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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angHanUiDam(桑韓醫談) 
& interchange in ancient oriental medicine 

between Korea and Japan

ChaUngSeok․KimNamIl․AnSangU

In this study, we took a look at Joseon's Korean-Japanese Medical Science

Cultural Exchange Context through SangHanUiDam(桑韓醫談).

SangHanUiDam(桑韓醫談)'s contents mainly include patient treatment and

consultations on medical theory, starting from distinguishing medicine. Like

the views many scholars that studied Joseon Diplomatic Missionary hold,

even in SangHanUiDam(桑韓醫談)'s Medical Science Cultural Exchange,

Japan shows great enthusiasm in taking in Joseon's medical culture.

key word : SangHanUiDam(桑韓醫談), Joseon Diplomatic Mis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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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桑韓醫談』上下 2권 2책은 일본의사 北尾春圃가 1711년(조선 肅宗37년) 조선통신사 일행

이 大垣 桃源山 全昌寺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을 방문하여 醫官 奇斗文과 問答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자신의 의론을 덧붙여서 만든 것이다. 

이 『상한의담』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03년에 실시한 동아시아 전통의학권 소재 한국

본 의학문헌 공동조사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학자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 전역에 산재

해 있는 조선시대 의학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자료이다. 『상한의담』외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확보한 자료는 현재 40여종이며, 이외에도 발굴하지 못한 많은 자료들이

일본에 산재해 있다.1) 이는 조선시대 한국의학계가 일본의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으로 실증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당시 조선은 일본에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통신사절단을 파

견하였으며 사절단에는 의약관련 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신사절단이 도착하면 일본의 의

료관계자들은 의료선진국이었던 조선의 의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위해 숙소를 직접방문하

기도 하였고, 또 사절단 일행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학계는 그 과정에서 얻은 노

하우를 꼼꼼하게 기록하여 책자를 발행하였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한의

학연구원 2003년도 연구보고서인 東亞細亞 傳統醫學圈 所在韓國本醫學文獻 共同調査硏究에서

는 중국학자 梁永宣 교수가 간략히 해제형식으로 정리하였고, 표본으로 한권을 골라 세밀한 고

찰을 한 연구는 본고가 처음이다.

본고에서는 『상한의담』의 내용을 고찰하기에 앞서, 조선통신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

존 연구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이어 『상한의담』의 형성배경과 서지학적인 내용

을 소개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상한의담』의 내용에 관한 고찰은 본문내용의 순서를 좆아

가면서 조선의사 奇斗文과 일본의사 北尾春圃 사이에 오간 문답의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조선통신사와 의학문화교류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는 일본의 덕천막부 수립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모두 12

1) 중국측 발굴협력 연구원의 한사람인 北京中醫藥大學 梁永宣 교수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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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파견되었다. 이 가운데 처음 3회는 일본측의 요청에 회답하고 왜란중의 포로를 돌려보낸

다는 回答兼刷還使라고 하였고 정식으로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신이 파견된 것은 1636년 丙

子使行부터이다.2) 보통 조선에서 파견하는 통신사는 적을때는 260명 많을 때는 500명 정도였

으며3) 본 연구주제인 『상한의담』의 저술배경이 되면서 또 가장 성대한 사행으로 기록된

1711년 辛卯使行에는 500명이라고 되어있다.4)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100만냥의 자금과 연인원 33만명을 동원했다고 하였다.5) 보통 사행은 正使, 副使, 從使가 있고

그 아래 수행원들로 구성된다. 임진왜란 후의 통신사는 본래 豊臣秀吉의 뒤를 이은 德川家康이

조선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포로의 송환을 들어 조선에 사절단을 요청한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통신사는 문화교류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

다.6) 이에 대해 이원식은 “… 조선통신사의 방일에 있어서 막부당국은 물론이고 각 영주를 비

롯하여, 의사. 무사, 정인, 농민 등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중에서도 일

본의 유학자와 문인들은 조선사절과의 접촉과 교류를 종신의 영예로 살고 조선사절이 객간에

머물때마다 앞다투어 면접을 요청하고 필담과 시문창화 서화의 휘호를 구하며 문화교류를 한층

더 깊이 하였다.…”7)라고 묘사하였다. 그래서 통신사일행 중에는 현지 방문객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正使, 副使, 從使에게 각각 書記가 별도 수행하였고, 1682년 임술사행부터는 製

述官이라는 정식명칭이 부여된 면담전문 관리가 수행하였다.8) 이들의 일본에서의 활약은 대단

했는데, 金景淑은 “…이들과 일본학자들이 주고받은 시문, 심지어는 대화내용까지 즉시로 출간

되어, 江戶로 가는 도중 大阪에 들러 주고받은 문답들이 강호에서 돌아오는 길에 大阪에 들르

면 이미 출간되어 나올정도였다. 이들은 밥먹을 시간, 잠잘시간도 없이 일본문인들을 상대했는

데, 한사람이 수천개 이상의 시를 쓰곤 했다…”고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인들이 가장 일

고 싶어 했던 것은 조선의 의료기술과 의서, 약물에 관한 내용이었다.9)10)11) 그래서 당시 면담

을 신청한 일본인들중에는 의사가 많았고 매번 사행 때마다 그들의 대담내용을 정리한 이른바

‘醫學問答’12)류의 서적이 다수 저술되었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자료

2) 奎章閣資料叢書. 通信使謄錄. 解題 서울대학교도서관 영인본. 1991년

3)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論集 p286.

4) 김상보. 장철수.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飮食文化 교류.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5권 5호 1998.

p433

5) 김상보. 장철수.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飮食文化 교류.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5권 5호 1998.

p434

6)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論集 p284, 288

7) 李元植. 韓日善隣外交와 朝鮮通信使. 史學硏究58,59合集. pp849-850

8) 金景淑. 18世紀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 溫知論叢 제1집. pp109-110

9)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論集 p289

10) 箕輪吉次. 天和二年(1682)의 朝鮮通信使. 亞細亞文化硏究 제6집. pp117-119

11) 金景淑. 18世紀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 溫知論叢 제1집. pp146-147

12) 이 자료는 韓國韓醫學硏究院에서 安相佑 연구원의 책임아래 2003년에 실시한 동아시아 전통의학권 소재 한

국본 의학문헌 공동조사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학자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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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가장 이른 것은 1637년 간행된 丙子使行때의 의학문답이고,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1748년 戊辰使行때로 『班荊閒譚』등 12종이나 된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출발하는 통신사 일행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선 양재, 판교, 용인, 양

지, 죽산, 무극, 숭선, 충주, 안보, 문경, 유곡, 용궁, 예천, 풍산, 안동, 일직, 의성, 청로, 의흥, 

신영, 영천, 모량, 경주, 구어, 울산, 용당을 거쳐 부산동래에 도착하면 거기서 전별연을 갖고

永嘉臺에서 海神에게 제를 올린 다음

영가대를 출발하여 대마도의 사스나[佐

須奈]또는 와니우라[鰐浦]를 거쳐 이즈

하라[嚴原]에 도착한다. 여기서 환영연

을 갖고 10일정도 체류하면서 여정에

관한 상세한 일정을 협의한다. 이즈하

라를 출발한 일행은 오사까까지 해로로

이동하고 오사까부터 막부가 있는 에도

까지는 육로로 이동한다. 순탄할 여행

인 경우 이즈하라에서 오사카까지 약 40일이 소요되며 에도까지의 거리를 왕복하는데는 총 6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요 여정과 숙박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즈하라[嚴原] → 이키[壹岐] → 아이노시마[藍島] → 시모노세키[赤間關․下關] → 가미노

세키[上關] → 가마가리[鎌刈․蒲刈] → 도모[鞆] → 우시마노[牛窓] → 무로쓰[室津] → 효

고[兵庫.神戶] → 오사카[大阪]

이상은 海路

오사카[大阪] → 요도[淀] → 교토[京都] → 모리야마[守山] → 히코네[彦根] → 오가키[大

壇] → 나고야[名古屋] → 오카자키[岡崎] → 요시다[吉田] → 하마마쓰[浜松] → 가케가와

[掛川] → 후지에다[藤枝] → 에지리[江尻] → 미시마[三島] → 오다와라[小田原] → 후지사

와[藤澤] → 시나가와[品川] → 에도[江戶]

이상은 陸路13)

시대 의학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자료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들 자료를 묶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醫學問答’이라고 명명하였다.

