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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洲衍文長箋散稿 소재 의학정보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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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Medical Information of OhjuYeonmunJangjeon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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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al information of Lee-Kyukyeong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cases delivering western medical knowledge, 

attracting public attention. The medical theories delivered from western countries were very unfamiliar and unique however he knew 

that e dissection information of East Asia was more detailed compared to the dissection theories of East Asia left in East Asia. And, 

he made a valuation of the East Asian traditional medical information related to human body in the book. However, the information 

that he left was mixed with medical books, many written statements and encyclopedias in fashion etc. and many information written 

by him delivers very unique legends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human body. Therefore,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se information are hard to be discussed at the same level and there are wrong information in therms of ‘Fact’ and introductions in 

terms of opposite contetns in the same article. This is originated from the advantages and limits that OhjuYeonmunJangjeonSango
has, whose author tried to collect the knowledge as much as possible in the same frame under the identical topic. This is the 

example that shows the climate of the some intellectuals who made an example by accepting all kinds of information and making 

information of their own. This intelligent climate clearly shows the discordance between medical information suggested by Ohju and the 

medical reality that Ohju faced. In other words, there were latest information in Ohju-Yeonmun-Jangjeon-Sango, but had to be 
sensitive in supply of medicines for Ohju who used to live in the backwoods. Therefore, the medical benefits that he could choose were 

single - medicine prescription that is closer to conventional medicine and experiential prescription and Yangsaengsoo which medical 

costs do not occur.

These facts imply that the stories about the latest opinion that was in fashion to look at the medical reality in late Chosun Dynasty 

and detailed research on the daily life that one person faced should be accompanied.

Key words : Lee-Kyukyeong, Medical Information, Supply of Medicine, Medical Reality

Ⅰ. 서론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해서 이야기
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 있다. 오늘날로 보자면 중요한 인물
은 인물 한 명 한 명이 정치인･문인･비평가･과학자･발명가･
의사 등 온갖 역에 걸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완결된 
이후에야 온전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용
적 학문을 자신의 학문체계 혹은 지식체계 속에 깊숙이 받

아들인 지식인들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수
많은 실학자들에 한 연구범위의 확  및 재해석은 불가
피한 절차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실학자들에 한 의
학적 평가는 아직 메워지지 않은 많은 부분을 보충해주리
라 여겨진다. 

조선의 마지막 실학자라 할 수 있는 五洲 李圭景(1788- 
1856)도 이에 해당하는 1인이라는 점에서 그가 남긴 의학 
기사에 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조선후
기 지식인들의 연구에서 의학 부문에 한 연구가 매우 저
조한 상황에서도 다행히 오주의 의학에 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바 있다.1) 하지만 언급되는 내용들은 접근
하는 방향에 따라 매우 큰 폭의 차이점을 낳고 있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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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평이 따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19세기를 표하는 실학자인 오주를 통해 당시 지식
인이 가진 의학 관련 일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전체적
으로 조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Ⅱ. 본론

1. 해부학 및 생리학에 관한 단상

오주 이규경은 星湖 李瀷(1681-1763)의 뒤를 이어 서양
의학을 소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五洲衍文長箋散稿2)를 통해 특히 湯若望(Adam 
Schall von Bell, 1592-1666)의 主制群徵의 해부학과 생
리학에 해 소개한 것으로 줄곧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
았다. 해부학 및 생리학과 관련된 변증설은 모두 셋으로 제목
은 다음과 같다. ｢人體內外總象辨證說｣, ｢人身藏府骨度辨證
說｣, ｢支體釋名辨證說｣. 

이에 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人體內外總象辨證說｣
에 보이는 해부학과 생리학에 한 의견들은 많은 부분 정
리가 된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人體內外總象辨證說｣의 의
학내용은 甯一玉의 析骨分經의 말을 잠시 인용한 뒤, 主
制群徵에서 인용한 부분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主制
群徵’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天主가 周
制하는 것에 한 온갖 徵驗’에 한 책으로, 일종의 호교
서3)이다. 오주가 인용한 곳에서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구조

