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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Quotation Medical Text in 『Susehyu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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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ehyunseo』is an unpublished writing of Kimyounghun, a Korean doctor who was active in 

the Japanese occupation era. This book reveals the details about the traditional medical 

education of his time rather than his medical opinion because he had written it as a student to 

check his own medical system. Many representative TKM texts such as 『Donguibogam』, 

『Yixueruwen』, and 『Bangyakhappyun』are mentioned, but many medical documents that are 

lost now are also mentioned, making it a useful document in understanding the medical 

education circumstances of thos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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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世玄書의 인용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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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東醫寶鑑』의 출현으로 한국 한의학이 정립된 이

후 조선중기 이후 東武의 四象體質論, 石谷의 扶陽論
과 같은 새로운 의학이론이 창출되고, 임상의학이 집

약되는 등의 의학적 성과가 많아지고 있었다. 일제의

강점시기를 맞이하면서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제도권에

서 밀려나게 되었지만 『醫方新鑑』, 『醫方撮要』, 

『靑囊訣』등 종합의서가 발간되었으며 「韓方醫藥
界」, 「東醫報鑑」,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洋醫藥」 등 다양한 한의학 학술잡지들이 발간되

었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당대 의학자들이 일제의 억

압정책에 맞서 한의학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한 과정을 보여준다. 외세의 유입이 시작되던 조선후

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외세가 한의학을 제도적으

로 소외시하여도 한의학계에서 스스로 한의학을 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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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학문연구 토론의 장을 마련하

는 등 굳건히 학문을 이어온 노력이 덕택에 현대에서

한의학을 계승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시대의 노력이 현대 한의학 존속에 기여하

는 바가 자못 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전무에 가깝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초기에 활동하던 한의사 晴崗 金永勳의 저서 『壽世玄
書』를 대상으로 한다. 김영훈은 대한한의사협회 초대

명예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우리나라 1900년대의 격변

기에 한의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은 한의계 중요

인물이었다. 

 『壽世玄書』는 김영훈의 유일한 저서로 1904년에

초립의 한의사였던 김영훈이 저술한 책이다. 김영훈과

『壽世玄書』 관련 연구로는 이종형의 「청강선생의

의학관」,「청강 김영훈선생의 생애와 업적」1), 김남

일․차웅석의 「청강 김영훈과 수세현서」2)등이 있다. 

1) 이종형의 상기 두 글은 김영훈,『청강의감』,성보사 1984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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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의 「청강선생의 의학관」에서는 청강의 용약

원칙상의 특징, 의학경향 등에 대한 내용 위주로 서술

되었으며, 「청강 김영훈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서는

청강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김남일․
차웅석의 「청강 김영훈과 『壽世玄書』」는 『壽世玄
書』에 대하여 처음 다루었는데 『壽世玄書』의 편제, 

서술특징, 구성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연구되어 있다. 

본 논문은 『壽世玄書』의 학술사상 및 한국한의학내

에 위치를 가늠해 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壽世玄書』

의 참고의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다루었다. 조선의

유의들은 述而不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책을

만들때에도 직접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대신, 기존

에 있던 내용을 인용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고 김영훈의 저술한 『壽世玄書』 역시 그런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참고의서가 직접 인용된만큼 『壽世
玄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의서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Ⅱ. 본론

1.『壽世玄書』의 저자 金永勳에 대하여

  1) 출생

『壽世玄書』의 저자 김영훈은 호는 定菴 혹은 晴崗
이고 1882년 4월 25일 강화군에서 출생하였다. 유년시

기에는 私塾을 통해 漢學의 經史子集을 배웠다. 15세

에 눈병에 걸렸는데, 여러 약을 구해 썼으나 효과를

못 보던 중 인천에서 명의로 알려진 徐道淳 선생에게

서 눈병을 치료받았다.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 댁

에 기거하는 동안 한의학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고

서도순 선생으로부터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김영

훈은『黃帝內經』을 비롯한 역대 의서를 배워 암송하

였고 특히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은 모두 암송

할 정도로 정독하였다. 그렇게 서도순에게 3년간 배움

을 얻었으며 그 후 강화 보문사로 들어가 다시 3년간

수백권의 의서를 더 읽고 난후 1904년에 『壽世玄書』

를 집필하였다.3) 

  2) 학문적 특성

晴崗선생은 『黃帝內經』, 『東醫寶鑑』, 『醫學入
門』을 중시하며 어떤 제자나 문하생들이 학문의 이치

2) 김영훈, 『수세현서』, 대성의학사 2006에 수록되어 있다. 

3) 이종형, 「청강 김영훈 선생의 생애와 업적」; 김영훈, 『晴
崗醫鑑』,성보사 2001 p,483-484

를 질문하면 이들 의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가르쳤다. 

특히 김영훈은 수 천 권 의서 중에서도 『醫學入門』

만큼 잘된 책이 없다고 하며 註 한줄 놓치지 않고 암

송하였고,4) 제자였던 이종형 선생이 청강선생 집에서

기숙하며 사사를 받으며도 의학입문을 외웠다 할

정도5) 청강선생은 『醫學入門』을 중요하게 여기었다.

『醫學入門』은 당시 중요하게 널리 읽히던 醫書였

다. 1831년에 醫科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고, 高宗 대
에 세워진 내의원 직속 동제의학교 교수임용 시험과목

에 『內經』,『難經』,『東垣十書』,『丹溪心法』과 함

께 『醫學入門』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일제의

억압하에서 뜻있는 한의학도들에 의해 한의학 강습소

가 운영되었는데, 강습 과목중에도 있을정도로6) 정도

로 『醫學入門』은 한의학을 배우는데 있어 비중있게

다루어지던 의서였다. 

한편 김남일은 청강 김영훈을 의학입문학파로 분류하

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영훈 선생의 생애

와 관련된 기록은 물론, 그의 저서 『수세현서』에서

나타나는 『의학입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壽
世玄書에서 나타나는 醫學入門의 영향은 차후의 글

을 통해 더 논의해보기로 한다.

儒醫는 유학적인 바탕에서 의학을 행한 자이다. 조선

시대에는 유학이 하는 자들이 많았고, 마음과 몸을 다

스리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가정과 천하, 사회를

안정시킬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실행하는 일환으

로 의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조선의 의사들

중에서는 儒醫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에 醫學入門
을 애독하는 경우가 많았다.『醫學入門』을 지은 李
梴은 유학자이기에 이 의서에 나오는 내용은 유학적

수양론, 양생론이 많고, 의학적 내용에 있어서도 성리

학적 세계관 인간관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유의들이 접근하기 쉬웠던것 같다.7) 

晴崗도 어릴적부터 漢學을 배워서 유교사상이 기반이

된 후에 의학을 배웠기 때문에 역시 의학입문에서

부터 의학을 시작하고 평생에 걸쳐 애독하게 된 유의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김영훈 著, 이종형 編, 『晴崗醫鑑』, 성보사 2001  p.476

5) 민족의학신문 제347호 [근현대 한의학을 빛낸 인물4] 청강 
김영훈 선생

6) 「동서의학연구회 월보」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
스 DB “北間島總支部의 偉大의事業 發展의狀况”이라는 제
목으로 會長 金性璂가 쓴 글에 동의학과목으로  의학입문, 
본초강목, 동의수세보원, 침구대성 등이 언급되어 있다. 
“......西醫學科目은 醫方綱要、物理、化學、藥物應用學、病
歷文撰、臨床醫典講義 錄其他이오 東醫學科目은醫學入門、
本草綱目、東醫壽世保元、醎炙大成其他인데 卒業期는 滿一
個年이러라......” 

