略 ,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666)

87) 馬繼興은 杉立義一이 이 책의 사본이 43종이나 존재한다고 하였는데(中醫文獻學, 1991, p207), 杉立義一은 醫心方版本

源流考略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667)에서 1991년 이미 현존 초본이 53본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88) 醫心方의 권별 내용은 따로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 沈澍農의 隋唐前中醫東傳的奇葩-醫心方導讀 (醫古文知識
2002/1,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2002. pp19-21)과 高文鑄의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馬伯英은 앞의 책(p82)에서 본

초 및 용약 1권, 수혈 및 침구요법 1권, 내과 9권, 외과 및 피부병 6권, 오관과 1권, 부산과 4권, 소아과 1권, 복석 2권, 양생

3권, 식료 2권 등으로 파악하였다.

89)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었다.(馬繼興, 前揭書,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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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半井本 醫心方 : 권1 부

분이다.(高文鑄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참조)

그림 8 安政本 醫心方 : 권2 부

분이다.(高文鑄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참조)

3) 半井本 계통

약 1573년(天正 元年) 일본 조정에서 궁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종의

醫心方의 두루마리본을 典藥頭 半井端策에게 하사하였다. 이는 御本을

1145년(天養 2) 勘物師長이 宇治本 등의 사본에 근거해서 베기고 교감한

것이다. 뒤에 半井家에서 대대로 소장하였는데, 지금 “半井本”이라고 일컬

어진다. 이 본은 실물이 현재에도 남아 있으며,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었

고, 東京박물관에 보장되고 있다90).

1854년(安政 元年91)) 江戶醫學

館에서 일찍이 반정본에 근거한 影抄

本 1종을 만들었다. 이는 27명이 작

업을 나누어 협력하여 엄격하게 복제

하여 베끼고 세밀하게 고찰하여 이루

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또한 현존

半井本의 몇몇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었다92). 이 초본이 현재 일본 宮內廳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宮內廳 書陵部本이라고도 불린다.

江戶醫學館에서 영초본을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책의 기타판본을

참조하여 1859년(安政 6)93) 다시 영인하여 판각하고 교감하여 세상에 선보

였다. 이를 “安政本”이라 하는데, 1906년(明治 39) 日本醫學叢書 1, 2집과

1935년 日本古典全集 제5집, 1955년94) 人民衛生出版社 및 1976년 臺北

新文豊出版社 등에서 모두 이 간본에 근거해서 영인본을 출판하였다.

半井本의 원래 두루마리본 중에서 제22권(妊娠篇)은 약 16세기 이후 半井

家에서 따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장서가인 德富蘇峰의 成簣堂文庫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成簣堂本이라고도 불리

며, 현재 東京의 御茶水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 판본은 한권이지만, 1935년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4) 延慶本 계통

이 판본은 1309년(延慶 2) 사본으로, 원래는 14세기 이후에 또한 半井家의 소장이었다. 1855년(安政 2) 江戶

醫學館에서 半井本 醫心方을 교간할 때, 半井家에서 빌려 나갔는데, 돌아온 후에 곧 江戶대지진으로 인해 불타버

렸다. 延慶本 3권이 잔존하였는데, 東京의 尊經閣文庫에 권 15, 16이, 京都大學醫 學圖書館 富士川文庫에 권8이

있다95).

90) 30권이 남아 있지만, 小曾戶洋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는 고사본 25권과, 후대의 사본 5권이 보충된 판본이다.(馬繼興, 前

揭書, p208)

91) 馬繼興은 이를 같은 해인 嘉永 7년(1854)로 보았지만, 연호의 개정 후로 판단된다.

92) 문자의 결손, 모호함과 후대에 보충한 개별내용 등을 포함한다.

93) 杉立義一은 이 時期를 1860(萬延 元年)으로 보고 있다.(杉立義一, 醫心方版本源流考略 ,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6, p670)

94) 馬繼興은 1958년이라 하였지만, 실제 판본에 의해 바로잡았다.

95) 馬繼興은 小曾戶洋에 의하면, 이상의 근거는 延慶本의 影寫本 殘卷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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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寶歷本 계통

이 판본은 1758년(寶歷 8) 紀宗直이 베낀 잔권을 얻은 듯하다. 현존은 권2, 권4 등의 두 권인데, 근대 石原明

이 소장하였다. 江戶醫學館 간본 권2-4의 “札記” 중에 이 잔본을 인용하여 校語를 썼다.

Ⅲ. 結論

본 연구는 현재 남아있는 한의학의 문헌 가운데 外臺秘要方에 가장 많은 조문이 산재해 있고, 外臺秘要方과
비교해서 약 100년 가량 앞서 이루어진 孫思邈의 千金方과, 약 200여 년 후에 책이 만들어진 일본의 丹波康賴

의 醫心方 등의 세 문헌에 현재 남아있는 조문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는 刪繁方 복원의 전제작업으로 진행한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方 및 醫心方 등의 서지학적 연구성과에 대한 고찰이다. 이상의 문헌들

을 제외하고는 刪繁方을 직접인용하였다고 판단되는 문헌은 거의 없었다.

備急千金要方은 652년 경 편찬 되었으며, 당대 이전의 의학문헌을 대량으로 참고하고 아울러 孫思邈 본인의

학술적 견해를 결합하여 저술한 종합성 의학저작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醫論과 醫方은 黃帝內經 이후 당나라

초기 이전까지의 의학 성과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刪繁方의 醫論에서 대부분을 千金要方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千金翼方은 孫思邈이 만년에 千金要方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어서 편찬한 종합의서로 그 편찬

년대는 대략 682년 전후이다. 千金要方과 마찬가지로 刪繁方을 인용하였다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外
臺秘要方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刪繁方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外臺秘要方은 唐代 752년(天寶 11) 鄴郡太守 王燾가 편찬한 책으로 王燾는 명문가 출신으로 항상 臺閣에 출

입하여 弘文館에 소장되어 있는 대량의 도서를 볼 수 있었고, 광범하게 의약문헌을 수집한 기초 위에서 이 책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王燾는 762년 次注黃帝內經素問을 완성한 王冰과 동일한 시기에 관직을 맡았으므로 두 사

람은 적어도 같은 자료를 보았고 의학지식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外臺秘要方 40권은, 당시로서는 대형의학전서로서 후대의 의학에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그 뒤의 醫學全書

의 편찬방식에서 모범이 되었다. 이 책은 그 기재의 거의 대부분이 그 이전의 醫案문헌에서의 인용으로서, 인용문

헌의 책이름과 그 인용부분의 卷第가 명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刪繁方의 목차를 재구성함으

로써 刪繁方이 수록하고 있는 내용과 그 전개과정을 통해 책이 가지는 성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아울러, 千金方, 醫心方에 인용된 刪繁方은 상당수가 外臺秘要方에 반복되어 인용되었던 점을 살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外臺秘要方의 서지학적 사항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살폈다.

醫心方은 982년(일본 天元 5), 일본의 丹波康賴가 外臺秘要方의 체제를 모방하고, 아울러 千金要方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시에 일본에 유포된 中國醫籍을 수집해서 편찬한 것이다. 책에서 隋唐이전의 의학 고문헌을

모아서 수록하였는데, 모두 출전을 분별해서 밝혀 10세기 이전의 중국의학의 성과를 총결하고, 대량의 진귀한 의

학자료를 보존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外臺秘要方에 기재되지 않은 刪繁方의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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