와 각 구조의 생리적인 기능에 해 언급이 되어 있으나, 
이 변증설 말미에 主制群徵에서 주장하는 腦主說의 내용이 
끝난 곳부터 이 내용을 방증하는 자료로 내세운 것은 余金의 
熙朝新語, 浮雲道士의 仙史, 方以智의 物理小識 등이
다. 熙朝新語는 淸나라 前期의 筆記로, ‘新語’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특이한 기사를 많이 싣고 있으며 오주의 주
요인용서 가운데 하나이다. 仙史는 도교 계열의 서적으로 
眞人과 列仙 447인의 기이한 행적에 해 기록한 서적이
다. 物理小識는 명말 청초의 학자인 방이지가 남긴 일
종의 백과사전식의 저술로, 책 전체에 걸쳐 자연현상에 해 
기록하 으나, 오늘날 우리들이 파악해내지 못하는 황당한 
내용들로 넘쳐난다.4) 여기에서는 잠시 仙史에서 말한 내
용을 보자.

사마 승정(司馬承禎)은 뇌 속에 소아(小兒)가 들어 경
(經)을 외는데, 경 읽는 소리가 령(玲玲)하여 마치 
옥(玉)을 울리는 소리와 같았고, 이마 위에는 마치 돈
짝[錢]만한 작은 태양[日]이 있어 그 빛이 온 방안을 
비추었다.5)

오주가 인용한 物理小識는 仙史의 연계선상에 있다.

달[月]이 사람의 뇌(腦)에 생기면 그 광채가 매우 성
하다고 하 으니, 성정(性情)의 느낀 바에 따라 뇌(腦)가 
그 동작을 받음으로써 사람이 모든 물상(物像)을 뇌 
속에 간직하게 된다.6)

두 기사 모두 오늘날의 시점에서 의학적인 내용과는 매
1) 표적으로 다음 연구를 들 수 있다. 주 하, 김소현, 김호, 정창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를 엿보다. 파주:돌베개. 

2006:35-71. 신동원. 조선의약 생활사. 파주:들녘. 2014:754-764.
2) 현존하는 규장각본은 原本이 아니며 完本 또한 아니다. 五洲衍文長箋散稿는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 이 책의 원본은 원래 군밤장수의 군밤 

포장지로 쓰이고 있었는데, 우연히 識字에게 입수되어 轉寫되었다. 이것을 규장각에서 全寫해 놓은 것이 바로 규장각본이다. 때문에 원래의 분
량에서 얼마만큼이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五洲衍文長箋散稿는 1968년(동국문화사)과 1982년(명문당)에 인된 바가 있으며, 1977년 한국
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이에 한 완역을 시도하 다. 애초에 이 책은 체계 없이 변증설이 나열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번역을 
위해 星湖僿說類選의 체계에 따라 모든 변증설을 5篇 23類 176項의 체계로 재편한 뒤 번역에 착수하 다. 하지만 번역은 ‘人事篇’과 ‘經史篇’에 
그치고 말았고, 그 과정에서 교감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2001년부터 2005년에 걸쳐 5년간 1977년에 행했던 내용분류에 따라 
辨證說들의 위치를 정리하고 교감작업을 수행하 다. 오늘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검색 가능한 五洲衍文長箋散稿는 5篇 23類 176項 체계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즉, 이 책은 원본에서 1. 규장각본 2. 인본(고전간행회) 3. 전자판본(민족문화추진회)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류가 
없는 한, 五洲衍文長箋散稿 인용 부분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작업한 표점에 따랐다. 이 책의 애초 流轉에 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기 바
란다. 김춘경. ｢노두생애 : 五洲衍文 長箋散稿에 就하여｣. 민족문화연구.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64;1:223-233.

3) 여인석. ｢主制群徵에 나타난 서양의학 이론과 중국과 조선에서의 수용 양상｣. 의사학. 2012;21(2):251-277.
4) 山田慶兒는 그의 저서 本草と夢と鍊金術と에서 고 인이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變化’라는 현상에 해 오늘날 우리가 인지 가능한 변태･의태･

화석･부패･발효 외에 異類變身, 이해불가 역 등을 들고 있는데,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해불가 역임을 들고 있다. 이 설명에서 
주요인용서 가운데 하나가 物理小識이다. 그는 고 인들에게 연속적으로 여겨졌던 현상들이 오늘날의 시선에서는 연결되지 않는 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불가한 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山田慶兒.本草と夢と鍊金術と. 東京:朝日新聞社. 1997:102-137.