13) 김상보. 장철수.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韓日관계에서의 飮食文化 교류.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5권 5호

1998. pp434-435에 나온 전문을 요약함. 재인용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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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사행과 상한의담의 저술

『상한의담』은 일본인 의사 北尾春圃가 正德元年(1711), 辛卯 十二月一日 밤에 朝鮮使節 일

행이 大垣 桃源山 全昌寺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을 訪問 하여 醫官 奇斗文과 問答을 진행하

고 나서, 다시 자신의 의론을 덧붙여서 만든 것이다. 『상한의담』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는

조선통신사는 1711년의 辛卯使行이다. 신묘사행은 日本의 6대 將軍 家宣의 襲職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이며 이를 위해 조선에서는 正使 趙泰儀, 副使 任守幹, 從事 李邦彦을 대표로한 통신

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5월 15일 숙종을 알현하고 떠난 일행은 7월 15일 부산을 출발하여 9

월 16일 大阪에 입성하였고 11월 1일 江戶에서 정식 국서교환의식이 행해졌다.14) 그러므로

『상한의담』에 나오는 北尾春圃와 奇斗文과의 12월 1일의 대화는 통신사 일행이 江戶를 거쳐

돌아오는 여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인 의사가 조선통신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격식은 대략 이러하다. 일본인 의사라면 거

의가 의학적인 내용이 궁금한 것이기는 하지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조선의 의관과의 단독면

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먼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은 것과 제술관과 세명의 서기, 

그리고 수행한 의관에게 보내는 서신을 각각 준비하여, 통신사를 접대하는 관리를 통해 면담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 지정된 시간에 장소를 마련하여 면담을 신청한 일본인과 면담에 응하는

제술관, 서기, 의관, 寫字官이 배석하여 면담을 진행한다. 처음에는 제술관과 서기가 중심이 되

어, 여정에 관한 인사, 조선과 일본의 문물, 풍경 비교에 관한 한담이 이루어진다. 점차 분위기

가 무르익으면 일본인 의사는 본격적으로 의학적인 질문을 꺼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의관이

나서서 문답을 진행하게 된다. 간혹 제술관, 서기 등이 의학문답에 끼어들어 자신의 견해를 밝

히기도 한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본고에서 고찰하는 『상한의담』에는 오로지 奇斗文과의 면담기록만이 실

려있다. 그렇지만 奇斗文을 단독으로 면담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세

아들을 데리고 학사와 서기가 계신 곳에서 기다렸으나 … (僕携三子 在學士書記之旅窻-『桑韓

醫談 ․ 卷上』)”라는 말에서 추측할 수 있다. 1719년 己亥使行 때의 의학문답인 『桑韓唱和塤

箎集』은 北尾春圃의 세아들 北尾春竹, 北尾春倫, 北尾道仙 등이 주도한 면담이었다. 이 때에는

의관인 權道, 白興詮, 金光泗와의 면담보다 제술관 申維翰, 서기 姜柏, 成孟良, 張應斗 등과 주

고받은 일반 역사 문화 문물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다.15)

14) 鄭章植. 1711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應. 日語日文學硏究 제40집. 2002

15) 北尾春竹 等. 桑韓唱和塤箎集.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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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첫머리에는 北尾春圃와 奇斗文과의 인사를 나눈 부분에 면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간략히 나와있다. 北尾春圃는 雨森芳洲16)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한 뒤 세 아들을 데리고 통신사

일행의 숙소앞에서 기다렸지만 여의치 않았고, 다시 통신사 일행을 접대하는 西山씨를 통해 겨

우 면담이 이루어진 사정을 설명하였다. [… 欲因馬島雨森芳洲 請■ 然僕携三子 在學士書記之

旅窻 夜旣及五更 故不遂素懷 今夜幸侍于賓館 依于西山氏辱蒙盛眷冀許荊識… - 『桑韓醫談 ․

卷上』] 

  

상한의담의 서지사항

상권은 표지포함40쪽이며, 하권은 표지포함 50쪽이다. 하권의 마지막에는 奇斗文과의 면담내

용과는 별도로 北尾春圃가 자신의 아들과의 문답내용을 정리한 부록이 붙어있다. 원서는 2책으

로 나뉘어져 있고, 제1책 “乾”이라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제2책에는 表題에 “坤”이라고 되어

있고 각 책의 본문의 머리에는 “桑韓醫談卷下”, “桑韓醫談卷下”라고 되어있다. 저자는 일본의

사인 北尾春圃이다. 北尾春圃는 字는 育仁,  号는 壯庵이며, 濃州 大垣의 醫師이다. 글 가운데

자신의 姓을 藤氏北尾, 이름은 春圃라 기술하고 있다. 長子는 号가 春竹이며, 次子는 春倫이고, 

三子는 号가 道仙이다. 北尾春圃와 문답을 진행한 조선의 의관은 奇斗文이며 号는 嘗百軒으로

朝散大夫 典涓司 直長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서문은 1712년 正德壬辰七月로 되어있고, 권하

의 말미에 岡行義가 壬辰初秋(1712년) 보름에 쓴 발문이 있으며 正德三年(1713） 皇都書肆에

서 万屋喜兵衛가 인쇄간행하였다. 이 자료는 韓國韓醫學硏究院에서 2003년에 실시한 ‘동아시아

전통의학권 소재 한국본 의학문헌 공동조사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학자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시대 의학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자료이다. 

원래 昌平坂學問所 舊藏本이며 현재 일본 궁내성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에서는 마이크로필름형태로 자료를 입수하였다.

상한의담 중의 한일의학문화교류의 내용

16) 당시 대마도 관리였으며 京都人, 또는 伊勢人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東이며, 원래 이름은 俊良이다. 자는 伯

陽이며 호가 芳洲, 尙絅堂이다. 통칭 東五郞이라고 한다. 木下順庵에게서 수학하였으며, 對馬藩의 유학자로서

그 지역의 문화와 교육에 관여하였고 주로 조선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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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蔓蔘

본장에서는 『상한의담』에 담긴 양국간의 의학문화교류내용을 北尾春圃와 奇斗文과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의 의학문화교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약재의 감별에

서 시작하여 환자치료 및 의학이론에 관한 자문, 의학서적의 저자와 출간, 양국의 의료제도 및

의관들의 지위, 의학을 공부하는 방법, 의학이론의 타당성, 등 다양한 주제의 대담이 이루어 지

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치병환자를 대동하고 진료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상한의담』에는 사삼, 인삼 등의 약재의 감별과 환자치료에 대한 자문등의 내용이 중심이 되

어 대담이 진행되었다. 두 사람의 대담의 내용을 주제별로 4개로 대별하여 고찰하였고, 마지막

에 문답이후의 사정을 후기의 형식을 빌어 별도로 첨가하였다. 

【문답1】 沙蔘, 薺苨, 人蔘의 감별과 대용품

1. 약재의 감별

본서의 문답은 약재의 감별에서부터 시작한다. 먼저 北尾春圃는 40년전에 중국에서 어떤 스

님이 와서 일본의 사삼은 야호나복이라고 하였다면서 중국산 사삼실물을 들고와 奇斗文에게 진

위여부를 묻고, 제니와 사삼, 나복의 감별에 대해 묻는다.[一問(春圃) 沙參之一種 中華商船携來

者 四十年前大明一僧來于我邦視之 曰是野胡蘿蔔也 本草曰薺苨沙參通亂 人參且根形如野胡蘿蔔

是以疑之者多 此名沙參者 不知是否是 時以唐沙參示之 斗文能嚼而味之- 桑韓醫談卷上] 그러자

奇斗文은 그 사삼의 형태를 보고 씹어서 맛을 본 다음

이것은 당사삼이며 조선의 사삼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제니는 만삼이라고 하는데 형태는 인삼과 유사하지만

맛이 다르다고 대답한다.[一答斗文 此唐沙參也 不如我

國之沙參 土風各殊也 薺苨一名蔓參 形如人參而味異也- 

桑韓醫談卷上] 이렇게 시작한 두사람의 문답은 제니, 

만삼, 인삼의 감별로 대화가 계속이어진다. 본 문답에는

두 개의 그림이 실려있는데 그림과 관련된 문답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의 관련내용

北尾春圃 問 : 우리 일본에는 예로부터 만인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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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沙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전쯤에 귀국 조선에서온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자라는 만인삼을

보고 사삼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에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세의 장사치들이

조선인들이 그랬다고 괜히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초강목에 기록되기

로는 그렇지 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 [我國 自古有名蔓人參

者 三十年前 貴邦之人 見生於路傍者曰 是沙參也 噫 貴國之人 眞謂之乎 我邦之俗衒之詫之貴國

之人言乎 本草綱目所載者 不如此 故今携其根來 … - 桑韓醫談卷上]

奇斗文 答 : 이것은 제니이며 만삼이라고도 합니다.[是薺苨名蔓參者也-『桑韓醫談 ․ 卷

上』]

[그림2]의 관련내용

北尾春圃 문 : 본초강목의 사삼조문에 설명하기를 높

이는 2척이며 줄기위에 붙어있는 잎은 끝이 뾰족하고

길어서 마치 구기자잎처럼 생겼지만 그보다는 작고 가

는 鋸齒형이다. … (중략) …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본초강목에서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찍이 이것을 귀국 조선에서 온 사람이 보고 사삼이

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들녘 제방가에 자라

는 것입니다. 세속에서는 이것을 제니라고도 하고 사

삼이라고도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本草綱目 沙參條下 曰高二尺莖上之葉 則尖長如枸杞

葉 而小有細齒 …今携來無違于本草圖說 嚮言貴國之人

見之名沙參者 恐此花葉乎 多生于野堤路傍 我邦之俗名

薺苨 或曰沙參未知是否俗名○人參者也- 『桑韓醫談

․ 卷上』]

奇斗文 答 : 이것이 진짜 사삼입니다. 우리 조선의 사

삼과 같은 것이며 아까 본것은 만삼입니다.[此 乃沙參眞也 正如我國之沙參 初視者蔓參也 -

『桑韓醫談 ․ 卷上』]

2. 인삼의 대용품

약재에 대한 진위의 감별이 끝나고 北尾春圃는 미리 준비해온 자신의 질문을 이야기한다. 

