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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of Oriental Medicines in the San-Cheong Region

Ahn Sang Woo*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s

San-Cheong region is the mountainous region in the southeastern part of Jiri-San where herbs 

with superior quality has been produced and famous doctors in history of Oriental Medicins such 

as Eui-Tae Ryu, Yi-Tae Yu, Cho-Gek Huh, and Cho-Sam Huh has lived. The most famous of 

all is Eui-Tae Ryu, who was a court physician under the reign of Suk-Jong in late 1660s. He 

wrote many classics on Oriental Medicines such as 痲疹編, a professional literature on measles, 實
驗單方, a classic on miscellaneous diseases, 麟西聞見錄 . Also, Cho-Gek Huh, and Cho-Sam Huh 

brothers wrote 晋陽神方, 晋寓神方, and various tales on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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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지역의 전통의학 문헌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청지역은 지리산 동남부권에 위치한 청정산간지

역으로 예로부터 품질 좋은 약초가 생산되었으며, 柳
義泰, 劉以泰, 許楚客, 許楚三 형제와 같은 명의로 이

름을 떨친 인물들이 잇달아 배출되어 끊이지 않고 맥

을 이어왔다. 특히 소설 동의보감에서 허준의 스승으

로 등장하여 자신의 육신을 제자의 의학연구에 공여함

으로써 인구에 회자되었던 류의태는 살신성인의 구도

적 의료인상을 보여줌으로써 영원한 의료인의 사표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특히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에는

류의태가 약을 달이기 위해 사용했다는 약수터(일명

약물통)가 전해지고 있다. 비록 그에 대한 사적은 확

실치 않으나 이러한 산청지역의 의학전통과 역사문화

적 환경은 소설 동의보감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1)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청의 의학 전통을 잇는 대표적 인물로 손꼽을 수

있는 이가 바로 劉爾泰(1652-1715)이다. 유이태는

숙종 년간에 醫藥同參으로 근무하면서 숙종의 어의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품계가 崇祿大夫까지 올

랐다. 그는 40여년의 의학경험을 축적하여 홍역전문의

서인『麻疹篇』과 은 잡병을 치료한 경험치료법을 수

록한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등의 저술을 남겼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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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설 동의보감에서 허준과 류의태의 사제 설정 및 산청이 어
린 시절 허준의 성장배경이 된 것은 노정우의 한국인물열전 
허준편을 참조. 

2) 김남일은 논고「한국의학의 역사와 산청지역의 의학전통」에
서 산청지역 의학전통의 특징으로 儒醫 전통을 손꼽고 유의
란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의학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자를 
일컬으며, 문자지식이 풍부하고 사물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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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지역의 또 하나의 의학전통을 대표하는 이들로

허초객 ․ 초삼 형제를 들 수 있다. 허초객은 지금의 산

청군 단성면 자양리에서 영조 27년(1751) 許存의 아

들로 태어났는데, 본관은 陽川, 본명은 영(郢), 楚客은

字이다. 3살 아래인 동생 鄢(자는 楚三)도 형과 함께

의학에 뜻을 두고 공부하였는데, 형은 약 처방에 능하

고 동생은 침술이 뛰어났다. 초객, 초삼 형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돌보았는데 동생이 먼저 침으로

응급치료를 하고나면 형은 약을 써서 병의 뿌리를 뽑

아내는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晉陽神方』은 許楚客
이 노년 에 남긴 경험방이다.   

  이외에도 산청지역은 진주와 인접해 있는데, 예부

터 진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의학서가 많이 인출

된 고장이다. 『攷事撮要』 八道冊板目錄에 보면 진주

목에서는 神應經, 山居四要, 永類鈐方, 無寃錄, 活人心
方, 銅人圖, 五臟圖 등의 전문의학서가 간행되었던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통 다른 지역이 1-2 가지 종

류의 의방서 판목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유독

진주관아에는 침구, 경혈, 장부, 법의학, 양생, 도인, 

방서, 의학전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종류의 의학문

헌을 인출할 수 있는 판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주변지역의 의료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인접한 산청 지역의

의학전통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우선 산청지역을 대표할 만한 의학인물들

이 남긴 의학저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의 의

학적 특색과 이들이 남긴 의학문헌의 성과에 대해 간

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 대상은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최근에 이르러 비로소 공개된 몇

가지 사본류 의서로 이들 지방의학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학의 특색을 조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1. 麻疹篇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단순한 치료경험이나 전래되어 오
던 비방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였다고 정의했다. 

  劉以泰의 마진치료법을 모아 간행한 전염병 전문의

서로 일명 『劉爾泰麻疹篇』이라고 부른다. 이 책은

마진에 대한 전문 의학서로 오랫동안 필사본으로만 전

해져 오다가 지은이의 후손으로부터 朴周憲에게 전해

진 후 1931년 진주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저자인 猿鶴
山人 劉爾泰는 조선 정조 때의 명의로 알려져 있으나

그에 관한 자세한 사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원작은 1786년(正祖 10, 丙午)에 저술된 것으로 알

려져 있었다.3) 그러나 이는 저자의 생존시기와 일치

하지 않으며, 후손은 이 책 서문의 작성시기가 丙戌
의 오류로 1706년이라 추정하였다. 

