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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cture Book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Eihak 
Gangseupseo(醫學講習書)

- focused on its preface, epilogue and reference books

Hak-jun Jo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In July 2008, I obtained a copy of Hanbang Eihak Gangseupseo through Uibangseowon. It was recorded that the book was
compiled by Seong Ju-bong and reviewed by Ji Seok-you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is book was the lecture book that was

used in teach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Daejeon, Chungcheongnam-do..

This book gave insight to the system and curriculum of the school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Daejeon, Chungcheongnam-do. It

also exhibited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the medical

viewpoint of Seong Ju-bong.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an independent School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as run in Daejeon, Chungcheongnam-do, with reasonable curriculums

and systematic textbooks.

Second, the medical viewpoint and treatment methods of Huang Yuan-Yu of Qing Dynasty was actively introduced. Then it was

reorganized for the society and stimulated the progres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ird, while absorbing Chinese Medicine, it still inherited our heritag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specially, Seong Ju-bong's original

opinions and clinical experiences are shown in surgery, gynecology and pediatrics.

Fourth, in a break from the past, when Chinese culture could not be introduced due to diplomatic problems between Joseon and Qing,

efforts were made to overcome limitations of lagging behind by adopting and educating Warm Disease study.

Fifth, while working side by side with Ji Seok-young who introduced the modern Western Medicine through vaccination, it still searched

for a tradi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 for chickenpox.

I hope that the report of my findings through reading Eihak Gangseupseo could make up for the fact that the medical history during
the colonial period is sca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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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學文의 傳承은 敎育과 學習에 달려있다. 朝鮮의 전통 學文
은 본래 官學의 太學館과 私學의 鄕校, 書院 등으로 나뉘어

체계를 갖추어 師承을 통하여 전래되어 왔다. 그러나 구한

말과 일제강점의 개화기를 거치면서 書院이 철폐되고 겨우 
남은 것은 成均館과 지방의 鄕校들이 남았으나 敎育의 기

능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서양의 교육기관인 大學校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은 제도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

육을 베푸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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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교육기관이 세워지면서 본래 전통 학문을 계승하던

학자들이 그 강단에 서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나아가지

않고 在野에서 명맥을 유지하였고, 그 자리를 일제에 적극

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간에 호응하는, 신학문의 학자들이

맡게 되었다. 
세월이 점차 흘러 재야의 학자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신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배출하기를 거듭하

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전통 학문 중의 그 하나인 韓醫學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

왔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한의학 교육기관에 대

한 개략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일제강점기에 韓醫界는 韓醫學의 전승, 존립을 위해 광무

9년(1905)에 고종의 후원으로 同濟醫學校를 설립하였으나

3년 만에 폐교되었고1), 융희 2년(1908) 4월에 洪鐘哲, 李
海盛, 趙炳瑾 등이 勃起하여 寺洞(현 인사동)에 경성부의

인가를 얻어 ‘공인의학강습소’를 세웠으나2) 개강 12년 만

에 閉所되고 말았고3), 그 후 동서의학연구회에서 1919년에

공인을 얻어 부속의학강습원을 개설하였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10년이 흘렀다4).
서울에서 동서의학연구회가 東洋醫學을 발간하여 한의

학의 부흥문제를 거론하여 전국에 배포하였고, 조헌영은 
通俗韓醫學原論, 民衆醫術理療法 등을 저술, 간행하고 
東亞日報, 新東亞 등에 한방치료법 등을 발표하고 대중

강연회에서 한방강연을 하였다5).
각 한의약계의 동향이 활발하여 원산, 함흥 지방에서는 매

년 한의들이 한의학강습회를 개최하여 서울에서 강사가 왕

래하는 등 학술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대전, 대구, 부산, 전
주 등지에서도 나름대로 의학강습이 개최되고 약령시가 개

설되는 등 한의약계의 활동이 활발하였다6).
충남 대전에서도 학술지 忠南醫藥을 발행하고 의학강습

회를 여는 등 부흥운동이 활발하였다. 忠南醫藥은 成周鳳
이 그 곳 有志들과 출자하여 1935년 8월에 창간호를 발행

하고 1942년 전시통제로 폐간되기까지 50여 호가 발행되

었으며7), 成周鳳 등이 충청남도 위생과에 교섭하여 충청남

도 의생강습소를 설립하고 10여 명의 醫生을 양성하여 충

청남도 일원에 배치하였다8).
일제강점기에 지방까지 성행한 醫學講習所에서 실시한 교

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기창덕9), 김남일 등10)의 발표가 있

었으나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고 서울

을 위주로 하다 보니 지방의 강습소의 실정을 파악하기 힘

들며, 더구나 체계적인 교재를 갖추지 않고 교육을 해온 강

습소가 있는 지가 불투명하였다.
2008년 7월에 우연히 의방서원에서 입수한 漢方醫學講

習書의 복사물을 입수하였는데, 怡雲 成周鳳 선생이 編著
하고 池錫永 선생이 校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선 연

구에 의하면, 이 서적은 충남 대전에서 한의학을 교육하는

데에 사용한 교재임에 틀림없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하여 충남 대전에서 이루어진 醫學講習

所의 교육제도, 교육내용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의 韓醫學의 학문 특징과 아울러 成周鳳 선생의 醫學觀 등
을 엿볼 수 있었다. 
漢方醫學講習書를 탐독하면서 얻은 몇 가지 지견을 학

계에 보고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한의학사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미한 현실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Ⅱ. 연구방법

1. 漢方醫學講習書의 유래, 내용과 가치를 분석하기 위

해 우선 그 序文, 跋文, 凡例 등을 번역하였다.
2. 漢方醫學講習書에 나타난 成周鳳 선생의 독창적인

業績을 분석하기 위해 그 引用書籍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렇지 않은 내용을 가려내어 對照하였다.
3. 漢方醫學講習書에 나타난 和劑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和劑의 引用書籍을 검색하고 기존의 韓醫書의

和劑와 비교하였다.

Ⅲ. 본론

1)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464-467.
2)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85.
3)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85.
4)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488-489.
5)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94.
6)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89.
7)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95.
8) 忠南醫藥組合. 忠南醫藥. 창간호. 1935.
9) 奇昌德. 開明期의 東醫와 東醫學講習所. 醫史學. 2(2). 1993.
10)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한국의사학회지 제 23권 1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2, No. 1

- 79 -

<그림 1> 池錫永 先生 近影

1. 池錫永의 ｢序｣
대개 굶으면 밥을 먹고 병들면 약을 쓰는 것은 人生에 있

어서 빠질 수 없는 큰일이다. 그러나 굶주릴 때에 밥을 먹

는 것과 병들었을 때에 약을 쓰는 것이 소중한 바가 비록

서로 같으나, 혹시 형편상 밥을 먹어야 하거늘 죽을 먹더라

도 심히 위험하지 않거니와, 병들었을 때 藥을 사용하는 경

우에 마땅히 人蔘, 白朮을 복용해야 하거늘 잘못하여 柴胡, 
黃芩을 사용한다면 生死가 곧 갈리게 되니, 그렇다면 병들

었을 때에 藥을 쓰는 것과 배고플 때에 먹는 것이 그 관계

가 더욱 심히 크니,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랴!
내가 弱冠(20세)으로부터 靑囊의 學問(醫學)에 뜻을 두었

으나, 재주가 부족하고 지혜가 미치지 못하여 成就한 바가

없이 곧 白髮에 이르러 때로 스스로 한탄을 그만두지 못하

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제 怡雲 成周鳳 先生이 編集한 漢方醫學講習書를 읽

어보니, 마음에 만족스럽고 기쁘고 또 기뻐서 차마 책을 손

에서 놓을 수가 없다. 
우리 조선의학의 由來는 講習하는 과정이 없음으로 인해, 

(醫學을) 멋대로 생각하고 (醫書를) 슬쩍 보고는 자기의

의견을 세우므로 전혀 통일된 것이 없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 뿔을 세워 대립하니, 우리의 부족

함을 홀로 한탄할 뿐이었다.
이제 이 책의 분류와 과정을 보니, 학제를 따르고 있어서

교육 체제를 잘 갖추었다. 만약 청년으로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여금 오게 하여 가르친다면, 거의 衰落해가

는 漢醫로 하여금 부흥하게 하여 조선의 고수들이 배출될

것을 우두커니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우리의 동포가 모두 함께 무병장수하고자 함이니 어

찌 단지 말로만 축하하겠는가! 고요한 방에서 향을 피워놓

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심스럽게 쓰다.
太原(지금의 忠州) 後人인 松村 池錫永11)

2. 韓致愈의 ｢序｣
仁慈한 사람이 세상에서 혜택을 다하는 것은 그 본뜻이지

만 그러나 이는 命에 달려있다. 만약 그 뜻을 행하지 못하

면 굶주리고 병든 데에 편안한 것도 또한 그 본분이다. 그
러나 어진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惻怛을 능히 마치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비록 삼태기를 메거나 새벽 문지기를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나, 잊힌 세상에서는 가능할 수가 없다.
내 친구 이운 성주봉은 어진 사람이다. 몸을 닦는 학문은

있으나 사람을 다스리는 벼슬이 없어서 일찍이 後進을 가

르치니, 이에 힘입어 세상을 맑히고자 함이라. 그러나 불행

히도 세상의 운명이 바뀌어 가르치는 기술이 변하였다.
그대(成周鳳)가 굽혀서 退藏하여 장차 몸을 마치고자 하

는 것 같지만 惻怛에 지나치니, 실지로 그대의 본성이다. 
이에 軒轅 黃帝와 岐伯의 글을 취하여 專心하여 講究하기

를 십 수 년이 쌓였다.
물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올무가 비록 오래되었

더라도 잡히는 물고기와 토끼는 항상 새로움과 같으니, 刀
圭(醫術)를 베푸는 바에 신음하는 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뀌

고, 강연이 미치는 바에 귀머거리가 모두 깨우친다. 현명하

도다! 어진 사람의 마음 씀이여!
그대가 평일에 강의한 것을 수집하여 몇 권으로 모아서

장차 사람들에게 주려하니, 변변하지 못한 내가 감히 同門

11)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11. “蓋飢而食이요
病而藥은 人生不可闕之一大事也라. 但飢而食과 與病而藥은 所重이
雖同이나 而或因事勢可飯而粥은 無甚危險之立이어니와 至若病之於
藥에 宜服蔘朮者ㅣ 誤用柴芩 則性命立判하니 然則病之於藥과 與飢
之於食이 其所關係ㅣ 尤甚巨大하니 豈非大可畏哉아 余自弱冠으로
有志于靑囊之學이나 而才少智短하야 無所成就라가 至于白髮하야
有時自歎不能已已라. 今閱成怡雲先生周鳳氏ㅣ 編集漢方醫學講習書
하니 滿心欣喜하야 不忍釋手라. 翳我朝鮮醫學由來ㅣ 無講習之規하
야 恣意披覽어든 立爲己見이라 故로 全無統一하야 張李相角하니
以我不佞으로 獨自恨焉이라. 今見此書列門分課ㅣ 模範學校規則하
니 甚得敎育體裁라. 若令靑年中高等卒業者ㅣ 引而授焉하면 可使幾
癈之漢醫復興하야 竚見朝鮮之國手輩出이라. 唯我同胞ㅣ 咸躋壽域
하니 詎可但以言辭賀也리오. 靜室焚香하야 稽首謹書하노라. 太原后
人 松村 池錫永이라.”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교재 중 하나인 漢方醫學講習書

- 80 -

<그림 2> 成周鳳 先生 近影

이 되어 보니, 그 本末이 매우 상세함을 알아서 마침내 이

로써 책머리에 쓰노라. 아! 怡雲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서 불꽃 속의 연꽃이로다.
癸酉(1933年) 端午日을 앞두고 務安의 府尹인 西原 韓致

愈는 쓰다.12)

3. 著者의 ｢緖言｣
漢方醫學은 옛날 聖人들이 天地의 義를 마름질하여 이루

고 천지의 和를 돕는 道 중에 하나였다. 神農과 黃帝 이후

로 名義가 대대로 나타나서 이 道를 闡明하였으니, 가령 秦
越人의 難經과 長沙 太守인 張仲景의 金匱는 先聖의

남긴 법을 기술하고 미래의 哲人의 大業을 열었다. 이에 역

대 名家가 이에 의하여 著作하여 그 책이 汗牛充棟할 정도

로 많으니, 後人의 밝은 거울이 아님이 없다.
우리 漢醫師들이 또한 이 道로써 이 서적을 강의함으로써

백성들을 救濟하는 보배로운 배를 삼았으니, 그 유래가 오

래되었도다.
근래에 세상의 運이 크게 열리고 서구와 아시아의 문화가

서로 발전함에 따라 온갖 기술자의 技藝가 정밀할수록 더

욱 정밀함을 추구한다. 아! 우리의 醫藥家들이 이런 非常한

때를 만나서 어찌 이에 시들고 사그라지고 움츠려 쓸쓸하

여 復興하지 않는가!
내가 이에 실지로 정성스럽게 강의하고 연구하는 뜻을 두

고도 또한 동지들을 힘쓰게 하였다. 그윽히 생각해보건대, 
素問와 靈樞의 經典들은 그 뜻이 玄微하고 深奧하여

難解한 곳이 많으며, 또한 醫書가 모두 漢字이기 때문에 後
生의 얕은 學問으로 歸趣에 어두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삼가 古今의 여러 서적에 의거하여 講習하는 책

을 編成하되 번거로운 것을 버리고 정밀한 것을 취하며, 겸
하여 漢字를 적게 써서 구두하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이 우둔한 재주로 僭濫되고 망령됨을 지극

히 알지만 오직 前聖들의 遺志에 어긋날까 두렵다. 비록 좁

은 眼目이지만 감히 설명하기를 그만두지 못하니, 오로지

古經에 따라서 뜻을 해석했을 따름이다.
진실로 軒轅과 岐伯의 훌륭한 法이 빠지거나 잃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뽑은 재주와 지혜로서 반드시 세상에

이름나는 사람이 四海에서 멀지 않으리니, 발돋움하여 기다

리노라.
(1933 ) ( )에 저자가 쓰노라.13)

4. 徐載克의 跋

이상은 내 친구 怡雲 成周鳳이 모아서 기술한 漢方醫學講
習書이다. 그런데 百家의 記述은 나중에 나온 지혜가 先民
보다 낫기 마련이다. 이제 비단 무늬의 옷은 그 거친 베옷

을 발전시킨 것이며, 희(犧)라는 술그릇과 상(象)이라는 술

그릇은 그 손으로 움켜마시던 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나무

12)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12. “仁人於世에 致
澤은 其本志也라. 然이나 此則有命存焉이라. 如不得行其志 則安於
薖軸이 亦其本分也라. 然이나 仁人之心이 自有惻恒不能已者하니
雖欲學荷簣晨門之果於忘世나 不可得也라. 吾友 怡雲 成周鳳은 仁
人也라. 有修己之學이나 無治人之位하야 嘗敎授後進하니 欲資此而
淑諸世라. 不幸世運遷流하야 敎術一變하야 君이 卷焉退藏하야 若
將終身이나 而過於惻恒은 實君之天賦也라. 乃取軒岐書하야 專心講
究하야 積十數年이라. 筌蹄雖舊나 魚兎常新하고 刀圭所施에 呻囈
回笑하고 講演所及에 聾聵盡醒하니 賢矣哉라 仁人之用心也여. 君
이 蒐輯平日所講課하야 彙爲若干卷하야 將付手民하니 不佞이 忝在
同閈하야 知其本末甚詳일새 遂以此書之卷端이라. 噫라. 人如怡雲이
여! 誠此世之火中蓮也라. 歲癸酉 端陽日前에 務安府尹 西原 韓致
愈는 書하노라.”

