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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Hyun-Hee Ku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Hae-Yong Shin was a renowned merchant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Korean Imperialism to Japanese Occupation, and 

devoted his lif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s a proponent of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and translator. He also 

authored many medical and scientific works; in particular, he integrated the modern Western medicine into the Korean herbal medicine 

in his writings. His early works include New Edition of Natural History (1907), Physiology published in six series in the YaRoe, a magazine 

for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and the New Edition of Zoology (1908). These writings are assumed to have deepened 

Shin’s knowledge of and insights into human and animal physiologies and anatomies. In the Danbang-Biyo-Gyeongheom-Shinpyeon 

(1913), he sought to incorporate the aspects of the Western medicine while mainly adopting the approach of the Korean herbal 

medicine. While keeping the contents and formations of Donguibogam, he recorded many empirical prescriptions and deleted theories 

incomprehensible for the general population, shamanic prescriptions, and poisonous and deadly ingredients. Its most salient features 

are the use of the Korean vernacular script for explications and simple ingredients for prescriptions. As medicinal materials, he 

presented commonly found low-cost native ingredients easily obtainable and affordable for. In the disciplines of childbirth, childbearing, 

and first aid, he adopted Western medical treatments. Danbangshinpyeon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at it contributed to public 

health by spreading practical basic medical knowledge in the vernacular script easily applicable at home in difficult situations for 

obtaining medical service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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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은 1887년, 1895년 8년의 간격으로 두 차례 콜레라

를 심하게 앓고 지나갔다. 조선에서 15년간(1888-1903) 
의료선교사로 있었던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는 저작 ‘15 
years among the Korea’에서 당시 조선의 위생 상태에서 
비롯된 콜레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기록1)하고 있다. 비슷
한 시기 근대의료의 확산에는 일제 공중의료와 선교의료라
는 두 가지 집단이 움직 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건 의료 

1) L.H.언더우드 저. 신복룡, 최수근 역주. 상투의 나라. 서울:집문당. 1999:168-169. “왜 조선 사람들은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이 유행병을 
겪는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이다. 모든 오물이 불결하고 좁은 도랑으로 흘러내려 도랑은 종종 폐물로 막혀 도로로 흘러넘칠 정도
가 되었다. 녹색의 이끼 낀 물웅덩이는 정원과 길가에 있고, 우물은 가까이에서 더러운 의복을 세탁한 배수로 오염되어 있으며, 썩은 야채들이 
도로와 집의 창문 아래에 수북이 버려져 썩고 있다. 비위생적이라든가 불결하다든가 하는 정의에 속하는 모든 상상 가능한 모습들이 널리 퍼져
있다. …… 배추는 도랑물에 씻어 무와 함께 소금과 고춧가루로 맛을 낸다. 모든 종류의 녹색 수확물을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채 먹음으로써 서
구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런데도 탈나지 않는 것은 재앙으로부터 보편적으로 면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 설령 그렇더라도 쇠붙이로 만들
어진 내장도 항상 내구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매 5-6년마다 세균이 부지런하게 번식하여 아주 강한 내성과 굉장한 독성
을 가짐으로써 조선 사람들조차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콜레라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이다. 8년 전인 1887년에 전염병이 조선 땅 전역을 휩
쓸어 수천 명이 쓰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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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도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 다. 그러나 도립병원의 사
용료 및 수수료가 고가인 점, 도립병원의 직원 대부분이 일
본인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서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
해 병원이용도가 매우 낮았다.2) 특히나 조선환자 중에서도 
부녀자는 절대로 병원에 왕래하지 않으며, 왕진도 청하지 
않았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청하는 자는 남자 환자뿐이었
다. 남자 환자 중에서도 병록(病錄)을 보내서 약을 청하거
나, 남에게 부탁하여 단일한 병상(病狀)을 구술(口述)하게 
해서 약을 청하는 등3) 직접 진료 없이 헛된 병 치료만 이
뤄지기 일쑤 다.

많이 알려져 있듯 당시 대동법 실시와 약령시의 설치 이
후 약재의 민간 유통 확대, 의학지식의 보급･확산과 민간의
료 인력의 확충으로 조선후기 사적의료가 대폭 성장하 다. 
의학지식의 보급과 관련, 구급방(救急方)과 간편 의서는 물
론 단방(單方)과 같은 간략한 처방 등이 널리 확산되면서 
개인이 글만 읽을 수 있다면 간이한 의학지식만 갖추고 의
료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몰락
한 양반층 가운데서도 생계를 구하려고 참가한 이들이 의
원이 되거나 약국을 차리는 등 사적 의약인의 대열에 참여
했다.4) 특히 한문과 언문이 혼재되어 출간되던 이 시기와 
맞물려 한의서 역시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
게 읽고 접할 수 있는 언해의서가 등장하여 가정에서도 기
초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하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13년 1월 1일 의생규칙이 공
포･제정되고 의생면허시험이 실시되던 같은 해에 출간된 단
방비요경험신편(單方秘要經驗新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활 본초를 활용한 ‘언해’의서라는 점5), 그리고 한의학의 
큰 틀 안에서 서양의학의 절충적인 치료를 모색했다는 점