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體內外總象辨證說｣. “司馬承禎腦中小兒誦經, 聲玲玲如振玉, 額上小日如錢, 耀射一席.” 이하 본서에 한 인용은 
변증설 제목만 제시하기로 한다.

6) ｢人體內外總象辨證說｣. “月主人腦, 其光浸盈, 則性情之感, 腦受其動, 人畜物像於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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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거리가 있어 보이면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매우 
곤란하다. 이상 오주가 인용한 서적을 모두 정리해 보면 析
骨分經, 主制群徵, 熙朝新語, 仙史, 物理小識 등인
데, 앞의 두 서적은 의서 혹은 의서에서 취한 내용으로 읽
혀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그러하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음으로 살필 것은 ｢人身藏府骨度辨證說｣이다. 오주는 ｢人
體內外總象辨證說｣의 미진함을 보충하기 위해 ｢人身藏府骨
度辨證說｣을 두었다고 한다. 인용되는 부분이 ‘難經曰’로 되
어 있어 難經에서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方
中履의 古今釋疑에서 가져온 것이 거의 분명하다. 方中履
는 방이지의 아들이며, 그가 남긴 古今釋疑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온갖 변증할 내용을 조문별로 기록한 방 한 
백과사전이다. 이 서적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주요인용서 
가운데 하나이다. 오주는 여기에서 主制群徵의 내용보다 
‘人身藏府骨度’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난경의 내용이 훨
씬 자세하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主制群徵의 疏漏함을 
동아시아에서 기존에 형성되었던 해부학 관련 서술로 채운
다고 말한 것이다.7)8) 

다음은 ｢支體釋名辨證說｣이다. 이 부분은 析骨分經이 
앞부분에 잠시 인용되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寺島良安
의 和漢三才圖會이다. 내용은 많지만 구조는 매우 간단하
다. 몸의 각 부위, 특히 세세한 부위에 한 한자 명칭을 
배열해 놓은 것이다. 아쉬운 것은 和漢三才圖會와는 달리 
그림이 전혀 없다는 점 정도이다.

2. 전통의학 이론 흡수의 단상과 당대의 지적

풍토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전통의학에 한 이론은 어떻게 
흡수되고 있을까?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살펴보면 조선후
기에 유행했다고 여겨지는 東醫寶鑑, 醫學入門, 萬病回
春 등 의가에서 주요서로 꼽는 의서에서 인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큰 향을 미친 景岳全
書도 담배와 관련된 구절의 인용을 제외하면, 新方八陣･舊

方八陣에 한 짧은 언급만 보일 뿐 더 이상 인용이 보이
지 않는다. 이 서적도 직접 열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재인용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분량의 의학이론
들은 어떻게 흡수되었을까?

이와 관련된 표적인 변증설로 ｢生人之理辨證說｣을 살
펴보자. 이 변증설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관련된 온갖 이
치에 해 기록한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周易의 陰陽
觀에서부터 남녀가 나뉘어나오는 이치, 태아의 성장에 관한 
이론, 眞氣를 보충하는 법 등 온갖 이론들이 실려 있다. 그
런데 텍스트를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周易, 道藏經, 聖
濟經, 續醫統, 和漢三才圖會, 淮南子, 廣雅, 불경, 도
교서 등 상당히 많은 인용서가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인용된 
서적을 보면 인용된 서적에서 재인용된 형태를 띠어 실제 
인용서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李時珍의 
本草綱目, 兪琰의 席上腐談, 周亮工의 因樹屋書影, 寺
島良安의 和漢三才圖會, 章潢의 圖書編 등이다. 여기에서 
本草綱目이 본초와 함께 의학적 내용을 다룬 서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의학과는 무관한 서적이다. 특히 
석상부담은 필기이며 나머지 서적들은 잡다한 지식을 모
아놓은 서적들이다. 이는 서양의학을 소개한 변증설과 패턴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의학전문 서적뿐 아니라 일반서
적에서 부분의 내용을 채우고 있어 실상 의학적으로 고
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변증설은 ‘事實’을 기록한다고 
여겨지는 의서뿐 아니라 각종 필기류들이 뒤섞여 있어 이
들에 해 같은 수준에서 의학사실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
다. 이뿐 아니다. ｢古今人長短輕重辨證說｣ 등 의학과 관련
되었다고 여겨지는 각종 변증설은 개가 몸과 관련된 기
이한 사건이나 행적 등을 ‘나열’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로 꿰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 하에 수준이 
다른 서적들에서 수준이 다른 내용들을 뽑아 내용을 채운 
형식인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앞뒤의 기사 내용이 서로 모
순되기도 한다. 체 자료형성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
에 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일부 지식인들에게 만연
했던 지적 풍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글을 보자.

