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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ly, children have inevitably been under different treatments depending on their circumstances. In noble families, overprotection 

rather damaged children; in general, children undergoing important stages of life were exploited as laborers and not cared for. In order to 

help these children grow whole and healthy, pediatrics has provided information on the right environment and medical treatments for childre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t is said, “the reason I put gynecology and pediatrics in the first chapters … of this book (Chapter on 

Pediatrics, Euibangyoochui) is to show my intention of respecting the origin”,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children as the basis of a 

person. This is distinguished not only by philosophical implication, but also by its practical contribution to children’s health. Euibangyoochui  

醫方類聚 is the major book of 15th-century Korean medicine, compiled medicine until Joseon. Through Chapter on pediatrics, which collected 

medical theories and treatments on children, this paper studies how children had been perceiv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how it 

was followed by corresponding medica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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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대 의학에서 소아 질병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상대
(商代) 갑골문에 기재된 20여종의 병명 중 ‘齲(충치)’, ‘蠱
(기생충 병 등)’ 등 소아와 관계있는 질병에 대한 언급이 
있다. 직접적으로 소아질병이 기재된 복사(卜辭)로 ‘貞子疾
首’가 있는데, 이는 ‘상왕(商王) 무정(武丁) 아들이 머리에 
병이 생겼다’는 것이며, ‘帚婡子疾, 不井’이라 하여 무정 후
궁의 어린 소생이 병이 생겨 죽을 것이라고 진단한 내용도 
있다.1) 醫方類聚･小兒門의 첫 논설에는 최초의 소아과 
전문의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중고(中古)의 무방(巫方)이

라는 사람인데, 그는 小兒顱顖經을 써서 일찍 죽을 것과 
오래 살 것을 알게 하 고 병으로 죽거나 살 것을 판단하게 
하 다. 이것이 전하여져서 처음으로 소아방이 되었다.2) 산
해경(山海經)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무방은 기원전 28～27
세기 중고 황제시대부터 이미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 다. 史
記･扁鵲倉公列傳에서는 편작(扁鵲)이 함양(咸陽)에서 진인
(秦人)이 소아를 아낀다는 것을 듣고 소아의(小兒醫)로 활
동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3) 전국시대 전후의 黃帝內經에
서도 소아과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며, 북송(北宋) 시기에는 
소아과 전문서인 小兒藥證直訣이 저술되는 등 소아과는 
점차 전문적인 분과로 다루어져왔다.4)

한의학의 소아과학에서 다루어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소
아가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연령에 따른 건강의 표준 수립, 소아 특유의 생리･병

1) 江育仁, 张奇文. 实用中医儿科学. 上海科学技术出版社. 1996:5.
2) 中古有巫方, 立小兒顱顖經, 以占夭壽, 判疾病死生, 世所相傳有小兒方焉.
3) 扁鵲……入咸陽, 聞秦人愛小兒, 卽爲小兒醫.
4) 江育仁, 张奇文. 实用中医儿科学. 上海科学技术出版社. 1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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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법 연구･개발, 올바른 섭생을 통한 건강관리방법 교육 
등이 있다.5) 의학의 역을 치료법과 생리･병리를 넘어 예
방과 관리 및 건강의 표준 제시까지 설정한 것이다. 조선 
후기의 소아과 의서 급유방(及幼方)에서는 ‘보호가 근본
이고 약은 그 다음’6)이라고 하 으며, 소아론(小兒論)과 보
호법(保護法), 조호가(調護歌) 등을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앞에 수록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 다. 이에 비해 현대 의
학에서는 소아 전문 의학조차도 소아의 조섭과 양육 및 교
육에 있어 필수적인 의학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소아의학의 변천과정을 살
펴보고자 의방유취를 통해 15세기 조선의학의 소아에 대
한 인식을 탐구하 다. 의방유취를 통해 엿볼 수 있는 15
세기까지의 소아과학은 소아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나 인식
을 바탕으로 소아의 약물 처방뿐만 아니라 소아를 다루는 
전반적인 방법에 깊은 관심을 보 다. 아이의 건강에 큰 
향을 미치는 유모와 가족 및 주변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활
방식이나, 소아론(小兒論) 등 소아에 대한 고찰을 담은 논
설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
이 소아를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긴 하게 연결 지어 인식
하는 관점들을 중심으로 한의학에서 소아를 어떻게 인식하
여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의학적 처치와 양육법으로 어
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의방유취는 세종대(1443)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8년
(1477)에 간행된 현존 최대의 한의방서(韓醫方書)로, 한 종
의 의서가 아닌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문헌을 집성하여 소
아에 대한 의론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기에 적합한 문헌
이다. 전체 266권으로 이루어진 이 거질(巨帙)은 선조대 
전쟁 중 일본에 약탈된 단 1질만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
다. 여기에는 약 200종의 중국과 한국의 의서가 인용되어
있어 당대까지의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구성은 3권의 총론과 병증에 따라 분류된 
91문(門)으로 이루어지며, 각 문은 다시 내용상 이론(理
論)-방약(方藥)-식치(食治)-금기(禁忌)-침구(鍼灸)-도
인(導引)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7) 특별히 가장 마지막의 

부인문(婦人門)과 소아문(小兒門)은 그 안에서 다시 병증
에 따라 다시 세부 병증항목으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의방유취와 관련한 문헌연구가 2000년 이
후에 본격화되었다. 관련 연구는 의학사 및 문헌 고증, 실
전의서 복원, 분과학과 내용 연구, 인물연구 등으로 분류된
다. 분과학과 관련하여서는 양생(養生), 식치(食治), 전간(癲
癎), 소갈(消渴), 소아과학, 절상(折傷)에 대한 내용 연구가 
있었다.8) 본고에서는 분과학의 하나인 소아문의 구성과 총
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 다.

Ⅱ. 본론

1. 의방유취 소아문의 구성

1) 소아문의 구성 개괄

의방유취에서 소아문은 전체 266권 중 권239-266에 해
당되며, 권239(總論一)와 권240(總論二)은 소아문의 총론
부이다. 총론 1에는 소아과 안팎의 의서 25종이 재정리되
어 있으며, 총론 2에는 성옹활유구의 총론(省翁活幼口議 總
論) 인용으로 이루어진다. 소아문 안에는 부인문 이전까지
의 병증문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소아의 세부 병증항목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이론(理論)-방약(方藥)-식치
(食治)-금기(禁忌)-침구(鍼灸)의 순서를 따르나 도인(導
引)은 없다. 일반적으로 소아는 자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직 아니므로 총론부를 살펴보면 조호(調護) 등 
도인을 대신하는 치료와 예방의 행위가 전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행해짐을 알 수 있다.

