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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f the Details in Impartation and Preservation of 治腫指南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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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te its importance as concrete proof of the distinctive charcteristics of 治腫術 and 

acupuncuture of Korea, 치종지남 was not only seldom mentioned, it was impossible to obtain. 

Fortunately, through KIOM's translation projects, its entity was revealed. A 경도대 collection 

version including traces of  丹波元簡`s 識語, and a Chinese hand-copied version, whose 

existence was unknown before, could also be adapted to research. Through this research, the 

details of the impartation and preservation process of 治腫指南 and the fact that both the Univ. 

Waseda collection version and the Chinese hand-copied version both originate from the Chosun 

original could be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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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治腫指南』은 조선 중종 때 침의로 활약한 任彦
國의 외과치료술을 담고 있는 책이다. 三木榮이 그의

『朝鮮醫學史』에서 任彦國의 治腫術에 대하여 明 薛
己의 『外科樞要』나 陳實功의 『外科正宗』과는 비교

도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였다고 언급한 이래1), 임언

국의 치종술에 관하여는 『치종비방』을 중심으로 그

의 치종술에 대해 의사학적인 검토가 다소 포괄적으로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한국한의학연구원 
042-868-9443
E-mail : answer@kiom.re.kr

1) 三木榮, 『朝鮮醫學史』, 자가출판, 1962. p388.

이루어졌다.2) 특히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언국

의 생애, 고향, 활동시기, 활약상 등 살필 수 있는 많

은 부분이 꽤 정확한 고증절차를 밟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3) 최근에는 『치종비방』의 독자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이 책의 저본이 되었던 ‘遺方’이 애초에

임금에게 읽히기 위해 씌어졌던 글임이 밝혀졌다. 또

한 『치종비방』에 보이는 한국식 한자들이나 민간에

2)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治瘇方』을 중심으
로」, 『장서각』제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서지연, 『任彦國의 治腫醫學 硏究』,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8.

방성혜, 『外治法의 현대적 응용을 위한 고대 외과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8.

3) 서지연의 상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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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쉬이 구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제시하여 이 책이 몹

시 한국적인 모습을 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배태된 의학이 우리나라의 중앙

에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終局에는 중국의 의학에까

지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짐으로써 우리나라 민간의학

의 가능성을 보여준 특이한 사례임이 입증되었다.4)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임언국의 의학에 대해

서는 많은 부분이 補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치종비방』의 서문을 썼던 安瑋
(1491~1563)가 언급했듯이 “다만 종기를 치료하는

데에 그치지는 않았다”5)는 임언국이 남긴 의학 전반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접근이 상당부

분 제한이 있었던 『治腫指南』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치밀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종지남』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부터 밝

히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치

종지남』 연구 및 임언국 의학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우선 『치종지남』의 여러 판본을

통해 이 책의 傳存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Ⅱ. 본론

1. 와세다 대학 소장본 ‘朝鮮槧本’ 『치종

지남』

작년과 올해는 『치종지남』 판본 발굴에 있어 뚜

렷한 성과를 거둔 해였다. 그간 존재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中國醫學科學院․中國協和醫科大學 圖書
館’ 소장본(이하 중국 소장본)6)이 발굴되었을 뿐 아니

4) 박상영, 안상우, 「『治腫秘方』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제14권 1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4, 30. 
p.1~8.

5) 임언국, 『治腫秘方』「治腫秘方序」“任君彥國, 世居井邑, 天
性至孝. 其母患腫, 百藥無效, 幸於靈隱寺遇一老髡, 傳受針法, 
以治母病. 其後, 自得其妙, 遇病輒施, 莫不立效, 不止治腫而
已.”

6) ‘中國醫學科學院․中國協和醫科大學 圖書館’ 소장본에 대하여
는 아래의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안상우, 김남일, 차웅석, 오준호, 『해외에서 찾은 우리 옛 의학
책』,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 81~88.

라, 三木榮과 金斗鐘이 연구의 저본으로 삼았던 京都
大 소장본7)이 입수되었으며 최근에는 京都大 소장본

의 필사저본이었던 와세다 대학 소장본인 ‘朝鮮槧本’마

저 입수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와세다 대학 소장본의

서지사항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出版事項 : [出版年不明]　 [出版者不明],　 [出版地不
明] 

形態:1冊 :　32cm 

卷1의 版心書名 : 治腫圖
墨書가 기입되어 있음

朝鮮装
印記 : 養安院蔵書, 養安, 森氏開萬冊府之記, 岡氏舊

蔵, 醫直, 字義夫.

曲直瀬正琳, 森立之, 岡了允, 岡義夫旧蔵.