사삼에 대해서 장원소가 “인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甘味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러나 한편 본초강목을 찾아보면 상당인삼은 그 가격이 은과 같다라고 하였고 또 증치준승에서

인삼은 가격이 비싸 가난한 사람은 쓸수없어서 백출로 인삼을 대신한다고 한다는 등의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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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중국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본은 어떠하겠습니까? 인삼을 쓰긴 써야하는데 가난

해서 쓸수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진의 말을 근거해 본다면

사삼에는 補陽의 효능이 없는데 어떻게 인삼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삼을 사삼

이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장원소는 따로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시험삼아 사삼단미를 달

인 것에 臣藥으로 附子를 넣는다면 그 효과가 어떠하겠습니까? [代人參 取其味甘也 本草綱目

曰人參上黨者 其價與銀齊 又證治凖繩 曰人參其價尊 貧者以白朮代人參云云 中華如此 况於我邦

哉 有其家貧而不能服人參者 請爲之垂示敎 愚以爲據時珍之說 則如無補陽之功然 何謂代人參耶

潔古老人别有所自得乎 試以單沙參湯臣附子與之 則其功如何 - 『桑韓醫談 ․ 卷上』]

이상의 질문은 인삼대용품을 찾는 와중에서 사삼이 인삼을 대용할 수 있다는 기존 의가들의

견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인삼이 의학문답의 주제가 되는 것은 거의 모든 의학문답

류의 의서에서 볼 수 있다. 인삼은 일본이 조선에 요청한 무역품 중의 대표적인 것이며17) 일본

에 있어서 인삼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갖는지는 이상의 北尾春圃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北尾春圃의 물음에 奇斗文은 사삼은 淸心益肺의 효능이 있어서 陰虛火動으로 인한 咳嗽

나 痰火가 성할 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리

고 張元素가 인삼대용으로 사삼을 썼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이며 사삼에 黃芪, 附子같은 보양

약을 넣어서 인삼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답하고 있다.[ 沙參藥性云 淸心益肺

陰虛火動 咳嗽 痰火盛者 不可以人參補之 代以沙蔘○介○ 迫不得已代用 雖然沙參湯中以黃芪附子

○劑用之 庶可少有功 - 『桑韓醫談 ․ 卷上』]

 

이 문답의 말미에는 北尾春圃가 奇斗文에게 중국산 萎甤와 일본산 위유를 보여주면서 위유가

인삼과 황기를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답이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다. [一問 時珍曰 以萎㽔

代參芪 不寒不燥 大有殊功 此㫺人所未聞者也 公用之 其功如何 中華商船携來萎㽔是也 一答土風

各殊 本國所產盡後 或用可 一問 我邦之萎㽔是也 我邦之黃精出之長而灵者也 一答 此眞也 古人用

萎㽔湯 多用以此爲法矣 - 『桑韓醫談 ․ 卷上』]

【문답2】질병에 관한 자문

1. 腰痛

17) 芳賀登.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韓國學論集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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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尾春圃는 奇斗文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어떤 증상이 처음 요통 또는 척골이 아픈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수족의 근육이 연동

하고 협복에 연통이 있으면서 2,3년을 지나면 척골의 튀어나온 부위가 〈 모양의 굴곡이 생

기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기를 5년 10년이 지나면 허리아래가 심하게 위축되면서 몸이

구부러지면서 죽습니다. 부인들이 이런 증후를 앓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도 간혹 있는데, 보

사온량의 어떤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치료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其一證 始發也 腰痛或脊骨爲痛 中間手足筋攣 動身則脇腹攣痛 經二三年而後 脊骨凸形如〈 屈

曲而不能起床 五七年 或十年 腰下甚瘦一身屈而死 婦人多患之 男子亦間有之 補㵼温凉 其無效
此治法 冀垂示敎 - 『桑韓醫談 ․ 卷上』]

一答 ]

奇斗文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이 증상은 濕熱痰의 사기가 풍사를 끼고 독맥과 다리에 퍼져서 생긴 것입니다. 三合湯을 쓰고

肺兪와 膏肓兪에 뜸을 떠서 치료하면 됩니다. [此証濕熱痰三氣 挾風游走於督脉足部 用藥則三

合湯 炙則肺腧膏育腧可矣- 『桑韓醫談 ․ 卷上』]

三合湯은『東醫寶鑑』에서 “背心一點痛”을 치료할 때 쓰는 처방으로, 烏藥順氣散과 二陳湯과

香蘇散을 합방하여 여기에 羌活과 蒼朮을 가미한 처방이다.18) 이 처방은 원래 『古今醫鑑․卷

十』에 있는 三合散을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것이다.19) 『동의보감』은 1610년에 어의였던

허준에 의해 간행된 이후로 조선후기 한국의학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였으므로,20) 1711년 당시

의관이었던 奇斗文이 말하는 삼합탕의 처방은 출전이 『동의보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의보감』에는 삼합탕에 관한 조문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婦人門」에서 “婦人虛

勞 鍼灸不效者”에게 쓰는 삼합탕은 白朮, 當歸, 白芍藥, 黃芪 白茯苓 熟地黃 川芎 柴胡 人蔘 黃

芩 半夏 甘草 生薑, 大棗21)로 되어있어 습열담을 없앤다는 奇斗文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2. 小兒疳疾

18) 許浚. 『東醫寶鑑』「外形篇卷二 ․ 背門」

19) 南京中醫學院 彭懷仁. 中醫處方大辭典 卷一. 永信文化社 影印本. p547

20)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硏究. 한국의사학회지. 16권 1호.

pp17-22

21) 許浚. 『東醫寶鑑』「雜病篇卷十 ․ 婦人門」(남산당영인본 p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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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감질에 대해 北尾春圃는 다음과 같은 짧은 질문을 올린다.

소아가 疳痢로 인해 귀와 눈에 축열이 있어서 오래도록 낫지 않습니다. 선생께서는 비방이 있

으십니까?[小兒疳 痢疳 眼蓄熱而久不愈者 冀使家祕一方 - 『桑韓醫談 ․ 卷上』]

이에 대한 奇斗文은 다음과 같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세한 처방을 알려준다.

이 증상은 젖을 먹이는 것이 절도가 없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에 장부가 불화하여 천지가

교류하지 못하여 생긴 증상인데, 여기 처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抑肝扶脾散 陳皮 靑皮(香油

炒) 神麯(炒各六分) 白朮(土炒) 龍膽草(酒洗) 白芥子(炒) 山楂子 白茯苓(各八分) 人參(五分)

黃連(姜炒一錢) 柴胡 胡黃連 甘草(各三分) 生姜(三片) 이 것외에도 消食保童元과 消食餅, 肥

兒丸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효과가 좋습니다. [此症 乳哺不節 臟腑不和 仍成天地不交泰之症

俺有一少方示之足下矣 抑肝扶脾散 陳皮 靑皮香油炒 神麯炒各六分 白朮土炒 龍膽草酒洗 白芥

子炒 山楂子 白茯苓各八分 人參五分 黃連姜炒一錢 柴胡 胡黃連 甘草各三分 生姜三片 比外 又

有消食保童元 消食餅 肥兒丸 亦皆効矣 - 『桑韓醫談 ․ 卷上』]

여기에 나오는 抑肝扶脾散은 『壽世保元』「小兒科 ․ 癖疾」에 나오는 처방으로 “小兒癖積

日久不消 元氣虛弱 脾胃虧損 肌肉消削 肚大靑筋 發熱口乾 肚腹脹滿”을 치료할 목적으로 쓴

다.22) 『수세보원』은 『萬病回春』의 저자인 龔廷賢이 지은 1615년에 지은 책이다.23) 『만병

회춘』은 『동의보감』의 주요인용서적의 하나이다.24) 공정현은 『수세보원』에서 『만병회

춘』에서 보다는 정교한 형태로 자신의 의학을 정리하였지만, 시기적으로 『동의보감』의 간행

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는 인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중국의서로는

『醫學入門』, 『景岳全書』와함께 조선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후기 의서인 康命吉의

『濟衆新篇』, 李景華의 『廣濟秘笈』, 李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도 중요한 의서로 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25)26)27) 奇斗文의 의학지식의 저변에 『수세보원』의 영향이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 간략히 소개한 消食保童元, 消食餅, 肥兒丸에 대해서는 비아환을 제외

하고는 처방의 출전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동의보감』에서 비아환을 소아 疳疾에

쓰는 通治藥으로 소개하였고 같은 소아 감질을 다룬 항목에서 五疳保童元28), 疳積餠29), 消疳

22) 龔廷賢. 『壽世保元』「辛集八卷 ․ 小兒科」(魯兆麟 主校. 人民衛生出版社 校勘本. 1996. p584)