소아문은 의방유취를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문(門)임
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병증항목을 갖춘 2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28권중 가장 앞의 두 권에 해당하는 
분량이 총론에 할애되어 소아 존재 대한 논의나 생리･병리 
등의 의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241-266권은 
병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김기봉 외. 한방소아청소년의학. 서울:의성당. 2010.
6) 小兒科, 保護爲本, 藥治次之, 故以小兒論, 及保護法, 調護歌, 等諸訣, 載於篇首. (及幼方･凡例)
7)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32.
8) Ahn, Sangwoo. ｢Compilation of Euibangyoochui and Current Studies｣. Asian Medicine. 2015. 미발행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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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항목 理論 方藥 食治 禁忌 鍼灸 導引
浴法 ○ ○ - - - -
臍病 ○ ○ - - - -
變蒸 ○ ○ - - - -
口舌 ○ ○ - - - -
頭面 ○ ○ ○ - ○ -
眼 ○ ○ - - - -
耳 ○ ○ - - ○ -
鼻 ○ ○ - - - -
齒 ○ ○ - - ○ -

咽喉 ○ ○ - - - -
龜背(附龜胸) ○ ○ - - - -
手脚(附鶴節) ○ ○ - - - -
行遲(附語遲) ○ ○ - - ○(語遲鍼灸) -
難乳(附斷乳) ○ ○ - - - -

心腹痛 ○ ○ - - ○ -
脾胃 ○ ○ - - - -

嘔吐(附噦) ○ ○ ○ - - -
霍亂(附吐瀉) ○ ○ ○ - - -

吐衄 ○ ○ - - - -
咳嗽(附痰飮喘急滯頤) ○ ○ ○ - ○ -

瘧 ○ ○ - - - -
黃疸 ○ ○ - - - -
宿食 ○ ○ - - - -
積聚 ○ ○ ○ - ○ -
腫脹 ○ ○ ○ - - -

癰疽(附諸瘡諸腫癭氣瘰癧惡核疥癬疣目) ○ ○ - - - -
湯火傷 ○ ○ - - - -
丹毒 ○ ○ - - - -
癮疹 - ○ - - - -

大小便 ○ ○ ○ - ○ -
諸淋(附泄瀉脫肛) ○ ○ - - - -
諸痢(附泄瀉 脫肛) ○ ○ ○(諸痢食治) ○ ○(脫肛鍼灸) -

諸痔 - ○ - - - -
㿗疝(附陰腫) ○ ○ - - ○ -

諸蟲(附諸獸諸蟲傷盤腸內弔) ○ ○ - - - -
諸疳(附五軟) ○ ○ - - ○ -
驚癇(附驚悸) ○ ○ ○ - ○ -

啼 ○ ○ ○ - - -
中惡(附客忤) ○ ○ - - ○ -
尸疰(附蠱疰) ○ ○ - - - -

鬾病 ○ ○ - - - -
諸風 ○ ○ - - - -
痙痓 ○ ○ - - - -

傷寒(附寒熱冷熱) ○ ○ - - ○ -
疹痘 ○ ○ - ○ - -
諸熱 ○ ○ ○ - - -
諸汗 ○ ○ - - - -
落床 ○ ○ - - - -

誤呑物 ○ ○ - - - -
雜病 ○ ○ - ○ ○ -

표 1. 소아문의 세부 병증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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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50종의 병증항목과 일부 항목에 종속된 17
종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모두 합하면 총 67가지 항목이 수
록되어 있다.

2) 소아문 총론

본고에서는 소아문 중에서 의론(醫論)에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아문 총론은 수대(隋代)의 
소씨병원(巢氏病源)과 당대(唐代)의 천금방(千金方)으로부
터 시작해 원말(元末)의 성옹활유구의(省翁活幼口議)에 걸
친 소아과 의학을 집대성하고 있어서, 시대에 따라 소아에 
대한 의론이 어떻게 확장되고 깊어져 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총론 마지막의 성옹활유구의에 이르
러서는 종전까지의 소아과 의론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도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여 소아에 대한 총론적 개괄을 마무
리한다. 총론부는 출산 시 유의할 점, 소아의 복장･음식･기
거(起居)와 조섭(調攝), 유모 고르는 법, 소아의 진단과 생
리･병리, 처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2. 소아문 인용제서 목록
구분 引用諸書 目錄 비고

卷239
小兒門
總論一

巢氏病源, 千金方, 聖惠方, 小兒藥證
直訣, 肘後方, 三因方, 簡易方, 直指
小兒方, 朱氏集驗方, 管見大全良方, 婦
人大全良方, 儒門事親, 治法雜論, 宣明
論, 得效方, 澹寮方, 拔粹方･田氏保嬰
集, 醫方大成, 永類鈐方, 經驗良方, 醫
林方, 施圓端效方, 玉機微義, 壽域神方,
衛生易簡方

25종

卷240
小兒門
總論二

省翁活幼口議 1종

총론의 인용제서에 기재된 명칭에 따라 수록된 순서대로 
정리하 다. 총 26종의 의서가 인용되었다. 巢氏病源은 
수대(隋代) 소원방(巢元方)의 諸病源候論이며, 宣明論은 

黃帝素問宣明論方이다. 현재 治法雜論은 儒門事親에서 
편명(篇名)으로 종속되었지만, 의방유취 편찬 시기에는 독
립된 단행본이었기에 서명(書名)으로 기록하 다는 특징이 
있다.9)

표 3. 시대별 인용서 목록
시대 인용서명 비고
晉 肘後方
隋 巢氏病源
唐 千金方, 外臺秘要 外臺秘要 서명은 

주석에 등장
宋

聖惠方, 小兒藥證直訣, 三因方, 簡易方, 
直指小兒方, 朱氏集驗方, 管見大全良方, 
婦人大全良方

金 儒門事親, 治法雜論, 宣明論
元

得效方, 澹寮方, 拔粹方 田氏保嬰集, 
醫方大成, 永類鈐方 全嬰, 省翁活幼
口議･總論

明
經驗良方, 醫林方, 施圓端效方, 玉機
微義 小兒, 壽域神方 小兒脈形, 衛生
易簡方

소아문 총론의 인용서를 시대별로 재정리하 다. 표 2에
서 누락된 외대비요(外臺秘要)는 인용편의 목록에 포함
되지는 않지만 서명(書名)이 주석에서 수회 등장하 다. 이
를 통해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교감을 통해 반  및 
인용된 서적이 수종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小兒’의 연령 기준과 범주의 시대적 변천

역대 의서에서 ‘小兒’는 막연한 통칭으로 사용되어왔다. 
소아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아문의 대상이 되는 ‘小兒’가 
어떤 연령대의 아이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분류하 다. 의방유취 소아문에서 언급된 幼, 嬰, 
孩, 小兒, 少年 등의 지칭어를 위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9) 최환수, 신순식. ｢醫方類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3(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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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서･인용편 지칭어 연령대 및 설명

靈樞 衛氣失常論10)
小 6세 이상
少 18세 이상
壯 20세 이상
老 50세 이상

巢氏病源 養小兒候11)12)
經所不載(乳下嬰兒 포함) 6살 아래

小兒 6살 이상
少年 18살 이상
壯年 20살 이상

千金方 序例13)
諸經不載(乳下孾兒 포함) 6살 이하

小 6살 이상
少 16살 이상(巢氏病源, 外臺秘要 : 18살 이상)
壯 30살 이상(巢氏病源, 外臺秘要, 聖惠方 : 20살 이상)