에서 과거에는 근대 필수 가정구급서로서, 현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과도기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서로서 
가치를 지닌 근대한의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언해의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17세기 간행되었
던 허준언해의서6)를 중심으로 국어학이나 서지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일제시기 언해의서 연구로는 다
산 정약용이 지은 단방신편(單方新編)7)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단방비요경험신편(單方秘要經驗新編)이
나 저자 신해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고 
한의고전명저총서에 간략 해제8)가 있는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생몰연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저
자 신해용의 역사적 기록을 고찰하여 삶의 단면을 살펴보
고, 단방비요경험신편이 저술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단방비요경험신편의 구성과 특징을 확인하고 
본서가 지니는 의의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동시에 1900년
대 초기에 민간에서 실제로 쓰 던 생활친화적인 본초약재
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본론

1. 저자에 대하여

신해용은 생몰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4차례 간행을 
거친 단방비요경험신편 판권지에 저자의 주소가 충실하
게 실려 있어 그가 적어도 20년은 서울 경성부 삼청동에서 
기거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9) 간행시마다 주소가 조금

2) 조형근. ｢일제의 공식의료와 개신교 선교의료간 헤게모니 경쟁과 그 사회적 효과｣. 사회와역사. 2009;82:123-165.
이요한. ｢1920~30년대 일제의 장애인정책과 특징｣. 동국대석사. 2009.

3) 이흥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의약업의 변화와 개업의 : 洋藥局과 藥房附屬診療所의 浮沈｣. 의사학. 2010;19(2):349-350.
4) 김성수. ｢朝鮮後期 私的 醫療의 성장과 醫業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2009;18(1):62-65.
5)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범례. 경성:회동서관. 1913:1. “… 의약품은 오직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음식물 중에 친

고 값이 저렴한 것으로 골랐으며 또, 독약과 극약 등의 위험한 재료는 모두 생략하여 기록하 다. …”
6) 채인숙. ｢17세기 醫書諺解의 국어학적 고찰｣. 한양대석사. 1986 외 13건
7) 단방신편은 정약용이 1908년 간행한 언해한의서로 風門, 寒門, 濕門으로부터 諸傷門, 解毒門, 救急門, 六畜病에 이르기까지 46가지 병문과 

450여 병증 항목으로 나누고 그 아래 처방들을 수록해놓았다. 단방비요경험신편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서적이나, 편제, 수록내용, 접근방식
이 전혀 다르다. 관련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양승률. ｢주촌 신만의 保幼新編 편찬과 舟村新方｣. 장서각. 2011;25:52-77.
김 완, 김 건, 박정환, 이종숙, 이상훈. ｢전국 市郡誌에 기술된 각 지역 醫療 관련 地域語 사용양상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013;23:103-136.
전종욱. ｢단방신편(單方新編) 이후 문헌전승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27(4):1-13.
한지원. ｢일제강점기 單方新編의 편제와 내용｣. 장서각. 2016.02;33:258-288.

8) 한국한의학연구원. “단방비요경험신편･해제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2016.02)
9) 초간본(1913년 12월) 경성 북부 삼청동 24통 11호

1917년본(4월) 경성부 팔판동 32번지
1930년본(10월) 경성부 삼청동 34번지
1952년본 주소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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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달라진 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행정구역 명칭이 
몇 차례 바뀐 까닭일 것이며 모두 같은 주소일 것으로 짐
작된다. 단방비요경험신편의 서문을 보면 저자 신해용이 
의술 활동을 하 으며 서양의학에도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오 근은 서문을 통해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 의
원 무리들 가운데 신해용이야말로 ‘재상과 견줄 만한 의원’
임을 드러내고 있다.

“내 친구 신해용은 제자백가를 섭렵하고 의술의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다. 서양의학에는 더욱 익숙하여 동서고금의 
실험단방을 망라하여 여러 해에 걸쳐 이 책을 완성하 다. 
…… 아홉 번 팔을 꺾고 팔꿈치를 세 번 꺾을 정도의 참된 
공이 있어야 명의(名醫)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모두 전할 만하니, 옛사람들이 ‘의원이 되는 것은 재상이 되
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잘못된 말이 아니다. 세
상에서 소위 비방(祕方)이라 하는 것은 농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붙잡으려고 쓰이니 비록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
라도 그 중 한두 가지도 기꺼이 전해주지 않는다. 이 책은 
한 번 나와서도 세상 모두에게 숨김없이 드러내니 의원의 
무리[此輩]들이 아연실색할 것을 신군(申君)이 염려하여 스스
로 서평을 써서 ‘어찌 나에게 군더더기 말을 기대하는가, 부
족하나마 장차 함께 잘되고자 하는 뜻이다.’라고 하 다.”10)

신해용은 1907년에 백파(白坡) 이필선(李弼善)이 역술
한 신편박물학(新編博物學)을 교열하고, 1908년 신편동물
학(新編動物學)11))을 역술하 으며, 1913년 경험의서 단
방비요경험신편을 저술한 인물이다. 생몰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곳곳에 기사나 저작활동, 사건, 관련 인물 
등과의 관계를 통해 신해용의 적극적 사회진출 의지와 삶의 
대략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단편적으로나마 신해용이 관련
이 되어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기록을 통해 그의 삶의 일 단
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역사적 
사료는 1906년 9월 25일 대한매일신보 2면 5단의 기사이다.