23)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中國上海. 2002. p607

24) 梁榮埈.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影響에 대한 硏究. 경희대학교 석사. 1998. pp3-7

25) 池昶榮. 濟衆新篇을 통해 살펴본 康命吉의 醫學思想. 경희대학교 박사. 2000. pp5-6

26) 車雄碩. 廣濟秘笈에 대한 書誌學的 硏究. 경희대학교 석사. 1997. pp25-26

27) 李濟馬. 『壽世保元』「醫源論」(권건혁편. 李濟馬全書. p30)

28) 治五藏疳 黃連 白鱔頭(無則蕪荑代之) 草龍膽 五倍子 靑皮 夜明砂炒 苦練根 雄黃 麝香 靑黛 天漿子 熊膽 蘆薈 
胡黃連各二錢半 蟾頭一枚灸黃色 右爲末 飯丸 麻子大 一歲兒 米飮下一二丸 <局方>

29) 治五疳諸積 使君子肉一兩 白朮 黃連各三錢 靑皮 陳皮 山楂肉 神麴炒 麥芽炒 三稜煨 蓬朮煨 木香 各二錢半 縮

砂 檳榔 肉豆蔲 訶子肉 甘草炙 各二錢 茴香炒 川練肉 夜明砂炒 各一錢半 乾蟾一箇 右爲末 白麪三斤炒黃 以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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丸30), 五疳消食元31)이라는 유사한 명칭의 처방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처방을 쓰는 주

치나 구성약재들도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消食保童元, 消食餅도 같은 계열의 처방으로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거를 확인할 수 있는 肥兒丸은 “凡疳病 以肥兒丸 疳積餠爲主 此藥消疳

化積 磨癖 淸熱 伐肝補脾 進食殺蟲”를 치료하며 처방구성은 胡黃連五錢 使君子肉四錢半 人蔘

黃連薑汁炒 神曲炒 麥芽炒 山査肉各三錢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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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黃米로 糊丸을 만들어 녹두크기로 미음에 20～30丸씩 복

용한다. 『동의보감』에서는 『古今醫鑑』의 처방을 인용하였다. 

3. 耳聾

여기에서 北尾春圃는 일반적인 병증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환자를 대

동하고 왔다. 우선 환자의 병력과 자기의 치료경력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직접 진찰해줄수 있

는지를 여쭙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이는 30인데 이롱 증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6,7살즈음에 물에 빠져

聤耳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살때에 상한을 앓아 코피가 나고 聤耳증상이 재발

하였습니다. 그때 치료를 했었는데 귀가 들리는 듯하다가 결국 귀가 먹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오른쪽 귀에서는 소리가 나고 머리가 차며 잇몸에서는 피가 나옵니다.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추위는 심하게 탑니다. 어떤 사물이 자기 앞을 가리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

어서 제가 이중탕, 이공산, 육군자탕, 귀비탕, 금궤신기환 등의 처방을 투여하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맥은 (한번 호흡에) 다섯 번을 뛰며 무력합니다. 이에 대한 치법을 알려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공께서는 내일 大壇을 출발하여 반나절이면 예정지에 도착하여 묵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식사 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그 환자를 직접 진맥해 주실 수 있겠

습니까? [ 一人歲三十三 耳聾多年 其因六七歲而溺水患聤耳 十三而病傷寒 衄血 聤耳亦發 雖治

療而耳氣頗通 人聲咫尺則如聞似不聞 今也右耳鳴頭冷 或齗出血 喜暖恐寒 凡物遮於前則心悸 用

理中湯 異功散 六君子湯 歸脾湯 金匱腎氣丸等 不効 脉五動按而無力 冀告治法 公明日 出大垣

行程半日到處今須驛也 供食之間 此病人 可請見于公脉之詳垂○○ - 『桑韓醫談 ․ 卷上』]

奇斗文은 이를 허락하고 그 증상은 크게 보해야할 증상같다고 말하면서 陰虛의 증상이며 귀

는 腎에 통해있는데 相火가 일으키는 증상같다고 대답하였다.[一答 明日來則診脉粗知矣 用藥大

補 此是陰虛之症也 耳通於腎 相火作孽如此] 北尾春圃는 이어 다음날 奇斗文이 환자를 직접 진

찰하고 처방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糖五兩 水煮 化和勻得所印 作餠子 每重一錢 每服二三餠 任意嚼吃米飮送下 <醫鑑>

30) 治五疳 蒼朮 陳皮 厚朴 枳殼 檳榔 神麴炒 山査肉 麥芽炒 三菱煨 蓬朮煨 縮砂 茯苓 黃連炒 胡黃連 蕪荑 使君

子 蘆薈各等分 爲末 蒸餠和 丸彈子大 米飮化下 一丸 <回春>
31) 通治諸疳 殺虫退熱 磨積進食 使君子 草龍膽 麥芽 陳皮 蕪荑 神麴 黃連 山楂肉 各等分 右爲末 陳米飯 和丸 黍

米大 米飮下二三十丸 <入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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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斗文이 역관에 도착하여 진맥하였다. 흉복을 진찰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虛里穴이 움직이

는 것으로 보아 보중익기탕에 향부자 축사 목단피 각돈을 넣고 만형자 상백피를 각 칠푼씩 넣

고 아울러 운림윤신환을 같이 복용하고 풍지혈에 뜸을 21장을 뜨시오”라고 하였다. 일전에

(奇斗文 선생께서)말씀하시기를 상화가 일으키는 증상같다고 하였는데 지금 진맥을 하고 허

리혈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익기탕과 윤신환을 쓰라고 하셨다.[ 明日來則診脉粗知矣 用藥大

補 此是陰虛之症也 耳通於腎相火作孽如此 斗文到于今須驛診脉 探胷腹 曰虛里動 以補中益氣湯

加香附子縮砂牡丹皮 各錢 蔓荊子 桑白皮 各七分 兼服 雲林潤身丸 更炙風池宂三七壯矣 嚮答

予以相火作孽 脉之後 探虛里動而以益氣湯潤身丸矣 -『桑韓醫談 ․ 卷上』]

雲林潤身丸은 『동의보감』 잡병편권사 내상문에 소개되어 있으며, “肌瘦怯弱 精神短少 飮食

不甘”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오래 복용하면 肢體가 肥壯해지며 淸火化痰開鬱健脾胃養血和氣하는

효과가 있다. 처방구성은 當歸酒洗 白朮各六兩 白茯苓 陳皮 便香附 黃連薑汁炒 山査肉 神麴炒

各三兩 枳實 白芍藥 人參 山藥炒 蓮肉各二兩 甘草灸五錢 이며 이것을 가루내어 박하를 달인 물

에 섞어 오동자크기의 환을 만들어 미음에 100환씩 복용한다. 『동의보감』에서는 『고금의

감』의 처방을 인용하였다.32) 

이상 北尾春圃가 대동하고 奇斗文에게 치료를 의탁한 환자에 대해 奇斗文은 처음에는 陰虛證

의 相火가 일으킨 질병이라고 했다가 진찰한 뒤에는 補中益氣湯加味方, 雲林潤身丸 등의 補氣

를 위주로 하는 치법으로 치료의 방향을 바꾸었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처음에 잘못치료하고 나

중에 치료방향을 바꾸는 예는 임상현장에서 무수히 발생하며, 의학경험을 기록한 醫案에서도

그 과정을 면밀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의관과 일본인 의사와의 의학문답

에서처럼, 천신만고 끝에 면담의 기회를 얻어 자신을 찾아온 사람앞에서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

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정중하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그 착오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본고의 『상한의담』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학문답

류에서도 이러한 착오의 과정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金景淑의 주장처럼 “…이들과 일

본학자들이 주고받은 시문, 심지어는 대화내용까지 즉시로 출간되어, 江戶로 가는 도중 大阪에

들러 주고받은 문답들이 강호에서 돌아오는 길에 大阪에 들르면 이미 출간되어 나올정도였다. 

이들은 밥먹을 시간, 잠잘시간도 없이 일본문인들을 상대했는데, 한사람이 수천개 이상의 시를

쓰곤 했다…”33)라는 상황에서 피곤한 일정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각양각색의 면담에 응해야하는

조선사절단과 미리부터 만전의 준비를 하고 또 어렵게 신청해서 면담허가를 받은 그래서 한마

디 한마디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들, 이 양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현상이라 해야할것이

32) 許浚. 『東醫寶鑑』「雜病篇卷四․ 內傷門」(남산당영인본. p440)

33) 金景淑. 18世紀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 溫知論叢 제1집.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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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764년에 일본인 直海龍이 조선통신사들과의 필담을 기록한 『班荊閒譚』에서는 당시 良

醫 직함으로 통신사를 수행한 의관 趙崇壽가 자신이 했던 말까지도 기억하지 못해서 당시 면담

을 요청한 일본인 直海龍으로부터 추궁을 받는 내용까지도 기록되어 있다.34) 

4. 勞瘵傳尸

다음으로는 노채전시에 대해 짤막한 문답이 이어진다. 