宣明方 小兒科論14)
諸經不載(乳下孾兒 포함) 6살 이하

小兒 6살 이상
少年 18살 이상

省翁活幼口議
總論

議審究15)
初生之兒 갓 태어난 아이
斷乳之子 젖 뗀 아이
離母之孩 어미와 떨어질 수 있는 아이
丱角髫童 머리 땋은 아이

議根本16) 小兒 남 16세, 여 14세 이전(천계[天癸]가 돌기 전까지)
議辯理17)

小兒 어릴 때부터 한창 자라날 때까지를 모두 일컬음.(自幼及長)
幼幼 牙兒(갓난아이)･嬰兒(이빨 난 아이)･孩兒(젖 뗀 아이)
長 髫童(다박머리 아이)･丱童(머리 땋은 아이)･稚童(큰 아이)

脈指訣歌18)
嬰 2세
幼 3～4세

少長 5～6세
稚子 ～10세

소아과학19)

出生前 -
新生兒 생후 4주간, 좁은 의미에서 생후 1주간
嬰兒 1개월～1년, 길게는 2년
幼兒 1～6년
學童 6～10년

靑少年 10～20년(혹은 남 12～20세, 여 10～18세)

표 4. 인용서별 연령 기준

위 표에 나타난 연령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20)

10) 人年五十已上爲老, 二十已上爲壯, 十八已上爲少, 六歲已上爲小.
11) 經說: 年六歲以上爲小兒, 十八以上爲少年, 二十已上爲壯年, 五十已上爲老年也. 其六歲以還者, 經所不載, 是以乳下嬰兒病難治者, 皆無所承按故也. 

((原文)醫方類聚, 驪江出版社, 1994, 第十八分冊(230∼242卷), p. 420. 이하 의방유취 인용문은 本書를 기반으로 한의고전명저총서DB를 참
고하 다.)

12) 의방유취의 주석에 의하면 外臺秘要(外臺)의 연령과 일치한다. (‘十六已上爲少, … 三十以上爲壯’, 각주 13 참조).
13) 小品方云: 凡人年六歲已上爲小, 十六已上爲少, (巢源, 外臺作十八已上爲少.) 三十以上爲壯, (巢源･外臺･聖惠方作二十已上爲壯.) 五十已上爲老, 

其六歲已下, 經所不載, 所以乳下嬰兒有病難治者, 皆爲無所承據也. (위의 책, p. 423)
14) 夫小兒, 六歲之上爲小兒, 十八歲已上爲少年, 其六歲已下者, 諸經不載, 是以乳下孾兒, 有病難治, 無可據也. (위의 책, p. 441)
15) 初生之兒, 審其胎氣少穩; 斷乳之子, 究其飮食傷脾; 離母之孩, 察其暑濕寒邪; 丱角髫童, 覺其馳遂鬪力. (위의 책, p. 477)
16) 氣與血始然交參, 年旣未登, 卽曰小兒. (위의 책, p. 478)
17) 所產男女, 自幼及長, 總曰小兒, 然幼幼有牙兒･嬰兒･孩兒, 長曰髫童･丱童･稚童. (위의 책, p. 483)
18) 男兒兩歲尙爲嬰, 三歲四歲幼爲名, 五六次第年少長, 七齠入齔漸論情, 九歲爲黃十稚子 (위의 책, p. 500-501)
19) 홍창의. 소아과학. 대한교과서. 2008.
20) 범위로 나와 있는 것은 평균을 냈으며 연령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것은 표로 나타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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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靈樞 小 少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巢氏病源 養小兒候 經所不載 小 少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千金方 序例 諸經不載 小 少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宣明論 小兒科論 諸經不載 小 少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가장 먼저 靈樞에서는 6～18세의 아이만을 소아(小)라고 
하 다. 이 시기에는 아사망률이 높아 소아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대로 가면서 巢氏病源

이나 千金方, 宣明論에서는 1～6세의 아이를 인식하고 다루기 
시작한다. 1～6세 소아의 범주에 대한 고대와 현대적 관점의 
매개가 되는 변화의 중간점을 확인할 수 있다.

省翁活幼口議 議根本 小(남 16세, 여 14세까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省翁活幼口議 脈指訣歌 嬰 幼 少長 稚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성옹활유구의에 이르러서는 巢氏病源･千金方･宣明論 등 
이전 시대의 문헌에서 ‘의경(醫經)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經所不在)’고 하 던 연령대를 모두 소아의 범주에 포
함시켜 소아과의 대상을 정립하 다. 그러므로 소아문 전체
에서 다루는 ‘小兒’는 대체로 성옹활유구의･총론의 의근
본(議根本) 편에서 다루는 천계(天癸)가 돌기 전까지의 대략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전의 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계는 대체로 巢氏病源･千金方･宣明論의 小兒에서 
少年이 되는 시점과도 같으며, 이러한 원대(元代)의 소아에 
대한 정의는 현대 소아과학에서 내리는 정의의 근간을 이
룬다. 즉 신생아에서부터 청소년을 포함하는 현대 소아과학의 
소아에 대한 정의는 이와 거의 일치한다. 아래의 현대 소아
과학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

소아과학 嬰 幼 學童 靑少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역대문헌에서는 이밖에도 初生兒, 乳兒 등의 표현으로 소
아를 나타내기도 하 다. 이상 역대문헌의 소아의 연령 범
주에 대한 정의의 차이와 현대적 정의로 변천되는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수･당대로부터 선명방이 쓰인 금대(金代)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小兒, 少年, 壯年과 6세 이하(經所不載)
를 대략 산술적으로 연령을 구분하 고, 인용서별로 여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성옹활유구의에 이르러서는 아이에 
대한 지칭어를 나이로써 정의하는 대신, ‘갓 태어난 아이
(初生之兒)’, ‘젖 뗀 아이(斷乳之兒)’ 등으로 서술하는 것도 

볼 수 있다. 현대의 소아과학에서도 소아과학에서와 같이 
발육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그에 따라 유동적
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소아의 발육상
태나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산술적으로 획일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성장단계상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를 유연하게 바라
보고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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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에 대한 인식과 처치법의 변화

소아의 특징은 이와 같이 연령이 아닌 세 한 특징들에 
근거해 파악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아의 이러한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또한 그에 따라 의학적으
로 어떻게 처치하는지, 소아과학에서 어떠한 의학적 지식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방유취 소아문
의 총론부를 살펴보기로 하 다.

소아문 총론에는 소아 자체의 본질에 대한 고찰과 소아
의 생리･병리적 특성에 대한 의론이 혼재되어 있다. 소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빈부귀천과 소아 건강의 연관성을 
밝힌 것, 그리고 소아의 본질이 천지나 부모로부터 유래한
다고 보는 관점 등은 소아의 존재에 대해서 사회적･철학적 
고찰에 따른 소아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통해 의학적 처치
에 정당성과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 중 중요한 논의들은 의방유취 편제의 특성
상 대부분 전대의 의서로부터 인용되었고, 후대 의서에서는 
삼관맥법의 그림이나 경(驚)･감(疳)･풍(風)･리(痢) 등 소아의 
특징적인 병의 진단과 처방 등이 주로 인용되었다. 특별히 
소아문 총론의 마지막 인용서인 성옹활유구의 총론의 議明
至理二十五篇에서는 소아에 대해 전대의 인용서보다 훨씬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며 총론을 마무리하고 있다.