“보성관에서 농상공부의 허가를 얻어 일반학교의 교과서
를 심상독본부터 고등교과에 이르기까지 나누어 편집하여 
다수를 발행하 다. 지금 국 중에 교육으로는 평안남북도가 
가장 흥기해있으니, 평안남북도내의 각 학교에 교과서를 자
선사업으로 기부할 것인데 현공렴씨를 총대로 특파하여 평
안남북도의 재경신사들에게 그 뜻을 표시하 다. 도내학생 
신해용･김기주 양씨가 여러 재경신사에게 청첩하여 장교전
의관 김윤 씨 집으로 모이게 하고 현씨에게 보성관의 성
의를 치사하고 또 도내 학교를 확장할 방침을 상확하고 몇 
시간 후 파하 다. 우리는 보성관의 선심선거를 찬하하고, 
평안도내학교를 위하여 그 행복을 심축하노니, 각 도내 인사
들은 한층 감분하여 교육을 더욱 확장하기를 희망한다.”12)

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현공렴’이 ‘보성관’에
서 특파되어 평안남북도의 재경신사(在京紳士)들에게 뜻을 
표시했고 이때 도내학생이었던 신해용과 조우하게 된다는 
점과 신해용이 당시 평안남북도 출신의 학생신분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시점을 통해 신해용과 보성관, 현공렴의 

접한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현공렴은 신
해용과 더불어 앞으로 많은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면서 기
사에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다.

다음해(1907년) 2월 1일 신해용은 앞의 기사에 함께 이
름이 실렸던 도내학생 김기주가 발기인으로 있는 서우학회 
신입회원으로 등록13)을 하 는데, 서우학회는 본래 대한자
강회(大韓自强會)･기독교청년회(基督敎靑年會)･국민교육회
(國民敎育會)･전현직 무관집단･언론인 등 평안남북도와 황
해도 출신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직한 단체로 
비 결사 신민회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단체14) 다. 이 기
사는 신해용이 앞서 평안남북도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무게
를 실어주며 1907년 당시 서울에 살면서 사회활동을 한 인
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907년 1월 31일 신해용은 현공렴, 윤병승, 그리고 훗날 
단방비요경험신편의 서문을 써주게 되는 오 근과 함께 

10)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서문. 경성:회동서관. 1913:1. “吾友申君海容, 漁獵百氏, 造奧斯術. 尤嫺於西醫之學, 網羅東西古今之實驗單方, 歷年
而書成. …… 九折臂三折肱之眞工, 人皆可傳, 古人所以等爲醫於爲相, 洵非謬語. 世之所稱祕方者, 錮於壟利之私, 雖良朋密戚, 不肯傳其一二. 是書
一出而公諸世, 此輩瞠然失驚, 申君之婆心自有輿評, 奚竢余贅, 聊將同好之義.”

11) 신해용 역술. 신편동물학. 경성:회동서관. 1908.
12) (1906.09.25) “2면 5단 기사의 일부” 大韓每日申報 “普成舘에셔 農商工部의 認許를 得야 一般學校의 敎科書를 自尋常讀本으로 以至高等敎科

에 分유編輯야 多數印出지라 現今國즁에 敎育發起 平安南北道가 爲最라 야 道내 各학교의 敎科書 慈善事業으로 一一寄付 터인 
玄公廉氏를 摠代로 特派야 該道내在京紳士의게 其意를 表示니 道內學生申海容金基柱兩氏가 諸紳士의계 請牒야 再時日下午七點에 長橋前
議官金潤 氏家로 團會고 玄氏를 對야 該舘의 盛意를 致謝고 又道學校擴張 方針을 商確고 數時를 經야 罷歸얏스니 吾儕 普
成舘의 善心善擧를 攢賀고 平安道學校를 爲야 其幸福을 深祝노니 該道人士 宜乎一層感奮야 敎育을 愈益擴張기 希望하리로다.”

13) (1907.02.01) “新入會員氏名 第三回” 서우 제3호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우학회 [西友學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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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상회를 조직하고 2월 3일에 주식회사를 설립15)하 다. 
며칠 뒤 2월 6일에는 서울 박동의 보성관 내에서 대동상회 
고주총회(股主總會)를 열고 임원선거를 통해 신해용은 유
문상과 함께 감사에 위임되는데, 당시 회장 오 근 아래, 
이사 현공렴･김대희, 회계 안국선, 출판원 윤병승, 서기 최
병옥이 함께 위임16)되었다. 대동상회의 목적은 “장래에 유
일상권을 장악하여 각 상민(商民)의 모범을 보일 목적을 
정하 으니 그 목적을 달성하면 장래에 일대 실업단체를 
작성17)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들은 단순
히 상업을 위해 모 다기 보다는 대부분 보성관과 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이자, 잡지 야뢰의 편집자이거나 기고자이
자, 국채보상기성회의 일원으로 활동하 던 인물들이었다.