7) 김남일, 「韓國韓醫學의 學術流派에 관한 試論」한국의사학
회지 Vol.17 200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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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壽世玄書』의 참고의서 고찰

診斷에 관해서는 醫學入門의 ｢問證｣, ｢觀形察色｣, ｢
聽聲審音｣, ｢王叔和觀病生死候歌｣ 등 醫學入門의 진

단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病機 등 기초의학이

론에 관해서는 『醫學入門』의 金元四大家 내용을 위

주로 정리하였다. 처방은 「惠庵心書隨證用藥編」,「壽
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方」,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에서 주

로 다루고 있으며, 침구법에서는 『鍼灸大成』의 내용

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위에서와 같이 직접 인용한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인용되었다고 여겨지는 의서들

도 있다. 東醫寶鑑, 萬病回春이 그것인데,『수세현

서』에 『동의보감』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은 목차

에 불과하지만, 「惠庵心書隨證用藥編」,「壽世玄書增
損陽春方總括」,「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方」,「壽世玄
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을 통하여 간접적

으로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문 중

‘回春’의 언급을 통해 『萬病回春』과의 연관도 간

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 醫學入門
壽世玄書는 많은 부분에서 『醫學入門』을 인용하

였다. 진단법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병기 및 증상

등 醫論에 해당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을 『醫學入
門』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壽世玄書․雜病提綱』의

경우는 첫머리에 ‘醫學入門抄集’임을 직접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를

통해 『醫學入門』의 처방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⑴ 형식

壽世玄書는 형식면에서 『醫學入門』과 같이 歌括
로 정리되어 있으며 類症 중심으로 의학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醫學入門에서 기존의 의학정보를 최

대한 활용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으로써 증상의 감별에

초점을 맞추어 類證중심으로 의학적인 내용을 기술하

였는데,8) 수세현서에서도 의학정보를 간결하게 정리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의학입문의 집필의도

와 일면 유사한 성격을 가졌고, 따라서 의학입문의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⑵ 의학적 내용

8) 차웅석, 「이천 의학사상의 학술계통 및 특징에 대한 연
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의학입문이 인용이 잦은 것은 앞서 ‘수세현서의
저자 김영훈에 대하여’의 글 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김영훈의 학문적 성향과도 관련이 깊다. 晴崗의 학문

적 성향은 앞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학자들이 많이 읽

었던 의학입문을 애독하였다. 儒醫들은 述而不作하

기 때문에 晴崗 역시 수세현서를 서술하는데에 있어

애독하던 의학입문을 빌린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의학입문을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

다.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

라 위치를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그 예시 중 첫번째가 『수세현서』에서는 病機 및 症
狀에 대한 부분은 東垣의 內傷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

한다는 점이다. 목차순서만 보면 內傷, 外感, 雜病의

순서로 수록하여서 內傷에 대해 먼저 접근하고 있는

데, 李梴의 『醫學入門』에서 河間, 東垣, 丹溪의 순서

로 서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外感病 위주로 생각되던 感冒에 관하여서 ‘外感挾內
傷證’을 “상한에 내상을 겸한 것이 십중팔구이다(傷
寒挾內傷者十居八九)”고 하면서 內傷病에 대한 관점

을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9) 『東醫寶鑑․內傷門』에서

辨內外傷證에서 감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0) 『濟衆
新編』에서는 목차를 외감, 내상에 해당하는 風寒暑濕
燥火 內傷 虛勞를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이후

『方藥合編』에서도 外感 內傷을 목차상 제일 앞에 위

치하고 있다. 조선중기 儒醫 柳成龍의 저서 『醫學辨
證指南』에서는 내상과 외감의 변증에 관한 긴요한 내

용들을 內傷과 外感의 두 개의 卷으로 요약하였다.11) 

이와 같이 조선의 의학자들이 內傷과 外感의 辨證에

주목한것은 內傷 및 雜病이 주로 발생하는 한국의 풍

토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이라는 김남일의 주장12)

은 조선 한의학의 특색을 정확히 지적한 바이다. 外感
病이 위주로 발생하는 중국과 달리 內傷病이 위주인

우리나라의 의학적 환경이 반영되어서 우리의 의서들

에서는 內外傷의 감별 및 內傷 위주의 병기를 중시하

여 나타났다. 『수세현서』에서도 그러한 조선 한의학

9) 허준, 『東醫寶鑑․ ․寒․ 外感挾內傷證』

10) 辨惡寒 辨惡寒 辨發熱 辨身痛 辨寒熱 辨頭痛 辨氣力 辨手
心 辨煩渴 辨口味 辨鼻息 辨言語 辨脈候 등을 통해 상세히 
외감,내상의 감별 방법을 논하고 있다.

11) 김남일, 「한의신문 유의열전 -유성룡」2006.1.23

12) 김남일은 「한의신문 유의열전 -유성룡」(2006.1.23) 편에
서 “柳成龍은 『醫學入門』가운데 鍼灸에 관한 내용을 『鍼
灸要訣』에 요약하여 놓고 內傷과 外感의 辨證에 관한 긴요
한 내용들을 『醫學辨證指南』에 內傷과 外感의 두 개의 卷
으로 요약하였다. 그가 內傷과 外感의 辨證에 穿鑿한 것은 
內傷雜病이 주로 발생하는 한국의 풍토에서 볼 때 매우 타
당한 것으로 醫學者로서 깊은 慧眼이 있다 할 것이다. 外感
病이 위주로 발생하는 중국과 달리 內傷病이 위주인 우리나
라의 의학적 환경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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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잘 드러나있다. 

두 번째 예시는 수세현서에서 辨證을 강조하는 부

분이다.『수세현서』「明證賦」와 그 글에 바로 이어

지는 「內外傷辨惑賦」는 저자가 새로이 구성한 글이

다. 「明證賦原夫」 첫머리에 “의학하는 법은 처방하

는 어려움이 아니라 攻補의 道를 辨證하기 어려운 것

이다13)”고 표현했듯이 처방을 선정하기에 앞서 질병

의 특징을 알고 陰陽表裏虛實寒熱邪正으로 변증하여서

치료의 방향을 잡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래서 특별히 「명증부원부」와 「내외상변혹

부」라는 별도의 편을 형성하여 변증을 두드러지게 보

이고자 했다. 「明證賦」의 내용은 대부분 『의학입

문』에서 확인해볼수 있다. 예를 들어 「明證賦」에서

“陽極似陰者 身雖冷而不欲近衣 神雖昏而氣色光潤 陰
極似陽者 身雖煩而引衣自盖 口雖燥而飮水不嚥”이라고

서술된 부분은 『의학입문·仲景張先生傷寒簒要』에서

“【陰陽極】者從治非訛若陰證”의 小註에서 서술된

내용의 일부이다14). 「內外傷辨惑賦」의 내용 역시 
의학입문의 곳곳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세현서 내외상변혹부』 積熱과 沈寒에 대한 내

용15)이 『의학입문·잡병제강·內傷』의 沈寒痼冷의

小註에 언급되어 있다16). 