  전문은 1책 49장으로 되어 있다. 서문에 의하면

자신이 40여 년 동안 스스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鄕
谷救治之方’으로서 이『마진편』을 썼다고 밝히고 있

다. 한편 발행자 박주헌의 말에 의하면 당시 20여 년

전 저자의 후손이 전본을 전해주어 임상에 사용해 보

니 백발백중하였기에 발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히

고 있으나 그 역시 상세한 내력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 책은 麻疹(홍역)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마진의 치료에 대하여 自家의 경험을 많이 논술

하고 있다. 그의 마진론은 본문 첫머리의 麻疹通論과

治疹大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麻疹通論에서 는

마진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유사

질환증상인 瘢疹, 癮疹 및 痘瘡과의 감별 증상과 병

리기전을 설명해 놓았다. 治疹大略에서는 마진의 대

체적인 치법을 논하고, 이어서 병리기전에 따른 防風
通聖散의 가감용법과 구체적인 치료원칙을 기초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痘疹을 陰病으로 보고 마진을 陽
病으로 보아 마진의 初證에 비록 惡寒이 있다할지라

도 옷을 덥게 입히거나 너무 뜨겁게 하지 말라 하였

고 치료 후에 氣血이 쇠약하더라도 補劑를 함부로 쓰

지 말 것과 치료 중에는 淸肺, 淸熱법을 써야한다고

주장하였다. 

  麻疹豫防에서는 각종 예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소아발병을 막기 위해 ‘豫治胎熱之劑’를 써야만 한다

고 주장하면서 消毒保嬰丹, 太乙神明丹, 三豆飮, 苦練
根湯을 미리 먹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방 약물로 生

3)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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漆, 熊膽, 蚯蚓糞을 이용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初熱三朝에서는 마진의 초기 발열증상, 發斑三朝에서

는 마진발반의 증상, 消斑三朝에서는 반진이 시들어

질 때의 증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로 順險疫에서는 병세의 예후와 길흉판단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通治에서는 升麻葛根湯, 蔥葛
湯, 無價散, 犀角地黃湯 등의 처방을 응용한 통치법을

설명해 놓았다. 또 내용 중에는 山淸縣의 한 寺刹에

서 일어난 마진의 유행과 치료에 얽힌 후일담을 적어

놓아 대개 이 지역에서 무대로 활동하며 경험한 것임

을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선별과

食餌法을 제시한 ‘飮食’조가 있고, 아울러 ‘饌物’에서

는 금기할 음식에 대해서도 조목별로 소상하게 기록

하고 있다. 식이로는 白米粥, 綠豆米飮, 靑梁米飮, 元
糜, 白甘粥, 藿羹 등을 응용하였다. 

  이외에도 傷風, 汗渴飮水, 煩燥, 譫語, 喘嗽, 喉痛
失音, 嘔吐腹痛, 蛔蟲痛, 泄瀉, 痢疾, 失血, 不食, 瘡
毒, 浮腫脹滿, 瘧疾, 眼疾, 內傷, 中風, 孕婦, 麻疹變症 
등 마진병에 나타나는 雜症들에 대해 조목별로 기록

하고 있다. 특히 麻疹變症에는 壬申年에 유행한 疹疫
의 醫案을 수록해 놓았는데, 任瑞鳳의『壬申疹疫方』

(1752)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

로 ‘麻疹方’이라는 조목에 따로 처방만을 모아 수록하

였는데, 消毒保嬰丹으로부터 玄蔘地黃湯까지 총 93首
이다. 각각의 처방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열거하

고 본문 중에 언급된 처방명 아래에 고유번호를 기재

해 놓았기 때문에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4)

  한편 通治와 麻疹辨症을 보면, 壬申年 겨울에 경험

한 病案이 들어 있는데 이 해는 바로 저자 생전의 숙

종 18년 즉, 1692년에 해당한다.5) 따라서 이 책은 李
獻吉의 『麻疹奇方』(1775년), 丁若鏞의 『麻科會通』

(1797) 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마진전문서로 손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활동지역이 경남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인지 당대에 이 책이 널리 알려져 있

4) 고의서산책(187)『劉爾泰麻疹篇 鄕村山谷을 疹疫에서 구할 
방편, 

5) 고의서산책(82)『麻疹編』에서 영조 28년이라 한 것은 유이
태의 생존시기를 오판한 결과로 바로잡음.

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茶山이 『마과회통』을

지으면서 중국과 조선의 마진서를 두루 섭렵하였음에

도불구하고 夢叟의 마진방을 ‘東國疹家之宗’으로극찬

한 반면, 이 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당대에 널

리 읽혀지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유이태의 뛰어난 의술에 관하

여 책에서보다 口碑로 전승되는 설화 속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데, 허준 설화와 함께 名醫譚 중의 대표적인

예화에 속한다. 

주로 영남지방에 전승되어온 유이태 설화는 ‘유이태

탕’, ‘순산비방’ 등이 유명하다. 앞의 것은 유이태가 어

느 곳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담 밑에서 약을 달이

는데, 약탕관을덮은 종이에 ‘유이태탕’이라 쓰여 있었

다.