1907년 2월 22일 신해용은 대동상회를 조직했던 동료 
오 근･안국선･윤병승･현공렴･김대희를 포함한 24명과 함께 
일본에 대한 국채 1300원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채
보상 기성회’를 발기하 는데, 수전소(收錢所) 주소가 역시 
보성관내 야뢰(夜雷) 보관(報館) 임시사무소 다. 이미 알
려진 바와 같이 국채보상기성회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
로 결성되었으며, 국채 1300원을 달성한 후 해산18)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단체 다. 신해용은 1907년 6월 24일 현
공렴 등과 함께 일본 동경 대한 유학생 태극학회에 찬조금
을 보내는 등19) 사회적으로 애국계몽활동에 매우 적극적으
로 움직 던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자선사업으로 교과서를 배부하 던 보성관은 모든 
역사 기록이 지목하듯 신해용을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관계
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성관은 이용익이 세운 
보성계열 학교들과 함께 설립된 출판사 다. 1906년 9월 
당시 보성관은 사립보성중학교의 개교와 함께 교과서 간행
을 착수하 는데, 편찬은 교사진이 하고 인쇄는 보성사에서 
하 다. 교과서 발행을 위한 출판사로 보성관을 세우고, 학
교 인쇄시설로 보성사가 설립되었다. 보성관은 현 고려대학
교의 전신이기도 한 보성전문을 비롯한 보성학원에 필요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일 외에도 신지식층을 대상으로 한 서
적을 발행하는 등 이 시기 애국 출판운동의 중요한 근거지
로 인식20)되었다. 신해용이 교열한 신편박물학이나 역술
한 신편동물학도 보성관의 교과서 발행 사업의 일환이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보성관은 잡지 야뢰의 임시 사무실을 비
롯해 각종 학회의 모임 장소로도 이용되었는데, 야뢰는 
잡지의 지면 중 상당 부분을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내용들
로 채우고 있고 또 잡지 편집 및 발행인이 오 근, 인쇄소
가 보성관21)이며, 신해용과 더불어 야뢰 필자로 활동한 
인물의 상당수가 앞서 말한 국채보상기성회의 발기인들이
었다. 이 단체 간의 접한 관계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바 있다. 결국 국채보상은 성공하지 못하여 일제의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어선 이후에 신해용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적어도 대한제국기 국채
보상운동이 활발했던 그 시기만큼은 누구보다 애국계몽에 
열정을 지니고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신해용의 주변인들 중 한의학에 관계된 가장 가까운 연
결고리는 역사 기록에 종종 함께 등장하는 현공렴(玄公廉) 
(1872-1930)이다. 그는 방약합편(方藥合編)을 저작한 혜
암 황도연 선생의 수제자로 자를 미은(美隱), 호를 유제(酉
齊)라고 하 다. 황도연의 아들, 황필수와는 동료지간으로 
생각된다. 황도연 선생 저작에 황필수의 편술로 간행 된 방
약합편이 고종 21년(1884년) 간행되자 현공렴은 황필수
의 지시를 받아 중정(重訂)하여 1885년 9월에 신교중정방
약합편(新校重訂方藥合編)을 간행22)하 다. 그는 오 근과 
함께 처음 파란말년전사(波蘭末年戰史)를 발행한 것을 시
작으로 신편가정학 등의 교과서를 포함하여 수십여 권의 
서적을 발행23)하 는데, 위의 사실들만 보더라도 신해용･
오 근･현공렴은 학문적･상업적･애국적으로 매우 친 한 관
계 음을 알 수 있다. 동료 안국선(1879-1926)24)･유문
상25)･김대희26)도 교과서 및 상업서적 등을 편찬하는 등 

15) (1907.01.31) “2단 3면 기사” 대한매일신보
16) (1907.02.06) “2단 3면 기사” 대한매일신보
17) (1907.02.06) “1단 4면 기사” 황성신문
18) (1907.02.25) “1단 4면 기사” 황성신문
19) (1907.06.24) “4면 6단 기사, 在日本東京大韓留學生太極學會贊助金” 太極學報
20) 권두연. ｢보성관의 출판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011.6;44:9-10 참조
21) 권두연. ｢보성관의 출판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011.6;44:9, 37 참조
22) 오병건. ｢방약합편 중 활투침선에 관한 판본학적 고찰｣. 원광대석사. 2008.
23) 전미경. ｢1900-1910년대 가정교과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05;17(1):137.
24) 안국선. 行政法. 경성:보성관. 1908.

안국선. 比律賓戰史. 경성:보성관. 1907.
25) 유문상. 은행론. 경성:보성관.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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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저작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에 두루 소견을 갖춘 인물로 잘 알려

진 송촌(松村) 지석 (池錫永, 1855-1935)과의 관계는 신
해용의 단방비요경험신편을 그가 교정(校訂)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남겨진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지석

은 기록상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두를 시술하고, 1899
년 설립된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10년간 역임하 으
며, 면허번호 6번의 의생을 지내고, 1915년 조선의생회(朝
鮮醫生會) 회장을 지냈던27) 인물로서 단방비요경험신편
을 교정하기에 그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2. 신해용의 저술과 단방비요경험신편의 간행

신해용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저작 기록은 1907년 1월
부터 6월까지 오 근이 편집･발행인으로 되어있는 계몽잡지 
야뢰에 기고글을 연재하면서 부터이다. 신해용은 경제 관
련 글이나 ｢합금제조법(合金製造法)｣, ｢전기도금법(電氣鍍金
法=electroplating)｣, ｢생리학(生理學)｣을 지속적으로 기고하

는데, ｢생리학｣(續)의 내용을 모두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제목과 6월 5일에 기고한 글의 회차로 미뤄 보았을 때 발행한 
1월 첫호부터 6차례에 걸쳐 글을 기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야뢰 제5호 표지 및 ｢생리학｣본문
서명 : 夜雷

발행인 : 오 근, 야뢰보관 보성관 임시사무소
발행사항 : 夜雷報館, 光武11[1907]
형태사항 : 1책 ; 21×15 cm
출판년 : 1907년 1월-6월까지 매월 5일 발행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그 중 6월 5일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면 ‘6) 호흡기 및 
호흡작용[呼吸器及呼吸作用]’이라는 주제로 호흡기･비강･후
두･기관･폐장･호흡(吃逆･噴啑･咳嗽･欠伸)에 대해서 기재하
고 있다. 같은 해 보성관번역부에서 역술･편찬한 중등생리
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기고한 생리학 일부와 편제
가 비슷한 점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기고한 ｢생리학｣의 내
용이 인체구조와 기관의 순환 전반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
으리란 것은 짐작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신해용이 글을 기
고할 정도로 생리학에 높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
리란 점도 알 수 있다.