13)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13. “韓方醫學은 古
聖人의 財成輔相之一道也라. 農黃以後로 名醫代作하야 闡明斯道하
니 若秦越人之難經과 張長沙之金匱ㅣ 述先聖之遺法하고 啓來哲之
大業이라. 於是乎 歷代名家ㅣ 依此著作하야 其書ㅣ 至於汗牛充棟
하니 莫非後人明鑑이라. 我東醫家ㅣ 亦以此道로 講明斯書하야 爲
濟民寶筏은 其來久矣로다. 挽近에 世運大闢하야 歐亞文化ㅣ 互相
發展하고 百工技藝ㅣ 精益求精이라. 噫라! 我醫藥家ㅣ 遭此非常之
時하야 何乃萎蘼退縮하야 寥寥不振也리오. 愚於此에 實惓惓有講究
之志하고 而亦以勉同好焉이라. 竊念素靈諸經은 旨意微奧하고 類多
難解하며 且由來醫書ㅣ 純是漢字라 後生淺學이 多昧歸趣라. 是以
로 謹依古今諸書하야 編成講習一書호대 去煩取精하고 兼用鮮漢字
하야 以便句讀라. 顧此컨댄 椎魯ㅣ 極知僭妄이나 惟恐有違於前聖
遺旨라. 雖有管見이나 不敢剏說일새 只因古經而釋義而已라. 苟軒岐
良法이 未欲淪喪하면 天挺才智ㅣ 必有名世者ㅣ 四海匪遙하리니 跂
而竢之云하노라. 歲癸酉 四月 上浣에 著者題하노라.”



한국의사학회지 제 23권 1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2, No. 1

- 81 -

를 깎아서 몽동(艨艟)이라는 배를 만들고, 기와를 구워서

하옥(廈屋)이라는 처마집이 만들어졌으니, 이러한 따위가

어찌 先民이 능히 미칠 바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神이라는 것은 만물마다 오묘한 것을 말한

것이다.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 지극하게 연구하여 神을 通
하여 밝히면 나의 신령이 비추는 바에 저것의 妙함이 저절

로 발휘되니, 앞에 말한 뒤에 나온 뛰어남이 마침내 大方家
(賢人)의 비웃는 바가 됨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찌해

서 최근에는 하늘을 날아 달을 살피고 축지하여 바다를 뛰

어넘는 기이함을 어찌 볼 수 없는가!
東洲의 醫學(漢醫學)은 헌원(軒轅) 黃帝와 岐伯이 진실로

聖人이다. 쓸쓸히 몇 천 년이 흘러서도 겨우 화타(華陀)와
편작(扁鵲)만 있지 몇 명일 따름이다. 이는 실로 연구하는

學問이 전해지지 않고 전문의 지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 누가 일찍이 그물이 많이 얽힌 나무(헤쳐 나가기

어려움)를 힘써 베어내지(헤쳐 나가지) 않았겠는가!
怡雲 선생은 세상을 구제하려는 뜻으로 연구하려는 생각

이 있어서 漢方醫書를 취하여 講究하고 纂述하여 후생이

학습하는 도움이 되게 하였으니, 그 마음을 쓰는 수고로움

이 어질고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아! 통발과 올무가 있지 않고서는 어찌 물고기와 토끼를

취할 수 있으리오! 만약 후생 중에 斯門(醫業)에 종사할 자

가 이로 말미암아 걸림돌을 뽑아서 경지에 이른다면 怡雲
이 세상 사람들을 장수하게 하려는 뜻이 조금 펴질 것이며

東醫의 門이 海印과 같이 빛날 것이다. 내가 발돋움하여 기

다리노라.
昭陽作噩(즉 癸酉年) 七月 下浣(즉 下旬)에 前職 唐津郡

守로서 壽昌後人 于堂 徐載克이 跋文을 쓰다.14)

5. ｢凡例｣
이 글은 오로지 漢方醫學을 講習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

래와 같이 課를 나누었다.
제1권은 72課, 제2권은 33課, 제3권은 33課, 제4권은 56

課, 제5권은 45課, 제6권은 40課로서 모두 279課로 이루어

져 있다.

各課의 각 和劑 아래에 마땅히 그 出處를 기록해야 하나

지금 그 煩多함을 피하려고 단지 그 모든 인용목록만을 아

래와 같이 기록한다.
黃帝內經素問,    景岳全書,      王燾 外臺秘要方

黃帝靈樞,        直指方,        東垣十書
脈經,            本草綱目,      朱肱 活人書
扁鵲 難經,       黃氏八種書,    丹溪心法
仲景全書,        醫學入門,      東醫寶鑑
三因方,          千金方,        濟衆新編
幼幼集成,        辨證奇聞,      萬病回春
大生要旨

講習規程은 매 1課를 3일간에 1일은 受學하고 2일은 復習
하고 3일은 講義·問答한다.
1년 360일 중에 祝祭日, 日曜日 및 하기 방학 30일, 동기

방학 20일을 합해 모두 190일을 제외하면 실제 강습은

250餘日에 90課 남짓이 된다. 이와 같이 3년 하면 講習 全
課가 종료된다.
卒業期限은 3년 후 全課를 통합하여 다시 1년 동안 講習

한 뒤에 시험을 봐서 1, 2, 3, 4, 5, 6 등으로 합격한 자를

선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그 이하의 등급은 또 1년
강습하고 시험을 봐서 6등 이상으로 합격한 자를 뽑고, 또
그 아래는 1년 동안 강습하여 6년을 다 채우면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講習所에서 課程을 함께 배우지 않고서 자가에서 혼자 수

업한 자는 이런 졸업 한계가 없으나 반드시 講習所長에게

서 시험을 받아서 修業證書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비록 醫業을 닦지 않는 자라도 집안의 常規로서

備置하면 마땅히 가정 衛生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道를 갖

출 수 있다.

修學의 心得
▸上天의 好生하는 德에 뜻을 세우고 先聖의 자기를 미루는 仁에 

마음을 보존한다.
▸病者에게 다다름에 貧富로써 차등을 두지 말고, 藥을 씀에 補

瀉로써 신중하게 한다.
14)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706. “此는 吾友 怡

雲 成周鳳 所纂述漢方醫學講習書也라. 第念工藝百家는 後出之智ㅣ
賢於先民이라. 今夫文繡之服은 其鹿麻之餘也요 犧象之樽은 其抔飮
之續也요 由刳木而艨艟作焉이요 由陶穴而厦屋起焉이라. 凡此類는
豈先民之所能及哉리오. 雖然이나 神也者는 妙萬物爲言者也라. 苟使
吾人으로 極深硏幾하야 神而明之 則吾靈所照에 彼妙自發하리니 向
所謂後出之賢이 終不免大方所笑이라. 獨不見近日에 翔空窺月하고
編地超海之奇哉아! 東洲醫學은 軒岐ㅣ 固聖矣라. 寥寥幾千載이나
僅有華扁若個人而已라. 此實由硏幾之學이 不傳 而專門之智ㅣ 不明
也라. 誰曾力斷多羅樹哉리오! 怡雲先生은 以救世之志로 有硏幾之思
하야 取漢方醫書하야 講究纂述하야 以爲後生學習之資하니 其用心
之勤이 可謂仁且智矣라. 噫라! 不有筌蹄면 曷取魚兎리오! 使後生從
事斯門者ㅣ 由此로 發軔以進竿頭면 則怡雲壽世之志ㅣ 得以少伸 而
東醫之門이 海印發光하리라. 余ㅣ 方跂足而竢之하노라. 昭陽作噩
七月下浣에 前唐津郡守 壽昌后人 于堂徐載克은 跋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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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潛하고 反覆하여 膏肓이 回生되기를 빌고, 戰戰兢兢하여 臨
履할 때에 원망을 품어 죽을까 두려워한다.

6. 漢方醫學講習書의 목록

제1권은 모두 72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 陰陽變化, 제2課 五行生克, 제3課 臟腑生成, 제4課 

氣血本元, 제5課 精神化生, 제6課 形體結構, 제7課 五官開
竅, 제8課 五氣分生, 제9課 五味根原, 제10課 五情起緣, 제
11課 精華滋生, 제12課 糟粕傳道, 제13課 經絡起止, 제14
課 榮衛二氣, 제15課 臟腑槪要, 제16課 臟腑補瀉, 제17課 
外形表見, 제18課 臟腑作用(一), 제19課 臟腑作用(二), 20
課 臟腑作用(三), 21課 臟腑作用(四), 제22課 臟腑作用
(五), 제23課 臟腑作用(六), 제24課 臟腑作用(七), 제25課 
臟腑作用(八), 제26課 臟腑作用(九), 제27課 臟腑作用(十), 
제28課 臟腑作用(十一), 제29課 臟腑作用(十二), 제30課 
五運循環, 제31課 六氣司令, 제32課 主運客運, 제33課 主氣
客氣, 제34課 六氣名目, 제35課 六氣作用, 제36課 本氣衰
旺, 제37課 六氣條分(一), 제38課 六氣條分(二), 제39課 六
氣條分(三), 제40課 六氣條分(四), 제41課 六氣條分(五), 
제42課 六氣條分(六), 제43課 五臟病機, 제44課 氣化總論
(一), 제45課 氣化總論(二), 제46課 寸口脈法, 제47課 寸口
人迎, 제48課 三部九候, 제49課 臟腑脈象, 제50課 四時脈
體, 제51課 眞藏脈義, 제52課 浮沈大小, 제53課 二十四脈
(一), 제54課 二十四脈(二), 제55課 二十四脈(三), 제56課 
二十四脈(四), 제57課 二十四脈(五), 제58課 二十四脈(六), 
제59課 二十四脈(七), 제60課 二十四脈(八), 제61課 二十
四脈(九), 제62課 二十四脈(十), 제63課 二十四脈(十一), 
제64課 二十四脈(十二), 제65課 諸脈相類, 제66課 三部定
位, 제67課 經絡起止(一)(위의 13課에 이어짐), 제68課 經
絡起止(二), 제69課 榮衛二氣(위의 14課에 이어짐) 제70課 
奇經八脈, 제71課 診病切要(一), 제72課 診病切要(二), 附 
陰陽五行相生循環圖, 人身面背手足圖, 五臟六腑形像圖, 十干
手陰陽分佈圖, 十二支足陰陽分佈圖

제2권은 모두 33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 中風根原, 제2課 治風諸證, 제3課 治手面麻木及諸

證, 제4課 傷寒太陽經, 제5課 太陽證候, 제6課 太陽傷風桂
枝證, 제7課 太陽傷寒麻黃證, 제8課 風寒兩感證, 제9課 傷
寒大靑龍湯證, 제10課 傷寒白虎證, 제11課 傷寒抵當證, 제

12課 太陽傳經論, 제13課 太陽壞證, 제14課 調胃承氣證, 제
15課 太陽入太陰證, 제16課 葛根連芩證, 제17課 太陽入少
陰證, 제18課 桂枝加桂證, 제19課 結胸痞證, 제20課 臟結
證, 제21課 痞證, 제22課 十棗證, 제23課 旋覆花代赭石證, 
제24課 陽明經實證, 제25課 陽明來路, 제26課 葛根湯證, 제
27課 大承氣諸證, 제28課 調胃承氣諸證, 제29課 麻子仁證, 
제30課 陽明虛證, 제31課 胃中寒冷, 제32課 寒熱脈緊證, 제
33課 口燥渴衄證

제3권은 모두 33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 柴胡麻黃證, 제2課 少陽本病, 제3課 小柴胡諸證, 제

4課 屬陽明證, 제5課 少陽傳經, 제6課 少陽入陽明去路, 제7
課 大柴胡證, 제8課 壞病結胸證, 제9課 太陰藏病, 제10課 
四逆桂枝證, 제11課 茵蔯蒿證, 제12課 少陰藏病, 제13課 附
子證, 제14課 下利煩渴證, 제15課 白通證, 제16課 少陰亡陽
證, 제17課 黃連阿膠證, 제18課 厥陰病象, 제19課 厥熱勝復
諸證, 제20課 熱盛喉痺證, 제21課 通脈四逆證, 제22課 陽回
不死證, 제23課 傷寒類證溫病, 제24課 濕病諸證, 제25課 藿
亂諸證, 제26課 差後勞復諸證, 제27課 感冒諸證, 제28課 溫
病治法(一), 제29課 溫病治法(二), 제30課 溫疫治法(一), 
제31課 溫疫治法(二), 제32課 寒疫治法(一), 제33課 寒疫
治法(二)

제4권은 모두 55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 中氣交陰陽, 제2課 陰虛陽盛. 제3課 神驚精遺(一), 

제4課 神驚精遺(二), 제5課 氣血諸病(一), 제6課 氣血諸病
(二), 제7課 氣血諸病(三), 제8課 氣血諸病(四), 제9課 氣
血諸病(五), 제10課 氣血諸病(六), 제11課 反胃噎膈, 제12
課 虛勞諸證(一), 제13課 虛勞諸證(二), 제14課 消渴癃瀝
(一), 제15課 消渴癃瀝(二), 제16課 消渴癃瀝(三), 제17課 
赤白痢疾(一), 제18課 赤白痢疾(二), 제19課 泄利諸證, 제
20課 嘔吐諸證(一), 제21課 嘔吐諸證(二), 제22課 脹滿水
腫(一), 제23課 脹滿水腫(二), 제24課 脹滿水腫(三), 제25
課 脹滿水腫(四), 제26課 脹滿水腫(五), 제27課 痰飮咳嗽
(一), 제28課 痰飮咳嗽(二), 제29課 痰飮咳嗽(三), 제30課 
痰飮咳嗽(四), 제31課 瘕疝奔㹠(一), 제32課 瘕疝奔㹠(二), 
제33課 痎瘧諸證, 제34課 黃疸諸證, 제35課 蛔蟲狐惑, 제
36課 七竅諸病耳目(一), 제37課 七竅諸病耳目(二), 제38課 
七竅諸病鼻口(一), 제39課 七竅諸病鼻口(二), 제40課 七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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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病齒牙咽喉, 제41課 七竅諸病聲音鬚髮, 제42課 頭面諸病
(一), 제43課 頭面諸病(二), 제44課 心胸諸病, 제45課 腹背
諸病(一), 제46課 腹背諸病(二), 제47課 項肩腰脇(一), 제
48課 項肩腰脇(二), 제49課 癲癎狂妄諸證, 제50課 痙痓濕
暍, 제51課 百合及陰陽毒(一), 제52課 百合及陰陽毒(二), 
제53課 便閉便堅, 제54課 前陰後陰, 제55課 中滿六鬱로 이

루어져 있다.

제5권은 모두 45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 癰疽瘡瘍(一), 제2課 癰疽瘡瘍(二), 제3課 癰疽瘡瘍

(三), 제4課 癰疽瘡瘍(四), 제5課 癰疽瘡瘍(五), 제6課 癰
疽瘡瘍(六), 제7課 癰疽瘡瘍(七), 제8課부터 제29課까지는

22개의 婦人百科로 이루어져 있고, 제30課부터 제45課까지

는 16개의 小兒百科로 이루어져 있다.