  까닭을 물은 즉,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면 유의원을

만나야 하는데 그를 찾을 길이 없어 이렇게 해서라도

병을 낫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또 뒤의 얘기는 유이태가 장기를 두고 있는데 고을

吏房의 아내가 난산이라며 和劑를 청했다. 이방의 아

낙은 그것을 먹고 순산을 했는데 거기에는 다만 本官 
사또의 성명이 쓰여있을 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하

도 신기하여 그 연유를 물어보니, 이방은 官衙에 속한

아전이기에 고을 원님이 뱃속에 들어가면 그 자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사례로 난산 중인 한 부인에게 문고리를 달여

먹여 순산하도록 했는데 다른 부인이 이것을 보고 역

시 문고리를 달여 먹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고생이 심

했다. 유이태에게 묻자 아침에는 대문을 열 때라서 순

산했지만 저녁에는 문을 닫을 때인지라 오히려 출산에

방해가 되었다는 설명이었다.6)

  이러한 전래설화가 유이태의 실제 행적이라고 보기

는 어렵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치료방법을 찾아내

는 전통적 사유방식의 예시로 여길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은 類比와 移情變氣를 응용한 민중의 슬기

를 해학적으로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한낱 우스

개 소리로만 넘길 수 없는 얘기라 하겠다.7)

6) 한국구비문학대계 요약.

7) 고의서산책(82)-『麻疹編』설화 속에 살아 있는 名醫, 劉爾
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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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서지를 살펴보면 후대 활자본은 四周單邊/ 9行
18字/ 注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 25.7 x 18.0cm이다.  

<劉爾泰의 麻疹篇>

2. 實驗單方

  이 책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후손의 자

료 제공으로 최근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를 통

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내용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책은 새로 발굴된 자료이

지만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로 허준의 학

맥과 관련해 是非 논란이 있었던 劉以泰이다. 그간 그

에 대한 사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소설 속 허준의

스승 유의태와 혼동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

행이도 몇 해전 후손이 수년간 수집하여 모아둔 자료

더미를 들고 와서 이에 대해 조명해 주기를 간구하였

다. 우선 각종 사료와 집안에 전해온 家乘자료를 꼼꼼

히 모은 정성도 대단하거니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선조의 흔적을 찾아내고 새로운 의학 자료를 수집하여

들고 온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유이태는 劉爾泰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름을 붙여

간행한 『劉爾泰麻疹篇』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그

는 예상과 달리 전문 業醫가 아닌 사대부 출신의 儒醫
로 議藥同參廳 先生案에 오를 정도로 의학에 밝은 인

물이었다. 거창에서 태어났지만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에서 살았기에 호를 新淵堂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산청에 묘소가 남아있다.8) 

8) 최근에 답사한 것에 의하면 산청군 생초면 葛田리 옆 야산에 
위치. 

  산청군 생초면 갈전의 유이태 묘소 전경

墓碣陰記: 通德郞居昌劉公以泰之墓

  그는 어의를 지낸 공로인지 安山군수를 지냈고 종1

품 숭록대부의 품계에 올랐다.9) 그는 자를 伯源이라

하였고, 호를 猿鶴山人, 麟西라고도 하였는데, 전자는

앞서 말한 『유이태마진편』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후자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의 서문에 ‘麟西老夫劉爾
泰識’라는 명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아울

러 우리에게 서명만 전해지던 『麟西聞見錄』도 그가

저술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自序에 밝힌 저술 동기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단

순하고 평범해 보인다. 곧 “평소에 겪은 여러 병을 치

료한 경험과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單方을 훗날 치료할

처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그때그때 적어둔 것을

한권에 모아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문구에서 겸손한 표현 속에 가려진 자부심을 살펴볼

수 있다. “비록 醫家의 全書처럼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으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이다.”

  우선 목록을 먼저 살펴보면, 다른 책과 꼭 같진 않

지만 대체로 외형편의 次序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크

게 달라보이진 않는다. 頭, 痰厥, 大頭瘟, 耳, 眼, 鼻 
등으로 시작하여 蟾酥에 이르기까지 총 163항목에 달

해 표현처럼 그리 소략한 내용이 아니다. 또 끄트머리

에는 種痘, 紅疹, 聰明藥, 土疾, 萬壽丸, 食鹽法 등이

9) 내의원선생안에는 그의 전력이 ‘安山崇祿’으로 밝혀져 있으
나 묘비에는 ‘通德郞’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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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어 있어 그의 관심영역이 단순히 상습적인 질병

치료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채록한 내용도 주로 인가 주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

는 향약재료나 민간단방을 위주로 수록하였지만 半夏
白朮天麻湯이나 防風通聖散, 犀角地黃湯, 瀉胃湯을 비

롯한 전통처방에 독자적인 경험을 가미하여 응용한 다

양한 가감법도 실려 있어 그의 방제운용법이 고도의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훌륭한 점은 기록

의 사실성에 있다. 특히 본문 중에는 岑南單方, 望雲亭
藥, 廣谷神方, 丁酉山藥 등 그와 교유했던 여러 사람들

의 경험방과 단방치료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서문과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말들이 진료현장에서 얻

어진 생생한 경험기록들임을 신빙할 수 있다. 내용 가

운데는 희한한 치료법이 적지 않은데, 眼疾에 약쑥을

짓찧어 안경처럼 눈에 붙여 쓰고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예 中國名醫藥이라고 밝혀놓은 처방도 있어

여기에 담겨진 의학지식이 기존의 의서와 달리 문자지

식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아챌 수 있다.10)  

  본문 가운데 담겨진 재미난 치료법 몇 가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文殊洗頭洗眼法’이라는 특이한 眼
疾豫防 건강법이 들어있다. 의외로 간단해 보이는 방

법으로, 뽕나무를 태운 재를 물에 타 만드는 桑灰水로

눈을 씻는데 정월초구일, 2월7일, 3월9일, …… 이런

식으로 12월29일까지 대략 한달 간격으로 실행한다. 