그가 기고글을 연재하고 활발히 국채보상운동을 진행하
던 같은 해(1907년) 5월 5일 보성관에서 발행하고 보성사
에서 인쇄한 신편박물학(新編博物學)이 출간되었다. 사립
초등 검정교과서 는데, 백파(白坡) 이필선(李弼善)이 역술
하고 화은(華隱)28) 신해용(申海容)이 교열을 맡았다고 기
록되어 있다. 책표지에 보성관번역부 역술이라고 적혀있는
데, 저자 이필선은 보성관번역부의 일원29)이었고, 신해용은 
보성관번역부의 일원으로 이름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 서
적을 교열하고 보성관번역부 일원이었던 김대희･유문상 등과 
함께 대동상회를 결성하는 등 접한 관련을 보인다. 신편
박물학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문상. 신찬 화학교과서. 경성:義進社. 1908.
26) 김대희. 상업범론. 경성:보성관. 1907.
27) 강대민. ｢송촌 지석 의 재조명｣. 퇴계학부산연구원 전통문화교양강의자료. 2007 참조.
28) 참고로 신해용의 자호는 신편박물학에서는 화은(華隱)으로, 단방비요경험신편에서는 관재(觀齋)라고 되어있어 동일인물인가에 대해서 논

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동상회 회장 겸 야뢰 발행인이자 단방비요경험신편의 서문을 써준 오 근과 보성관의 관계･대동상회･야뢰 임시사
무실 주소･보성관번역부 일원들과의 접한 상관관계를 엄 히 살펴본다면 두 신해용이 동일 인물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 권두연. ｢보성관의 출판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011;44:30-31. “보성관에서 번역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번역원 명단은 김건중(1886) 신
편대한지리, 김대희(1878) 상업범론, 김하정(1885) 중등생리학외 2종, 안국선(1878) 행정법, 유문상(미상) 은행론, 윤태  식물학
교과서 외 1종, 이년웅(1881) 사회법강요, 이필선(미상) 신편박물학 외 3종, 진희성(미상) 초등이화학, 황윤덕(1874) 한국지리 외 2
종, 유완종(1977) 상업대요 외 1종, 이능우(미상) 5위인소역사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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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新編)博物學 표지 및 ｢인(人)｣본문
서명 : (新編)博物學
저자 : 이필선(李弼善) 譯述, 신해용(申海容) 校閱
발행사항 : 漢城 : 普成館, 光武11[1907]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신편박물학은 제 1장 운대(蕓薹)에서부터 제 37장 자
연계(自然界)에 이르기까지 잠업･목면･진디[진딧물]･곤포(昆
布)･식물･동물･사람･철･황금･석탄 등 박물학적 지식을 집
약해 놓은 서적이다. 특히 제 13장부터 제 18장까지는 “인
(人)”이라는 주제로 서술되고 있는데, 뼈[骨](근육, 피부)･
소화(순환, 호흡, 배설)･신경･감각기관[覺觀](시각, 청각, 미
각, 취각, 촉각) 전반에 대하여 삽화와 설명이 자세하게 나
열되어 있어 신해용에게 적지 않은 생리학적이고 인체해부
학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되었을 것을 생각된다. 범례
에도 “1. 사람의 생리에 관해서는 특히 제 13장부터 제 18
장까지 많이 소상하게 기술하 으니 생리학은 박물학의 한 
과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 다음해인 1908년 6월에는 신해용이 역술한 신편동
물학이 발행되었다. 발행자는 앞서 1907년에 신해용과 함
께 국채보상기성회를 발기했던 고유상이고 인쇄소는 역시 
보성사 다. 발행원 역시 고유상이 출자하여 만든 회동서관
인데, 1902년부터 1982년까지 수많은 서적을 간행했던 출
판사로서 초창기에는 신소설을, 뒤에는 사전과 실용서, 특
히 산업발달에 필요한 책을 주로 출판30)하던 곳이었다. 의
서에도 관심을 보여 경험신방(經驗神方), 경험신편(經驗
新編),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신교중정방약합편
(新校重訂方藥合編), 의문수지(醫門須知), 의문보감(醫
門寶鑑), 의방신감(醫方新鑑) 등의 서적도 발행한 바 있

다. 신해용의 첫 저작물이자 국한문혼용 역술서인 신편동
물학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新編)動物學 본문 및 판권지
서명 : (新編)動物學
저자 : 신해용(申海溶) 譯述
판사항 : 연활자본
발행사항 : 京城 : 滙東書館, 光武12[1908]
형태사항 : 46張; 22.2×15.4 cm 
일반주기 : 본문은 국한문 혼용임. 사립초등 검정교과서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신편동물학은 제 1장 총론을 시작으로 제 13장 동물의 
진화에 이르기까지 삽화와 함께 척추동물･절족동물･연체동
물･유형동물･망자(芒刺)동물･강장동물･해면동물･원충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다. 삽화는 동물체의 해부생리나 
각 동물들의 소화기관에 관한 부분까지 상세히 그려있어, 
신해용에게 생리학적 지식과 이해에 깊이를 더하는데 일조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서적과 더불어 앞서 신해용이 역
술하 거나 기고한 저작물들은 그가 1913년 저술한 단방
비요경험신편에서 한의학을 바탕으로 서양의학의 일부를 
절충해보려는 시도를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방비요경험신편은 앞서 언급했듯 1913년･1917년･
1930년･1952년 네 차례에 출간되었는데, 1913년 초판에 
발행된 단방비요경험신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30) 한국학중앙연구원. “회동서관(滙東書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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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單方秘要 經驗新編 표지 및 판권지 
서명 : 單方秘要 經驗新編 
저자 : 觀齋31) 申海容 編, 松村 池錫永 校訂
판사항 : 연활자본
발행사항 : 京城 : 匯東書館, 1913
형태사항 : 1冊(82張) : 四周雙邊 片面全郭, 17.6×11.8 
cm, 行字數不同 ; 22.0×15.2 cm
일반주기 : 본문은 국한문 혼용임. 吳榮根 序
소장기관 : 원광대 중앙도서관