제6권의 목록은 주로 藥性綱目의 내용으로서 모두 40課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제1課부터 제15課까지는 15개의 藥性綱目 중 草部로, 제

16課부터 제21課까지는 藥性綱目 중 木部로, 제22課, 제23
課는 藥性綱目 중 果部로, 제24課, 제25課는 藥性綱目 중
穀部로, 제26課부터 제28課는 藥性綱目 중 金石部, 제29課, 
제30課는 藥性綱目 중 獸部로, 제31課는 藥性綱目 중 禽部
로, 제32課, 제33課는 藥性綱目 중 水蟲部로, 제34課, 제35
課는 藥性綱目 중 諸蟲部로, 제36課는 藥性綱目 중 種部로

이루어져 있고, 제37課 各藏府 溫凉補瀉藥, 제38課 諸藥製
法, 제39課 隨證製藥法, 제40課 諸病名總括證狀으로 이루어

져 있다.

Ⅳ. 고찰

1. 서울의 ‘東西醫學硏究會’ 부속의학강습원과 

충남 대전의 ‘韓方醫學講習所’

일제강점기에 韓醫界는 韓醫學의 전승, 존립을 위해 광무

10년(1906) 5월 31일 李應世, 姜弼周, 趙東浩 등이 발기하

여 同濟醫學校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에서는 의학, 국한

문, 산술, 외국어과 등을 위주로 하였다.15) 1906년 6월 20
일부터 교수에 들어갔고 10월 10일에는 제2기 한의학과 서

의학, 일어학과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헤이그 밀

사파견 사건을 트집 잡아 고종을 퇴위시킴으로 인해 3년
만에 폐교되었다16). 
同濟醫學校가 폐교된 뒤 융희 2년(1908) 4월에 洪鐘哲, 

李海盛, 趙炳瑾 등이 勃起하여 한의학 강습소를 寺洞(현 인

사동)에 세웠다. 이 강습소는 1912년 10월에 水門洞 普光
學校 자리로 이전하여 경성부의 인가를 얻어 ‘공인의학강습

소’라고 칭하고, 그 후 익선동 전선의회 회관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가 회의 해방과 함께 다시 제동 洪鐘哲家로 이

전하였다가17) 1919년에 洪鐘哲의 서거로 운영난에 빠지고

기미 3․1만세운동을 전후하여 개강 12년 만에 폐소되고 말

았다.18)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경향 각지가 들끓는 가운데 왜경

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해지면서 한의들의 단체활동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시기를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의계 유지들이 모여 1922년 10월에 서울 단성사에서 東
西醫學硏究會를 조직하였다.19)
東西醫學硏究會는 그 동안 한의후진양성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부속의학강습원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공인

을 얻어 강습원을 개설하였다. 그 후 1924년 이후 다시 분

위기기를 가다듬어 회장에 池錫永 등을 선출하였으나 회의

운영경비가 없어 모임의 내분이 잦고 醫生들의 비협조와

방관이 심하여 유명무실한 상태로 10년이 흘렀다.20)
그러나 각 지방에서는 한의약계의 동향이 활발하여 평양

(평양의학강습소)을 비롯하여21), 원산, 함흥 지방에서는 매

년 한의들이 한의학강습회를 개최하여 서울에서 강사가 왕

래하는 등 학술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대전, 대구, 부산, 전
주 등지에서도 나름대로 의학강습이 개최되고 약령시가 개

설되는 등 한의약계의 활동이 활발하였다.22)
특히 충남 대전에서는 학술지 忠南醫藥을 발행하고 의

학강습회를 여는 등 부흥운동이 활발하였다. 忠南醫藥은
成周鳳이 그 곳 有志들과 출자하여 1935년 8월에 창간호를

발행하고 1942년 전시통제로 폐간되기까지 50여 호가 발

행되었으며,23) 成周鳳 등이 충청남도 위생과에 교섭하여

15) 奇昌德. 開明期의 東醫와 東醫學講習所. 醫史學. 2(2). 1993.
pp.184-185.

16)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464-467.
17)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85.
18)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86.
19)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88.
20)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488-489.
21) 奇昌德. 開明期의 東醫와 東醫學講習所. 醫史學. 2(2). 1993. p.189.
22)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89.
23) 김남일 등 16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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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醫生講習所를 설립하고 10여 명의 醫生을 양성하

여 충청남도 일원에 배치하였다고24)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충남 醫生講習所의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漢方醫學講習書는 怡雲 成周鳳 선생이 編著하고 池錫永 
선생이 校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序文은 1933년
(癸酉年)에 씌어졌다. 그런데 실제로는 1935년(昭和 10年) 
4월 5일에 初版이 발행되고 이듬해인 1936년 3월 15일과

3월 25일에 再版이 발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쇄와 발행에 대해서는, 지금의 대전광역시에 해당하는

忠淸南道 大田府의 本町 二丁目 106번지의 以文社(인쇄 대

표자 李基善)에서 인쇄하고 泰平堂에서 발행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本町 二丁目은 지금의 대전광역시 문창동에 해

당하며25), 以文社는 독립운동가인 沃坡 李鍾一 선생과 관

련이 있는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26)
松村 池錫永의 공적은 醫學 측면에서 1899년 京城醫學校 

교장에 취임하여 이후 10년 간 醫學敎育事業에 종사하였다

고 알려져 있으나, 漢方醫學講習書에 의하면 충남 대전의

醫學講習所의 교장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이 아닌, 충남 대전에서 독자적으로 醫學講習所를 운

영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교재를 갖

추어 한의학을 교육하였다.
講習規程은 매 1課를 3일간에 1일은 受學하고 2일은 復習

하고 3일은 講義·問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3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년 중에 祝祭日, 日曜日 
및 하기 방학 30일, 동기 방학 20일을 합해 모두 190일을

제외하면 실제 강습은 250餘日에 90課 남짓이 되며, 이와

같이 3년 하면 총 270여 課가 되므로 총 279課로 된 講習
의 全課를 마치게 된다.
卒業期限은 3년 후 全課를 통합하여 다시 1년 동안 講習

함으로써, 3+1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4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시험에서 1, 2, 3, 4, 5, 6 

등으로 합격한 자를 선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그 이

하의 등급은 또 1년을 강습하고 시험을 봐서 6등 이상으로

합격한 자를 뽑고, 또 그 아래는 1년 동안 강습하여 6년을

다 채우면 모두 졸업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지금의 6년제와 비슷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3년 만에 조

기 졸업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講習所에서 學習 課程을 거치지 않고서 自家에서

혼자 學習한 자에게도 醫學講習所를 졸업한 자격을 동등하

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講習書의 내용이 혼자 공부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을

지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이러한 漢方醫學講習書의 교재와 醫學講習所의 교

육체계는 醫生試驗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여 서양의학으

로만 출제되던 문제경향을 한의학 위주로 출제함으로써 한

의학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한의계의 흐름

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6년 충청남도 도 위생과가 주관한 도의생시험에서는

관례를 깨고 한의학 문항을 포함했다. 서양의학 절반, 한의

학 절반의 비중이었다. 이해 문제로 네 가지 문항, 즉 “황달

의 원인 급 치료방법을 문함”, “12지장충병(菜毒)의 원인․병
증 급 치료방법을 문함”, “폐결핵(부족증)의 증상 병 치료

방법을 술하라”, “고관절염(환두통)의 원인․병증 급 치료방

법을 문함”은 “漢法”으로 설명이 요청되었다. 한의계에서는

줄곧 의생을 뽑는데 한의학 지식이 아닌 서양의학 지식만

을 묻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해왔다. 충남에서 1937년에

도 의생시험문제에 한방이 출제되었음이 확인된다. 의생시

험에 한방이 포함된 것은 단지 충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전국의 의생시험에 공통되는 것이었으며, 이후에도 지

속된 것으로 짐작된다.27)

24) 忠南醫藥組合. 忠南醫藥. 창간호. 1935.
25) 本町 二丁目: 현재의 대전광역시 문창동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문창동은 면적 0.46㎢, 인구 8,337명(2001)이다. 북쪽·동쪽은 대전
천이 굽이져 흐르면서 동구와 자연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부사동·
대흥동, 남쪽은 석교동에 인접해 있는 중구의 동쪽 끝 지역이다.
공주군 산내면의 지역으로서 1895년(고종 32)에 회덕군에 편입되
고,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서쪽의 일부 지역을 떼어서 서
구(西區)·서동(西洞)이라고 하다가 대전군 외남면 부사리(芙沙里)
와 대전면 본정 이정목(本町 二丁目)이라고 하였다.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町)을 동(洞)으로 고칠 때 문창동으로 개
칭하고, 1970년에 문창1동·문창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71년에 출
장소를 설치함에 따라 중부출장소의 관할이 되었다. 1977년 구제
(區制) 실시로 중구에 편입되었으며, 1988년에 일부 지역이 대흥동
으로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정동인 문창동은 행정동인
문창1·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 대전천의 하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주거지역이며, 임야는 없다. 번화가는 중앙부를 관통하는
대종로변과 북쪽을 가로지르는 충무로변에 집중되어 있다. 재향군
인회 대전지회와 한밭종합운동장, 문창시장, 충무체육관 등이 있
다. 주요 간선도로는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옥계로가 있다.

26) 국권회복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나라가 개화발전 하
려면 실학사상을 재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의 창간이
으뜸이라고 판단, 경성신문의 논설집필 등의 관계를 끊고 민력회,
이문사(以文社)의 주요 인사들인 유영석(柳永錫), 이종면(李鍾冕)
등과 함께 1898년 8월 10일 순한글의 「뎨국신문」을 창간하여 여
성들도 볼 수 있는 애국계몽지로 간행하였다.

27)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정책. 醫史學. 12(2). 2003. pp.121-122.



한국의사학회지 제 23권 1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2, No. 1

- 85 -

서울 소재의 ‘부속의학강습원’ 충남 대전 소재의 ‘韓方醫學講習所’
목적

한의학, 鍼術, 灸術에 소질이 풍부한

人의 면허시험

醫學講習所 卒業證書 수여

가정의 건강을 위한 지침

강습소 운용기간 1919년~1924년(?) 1933년(序文) 전후

강의록 유무 있음 漢方醫學講習書
강의록 용도 강의 및 보수교육 강의 및 가정 상비용

정원 예과 60명, 본과 60명 정하지 않음

실제 학생수 매 학년 30명 이내 未詳
수업연한 3년(예과 2년, 본과1년) 3년+1년(講習)
수업학기 매 학년 4월1일-익년 3월말일 未詳
수업방법 共히 야간 3시간 수업 매 1課를 3일간, 1년에 총 90여 課

수업내용

예과

제1권
72課醫學入門 주 3시간

本草 주 3시간 總論鍼灸大成 주 3시간

脈經 주 2시간

제2권
33課解剖 주 2시간

生理 주 2시간 傷寒(1)病理 주 2시간

傳染病 주 2시간

제3권
33課계 18시간

본과

傷寒(2)脈經 주 2시간

運氣 주 2시간

제4권
55課臟腑 주 2시간

傷寒 주 2시간

雜病雜病 주 2시간

婦人小兒 주 1시간

제5권
45課本草 주 1시간

鍼灸 주 1시간

外科, 婦人, 小兒外科 주 1시간

生理 주 1시간

제6권 40課解剖 주 1시간

病理 주 1시간 本草應急法 주 1시간

계 18시간 279課계

졸업조건 未詳 6등 이내

교과목
東醫과목 위주, 西醫 과목도 아울러

교수
東醫과목

교외생 제도 있음 있음

講師
東醫: 金永勳, 金海秀, 金東薰, 
      李承烈, 李仁宅, 李乙雨 成周鳳
西醫: 高用直, 孔佯魯, 都殷珪

<표 1> 서울 소재의 ‘부속의학강습소’와 충남 대전 소재의 ‘韓方醫學講習所’의 비교

충남 대전의 ‘醫學講習所’의 특징을 알고자, 韓醫學通史
에 나타난 서울의 東西醫學硏究會 ‘부속의학강습소’와 漢

方醫學講習書에 나타난 충남 대전의 ‘醫學講習所’을 비교, 
정리하면 표1과 같으며, 그 구체적인 강습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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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漢方醫學講習書의 내용

1) 제1권

제1권은 總論에 해당하고 모두 72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 陰陽變化, 제2課 五行生克, 제3課 臟腑生成, 제4課 

氣血本元, 제5課 精神化生, 제6課 形體結構, 제7課 五官開
竅, 제8課 五氣分生, 제9課 五味根原, 제10課 五情起緣, 제
11課 精華滋生, 제12課 糟粕傳道, 제13課 經絡起止는 黃元
御의 四聖心源·天人解 중의 ｢陰陽變化｣부터 ｢經脈起止｣까
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제14課 榮衛二氣는

四聖心源·天人解 중의 ｢營氣運行｣, ｢衛氣出入｣의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제15課 臟腑槪要, 제16課 臟腑補瀉, 제17課 外形表見은

李梴의 醫學入門·臟腑總論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

며, 제18課 臟腑作用(一), 제19課 臟腑作用(二), 20課 臟腑
作用(三), 21課 臟腑作用(四), 제22課 臟腑作用(五), 제23
課 臟腑作用(六), 제24課 臟腑作用(七), 제25課 臟腑作用
(八), 제26課 臟腑作用(九), 제27課 臟腑作用(十), 제28課 
臟腑作用(十一), 제29課 臟腑作用(十二)은 李梴의 醫學入
門·臟腑條分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30課 五運循環, 제31課 六氣司令, 제32課 主運客運, 제

33課 主氣客氣는 醫學入門·運氣總論의 내용을 거의 그대

로 인용하였다.
제34課 六氣名目, 제35課 六氣作用, 제36課 本氣衰旺, 제

37課 六氣條分(一), 제38課 六氣條分(二), 제39課 六氣條
分(三), 제40課 六氣條分(四), 제41課 六氣條分(五), 제42
課 六氣條分(六)은 四聖心源·六氣解 중의 ｢六氣名目｣, ｢
六氣從化｣, ｢本氣衰旺｣ 및 ｢厥陰風木｣부터 ｢太陽寒水｣까지

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43課 五臟病機는 醫學入門·河間劉先生溫暑簒要의 내

용을 발췌․인용하였고, 제44課 氣化總論(一), 제45課 氣化
總論(二)은 素靈微蘊의 ｢胎化解｣, ｢藏象解｣를 거의 그대

로 인용하였다.
제46課 寸口脈法, 제47課 寸口人迎, 제48課 三部九候, 제

49課 臟腑脈象, 제50課 四時脈體, 제51課 眞藏脈義, 제52
課 浮沈大小, 제53課 二十四脈(一), 제54課 二十四脈(二), 
제55課 二十四脈(三), 제56課 二十四脈(四), 제57課 二十
四脈(五), 제58課 二十四脈(六), 제59課 二十四脈(七), 제
60課 二十四脈(八), 제61課 二十四脈(九), 제62課 二十四
脈(十), 제63課 二十四脈(十一), 제64課 二十四脈(十二)은

四聖心源·脈法解 중의 ｢寸口脈法｣부터 ｢二十四脈｣까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65課 諸脈相類는 醫學入門·脈의 ｢諸脈相類｣, ｢諸脈體

狀｣을 발췌․인용하였고, 제66課 三部定位는 醫學入門·脈
의 ｢寸關尺定位｣, ｢臟腑定位｣을 발췌․인용하였다.
제67課 經絡起止(一)(위의 13課에 이어짐), 제68課 經絡