北尾春圃 問 :　勞瘵傳尸라는 것이 귀국 조선에도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합니

까?[ 癆瘵傳屍者 貴國亦有之乎 其治法 如何 - 『桑韓醫談 ․ 卷上』]

奇斗文 答 : 이 증상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의 처방서에 약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귀국의 치법에 가감해서 써보기길 바랍니다. [此症 中古多有而今世

無 有略覽古人之方 置之矣 一依天民之法加减造化 - 『桑韓醫談 ․ 卷上』]

노채전시는 『동의보감』에서 환자의 시체처리를 위생적으로 하지 못해서 생긴 일종의 전염

병으로 소개하였다. [勞瘵 又名傳尸 病人死後 復易家親一人 故曰傳尸 亦名傳疰 其病自上注下

與前人相似 故曰疰 有屋傳 服傳 食傳之異 死後 又注易傍人 乃至滅門是也]35) 『동의보감』에서

는 勞瘵蟲, 驗瘵法, 勞瘵病證, 瘵不治證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이상 奇斗

文의 언급에 비추어 본다면 18세기초 당시 조선에서는 이 질병이 극히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5. 臟結病

장결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北尾春圃 문 : 장중경이 말하기를 상한온열병에서 장결하면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임

상에서 심하가 그득한 것이 단단하고 또 허증과 비슷하게 대변이 당설하며 혀에 백태가 끼었

고 수일이 지나도 검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반으로 줄고 환자는 움직임이 적고 잠이 많았

습니다. 이 증상에 보법을 썼더니 흉격이 고하고 사법을 썼더니 대번이 잦아지고 화법을 썻더

니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이 열에 한둘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장결입니까? 제복의 통증은 있기

도 하고 없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傷寒温熱病臟結者死 予臨病思之 其證

心下滿如實 又似虛 大便泄溏 其舌白胎經日而不黑 飮食減半 病人靜多眠 補之則胸膈苦 潟之則

34) 直海龍. 班荊閒譚. 1748년

35) 許浚. 『東醫寶鑑』.「內景篇卷三 ․ 蟲門」(남산당영인본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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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便頻 和之而生者十之一二 是藏結之症乎 臍腹有痛不痛 其治法如何 - 『桑韓醫談 ․ 卷上』]

奇斗文 답 : 제가 보기에는 풍사가 장에 적중한 증상과 같습니다. 치료는 장중경의 법에 따라

서 하면 됩니다. [ 此論 令俺意 一如風中臟者同也 依仲景之法矣 - 상하의담권상]

장결증은 『傷寒論』의 「辨太陽病脈證幷治法下第七」에 다음과 같은 세 군데의 조문에 걸쳐

나온다. “如結胸狀 飮食如故 時時下利 寸脈浮 關脈小細沈緊 名曰藏結 舌上白苔滑者 難治”, “藏

結 無陽證 不往來寒熱 其人反靜 舌上苔滑者 不可攻也.”, “病脇下 素有痞 連在臍傍 痛引少腹 入

陰筋者 此名藏結 死”. 대개 장결증은 난치이며 사증에 속한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北尾春圃의

표현중에서 ‘傷寒溫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중경

『상한론』의 원문에는 상한온열을 묶어서 상한을 대표하는 듯한 개념은 없다. 더욱이 장결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온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렇다면 이 온열이라는 표현이 중국의 溫病學

派의 영향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떨까? 1711년 당시 중국에서는 戴天章, 葉天士, 薛雪등이 왕

성하게 활동하면서 온병학의 틀을 만들어가는 시기이다. 온병학이 이미 명대말에 吳又可에 의

해서 창시되기는 했지만, 오우가는 당시 이단으로 취급받았었고 실제로 온병학이 완성되는 것

은 18-19세기의 吳鞠通과 王孟英이 나오고 나서부터이다.36) 게다가 당시 동아시아 의학의 특

징은 대체로 중국의 것을 조선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전파하는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조선에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은 중국 청나라 溫病學이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北尾春圃의 상한온열이라는 표현은 다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그 단서는 당시 일본의학사의 정황을 이해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1711년 당시 일본의학은

江戶時代中期에 해당하며 장중경의 『상한론』 원문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古方派가 득세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金元時代 의학 특히 李杲과 朱震亨의 학설을 위주로 하는 후세방파

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의학자로는 香月牛山(1656-1740)과 岡本一

抱(1654-1716) 등이 있다.37) 

중국의 금원시대와 이어지는 명대의 의학은 온병학의 의학사적 발전과정에서 볼때 일종의 준

비단계에 해당한다. 금원시대의 朱肱은 『南陽活人書』에 많은 종류의 온병을 기재하였고, 王

履는 『醫經溯回集』에서 온병과 상한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하였다.38) 이시기에는 이른바 상한

론의 이론과 치법에 대한 변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송대 조판인쇄술의 발달과 교정의

서국에서 간행한 장중경의 상한론이 대량으로 보급되는 것을 기점으로 상한론의 이론을 중국전

36) 朴贊國. 溫病學 發達에 관한 文獻的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 1984. pp26-47

37) 潘桂娟 樊正倫. 日本韓方醫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1

38) 맹웅재 외.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2001.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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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실험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굉이나 방안시 등이

활동했던 강남의 지역적인 풍토는 『상한론』에서 말하는 麻黃湯, 桂枝湯을 원래 처방 그대로

활용해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매우 덥고 습한 기후였기 때문에 부득이 『상한

론』의 내용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절강성 출신인 주진형은 『格致餘論』에서 육기

중에 습열이 병되는 것이 열에 여덟아홉이라고 하였고39) 그의 영향을 받은 이천은 『醫學入

門』중의 상한을 설명하는 곳에서 습열이 병되는 것이 가장 많다라고 하였으며40) 상한의 내용

중에 상당부분 온병에 관한 논의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은 명대말엽부터

吳又可 등의 학자들로 하여금 온병학을 분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청대 온병학자인

吳鞠通은 『溫病條辨』에서 “宋과 元이래 제가의 책을 살펴보건대, 방안시의 『卒病論』이나

주굉의 『활인서』, 劉守眞의 『傷寒醫鑑』, 『傷寒直格』, 張從正의 『傷寒心鑑』등에서 상한

의 치법을 온병에 적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온서를 상한으로 오인하여 치료하고 있다”41)고 강

하게 비판하였다. 요약하면 금원시대 의학자들에게서 상한론의 내용은 매우 중요했지만, 그들

이 기술하고 있는 상한론의 내용은 이미 상한론원문의 범주를 넘어섰으며, 같은 계통의 학자들

에게서는 장중경이 미처 개발하지 못한 이치를 밝힌 것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고42) 다른 계통

의 학자들에게서는 오국통의 경우처럼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온병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금원시대의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후세방파에서는 당연

히 『상한론』의 내용을 장중경의 상한원문에 국한하지 않고 온열의 내용이 다수 포함된 금원

시대에 변형된 상한론의 내용을 접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며, 北尾春圃의 상한온열을 상한병의

대표명칭으로 표현한 것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6. 축혈증

北尾春圃는 축혈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奇斗文에게 자문을 구한다.

北尾春圃 문 : 상한온열병의 축혈증에서 상초질병은 서각지황탕을 쓰고 중초에는 도인승기탕

을 쓰며 하초에는 저당탕환을 쓴다. 또 하초에 생긴 축혈증은 증상이 대변이 검게 변하고 발

광하며 소복에 급결이 생겨서 눌러보면 통증이 있다. 그 맥은 규삽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께

서는 이런 증상에 어떤 치법을 쓰십니까? [ 傷寒温熱病 蓄血之症 治上犀角地黃湯 治中桃仁承

氣湯 治下抵當湯丸 又曰蓄於下焦則如狂便黑小腹急結 按之則痛 其脉必芤濇也 僕依之公之治法

如何 - 『桑韓醫談 ․ 卷上』]

39) 朱震亨. 『格致餘論』「生氣通天論病因章句辨」(金元四大家醫學全書下.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933)

40) 李梴. 『醫學入門』「仲景張先生傷寒纂要․ 正傷寒名義․」(고려의학사 영인본 p284)

41) 吳鞠通著, 丁彰炫譯. 國譯溫病條辨. 集文堂. pp59-60

42) "此 丹溪獨得經旨 發仲景未發也“ 李梴. 『醫學入門』「診脈 ․ 氣口人迎脈訣」(고려의학사 영인본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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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斗文 답 : 말씀하신 것은 저의 소견과 같습니다. 치료는 수질망충초황하여 독을 없앤 것을

쓰면 될것같습니다 [其中此論 正合俺之淺見矣 水蛭䖟虫炒黃消毒 用之可矣 - 『桑韓醫談 ․

卷上』]

北尾春圃가 질문에서 언급한 上焦에 犀角地黃湯 中焦에 桃仁承氣湯 下焦에 抵當湯丸43)을 쓴

다는 내용은 『동의보감』에서 王海臧의 글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44) 奇斗文이 소개한 水蛭과