7) ｢人身藏府骨度辨證說｣ “比諸湯道未主制群徵, 人身骨槪, 詳明該備, 無過此者, 晩取此書, 考閱甚奇之, 更作此說, 以續群徵之疎漏焉.”
8) 이는 동양에 해부학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상식’과 배치될 수 있으나 오주는 매우 객관적인 상태에서 살핀 것이라 여겨지며 어느 정도

는 설득력을 가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難經을 인용한 古今釋疑의 내용, 그리고 主制群徵을 인용한 부분에서 동아시아 의학 내용
으로 꽤 길게 주석을 달아놓은 부분은 모두 기존에 있었던 해부학 관련 내용이지만, 그 수치 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내장의 경우는 크
기･무게뿐 아니라 용적량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山田慶兒는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이러한 내용이 해부 및 실제 측량이 없이는 불가
능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計量解剖學’이라는 용어로 人體計測의 문제에 해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살펴보기 바란다. 山田
慶兒. 中国医学の起源. 東京:岩波書店. 1999:3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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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할아버지가 자와 賴자를 변별하신 일이 
있는데 燕士들이 그 박식함에 탄복하 으니 비록 揚雄
을 찾아 玄亭에 가서 기이한 글자를 물었던 것이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燕巖 朴趾源 先生의 銅蘭涉筆에 
말하 다. 사람은 博雅함을 자랑하고 함부로 책을 지
어서는 안 된다. 康熙 연간에 漁洋 王士禎은 저서가 
가장 많았는데, 그의 筆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風俗通에 漢의 太守에 先井(그 自注에 ‘井의 음은 
膽이다’ 하 다)이란 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성명 석 자 중에 두 자는 통하지 못한다.” 하 다. 내 
일찍이 이것을 李炯庵 諱某(李德懋, 역자주)에게 말하

더니, 그가 말하 다. “이것은 漁洋이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風俗通에는 交趾의 太守 賴先이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자는 곧 賴자의 古字입니다. 또 
玉海에는 漢의 校尉에 賴丹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것은 賴先과 賴丹 두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으로 여
긴 것입니다. 丹자는 또 井자의 본래 글자이기 때문에 
음이 膽이라고 注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段家樓의 
술자리에서 漏明齋에게 이야기해 줬더니 漏明齋는 炯
庵 某의 博雅함이 漁洋보다 훨씬 낫다고 하 다. 우리 
할아버지의 文章과 學識의 풍부함과 六書의 學은 온갖 
책들을 두루 섭렵하여 고금에 견줄만한 이가 없었으니 
어찌 漁洋 한 사람보다 나을 뿐이었겠는가?9)
<2>옛날에 胡澹菴이 楊龜山을 만났는데, 龜山이 양 
팔꿈치를 들어서 보여주며 말하 다. “내 이 팔꿈치가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은 지 30년이 된 이후에야 道에 
나아감이 있었습니다.” 張無垢가 橫浦로 귀양 가서 매
일 새벽에 문득 책을 끼고 창 아래에 서서 달빛에 나
아가 책 읽기를 14년간 하 는데 돌 위에 두 발의 자
국이 은연하 다. 董仲舒는 책을 읽으면서 3년간 동산
을 보지 않았고, 法眞과 趙里는 모두 몇 년간을 그러
했고, 桓榮은 15년, 何休는 17년간을 그러했다. 옛 사
람은 勤學에 뜻 둠이 모두 이와 같은 이후에 얻은 바
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일찍이 이에 탄복하여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은 것이 여러 해 으나 오히려 진척이 없