起止(二)는 素靈微蘊·經絡解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제69
課 榮衛二氣(위의 14課에 이어짐)는 素靈微蘊·營衛解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제70課 奇經八脈은 四聖心源·奇經部次
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제71課 診病切要(一)는 素靈微蘊
의 ｢五色解｣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제72課 診病切要(二)는
素靈微蘊의 ｢五聲解｣, ｢問法解｣를 그대로 발췌․인용하되, 
끝에 麻, 木, 痺와 腠, 理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마지막에 ｢陰陽五行相生循環圖｣, ｢人身面背手足圖｣, 

｢五臟六腑形像圖｣, ｢十干手陰陽分佈圖｣, ｢十二支足陰陽分佈
圖｣의 그림을 附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陰陽五行相生循
環圖｣는 四聖心源의 ｢陰陽變化｣, ｢臟腑生成｣, 내용을 著
者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3> 陰陽五行相生循環圖

｢人身面背手足圖｣는 醫學入門의 ｢明堂仰伏圖｣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五臟六腑形像圖｣는 東醫寶鑑의 ｢臟腑圖｣를
그대로 인용하되, 특히 그 당시 수입된 西洋醫學의 그림을

인용하여 腎에 대한 東西醫學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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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臟腑圖(1)

     

<그림 5> 臟腑圖(2)

｢手經脈總圖｣, ｢足經脈總圖｣는 十二經의 起止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十干手陰陽分佈圖｣와 ｢十二支足陰陽分佈圖
｣는 靈樞·陰陽繫日月의 내용을 著者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6>十干手陰陽分佈圖

       

<그림 7> 十二支足陰陽分佈圖

 

2) 제2권

제2권은 傷寒에 해당하고 모두 33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 中風根原은 四聖心源·雜病解(下)의 ｢中風根原｣을, 

제2課 治風諸證은 ｢歷節根原｣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2課에서 黃耆薑苓湯, 葶藶散은 四聖心源·雜病解(下)의

｢中風根原｣의 和劑를 그대로 수록하고, 桂枝知芍湯은 四聖
心源·雜病解(下)의 ｢歷節根原｣의 和劑를 그대로 수록하였

으나, 桂枝烏藥湯證은 桂枝五苓湯을 수록하되 湯名을 바꾸

었다.
그러나 口眼喎斜를 치료하는 桂枝浮萍湯, 大便燥結을 치료

하는 蓯蓉芍藥湯은 ｢中風根原｣에 나오는 和劑에 湯名을 붙

인 것이다. 中風 舌瘖腎虛를 치료하는 腎瀝湯, 舌瘖腎虛氣
厥을 치료하는 地黃飮子, 左癱右瘓氣血大虛를 치료하는 加
味大補湯은 당시에 널리 활용하는 和劑로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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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 黃元御 醫書의 和劑 黃元御 醫書 외의

和劑 出處 未詳

제2課 治風諸證
桂枝烏藥湯, 黃耆薑苓湯, 桂枝浮
萍湯, 蓯蓉芍藥湯, 葶藶散, 桂枝
知芍湯

腎瀝湯, 地黃飮子, 加
味大補湯

제3課 治手面麻木及諸
證 桂芍知母湯, 烏頭湯 大羌活湯

助陽通氣湯, 參芪歸
附湯, 生血起廢湯, 加
減生血湯, 驅風活血
湯

제6課 太陽傷風桂枝證 桂枝湯
제7課 太陽傷寒麻黃證 麻黃湯
제8課 風寒兩感證 桂枝麻黃各半湯, 桂二麻一湯, 桂

枝越婢湯
제9課 傷寒大靑龍湯證 大靑龍湯, 小靑龍湯
제10課 傷寒白虎證 白虎湯, 五苓散, 茯苓甘草湯, 文

蛤散, 白散
제11課 傷寒抵當證 抵當湯, 抵當丸, 桃仁承氣湯
제13課 太陽壞證 麻杏甘石湯
제15課 太陽入太陰證 甘草乾薑湯, 芍藥甘草湯, 新加湯
제16課 葛根連芩證 葛根連芩湯, 桂枝去芍湯, 桂枝去

제3課 治手面麻木及諸證의 내용은 그 인용한 서적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수록된 和劑 중에 助陽通氣湯, 參芪歸附湯, 
生血起廢湯, 加減生血湯, 驅風活血湯 등은 그 출처를 확인

할 수가 없었다. 桂芍知母湯은 四聖心源·雜病解(下)의 ｢
歷節根原｣의 桂枝芍藥知母湯의 이름을 줄여서 수록한 것이

고, 烏頭湯은 金匱鉤玄·歷節(六)의 和劑를 수록한 것이다. 
大羌活湯은 당시에 널리 활용하는 和劑로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제4課부터 제12課까지는 傷寒懸解·太陽經上篇을 인용하

였다. 제4課 傷寒太陽經은 ｢太陽本病｣을, 제5課 太陽證候는

｢太陽經提綱一｣, ｢風寒總綱一｣, ｢風寒總綱一｣을 거의 그대

로 인용하였고, 제6課 太陽傷風桂枝證은 ｢太陽中風桂枝湯證
｣을, 제7課 太陽傷寒麻黃證은 ｢太陽傷寒｣을, 제8課 風寒兩
感證은 ｢太陽風寒雙感證｣을, 제9課 傷寒大靑龍湯證은 ｢太陽
傷寒大靑龍湯證｣을, 제10課 傷寒白虎證은 ｢太陽傷寒白虎證｣
을, 제11課 傷寒抵當證은 ｢太陽傷寒抵當證｣을, 제12課 太陽
傳經論은 ｢太陽傳經｣을 발췌․인용하였다.
제13課부터 제18課까지는 傷寒懸解·太陽經中篇을 인용

하였다. 제13課 太陽壞證은 ｢太陽壞病｣을, 제14課 調胃承氣
證은 ｢調胃承氣證｣을, 제15課 太陽入太陰證은 ｢太陽壞病入

太陰去路｣를, 제16課 葛根連芩證은 ｢葛根連芩證｣을, 제17課 
太陽入少陰證은 ｢太陽壞病入少陰去路｣를, 제18課 桂枝加桂
證은 ｢桂枝加桂證｣을 발췌․인용하였다.
제19課부터 23課까지는 傷寒懸解·太陽經下篇을 인용하

였다. 제19課 結胸痞證과 제20課 臟結證은 ｢太陽壞病結胸
痞證｣을, 제21課 痞證은 ｢太陽壞病痞證｣을, 제22課 十棗證
은 ｢十棗湯證｣을, 제23課 旋覆花代赭石證은 ｢旋覆代赭石證｣
을 발췌․인용하였다.
제24課부터 제29課까지는 傷寒懸解·陽明經上篇을 인용

하였다. 제24課 陽明經實證은 ｢陽明實證｣을, 제25課 陽明來
路는 ｢來路｣를, 제26課 葛根湯證은 ｢葛根湯證｣을, 제27課 
大承氣諸證은 ｢大承氣證｣을, 제28課 調胃承氣諸證은 ｢陽明
腑病調胃承氣證｣을, 제29課 麻子仁證은 ｢麻子仁丸證｣을 발

췌․인용하였다.
제30課부터 33課까지는 傷寒懸解·陽明經下篇을 인용하

였다. 제30課 陽明虛證은 ｢陽明虛證｣을, 제31課 胃中寒冷은

｢胃中寒冷證｣을, 제32課 寒熱脈緊證은 ｢寒熱脈緊證｣을, 제
33課 口燥渴衄證은 ｢口燥渴衄證｣ 등을 발췌․인용하였다.
제2권에 수록된 和劑를 黃元御 醫書의 和劑와 그 외의 和

劑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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芍加附湯, 桂枝加厚朴杏仁湯, 去
桂加苓朮湯, 厚朴蔘甘湯, 梔子厚
朴湯, 梔子乾薑湯, 梔子香豉甘草
湯, 梔子生薑湯

제17課 太陽入少陰證
桂枝附子湯, 芍藥甘草附子湯, 苓
朮桂甘湯, 桂枝甘草湯, 苓桂甘棗
湯

제18課 桂枝加桂證
桂枝加桂湯, 桂枝去芍藥加蜀龍牡
湯, 桂枝甘草龍牡湯, 茯苓四逆湯, 
乾薑附子湯

제19課 結胸痞證 大陷胸湯, 大陷胸丸, 小陷胸湯
제21課 痞證 桂枝人蔘湯, 大黃黃連瀉心湯, 附

子瀉心湯
제22課 十棗證 十棗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 

赤石脂禹餘粮湯
제23課 旋覆花代赭石證 瓜蒂散
제25課 陽明來路 桂枝加葛根湯
제26課 葛根湯證 葛根湯, 葛根加半夏湯
제28課 調胃承氣諸證 小承氣湯, 蜜煎導方, 猪膽方
제29課 麻仁丸證 麻仁丸
제31課 胃中寒冷 吳茱萸湯
제32課 寒熱脈緊證 猪苓湯
총계 67 4 5

<표 2> 漢方醫學講習書 제1권에 수록된 和劑 출처

3) 제3권

제3권은 傷寒에 해당하고 모두 33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 柴胡麻黃證은 傷寒懸解·陽明經下篇의 ｢柴胡麻黃

證｣을 발췌․인용하였다.
제2課부터 제5課까지는 傷寒懸解·少陽經上篇을 인용하

였다. 제2課 少陽本病은 ｢少陽本病｣을, 제3課 小柴胡諸證은

｢少陽經病柴胡證｣을, 제4課 屬陽明證은 ｢屬陽明證｣을, 제5
課 少陽傳經은 ｢少陽傳經｣을 발췌․인용하였다.
제6課부터 제8課까지는 傷寒懸解·少陽經下篇을 인용하

였다. 제6課 少陽入陽明去路는 ｢少陽壞病入陽明去路｣를, 제
7課 大柴胡證은 ｢大柴胡證｣을, 제8課 壞病結胸證은 ｢少陽壞
病結胸證｣을 발췌․인용하였다.
제9課부터 제11課까지는 傷寒懸解·太陰全篇을 인용하였

다. 제9課 太陰藏病은 ｢太陰藏病｣을, 제10課 四逆桂枝證은

｢四逆桂枝證｣을, 제11課 茵蔯蒿證은 ｢茵蔯蒿證｣을 발췌․인
용하였다.
제12課부터 제17課까지는 傷寒懸解·少陰全篇을 인용하

였다. 제12課 少陰藏病은 ｢少陰藏病｣을, 제13課 附子證은 ｢
附子證｣을, 제14課 下利煩渴證은 ｢下利煩渴證｣을, 제15課 
白通證은 ｢白通湯證｣을, 제16課 少陰亡陽證은 ｢少陰亡陽死
證｣을, 제17課 黃連阿膠證은 ｢黃連阿膠證｣을 발췌․인용하였

다.
제18課부터 제22課까지는 傷寒懸解·厥陰全篇을 인용하

였다. 제18課 厥陰病象은 ｢厥陰臟病｣을, 제19課 厥熱勝復諸
證은 ｢厥熱勝復證｣을, 제20課 熱盛喉痺證은 ｢熱盛喉痺證｣
을, 제21課 通脈四逆證은 ｢熱盛喉痺證｣을, 제22課 陽回不死
證은 ｢厥陰陽回不死證｣을 발췌․인용하였다.
제23課부터 제26課까지는 傷寒懸解·傷寒類證을 인용하

였다. 제23課 傷寒類證溫病은 ｢溫病｣을, 제24課 濕病諸證은

｢濕病｣을, 제25課 藿亂諸證은 ｢藿亂｣을, 제26課 差後勞復諸
證은 ｢差後勞復｣을 발췌․인용하였다.
제27課 感冒諸證은 傷寒懸解·汗下宜忌를 발췌․인용하였

고, 香蘇散, 人蔘養胃湯, 五積散, 人蔘敗毒散, 十神湯, 藿香
正氣散, 羌活沖和湯 등 당시에 널리 활용하는 和劑를 수록

함으로써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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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 黃元御 醫書의 和劑 黃元御 醫書 외의 和劑 出處 
未詳

제2課 少陽本病 小柴胡湯
제4課 屬陽明證 黃芩湯, 黃芩加半夏生薑湯, 大柴胡湯
제6課 少陽入陽明

去路 炙甘草湯, 柴胡加龍骨牡蠣湯
제7課 大柴胡證 柴胡加芒硝湯, 柴胡桂枝乾薑湯
제8課 壞病結胸證 半夏瀉心湯
제9課 太陰藏病 四逆湯
제10課 四逆桂枝證 黃連湯, 桂枝加芍藥湯, 桂枝加大黃湯
제11課 茵蔯蒿證 茵蔯蒿湯, 麻黃連翹赤小豆湯, 梔子檗

皮湯
제12課 少陰藏病 麻附甘草湯
제13課 附子證 附子湯, 甘草湯, 桔梗湯, 半夏散, 苦

酒湯, 豬膚湯
제14課 下利煩渴證 通脈四逆湯
제15課 白通證 白虎湯, 白虎加猪膽汁湯, 桃花湯
제17課 黃連阿膠證 黃連阿膠湯
제20課 熱盛喉痺證 當歸四逆湯, 四逆加吳茱萸湯
제21課 通脈四逆證 乾薑芩連人蔘湯, 麻黃升麻湯
제22課 陽回不死證 白頭翁湯
제24課 濕病諸證 桂枝附子湯, 甘草附子湯
제25課 藿亂諸證 理中湯, 四逆加人蔘湯
제26課 差後勞復諸

證
竹葉石膏湯, 牡蠣澤瀉散, 枳實梔子湯, 
燒褌散

제27課 感冒諸證
香蘇散, 人蔘養胃湯, 五積散, 
人蔘敗毒散, 十神湯, 藿香正氣
散, 羌活沖和湯

제28課 溫病治法 元霜丹, 紅雨丹 
제29課 溫病治法 白英丹, 黃酥丹, 蒼霖丹

제30課 溫疫治法
浮萍湯, 浮萍石膏湯, 白虎加玄麥湯, 
人蔘白虎加玄蔘湯, 浮萍葛根湯, 浮萍
葛根芍藥湯, 調胃承氣湯, 小承氣湯

제31課 溫疫治法
芩芍苦蔞柴胡湯, 大柴胡加玄蔘湯, 浮
萍地黃湯, 浮萍天門湯, 浮萍當歸湯, 
猪苓湯

제32課 溫疫治法 柴蘇湯, 柴石地黃湯, 蘇桂薑辛湯, 白
虎加玄麥湯, 白虎加蔘湯, 蘇葉升葛湯, 

제28課 溫病治法(一)과 제29課 溫病治法(二)은 四聖懸
樞·溫病解를 발췌․인용하였고, 제30課 溫疫治法(一), 제31
課 溫疫治法(二), 제32課 寒疫治法(一), 제33課 寒疫治法
(二)은 四聖懸樞·疫病解를 발췌․인용하였다.
특히 제28課부터 제33課의 내용으로 볼 때, 조선과 淸나

라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의 문물과 학문을 수입하

지 못하던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溫病學을 도입, 교육함

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지던 학문을 진전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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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葉葛根半夏湯

제33課 溫疫治法

調胃承氣湯, 小承氣湯, 大承氣湯, 小
柴胡湯, 黃芩湯, 黃芩半夏湯, 大柴胡
湯, 柴胡桂薑半夏湯, 柴胡桂枝乾薑湯, 
苓桂蔘朮湯, 苓桂椒附湯, 蔘甘半夏湯, 
茯苓四逆湯, 半夏四逆湯, 茯苓蔘甘附
子湯, 蔘甘歸芍湯

和劑數 83 7 0
<표 3> 漢方醫學講習書 제3권에 수록된 和劑 출처

4) 제4권

제4권은 雜病에 해당하고 모두 55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부터 제4課까지는 四聖心源·勞傷解를 인용하였다. 