13) 김영훈, 『수세현서· 명증부』“醫治之法非難處方 攻補之道
實難辨證...”

14) 이천, 『의학입문·중경장선생상한찬요』 p.278【陰陽極】者
從治非訛 陽邪不深 不能至于厥逆 陰邪不甚 不能至於煩躁 此
水極似火 火極似水 謂之 反化 亢極則害之意也.陽證 潮汗秘赤
滿渴狂譫 甚則斑血喘急 然熱極忽然熱伏於內 故身寒四肢厥逆 
狀若陰證 但身雖冷而不欲近衣 神雖昏而氣色光潤 脈必沈滑而
有力 此陽極似陰也.宜大柴胡湯 下之 或白虎湯 竹葉石膏湯 陰
證 厥冷吐利不渴靜踡 甚則咽痛鄭聲 然寒極忽然火浮於外 發
躁擾亂 狀若陽證 然身雖煩躁 而引衣自盖 口雖燥渴而飮水不
下 脈必沈細無力 此陰極似陽也.宜通脈四逆湯 從治者反攻也.
熱藥冷飮 冷藥熱飮 或熱藥爲君 而佐以凉藥 或冷藥爲君 而佐
以熱劑 亦非判然 如庸醫之差訛也.借有熱病 服熱藥而愈者 必
先服寒藥過多 寒病服寒藥而愈者 必先服熱藥過多故耳 若夫以
寒治熱 以熱治寒 此謂逆治 逆治者正治也.正治之法 人孰不知
之乎

15) 김영훈, 상게서 「내외상변혹부」若夫 積熱始以凉和次以寒
取 不愈則因熱而從之 從之不愈則技窮矣 由是苦寒頻歲而勿停 
沈寒始以溫和次以熱取 不愈則因寒而從之 從之不愈則技窮矣 
由是辛熱比年而弗止 殊不知 以寒治熱而熱不衰者由於眞水之
不足 以熱治寒而寒不衰者由於眞火之不足 不知水火不足泛以
寒熱藥治 反化有者不去無者復至 故取之陰所以益腎水之不足
而制心火之有餘 取之陽所以益心火之不足而勝腎水之有餘 火
之原者陽氣之根 水之主者陰氣之根 非謂火爲心而原爲肝 水爲
腎而主爲肺 又積熱用苦寒藥而必薑汁酒劑 沈寒用熱藥如附子
童便蜜劑 蓋寒因熱用 熱因寒用 恐相違逆故

16) 이천, 상게서 「잡병제강-침한고랭」 取陰取陽無過治 王氷此
語亦吾師 古以三建湯, 治心經之元陽虛者 責其無火也, 大補陰
丸 治腎經之眞陰虛者, 責其無水也. 蓋人之所籍以生者 陰陽之
氣耳. 不善調攝 偏熱偏寒 病未至甚 治之不難. 若夫積熱 始而
凉和 次而寒取 寒取不愈 則因熱而從之 從之不愈 則技窮矣, 
由是 苦寒頻歲而弗停. 沈寒 始而溫和 次而熱取 熱取不愈則因

 『수세현서』의 저자 김영훈은 『의학입문』의 내용

을 小註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정밀하게 이

해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내용 중에 小註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들을 하나의 글로 새로이 엮어내었다. 『의학입

문』의 내용 전체적으로 넓게 흩어져 있는 내용 중에

서 변증에 유용한 부분을 선별하여 하나의 편으로 만

들어서 변증의 다양한 단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방대한 내용의 『의학입문』을 효과적으

로 좀더 쉽게 접근할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지니게

되었다. 

  2) 조선의 의방서들

『수세현서』중에 인용된 처방들은 「惠庵心書隨證用
藥編」,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 「壽世玄書增損
石隱補遺方」,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
方書」이다. 수세현서의 처방 내용은 대체로 東醫
寶鑑, 醫學入門, 萬病回春, 景岳全書 등에서 확

인된다. 이들은 동의보감을 제외하고는 明代에 간행

된 중국의서이지만,  淸代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계승

되지 않고 조선에서 더 많이 읽혔기 때문에 차웅석17)

의 주장과 같이 조선의 의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책으

로 여겨진다. 출전 의서의 정확한 이름 및 존재를 확

인할수 없기 때문에 수세현서의 篇名을 중심으로 각

의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⑴「惠庵心書隨證用藥編」

「惠庵心書隨證用藥編」은 방약합편의 목차와 같이

風寒暑濕燥火 內傷 虛勞를 비롯하여 精氣神血, 頭面眼
耳 등의 항목을 갖는다. 각 항목에는 이를테면 風에서

中風에 小續命湯, 中腑에 疎風湯 등으로 병증별로 처

방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각 병증마다 처방이 한 개에

서 많게는 열 개 넘게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병증마다

처방 이름 외에 특별한 다른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惠庵은 방약합편의 저자 黃度淵의 號이다 혜암심

서는 황도연의 저서를 말하며 「惠庵心書隨證用藥
寒而從之 從之不愈 則技窮矣, 由是 辛熱此年而弗止 殊不知 
以寒治熱 而熱不衰者 由於眞水之不足也. 以熱治寒 而寒不衰
者 由於眞火之不足也. 不知水火不足 泛以寒熱藥治 非惟臟腑
習熟 藥反見化於其病 而有者弗去 無者復至矣. 故取之陰, 所
以益腎水之不足 而制心火之有餘也, 取之陽 所以益心火之不足 
以勝腎水之有餘也. 火之原者 陽氣之根 水之主者 陰氣之根. 
非謂火爲心 而原爲肝 水爲腎 而主爲肺也 此太僕達至理之妙
也. 又積熱 用苦寒藥 必薑汁酒製 沈寒 用熱藥 如附子必用童
便蜜製. 蓋寒因熱用 熱因寒用 恐相違逆故也. 

17) 차웅석, 「청강 김영훈과 수세현서」; 김영훈, 『복원 수세
현서』, 대성의학사 2006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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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본문의 내용은 惠庵 황도연의 지은 『證脈方藥合
編 ․ 活套針線 隨證用藥』과 내용이 유사하며 이를 인

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약합편은 동의보감을 주축

으로 하여 제중신편, 경악전서 등 중에서 많이 활

용되는 처방을 긴요하게 엮은 것을 의방활투라 하였

다. 방약합편은 의종손익의 범례에서 ‘浩繁함을

버리고 簡明함을 취한다’고 밝히듯이 의학의 임상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서의 簡明化에 역점을 둔 의

서이다. 청강이 『수세현서』를 저술할 무렵인 20세기

초에는 『방약합편』이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수세현서』에서는 그 처방 이름만을 기재하

였다.