었던 것은 어째서일까?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르
며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책을 베끼는 것이 싫증나지 
않음을 홀로 깨우친 것은 머리털 빠지고 이 빠지기 이
전부터 張參이 國子司業이 되어서는 늙어서도 일찍이 
九經을 손수 베끼면서 책 읽는 것이 책을 베낌만 못하
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보고서 여기에 힘썼던 까닭이
다. 최근에 宋 羅大經의 鶴林玉露 가운데 畏說 一篇
을 얻어 한차례 세세히 보았더니 마침 뜻에 딱 부합하
여 辨說 속에 빨리 적었으니 붓에서 손을 떼지 않았던 
공효가 지금에야 비로소 얻어진 것이다.10)

 <1>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자 
했던 知的指向이다. 조선후기 어느 시점, 그리고 어느 집단 
내에서는 文章力이나 道學에 한 식견, 그리고 중요한 텍
스트에 한 다방면에서의 탐구뿐 아니라, 자잘하고 단순한 
지식들의 집적이 그 지식인의 수준을 가늠하는 한 척도가 
된다. 위 인용문에서는 經書 등에는 등장하지도 않고 지식
인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古字나 異體字 정보에 해 알고 
있는 것이 博雅함의 한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일단 많은 정보를 열람하고 습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 쓰인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은 바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자료를 손으로 직
접 베끼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抄를 하는 행위인 것이다. 
<2>에서 알 수 있듯 손에서 붓을 놓지 않고 평생을 통해 
수많은 서적들을 남긴 것은 오주의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

으며, 오주가 남긴 의학자료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오주가 남긴 五洲衍文長箋散稿는 당시 
유행했던 온갖 서적에서 같은 주제 하에 있는 내용은 모두 
긁어놓은 양상을 띤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인가의 여부는 둘째 문제이며 일단 관련된 주
제라면 모두 기록의 상이 되어 그의 ‘散稿’에 편입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주제 하에서 의학서에
서의 인용과 필기에서의 인용이 혼용되어 있지만, 오주의 
체계 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때문에 그의 자
료에 해 오늘날의 학제적 기준으로 수준을 가늠하는 것

9) ｢博雅文字辨證說｣. “我王考有 , 賴之辨, 而燕士歎服其博, 雖玄亭問奇, 何以加此?【朴燕巖先生趾源 銅蘭涉筆有云 : 人不可以自誇博雅, 妄有記述. 
康熙中王漁洋士禎著書 富, 其筆記云 : ‘風俗通漢有太守 先井者,【自注 : ‘井, 音膽.’】自以爲姓名三字, 二字不通.’ 余嘗擧此, 語之李炯庵諱某, 
曰 : ‘此漁洋未審耳. 風俗通, 交趾太守有賴先者, 卽賴古文. 又玉海, 漢有校尉賴丹者, 是合賴先, 賴丹二人名爲一人. 如丹又井之本文, 不必注音
爲膽云.’ 於段樓酒席, 語之漏明齋, 漏以爲炯庵某博雅, 更勝漁洋云. 王考文章學識之餘, 六書之學, 博極羣書, 古今無敵, 何必勝漁洋一人乎而已哉!】”

10) ｢竹谷畏說辨證說｣. “昔昔胡澹菴楊龜山, 龜山擧兩肘示之曰 : ‘吾此肘不離案三十年, 然後於道有進.’ 張無垢, 每日昧爽, 輒抱書立窓下, 就明而讀, 如
是者十四年, 洎北歸, 窓下石上, 雙趺之跡隱然. 董仲舒讀書不窺園者三年, 法眞, 趙里皆歷年, 桓榮十五年, 何休十七年. 古人立志勤學, 皆如是而後有
得. 而予嘗欽嘆乎此, 手不離筆數年, 尙未有進得者何也? 俯昂自愧, 而獨得寫書之不厭者, 自頭童齒豁之前, 見張參爲國子司業, 年老常手寫九經, 以
爲讀書不如寫書之言, 拳拳于玆故也. 近得畏說一篇於宋羅大經鶴林玉露中, 細看一遍, 適與意合, 疾書辨說中, 其手不離筆數年之效, 今始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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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른다. 오주가 관심을 가진 것은 
자료의 신빙성보다는 오히려 자료 그 자체 기 때문이다.