제1課 中氣交陰陽은 ｢中氣｣를, 제2課 陰虛陽盛은 ｢陰陽｣, ｢
陰虛｣, ｢陽虛｣를. 제3課 神驚精遺(一)는 ｢精神｣ ｢神驚｣을, 
제4課 神驚精遺(二)은 ｢精遺｣를 발췌․인용하였다.
특히 제1課부터 16課까지 出處 未詳의 淸上降逆湯과 苓澤

湯, 歸元湯을 제외한 모든 和劑가 黃元御 醫書에서 나왔음

을 확인하였다.
제5課부터 제10課까지는 ‘氣血諸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5課 氣血諸病(一)은 四聖心源·勞傷解의 ｢氣血｣
을, 제6課 氣血諸病(二)은 ｢氣血｣ 및 四聖心源·雜病解(中)
의 ｢積聚根原｣을, 제7課 氣血諸病(三)은 四聖心源·勞傷解
의 ｢血瘀｣, ｢血脫｣을, 제8課 氣血諸病(四)은 四聖心源·勞
傷解의 ｢衄血｣, ｢吐血｣을, 제9課 氣血諸病(五)은 四聖心
源·勞傷解의 ｢便血｣, ｢溺血｣을, 제10課 氣血諸病(六)은 
金匱懸解·驚悸吐衄下血瘀血을 발췌․인용하였다.
특히 제6課의 化堅丸, 化堅膏은 四聖心源․積聚根原에서

인용하였고, 제8課의 淸上降逆湯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

다. 제10課의 半夏麻黃丸, 三黃瀉心湯(大黃黃連瀉心湯), 栢
葉湯은 金匱懸解·驚悸吐衄下血瘀血에 수록되어 있고, 赤
小豆當歸散은 金匱懸解·狐惑에 수록되어 있다.
제11課 反胃噎膈은 四聖心源·雜病解(上)의 ｢反胃根原｣, 

｢噎膈根原｣을, 제12課 虛勞諸證(一), 제13課 虛勞諸證(二)
은 金匱懸解·血痺虛勞를, 제14課 消渴癃瀝(一), 제15課 
消渴癃瀝(二), 제16課 消渴癃瀝(三)은 四聖心源·雜病解
(上)의 ｢消渴根原｣, 四聖心源·雜病解(中)의 ｢淋瀝根原｣
을, 제17課 赤白痢疾(一), 제18課 赤白痢疾(二)은 四聖心
源·雜病解(中)의 ｢痢疾根原｣을, 제19課 泄利諸證은 四聖
心源·雜病解(中)의 ｢泄利根原｣을, 제20課 嘔吐諸證(一), 

제21課 嘔吐諸證(二)은 金匱懸解·嘔吐噦下利를, 제22課 
脹滿水腫(一)은 四聖心源·雜病解(上)의 ｢鼓脹根原｣을, 제
23課 脹滿水腫(二), 제24課 脹滿水腫(三), 제25課 脹滿水
腫(四)은 金匱懸解·水氣를 발췌, 인용하였다.
제14課의 人蔘白虎湯은 金匱懸解·暍에서, 五苓散은 金

匱懸解·痰飮咳嗽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苓澤湯은 그 출처

를 찾을 수 없었다.
제15課의 桂附烏苓湯, 蒲灰散, 滑石魚散, 茯苓戎鹽散은 

金匱懸解·消渴小便不利淋에서, 제16課의 芍藥苓澤湯(桂枝
苓澤湯), 薰藥은 四聖心源·淋瀝根原에서 찾을 수 있었으

나, 歸元湯은 그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제17, 18課의 消瘀(神)丹, 升和湯, 補陰升提湯, 回生救痢

湯(止脫救痢湯)은 辨證奇聞․痢에서 찾을 수 있었고, 加減
(加味)導滯湯은 醫學入門에서, 加減(加味)養臟湯, 加味敗
毒散은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제19課의 外臺黃芩湯은 金匱懸解·下利에서 찾을 수 있

었고, 加味理中湯은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제22課의 苓澤浮萍湯, 桂枝阿膠湯은 四聖心源·雜病解(上)

의 ｢鼓脹根原｣에 수록되어 있으나, 桂苓澤瀉湯은 그 출처

를 찾지 못하였다.
제25課의 防己黃芪湯, 越婢湯, 防己茯苓湯, 麻黃附子湯, 杏

子湯, 芪芍桂酒湯, 桂枝加黃芪湯, 桂麻辛甘湯, 枳朮湯은 金
匱懸解·水氣에 수록되어 있다.
제26課 脹滿水腫(五)의 내용은 그 인용서적 목록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平陳湯은 당시에 널리 활용하는 和劑로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泄水
至神湯, 逐穢消脹湯은 辨證奇聞․膨脹에서 찾을 수 있었으

나 桂苓澤瀉湯, 決水湯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7課 痰飮咳嗽(一), 제28課 痰飮咳嗽(二)는 金匱懸解·

痰飮咳嗽와 四聖心源·雜病解(上)의 ｢痰飮根原｣, ｢咳嗽根
原｣을, 제29課 痰飮咳嗽(三), 제30課 痰飮咳嗽(四)는 金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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懸解·痰飮咳嗽와 金匱懸解·咳嗽上氣를 발췌․인용하였고

和劑도 모두 黃元御 醫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제31課 瘕疝奔㹠(一)은 四聖心源·雜病解(中)의 ｢瘕疝根

原｣을, 제32課 瘕疝奔㹠(二)은 四聖心源·雜病解(中)의 ｢
奔豚根原｣을 발췌․인용하였다. 辟寒湯(丹)은 辨證奇聞․奔豚
에서, 安腎湯(丸), 暖肝煎(煖肝煎)은 景岳全書에서 찾을

수 있고, 順氣湯은 그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제33課 痎瘧諸證은 金匱懸解·瘧病과 四聖心源·雜病解

(下)의 ｢痎瘧根原｣을, 제34課 黃疸諸證은 四聖心源·雜病
解(下)의 ｢黃疸根原｣을 발췌․인용하되 玄明甘苓散은 元滑
苓甘散을 改名한 것이다. 休瘧飮, 何人飮은 景岳全書에서

찾을 수 있고, 小建中湯은 당시에 널리 활용하는 和劑로 成
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제35課 蛔蟲狐惑은 金匱懸解·趺蹶手指臂腫轉筋狐疝蛔蟲

의 ｢蛔蟲｣과 金匱懸解·百合狐惑陰陽毒의 ｢狐惑｣과 四聖
心源·雜病解(中)의 ｢蛔蟲根原｣을 발췌․인용하였다.
제36課 七竅諸病耳目(一), 제37課 七竅諸病耳目(二), 제

38課 七竅諸病鼻口(一), 제39課 七竅諸病鼻口(二), 제40課 
七竅諸病齒牙咽喉, 제41課 七竅諸病聲音鬚髮은 四聖心源·
七竅解를 발췌․인용하였다. 
제41課의 荊蘇湯은 東醫寶鑑에 수록되어 있으나, 제37

課의 桂薑蔘苓湯, 芍藥棗仁湯, 芍柴茯苓湯, 澤瀉芍藥湯, 蔘
苓芍藥湯과 제40課의 龜甲湯, 龍腦雄黃散은 그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제42課 頭面諸病(一), 제43課 頭面諸病(二)의 내용은 黃

元御 醫書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수록된 養血祛風
湯, 加減通聖散, (半夏白朮)天麻湯, 七氣湯, 順氣和中湯, 當
歸補血湯, 芎辛導痰湯, 選奇湯, 升麻黃連湯, (加味)葛根湯, 
升麻胃風湯, 淸胃散, 淸上防風湯은 東醫寶鑑에 있으며 널

리 활용하는 和劑로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芎辛蔓荊湯, 芎芷芍藥湯은 그 출처

를 찾지 못했다.
제44課 心胸諸病은 金匱懸解·胸痺心痛短氣를, 제45課 

腹背諸病(一), 제46課 腹背諸病(二)은 四聖心源·雜病解
(中)의 ｢腹痛根原｣과 金匱懸解·腹滿寒疝宿食을 발췌․인
용하였다. 
제44課에 수록된 心痛丸은 金匱懸解·胸痺心痛短氣의 九

痛丸을 改名한 것이고, 枳朮湯, 大建中湯, 加味理中湯과 제

46課의 導痰降氣湯, 三合湯, 蒼朮復煎散(丸), 手拈散, 加味
二陳四物湯은 東醫寶鑑에 있으며 널리 활용하는 和劑로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제45

課의 薑茯桂枝湯과 제46과의 黃芪柴胡湯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47課 項肩腰脇(一)과 제48課 項肩腰脇(二) 중 腰痛의

내용과 桂枝薑附阿膠湯은 四聖心源·雜病解(中)의 ｢腰痛根
原｣을 발췌․인용하였다. 그러나 項․肩․脇의 내용은 그 인용서

적 목록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으나 黃元御의 의론과 비슷

하고, 수록된 消瘀四物湯, 舒肝四物湯, 地黃補腎湯, 去濕起
傴飮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한편 回首散, 羌活勝濕湯, 
(加味)舒經湯, 五靈散, 半夏芩朮湯, 淸肝解鬱湯, 續腰湯, 安
腎湯, 大承氣湯, 當歸承氣湯, 加減通聖散은 東醫寶鑑 등에

있으며 널리 활용하는 和劑로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
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제49課 癲癎狂妄諸證의 내용은 그 인용서적 목록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逐邪安心飮, 補心淸胃散, 回春露, 息邪散
火湯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고, 大承氣湯, 當歸承氣湯, 加
減通聖散은 東醫寶鑑 등에 있으며 널리 활용하는 和劑로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제50課 痙痓濕暍은 金匱懸解·痙濕暍을, 제51課 百合及

陰陽毒(一), 제52課 百合及陰陽毒(二)은 金匱懸解·百合狐
惑陰陽毒을, 제53課 便閉便堅은 四聖心源·雜病解(中)의
｢便堅根原｣을 발췌․인용하였다. 潤血飮, 濟川煎28)은 成周鳳 
先生이 方藥合編의 和劑로 成周鳳 先生이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제54課 前陰後陰, 제55課 中滿六鬱은 그 인용서적 목록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수록된 活腎丸, 川練散, 溫脾益氣
湯, 子母相生飮, 救肝開鬱湯은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고, 
(加味)補中益氣湯, 開鬱導氣湯, 加減腎氣湯, 龍膽瀉肝湯, 還
少丹, 活血驅風湯, 六鬱湯은 成周鳳 先生이 東醫寶鑑, 方
藥合編 등의 和劑로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28)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1989. p.20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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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 黃元御 醫書의 和劑 黃元御 醫書 외의 和劑 出處 未詳
제1課 中氣交陰陽 黃芽湯
제2課 陰虛陽盛 降氣滋元湯, 升脾回陽飮
제3課 神驚精遺 安神降火湯
제4課 神驚精遺 玉池湯
제5課

氣血諸病

達鬱湯, 下氣湯
제6課 化堅丸, 化堅膏(積聚根原)
제7課 破瘀湯
제8課 零雨湯 淸上降逆湯
제9課 白茅根湯, 黃土湯, 寧波湯
제10課 赤小豆當歸散, 半夏麻黃丸, 三黃

瀉心湯, 栢葉湯
제11課 反胃噎膈 苓桂芍藥湯
제12課

虛勞諸證
龍骨牡蠣湯, 小建中湯, 薯蕷丸

제13課 酸棗仁湯, 大黃蟅蟲丸, 芪桂五物
湯

제14課
消渴癃瀝

五苓散, 人蔘白虎湯 苓澤湯
제15課 桂附烏苓湯, 蒲灰散, 滑石魚散, 

茯苓戎鹽散
제16課 芍藥苓澤湯(桂枝苓澤湯), 薰藥 歸元湯
제17課

赤白痢疾

桂枝蓯蓉湯 消瘀丹, 升和湯 

제18課
補陰升提湯, 回生救痢湯, 
加減導滯湯, 加減養臟湯, 
加味敗毒散

제19課 外臺黃芩湯 加味理中湯
제20課

嘔吐諸證
大半夏湯, 茯苓澤瀉湯, 猪苓湯, 
大黃甘草湯, 四逆湯

제21課 半夏乾薑散, 生薑半夏湯, 橘皮竹
茹湯, 小半夏湯, 生薑湯(橘皮湯)

제22課

脹滿水腫

苓澤浮萍湯, 桂枝阿膠湯 桂苓澤瀉湯

제25課
防己黃芪湯, 越婢湯, 防己茯苓湯, 
麻黃附子湯, 杏子湯, 芪芍桂酒湯, 
桂枝加黃芪湯, 桂麻辛甘湯, 枳朮
湯

제26課 泄水至神湯, 逐穢消脹湯, 
平陳湯 決水湯

제27課

痰飮咳嗽

苓桂甘朮湯, 甘遂半夏湯

제28課
木防己湯, 半夏加茯苓湯, 澤瀉湯, 
厚朴大黃湯, 桂苓五味甘草湯, 茯
苓五味薑辛湯

제29課 薑苓半夏湯, 外臺茯苓湯,
 越婢加半夏湯, 加味小靑龍湯

제30課
厚朴麻黃湯, 澤漆湯, 射干麻黃湯, 
半夏麥門冬湯, 皂莢丸, 千金薑甘
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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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課
瘕疝奔㹠

加味烏頭桂枝湯, 蜘蛛散, 當歸生
薑羊肉湯, 大烏頭煎 順氣湯

제32課 茯苓桂枝甘草湯, 桂枝加芍湯, 奔
豚湯 安腎湯, 辟寒湯, 暖肝煎

제33課 痎瘧諸證 柴胡乾薑湯, 白虎桂枝湯, 龜甲丸 休瘧飮, 何人飮
제34課 黃疸諸證 甘草茵蔯湯, 梔子大黃湯, 茵蔯五

苓散, 玄明甘苓散(元滑苓甘散) 小建中湯

제35課 蛔蟲狐惑 甘草粉蜜湯, 烏梅丸, 半夏甘草瀉
心湯, 赤小豆當歸散

蔘元飮, 乾薑
桂朮飮

제36課

七竅諸病
(耳目)

柴芍丹皮湯, 百合知母湯

제37課 百合薑附湯, 茯苓石膏湯, 桂丹首
烏湯, 烏梅茱萸湯, 桂枝葛根湯

桂薑蔘苓湯, 
芍藥棗仁湯, 
芍柴茯苓湯, 
澤瀉芍藥湯, 
蔘苓芍藥湯

제38課 七竅諸病
(鼻口)

桔梗玄蔘湯, 五味石膏湯, 黃芩貝
母湯, (白)茯苓澤瀉湯

제39課 黃芩甘草湯, 貝母玄蔘湯, 桂枝薑
苓湯, 芩連芍藥湯, 桂枝地黃湯

제40課 七竅諸病
(齒牙咽喉)

石膏黃芩湯, 柴胡桃仁湯, 甘桔射
干湯

龜甲湯, 龍腦
雄黃散

제41課 七竅諸病
(聲音鬚髮)