虻蟲은 처방은 저당탕환에 들어가는 주된 구성약물이다. 아마도 축혈증에 저당탕환에서 桃仁, 

大黃을 빼고 수질 망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답3】北尾春圃의 의론육조 소개

다음으로는 北尾春圃의 「醫論六條」가 소개된다. 이 「의론육조」를 奇斗文에게 소개하는

글에서 北尾春圃 자신에게 다섯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세 아들에게 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

였다.[僕有五男子 伯號春竹 仲號春倫 叔號道仙 餘皆幼 欲敎醫於三子 - 『桑韓醫談 ․ 卷上』] 

그리고 아들들을 가르키기 위해서 자신이 평소 신봉하고 있는 의학이론을 정리하여 醫論六條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번 보아달라고 청하였다.[如有所得者 書醫論六條 以呈案下 公暫留坐目擊

一過告可否 則公恩終身不可忘 雖鄙語不連續 強顏對高明 是爲三子也 - 『桑韓醫談 ․ 卷上』] 

다음 “樞紐”, “陽有餘者丹溪之所發揮然難滿易虧此無水無火者可依其人施治之辨”, “客問未發之

火”, “已發之火”, “假火”, “客熱入腎中者以知母黃柏之辨”라고 제목붙은 6개 항목으로 되어있는

이 「의론육조」는 張景岳의 의론을 바탕으로 주진형, 이고, 『難經』의 학설을 적절하게 인용

하여 자신의 주장을 기술하였다.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北尾春圃 醫論六條의 요지

먼저 「의론육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樞紐’는 다음과 같은 장경악 『類經附翼』의

「眞陰論」45)과 「大寶論」46)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장씨가 말하기를 命門의 火를 일어 元氣, 元陽, 眞陽이라하고 命門의 水를 일러 眞精, 眞陰,

43) 治一切瘀血 結胸 譫語漱水等證 水蛭炒 虻虫炒去足翅 桃仁留尖 各十枚 大黃蒸三錢 右剉作一貼 水煎服<入門>

44) 許浚. 『東醫寶鑑』「內景篇卷二 ․ 血門」(남산당출판사 영인본 p107)

45) 張景岳.『類經附翼』「眞陰論」(明淸名醫全書大成․張景岳篇.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800-803)

46) 張景岳.『類經附翼』「大寶論」(明淸名醫全書大成․張景岳篇.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98-800)



90  한국의사학회지 Vol.17 No.2

元陰이라고 한다. 이것은 명문의 水火이니 즉 十二藏의 化源이며 이에 오장이 그에 힘입는다.

하늘의 대보는 단지 붉은 태양 한덩어리일뿐이며, 사람의 대보는 眞陽하나일 뿐이다. … [張

氏曰 命門之火 謂之元氣元陽眞陽 命門之水 謂之眞精眞陰元陰 此命門之水火 卽十二藏之化源

故五臟賴之 又曰天之大寶只此一丸紅日 人之大寶只一息眞陽… - 『桑韓醫談 ․ 卷上』]

이어 사람에게 있어 이 眞陽의 기가 작용하는 원리를 솥안의 물이 끓는 현상에 비유하여 설

명하였다.[眞陽之氣 以譬言之 夫人之腹內 如釜中之温湯 - 『桑韓醫談 ․ 卷上』] 그는 黃芩, 

黃連, 知母, 黃柏, 石膏같은 약으로 청열법을 쓰려는 사람은 이 진양이 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人蔘, 附子, 乾薑, 肉桂로 溫陽시키려는 사람은 솥안의 물이 끓어 넘치지 않

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진양의 기의 衰不衰를 조절하는 것이 자신의

치법의 대요라고 강조하였다.[得眞陽之衰不衰 是我治法也 - 『桑韓醫談 ․ 卷上』]   

다음의 “陽有餘者丹溪之所發揮然難滿易虧此無水無火者可依其人施治之辨”에서 北尾春圃는 주

진형의 학설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았다. 그는 양허한 사람이라면 설기, 장경악의 의론에

의거해서 치료하면 되고 화동한 사람이라면 이고, 주진형의 의론에 의거해서 치료하면 된다고

하고서,[其治法 陽虛者 據薜氏張氏 火動者 據東垣丹溪 此其大法也 - 『桑韓醫談 ․ 卷上』] 다

시 ‘陽有餘’라는 주진형의 의견에 대해서는 화가 과연 모두 상화가 동하여 생기는 것에는 동의

할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역이 심하고 색욕을 심하게 한 사람중에 팔미환, 십전대보탕

으로 치료한 예가 많았음을 근거로 들었다.[然以陽有餘之理 有難言火悉生於動者 夫辛苦勞役縱

欲之人 因動眞火浮散而爲熱 是皆陽虛之假火 以八味丸料十全大補湯 或四君參附之劑而愈者 多矣

-상하의담권상] 그리고 또 주진형이 명문의 진화가 동하여 부산하여 무근의 화염이 된다는 이

치를 말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하였다.[恨丹溪不言命門之眞火 因動浮散俄然升天爲無

根之焰者也 -『桑韓醫談 ․ 卷上』] 이는 주진형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온보학

파의 입장에 보다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北尾春圃는 이러한 그의 주장을 방

증하기 위하여 주진형학파의 신봉자인 것으로 보이는 혹자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였다. 

…내가 주정재의 주인이라는 사람을 방문하였는데, 그 사람이 의학을 조금 알아 말하기를 화

는 쉽게 동하기 때문에 항상 자음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육미신기환을 복용하는데, 반드시 설

사가 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육미)신기환을 복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것은

壯水하는 처방이며 양기의 염상을 제어하는 처방이다. 지금의 공께서는 맥이 완하며 신간의

동기와 진화가 쇠약해져있기 때문에 비위가 허랭하여 찬약을 먹으면 반드시 소화가 안될것이

다라고 일러주고, 인삼, 백출, 건강, 육계의 약을 쓰라고 하였다. 공은 이에 수긍하고서 약을

먹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좋아졌다. 다른 날에 그와 만나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이제야 명문

의 호가 비토를 데운다는 이치를 알것같다라고 하였다.[予訪主靜齋主人 彼知醫以火易動常好

滋陰 謂予曰服六味腎氣丸則必大便溏 予曰勿服腎氣丸者 壯水之劑而以制陽灮 今公之脉緩 察腎

間之動眞火之氣衰 故脾胃虛冷 得凉則必難消化 敎之常以參朮薑桂之劑 彼頷之 不日而健 他日與

彼語 彼曰始識命門之火上蒸脾土矣 -『桑韓醫談 ․ 卷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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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주진형의 의론을 배척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北尾春圃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하나의 방에 등불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고 있다. 이것

이 수중의 양기이며 온기이다. 이것은 명문의 진화이며 원기이고 난경에서 말하는 신간동기이

며 이고가 말하는 위기이고 장경악이 말하는 진양이다. 그런데 만약 이 화기가 방안을 태우게

된다면 방안을 밝게 비추는 그 등불의 의미는 없어지게 될것이다. 만약 불이 나서 방안을 태

우는 경우에는 물을 부어 불을 꺼야하며 절대로 등불을 꺼서는 안된다. 지황, 지모, 황백은 益

水하는 약재로 성질이 차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譬之一室 有燈火炎明能照於闇

中 是水中之陽也 氣也温也 是命門之眞火則元氣也 越人所謂腎間動氣 東垣所謂胃氣之本 介賓所

謂 眞陽也 火起於其中 燒其室則燈火亦俱滅 火與元氣不兩立者也 是以陽實可知之火起於其中則

可滅以水 勿誤滅燈火矣 地黃知栢益水之劑 其性寒凉是 則以水消火也 -『桑韓醫談 ․ 卷上』]

즉 北尾春圃는 주진형의 학설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진형의 치법의 적응증을 분명히

가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의론육조의 세 번째인 “客問未發之火”에서는 용렬한 의사들은

허물이 이미 커졌는데도 인삼, 황기의 약만 쓸줄 알고 생지황, 지모, 황백을 가미해서 쓸줄 모

른다[庸醫不會此理 蘗長火 却以參茋之大劑而不知加生地知栢 積薪救火 其可不䆒心乎 - 『桑韓

醫談 ․ 卷上』]고 하였고 「의론육조」의 마지막 “客熱入腎中者以知母黃柏之辨”에서는 특히

주진형의 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증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奇斗文의 회답

奇斗文은 北尾春圃가 올린 장문을 읽고 자못 긴 회답을 하였다. 

그대의 의론은 심히 마땅하며 지극한 이치로 선철의 의론을 본받은 것이 많다. 내가 대마도부

터 江戶에 이르기까지 의학이론을 말하고 치법을 이야기하는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는데 대

부분은 고인의 법을 거스르는 경우였다. 오늘에서야 그대와 같은 고견을 듣게 되었다. 그대가

말한 命門의 학설은 하늘에서 이것이 없으면 만물을 생할 수 없고 사람이 이것이 없으면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경에서 말하기를 장화는 기를 소모하고 기는 소화를 기르며

소화는 기를 생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명문이 쇠하여 원양이 허해지면 옛사람들이 팔미

환에 부자를 넣어 쓰고 화의 근원을 더하는 것으로서 음예를 제거한다고 한 것을 알수 있다.