3. 오주 의료생활의 실상과 시사점

오주는 ｢辟穀辨證說｣ ｢雪芥墨應耳辨證說｣ 등 곡식을 끊고 
살아가는 방식에 해 변증설을 남겼고 ｢山野荒政辨證說｣을 
통해 은거와 관련된 글을 남겼다. 실제로 그는 45세가 되던 
1832년부터 인가가 10여 호에 불과한 公州牧의 白橋洞으로 
들어가 벽곡이 필요한 은거생활을 위한다. 이때부터 보이
는 그의 행적에서 주목되는 서적 가운데 하나는 本草綱目
인데, 이 책에 한 오주의 믿음에는 상당한 바가 있었다.11) 
이는 그가 은거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새로운 작물에 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이 서적이 매우 유용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중시된 것이 이 책에 들어있는 ‘附方’
을 의가에서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지만, 오주의 기록에서는 
부방을 활용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부
방을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本草綱目의 색인집인 本草
萬方鍼線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2)

東醫寶鑑 등 주요 종합의서들을 탐독하지 않았으며, 本
草綱目의 부방도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치료 관련 의학
정보를 어디에서 흡수하 을까? 그리고 의료생활의 양상은 
어떠했을까?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오주의 직접적인 경험
이다. 아래는 그 일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외가의 別墅는 畿內 富林縣 三峴【우리나라 말로
는 世五箇】에 있었다. 7~8세 무렵 어머니를 모시고 
외할아버지인 處士公(鄭義東-역자주)을 뵈러 가서는 
머물면서 독서하 는데, 혹 4~5달에 이르기도 하 다. 
어른에게서 듣기로 그 고장에는 飛山村이 있는데 그 
마을과 서로 몇 리 떨어져 있었다. 시골의 어떤 부녀
자가 어떤 풀을 주물러 작은 丸을 빚으니 치통에 신효
하게 나아서 한 알에 15文이나 하 지만 그 집 문간

은 시장처럼 붐볐다. 누군가가 혹 그 풀의 이름을 물
어보면 감추고 말해주지 않았으니 시어머니나 남편이
라 하더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려 하 다. 때문에 어떤 
풀인지 알지 못하고서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어
린 날에는 자세히 듣고서 심히 기이하게 여겼었다. 최
근에 어떤 처방에 해 들으니 또한 이빨을 치료하는 
데에 신효한데다, 그 약초는 온갖 곳에 다 나는 것이
었으니 飛山村 愚婦의 醫草가 바로 이것이리라. 때문
에 더듬어 변증한다.13)

오주가 오늘날 堤川에 속하는 忠州牧 德山面 森田里에 
살던 60  때의 기록이다. 훗날 오주에게 丹陽郡 梅浦에서 
이씨 성을 가진 노인이 와서 냉이와 비슷한 ‘芝昌貴萊’의 
효능에 해 이야기해주면서 사용법까지 전해주었는데 아
주 효험이 있었다고 하며, 이것이 어릴 때 풍문으로 들었던 
그 약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1844년에 서울 筆洞 堂叔 蔚
珍公의 집에 머물면서 趙氏 성의 나이 많은 무관에게 逆産
하려 할 때 紗帽를 썰어서 달여서 복용하자 아이가 산모에
게 다시 들어갔다가 順産했다는 경험담을 들었으며, 1849년 
湖西 淸風府 北倉으로 여행하다가 그곳에서 평소 교분이 
있던 李馨에게서 五疸의 처방에 해 들었는데, 오랫동안 
써서 때 묻고 땀에 절어 변색한 毡帽가 주약재 다고 한
다.14) 그리고 葛針이라고 하여 가슴이 막혀 답답할 때 갈근
으로 입안에 넣어 숨통을 터주는 기술, 사람이 토한 회충을 
눈에 넣고 롱으로 빨아 瞖膜을 제거하는 기술 등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 등이 나온다. 이들은 오주가 서적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얻은 의학정보들이다. 이 정보들은 
하나같이 매우 간단하며 단방이거나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을 
약재로 한 것이다. 이는 45세 이후 은거에 가까운 삶을 살
았기 때문에 약재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쉽게 
예상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질병을 앓고 
있던 오주에게 절실했던 것은 의료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