   ⑵「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의 목차는「惠庵心書隨證
用藥編」과 유사하다. 여기서는 따로 세부 병증을 설

정하지는 않고 처방들의 이름, 구성약물, 주치 등을 기

재하고 있다. 처방의 구성약물과 용량의 표기를 略語
를 사용해 詩句로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壽世玄書』의 원저에서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

부분은 본문 외에 하단 여백에도 처방명과 약물구성, 

주치 등이 빼곡히 적혀있는데, 본문과 달리 약어를 사

용하지는 않았고, 본문과 별개로 내용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의 목차 마지막에는 諸瘡 
癰疽 諸傷 이후에 求嗣 濕 腫의 세 항목이 중복하여

다시 실려있다. 일반적인 책의 내용 구성상 諸瘡 癰疽 
諸傷에서 끝나는 것이 합당하며 그 이후의 求嗣 濕 腫
은 이미 앞서 서술되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다. 風부

터 諸傷까지의 처방 경향성은 대체로 앞서 살펴본 대

로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回春,丹心 등이 보충되었는

데 求嗣 濕 腫에 있는 처방은 의학입문에서의 약물

구성 용량이 일치하는 처방들인 경우가 대부분으로18) 

18) 예를 들어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 ․ 腫」  목향유기음을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에서 동명 처방을 찾아볼수 있는
데  동의보감에서는 ‘ 木香流氣飮治諸氣痞痛或腫脹陳皮一
錢藿香木香厚朴靑皮香附子麥門冬白芷沈香各七分半白朮肉桂
木通檳榔紫蘇葉各六分草果甘草各五分大腹皮木瓜人參蓬朮丁
香皮半夏製赤茯苓石菖浦各三分右剉分二貼薑三片棗二枚水煎
服<正傳> 목향유기음(木香流氣飮) ○ 여러 가지 기로 더부
룩하고 아프거나 배가 불러오르는 것을 치료한다. ○ 진피 
4g, 곽향, 목향, 후박, 청피, 향부자, 맥문동, 백지, 침향 각
각 3g, 백출, 육계, 목통, 빈랑, 자소엽 각각 2.4g, 초과, 감
초 각각 2g, 대복피, 모과, 인삼, 봉출, 정향피, 반하(법제한 
것), 적복령, 석창포 각각 1.2g. ○ 위의 약들을 썰어서 2첩
으로 나누어 생강 3쪽, 대추 2개와 함께 물에 넣고 달여 먹
는다[정전]’ 이고  의학입문에서는 ‘木香流氣飮藿蘇茯蔘朮
甘菓檳瓜通夏朴靑丁陳大腹蓬蒲桂枝香麥冬 治諸氣痞塞 胸膈
膨脹 面目虛浮 四肢腫滿 口苦咽乾 大小便秘 木香 藿香 草菓 
檳榔 丁香 大腹皮 香附各一錢半 茯苓 人蔘 白朮 木瓜 菖蒲 

이 부분에서의 절반 이상은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
濟生方 及名家方書」에서 처방명으로 나와있는 처방들

이다. 이와 같이 諸傷까지의 부분와 求嗣부터의 부분

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壽世玄書 原
著에서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의 다른 제목과 달

리 求嗣 濕 腫이 작은 크기의 제목으로 적혀있다는 점

(그림1,2 참조)과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의 하단

여백에 기재된 처방들은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壽
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에 나와있다

는 사실로 볼때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에서 求嗣 
이후의 부분은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
方書」 및 기타 부분으로 여백을 이용하여 청강선생이

삽입하였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그림1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 의 일반적인 목차형태

  

      

그림2 求嗣부터 제목 표기가 달라지고 있다.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이라는 편명과 관련하여

陽春方 등의 의서는 현존하지 않고, 이 부분과 동일한

略語로써 기재된 서적에 대한 용례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정확한 출처를 알수는 없지만 그 처방 내용

은 상당수가 『동의보감』에서 찾아볼수 있고 그 외에

『의학입문』과 『만병회춘』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양춘방』 내용 중 主治는 『동의보감』과 『의학입

문』, 『만병회춘』의 처방설명을 축약하거나 혹은 몇

白芷 麥門冬各四分 木通八分 半夏二分 姜棗煎服 ’으로  의
학입문의 약물구성 용량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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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첨가하였다.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에 수록된 주치들은 상당

수가 동의보감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축약

되어 있어서 동의보감이 주요 인용의서였음을 알수

있다. 동의보감 이후의 조선 의서들에서 동의보감
에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壽世玄書增損
陽春方總括」에서는 타의서를 통해 재인용하기 보다는

동의보감을 직접 底本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여러 의서들 중에서 같은 내용의 처방인 경

우에 동의보감에서의 처방명과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癰疽」

榮衛返魂湯과19) 같은 내용의 처방명을 방약합편에서

는 通順散이라 하고, 동의보감에서는 榮衛返魂湯20)

이라 하였다. 의학입문에서는 返魂湯이라 하였는데

용량에서 차이가 있으며21) 만병회춘에서는 追風通氣
散이라는 처방이 주치내용 중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처방내용이 다소 다르다.22) 이 외에도 상당수의 처방

주치와 구성약물 및 용량 부분에서 동의보감과 일치

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조선시대에 애독되던 의서들 중

에 동의보감과 가장 가깝게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단지 동의보감의 처방을 인용한 것에 불과

하지는 않다. 동의보감 외에 만병회춘과 의학입

문에서 인용된 처방들도 있으며 동의보감에서의 처

방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만병회춘 등에서 보충해 놓

은 부분도 7군데(萬病回春 6개 丹溪心法 1개 壽
世保元 1개)23)에서 보인다. 예를 들어 「壽世玄書增損

19) 榮衛返魂湯1) : 榮返芍通芷何殼 茴矮歸甘旬酒水 治一切痰飮
爲患專治痰腫又治癰發背流注腫痛毒 一名追風通氣散一名何首
烏散一名通順散 此藥治流注癰疽發背至於救壞病 活死肌 弭患
於未萌之前拔根於 旣愈之後 大能順氣勻血... [醫林]  

20) 榮衛返魂湯 ○ 主一切痰飮爲患專治痰腫又治癰疽發背流注腫
毒赤芍藥木通白芷何首烏枳殼茴香烏藥當歸甘草各一錢右挫作
一貼酒水各半煎服[醫林] ○ 一名追風通氣散一名通順散又名
何首烏散此方宜與十宣散相間用之並加忍冬藤[入門] ○ 凡氣
血逆於肉理令壅結爲癰疽此藥大能順氣勻血自然榮衛通順不生
變證尤合內疽[入門] ○ 虛加炮附子實加大黃痰盛加南星半夏
腫毒堅硬不穿加川芎麻黃葱白全蝎穿山甲流注加獨活流注者氣
血凝滯加獨活則可以動一身血脈血脈旣動豈復有流注乎[入門] 
○ 此藥治流注癰疽發背至於救壞病活死肌弭患於未萌之前拔根
於旣愈之後大能順氣勻血盖氣陽也血陰也只調陽不和陰則氣耗
而凝肌必不活如五香連翹之類是也只和陰不調陽則血旺而氣弱
病必再作如內補十宣之類是也此藥兼之眞神仙妙劑也[醫林]

21)   의학입문·옹저 返魂湯 治血氣逆於肉理 故 令癰結癰疽 
最宜調和榮衛 赤芍 木通 白芷 何首烏 枳殼 小茴 烏藥 當歸 
甘草各2g 水酒各半煎湯 使隨證用之. 但此方 宜與內托十宣散 
相間用之 竝加忍冬藤 最治內癰 但當審氣虛實 或通或補 補則
用附子 通則用大黃 如不明虛實 則此方 亦能通順 可無他變 
惟流注 加獨活 毒重 加穿山甲 全蝎 蟬退 蓮翹 隨證加減.