음허한 증후라면 황백, 지모를 조금 넣어서 쓰는 것이 좋지만, 양허한 경우에는 어찌 한량한

약을 쓸 수 있겠는가? 선의의 도는 음양의 이치를 살피면 거의 동원의 문호에 든다고 할 것이

다. 상한의 일포조열47)에 관해서는 열이 혈분이 있으니 소시호탕에 사물탕을 합하여 쓰면 그

신험한 효과를 볼수있다. 내 의견이 이와같으니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다.[足下之所論 㴱當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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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多效先哲之論 自馬州至于江戸 論理治療之業醫者 多違古人之法 今日正知足下之高明矣 所論

命門之說 天非此火不能生萬物 人非此火不能生五運 內經云壯火食氣氣食少火少火生氣 以此可

知 命門衰則元陽虛 古人八味丸有附子者 益火之源以銷陰翳也 陰虛之証 少加黃栢知母可也 陽虛

何用寒凉之劑乎 仙醫之道詳審陰陽則庶可登東垣之門矣 傷寒日哺潮熱之說 熱在血分 小柴胡湯

合四物湯則其効如神 管見如斯未知是否 -『桑韓醫談 ․ 卷上』]

본고에서 고찰하는 『상한의담』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의학문답류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현

상이 일본인들의 질문을 길고 조선의사들의 대답은 간략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두가지

의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조선사신과의 면담을 위해 며칠씩 준비하고 기다리는 일본

사람과 그런 일본사람을 하루에도 몇차례 상대해야하는 조선사절단의 사정 때문이다. 이는 金

景淑의 주장처럼 “…이들과 일본학자들이 주고받은 시문, 심지어는 대화내용까지 즉시로 출간

되어, 江戶로 가는 도중 大阪에 들러 주고받은 문답들이 강호에서 돌아오는 길에 大阪에 들르

면 이미 출간되어 나올정도였다. 이들은 밥먹을 시간, 잠잘시간도 없이 일본문인들을 상대했는

데, 한사람이 수천개 이상의 시를 쓰곤 했다…”48)라는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두 번째의 주요한 이유로는 현재 간행된 전해지는 의학문답류는 주로 필담으로 이루어지고 현

장에서 초고를 만들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정리하여 간행하는 형식을 취하며 모든 의학문답류

가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인들 자신의 질문내용이 상세하게 기록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주로 필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석에서 회답해가는 조

선사신들의 말을 완벽하게 채록해서 옮기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1764년 일본

인 北山窓이 쓴 『雞壇嚶鳴』에는 “이에 필담내용을 기록하였으니 비록 연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대담좌석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빠르지 못하여 그런것이다”49)라고 술회하

였다. 이 두가지의 원인이 겹쳐서 조선사신과의 대담을 기록한 의학문답류는 대부분 일본인의

질문내용은 길고 조선인의 회답내용은 극히 짧은 약간은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답4】

北尾春圃가 奇斗文과의 대담을 위해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자신의 醫案이다. 의안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과정을 정리한 문헌기록이며 그 안에는 환자의 질병의 경과과정과 그 과

47) 北尾春圃의 「醫論六條」 “客熱入腎中者以知母黃柏之辨”에 나오는 내용으로, 상한병에 일포조열증이 있었는데

北尾春圃는 이것을 음허화동으로 이해하여 주진형의 치법을 썻다는 내용이다.

48) 金景淑. 18세기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 溫知論叢 제1집. pp146-147

49) 北山窓, 雞壇嚶鳴. 17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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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증상이 기재되어있고 또 의사의 理法方藥의 정신이 구현되어 있기 때

문에 그 의사의 학문적 계보와 의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50) 北尾春圃는 12개의 의안을

“治法”, “補陽”, “脉絶而生脉平而死”, “實似虛者或瀉之或和之”, “未發之火”, “假火”, “陰陽如權

衡”, “火极似水”라는 제목으로 분류하여 奇斗文에게 제출하였다.

1. 北尾春圃의 의안의 주요내용

“治法”에서는 첫 번째로 眞火에 의해 脾土가 溫照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정리하여 실었고 관

련된 腫脹患者 2명의 임상례를 소개하였다. “補陽”에서는 55세의 勞役으로 인해 風寒의 사기를

받은 환자가 淸熱解散藥을 먹고 부작용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命門火의 쇠약으로 보고 치료했다

는 내용이다. 人蔘 두돈, 附子 한돈을 한첩으로 만들어 복용시키고 동시에 四君子湯에 附子, 肉

桂를 넣어 완치시켰다. 말미에 관련된 의학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脉絶而生脉平而死”에

서는 첫 번째로 30세의 열병환자를 人蔘, 附子와 附子理中湯 등으로 치료했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35세의 霍亂 환자를 不換金正氣散으로 치료했다는 내용이다. 중간에 병리기전을 설명하

면서 관련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實似虛者或瀉之或和之”에서는 첫 번째로 25세의 평소

에 허약한 부인이 霍亂症을 앓은 것을 四物湯과 不換金正氣散 加味方을 써서 치료했다는 내용

을 소개하였고, 두 번째는 30세의 열병환자를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한 내용이다. “未發之火”에

서는 40세의 허약한 환자를 四君子湯에 當歸, 縮砂仁, 肉桂를 넣은 처방과 六味腎氣丸에 人蔘, 

白朮을 넣은 처방으로 치료했다는 내용이다. “假火”에서는 치험례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40세의 大頭痛을 앓는 환자를 命門火衰의 증상으로 보고 八味丸에 人蔘을 더하고 肉桂, 附子를

증량하여 치료한 내용이며, 두 번째는 25세의 출산직후의 부인이 下血하는 것을 蔘附湯, 附子

理中湯, 八味丸 에 人蔘, 白朮을 넣은 처방 등으로 치료한 내용이다. “陰陽如權衡”는 35세의

열병환자를 六味丸에 知母, 黃柏을 넣은 처방과 淸離滋坎湯, 六味丸, 異功散, 四君子湯에 麥門

冬, 五味子를 넣은 처방을 써서 치료한 내용이다. “火极似水”는 열병을 앓는 어린아이를 防風

通聖散으로 치료한 내용이다.   

2. 奇斗文의 회답

이상으로 北尾春圃는 준비해온 의안기록을 奇斗文에게 보여주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것을

다 읽고난 奇斗文은[斗文熟讀一過矣 -『桑韓醫談․卷下』] 다음과 같은 짧으면서도 다소 권위

50) 陳大舜. 歷代名醫醫案選講.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4.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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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듯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귀공께서) 말씀하신 치료원칙과 약을 쓰는 방법은 고인의 법식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히

동해의 천민이라고 할만합니다. 방풍통성산은 風熱燥 세가지 사기가 성했을때 쓰는 처방인데,

상한병의 유사한 증상에 귀하가 사용한 것51)은 실로 고견입니다.[斗文論 治病用藥無違於古

人之活套法 可謂東海之天民也 又 防風通聖散 風熱燥三者之總劑 傷寒如此之症用之必効 可謂高

矣 -『桑韓醫談 ․ 卷下』]

北尾春圃의 의안은 총 9장52)에 걸친 장문이지만 奇斗文의 대답은 50자를 넘지 않아서, 매우

소략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앞서도 고찰하였지만, 北尾春圃가 건네는 장문을 읽고 위와 같

이 간단한 회답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北尾春圃가 초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요지만 남겨서

정리하였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비록 짧은 내용의 회답이었지만, 北尾春圃는 다음과 같이 지극

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모자란 저의 견해를 칭찬해주시니 좁은 소견으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외람되게 귀공께서

장기간의 여행의 피로를 마다하시고 인술을 내려주시고 아껴 살펴주시고 또 심오한 뜻까지 알

려주시니 그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고서도 제가 귀공께 지루하고 피곤함을 여쭙지 못했으니 삼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면 돌아가면 이 만담도 아득해진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간도 이제 닭이 우는 때

가 되었으니 이에 물러갈까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뵐수있도록 해주신다면 감사할따름입

니다. [僕誤蒙褒奬 嗚呼坎蛙之見安敢當安敢當 還慙愧明公忘長途之疲勞 於仁術幸埀憐察而告

底蘊 其恩高於山㴱於海感激無已 只恐懷厚眷 不問厭困 仰願宥恕 恨歸軺在明且此會忽忽無盡 懷

鷄聲頻報 今玆辭厺明朝來可拜謝耳-『桑韓醫談․ 卷下』]

【문답후기】

北尾春圃는 奇斗文과의 새벽까지 문답을 이어갔고 그 다음날[二日之朝訪旅窓-『桑韓醫談 ․

卷下』]인 12월 3일53) 떠나는 즈음에 奇斗文을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인사를 나눈다.