11) 오재근,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친 향 : 미키 사카에의 임원경제지 본초학성과 서술 비판｣. 의사학. 2012;21(2):194.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중에서 변증(辨證)이 필요할 때마다 본초강목을 적극 인용하고 있으
며, ‘책을 전부 믿는 것은 책이 없는 것과 똑같으나 동벽(東壁)의 책만큼은 모두 믿을만 하다’, ‘이시진도 알지 못했는데 누가 그 쓰임새에 
해서 알 수 있으리오’ 등과 같은 표현으로 깊은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12) 本草萬方鍼線에 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오준호. ｢19-20세기 조선 의가들의 본초강목 재구성하기｣.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2):1-7.

13) ｢齒痛神藥辨證說｣. “余之外宅別墅, 在畿甸富林縣三峴.【土名世五箇】 髫齔時, 陪慈往覲外王父處士公, 仍留讀, 或至四五朔. 從長者旁聞, 其鄕有飛
山村, 相距數里. 田家一婦, 以一草揉作小丸, 醫齒痛如神, 一丸直十五文, 其門如市. 人或問其草名, 則祕不言之, 雖姑夫, 竝諱之. 故不知爲何草而無
傳云. 少也諦聽, 甚異之. 近聞一方, 亦治齒神效, 且其藥草, 在處有之, 飛山愚婦醫草, 卽此也. 故爲之追辨云爾.”

14) ｢衣冠入藥辨證說｣에 보이는 내용이다. 이곳에 經驗方 하나가 인용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蛔痛, 取弊網巾燒存性, 作細末, 和醋水湯
飮下, 卽效.’ 이 부분은 申曼의 舟村新方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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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土亭 李之菡의 
服氣問答의 정보를 위시하여 養生에 관련된 정보를 거 
남기고 있는데, 그는 이지함의 服氣法을 수련하여 癥痘･脚氣 
등이 다 나았다고 말하고 있다.15)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양생술이 필요했던 것은 약재수급이 어려운 그가 처한 
환경의 탓이 컸던 것이다. 또 오주의 직접 경험 이외의 의료
정보 가운데 전염병 관련 정보를 제외하면,16) 개가 經驗方 
계열의 간단한 처방들이다. 여러 약재를 함께 써야 하는 복
합처방은 그의 은거생활에서 약재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었기 때문인 듯한데, 때문에 그가 실생활에서 가장 긴요하
다고 뽑은 의서는 종합의서 계열이 아니라 경험방 계열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남지방의 林氏가 찬한 醫鈔 1卷이
다. 그는 이 책을 抄하고 후세의 질정을 기다리겠노라고 하

는데, 이 책이 그에게 긴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의 내
용이 매우 간결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간결한 
책조차도 더 압축해놓았다고 한다. 책 한 권으로 다른 책을 
만든 것이다.17)

이렇게 보자면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이는 의학 관련 
기사에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파악된다. 그것은 의학이론과 
관련하여서는 당  최신지식이었던 서양의 해부학 관련 이
론을 비평하고 또 동양의 고  해부학 정보가 더 상세하다
는 것까지 파악할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료 실
생활은 들에 나는 풀이나 오래된 옷감까지 약재로 체해
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양생법을 적극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으로 東醫寶鑑 등 
주요 의서가 그의 책에는 등장하지 않고 경험방에서 취한 
내용이나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치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생활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大方家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 으나 “俚諺野談이라 
할지라도 그러모으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자료를 모으고 
辨證하는 행위 자체에 일종의 癖18)을 지니고 있던 오주19)
는 德山面 일 (오늘날의 제천)에 칩거하면서 맛있는 음식

을 탐닉하듯 抄를 하고 있다.20) 이는 바로 당시 새로이 형
성된 지적 분위기 속에서 그가 젊은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공부법의 한 실천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학정보도 최신 
정보에서부터 일상의 경험담까지 망라되어 나오지만, 실생
활은 경험방의 간단한 처방을 넘지 못하는 의료환경에 놓

던 것이다. 이처럼 의료정보와 의료 실생활의 불일치는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실존적 모습이었음에 
틀림없다.