(http://www.wul.waseda.ac.jp/kotenseki/)

『치종지남』은 三木榮도 그 존재마저 모르고 있다

가 山鹿誠之助에게서 듣고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

고 한다. 그리고 조선참본은 연구의 저본으로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는 열람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

였던 것 같다. 三木榮과 金斗鐘이 연구의 저본으로 활

용했던 경도대 소장본에는 그 말미에 필사자인 丹波元
簡이 남긴 識語가 있어서 조선참본에 대한 추측이 가

능하였었다. 다음은 그 지어이다.

右『治腫指南』二卷, 養安院越公藏朝鮮槧本. 云是

文祿中所俘來, 最絶世之異編也. 公家又有朝鮮任彦國

所著『治腫秘方』一卷, 今此書不錄撰者姓名, 而攷諸

『秘方』, 知亦成任氏之手焉. 彦國, 嘉靖間人, 授鍼

法一老髡, 尤長於治腫, 蓋與尋常針醫之術, 大不同矣.

天明乙巳夏, 見之懷仙閣上, 遂借歸而影鈔, 以藏弆于
家云. 是歲十月之望, 丹波元簡識.

이상 『治腫指南』 2권은 養安院 越公 소장 朝鮮

槧本이다. 이것은 文祿 연간에 빼앗아온 것으로, 세

상에서 가장 빼어난 기이한 책이다. 越公의 집안에

는 또 조선사람 任彦國이 지은 『治腫秘方』 1권이

있다. 지금 이 책에는 찬자의 성명을 기록해두지 않

았으나 『治腫秘方』을 살펴보건대 이것 역시 임언

7) 京都大 소장본에 대하여는 아래의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昭和8, 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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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임언국은 嘉

靖 연간 사람으로, 어떤 늙은 중에게서 침법을 전수

받았는데 특히 종기 치료에 탁월하였다 하니 아마

도 보통의 針醫의 기술과는 크게 달랐던 것 같다.

天明 乙巳年(1785) 여름 懷仙閣 위에서 이 책을 보

고서는 마침내 빌려보고 돌려주면서 베껴두고 집안

에 비장해 두었다. 이해 10월 보름날에 丹波元簡은

적는다.

識語에 보이는 養安院 越公은 養安院 5대 越智雲夢
(曲直瀬雲夢)을 가리킨다.8) 그의 5대조는 豊臣家와

德川家의 侍醫였던 名醫 曲直瀬正琳이다. ‘養安院’은

曲直瀬正琳이 慶長 5년(1600)에 後陽成天皇의 병환에

부름을 받았을 때 진상한 약이 효과가 매우 좋아 하사

받은 號인 것이다. 그는 이보다 앞선 文祿 4년(1595) 

岡山의 戰国 大名였던 宇喜多秀家의 아내가 奇病에 걸

린 것을 치료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답례로 朝鮮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책 수백 권을 하사받았다고 한다.9) 

『치종지남』은 아마도 이때 養安院에게 들어간 것으

로 보이며, 이로부터 약 200년 후 丹波元簡이 鈔할 때

까지 그 집안에 비장되었던 듯하다. 이 이후의 이동경

로에 대해서는 印記를 보고 판별하는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림1 -『치종지남』첫 장]

8) 三木榮의 상게서, p.80.

9) 富士川游 저, 박경․이상권 역, 『日本醫學士』, 법인문화사, 
2006, p.326.

[그림 2 -『치종지남』마지막 장]

[그림3- 印記]

그림 2에 보이는 印記는 각각 ‘養安院蔵書’, ‘養安’, 

‘森氏開萬冊府之記’, ‘岡氏舊蔵’이며, 그림 3에 보이는

인기는 각각 ‘醫直’, ‘字義夫’이다. 우리는 이로써 養安
院에 있던 이 판본이 江戸末期 즉, 文政 연간에 왕성

한 활동을 보였던 고증학자 森立之의 손에 넘어갔다

가, 다시 『小兒戒草』를 저술하였으며 兒科專門으로

幕府醫官이 되었던 岡了允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三木榮이나 金斗鐘이 당시 소재파악

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당시 岡氏 집안에 비장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2. 제 판본의 문제

경도대 소장본은 조선참본을 필사하며 무척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도처에서 포착된다. 조선참본에 나오

는 한글을 제대로 精書했음은 물론, 그림도 조선참본

과 아주 유사하게 그려놓았다. 반면, 중국 소장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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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한글이 제대로 필사되지 못하였으며 필사오류가