1) 어른을 이루는 근본으로서의 소아(以養小爲大)

천금방은 전체 서례에서 ‘모든 사람이 작고 취약한 어린
이에서부터 시작해 어른이 되고 위인이 된다’는 일반적인 
논설로 시작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이 중요한 어린이를 소
중히 대하지 않는 시대상을 지적하면서, 근본을 중시하여 
전체의 편제에서 부인, 소아문을 앞에 두었다고 밝힌다.

“대저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이치는 작은 것을 길러서 
크게 되지 않음이 없다. 만약 작은 것이 없으면 크게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역에는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룬다고 
하 고, 시경에는 처음에 백성이 생겨난다고 하 으며, 서
전에는 첫 울음을 내면서 나온 어린이가 은공(隱公) 같은 
큰 사람이 된다고 하 는데, 이것은 모두 한 가지 뜻이니, 
곧 추측으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이 어린 것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체험한 일이니, 역사를 보
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글에서 먼저 부인
과 소아를 앞에 쓰고 어른과 늙은이를 뒤에 쓴 것은 곧 근
본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기세가 미약하므로 의사가 치료하려고 
애써도 공을 세워 낫게 하기가 힘들다. 지금 배우는 사람은 
흔히 여기에 뜻을 두지 않고, 갓난아이가 포대기 속에 있을 때 
젖비린내와 누린내가 나니 의사가 품성이 고상하더라도 어
찌 보기 좋아하겠는가. 생각해보면 가히 한숨이 나온다.”21)

비록 소아과학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어린이의 존재 자
체를 눈여겨 고찰하며 어린이를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상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대(唐代)에 쓰인 위와 
같은 문장은 시대를 앞서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의방유취에
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졌던 위 인용편을 수록하여, 소아의 
존재론적 중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인간의 질병을 논함에 있
어 소아 때부터의 건강을 눈여겨보는 것이 치료의 실마리
가 되며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을 암시한다.

2) 바탕을 빌린 존재로서의 소아(假質)

소아문의 맥락에서 바탕(質)이라는 것은 신체적 특징과 
건강을 의미한다. 소아는 천지로부터 바탕을 품부 받아서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일부는 깊은 질
병의 조짐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고 하여 선천적 질병의 연
원을 암시한다. 또한 소아가 부모로부터 정(精)이나 원기
(元氣)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임신 전후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아야 아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이 
이어서 강조된다.

(1) 소아의 바탕은 천지에 근본을 둔다.

“천지의 기운이 서로 한 데 합해지고 환상 같이 변화하
여 엉기어 사람을 이루었도다. 기운과 형체로써 태아의 바
탕이 갖춰질 새 깊은 병의 싹이 벌써 튼다네.”22)

소아는 천지로부터 바탕을 본받고 품부 받아서 천지와 
상응하는 존재이다. 이는 소아문에서 반복적으로 자연의 현
상에 비유하여 소아의 생리 및 병리를 설명할 수 있는 토

21) 夫生民之道, 莫不以養小爲大. 若無於小, 卒不成大, 故易稱積小以成大, 詩有厥初生民, 傳云: 聲子生隱公, 此之一義, 卽是從微至著, 自少及長, 人情
共見, 不待經史. 故今斯方先婦人小兒, 而後丈夫耆老者, 則是崇本之義也. 然小兒氣勢微弱, 醫士欲留心救療, 立功差難. 今之學者, 多不存意, 良由嬰
兒在於襁褓之內, 乳氣腥臊, 醫者操行英雄, 詎肯瞻視, 靜言思之, 可爲太息者矣. (위의 책, p. 422-423)

22) 氣交天地分, 人幻化凝成, 氣形胎質具, 痾瘵蚤萌生. (施圓端效方 小兒, 위의 책 p.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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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되며, 구체적으로는 천지의 변화가 소아의 건강 및 질
병에 긴 한 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이 향을 준다는 측면은 마지막 항목에서 자세히 다
루었다.

다음의 문장에서도 천지가 변화하는 모습에 빗대어 소아
의 맥이 숫구멍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삼지맥법(三指脈法) 
또는 액맥법(額脈法)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맥기가 천지의 기운과 서로 합치되고 피와 살이 처음으
로 사람의 몸에서 함께 작용하게 된다. 진기(眞氣)와 사기
(邪氣)가 서로 빼앗고 갈라지고 모여드는 것이 혼돈의 때
와 같다. 이로부터 맥기가 점차 나오게 된다. 그 맥이 처음 
운행하여 시작할 때에 음양이 아직 화합하지 못해서, 숫구
멍 아래로부터 머리카락이 난 앞을 내려와서 세 손가락을 
가지런히 짚고 차고 더운 것을 감별하여 그 증후를 살핀다. 
이것을 맥기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는데, 점차로 약간씩 생
겨나는 것이다.”23) 

(2) 소아의 바탕은 부모에 근본을 둔다.

한편 소아가 천지로부터 성질을 품부 받는다는 관점은 
부모에게서 구체적인 바탕을 빌려서 받는다는 관점과도 결
부된다.

“더군다나 사람은 맑고 깨끗하게 태어나니, 천지와 더불
어 합치되고 참된 성질을 품부 받으며 항상 음과 양에 부
합하여 바탕을 빌려 어미가 회임하여 정과 피가 형체를 이
룬다.”24)

“혈기와 신체는 부모에게서 바탕을 빌려 받고, 불행과 행
복, 괴로움과 즐거움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품부 받는다. 그
러므로 하늘과 땅이 나의 자질과 모양을 생기게 하 고 또 
인과 의가 나에게 있어 검소하고 순박한 성질을 가지게 하

다.”25)
“일찍이 이르기를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근원이 

있다. 뿌리가 왕성하면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근원이 깊으
면 반드시 멀리 흘러간다. 소아는 부모의 원기를 품부 받아

서 생성되는데, 원기가 성하면 살이나 피부가 충실하고 경
증(驚證)이나 감질(疳疾), 적열이 생기지 않으며 풍･한･서･
습으로 병이 생겼다가도 곧 낫는다. 그러나 원기가 허하면 
체질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병이 생기기 쉽다.”26)

위의 문장들에 의하면 소아의 성정은 부모로부터 연유한
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득효방 전후로 전개되는 소아문 
총론의 전반적인 이론적 토대(태중에서 기를 잘 받아야 아
이가 건강하다는 인식의 바탕)가 된다. 위 논설은 부모의 
건강과 조섭, 즉 현대적 의미에서 태교가 아이에게 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이유를 자연의 원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곧 임신 전 부모의 조섭과 임신 중 가족의 간
호, 출산 후 조섭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시대에 따라 성행했던 조혼의 풍습이 태아의 건강
에 미치는 악 향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장도 실
려 있다. 부모로부터 바탕을 받는다는 생각을 통해 부모의 
섭생에 주의를 구한 것이다.