그런데 이 날짜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1년을 씻으면 어린아이의 눈

(瞳子眼)이 되고 2년을 씻으면 天眼을 얻게 되고 3년

을 씻으면 法眼이 열리게 된다고 하였다.     

  眅目이라는 생소한 병증도 보이는데 여기에는 한글

로 ‘쌈눈’이라는 명칭이 달려있다. 이 병증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眼中白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흰자위를 드러내면

서 눈알이 뒤집히는 증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옛 의서를 읽다보면 이런 종류의 질병증상에 대한

우리식 표현과 새로운 용어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10) 고의서산책(287)『實驗單方』① 口傳說話에서 걸어 나온 실
험의학자, 

많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고유 의학용어에 대한 체계

적인 조사와 연구가 뒤따르지 않은 채 원론적인 용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만이 제기된다거나 사전적인 개

념정의에 따른 통일안만 강요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여기에는 기존의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

이 침법이나 임상에서 실제 적용하던 전통침구법이 적

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大頭瘟에 응용하는

當陽穴은 일종의 기혈이었던 듯, ‘天庭最突處’라는 주

석이 달려있다. 대개 이 당양혈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림촬요』, 『동의보감』, 『인제

지』 등에서는 ‘目瞳子直上入髮際處’라고 표현되고 있

는데 반하여 이 책에서는 경혈 위치를 사뭇 실전적으

로 표기하였음을 볼 수 있다. 

  頷部에는 좀 더 다양하고 의외의 대증치법들이 들

어 있다. 落頷은 脫頷 혹은 失頷이라고도 부르는 증상

으로 頷骨脫臼를 말한다. 이 증상에 대해서 침, 뜸, 처

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맨 먼저 “좌우 귓구멍과

턱뼈 끝의 튀어나온 부분에 각기 1장씩 뜸을 뜨고 난

뒤에 손바닥으로 병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리면 들어간

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하루 동안은 웃고 떠들거나

음식을 씹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달려있는데, 

게다가 “뜸뜰 곳을 상세히 알지 못하거든 의사에게 물

어라”라는 친절한 안내문까지 붙여놓았다. 

  또 이 증상에는 消毒散, 淸陽飮 같은 방제도 수록

되어 있지만, 水母, 梅實, 天南星 같은 약재를 찧어 붙

이기도 하고 아예 시술자가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

하여 환자의 입을 벌리고 손바닥으로 빠진 환자의 턱

을 감싸 안아 밀어 넣는 手技法도 제법 상세하게 기록

되어 있다. 이것 역시 저자가 얼마나 임상에서 실천적

인 경험을 축적해 왔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면이

라 하겠다. 

  흥밋거리 중에 하나로 腎囊部에는 다음과 같은 수

술법이 들어 있다. 곧 원인이 병 때문이던 저절로 그

리 됐던 囊心이 터져 붙지 않은 증상에 먼저 산돼지

털로 꿰매고 나서, 꿰맨 상처 부위에 四黃散을 개어

바르거나 그 위에 다시 고약을 붙여두라 하였다. 또

글로 옮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難治로 여겨졌던 走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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痰에 仁骨을 作末하여 燒存性하는 사용법까지 들어있

어 얼마나 난치질환의 치료에 부심했는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더욱이 이 책 안에는 저자의 실제 임상경험담이 담겨

진 의안이 적지 않게 실려 있다. 예컨대 疝症部에 있

는 40代 남자 곽란증 치험례, 치질부의 一女胎上累月
泄瀉黃門生痔례, 탈홍부의 一人脫肛不入將至死, 脚部의

年四十婦人膝上股自內骨中刺痛, 족부의 一男以髁腫若
一年 등과 같은 의안이 치법, 치방과 함께 항목마다 1, 

2조문씩 섞여 있어 경험방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귀

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들 의안은 怪疾, 손상, 전염성

질환에 한층 집중되어 있어 저자의 관심사가 어느 분

야에 치중했는지를 보여준다.11)

<실험단방>

3. 麟西聞見錄

  그간 이 책은 이름만 전할 뿐 실물이 공개된 바가

없었다. 三木榮은 자신의 저술 『조선의서지』에서 자

신이 소장하고 있는 2책의 사본을 소개한 바 있었지만

麟西라는 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방으로 194조의

11) 고의서산책(288)『實驗單方』② 갖가지 신기한 鄕藥 治驗
錄, 

병증례를 소개하고 있다고만 짤막하게 언급하였을 뿐

이다.12) 그러나 이것은 신연당新淵堂 유이태의 또 다

른 호가 麟西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이태의 의약경

험이 담겨진 경험의학서로 정리되었다.  