22) 증보만병회춘 追風通氣散 治癰疽發背腦疽流注腫毒...... 
順氣均血...... 一切痰飮爲患 當歸 何首烏 木通 白芷 小回 烏
藥 枳殼麴炒 甘草 酒水上半煎 (주치 내용은 일치하는 부분
도 있으나 처방내용이 다소 다르다)

23) 回春有 , 回治, 回~ 등의 어구로 시작되는 설명이 있는 처

陽春方總括·寒」五積散의 主治 “治感傷風寒 四肢逆
冷 頭疼身痛 胸腹作痛 嘔泄瀉 或內傷生冷外感風寒 皆
主之 回治婦人經脈不通”에서 만병회춘에서의 主治 
‘婦人經脈不通’을 밝혀놓았는가 하면 「壽世玄書增
損陽春方總括·寒」藿香正氣散은 처방용량을 적어놓고

回春에서 藿香의 용량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24) 「壽
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內傷」香砂養胃湯에는 回春과

寶鑑에서의 처방은 香附子가 있다고 밝혀놓았다.25) 조

선의 의서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의서들이었던 동의보

감, 의학입문, 만병회춘 등이 있는데 「壽世玄書
增損陽春方總括」의 저자 역시 당대 일반적인 흐름대

로 이들 의서를 참고로 하여 의학을 하였음을 알수 있

다.

  3)「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方」

「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方」은 간략하게 단 몇 개의

처방만이 실려있다. 「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方」은

『證脈方藥合編』내에 附로 실려있는 「石隱補遺方」

과 유사하다. 「石隱補遺方」은 정확한 저자나 저술시

기,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별도의 처방집으로

현재에 전해 내려오는 것은 없다. 다만 『방약합편』

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것을 찾아볼수 있다.26) 그런데

「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方」은 방약합편이 처음 간

행되었을때부터 함께 수록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방약합편이 몇차례의 증보를 거치던 중, 1885년27)에

황도연 제자 美隱 현공렴이 活套針線을 옛것에 비해

방은 오적산, 곽향정기산, 육화탕, 향사양위탕, 금불초산, 서
각지황탕 등 6개이며, 丹治~라고 언급된 곳은 축비음 등 1
개이며, 保元에 관한 언급은 향사양위탕 등 1개이다.

24) 藿香正氣散 : 藿望蘇旬芷大苓而厚朮陳 夏吉甘五引 回藿而念
餘旬

25) 香砂養胃湯 : 香養朮而旬縮蒼厚陳苓 八蔲七而蔘香甘五有引 
治飮食不思痞悶不舒此胃寒也 回春保元俱有香附

26) 그런데 방약합편이 처음 간행되었을때부터 석은보유방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몇차례의 증보를 거치는 
중 1885년1)에 황도연 제자 美隱 현공렴이 活套針線을 옛것
에 비해 상세히 덧붙여 重訂版으로 편술해낸 「重訂방약합
편」에서부터 內附 석은보유방이 실려 있었다1). 『壽世玄
書』에서「惠庵心書隨證用藥編」는 처방의 목록만 나열했는
데 방약합편 부록에 있는 석은보유방의 주치와 처방내용을 
상세히 적은 점이 특이하다. 만약에 당시대에 널리 소유하
던 방약합편에 석은보유방이 실려있었다면 「혜암심서수증
용약편」과 마찬가지로 석은보유방도 증후군에 따른 처방명
만 기재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시 김영훈이 가지고 있던 방
약합편에는 석은보유방이 없었고, 석은보유방은 방약합편과
는 별도로 당시 유명한 처방집이었을것이라는 추측이다. 석
은보유방이 방약합편을 지은 황도연이나 황도연 주변 인물
과 관련이 있었거나 혹은 없었다면 당대 아주 유명한 처방
이었으므로 후에 방약합편에 여러번 증보되는 과정에서 방
약합편 뒤에 부록으로 함께 실어서 널리 퍼진 것으로 여겨
진다.

27) 고종 2, 을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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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덧붙여 重訂版으로 「重訂방약합편」을 편술해

냈는데, 여기에서부터 內附 석은보유방이 실려 있었

다28). 

수세현서에서「惠庵心書隨證用藥編」는 처방의 목

록만 나열한 반면, 방약합편 부록에 있는 ｢석은보유

방｣의 주치와 처방내용을 상세히 적은 점도 역시 방
약합편과 ｢석은보유방｣이 별개의 처방집으로 존재했

을 것을 추측케 한다. 만약에 당시대에 널리 소유하던

방약합편에 ｢석은보유방｣이 실려있었다면 「혜암심

서수증용약편」과 마찬가지로 석은보유방도 증후군

에 따른 처방명만 기재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시 김영

훈이 가지고 있던 방약합편에는 석은보유방이 없

었고, 석은보유방은 방약합편과는 별도로 당시 유

명한 처방집이었을것이고 생각해볼수 있다. 석은보유

방이 방약합편을 지은 황도연이나 황도연 주변 인

물과 관련이 있었거나 혹은 없었다면 당대 아주 유명

한 처방이었으므로 후에 방약합편에 여러번 增補되

는 과정에서 방약합편 뒤에 부록으로 함께 실어서

널리 퍼졌을 것이다. 

「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方」의 인용서적은 수세보원

, 의림촬요, 백대의종 등이라고 證脈方藥合編에
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
方」의 流氣飮子, 分氣補心湯은 醫林撮要에서 인용했

음을 확인할수 있고 석은보유방의 潤燥養榮湯은 百
代醫宗을 인용서로 밝히고 있는데 이 모두가 특징적으

로 김석주刊本 증보만병회춘에서 보충된 특징적인

부분29)과 일치한다. 潤燥養榮湯은 증보만병회춘에서

주치와 용량이 모두 일치한 내용이다.  석은보유방
의 저자가 각각의 의서를 모두 보고 인용했을 가능성

도 있으나 局方, 回春, 壽世保元, 醫林撮要 등이 동일

하게 인용된 증보만병회춘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

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 따라서 석은보유방의
저술 시기를 추정해본다면 방약합편 重訂版이 간행되

던 1885년 이전이고, 증보만병회춘이 간행된 1679년

이후로 보인다. 