茯苓橘皮湯, 百合桔梗湯,  桂枝栢
葉湯 荊蘇湯

제42課
頭面諸病

養血祛風湯, 加減通聖散, 
天麻湯, 七氣湯, 順氣和中
湯, 當歸補血湯, 芎辛導痰
湯, 選奇湯

제43課
升麻黃連湯, 加味葛根湯, 
升麻胃風湯, 淸胃散, 淸上
防風湯

芎辛蔓荊湯, 
芎芷芍藥湯

제44課 心胸諸病
人蔘湯, 茯苓甘草湯, 桔梗生薑湯, 
薏苡附子湯, 桂枝薑枳湯, 烏頭石
脂丸, 心痛丸(九痛丸)

枳朮湯, 大建中湯, 加味理
中湯

제45課
腹背諸病

赤丸, 大黃附子湯, 七物厚朴湯, 
三物厚朴湯, 大柴胡湯 薑茯桂枝湯

제46課 外臺柴胡桂枝湯, 瓜蒂散
導痰降氣湯, 三合湯, 蒼朮
復煎散, 手拈散, 加味二陳
四物湯

黃芪柴胡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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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課

項肩腰脇

桂枝薑附阿膠湯
回首散, 羌活勝濕湯, 加味
舒經湯, 五靈散, 半夏芩朮
湯

제48課 淸肝解鬱湯, 續腰湯, 安腎
湯

消瘀四物湯, 
舒肝四物湯,
地黃補腎湯, 
去濕起傴飮

제49課 癲癎狂妄 大承氣湯, 當歸承氣湯, 加
減通聖散

逐邪安心飮, 
補心淸胃散, 
回春露, 息邪
散火湯

제50課 痙痓濕暍 苦蔞桂枝湯, 葛根湯, 大承氣湯, 
麻黃加朮湯, 防己黃芪湯

제51課 百合及陰陽
毒

百合知母湯, 滑石代赭湯, 百合鷄
子湯, 百合地黃湯

제52課 苦蔞牡蠣散, 百合滑石散, 升麻蜀
椒湯, 益水散火湯, 加減散火湯

제53課 便閉便堅 阿膠麻仁湯, 麻仁蓯蓉湯 潤血飮, 濟川煎
제54課 前陰後陰 加味補中益氣湯 活腎丸, 川練

散

제55課 中滿六鬱
開鬱導氣湯, 加減腎氣湯, 
龍膽瀉肝湯, 還少丹, 活血
驅風湯, 六鬱湯

溫脾益氣湯, 
子母相生飮, 
救肝開鬱湯

和劑數 145 61 30
<표 4> 漢方醫學講習書 제4권에 수록된 和劑 출처

제49課에서 “癲癎은 痰이 원인인데 …… 그 중에 心을 먼

저 범하는 까닭을 土寒으로 心火를 생하지 못하기에 心이

虛寒하여 痰邪가 쉽게 침범한다.”29)고 밝힌 것은 成周鳳 
先生의 癲癎의 機轉에 대한 독특한 견해이다.
제55課에서 “…… 陰腫陰痿와 陰痒陰挺과 陰縮不腎과 陰蝕

瘡, 腎藏風이 모두 前陰의 痰이다.”30)라고 한 것은 成周鳳 
先生의 前陰後陰의 病因에 대한 독특한 견해이다.

5) 제5권 중 癰疽瘡瘍

제5권은 모두 45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癰疽瘡瘍, 婦人百
科, 小兒百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癰疽瘡瘍의 목

록은 아래와 같다.
제1課부터 제7課까지 7개의 課는 癰疽瘡瘍의 내용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課 癰疽瘡瘍(一), 제2課 癰疽瘡瘍(二)은 四聖心源·瘡

瘍解의 ｢癰疽根原｣, ｢瘰癧根原｣과 金匱懸解·瘡癰腸癰浸淫
을, 제3課 癰疽瘡瘍(三)은 金匱懸解·肺痿肺癰咳嗽上氣를
인용하였다.
제4課 癰疽瘡瘍(四)은 背癰, 脇癰, 大腸癰을, 제5課 癰疽

瘡瘍(五)은 小腸癰과 大腸癰, 小腸外癰과 大腸外癰, 對口, 
陰疽, 腦疽, 便毒, 懸癰, 乳癰, 乳巖을, 제6課 癰疽瘡瘍(六)
은 乳癰과 楊梅瘡, 陽毒, 龜頭疳瘡, 口脣疔瘡과 痔漏 등을, 
제7課 癰疽瘡瘍(七)은 痔瘡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인

용서적 목록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29)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22. “癲癎은 痰之爲
邪也니 脾胃濕盛하야 升降이 失職에 鬱化痰飮하나니 人之五臟六腑
에 痰無不入이나 先犯於心宮은 以其土寒不能生心火而心宮이 虛寒
하야 痰邪易浸也니 痰邪先犯宮城에 心包先受하야 惟恐害心君故로
卽號召勤土而令諸臟腑之相救하야 作牛馬之聲也니 用下方하야 佐其
相而救其君이니라”

30)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28. “…… 陰腫陰痿
와 陰痒陰挺과 陰縮不腎과 陰蝕瘡腎藏風이 皆前陰之痰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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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 黃元御 醫書의 和劑 黃元御 醫書 외의 和劑 出處 未詳

제1課

癰疽瘡瘍

桂枝紫蘇湯, 丹皮黃芪湯, 排
膿湯, 桂枝蔘芪湯, 大黃牧丹
湯, 蔘芪桂薑湯, 仙靈丹, 黃
芪牡蠣湯

제2課
柴胡芍藥湯, 柴胡茯苓湯, 金
銀柴胡飮, 薏苡敗醬散, 王不
留行散, 黃連粉

제3課 甘草乾薑湯, 桔梗湯, 葶藶大
棗湯, 化毒解癰湯

제4課
變陽消毒湯, 轉敗回生飮, 大
劑十全湯, 平肝消毒飮, 宣鬱
湯, 淸腸飮, 補胃活命湯

제5課
泄毒如神湯, 托裏消毒湯, 加
減小柴胡湯, 三星湯, 七星湯, 
五星拘急湯, 金銀化毒湯, 貝
母湯, 化巖湯

제6課 瓜蔞散, 二生湯, 生肌散, 連
翹敗毒散

救毒散, 化毒丹, 
金銀消毒湯, 治
濕去痔湯, 神龜
丸

제7課 枯痔散, 加味鷄鳴散, 連翹敗
毒散, 辟寒圓

消瘀四物湯, 補
氣生血湯, 仙方
活命湯, 榮衛返
魂湯, 硫礬散, 
酒歸飮

和劑數 34 8 11
<표 5> 漢方醫學講習書 제4권 중 癰疽瘡瘍에 수록된 和劑 출처

또한 수록된 二生湯은 濟生方에 수록되어 있고31) 枯痔
散은 驗方新編에 수록되어 있고32) 加味鷄鳴散은 三因方
에 수록되어 있고33), 景岳全書에 수록되어 있고, 瓜蔞
散, 生肌散, 連翹敗毒散은 成周鳳 先生이 醫學入門의 和
劑로 黃元御 醫書의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辟寒圓(丹)은 
辨證奇聞․膨脹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救毒散, 化毒
丹, 金銀消毒湯, 治濕去痔湯, 神龜丸, 消瘀四物湯, 補氣生血
湯, 仙方活命湯, 榮衛返魂湯, 硫礬散, 酒歸飮은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제1課에서 成周鳳 先生은 黃元御의 醫論에 따라 “瘡瘍의

病이 寒邪가 營分을 傷하여 血澁 氣阻하여 積鬱하여 熱을

이루어 肉腐하여 膿이 되니 ……”34)라고 하여 瘡瘍의 원인

이 寒邪임을 지적하고, “靈樞經에 그 病義를 해석하였으

나 치료할 방법은 없고 金匱書에 그 法이 있으나 簡略하

고 未備하여 後世에 外科를 하는 醫家들이 막연하여 따를

수가 없으니 醫家 중에 빠진 부분이다”35)라고 하여 外科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끝에 그는 “膿이 이루어져서 熱이 되

지만 본래 外寒에 근원하므로 初期에는 마땅히 溫經 散寒
하며 行營 宣衛하고, 그 寒이 熱로 化하여 壅腫이 생기고

아프게 되면 이는 營衛에 있을 때이니 여전히 經絡에서 淸
31) 江克明, 包明蕙 編著.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0. p.9.
32) 江克明, 包明蕙 編著.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0. p.714.
33) 江克明, 包明蕙 編著.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0. p.605.
34)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35. “瘡瘍之病이 因
寒邪傷營하야 血澁氣阻에 積鬱成熱而肉腐爲膿하니 ……”

35)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35. “靈樞經에 釋其
病義而無治之方하고 金匱書에 有其法이 簡略未備하야 後世에 外科
之家 仰鑽莫從하니 醫家之欠典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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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함이 마땅하고, 膿이 터지고 피가 넘쳐 나와서 經熱이 밖

으로 泄할 때에 營衛가 모두 敗함이니 자연히 氣血을 補하

지 않으면 능히 회복하지 못한다.”36)라고 하여 瘡瘍의 시

기와 상태에 따라서 治法을 각각 달리함을 지적하였다.
제5課에서 成周鳳 先生은 “癰이 大小의 구분이 있으니 大

腸癰은 右足을 굽히고 小腸癰은 左足을 굽힌다. 大腸은 치

료가 쉽고 小腸은 치료가 어려우니, 大腸은 瀉下할 수 있으

나 小腸은 瀉下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腸은 그 火
를 瀉하되 大便을 따라서 나가게 하고 小腸은 그 火를 瀉
하되 小便을 따라서 나가게 하니 ……”37)라고 하여 大腸癰
과 小腸癰의 구별과 그 治法을 발명하였다.
또한 “癰生於腸外者난 足屈而不伸하고 生於腸內者난 其足

伸而不屈이니 痛左腹者난 小腸外癰이요 痛右腹者난 大腸外
癰이니 食積燥屎之痛은 時痛時止요 生癰之痛은 有定處而不
移요 常痛而不止니 內癰은 可以破潰而瀉出이로대 外癰은

潰無瀉出之路니 必死之證而小腸이 更甚이니 必須早治之라”
고 하여 小腸과 大腸의 內癰과 外癰을 구분하고, 食積痛과

癰痛을 구분하고, 그 豫後를 발명하였다.

6) 제5권 중 婦人百科

제5권 중 제8課부터 제29課까지 22개의 課는 婦人百科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8課와 제9課는 四聖心源·婦人解를, 
제15課는 景岳全書·婦人規를 발췌․인용하였으나 제8課, 
제9課, 제15課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내용이 그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제8課는 주로 四聖心源·婦人解의 ｢經脈根原｣과 ｢閉結｣

을 인용하고 桂枝丹皮湯을 수록하였다.
제9課는 주로 四聖心源·婦人解의 ｢崩漏｣, ｢先期後期｣, ｢

結瘀紫黑｣, ｢經行腹痛｣을 인용하고 桂枝薑苓湯, 桂枝丹皮湯, 
薑苓阿膠湯, 苓桂丹蔘湯, 歸地芍藥湯을 수록하였다.
제10課는 中庸을 序頭에 인용하여 胎敎, 養胎, 姙娠惡

阻, 種子와 不姙을 논하였으나 成周鳳 先生이 金匱要略과
丹經 등의 인용 서적을 밝힌 내용 이외는 凡例의 인용서

적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제11課는 周易을 序頭에 인용하고 夫婦의 交合과 養胎 

등을 논하였으나 成周鳳 先生이 인용 서적을 밝힌 내용 이

외는 凡例의 인용서적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제12課는 暗産(交媾 후 1개월 이내의 墮胎)과 夫婦의 不

姙 치료를 논하고 몇 가지 和劑를 수록하였는데, 그 중 加
味地黃元은 景岳全書에서38), 正元丹은 證治準繩에

서39), 續嗣丹은 醫學入門에서 찾았으나, 坤厚資生丸, 玉
鑰啓營丸, 神效黑附丸, 補壽安胎飮 등의 그 출처는 인용서

적 중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제13課는 種子法을 논하고 몇 가지 和劑를 수록하였는데, 

그 중 千金種子丹을 제외하고 還少丹, 大補丸, 五子衍宗丸
은 景岳全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제14課는 難産의 7가지 원인을 논하고 姙娠 중 禁忌藥品

歌와 姙娠 중 복용해야 하는 藥物을 외기 쉽도록 ｢忌服藥
品歌｣를 지어서 수록하였다.
제15課는 景岳全書·婦人規의 ｢産要｣를 주로 발췌․인용하

여 胎動의 豫防法과 弄胎, 小産, 墮胎, 임신 중 腹痛 및 腰
痛의 豫防法 등을 논하고, 保胎丸, 加味異功散, 加味補中益
氣湯, 補壽安胎飮을 수록하였는데, 保胎丸, 加味異功散, 加

味補中益氣湯은 景岳全書·婦人規에서 출처를 찾았는데

그 중 保胎丸은 景岳全書·婦人規古方의 千金保孕丸을 改
名한 것이고, 補壽安胎飮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16課는 十月養胎說과 惡阻를 논하고 景岳全書·婦人規

古方의 竹茹湯, 保生湯, 安胎飮과 加味二陳湯, 加味補中益
氣湯을 수록하였다.
제17課는 骨蒸, 胎動, 胎漏, 子煩 등을 논하고 膠艾湯, 

(淡)竹葉湯은 金匱懸解의 ｢姙娠｣, ｢産後｣에서 나왔으며, 
犀角散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加味歸脾湯, 八物湯, 加
味逍遙散, 加味君子湯, 紫蘇飮, 四物芩連半夏湯, 羚(羊)角散, 
理中湯은 기타 醫書에서 수록된 和劑들이다.
제18課는 姙娠 中 여러 질병들, 즉 子腫, 子瘖, 子淋, 轉胞 

등을 논하고, 葵苓散, 白朮散은 金匱懸解의 ｢姙娠｣, ｢産後
｣에서 나왔으며, 木通散, 鯉魚湯, 三合湯, 滋腎丸, 竹茹湯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加味五皮散은 丹溪心法에서40), 
加味瀉白散은 症因脈治에서41), 紫菀湯은 證治準繩에

36)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36. “膿成爲熱이나
根原於外寒故로 初期에 當溫經而散寒하며 行營而宣衛요 及其寒化
爲熱하야 壅腫痛楚하면 此난 在營衛之時니 仍宜淸散於經絡이요 至
於膿潰血泆하야 經熱이 外泄에 營衛俱敗니 自非崇補氣血이면 不能
復也니라”

37)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47. “癰이 有大小之
分하니 大腸癰은 屈右足하고 小腸癰은 屈左足이니 大腸은 治之易
하고 小腸은 治之難이니 以大腸은 可瀉而小腸은 難瀉나 大腸은 瀉
其火而從大便出하고 小腸은 瀉其火而從小便出이니 ……”

38) 張介賓 著, 李南九 懸吐 註釋.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
社. 2007. 1245.