  저술시기에 있어서 三木榮과 李盛雨등은 모두 이

책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대략 순조대의 것으로 생각

된다고 추정하였다. 아울러 三木榮은 “일반적으로 유

포되고 경험방 또는 문견방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들

중에는 단순히 비망기와 같은 것들이 많지만 이 책은

이러한 경험방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것에 속한다”고

하였다. 

  傳本에 있어서는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일본 武田 
杏雨書屋에 있는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소장본은 아마도 三木榮의 舊藏
書로 여겨진다. 한편 이번에 산청한방 약초축제에 즈

음하여 공개된 국내 소장본은 사본 1책으로 되어 있으

며, 서문이 붙어 있는 정서본이어서 매우 연구 가치가

큰 것으로 여져진다.13) 

<인서문견록 표지: 三木榮 舊藏本>

<인서문견록 : 박병숙소장본>

12)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증보
판, p.142

13) 남원시 세화당한의원 대표 박병숙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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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공개된 이 책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 사람의 한평생을 바라보건대 병이 없는 자가

드물다. 그렇지만 병든 자로 하여금 능히 자기의 병을

調治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준다면 반드시 몸을 훼상

하는데 이르지 않아도 될 것이니 가히 조심하지 않으

랴. 내가 평소에 경험한 여러 가지 잡병 치료법과 여

기저기서 얻어 들은 단방을 한 책에 수록하여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고자 했으니 구료하는 방도가 비록

醫門의 全書와 같이 상세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날마다

쓰는 데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을 것이다. 己丑년

(1709)14) 가을(음8월) 獜西老夫가 쓰다.15) 

<인서문견록 서문: 삼목영 구장본> 

4. 晋陽神方

  산청의 형제 명의 허초객, 허초삼 형제가 남긴 의

방서로 지역의학의 특색이 담겨 있다. 저술시기는 대

략 1815년경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서지목록에는 나타

나 있지 않은 책이지만 영남일원에 명성을 떨친 조선

후기 지방 명의 許楚客의 노년경험방으로 경남 일원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저자는 지금의 산청군 단성면 자

양리에서 영조 27년(1751) 許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관은 陽川, 본명은 郢, 楚客은 字이다. 自序의 간기

가 ‘乙亥二月日金湖散人楚客識’로 되어 있는데앞의 출

14) 원문의 屠維는 己, 赤奮若은 丑, 저자 생존시의 기축년은 
1709년으로 숙종35년에 해당함.  

15) “余觀夫人之一生, 無病者盖鮮矣. 然夫使病者, 能知其調治之
方, 則必不知(至)損傷之患, 可不愼歟. 余以平日之雜病所經驗, 
所得聞知(之)單方, 隨錄於一冊, 以備後來, 救療之方, 雖非醫
門全書之詳, 亦有補於人生日用之萬一云爾. 屠維赤奮若仲秋之
月獜[西]老夫書.”(獜西聞見錄目) 

생년으로 미루어보면 그의 나이 65세 무렵인 1815년

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살 아래인 동생 鄢도 형과

함께 의학에 뜻을 두고 공부하였는데, 형은 약처방에

능하고 동생은 침술이 뛰어났다. 초객, 초삼 형제는 전

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돌보았는데 동생이 먼저 침

으로 응급치료를 하고나면 형인 약을 써서 병의 뿌리

를 뽑아내는 역할을 나누어 했다한다. 이것은 전국 오

지를 찾아다니며 병자를 치료하는 이른바 走方醫로 방

문진료를 전문으로 행각하는 영업의원이라 할 수 있

다. 

  이들의 명성을 전해주는 일화 중에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금강산 방면을 향해 발길을 잡던 어느 날 두

형제는 날이 저물어 산골짜기 외딴 집에 하룻밤을 묵

게 되었다. 그 집 안마당에는 약탕관에 약을 달이고

있었는데, 약봉지에 ‘초객탕’이라고 써 있었다. 자신의

이름자가 붙은 화제에 의아해 하며 집주인에게 그 연

유를 물으니, 주인은 궁색한 표정으로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었다. 사연인즉 그 집의 과년한 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수소문 끝에 어느 의원으로부터 경상도 진주 땅의 초

객･초삼 형제를 찾아가보라는 말을 들었으나 병세가

깊은 딸을 데리고 천리길을 나설 엄두가 나질 않았다. 

주인은 할 수 없어 행여 신통한 의원의 이름자라도 적

어 신통력을 빌려볼 까하는 요량으로 초객탕이라 써

붙였다고 했다. 천우신조라 할까 초객의 약을 먹여

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위의 이야기는 산청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에 의거

한 것으로 후손집안에 구전된 일화로 여겨진다. 한 가

지 지적할 문제점은 저술시기에 관해 1780년으로 보

고 있으며, 후손이 가보로 소장하고 있다는 사본의 겉

표지에 기록된 ‘壬寅六月日修補’라는 明文을 토대로

1782년(壬寅)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여긴 점

이다. 하지만 앞의 출생시기가 정확하다면 서른이 채

안된 약관의 두 형제가 경험방을 썼다고 보기에는 무

리가 따르며, 壬寅年은 책이 헐어 표지를 改裝한 후대

의 어느 해(1842, 1902)를 의미할 뿐이다.   