 석은보유방의 처방들은 久病을 치료하는 방법이

위주이다. 예를 들어 병의 초기에 발한시키는 것이 기

본인 傷寒病에서 주치가 治壞傷寒差後經久精神不守 혹
은 治無頭疼 無惡寒 只發大渴 小便利 大便黑但 口出無
倫語 此 內傷血鬱肝脾之證 使人昏迷沈重錯 인 것과 같

이 오래되고 고착화된 상태를 주치로 하는 경우가 많

다. 「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方」은 여타의 의서와는

28)한의학연구원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에서 멀티미디어 자료로 중정방약합편 내면표지를 열람할 
수 있다. 

29) 김석주 간본 『증보만병회춘』에 수세보원, 백대의종, 의림
촬요, 의학정전, 고금의감 등에서 인용하여 타방요약을 증보
하였다.

다르게 ‘고질화된’상태 위주로 질병을 고찰한 점이

특징적이다. 

 4)「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  
     書」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의 본

문은 두 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증후

군에 따른 처방명만 기재하였으며 후반부는 처방의 명

칭 주치 구성이 서술되어 있다.30)  

전반부의 처방들의 상세설명(주치 약물 구성등)에 대

한 것은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의 여백과 「壽世
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의 후반부에서

상당수 찾아볼수 있거나 혹은 동의보감, 방약합편

의 처방들이다. 청강선생이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
濟生方 及名家方書」을 구성할 때, 의방서를 인용하고

처방의 상세내용을 본 편의 후반부에 기재하면서 그

외의 내용을 추가하여 ‘及名家方書’라고 붙인 것으

로 생각된다.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의 인용

문헌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石鏡 혹은 石鏡
山人이 지은이의 호라고 여겨질뿐이다. 山人은 조선말

기 유학자들이 자신을 지칭하던 표현으로 여겨진다. 

조선의 의사들 중에는 유학을 공부한 유의인 경우가

많았다. 石谷 이규준의 저서 『석산인별록』 본문 가

운데서는 ‘圭晙白’, ‘石山子曰’, ‘石山人’, ‘山
人’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 저자가 이규준이고

스스로 ‘石谷’, ‘石山子’, ‘石山人’등으로 바꾸

어 지칭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31). 정조 조에 활동하던

의사 유이태의 호가 猿鶴山人이었고, 일제시대 한의학

학술잡지 ｢漢方醫藥｣ 27호 卷頭言을 쓸 만큼 학계에서

비중있는 이의 필명이 寶文山人이었으며, 청강 선생도

한의학 학술잡지 「동양의학」에 醫道稽古를 연재하면

서 晴㟠山人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이로 미루어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은 ‘石
鏡’이라는 호를 가진 인물이었을 것이고 조선말기 무

렵에 ‘山人’이라는 호칭을 쓰던 흐름으로 보아 조선

말기 이후의 儒醫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壽世
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안에 청대 의서

『沈氏尊生書』32),『傅靑主女科』에서 인용한 부분이

30) 전반부의 처방들에 해당하는 주치 약물 구성등에 대한 것
은 양춘방의 여백과 석경산인제생방 급명가방서의 후반부에
서 상당수 찾아볼수 있거나 혹은  동의보감, 의종손익의 
처방들이다.

31) 안상우, 『민족의학신문』472「고의서산책 - 209 石山人別
錄」2004.7.9

32) 오은영은 그의 연구「沈金鰲의 『婦科玉尺』에 대한 硏
究」에서 『沈氏尊生書』는 1773년에 초고가 완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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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아 『傅靑主女科』가 저술된 1827년 이

후의 인물이 지은 책이라고 짐작할수 있을뿐이다. 청

강의 생과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처방 내용 중에 의
학입문이 다수 인용된 점으로 볼때 ‘鏡山’이라는

호를 가진 청강의 스승인 徐道淳의 경험방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서도순에 관한 기록은 江都誌 중에서

‘達城人이오 藥峯渻의 后이니 號鏡山이라 醫學이 高
詣하야 救療甚多하고 性行이 介潔하야 不喜與俗浮沈하

니 嘗居花山下하니라’33)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외

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은 동
의보감의 비교적 다용되는 처방 외에도 의학입문
의 처방이 45개로 비중있게 수록되어 있으며, 방약합

편에 인용된 장경악의 처방9종, 제중신편에서 1개 처

방과 그 외 인용의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처방들이

있다.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중

에 生化湯과 煖宮螽斯丸의 경우는 각각 청대 의서인

『傅靑主女科』,『심씨존생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여

겨지는데, 청강의감에서도 역시 거의 유사한 처방명

에 약물구성이 동일한 처방이 있다. 용량은 우리나라

의 실정에 맞게 수정되면서 처방명에서 약간 변화를

준 것으로 여겨진다. 生化湯과 煖宮螽斯丸은 후에 청

강이 임상에서 애용한 처방을 중심으로 엮은 청강의

감에 실릴정도로 활용빈도가 높았다.34) 이와 같은 정

황을 정리해보자면「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
名家方書」은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을 중심을 공

부하였고, 또한 새로 들어온 청대 의학적 성과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활용한 의방서라고

여겨진다. 

  5) 동의보감 

1774년 간행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33) 『續修增補 江都誌 下 ․제18장 人品 제3절 詩壇 武畧,方技 
3.方技-醫術』, 1932 p.277

34) 전청부여과 혹은 심씨존생서, 『壽世玄書』, 청강의감의 처
방의 상세내용을 비교해보자. 먼저 생화탕에 관한 기록을 
비교해보면 『傅靑主女科』; 生化湯 當歸 8錢 川芎3錢 桃仁
14粒去皮 黑薑5分 炙甘草5分 黃酒 童便各半煎, 『壽世玄
書』; 生化湯 歸八芎四乾四桃十甘○酒水相半煎湯, 『晴崗醫
鑑』; 加減生化湯 當歸4錢 川芎去油3錢 桃仁1錢 乾薑炒黑 
炙甘草5分 酒水上半煎이다. 煖宮螽斯丸에 대한 기록은 『婦
科玉尺』 ;煖宮螽斯丸 厚朴 2錢半 吳茱萸 茯笭 白芨 白蘞 
白附子 石菖蒲 肉桂 人蔘 沒藥 1兩半 酒當歸 細辛 乳香 酒
牛膝 7錢半. 蜜丸하야 酒下1,20丸 壬子日修合하니 일명壬子
丸이라, 『壽世玄書』; 煖宮螽斯丸 : 令吳炒膝蘞芨兩細六厚 
歸乳五沒心白菖蔘四 , 『晴崗醫鑑』; 煖宮續嗣丹 : 厚朴 2兩
半 白茯苓 白芨 白蘞 吳茱萸蕩逋 石菖蒲 白附子炮 桂心 人
蔘 沒藥 2兩 乳香 細辛 當歸酒洗 川牛膝酒洗 1兩半 煉蜜丸 
梧子大으로 각각 처방명과 약물 용량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
다. 「傅靑註女科」,「婦科玉尺」는 『中醫婦科名著集成 』
에서 참고로 하였다. 