간행 현황을 보면 1913년 처음 회동서관(滙東書館)에서 
單方秘要 經驗新編(원광대 중앙도서관 소장)이 발간되었
고, 이후 1917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30년(경희대･인
하대 중앙도서관,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에 다시 회동서관
에서 두 차례 발간되었으며, 광복 이후 세창서관(世昌書館)
에서 발행한 1952년본(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32)이 있다. 
네 판본을 분석해 본 결과 편제･내용･쪽수는 일치하고, 언
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맞춤법으로 인해 조금 달
라진 것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3. 단방비요경험신편의 편제

8월 15일 오 근(吳榮根)이 단방비요경험신편의 서문
에 신해용을 “吾友申君海容” 즉 “내 친구”라고 호칭하면서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문법이 평이하고 방제가 간편하므로 비록 저자거리의 
부인과 어린아이도 한번 보면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고, 갑

작스런 응급상황의 대비에 대해서도 가히 갖추고 있다.”33)

서문에서도 드러나듯 단방비요경험신편은 쉽고, 간편하
며, 응급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초의학지식을 모두 담
았다. 이런 경향은 신해용이 쓴 범례에도 상세하게 드러나
는데, 우선 “여러 과의 질병을 망라하여 일반적인 치료법을 
상세히 기술하며,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응급한 병의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 고, 권말에는 유행성 각종 전염병
의 예방법을 부기하여 공중위생에 일조를 하 다.”라고 하
여 일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응급･전염･소
독법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 음을 
밝혔다. 또한 수록 약재들은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하 으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물
이라고 하더라도 약재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
다. 특히 음식물 중에서도 “일반인에게 친 하면서도 저렴
한 것을 골라” 처방에 수록하 다고 하 는데, 이는 일반인
이나 빈민가에서 약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원인이 비싼 
약재 값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독약이나 극약 등의 위험한 재료는 모두 생략”하여 
비전문가가 자칫 약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

는데, 전문한의서에서 독성의 유의점을 들며 소개하고 있
는 것과는 차별점이 있어 “본서는 의약이 희소한 벽지와 약
이를 구하기 어려운 빈민가와 의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들에게 있어 많은 편의를 준다”라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
이 한다. 그러나 “이따금 진기하게 좋은 처방이 많아 비록 
흔히 볼 수 있는 약품이라도 약만 먹으면 병이 낫는 매우 
신기한 효과”가 있다는 말로써 이 서적이 단순 민간처방이 
아닌 가정의학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도 함께 드러
냈다. 

그는 동의보감･탕산환법(湯散丸法)에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는 도량형의 관계를 단방비요경험신편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제시하여, 역시 도량형에 익숙
하지 않은 일반인과 빈민가 사람들에게 이 의서 한권만으
로도 쉽게 계량하여 처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
내하고 있다. 단방비요경험신편 내에는 厘･鍾･莖･塊･桶･
匙･壯･斤･張･部･碗･握･掘･隻･團･寸･點･兩･瓣･具･斗･石･本･

31) 신해용의 자호에 대해서는 28번 각주 참고.
32) 1952년 간행본에는 신해용의 이름이 빠져있고 세창서관을 운 하고 책을 발행했던 신태삼(申泰三, 서울 종로구 종로3가10)씨가 저작겸발행자

로 기재되어 있다. 세창서관은 세창서관은 출판사 겸 서점으로서 1930년대 신태삼(申泰三)이 설립하 다. 주로 편지류, 창가집, 고소설류를 출
판하 는데, 주요 출판물은 편지류인 언문편지(言文片紙)투와 창가집인 모던서울창가집(唱歌集), 고소설인 배비장전(裵裨將傳), 사씨남정기(謝
氏南征記) 등이다. (종로3가역 세창서관터 표석문구 참조)

33)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서문. 경성:회동서관. 1913:1-2. “吾友申君海容, 漁獵百氏, 造奧斯術. 尤嫺於西醫之學, 網羅東西古今之實驗單方, 歷
年而書成. 文法平易, 方劑簡便, 雖曲巷婦孺, 一覽瞭解, 俱可備急應猝. 壽世金丹, 迷津寶筏, 亶由在玆, 苟能精硏而通, 活變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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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盌･尾･根･重･層･朶･遍･對 등의 단위가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중 특별히 용량의 정의가 필요한 리(厘)･푼(分)･
돈(錢)･냥(兩)･승(升)･근(斤)과 방촌시･촬(撮)에 대해서만 
비교하여 언급하고 있다. 신해용이 간략하게 기재한 서적에 
쓰인 도량의 범례를 비교하여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단방비요경험신편･범례 중 분량(分量) 항목 도량형 
비교34)

1兩 =10錢 =100分 =1000厘 =水1/8升 =1/16斤
1방촌시 =사방1촌 =2.5撮
오자대 =대두
탄자대 =계란노른자

단방비요경험신편의 편제는 주로 동의보감의 편제를 
따랐다. 동의보감의 내경>외형>잡병>탕액>침구 순의 편
제 중에서 ｢외형(外形)｣을 먼저 가져왔는데, 肉･脈･筋･骨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따랐다. ｢내경(內景)｣은 맨 앞의 身形･
養老, 중간의 장부(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胃
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 등의 기초이론이 나오
는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있다. ｢잡병(雜病)｣의 경우 1권의 
天地運氣･審病･辨證･診脈･用藥･吐･汗･下를 제외하고 2권부
터 10권까지 대부분 따랐으며, 그 중 邪祟･怪疾･雜方의 내
용은 제외하여 현대에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은 편제에서 
삭제하 다.