  여러 가지 이종 사본이 전해지나 병증 위주의 목차

배열은 동일하며, 비교적 체제가 완비된 淨寫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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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中風, 類中, 傷寒, 中寒, 瘟疫으로부터 小便, 大便, 

眼, 蟲까지 90여 주제별로 나뉘어 있다. 본문은 대략

병증설명 없이 주제별로 처방과 치법만 나열되어 있어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용법과 약재

를 달리한 自作新方과 다양한 가감법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치가 크다. 더구나 조선 후기 ｢동의보감｣ 
일변도의 용약법에서 벗어나 경향 각지를 발로 누비면

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치법을 구사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하겠다. 

  많은 처방 중 草窓白朮散, 濟生蘇子湯, 澹寮五淋散, 

寶鑑石膏湯, 醫壘元戎湯 등에서 그가 적지 않은 서적

을 참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婦人虛勞에 쓰는

大烏鷄丸. 小烏鷄丸은 烏骨鷄肉을 넣어 만든 특제비방

으로 부인병에 통용방으로 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諸傷에는 腹部 切傷에 鍼縷를 사용한 縫合法과 수

술후 처치에 관해 실려 있으며, 桑白皮나 生白麻로 만

드는 縫合絲도 소개되어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骨折, 脫臼에도 用手整頓法이 수록되어 있고

코나 귀의 접합법도 있어 매우 흥미롭다. 다만 직접

치료한 실감나는 경험의안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아쉬

움이 남지만 각종 損傷과 解毒에 사용한 다양한 치료

법과 단방을 보면 오랜 경험치료법이 녹아든 것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16) 

  ‘진양신방’이라는 서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저자가 산청을 중심으로 진주일원을 무대로 활

동하였기 때문에 진주의 고지명인 진양을 서명으로 삼

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에 의하면 “여러 방서에서 가

려 뽑고 몇 년을 읽고 나니 ....... 노경에 이르러 숙련

된 지 오랜 지라. 여러 가지 많은 경험방과 보고 들은

치방이 있는 까닭에 이미 경험한 방제를 모두 모아 1

책으로 묶어 엮어내니 ‘진주신방’이라 이름 붙였다.17)  

 

  현재 전해지고 있는 진양신방은 여러 가지 종류로

간본은 없으며, 대개 민간에서 여러 차례 옮겨 적은

필사본들로 대부분 1책으로 묶여져 있다.18)  

16) 고의서산책(189)『晉陽神方 산골처녀 목숨구한 楚客湯의 
명성 

17) “是以摭取諸方, 讀之數年, ...... 至於老境則鍊熟久矣. 頗多經
驗之方, 又有見聞之力, ...... 故集我以往經驗之劑, 草成一冊, 
名之曰晉州神方.”

<사본 진양신방의 겉모습과 본문> 

5. 晋寓神方

  진양신방의 모태가 되는 책으로 권두현씨의 家傳秘
本을 기증한 것으로 진우신방의 이종사본으로 여겨진

다. 이 책은 산청한의학박물관의 개관에 즈음하여 이

지역에서 누대로 의업에 종사했던 독지가의 기증으로

인하여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던 조선 후기 지방 명의

의 경험방서이다. 겉표지 다음의 내지에는 ‘著作者 山
淸郡紫陽里 許醫’라고 되어 있고 書寫人은 ‘晋州郡二班
城□□…… 權□□’라고 써 있다. 앞쪽의 상당 부분이

다소 손괴되어 있고 겉표지는 『書傳』의 표지를 접어

서 재활용한 것으로 소장자가 다시 改裝한 것이어서

겉모습에서도 風霜의 세월을 느낄 수 있다. 

  본문의 수록내용을 목록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養性

18) 이 책의 사본은 다수 현존하고 있으며, 후손 집안과 한국한
의학연구원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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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年과 養老가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어 저자가 얼마

큼 예방과 건강장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이어

精, 氣, 神, 血夢, 聲音 등 『동의보감』 내경편의 차

서에 따라 병증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소변, 대변 다음

으로는 頭面眼耳로부터 前陰, 後陰에 이르기까지 외형

편의 병증항목이 잇달아 연재되어 있고 이후에는 吐汗
下와 運氣로 시작하는 잡병편의 병증항목들이 뒤를 이

어 게재되어 있다. 또 風寒暑濕燥火로 이어지는 외감

병과 내상, 허로, 곽란, 구토, 해수 등 각종 잡병질환

이 수재되어 있다. 이어 잡병질환은 여러 가지 외과질

환과 종창, 창상을 비롯하여 해독, 구급, 잡방까지 이

어 지고 뒤이어 부인, 소아, 마진까지 차례대로 수록되

어 있다. 