청강은 평소 ‘이론적 근거는 입문에서 찾고, 方藥의

근거는 동의보감에서 찾으라’고 후학들에게 말하였

는데, 과연 『壽世玄書』의 처방은 기본적으로 『東醫
寶鑑』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壽世玄書』에서

『동의보감』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편

마다의 처방의 출처를 찾아봤을때 동의보감의 인용

빈도가 가장 많으며 또한 접근 방식에서 동의보감
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壽世玄書』의 처방은 「惠庵心書隨證用藥編」,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 「壽世玄書增損石隱補遺
方」, 「壽世玄書增損 石鏡山人濟生方 及名家方書」에

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목차 항목은 동
의보감을 따르고 있다.  동의보감 이후 조선의 의

서들은 동의보감을 목차 항목을 따르고 있는 경우

가 많은데 『壽世玄書』 역시 그러한 흐름 안에 있다. 

다만 목차의 순서에 있어서 精氣神血부터 시작하는 
동의보감과는 달리, 『壽世玄書』는 風寒暑濕燥火內
傷虛勞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제중신편, 방
약합편 등의 목차 순서와 유사한 부분이다. 『壽世玄
書』에서는 질병관에서 내외상 여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외상에 관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壽世玄書』 처방의 인용문헌에서도 동의보감이
가장 빈용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는데, 「惠庵心書隨證
用藥編」의 인용근거라 여겨지는 『방약합편』은 『동

의보감』을 주축으로 하여 『濟衆新編』,『景岳全書』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처방을 긴요하게 엮은 책으로

다수의 부분에서 인용되었다.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
括」에서도 동의보감의 영향력을 가늠해볼수 있다. 

우선, 병증의 세부 분류에서 동의보감 이후의 분류

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風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의학입문에서는 진중풍, 유중풍의 감별을 글의 전반

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풍병을

中腑, 中臟, 中血脈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처방을 자세

히 언급하고 있다.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에서도

동의보감과 이후 조선의 의서들에서와 같이 中腑, 

中臟, 中血脈을 중심으로 中風의 양상을 나누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양춘방」에 수록된

주치들은 상당수가 『동의보감』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축약되어 있다. 조선의 많은 의서들에서

동의보감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가 많지만,「壽世玄
書增損陽春方總括」는 타 의서를 통해 재인용했기 보

다는『동의보감』을 직접 저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방약합편』에서 동의보감의 주치를 약간

변형시킨 경우가 있어도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

는 동의보감과 거의 일치하며, 여러 의서들 중에서

같은 내용의 처방인 경우에 『동의보감』에서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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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양춘방』의 「옹저」에

榮衛返魂湯과35) 같은 내용의 처방명을 『방약합편』에

서는 通順散이라 하고, 『동의보감』에서는 榮衛返魂
湯36)이라 하였다. 『의학입문』에서는 返魂湯이라 하

였는데 용량에서 차이가 있으며 『만병회춘』에서는

追風通氣散이라는 처방이 주치내용 중 일치하는 부분

이 있으나 처방내용이 다소 다르다. 

 동의보감이 이후 조선의서에 미친 영향은 이와 같

이 지대하였는데, 『壽世玄書』의 처방을 통해 그 발

전 양상을 살펴볼수 있었다. 

  6) 증보만병회춘
『수세현서』의 처방들 중에는 『동의보감』 외에

『만병회춘』과 『의학입문』에서 인용된 처방들도 있

다. 앞서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에 대해 살펴보았

고, 여기에서는 만병회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만병회춘은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의문보감, 제중신편, 마과회통, 의종손익, 동
의수세보원 등에 두루 인용되었던 의서로, 조선후기

에 의학입문, 의학정전과 함께 조선에서 가장 많

이 읽히고 영향을 끼친 명대의 의서중의 하나로 꼽힌

다37). 조선후기에 ‘만병회춘’이 약방이름으로 대표

적이었을 정도로 만병회춘은 우리 민중에 깊이 들어

온 의서이다. 『壽世玄書』에서 인용한 처방편은 실제

활용도가 높았던 의방서로 보이는데, 이들에서 만병

회춘의 영향력을 찾아볼수 있다. 『동의보감』에서의

처방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만병회춘』 등 다른 의서

에서 보충한 부분이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에 7

군데(『만병회춘』 6개 『단계심법』 1개 『수세보

원』 1개)38)에서 보인다. 예를 들어 「陽春方·寒」 五

35) 榮衛返魂湯1) : 榮返芍通芷何殼 茴矮歸甘旬酒水 治一切痰飮
爲患專治痰腫又治癰發背流注腫痛毒 一名追風通氣散一名何首
烏散一名通順散 此藥治流注癰疽發背至於救壞病 活死肌 弭患
於未萌之前拔根於 旣愈之後 大能順氣勻血... [醫林]  

36) 榮衛返魂湯 ○ 主一切痰飮爲患專治痰腫又治癰疽發背流注腫
毒赤芍藥木通白芷何首烏枳殼茴香烏藥當歸甘草各一錢右挫作
一貼酒水各半煎服[醫林] ○ 一名追風通氣散一名通順散又名
何首烏散此方宜與十宣散相間用之並加忍冬藤[入門] ○ 凡氣
血逆於肉理令壅結爲癰疽此藥大能順氣勻血自然榮衛通順不生
變證尤合內疽[入門] ○ 虛加炮附子實加大黃痰盛加南星半夏
腫毒堅硬不穿加川芎麻黃葱白全蝎穿山甲流注加獨活流注者氣
血凝滯加獨活則可以動一身血脈血脈旣動豈復有流注乎[入門] 
○ 此藥治流注癰疽發背至於救壞病活死肌弭患於未萌之前拔根
於旣愈之後大能順氣勻血盖氣陽也血陰也只調陽不和陰則氣耗
而凝肌必不活如五香連翹之類是也只和陰不調陽則血旺而氣弱
病必再作如內補十宣之類是也此藥兼之眞神仙妙劑也[醫林]

37)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506호 고의서산책239 만병회춘  
2005.4.1

38) 回春有 , 回治, 回~ 등의 어구로 시작되는 설명이 있는 처
방은 오적산, 곽향정기산, 육화탕, 향사양위탕, 금불초산, 서

積散의 주치 “治感傷風寒四肢逆冷頭疼身痛胸腹作痛嘔
泄瀉或內傷生冷外感風寒皆主之 回治婦人經脈不通”에

서 『만병회춘』에서의 주치 “婦人經脈不通”을 밝혀

놓았는가 하면 「양춘방 寒」藿香正氣散은 처방용량을

적어놓고 回春에서 곽향의 용량이 달라진다고 하였으

며39) 「壽世玄書增損陽春方總括」․內傷」 香砂養胃湯
에는 回春과 寶鑑에서의 처방은 향부자가 있다고 밝혀

놓았다.40) 『壽世玄書』 안에서 ‘회춘’의 언급 빈도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조선의 의서들에서 자주 인용

되는 의서였던 『동의보감』,『만병회춘』을 비교 검

토하며 참고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김두종은 만병

회춘 학파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것처럼 조선에서 
만병회춘을 연구하던 일군의 의사들이 있었을 것이

며, 『壽世玄書』에서도 역시 만병회춘의 영향을 일

정부분 받았다. 