“요즘 세속의 법도에 남자 아이는 15살, 여자 아이가 13
살만 되어도 시집가고 장가를 들이는데, 그 도리가 옛날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정욕이 통하는 데 그 이치가 
있다고 하니 정이란 중기(中氣)에서 발동하는 것이다. 남자
가 너무 일찍부터 여자를 접하게 되면(破陽) 정기를 손상
하게 되고, 여자가 너무 일찍 남자와 통정하게 되면(破陰) 
경맥을 상하게 되니, 비록 임신하여 아이를 가졌다할지라도 
태아의 성장이나 출생 후의 발육이 반드시 어그러지게 되
어 아이에게 구루병이 생기거나 변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해 체구가 작은 난쟁이가 되고 만다.”27)

3) 미완의 존재로서의 소아

어린이는 미완의 존재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기 어렵고 
성인과 여러 가지 생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을 살피는 
것, 병인(病因), 진맥법, 처방을 비롯한 치료법 등이 달라지
며, 환경의 향에 취약하여 조섭에 있어 성인에 비해 세심
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를 미완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23) 且脈氣方與天地同參, 血肉初共, 人事相奪, 眞邪離合, 猶如混沌初分, 自此乃曰脈氣之漸矣. 其脈初行太始, 陰陽未諧, 自顖之下, 髮際之前, 齊鋪三指, 
但按其冷熱, 察其證候, 斯可謂脈氣之生, 漸且微也. (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脈氣, 위의 책 p. 480)

24) 況夫人生淸淨, 與天地以同, 原性稟眞, 常合陰陽, 而假質母懷, 精血成形.(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原本)
25) 血氣身體, 假質於父母, 否泰苦樂, 稟賦於天地, 故天地生我以資質相貌, 且仁義在我以古朴淳素… (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脈氣, 위

의 책 p. 479-480)
26) 嘗謂木有根荄, 水則有源, 根荄盛則枝葉暢茂, 源深則其流必長. 小兒稟父母元氣而生成, 元氣盛則肌膚充實, 驚疳積熱, 無由而生, 風寒暑濕, 略病卽

愈; 元氣虛則體質怯弱, 諸證易生 … (得效方 活幼論, 위의 책 p. 442)
27) 今之世法, 男年十五, 女年十三, 乃通嫁娶, 其道雖不應古, 其理在乎通情, 情動乎中, 男破陽大早, 則傷其精氣, 女破陰大早, 則傷其經脈, 雖成胎孕, 

含育必虧, 兒生傴僂, 變蒸不備, 體作侏儒. (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根本, 위의 책 p.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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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진료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다.28)
한편 소아를 미완의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소아를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가 아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피보호
자로 확대해석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취약한 소아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촉구하고 소아의 생리･병리나 진단･치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1) 병을 살필 때의 유의점

“전씨가 이르길 유아동(嬰幼兒童)의 병은 진찰하여 밝
히기 어렵다고 하 으니, 아픈 곳을 말하지 못하고 말을 하
여도 그 말을 다 믿기 어려우며 증상이나 모양, 증형을 살
피고자 맥을 보려고 하면 무서워서 울거나 놀란다.”29)

소아는 성인에 비하여 잘 살펴 진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문장에
서는 어머니가 잘 체험하고 보살펴야 하며 의사가 진찰할 
때 어머니가 느낀 대로 말하고 의사는 자세히 진찰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한다.30) 후대의 동의보감 소아문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어린이에게서 증상을 묻기 어렵고 맥을 
진찰하기 어려워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며 ‘장부가 취약하고 
여리며 피부와 뼈가 연약하며 …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아픈 데를 가리키지 못하며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하므로 
관형찰색(觀形察色)과 청성(廳聲)과 절맥(切脈)으로 병의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문장을 서두
에 실었는데,31) 소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조선 후기에도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변증(辨證)에서 고려할 특이점

소아는 감정과 욕구가 모두 갖추어져있지 않다고 판단하
여 성인과 다르게 칠정으로 인한 병이 없다고 하 다.

“대체로 소아는 처음에 포대기 속에 있을 때에는 칠정이

나 육욕이 없고 다만 형체가 취약하고 아직 혈기가 바로잡
히지 않았으며 장부와 정신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허하고 실한 것이 서로 억제하여 병이 생기게 된다.”32)

당대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인에 비해 소아가 마주치는 
환경은 제한적이므로, 소아에게 칠정이나 육욕이 생기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소아의 변증에 있어
서는 칠정이나 육욕이라는 병인을 제외하 음을 알 수 있
다. 소아의방(小兒醫方)과 같은 조선후기 소아과 전문 의
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은 근대까지도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33) 한편 현대에는 평균 10% 정도의 소아와 청
소년들이 정신장애 치료가 필요하며, 가정불화나 가정의 결
손 등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주원인이 된다.34) 이러한 사회
적 변화와 현대의 소아가 처하게 되는 환경을 반 하여 새
로운 인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3) 진맥법의 차이

소아는 아직 맥기가 완성되지 않아서 성인과 진맥하는 
법에도 차이가 있다.

“자연의 온갖 만물은 싹이 트는 시초가 있고 점차 커가
는 과정이 있는데 그 뿌리는 모두 같다 … 대체로 사람이 
성(性)을 심으매 임신되는 것이 이치가 넓고 은 한데, 방
금 태어나서는 품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자라면 능히 알
게 된다.”35)

“처음 태어난 아이는 위(胃)의 기운이 아직 생겨나지 못
하고 그 맥이 바야흐로 태극에서 시작하여 돈다. 5장의 맥
은 심이 으뜸이 되는데 한 달 안에는 의거할 데가 없다. 비
록 형체는 이미 갖추어졌으나, 맥기는 바야흐로 천지와 더
불어 서로 합치되고, 피와 살이 처음으로 모여…”36)

“숫구멍 아래로부터 앞머리카락이 난 앞으로 내려와서 
세 손가락을 가지런히 짚고 단지 차고 더운 것을 감별하여 
그 증후를 살펴보는데, 이것이 맥기가 점차 조금씩 생겨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일이 지나면 맥기가 처음으로 

28) 한의학적 진료의 항목과 순서는 동의보감 잡병편의 2～5번째 문(門)인 審病-辨證-診脈-用藥에 근거하여 설정하 다.
29) 錢氏曰: 嬰幼兒童, 診察難明, 疼痛處未能言說, 雖言而未可堪憑. 欲視證形而接脈, 怖人而或哭或驚. (施圓端效方 小兒, 위의 책 p. 461)
30) 暫醫來視, 問疾生之故, 母切在意, 醫切審詳. 小兒之病, 不可輕量. (위의 책, p. 462)
31) 古語曰寧醫十丈夫莫醫一婦人寧醫十婦人莫醫一小兒盖小兒難問證難察脉治之尤難故也(入門)○爲醫之道大方脉爲難活幼爲尤難以其藏府脆嫩皮骨軟弱

血氣未盛經絡如絲脉息如毫易虛易實易冷易熱兼之口不能言手不能指疾痛之莫知非觀形察色聽聲切脉究其病源詳其陰陽表裏虛實而能療之者盖亦寡矣
(得效)