  이로보아 이 책에는『동의보감』의 편제 중 거의

모든 항목이 수재되어 있다. 이와 비교되는 책으로

『晉陽神方』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풍으로부터 소변, 

대변, 안, 충에 이르기까지 잡병, 내상, 외감, 외형편의

질환들이 뒤섞여 혼재되어 있고 분류도 상당히 다르

다. 또 수록범위나 분량에 있어서는 120板에 이르는

이 책의 내용이『진양신방』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방

대하다. 다만 동일 병증항목에서의 수록 방제는 대동

소이한 것으로 보아, 두 책 사이에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許 楚客 郢(영)

이 지은『진양신방』의 모본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앞서언급한 ‘著作者 山淸郡紫陽里 許醫’라는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작자인 허모 의원의 활동지가 ‘山淸郡
紫陽里’로 허초객의 근거지와 일치하고 두 책에 수록

된 방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침구편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질병 탕증에도 침구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는 점이다. 이것은 원작자가 거의 침구치료를 쓰지 않

았거나 별도의 침구서를 집필한 탓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지은이이 치료방식에 연유한다. 일

찍이 산청 땅에는 楚客과 楚三이라는 형제 명의가 살

았는데, 형인 초객은 약방으로 병을 치료했고 동생인

초삼은 침을 즐겨했다고 전해진다. 이 구전되는 내용

으로 보자면 이 책에 침구법이 수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충 수긍할 수 있다. 

  이 방서에는 각 병증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이론과 방론을 싣지 않았으며, 다만 처방 항목

중에 변방이나 가감방이 소개된 경우, 원출전과 비교

하여 특이점을 별도로 권점을 치고 구분하여 해설하였

다. 예컨대 풍문의 防風通聖散의 경우, 활석 2돈4푼

감초 1돈 방풍, 당귀, 천궁, 백작, 연교, 박하, 마황, 대

황, 망초 각4푼 석고, 길경, 황금 각8푼 백출, 치자, 형

개 각3푼 강3 煎服이라한 처방을 소개하였다. 이어 醫
鑑에 활석 1돈7푼 감초 1돈2푼 석고, 황금, 길경 각7

푼 방풍, 당귀, 천궁, 적작약, 대황, 마황, 박하, 연교, 

망초 각4푼반, 형개, 백출, 치자 각3푼반 강5라 하여

‘醫鑑’(동의보감)의 처방과 바뀐 내용을 상세하게 대조

해 놓았다. 바꿔 말해『동의보감』 수록처방의 가감변

용방을 제시하고 원방의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동의보

감』의 편제에 따라 각 병증항목을 분류 설정하고 해

당 방제만을 제시한 다음 달라진 내용을 비교해 놓았

다. 하지만『동의보감』에 수록된 병증약론과 침구법, 

도인법 등은 전혀 수록하지 않았다. 또 서로 다른 방

제라 할지라도 연계성이 있는 것은 주처방 아래 삼각

표시를 두고 이어서 수록함으로써 두 가지 방제간의

비교점을 찾아보기 쉽게 배치하였다.19)  

  이들 산청의 형제 명의 초객, 초삼 또한 갖가지 구

전되어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두 사람은 지금의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에서 허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인 許郢은 1751년(영조27)에 태어났고 동생인 許鄢
은 3년 뒤인 1754년에 태어났다고 한다. 두 형제는

어려서부터 나란히 앉아 공부하기를 즐겨했는데, 의술

을 익힌 뒤로 그 명성이 자못 온 나라에 퍼졌다. 하지

만 성격이 느긋한 초객은 약제로 치료하기를 즐겨했고

동생인 초삼은 기질이 활달해서 약보다는 침술에 능했

다.  

  이들 형제는 전국을 떠돌면서 병자를 돌보았는데, 

초삼이 먼저 침으로 응급처치를 하고나면 초객은 약을

19) 고의서산책(331)『晉寓神方』① 『東醫寶鑑』의 무대, 山淸
의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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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병의 뿌리를 뽑아 치료하곤 하였다. 그들이 젊었

던 때의 일화 한토막이다. 초객은 동생과 의술을 토론

하면서 가끔 침술의 효과를 가볍게 여기곤 하였다. 초

삼은 내심 이러한 형의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아우된 도리에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형에게 침의 위력을 보여주리라 벼르고 지냈

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다가 부잣

집 평상에 어린아이가 배를 드러내놓고 낮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초객이 집안으로 들어간 뒤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던 초삼이 허리춤의 침통을 꺼내 아이의

배에 침을 찔러 넣어 혼수가 되었다. 얼마 후 삼대 독

자인 아들이 죽었다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아이

의 아버지는 초객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하였

다. 그러나 아무리 명의라지만 갑자기 죽은 아이를 보

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초객은 파랗게 굳어버

린 아이를 진맥해 보고 더욱 참담해 했다. 간에 鐵毒
이 들었는데, 당장 시골에서 처방할 약재가 없어 난감

해 했던 것이다. 