반대로 ｢잡병｣ 중 해독문(解毒門)･구급문(救急門)은 맨 
뒤로 가져와서 외상문(外傷門)과 함께 한 장씩 주제로 잡
아 치료방법을 제시하 다. 이 세 장을 맨 뒤로 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의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서양의학적 처치가 많이 가미 되어 있는 점, 위급
하게 빨리 찾아 활용해야한 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편제 중 ｢탕액(湯液)｣과 ｢침구(針灸)｣도 생략하 는데, 
신해용이 동의보감의 편제에서 삭제한 부분만 모아보면 
그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문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
을 대상으로 의서를 집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책을 써내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침구의 경우는 일
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관계로 매우 제한적으로 언

급되고 있으며, 소상이나 단독 외에는 혈자리도 거의 등장
하지 않는다. 

외형
(外形)

두(頭)･면(面)･안(眼)･이(耳)･비(鼻)･구설(口舌)
･아치(牙齒)･인후(咽喉)･함항(頷項)･등[背]･흉(胸)
･유(乳)･배[腹]･요협(腰脇)･피부(皮)･수(手)
･족(足)･모발(毛髮)･전음(前陰)･후음(後陰)

내경
(內景)

정(精)･기(氣)･신(神)･혈(血)･몽매(夢寐)
･성음(聲音)･언어(言語)･진액(津液)･담음(痰飮)
･소변(小便)･대변(大便)･충(蟲)

잡병
(雜病)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
･내상(內傷)･허로(虛勞)･곽란(霍亂)･구토(嘔吐)
･적취(積聚)･부종(浮腫)･창만(脹滿)･소갈(消渴)
･황달(黃疸)･학질(瘧疾)･온역(瘟疫)･옹저(癰疽)
･창종(瘡腫)･부인(婦人)･소아(小兒)

기타 구급(救急)･외상(外傷)･해독(解毒)
부록 유행성 전염병 9종･소독법

표 2. 단방비요경험신편 편제

부록에 보이는 유행성 전염병 9종(콜레라･적리･장티푸
스･천연두･발진티푸스･성홍열･디프테리아･페스트)과 소독법
은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여러 책35)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
거나 부록으로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콜레라 등 
전염병의 폐해를 몇 차례 겪었던 향도 있겠지만 1913년 
1월 1일 의생규칙 공포 제정한 이후 의생면허시험을 실시
하면서 시험과목을 해부학 1문제, 생리학 1문제, 내과 1문
제, 외과 1문제, 전염병/예방/소독 중 1문제, 산부인과/약물
학 중 1문제로 정하 는데, 여기에 전염병과 소독법이 포함
된 것이 적지 않은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당시 혜민서를 통하여 모든 민에 대한 일반 의료
의 전반적인 시혜를 제공하기 보다는, 국가 운 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하는 전염병에 대비하는 것으로 국가 의료의 중심을 
변화시켜 나갔다. 전염병 대책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하 던 
점은 사적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빈곤 계층에게 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의 궁핍 속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었다.36) 의생면허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전염/예방/소독이 포
함된 것도 그 일환이었을 것이며, 시험을 치러야 할 의료인
들에게 낯선 생리학이나 해부학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이 

34)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범례. 경성:회동서관. 1913:1. “一. 本書에 用 分量은 十厘를 一分, 十分을 一匁, 卽一錢, 十匁를 一兩, 百六十匁를 
一斤으로 며 水一升이라은 約半斤이오 等分이라은 諸藥의 斤兩多少가 相同이오 方寸匙라은 一寸四方의 匙오 一撮이라은 方寸匙의 
十分의 四오 梧子大라은 大豆에 準며 彈子大라은 鷄子黃에 準.”

35) 한병연. 의방신감(醫方新監). 경성:회동서관. 1913.
도진우. 동서의학요의(東西醫學要義). 경성:동서의학연구회 중앙총부. 1925.

36) 김성수. ｢朝鮮後期 私的 醫療의 성장과 醫業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2009;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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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단방비요경험신편도 그
런 분위기를 반 하여 부록에 전염/소독을 실어둔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여 보면 단방비요경험신편의 편제는 동의보감
을 많이 따랐으나 구체적인 처방이나 치료방법은 경험방을 
많이 수록하 고, 그대로 가져온 처방의 경우에도 단방이나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조제할 수 있는 처방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편제 중에서도 어려운 이론 부분이나 사수
(邪祟) 등의 비현실적인 목록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독성이 
있는 약재도 모두 삭제하고, ‘단방비요’라는 제목에 어울리
게 소항목의 질환마다 세부 치료법이 많아도 10개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 다. 이는 비슷한 시기 출간되었던 단방
신편에서 삼음삼양병(三陰三陽病)의 증상을 언급하면서 육
경변증 치료를 제시하 던 것37)과 달리 일체의 어려운 이
론들을 배제하면서 간소하면서도 단방비요경험신편 전반
에 “실용주의적”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고, 공공의료기
관을 왕래하기 어려웠던 일반인들에게 꼭 구비해야할 생활
의학서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단방비요경험신편의 특징