32) 蓋小兒初在襁褓, 未有七情六慾, 只是形體脆弱, 血氣未定, 腑臟精神未完, 所以有臟氣虛實勝乘之病. (玉機微義 小我 論五臟相勝虛實之邪, 위의 책 p. 465)
33) 이가은, 안상우. ｢小兒醫方의 板本比較 및 篇第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4;17(1):173.
34) 김기봉 외. 한방 소아 청소년 의학. 서울:의성당. 2010.
35) 天地造化, 萬物發萌之端, 其來有漸, 其根悉同 … 夫人之種性, 所受朐胎, 含宏隱密, 生而未顯, 長而能知. (위의 책, p. 479)
36) 初誕牙兒, 胃氣未生, 其脈方行於太極, 五臟之脈, 心爲元首, 一月之內, 未有可據, 雖形已具, 且脈氣方與天地同參, 血肉初共(위의 책, p.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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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 좌우 검지손가락의 3번째 마디 측면에 실오라기 같
은 핏줄을 보아 풍과 기가 그 위치에 따라 발작하고 공격
하는 경중을 알게 된다.”37)

소아의 맥법이 다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소아의 성정과 
형체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대부분의 인용서
와 인용편에서는 맥법에 대한 지식만 서술하 지만, 활유구
의에서는 그 근본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동
원하여 설명하는 세심함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맥법으로는 액맥법(額脈法)
과 삼관맥법(三關脈法)이 있다. 이외에도 담료방(澹寮方)
의 소아맥결(小兒脈訣) 편에는 엄지 하나로 촌구를 짚는 
일지삼부맥법(一指三部脈法) 등이 나온다.

(4) 약을 쓸 때의 유의점

앞의 논의 議脈氣편에 이어서 議投藥편이 나온다. 마찬가
지로 소아의 위기(胃氣)가 아직 갖춰지지 못하여 연약한 
이유로 소아에게 성질이 중하거나 강한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만약 중한 약제를 젖먹이 아기에게 주거나 성질이 센 
약을 여린 아이에게 준다면 어지러이 투여하거나 곧바로 
써서는 안 된다. 설사시켜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데는 자
세히 물어보고 북돋워주며 설사시켜야 하며, 마땅히 더하고 
보하는 약을 써야 하는 데에는 자세히 살피고 근거하여 다
스리면 누가 제멋대로 한다고 말하겠는가.”38)

“무릇 소아를 치료하는 법은 성질이 극히 차거나 뜨거운 
약과 강하게 보하거나 사하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혹시 
파두나 행인, 유황, 이분 같은 약을 잘못 쓰면 도리어 다른 
병이 생긴다. 소아는 쉽게 허하고 쉽게 실해지고, 장위가 
여리고 약하여 그 독을 이기지 못한다.”39) 

용약의 유의점 외에도,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육과 피부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옷을 너무 
덥게 입히는 것을 주의하게 하는 등의 조섭법은 소아문의 
총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이다.(巢氏病源 
養小兒候편40)과 千金方 初生出腹편41) 등)

4)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의 소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인 소아는 환경의 향을 많이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신중하고 세심한 조섭이 요구된다. 
즉 빈부귀천이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가족 환경, 자연적 
환경의 향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이것이 소아의 건강에 
제약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연령대가 낮은 소아일수록 환
경의 향에 종속적이며 그만큼 환경조성을 중요하게 여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 의학에서 대체로 간과
되는 부분이므로 임신 전후의 조리와 소아를 양육하고 치
료하는 데 있어 충분한 귀감이 된다. 아래의 문장들에서는 
소아과에서 이러한 환경들이 미치는 향과 그에 따른 처
치법이나 대응법을 설명하고 있다.

(1) 빈부귀천의 향

우선 소아의 건강은 빈부귀천과 관계가 있으며,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른 조치가 요구된다. 덧붙여 이와 같이 소아
의 건강에 사회적 틀을 대입해 바라보는 관점은 의학적 처
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병을 잘 치료하려면 빈부귀천을 살펴 
치료해야 한다. 대체로 잘살고 귀한 집에는 입고 먹는 것이 
여유가 있는데 자식을 낳으면 항상 요절하고, 가난하고 천
한 집에는 옷과 먹을 것이 부족한데 자식은 항상 굳세다. 
가난한 집의 아이는 제 마음대로 못하여 비록 자기 뜻에 
맞지 않아도 감히 화내지 않으니, 화내는 것이 적으면 간병
이 적다. 부잣집 아들은 제 마음대로 하여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잘 내니, 화를 잘 내면 간병이 많
다. … 또한 가난한 집은 돈이 없어 약을 적게 먹이므로 죽
는 것이 적고, 잘사는 집은 돈이 많아서 약을 많이 먹으므
로 죽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록 부잣집보다 척박하지만 아이를 온전하게 이루어 
오히려 부잣집보다 더 낫다. 그 원인은 저도 모르게 아이 
키우는 방법 4가지를 지키기 때문이다. 첫째로 옷을 엷게 
입히고 먹는 것을 소박하게 하며 욕심이 적고 화를 적게 내

37) 自顖之下, 髮際之前, 齊鋪三指, 但按其冷熱, 察其證候, 斯可謂脈氣之生, 漸且微也. 百日之外, 脈氣行之大初, 左右食指三節, 側看縷紋, 風氣隨所發作, 
輕重攻擊而生.(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脈氣, 위의 책 p. 480)

38) 若以重劑投于雛, (乳小也.) 或以峻藥投于貴, (峻, 謂嚴緊藥.) 直不可混殽而設, 造次而施. 合以通利者, 審問扶而下之, 當用益補者, 察詳按而調之, 
孰謂恣妄之有耶?(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投藥, 위의 책 p. 481)

39) 凡治小兒之法, 不可用極寒極熱之藥, 及峻補峻瀉之劑, 或誤用巴豆･杏仁･硫黃･膩粉之藥, 若用此藥, 反生他病. 小兒易虛易實, 腸胃嫩弱, 不勝其毒. 
(治法雜論, 위의 책 p. 441)

40) 小兒始生, 肌膚未成, 不可暖衣, 暖衣則令筋骨緩弱…(위의 책, p. 420)
41) 凡小兒始生, 肌膚未成, 不可暖衣, 暖衣則令筋骨緩弱…(위의 책, p. 424)



한국의사학회지 28권 1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8, No. 1

- 21 -

는 것이다. 둘째로 돈이 없어 약을 적게 먹고 병이 저절로 
낫게 하여 서투른 의사에게 열한 약으로 치료받지 않는 것
이다. 셋째로 임신 중에 어머니가 노동을 하여 기혈이 잘 
통하게 하여 태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로 임신 중
에 일을 많이 하여 출산을 쉽게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부잣집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42)

“잘사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노동을 
심하게 하는데, 몹시 교만하면 임신 초기에 병이 생기고, 
일이 지나치면 임신 중에 병이 생긴다. … 생활형편을 보아 
각기 그 원인을 알아내고…”43)

“귀하거나 잘사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음식을 마구 먹
어서 상하게 되고 추울 때에는 너무 덥게 해서 상하며 더
울 때에는 바람과 서늘한 것으로 상하며 … 가난하고 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밥때에 먹지 못해서 상하고 추울 때
는 얼고 굶주려 상하며 더울 때는 번거로워 날치는 데서 
상한다…”44)

잘살고 귀한 집(富貴之家)이란 봉건사회에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귀족과 양반 집안을 뜻하는 것으로, 번식하여 
가계를 잇는 것이 아이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
서 씨를 잇는 자식들을 과잉보호하게 된 것이다. 반면 가난
하고 천한 집(貧賤之家)은 그들의 노비 등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집안으로서,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한 천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력으로만 취급되었고 부모 
또한 아이를 귀하게 돌볼 여유가 되지 않았다.