39) 江克明, 包明蕙 編著.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0. p.255.
40) 江克明, 包明蕙 編著.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0.

pp.354-355.
41) 江克明, 包明蕙 編著.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0.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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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42), 地膚子湯은 東醫寶鑑에서43), 加減地黃湯, 冬葵子
湯, 子淋散, 葵子散, 加減八味湯, 淸燥湯, 大棗湯은 기타 醫
書에서 수록된 和劑들이다. 그러나 麥門地黃湯, 安樂散, 茯
苓升麻湯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19課는 子淋, 乳泣, 妊婦感冒, 子嗽, 熱入血室 등을 논하

고, 續斷湯, 葵子湯, 五味異功散, 黃芪湯, 白朮丸, 加減蔘蘇
飮, 黃龍湯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芎蘇散44), 前胡七
物湯45), 罩胎散46), 桂枝紅花湯47)은 醫學入門에서 나왔

으며, 生地四物湯은 기타 醫書에서 수록된 和劑이며, 膠地
丸, 蛤粉散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0課는 姙娠 중 感冒, 子痢, 鬼胎 등을 논하고, 神朮散, 

香連丸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加味平胃散, 香蘇散, 雄
黃丸은 東醫寶鑑에서 나왔으나, 葛芍湯, 斬鬼丹은 그 출

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1課는 姙娠 중 感冒, 心痛, 腹痛, 腰痛, 腰腿痛 등을 논

하고, 火龍散, 當歸芍藥散, 靑娥丸, 固眞飮은 景岳全書에
서 나왔으며, 香蘇散, (加減)淸胃散, 加味生四物湯, 手拈散
은 東醫寶鑑에서 나왔으나, 黃米煎, 甘草黑豆湯, 安胎補元
丸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2課는 주로 臨産과 催産, 難産 등의 出産을 논하고, 束

胎飮(丸), 達生散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加味)八珍
湯은 東醫寶鑑에서 나왔으나, 當歸順中飮, 滑胎飮, 砂仁湯
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3課는 臨産과 催産, 難産 등의 出産을 논하고, 加味芎

歸湯, 佛手散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送胎湯(送衣湯)
은 辨證奇聞에서, (加味)佛手散, (人蔘)歸茸湯은 東醫寶
鑑에서 찾을 수 있으나, 送子湯, 甘柞飮, 神效催生飮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4課는 産後調理와 産後血暈, 産後中風, 産後痙症 등을

논하고 加味芎歸湯, 加味六君子湯, 失笑丸, 十全大補湯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淸魂散은 醫學入門에서 나왔으

며, 華佗愈風散, 加味古弄散은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5課는 生化湯, 補中益氣湯, 敷藥方, 寸金散, 七珍湯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瑞蓮散(丸)은 醫學入門에서 나

왔으며, 加味蔘附湯, 人蔘乾薑湯, 蔘連煎은 출처를 찾지 못

하였다.
제26課는 産後不語, 産後發熱, 産後浮腫, 乳腫, 乳癰 등을

논하고, 六味地黃湯, 當歸補血湯, 香附餠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나, 理脾湯, 通脈湯은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7課는 産後 諸證을 논하고, 益母丸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祛風定痛湯, 倍蔘生化湯은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8課는 産後 死證 등을 논하고, 貞元飮, 獨蔘湯, 增損四
物湯, 補脬飮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며, 二味蔘蘇飮, 完脬
湯, 蔘朮膏는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29課는 産後 喘急, 産後 勞役(褥勞), 産後 經水不利, 臟

躁症 등을 논하였고, 大棗甘麥湯(甘麥大棗湯), 礬石丸은 
金匱懸解의 ｢婦人｣에서 나왔으며, 白茯散, 仲景羊肉湯, 溫
經湯, 束帶湯(丸)은 景岳全書에서 나왔으나 膠薑湯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8課와 제9課는 四聖心源·婦人解를, 제15課는 景岳全

書·婦人規를 발췌․인용하였으나 그 외의 課의 내용 대부분

은 그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제10課와 第11課에서 胎敎에 대한 成周鳳 先生의 독

특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제10課에서 成周鳳 先生은 “中庸에 가로되, ‘君子의 道

는 夫婦에서 시작한다’고 하니, 夫婦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

다. 賢德의 婦人이 賢德의 君子를 생산하므로, 옛날부터 胎
敎하는 婦人있으니 婦人이 賢德이 있어서 性에 따르면 養
胎를 잘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48)고 中庸을 인용하

여 胎敎를 설명하였다.
제11課에서 그는 “周易에 가로되, ‘坤道는 그 하늘을 순

순히 이어 받아서 때에 맞게 행한다’고 하니, 땅이 물건을

냄이 하늘을 잇고 따름에 불과하다면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도 또한 남자를 잇고 따름에 불과함을 알 것이니, 임신

여부를 여자에게만 책임 지워서는 안 되니 ……”49)라고 하

여 周易을 근거로 하여 不姙의 원인이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음을 발명하였다.

42) 江克明, 包明蕙 編著.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0. p.1114.
43) 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신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

사. 2007. p.1670.
44) 李梴 編著, 陳柱杓 譯解, (신대역)편주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65.
45) 李梴 編著, 陳柱杓 譯解, (신대역)편주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65.
46) 李梴 編著, 陳柱杓 譯解, (신대역)편주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66.
47) 李梴 編著, 陳柱杓 譯解, (신대역)편주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1164.
48)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61. “中庸에 曰君子

之道난 造端乎夫婦라하니 夫婦난 生民之始라 賢德之婦多生賢德之
君子하나니 故로 古者에 有胎敎之婦人하니 婦人이 有賢德順性則善
胎養而生賢子니라”

49)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63. “易에 曰坤道난
其順乎承天而時行이라하니 地之生物이 不過承順乎天則知女之生子
亦不過承順乎男이니 種子를 不可專主女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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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 黃元御 醫書의

和劑 黃元御 醫書 외의 和劑 出處 未詳

제8課

婦人
百科

桂枝丹皮湯, 
桂枝薑苓湯, 
薑苓阿膠湯, 
苓桂丹蔘湯, 
歸地芍藥湯

제12課 加味地黃元, 正元丹, 續嗣丹 坤厚資生丸, 玉鑰啓營丸, 
神效黑附丸

제13課 還少丹, 大補丸, 千金種子丹, 五子衍宗丸
제15課 加味異功散, 加味補中益氣湯 保胎丸, 補壽安胎飮
제16課 加味二陳湯, 竹茹湯, 保生湯, 安胎飮, 

加味補中益氣湯

제17課 膠艾湯, 淡竹葉湯
加味歸脾湯, 八物湯, 加味逍遙散, 

犀角散, 加味君子湯, 紫蘇飮, 
四物芩連半夏湯, 羚角散, 理中湯

제18課 葵苓散, 白朮散
木通散, 加味五皮散, 鯉魚湯, 

加味瀉白散, 加減地黃湯, 紫菀湯, 
冬葵子湯, 地膚子湯, 子淋散, 葵子散, 
三合湯, 加減八味湯, 滋腎丸, 淸燥湯, 

大棗湯, 竹茹湯
麥門地黃湯, 安樂散, 茯苓升麻湯

제19課
 生地四物湯, 續斷湯, 葵子湯, 

五味異功散, 黃芪湯, 白朮丸, 芎蘇散, 
前胡七物湯, 加減蔘蘇飮, 罩胎散, 黃龍湯, 

桂枝紅花湯
膠地丸,  蛤粉散,

제20課 加味平胃散, 香蘇散, 神朮散, 香連丸, 
雄黃丸 葛芍湯, 斬鬼丹

제21課
香蘇散, 加減淸胃散, 加味生四物湯, 

火龍散, 手拈散, 當歸芍藥散, 靑娥丸, 
固眞飮 

黃米煎, 甘草黑豆湯, 安胎補元丸

제22課 加味八珍湯, 束胎飮, 達生散 當歸順中飮, 滑胎飮, 砂仁湯 
제23課 加味芎歸湯, 佛手散, 送胎湯(送衣湯), 

(人蔘)歸茸湯, (加味)佛手散 送子湯, 甘柞飮, 神效催生飮

제24課 加味芎歸湯, 淸魂散, 加味六君子湯, 
失笑丸, 十全大補湯 華佗愈風散, 加味古弄散

제25課 生化湯, 補中益氣湯, 瑞蓮散, 敷藥方, 
寸金散, 七珍湯 加味蔘附湯, 人蔘乾薑湯, 蔘連煎

제26課 六味地黃湯, 當歸補血湯, 香附餠 理脾湯, 通脈湯
제27課 益母丸 祛風定痛湯,  倍蔘生化湯
제28課 貞元飮, 獨蔘湯, 增損四物湯, 補脬飮, 二味蔘蘇飮, 完脬湯, 蔘朮膏 
제29課 礬石丸, 

大棗甘麥湯 白茯散, 仲景羊肉湯, 溫經湯, 束帶湯 膠薑湯   
和劑數 11 95 34

<표 6> 漢方醫學講習書 제4권 중 婦人百科에 수록된 和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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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 나이에 낳은 자녀가 흔히 허약한 까닭은 慾心
이 動하고 精이 약하기 때문이고, 老年에 낳은 자녀가 도리

어 건강한 까닭은 욕심이 적고 精이 온전하기 때문이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의 자녀가 흔히 제대로 자라지 못하

는 까닭은 술의 성질이 빠르고 사나워서 火毒이 精을 어지

럽히고 濕熱이 이기기 때문이다.”50)라고 하여 당시의 早婚 
풍습과 음주과도가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명하

였다.
胎兒의 男女 鑑別에 대해서 道藏經, 褚氏逾書, 李東垣, 

朱丹溪, 聖濟總錄의 學說이 각각 다름을 지적하고 “一說
에 이르되, ‘婦人이 홀수 해 짝수 날에 임신하며 짝수 해

홀수 달에 임신하면 반드시 男子를 낳고 홀수 해 홀 수 달

과 짝수 해 짝수 달에 임신하면 반드시 여자를 낳는다.’고
하니 그 說이 자못 이치에 합당하나, 욕심을 적게 하라는

경계를 조심스럽게 지키고 널리 陰功을 쌓으면 어찌 아름

다운 경사(바라는 자녀를 출산, 양육함)가 없겠는가!”51)라
고 하여 胎兒의 남녀 감별을 중시하지 않고 자녀의 건강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2課에서 成周鳳 先生은 “淫火가 한 번 動하면 督脈을

어지럽혀서 胞門이 또한 그로 인해 닫히지 아니하여 胎墮
하기 쉬우니 오직 1개월 내의 墮胎는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니, 단지 임신되지 않은 줄만 알고 임신은 되었으나 곧

墮胎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暗産’이라 이름한다. 一
次로 이미 墮胎하면 肝脈이 傷함을 받아, 한 번에서 두 번

이 되며 두 번에서 세 번이 되어 임신할 때마다 墮胎하여

도 오히려 그러한 줄을 모르니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것은

흔히 1개월 내에 墮胎함이 많은 것이지 다 임신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52)고 하여 不姙의 원인이 夫婦 交媾 후 1개
월 만에 墮胎하여 姙娠이 되지 않는 ‘暗産’임을 발명하였다. 
제13課에서 成周鳳 先生은 “世之所編種子之方이 興陽壯熱

之品이 居多하고 或有煉煅金石하고 製取毒穢하야 但助房事
而不顧喪身하나니 深可悶也라 種子之方이 本無定軌하야 人
人이 藥各有宜니 寒者를 溫之하고 熱者를 凉之하며 滑者를

澁之하고 虛者를 補之니 去其所偏하야 使陰陽으로 和平이

면 皆得種子니라.”53)고 하여 世俗에서 種子의 和劑에 興陽
壯熱의 藥劑를 많이 사용하는 弊害를 지적하고 種子의 치

료는 陰平陽秘가 그 핵심임을 지적하였다.

7) 제5권 중 小兒百科

제5권 중 제30課부터 제45課까지 16개의 課는 小兒百科
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四聖懸樞·痘病解, 四聖懸樞·疹
病解, 景岳全書·小兒則과 幼幼集成을 발췌․인용하였다. 
이를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제30課는 주로 景岳全書·小兒則의 ｢初誕法｣, ｢保養法｣을

발췌․인용하였으나 淸熱順氣湯, 丹礬散은 그 출처를 찾지 못

하였다.
제31課는 景岳全書·小兒則의 ｢護養法｣을 인용하여 小

兒의 衣服, 哺乳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小兒 初生의

三急證으로 噤口, 臍風, 撮口를 들고, 마지막에 幼幼集成·
胎病論을 인용하여 胎黃을 설명하고 그 치료를 제시하였

다. 噤口, 撮口, 臍風은 景岳全書·小兒則의 ｢撮口臍風｣을
발췌․인용하였다. 또한 天麻丸, 定命丹, (朱)銀丸, 辰砂膏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明代 魯伯嗣의 嬰童百問의 和劑54)이
고, 生地茵蔯湯은 幼幼集成·胎病論에서는 茵蔯地黃湯으로

되어 있다.55)
제32課는 小兒의 無皮紅肉(蘇合香元), 腎縮(狐疝의 일종), 

蝦蟆瘟, 二便不通, 蕈 및 馬牙疳, 小兒의 飮食 및 起居, 乳
母 選擇 및 感冒 時의 哺乳方法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대

체로 幼幼集成·初誕救護56), 醫學入門57) 등을 발췌․인용

하였다.
제33課는 鵝口屑, 走馬疳, 顎腫, 齦腫, 重舌, 木舌, 弄舌

(燈心湯, 黃連湯), 流涎(二香二皮丸), 痄腮, 赤遊風(犀角消
毒飮), 夜啼(釣鉤藤散), 天乙丸(食滯), 小兒黃病, 丹毒, 驚風

50)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64. “少年生子가 多
有羸弱은 慾動而精薄也요 老年生子가 反多强壯은 慾少而精全也요
好飮者子多不育은 酒性이 慓悍하야 火毒이 亂精而濕熱이 勝也니
라”

51)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64. “一說에 云婦人
이 單歲偶日에 受胎하며 偶歲單月에 受胎하면 必生男子하고 單歲
單月과 偶歲偶月에 受胎하면 成女라 하니 其說이 頗合理나 謹守寡
慾之戒하고 廣積陰功하면 豈無美章之慶乎아”

52)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65. “淫火一動則擾
撼督脈하야 胞門이 亦由之而不閉하야 胎易墮니 惟一月之內에 墮胎
난 人皆不知而但知不受妊하고 不知受妊而卽墮也니 此名暗産이니
一次旣墮則肝脈이 受傷하야 自一而再하며 自再而三하야 隨得隨失
而猶然莫知니 人之無子多由一月墮胎而非盡不受妊也니라”

53) 成周鳳. 漢方醫學講習書. 대전. 以文社. 1936. p.468. “世之所編種子
之方이 興陽壯熱之品이 居多하고 或有煉煅金石하고 製取毒穢하야
但助房事而不顧喪身하나니 深可悶也라 種子之方이 本無定軌하야
人人이 藥各有宜니 寒者를 溫之하고 熱者를 凉之하며 滑者를 澁之
하고 虛者를 補之니 去其所偏하야 使陰陽으로 和平이면 皆得種子
니라.”