상당히 발견되고 또한 그림에서의 인물도 훨씬 중국적

인 모습으로 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도대 소장본에

서는 밀가루를 의미하는 한국식 한자인 眞末에 대해

‘小麥粉也’라고 墨書를 기입하고 있으나 중국 소장본에

서는 ‘疑盡’(의심컨대 眞末의 眞자는 盡자인 듯하다)라

고 頭註를 달고 있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치종지

남』 필사자 혹은 연구자들이 한국식 한자나 한글을

접한 당혹감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중국 소장본 뿐 아니라 심혈을 기울인 필사를 했다

고 보이는 경도대 소장본에도 필사가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데, 이로써 우리는 필사 당시의 조선참

본의 상태 일부를 유추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소장

본이 어떻게 필사되었는지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의 첫부분은 ‘竹筒附法’의 내용이 시작하는

부분이다. 앞부분은 문장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훼손

되어 있으나 표점을 끊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울

러 경도대 소장본과 중국 소장본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는 빠진 글자 수만큼 채웠으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조선참본의 闕字 부분에 번호를 부기하였다)

⌧⌧⌧, ⌧置上下①⌧⌧內, 不絶下節, 絶其上節,

使之通窺. 長②⌧⌧寸, 廣適其瘡口. 納銚③⌧, 用文

武火湯沸三四次, 乘熱取出, 將通④⌧, 暫沈冷拂洒,

卽附之瘡口, 乃引毒氣甚捷. 若丹知難附處, 尤佳.<조

선참본>

用新竹, 先置上下⌧節內, 不絶下節, 絶其上節, 使

之通窺. 長寸, 廣適其瘡口. 納銚器, 用文武大湯沸三

四次, 乘熱取出, 將通, 暫沈冷拂洒, 卽附之瘡口, 乃引

毒氣甚捷. 若丹知難附處, 尤佳.<경도대 소장본>

用新竹, 先置上下⌧⌧內, 不絶下節, 絶其上節, 使

之通窺. 長⌧⌧寸, 廣適其瘡口. 納銚⌧, 用文武火湯

沸三四次, 乘熱取出, 將通, 暫沈冷拂洒, 卽附之瘡口,

乃引毒氣甚捷. 若丹知難附處, 尤佳.<중국 소장본>

경도대 소장본에 보이는 궐자를 통해 볼 때, 이미 丹
波元簡의 필사 당시에 ①②④ 부분은 이미 훼손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중국소장본의 궐

자 부분이다. ①②의 궐자 부분이 경도대 소장본과는

글자 수가 다르고 오히려 조선참본의 상황과 같으며

③까지 궐자로 되어 있다. 이는 중국소장본의 저본이

경도대 소장본일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조선참본이 그

저본일 가능성이 무척 큼을 지시하는 것이다.10) 또 특

기할 것은 用黑狗皮法의 내용이 시작하는 부분에 경도

대 소장본과 중국 소장본 모두 黑狗 앞에 1자씩 빠져

있으나, 책의 마지막 내용은 또 서로 대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突蔽骨, 最關性命, 庸醫不可輕易用針.<조선참

본>

天突蔽骨, 最關性命, 庸醫不可輕易用針.<경도대

소장본>

⌧突蔽骨, 最關性命, 庸醫不可輕易用針.<중국소장

본>

이곳에서 경도대 소장본은 궐자가 없으나 중국소장본

은 조선참본과 동일하게 궐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정황을 종합해보면, 중국소장본의

필사저본 또한 조선참본이었으며(1차 저본이 아닐 수

는 있다, 즉 재필사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丹
波元簡이 필사한 훨씬 이후에 조선참본이 조금 더 훼

손되었을 때에 필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참

본에 書墨은 상당 부분 중국소장본이 필사되고 난 어

느 시점에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眞末에 대한 ‘小麥粉也’라는 주석을 한문 독해 가능자

가 이해하지 못했다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Ⅲ. 결론

우리는 丹波元簡의 識語와 조선참본의 印記를 통해

임란 때 약탈된 이 책이 어떠한 動線으로 이동하여 와

세다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며, 三木榮과 金斗鐘이

어떠한 연유로 이 판본을 연구저본으로 삼지 못했는가

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판본 상태를 검토하여 경도

10) 경도대 소장본이 중국 소장본의 저본이 될 수 없음은 경도
대 소장본에서 한 구절씩 필사 시에 빠뜨린 부분이 중국 소
장본에는 필사되어 있는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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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소장본 뿐 아니라, 중국 소장본도 조선참본을 저본

으로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도 밝혔

다.

그러나 우리는 三木榮이 언급했던 蒹葭堂本을 입수

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 연구는 『치종지남』 연구

에 있어 아주 작은 기여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을 이 책의 판각 및 간행, 그

리고 작자 확정 문제, 그리고 이 책의 의학적인 분석

등이 여전히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치종지남』에 대한 다

각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 책에 대한 번역이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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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참본>

<중국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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