유문사친은 유학을 하는 선비들을 대상으로 한 방서이기 
때문에45) 잘살고 귀한 집에서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의 
폐단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출산율이 
저하되어 한두 명의 자녀에게 양육을 집중하게 되는 현대
의 상황과도 대체로 유사하다.

성옹활유구의의 두 논의에서는 잘사는 집과 가난한 집의 
환경이 왜 나누어지는지 조금 더 엄 하게 구별한다. 아이
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잘사는 집의 임신부는 일을 하지 않

고 부리기만 하는 반면 가난한 집의 임신부는 일을 과도하
게 많이 하는 것이 아이에게 향을 미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식생활과 날씨의 한온(寒溫)에 따른 주거생활이 
아이의 건강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귀한 집이
나 천한 집이나 아이를 가문의 대를 잇거나 노동력을 제공
하는 수단적 존재로만 대하지 말고 두 가지 양극단을 지양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유모 등 주변인의 향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유모, 그리고 집안의 모든 식구가 
직간접적으로 소아에게 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태어난 지 1달 이내의 아이에게 부리는 사람 또한 아이 
앞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악기(惡氣)가 아이에게 접촉하
지 못하게 해야 하니, 아이가 만약 병을 얻으면 반드시 치
료하기 어렵다.”46)

“부인이 현숙하고 남편 또한 바탕이 어진데 아들이 닮지 
않는 것은 부부간에 정이 없거나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부모가 임신부를 잘 보살펴주지 않고 동서
들이 아끼며 돌보아 주지 않은 데 있다. … 또한 훌륭한 사
람이 농삿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가정이 화목하며 부부의 
뜻이 맞고 행동이 합치되며 예절이 밝은 탓이다…”47)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집안에 있는 노비 등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쉽게 향을 받을 수 있다. 乳
母忌愼法편에서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향 등이 
‘악기’로 표현되었다. 또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아이에게 정
신적으로 미치는 향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유모는 모두 절도가 있어야 한다. 만약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곧 아이에게 여러 병이 함께 생긴다. 이와 
같이 스스로 알고 조섭하면 아이가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
다. 봄과 여름에 절대 열을 받은 상태로 아이에게 젖을 먹
이면 안 되니, 반드시 아이에게 열감이 생기고 구토를 할 

42) 然善治兒小者, 當察其貧富貴賤治之. 盖富貴之家, 衣食有餘, 生子常夭, 貧賤之家, 衣食不足, 生子常堅. 貧家之子, 不得縱其慾, 雖不如意, 而不敢怒, 
怒少則肝病少; 富家之子, 得縱其慾, 稍不如意則怒多, 怒多則肝病多矣. … 又况貧家無財少藥故死少, 富家有財多藥故死多, 故貧家之育子, 雖薄於富家, 
其成全小兒, 反出於富家之右. 其暗合育子之理者有四焉: 薄衣淡食, 少慾寡怒, 一也; 無財少藥, 其病自痊, 不爲庸醫熱藥所攻, 二也; 在母腹中, 其母
作勞, 氣血動用, 形得充實, 三也; 母旣作勞, 多易生產, 四也. 此四者, 與富家相反也.(儒門事親 過愛小兒反害小兒說, 위의 책 p. 440-441)

43) 貴者則驕多, 賤者則勞盛, 驕多卽胚胎而得之, 勞盛乃孕育而招之. … 察貴賤各體其根…(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投藥, 위의 책 p. 
480-481)

44) 貴富生子, 食之有傷於不精, 寒之有傷於大燠, 暑氣有傷於風涼 … 貧賤生子, 食之有傷於不時, 寒之有傷於凍餒, 暑之有傷於煩躁… (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辯理, 위의 책 p. 484)

45) 其曰儒門事親者, 則以爲惟儒者能明其理, 而事親者當知醫也. (儒門事親)
46) 未滿月內, 所驅使人, 亦不得令有所犯到於兒前, 惡氣觸兒, 兒若得疾, 必難救療也.(聖惠方 乳母忌愼法, 위의 책 p. 430)
47) 然而婦乃賢淑, 夫又質良, 生男不肖者有之, 非夫婦之失情, 人倫失序, 事有不備者, 良由公姑不能善卹胚胎之氣, 妯娌不與矜顧護愛之理. … 亦有卿相

起自犂鉏, 乃是室家相從, 意同道合, 至誠禮貌…(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原本, 위의 책 p. 4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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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가을과 겨울에는 몸이 추운 상태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안 되니, 반드시 배가 붓고 마를 것이다. 유모는 화를 
낸 다음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는 안 되니, 반드시 미치는 
병에 걸린다. 유모가 취한 상태로 젖을 먹이면 안 되니, 반
드시 경간, 천조, 급풍 등의 병에 걸린다…”48)

“유모는 너무 시거나 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또한 
찬바람을 맞은 뒤에나 더운 데서 오자마자 배고픈 아이에
게 젖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으면 곧 반드시 내벽
이나 경감, 설사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니, 절대로 주의
해야 한다.”49)

특히 유모는 아이에게 상당한 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유모에게 요구되는 조섭법뿐만 아니라 유모를 고르는 방법
도 반복되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
해 맞벌이 가정이 많아진 현대에 부모 이외의 주변인이 아
이에게 어떻게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3) 기후와 지역적 환경의 향

“대체로 어린애가 점점 자라면서 반드시 차츰 음식을 먹
게 되는데 …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땅에 따라 알맞게 생겨
나서 음식도 그 지방에 있는 것을 먹고 자란다. 남쪽 사람은 
북쪽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북쪽 사람은 가루로 반찬을 
만들고 대추를 남새삼아 먹으니, 북쪽 사람이 어떻게 남쪽
의 음식들을 먹을 줄 알겠는가.”50)

“특히 남쪽 사람에게 병이 생겼는데 북쪽 사람의 처방을 
쓰니 이로써 방도와 지역이 서로 반대되고 의도하는 것이 
같지 않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 다. 이른바 북쪽 사람은 수
기(水氣)가 많고 남쪽 사람은 온역이 많으니, 땅의 기운과 
하늘의 시기가 그렇게 되게 하 다. 북쪽 사람은 수기가 성
한데 성하면 습해지고 습해지면 건조한다. 남쪽 사람은 온
역이 성한데 성하면 열이 생기니, 열이 생긴 데는 땀내는 
것이 좋고, 다시 성질이 건조하고 열한 약을 주면 병이 열
하던 것이 다른 병증으로 전해진다. 약을 이미 맞게 쓰지 
못하 으니 병이 어찌 낫겠는가?”51)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아도 동서남북의 지역적 차이에 순
응하여 음식을 먹이고 그에 따라 약도 다르게 써야 하며, 
지역에 따라 주된 병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병을 살피고 약을 쓰는 데 있어 소아가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가 직접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유모나 산모가 먹은 음식도 아이에게 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다시금 기후와 지역이 소아에게 미치는 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모와 유모, 아이 모두에게 지역과 풍
토에 적합한 식이가 제공되어야한다는 것이다.