 그런데 「양춘방」에서 언급된 ‘回春’은 명대 공

정현의 『만병회춘』이 아니다. 이를테면 「양춘방

· 暑」 六和湯에서 ‘回春有白朮無香薷’라는 언급이

있는데, 실제 공정현의 『만병회춘』에서 六和湯은 없

으며 조선에서 간행된 증보만병회춘에서는 나와있

다. 『증보만병회춘』은 만병회춘과는 또 다른 의서

로 조선의 의사들이 만병회춘의 내용을 조선의 실정

에 맞게 재편집한 조선의 의서이다.41) 양춘방의 저자

는 증보만병회춘을 참고하여 회춘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양춘

방 虫」에 安蛔理中湯은 약재의 분량에 따라 백출 복

령 인삼 건강 화초 오매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데, 

공정현의 『만병회춘』은 처방명이 安蛔湯으로 인삼

백출 복령 생강 오매 화초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며, 

『증보만병회춘』에서는 理中安蛔湯으로 백출 복령 인

삼 건강 오매 화초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들로

볼때 「양춘방」에서 인용하였던 回春은 공정현이 저

술한 『만병회춘』이 아니라 조선에서 1679년 김석주

간행의 『증보만병회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석은보유방」에서도 『증보만병회춘』과의 관련성

을 찾을수 있다. 「석은보유방」의 처방은 『의학입

문』, 『수세보원』, 『만병회춘』, 『의림촬요』, 『백

대의종』 등에서 인용함을 『증맥방약합편』에서 밝히

고 있다. 예를 들어 「석은보유방」의 流氣飮子, 分氣
補心湯은 『의림촬요』에서 인용했음을 확인할수 있고

각지황탕 등 6개이며, 丹治~라고 언급된 곳은 축비음 등 1
개이며, 保元에 관한 언급은 향사양위탕 등 1개이다.

39) 藿香正氣散 : 藿望蘇旬芷大苓而厚朮陳 夏吉甘五引 回藿而念
餘旬

40) 香砂養胃湯 : 香養朮而旬縮蒼厚陳苓 八蔲七而蔘香甘五有引 
治飮食不思痞悶不舒此胃寒也 回春保元俱有香附

41) 김석주 간본 『증보만병회춘』,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원문검색 서비스 



壽世玄書의 인용문헌 연구

- 79 -

「석은보유방」의 潤燥養榮湯은 『백대의종』을 인용

서로 밝히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김석주간본 『증보만

병회춘』에서 보충된 특징적인 부분42)과 일치한다. 윤

조양영탕은 『증보만병회춘』에서 주치와 용량이 모두

일치한 내용이다. 「석은보유방」의 저자가 『의림촬

요』,『백대의종』를 직접 보고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

으나 『局方』, 『回春』, 『壽世保元』, 『醫林撮要』 

등이 동일하게 인용된 『증보만병회춘』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 

명대 의서 『만병회춘』은 조선에 들어와 『의림촬

요』‘歷代醫學姓氏’, 『동의보감』‘歷代醫方’에서

의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그 내용이 많은 부분 인

용되기도 하였다. 또 東武 李濟馬 역시 『東醫壽世保
元』‘醫源論’에서 의학사에 크나큰 공헌을 남긴 주

역 중의 하나로 공신·공정현 부자를 손꼽을 정도였

다43). 『만병회춘』은 조선에서 증보과정을 거치면서

처방이 증보되고 용량이 변화되면서 『증보만병회춘』

으로 재탄생하여 여러차례 간행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에서 유행하였던 만병회춘은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기 보다는 조선판으로 증보되어 재탄생한 증보만병회

춘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널리 읽히고 활용되었

음을 살펴볼수 있다. 『제중신편』등 조선의 의서에서

밝힌 ‘회춘’은 명대의 『만병회춘』이 아니라 조선

판 『증보만병회춘』임이 양영준의 연구44)에서 밝혀져

있고, 본 연구를 통해 『壽世玄書』에 수록된 처방편

인 「양춘방」과 「석은보유방」에서 『증보만병회

춘』이 임상에서 활용되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두

의방서는 조선의 의서로서 조선중기 이후 『증보만병

회춘』을 애독하던 이들에 의해 저술된 책이고, 이 책

의 저자들과 같이 『만병회춘』을 주요하게 활용하던

의가들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42) 양영준, 조선의서 『증보만병회춘』에 대한 연구, p.29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김석주 간본 『증보만병회춘』에 수세보
원, 백대의종, 의림촬요, 의학정전, 고금의감 등에서 인용하
여 타방요약을 증보하였다. 

43)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명나라때 이르러 이천 공신이 
두루두루 깨달은 것을 조선의 명의인 허준이 집대성하여  
동의보감을 저술하니 의학연구는 또다시 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송원 이후로 명 이전까지의 병증약리는 이천 공
신 허준이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의학부문의 연구업
적을 평가한다면 장중경 주굉 허준의 세사람이 공히 으뜸이 
되며 이천 공신의 두 사람이 그 다음이 될것이다’ 

44) 양영준, 조선의서 『증보만병회춘』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
교 대학원 2007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壽世玄書』의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김영훈은 의학입문학파이다. 김영훈은 한학을 먼저

배워서 유교사상이 기반이 된후 의학을 배운 유의로, 

당시 유의들과 마찬가지로 유학적 수양론과 양생론을

많이 담고 있던 의학입문을 애독하였다. 청강은 우

리나라의 질병이 內傷위주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에 내외상 중심의 의학관을 가졌던 의학입문을 중

시하였다. 『壽世玄書』에서도 진단법, 병기 및 증상에

서 의학입문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무조건

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활

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2. 『壽世玄書』는 조선의 의방서라고 여겨지는 양춘

방, 석은보유방, 석경산인제생방을 수록하였다. 양춘방,  

석은보유방은 약어를 사용하여 시구로 표현되고 있

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독특한 서술형식을 갖는다. 이

들 처방내용은 대체로 동의보감의 범주에서 발전한

형태로, 조선에서 의학의 기준이 동의보감의 세부

목차를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처

방에서 언급하는 ‘회춘’은 모두 조선판 의서인 증
보만병회춘을 인용한 이들이 조선의 의방서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청강선생은 소장 도서 목록에 『壽世玄書』를 ‘미

완’이라고 표현하였다. 훗날 『壽世玄書』를 보완하

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의론에 관해 의
학입문의 정리를 빌려 하나의 일관된 형식으로 정리

한것처럼 처방과 치료법에 관해서 하나의 틀로 꿰어서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壽世玄書』를 통해

의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전달하려는 성격이

전편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강선생이

미완인채로 둔 덕분에 『壽世玄書』에는 조선의 의방

서들이 본래 모습에 가깝게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壽世玄書』를 통해 유실되지 않고 지금에까지 전해

져서 당대 의방서들의 성격 일면을 볼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

『壽世玄書』의 참고의서 고찰을 통해 『壽世玄書』

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개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壽世玄書』의 학술사상을 정리하여 한국의학사에서

『壽世玄書』의 위치를 설정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연

구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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