北尾春圃 : 어제밤에는 제가 어지신 분을 새벽닭이 울때까지 수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명

하신 여러 가르침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과연 크신 자비이십니다. 슬프게도 바닷길이 만리이

니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실로 망연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공께서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昨夜不恐賢勞到于鷄鳴 高敎多端 何時㤀 鴻
慈乎 噫嘻 海雲萬里 後會難期 臨楮惘然 不知所裁 只願高軒平安入于三韓矣 -『桑韓醫談 ․ 卷

51) 北尾春圃는 자신의 의안 “火極似水”에서 소아환자의 실열증에 방풍통성산을 사용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52) 마이크로필름출력본으로는 총 18면이다.

53) 北尾春圃와 奇斗文과의 문답은 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처음 인사를 나눈 날이 12월 1일이며, 중간에 北尾春

圃가 환자를 대동하고 奇斗文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하며 문답을 나눈 날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二

日’은 제 3일째인 12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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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奇斗文 : 어젯밤에 서로 만나 주고받은 이야기는 오늘아침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

니다. 일정이 바쁘기는 하지만 바로 물풀과 물이 만난것 같아 손을 잡고 차마 놓기가 어렵고,

울먹임이 목구멍을 막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동안 좋은 정분을 나누었다는 말밖에 할 말

이 없습니다. 여기 금박으로 싼 것은 우황청심환이고 긴모양의 것은 자금정이며, 둥근것은 박

하전입니다. 이것으로 서로 이별하는 마음을 대신할까 합니다. [昨夜偶逢吐論 迨今不忘 行期

甚忙 正所謂萍水相逢之事 握手不忍別 鳴咽不成語 連日好存 此外更無他言 金衣者 牛黃淸心丸

長者 紫金錠 圓者 薄荷煎 寫相別之衷 -『桑韓醫談 ․ 卷下』]

北尾春圃 : 이렇게 과분하게 좋은 약 세가지를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가 小白紙

천장을 마음의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약소하지만 좋은 얼굴로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

다. [臨別 辱賜良藥三種 感佩實㴱 謹呈小白紙千葉 聊陳別意物 雖些 甚幸冀笑納 -『桑韓醫談

․ 卷下』]

서로 선물을 주고 받고 자못 애틋한 심정으로 이별을 하는 것으로 北尾春圃와 奇斗文과의 문

답을 끝을 맺는다. 北尾春圃는 이후 奇斗文과의 문답을 정리하여 자신이 의학을 손수 가르치는

세 아들들에게 보여주었다. [伯仲叔(北尾春圃의 아들 셋)曰 去歲家君 以醫論治法 呈于奇斗文今

讀之… -『桑韓醫談 ․ 卷下』] 그리고 그 아들들과 주고받은 의학이치에 대해 정리하고 부록

이라 이름붙여 『상한의담』의 뒤에 첨부하여 같이 간행하였다. 아들 들과 주고받은 내용은 주

로 「의론육조」에서 설명한 내용들의 중복이거나 자세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고찰하기로 한다. 

상한의담 그후

『상한의담』에서 나타는 한일간의 의학문화교류는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의사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北尾春圃와 奇斗文 그리고 조선의 의학자와 일본의

의학자간의 인간적인 유대는 양국, 특히 일본의 의학교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北尾春圃는

대담의 기록을 정리하고 판각하여 널리 알렸음은 물론이고 1719년 己亥使行때에는 北尾春圃의

일가인 北尾春竹(北尾春圃의 큰아들, 이름은 忠, 자는 信義), 北尾春倫(北尾春圃의 둘째아들, 이

름은 權, 字는 中正), 北尾道仙(北尾春圃의 셋째아들, 이름은 直, 字는 行方), 北尾春達(이름은

敬, 字는 義方), 北尾春乙(이름은 貞, 字는 虛中) 등이 水足益至(字는 有龍, 號는 習軒), 前田道

通(號는 葉菴), 粟屋文蘭(女, 防州嚴國人), 戶川墨蹟, 海山, 朝枝世美(字는 源次郞, 號는 毅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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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岡直方(字는 宗佐, 號는 東郊), 宇都宮三的 (字는 一角, 號는 圭齋), 飯田玄机 (字 道琱, 葵

陽), 飯田隆慶(字 玄啓, 号 寬齋), 林義方(字 玄貞, 号 剛齋), 可竹(天龍寺 月心長老 紫賜沙門), 

石霜(東福寺 卽宗院菖長老), 尾見正數 (字는 有孚) 등 당대의 의사및 문인들 수십명을 조직하여

조선사절단의 良醫 副司果 權道(字 大原, 号 卑牡. 당시 나이 42세), 醫員 別提 白興詮(字 君平, 

号 西樵), 醫員 副司果 金光泗(号 小心軒), 制述官 申維翰(字号 靑泉), 書記 姜柏(号 耕牧子, 秋

水), 書記 成孟良 (号 嘯軒), 書記 張應斗 (字 弼文, 号 菊溪, 又号 丹溪) 등과 문학, 역사, 지

리, 의학 등 여러분야에서 문답을 진행하였다. 이때의 문답은 東武, 尾洲, 濃州, 彦根, 浪華, 備

後洲, 防洲上關, 등 사절단 일행이 머무는 숙소 곳곳에서 다자대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에 관한 내용은 후에 『桑韓唱和塤箎集』이라는 이름으로 「補遺」포함 총 11권의 분량으로

간행되었다. 北尾氏 일가가 이런 문인과 의학자를 모아 조선사절단과의 대담을 조직적으로 이

끈 배경에는 8년전 辛卯使行때 北尾春圃와 奇斗文과의 대담을 직접 곁에서 보고 들은 경험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1719년 己亥使行때에는 北尾春圃는 대담의 전

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큰 아들 北尾春竹을 통해 사절단에게 보내는 시문과 의학내용이 소개되

어 있다. 이 내용은 『傷寒唱和塤箎集』 卷三, 卷四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기해사행 때의

대담을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한의담』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서, 1748년 戊辰使行때 菅道伯

이라는 일본의사가 조선의관 趙崇壽와의 대담을 정리하여 간행한 『對麗筆語』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菅道伯 : 일전에 奇斗文공이 양의의 자격으로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건강

하십니까? [余曰 前年者 斗文奇君者 以良醫來此 今猶壯健 - 『對麗筆語』]

趙崇壽 : 奇斗文공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에 그분과 대담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趙曰 奇公已亡矣 其時筆談有 可覽者否- 『對麗筆語』]

菅道伯 : 그때 계남촌 선생이 奇斗文을 영접하고나서 『필어창화록』54)을 지었습니다. 그 책

이 간행되어 나와 있습니다. [余曰 此時有溪南村先生者 迎接奇君 有筆談唱和錄 此方今旣刊行

- 『對麗筆語』]

관도백은 1748년 당시 37세의 나이로, 奇斗文이 일본에 다녀간 1711년은 관도백이 태어나

는 즈음이다. 수십년이 지난 이후 관도백이 조선사신에게 奇斗文의 안부를 물어올 정도라면 奇

斗文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奇斗文이라는 이름은 결국 『兩東唱和後

錄』이나 『桑韓醫談』, 그리고 현존하지는 않지만 당시 奇斗文과 대담을 진행한 또 다른 일본

54) 1711년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였을때, 日本의 針醫 村上溪南 및 그의 長子 周男 등이 조선통신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를 방문하여 조선의 奇斗文과의 사이에 針術에 관해 문답한 내용을 정리한 글로서

정식이름은 『兩東唱和後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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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저서가 널리 알려졌음을 말해준다.   

맺음말

『상한의담』을 통해 살펴본 조선조 한일의학문화교류내용은 약재의 감별에서 시작하여 환자

치료 및 의학이론에 관한 자문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간에 耳聾 환자를 대동하고 진료

를 부탁한 경우는 다른 의학문답류에 비해 의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를 연구한 여

러 학자들의 견해처럼 『상한의담』의 의학문화교류에서도 일본은 조선의 의학문화를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뿐 아니라 대담중의 분위기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본론의 고찰에서 필자는 『상한의담』에서의 북미춘포와 기두문과의 의학적인 문답을 통해

기존의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몇가지 신선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약재에 관한 내용이

주로 감별에 치중한 점, 인삼무역의 중요성, 일본학자들이 문헌기록을 매우 민감한게 받아들이

고 있다는 점, 기두문의 의학적인 바탕, 일본 후세방파의 의학사상, 통신사를 통해 일본에 전해

진 조선의학의 영향 등이다. 특히 조선후기 한국한의학이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갔

다는 학계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조선후기 출간물들을 중심으로 논증되어 왔지만 『상한의담』

에서처럼 기두문이라는 조선관료의사의 실제 임상기록을 통해 그 주장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그

주장을 지지하는 필자로서는 더없는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한의담』에 나와있는 조선의사와 일본의사와의 대담의 전반적인 기조는 기존의 통신사연

구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그러나 의학사연구자

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실린 구체적인 의학적인 내용은 기존의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

던 중요한 사료이다. 이 『상한의담』 한편의 글로서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의학교류의 전모

를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머지 의학문답류 서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차적으로 한일의학교류사라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단

순한 交流史뿐 아니라 조선시대 의학사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사료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

는 기존의 의서나 실록류에 나와있는 의학적인 내용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계기가 되어 이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자료제공에 협조해주신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누리미디어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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