  이때 가만이 지켜보던 초삼이 급한 병증에는 침이

효과가 크다면서 치료를 자청하고 나섰다. 경황 중에

다른 방법이 없던 아이의 가족들은 초삼을 붙들고 아

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초삼은 짐짓 아이의 온

몸을 여기저기 주무르는 척하다가 침통을 꺼내들고 아

까 건들어 놓은 곳에 침을 질러 넣었다. 그러자 마치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날 형제는 그 집안에

서 아들을 살려낸 고마움에 대한 융숭한 대접을 받았

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초객은 대단치 않게 여겼던

동생의 침술 솜씨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리하여 1780년에 초객이 지은『진양신방』에는

침구편이 곁들여져 있으며, 대대로 후손에게 가보로

전해지고 있다고 산청문화원의 자료에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현전 『진양신방』의 다른 사본에는 침구편이

보이지 않으며, 이 책 『진우신방』에도 역시 침구편

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원문 주석 여기저기에서

‘舊本’이란표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진양

신방』과 같은 모본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된 이종 사

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는 많은 상용방제들에 대해 약재를 가

감하여 변방을 만들어 수록하고 있는데, 예컨대 氣門
의 沈香降氣湯, 夢門의 加味溫膽湯, 痰飮門의 加味二陳
湯, 五飮湯, 胞門의 千金調經湯, 淸熱調血湯, 蟲門의

烏梅丸, 大便門의 實腸散 등이다. 대략 이들 방제의 기

준이 되는 방서는 醫鑑(동의보감), 入門(의학입문) 등

이다. 또 이 책의 전반적인 수록내용도 역시 『동의보

감』을 기본으로 가감활용한 변용방이 근간을 이루어

이들 허씨 형제의 의술행적과 어우러져 산청지역 한의

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20)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 현전본은 필사본 1책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진양신방 이사본 가운데 가장 오

래된 판본으로 보이며, 다른 이사본에 비해 담겨진 내

용이 충실한 선본이라 할 수 있다.21)  

<진우신방 본문>

고   찰

  산청은 지리산 동남부권에 위치한 산간지역으로 품

질 좋은 약초가 생산되었으며, 류의태, 유이태, 허초객, 

20) ＜고의서산책/332＞ -『晉寓神方』② 전설의 형제 명의 楚
客, 楚三 

21) 이 책의 판심부 하단에는 일일이 장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119판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正誤記가 적혀 있다. “제65
판과 제67판의 사이에 마땅히 66판이 있어야하나 번호를 매
길 때에 잘못 적어 빠트렸다.” 앞표지 이면에는 ‘면허제643
호’라 쓴 필기가 있고 내면지 저작자와 서사인 기록 위에는 
타원형 고무인이 찍혀 있는데, [溫山市場/壽新軒藥房/主權義
轍]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로보아 이 필사본의 주인
은 의생 권모로 여겨진다.



韓國醫史學會誌 第21卷 第1號

- 11 -

허초삼 형제와 같은 명의로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 전

통의학의 맥을 이어왔다. 산청의 의학 전통을 잇는 대

표적 인물로 손꼽을 수 있는 이들은 각기 훌륭한 저술

을 남겼는데, 숙종 년간에 醫藥同參으로 근무하면서

어의로 활약한 유이태는 전형적인 유의로서 40여년의

의학경험을 축적하여 홍역전문의서인『마진편』을 남

겼으며, 잡병을 치료한 경험치료법을 수록한 『실험단

방』, 『인서문견록』 등의 저술을 남겼다.  

  산청지역의 또 하나의 의학전통을 대표하는 허초객

․ 초삼 형제 명의는 숱한 의약설화를 남긴 주인공으로

노년에 이르러 『진양신방』을 남겨 후세에 자신이 경

험한 의술을 전하였다. 『진우신방』은 허초객이 지은

『진양신방』과 동일 모본으로부터 나온 이종사본으로

추정되는 경험의학서로 이들은 조선 후기 지방의학의

특색을 보유한 매우 가치 있는 의학자료로 사료된다. 

이들 의학문헌에 수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동의보

감』을 근간으로 가감활용한 변용방이 주류를 이루어

이들 허씨 형제의 의술행적과 어우러져 산청지역 한의

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또 이 지역에는 허준의 의학스승이었다는 柳義泰와

청나라 고종황제의 두창을 치료해 중국 땅에 조선의학

의 위상을 드높인 劉爾泰 등 전설적인 명의 설화가 많

아 소설『동의보감』의 무대가 되는 등 전통적인 의학

문화의 토양을 이루고 있어 향후 전통시대 지방의학의

면모를 살펴보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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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許宣文 玄 元 正 載 純 利
涉 京☞

☜ 京 遂 珙 冠 伯 絅 錦 愭☞

  ☜ 愭  扉 蘅 瑊 礎 潛 僩 穉
積

(1610-1680) 字 汝

車, 號默齋·休翁. 경

상도관찰사, 영의정.

稹☞

☜ 稹 堣 鑰 存 隲
(1721-1781),字惺翁,號

橘園,好學,工於書,有遺

稿, 配晉州河氏.墓河東

(1741-1781)配咸安趙

氏, 墓晉州水谷

郢 浩
(1751-18120)字

楚客, 號文圃,配昌

寧成垕女,二配河東

鄭氏,墓晉州水谷

(1778-1815)字養

吾,配鶴城金氏,二配

全州崔氏,墓山淸丹

城

鄢 濟
(1754-1809)字楚

三,初諱隱,號湖隱,柿

塢, 精於醫藥之書

人稱華佗扁鵲云,著

晉陽神方,配咸安朴

氏,墓柄谷

(1787-1857)初諱

㒓,字海之,號江齋,

竹坡, 深於易學,

配載寧李氏

郁
(1775-1819),字文

哉,配全州李氏,墓丹

城

부록 : 허초객, 허초삼의 가계도22)

22) 陽川許氏寒泉公派世譜(1990)에 의거, 한국한의학연구원 이
선아 박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