Ⅲ. 결론

이상 五洲衍文長箋散稿를 통해 의학정보 가운데 해부학 
및 생리학 등 당시의 최신 정보, 전통의학 이론 관련 정보, 
그리고 오주 이규경이 처했던 의료의 실제 환경 등에 해 
살펴보았다. 서구에서 전해진 의학이론이 당시로서는 매우 
생경하면서도 특이한 것이었지만, 그는 동아시아에 남겨진 
해부 이론과 비교해 동아시아의 해부 정보가 더 상세함을 
갖추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체와 관련된 동아시아 
전통의학 이론 정보들에 해서도 나름의 평가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변증설에 남겼던 의학정보들은 당시 전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의서에서뿐 아니라 각종 필기나 당시
에 유행했던 백과사전 등의 정보들과 혼재되어 있으며, 많은 
변증설들이 인체에 한 적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인체와 관련된 특이한 전설 등을 전하고 있다. 
때문에 정보들은 같은 수준에서 논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事實’ 면에서 따지면 틀린 정보들도 
뒤섞여 있고, 한 변증설 내에서 내용이 치되는 것도 함께 
소개해놓기도 하 다. 이는 해당 주제에 해 같은 틀 아래 
최 한의 지식을 모아보려고 했던 五洲衍文長箋散稿라는 

15) ｢氣治神治辨證說｣. “我東李土亭之菡縣監服氣問答, 有服氣治己病人病之法, 腸內及四肢有患處, 用氣法攻其病處, 偏攻其病卽散. 吾自服氣中來癥痘
脚氣, 皆悉除. 若眼瘇, 以氣偏注於肝, 肝受正氣, 卽眼目精明無瘇痒, 亦能驅使五藏神, 以治人病. 此非獨氣治, 亦兼神治者也.”

16) 오주와 관련하여 콜레라 및 두창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연구가 꽤 진척된 바 있다. 이에 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신동원. ｢조
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1989;11(1):53-86. 조원준, 이선아. ｢19세기 조선에서 유행한 콜레라에 한 黃道淵의 
의학적 처｣.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7;13(1):37-42.

17) ｢濟生三妙辨證說｣. “醫書之在于宇內者, 不勝其煩, 此實爲可刪而不可增者也. 予寓此峽, 留心醫道, 得嶺人林氏醫鈔一卷, 則合脈･病･藥三者爲一, 
雖未爲精略, 猶得古名醫遺法. 故讀書之暇, 潤色之, 用作山中衛生之少助而已. 知其可刪而不可增者, 復自秒之, 更添一書者何也? 將以俟後之任筆削
之權者, 一筆而以句之也歟!”

18)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癖’ 문제에 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벽’과 ‘치’ 
추구 경향｣. 서울:휴머니스트. 2007:85-109.

19) ｢燕銜石辨證說｣. “凡事物之辨證者, 若非眞知的見, 則其所辨者, 無非街譚巷說, 故君子不取也. 予於事物, 援古證今, 每欲發明其原委, 所聞者謏, 所
見者寡, 故雖俚諺野談, 罔不搜羅. 或有一斑之窺, 則暖姝之紀載不已, 了無裁度, 每受大方之譏笑, 而不自恤焉. 甚矣, 其好辨之癖也!”

20) ｢鱅魚辨證說｣. “自憲廟乙未以後又漸賤……予屛蟄絶峽, 幾忘魚肉者, 已有年矣. 故臨文如賞五侯鯖, 漫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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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지닌 장점이자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이 이러한 
경향을 지니게 된 것은 제한된 주요 정보에 해 침잠하던 
것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화하는 것
으로 지적 척도가 확 되었던 당시 일부 지식인들의 풍토
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이러한 지적 풍토는 오주
가 제시했던 의료정보와 오주가 실제로 처했던 의료현실과
의 불일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五洲衍文長箋散
稿에는 당시로서는 최신의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벽지에 
살았던 오주로서는 약재 수급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 혜택은 민간의학에 
가까운 단방 정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엮어놓은 경험
방, 그리고 의료비 발생이 거의 없는 양생술 등이었다. 또 
덧붙이지면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이나 뜸 
정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그는 의료환경에 있어
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의 의료적 실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당시에 회자되었던 최신 지견 등에 
한 이야기뿐 아니라, 한 인물이 겪었던 일상에 한 꼼꼼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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