54) 魯伯嗣 著. 裘沛然 編. 嬰童百問·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
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55) 陳復正. 幼幼集成.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 p.94.
56) 陳復正. 幼幼集成.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 p.94.
57)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1682-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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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黃抱龍丸), 吐乳(麥芽湯), 變蒸, 五臟疳疾(集聖丸)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醫學入門58)을 발췌․인용한

것으로 犀角消毒飮, 天乙丸, 牛黃抱龍丸을 수록하였고, 燈心
湯, 黃連湯, 釣鉤(藤)散은 景岳全書에서 찾을 수 있고, 集
聖丸은 幼幼集成에 기재되어 있으나59), 二香二皮丸, 麥芽
湯은 그 출처는 찾지 못하였다.
제34課는 脊疳, 蛔疳, 哺露疳, 無辜疳, 吃泥吃炭(神機丹), 

吃生米(朮梔丸), 小便黃(交泰丹), 大便色의 이상, 急驚風(蝎
聖丸), 慢驚風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幼幼集
成을 발췌․인용하고 있는데60), 神機丹, 朮梔丸, 交泰丹, 蝎
聖丸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35課는 慢驚風(逐寒蕩驚湯, 理中地黃湯, 附子理中湯, 溫

中補脾湯, 乾淸散, 坤靜散)과 斷乳方을 기술하고 있는데, 
醫學入門의 附子理中湯61)을 제외하고 逐寒蕩驚湯, 理中地
黃湯, 溫中補脾湯, 乾淸散, 坤靜散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

다.
제36課는 痘病의 치료로 種痘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近世에 외국으로부터 牛漿種痘法이 발명되어 심히 간편하

여 漢藥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간혹 牛痘를 겪고도 때

로 痘病이 발생한 경우를 위하여 四聖懸樞·痘病解의 ｢痘
病根原｣, ｢痘病消長｣, ｢抑陰扶陽｣의 痘病의 치료를 인용하

였다.
제37課는 四聖懸樞·痘病解의 ｢太陽經證｣의 ｢停水不消｣, 

｢煩渴發熱｣, ｢血升鼻衄｣과 ｢陽明經證｣의 ｢嘔吐泄利｣를 그대

로 발췌․인용하였다.
제38課는 四聖懸樞·痘病解의 ｢陽明經證｣의 ｢發熱出痘粒

滿痂生｣, ｢紅白消長｣, ｢髮紫變黑頂平根散｣, ｢腫消眼閉｣, ｢陽
明府證｣의 ｢潮熱譫語腹痛便秘｣와 ｢少陽經證｣의 ｢驚悸吐泄
寒戰發熱｣을 그대로 발췌․인용하였다.
제39課는 四聖懸樞·痘病解의 ｢太陰經證｣의 ｢腹滿心痞嘔

吐泄利｣와 ｢少陰經證｣, ｢厥陰經證｣, ｢三陰治法｣을 그대로

발췌․인용하였고, 醫學入門의 五福化毒丹62), 小麥湯63)의
和劑를 보충하였으나, 麥湯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40課는 四聖懸樞·疹病解의 ｢疹病根原｣, ｢疹病隱顯｣과

｢太陽經證｣의 ｢發熱頭痛｣, ｢脈緊無汗｣을 그대로 발췌․인용하

였다.
제41課는 四聖懸樞·疹病解의 ｢太陽經證｣의 ｢發熱燥渴｣, 

｢寒熱勝負｣와 ｢陽明經證｣, ｢陽明府證｣, ｢少陽經證｣을 그대

로 발췌․인용하였다.
제42課는 四聖懸樞·疹病解의 ｢三陽傳胃｣, ｢太陰經證｣, ｢

少陰經證｣과 ｢厥陰經證｣의 ｢煩滿發斑｣, ｢紅白續發｣, ｢紫黑

遲見｣, ｢出沒隱見｣을 그대로 발췌․인용하였다.
제43課는 四聖懸樞·疹病解의 ｢厥陰經證｣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되, 醫學入門의 黃芩湯, 三拗湯을 보충하였고 景
岳全書의 烏梅湯, 芍藥湯을 보충하였으나, 麥門冬淸肺湯, 
獨棗丹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제44課는 四聖懸樞·疹病解의 ｢經腑殊方｣, ｢汗下宜忌｣와

四聖懸樞·伊尹四問의 ｢問溫五條｣, ｢問疫五條｣, ｢問痘七條
｣, ｢問疹四條｣를 발췌․인용하였다. 
제45課는 小兒의 大便靑黃(加味芍藥甘草湯, 加味保元湯), 

吐瀉不止(益黃散), 感冒風寒(惺惺散), 泄利(海衣散), 大腸虛
(縮砂散), 五軟(健骨散, 烏藥順氣散), 髮久不生(蓯蓉丸), 行
遲(地黃丸), 諸熱(小兒淸心丸), 治蟲(補脾化蟲湯), 天瘡(金
銀消毒湯), 食疳(紫霜丸), 左半身不遂(加減養榮湯), 右半身
不遂(加味六君子湯), 丹毒(犀角地黃湯, 犀角解毒飮)을 기술

하였다. 加味芍藥甘草湯, 加味保元湯, 海衣散, 健骨散, 蓯蓉
丸, 小兒淸心丸, 補脾化蟲湯, 金銀消毒湯, 加減養榮湯, 犀角
解毒飮은 그 출처를 찾지 못하였다.
漢方醫學講習書 제5권 중 제30課부터 제45課까지는 小

兒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 제37課부터 제45課까지 9개 課
는 黃元御 醫書를 인용하여 痘病과 疹病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근대 서양의료 중 하나인 種痘法을 수입한 池錫永 先
生과 함께 뜻을 같이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痘疹에 대한

韓醫學的 치료 방법을 꾀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의 의학을 수입하면서도 우리나

라 고유의 韓醫學을 잘 전승하였다. 특히 婦人, 小兒에 있

어서는 成周鳳 先生의 독특한 견해가 잘 나타나 있다.
｢小兒百科｣에 있어서 成周鳳 先生의 독특한 견해는 찾아

보기 어려우나 그가 활용한 和劑와 경험들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므로 小兒科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58)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1684-1686.
59) 陳復正. 幼幼集成.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 pp.210-211.
60) 陳復正. 幼幼集成.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 pp.213-214.
61)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52.
62)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1928.
63) 李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1760.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교재 중 하나인 漢方醫學講習書

- 102 -

題目 黃元御 醫書의 和劑 黃元御 醫書 외의 和劑 出處 未詳
제30課

小兒百科

淸熱順氣湯, 丹礬
散

제31課 天麻丸, 定命丹, 銀丸, 
辰砂膏, 生地茵蔯湯

제32課
蘇合香元, 燈心湯, 黃
連湯, 犀角消毒飮, 釣
鉤藤散, 天乙丸

二香二皮丸

제33課 牛黃抱龍丸 麥芽湯
제34課 集聖丸 神機丹, 朮梔丸, 交

泰丹, 蝎聖丸

제35課 附子理中湯
逐寒蕩驚湯, 理中
地黃湯, 溫中補脾
湯, 乾淸散, 坤靜
散, 斷乳方

제37課

小兒百科
(痘病解)

紫蘇湯, 蘇葉桂薑湯, 白虎蔘蘇飮, 人蔘白
虎湯, 地黃石膏湯, 紫蘇葛根(半夏)湯

제38課
蔘桂紅鹽湯, 蔘芪桂麻湯, 蔘歸芍藥湯, 蔘
芪石膏湯, 蔘芪薑蘇湯, 蔘甘茯苓湯, 蔘芪
紅鹽湯, 天地蓯蓉湯, 小柴胡湯, 柴胡芍藥
湯, 柴胡桂枝湯

제39課

茯苓蔘甘湯, 苓桂蔘甘湯, 蔘甘苓桂湯, 加
味四逆湯, 茯苓蔘芪湯, 桂芍黃土湯, 桃花
湯, 桂苓蔘芪湯, 蔘附紅鹽湯, 甘桔元射
(湯), 甘桔柴芩湯, 蔘甘苦蔞湯, 桂苓附子
湯, 當歸芍藥湯, 芍藥黃土湯, 白頭湯, 甘
草歸地湯

瀉靑丸, 五福化毒丹, 
小麥湯 麥湯

제40課

小兒百科
(疹病解)

靑萍石膏湯 靑萍湯

제41課
白虎玄蔘湯, 浮萍葛根湯, 靑萍芍藥湯, 調
胃承氣地芍湯, 小承氣地芍湯, 大承氣地
芍湯, 白虎靑萍地黃湯, 柴芩芍藥湯, 大柴
胡玄蔘湯

제42課 靑萍地黃湯, 浮萍天門冬湯, 浮萍當歸湯
제43課 猪苓湯, 加味白頭翁湯, 芍藥桂苓湯 烏梅湯, 黃芩湯, 芍藥

湯, 五苓散
麥門冬淸肺湯, 獨
棗丹

제45課
益黃散, 惺惺散,  縮砂
散, 烏藥順氣散, 地黃
丸(散), 紫霜丸, 加味六
君子湯, 犀角地黃湯

加味芍藥甘草湯, 
加味保元湯, 海衣
散, 健骨散, 蓯蓉
丸, 小兒淸心丸, 補
脾化蟲湯, 金銀消
毒湯, 加減養榮湯, 
犀角解毒飮

和劑數 50 29 29
<표 7> 漢方醫學講習書 제4권 중 小兒百科에 수록된 和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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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元御 醫書 其他 醫書 出處 未詳
제2권 67 4 5
제3권 83 7 0
제4권 145 61 30
제5권 34 8 11
제6권 11 95 34
합계 340 175 80

비율(%) 57.1 29.4 13.4
<표 8> 黃元御 醫書와 기타 醫書의 和劑 개수 비교

8) 제6권

제6권의 목록은 주로 ｢藥性綱目｣의 내용으로서 모두 40課
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藥性綱目의 藥性歌는 方藥合編의 藥性歌를 따랐으며, 각

藥物의 기재 순서와 설명은 모두 長沙藥解을 발췌․인용하

였다. 또한 각 藥物의 異名과 俗名을 함께 기재한 것이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제37課 各藏府 溫凉補瀉藥은 醫學入門·臟腑條分의 내용

과 十干臟腑에 따라 補瀉하는 약물을 설명하고 있다.
제38課 諸藥製法은 薑製諸種, 去蘆諸種, 雜製諸種의 세 가

지로 나누어서 藥物의 製法을 설명하고 있다.
제39課 隨證製藥法은 한 가지 藥物이 製法에 따라서 쓰임

이 달라짐을 설명하였으니, 예를 들어 黃芪는 達表할 때에

는 生用하고 補虛할 때에는 蜜炙한다고 하였다. 또한 藥物
의 相得, 相惡, 相忌, 相使 등의 藥物의 七情을 附記하였다.
제40課 諸病名總括證狀은 病名이 포괄하는 症狀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였으니, 예를 들어 傷風은 身熱, 有汗, 惡風하지

만 傷寒은 身熱 無汗 惡寒한다고 하였다. 또한 藥物의 製造
法을 附記하였으니, 神麯의 製造法은 白虎에 해당하는 白麪
과 句陳에 해당하는 蒼耳子汁과 騰蛇에 해당하는 野蓼汁와

靑龍에 해당하는 靑蒿汁과 玄武에 해당하는 杏仁泥와 朱雀
에 해당하는 赤小豆泥를 함께 넣어서 음력 6월 6일 또는

甲寅, 戊寅, 庚寅일 또는 三伏日 내의 上寅日, 端午日에 만

든다고 하였다. 또한 六陳良材로서 半夏, 枳實, 枳殼, 吳茱
萸, 荊芥, 香薷, 陳皮, 麻黃, 狼毒의 9개 약물을 들고 있다.

9) 和劑의 出處

淸代의 黃元御의 醫論과 治療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을 뿐

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함으

로써 우리나라 韓醫學의 발전에 자극을 주었다.
凡例에 의하면 各課의 각 和劑의 出處를 일일이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 인용목록만 제시하였는데, 黃
帝內經素問, 黃帝靈樞, 脈經, 難經, 仲景全書, 三

因方, 幼幼集成, 大生要旨, 景岳全書, 直指方, 本
草綱目, 黃氏八種書, 千金方, 辨證奇聞, 外臺秘要方
, 東垣十書, 活人書, 丹溪心法, 東醫寶鑑, 濟衆新
編, 萬病回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목록 중에 실제로 黃帝內經素問, 黃帝靈

樞, 脈經, 難經, 本草綱目은 본래 和劑가 거의 수록

되어 있지 않기에 실제 인용한 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醫
學의 傳統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내용 중에서 總論과 本草를 설명한 제1권과 제6권

을 제외하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서 黃元御 醫書에서 인

용한 和劑와 그 외의 醫書에서 인용한 和劑 및 出處 未詳
의 和劑의 개수를 비교하면 표8과 같다.
漢方醫學講習書의 和劑는 모두 595개이며 그 중 黃元御 

醫書에서 나온 것은 340개로서 약 57.1%에 해당하며, 기
타 醫書에서 나온 것은 29.4%에 해당하며, 出處 未詳은

13.4%에 해당하였다. 出處 未詳의 和劑는 黃元御 醫書에서

나온 和劑가 아니므로, 黃元御 醫書 외에서 나온 和劑의 개

수는 모두 255개로서 42.9%에 해당한다.
특히 婦人門에서 景岳全書의 和劑를 많이 수록하였으며, 

傷寒을 싣고 있는 제2권, 제3권을 제외하면 雜病, 外科, 婦
人, 小兒 등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黃元御 醫書 밖에서

和劑를 뽑아내었다.
漢方醫學講習書 제5권 중에서 景岳全書에서 引用한

和劑는 加味地黃元, 還少丹, 竹茹湯, 安胎飮, 犀角散, 紫蘇
飮, 木通散, 鯉魚湯, 三合湯, 滋腎丸, 續斷湯, 葵子湯, 五味
異功散, 黃芪湯, 白朮丸, 加減蔘蘇飮, 黃龍湯, 神朮散, 香連
丸, 火龍散(湯), 當歸芍藥散, 靑娥丸, 固眞飮(丸), 束胎飮
(丸), 達生散, 加味芎歸湯, 佛手散, 加味芎歸湯, 加味六君子
湯, 失笑丸(散), 十全大補湯, 生化湯, 補中益氣湯, 敷藥方, 
寸金散, 七珍湯, 六味地黃湯, 當歸補血湯, 香附餠, 益母丸, 
貞元飮, 獨蔘湯, 增損四物湯, 補脬飮, 白茯(苓)散, 仲景羊肉
湯, 溫經湯, 束帶湯(丸), 天麻丸, 定命丹, 辰砂膏, 蘇合香元, 
燈心湯, 黃連湯, 釣鉤(藤)散, 牛黃抱龍丸, 瀉靑丸, 五福化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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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烏梅湯(丸), 黃芩湯, 芍藥湯, 五苓散, 益黃散, 惺惺散, 
縮砂散, 烏藥順氣散, 地黃丸(散), 紫霜丸, 加減養榮湯, 加味
六君子湯, 犀角地黃湯 등 70餘 種이다.
이로써 漢方醫學講習書는 黃元御 醫書의 和劑를 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에서 常用되는 和劑까

지 망라하여 中國의 醫學을 수용하면서도 자주적인 우리나

라의 醫學을 堅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漢方醫學講習書의 序文, 跋文을 번역하고 그 내용과 인

용서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1933년 전후에 서울이 아닌, 충남 대전에서 독자적으

로 漢方醫學講習所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교육과

정과 체계적인 교재를 갖추어 한의학을 교육하였다.

2. 淸代의 黃元御의 醫論과 治療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함

으로써 우리나라 韓醫學의 발전에 자극을 주었다.

3. 중국의 의학을 수입하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韓醫學 
傳統을 계승하였다. 특히 外科, 婦人, 小兒에 있어서는 成周
鳳 先生의 독특한 견해와 臨床經驗이 잘 나타나 있다.

4. 조선과 淸나라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의 문물과

학문을 수입하지 못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溫病學을 도입, 
교육함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지던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하였다.

5. 근대 서양의료 중 하나인 種痘法을 수입한 池錫永 先生
과 함께 뜻을 같이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痘疹에 대한 韓
醫學的 치료 방법을 꾀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漢方醫學講習書를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라서

실제로 講習所를 운영한 현황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므로, 
향후에 충남 대전의 漢方醫學講習所의 운영에 관련한 자료

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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