(4) 교육, 훈육(撫育, 鞠養)의 향

교육과 훈육이 광범위하게 의학의 범주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다. 이것은 소아에게 있어 특징적인 조섭의 방법이
다. 교육은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며,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등을 가르쳐 기르는 것으로, 의방유
취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방면이 고루 나타난다.

교육과 관련하여 증세 (曾世榮)은 엄마가 무육(撫育)과 
국양(鞠養)을 해야 한다고 말하 다. 무육은 ‘어려서는 재
롱부리는 대로 내버려두되 자라면 그 감정과 의지를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한다. 무(撫)라는 것은 늘 그 정신과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육(育)이라는 것은 그 몸을 
편안하게 길러주고 그 성질을 조절하는 것이다.’ 국양은 ‘아
이가 자라면서 잘못한 일을 신문하여 제 맘대로 하지 못하
게 하며 사납게 행동하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억세고 거만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52)

“아버지에게 역시 4가지 할 일이 있다. 첫째는 화애(和
愛), 둘째는 순경(順敬), 셋째는 근훈(謹訓), 넷째는 관책
(寬責)이다. 화애는 남자아이가 함부로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순경은 사나운 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근훈은 지극히 정성스럽게 예절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고 관책은 정성스럽고 너그럽게 자세히 비유하면서 타이르
는 것이다. 매질로 대답하게 하거나 꾸짖으면서 야단치면 

48) 凡爲乳母, 皆有節度, 如不禁忌, 卽令孩子百病並生. 如是自曉攝調, 可致孩子無疾長壽. 是以春夏, 切不得衝熱哺孩子, 必發熱疳幷嘔逆; 秋冬勿以冷乳
哺孩子, 必令腹脹羸瘦; 乳母嗔怒次不得哺孩子, 必患狂邪; 乳母醉後, 不得哺孩子, 必患驚癇･天瘹･急風等病.(聖惠方 乳母忌愼法, 위의 책 p. 429)

49) 不可與乳母大叚酸鹹飮食, 仍忌纔衝寒或衝熱來便餧兒乳, 如此則必成妳癖, 或驚疳瀉痢之疾, 切須忌之.(管見大全良方 澤乳母, 위의 책 p. 437)
50) 凡兒漸長, 必漸飮食 … 人之所生, 隨土地之所宜, 飮食亦隨其所有, 南人不堪食北物, 以麪爲膳, 以棗爲蔬, 北人何可食南物, 以魚爲菜, 以詹爲飯.(省

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食忌, 위의 책 p. 486-487)
51) 殊不知南人得病, 以北人處方, 自是道地相反, 意議不同. 所謂北人水氣多, 南人瘟疫盛, 地氣天時使之然也. 北人水氣盛, 盛則就濕, 濕卽與燥之; 南人

瘟疫盛, 盛卽作熱, 熱宜發散, 更加燥熱之藥, 病熱傳作它證, 藥旣不宜, 疾何能愈?(省翁活幼口議總論 議明至理二十五篇 議張氏方, 위의 책 p. 488)
52) 三曰撫育, 謂幼則順其嬌癡, 長則變其情志, 撫之乃常存其神而知其體, 育之乃安其形而調其性; 四曰鞠養, 謂兒長成, 宜鞠問之, 毋令縱恣, 毋令忽暴, 

毋令悖逆, 毋令頑慢. 四者窮理盡性, 可謂慈母之道.(위의 책, p.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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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서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납게 한 것이 오히
려 아들을 우둔하게 만든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숭상하
고 화목하게 서로 따르는 것이 좋다.”53)

자칫 간과되기 쉬운 아버지의 교육적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증세 은 아버지가 정성스
럽고 너그럽게 타이르며 서로 숭상하고 화목하게 따를 것
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은 소아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향
을 미친다. 종합적으로 소아문의 내용은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아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아우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은 오늘날에도 건강
한 육아를 위해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의방유취에서 소아문은 부인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내용
을 담고 있는 전문 분과이다. 이 문헌을 통해 15세기 조선
의학에서 소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해보았다.

소아문은 의방유취 권239에서 266까지 총 28권으로 이
루어진 하나의 큰 병증문이면서 하위에 세부 병증항목을 
갖추어 2단 구조로 되어 있다. 다른 병증문과 함께 이론-
방약-식치-금기-침구의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지만 도인
에 대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소아의 질병은 소아가 
능동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식하고 부모를 포
함한 보호자가 주로 주체가 되어 치료하게 함을 알 수 있
다. 총 28권 중 가장 앞의 두 권은 총론으로, 소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나 생리･병리 및 의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
어진다.

의방유취 소아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小兒’의 연령
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역대 인용문헌별로 비교 
고찰하 다. 6세 이전의 아이를 의학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추로부터 소씨병원･천금방･선명론을 거쳐 성옹활
유구의에 이르기까지 소아의 범주는 확대되고 구체화되었
다. 성옹활유구의는 가장 현대적인 소아의 정의를 확립하
다. 청소년기 이전까지의 어린이가 소아문의 대상이 하며, 
후대에 가서는 산술적인 나이보다 발육 상태에 근거하여 

판단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오히려 정해진 연령보
다 더 정확하게 소아의 발육 상태나 환경을 고려해 성장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의방유취 소아문에서는 소아의 질병에 대한 처치에 앞서 
소아에 대한 한의학적 인식과 생리･병리상의 특징을 토대
로 한다. 먼저 소아를 근본으로 보는 관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소아기를 의학적 처치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으
로 인식하고, 출생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를 아우르는 
부인과까지를 포함하여 治病必求於本이라는 한의학적 원리
를 나타내고 있다. 소아는 또한 천지와 부모로부터 바탕을 
빌려 태어난 존재로, 천지의 변화를 본받아 소아의 생리･병
리나 진단법을 설명하기도 하며 부모의 건강과 신체 상태를 
물려받는다고도 한다. 소아의 건강을 가깝게는 부모의 조섭
에서부터, 멀게는 자연 전반의 향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소아를 아직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은 소아가 
여러 방면에서 작고 여리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함을 의
미한다. 곧 소아에 특화된 진맥법이나 변증 과정, 용약의 
유의점 등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아는 환경의 

향을 많이 받는 존재로, 치료법을 약물 처방 등에만 한정
하지 않고 조섭과 양육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참여
하게 한다. 교육이나 환경 조성 등 아이를 위한 모든 조치
를 포함한 것들이 의방유취에 나타나는 한방 소아과의 범
주 안에 있다.

의방유취 소아문에 실린 역대 의서에는 깊고 다양한 논
의들이 있어왔다. 이상과 같이 소아과학 및 소아에 대한 인
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발전해왔는지 살펴보았다. 문헌
별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의방유취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앞으로 소아에 대한 
치료법을 설정하는 데 세심하게 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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