1) 다수 등장하는 생활 처방

단방비요경험신편은 동의보감의 편제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비슷한 처방이 많이 보이지만 동의보감에 등장하
지 않는 본초를 활용한 처방의 수도 적지 않다. 일상생활에
서 활용되는 음식물이 다수 등장하는데, 단순히 약에 대한 
대체 음식이라기보다는 그간의 경험의서나 여러 속방(俗方)
을 통해 축적된 생활 약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우선 이명(耳鳴)･생인손[代指]･아이 갖는 방법[種子方]
에 사용된 감주(甘酒)는 단방비요경험신편에서는 오골계
와 함께 삶거나, 약재를 감주에 우려서 마시는 부약으로 등
장하거나 다른 약재를 감주찌꺼기에 개어 붙이는 외치법에 
쓰 다.

잇몸에 피가 나는 경우[牙縫出血]･혈치[血痔]･대변에 피
가 섞여 나오는 경우[便血] 등의 증상에는 黃豆渣[눌은 콩

비지]･豆腐渣[비지]가 쓰이고 지주창(蜘蛛瘡)에는 豆腐皮
[두부겁질]가 쓰 는데, 주로 볶아서 설탕 달인 물이나 차
에 타먹거나, 태워서 피부에 붙여 피부병이나 지혈하는데 
쓰 다. 두부 내린 물, 즉 간수가 들어간 처방을 외치에 사
용한 처방도 보인다. 콩은 가루･기름･두부 등 많은 형태의 
약재로 쓰이지만 동의보감에도 두부 찌꺼기인 콩비지를 
약재로 쓴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반찬으로 사용되는 음식을 약재로 한 처방도 보이는데, 
무말랭이 나물은 후비에 아예 ‘飯菜作食’38)이라고 반찬으로 
늘상 먹을 것을 권장했다. 숯연기로 인한 두통에 먹는 冬沈
菜漿[동침이국]도 그 한 예이다. 숯연기에 동치미 국물은 단
방신편에도 나오는 처방이다. 또 靑魚醢汁[쳥어졋국]･生蟹
黃[게쟝]･靑菜[픗나물] 등의 찬거리가 외치로 쓰이는 처
방도 수록해 놓았다.

그 외에도 집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葛馬木[갈마나무]나 
먹을 수는 없지만 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담뱃진･
바퀴벌레･제비집의 풀･기장빗자루39) 등의 재료도 약재로 
수록해놓았는데, 기존 한약 단방도 함께 부기하여 상황에 
맞게 골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2) 상세히 기재된 약용부위

단방비요경험신편에는 生蓮根節連鬚[련근 마듸를 잔
희]･鳳仙花下半截連根[봉션화 아 반졀을 희]･大
蒜瓣中莖[마늘 밋속의 줄기] 등 약용부위를 설명하는 것처
럼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동의보
감이나 다른 의서에서도 약재를 잔 뿌리째 쓰는 경우나 
줄기를 쓰라는 언급을 볼 수 있는데, 기술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저자의 설명 의도가 보인다. 大蒜瓣中莖
[마늘 밋속의 줄기]의 경우는 설명대로라면 여러 톨의 마
늘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의 마른 줄기 부분을 말한다. 栗
楔兩面扁者[율설/밤가온 알]･馬齒莧[마른 소비름]을 사용
한 단방에도 친절한 설명이 되어있다. 본래 율설(栗楔)이는 
단어는 그 자체로 ‘3톨이 들어있는 밤송이 중 가운데 알’을 
뜻한다. 그럼에도 ‘兩面扁者’라는 말을 덧붙여서 가운데톨을 
쓸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마치현(馬齒莧)도 같은 맥락으로 

37) 한지원. ｢일제강점기 單方新編의 편제와 내용｣. 장서각. 2016.02;33:276-277.
38)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인후부 경성:회동서관. 1913:13-14. “후비로 붓고 아픈 경우. 초겨울에 무를 많이 기와지붕 위에 널어 두었다가 

입춘 전날 걷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2~3월에 썰어 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일가에 인후증이 없다. 또한 인후증에 이 나물을 달여 먹어도 신기
한 효과가 있다. 또 이질에도 좋다. 喉痺腫痛. 初冬, 蘿葍, 多瓦屋上布置, 立春前日收下, 陰乾. 二三月切飯菜作食, 一家咽喉症無. 又咽喉症, 此菜
煎食, 神效. 又痢疾好.” 

39) 烟草津/南草津[담진]･蟑蜋[박휘]･燕窩草[졔비집의 풀]･黍莖箒[기장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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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에 ‘마른’이라고 표기하여 말린 것을 써야함을 부기하
다. 누에고치의 경우 동의보감에 빈고치[蠶空繭]를 쓴 

경우를 볼 수는 있는데, 단방비요경험신편에서는 蛾不出
蠶繭[나뷔 안난 고치]･蠶娥繭蛹出者[고티 번덕이 나온쟈]
를 구분해주고 있다.

본초의 약용부위를 상세히 설명한 것 역시, 단방비요경
험신편에서 한의서에 실린 본초의 명칭이나 본초 활용방
법을 접하지 못했던 일반인인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며, 반
복적으로 독자층에 대한 일관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3) 실용적 처방 및 동서의학의 접목

단방비요경험신편이 생활친화적인 약재를 많이 썼지만 
그 기저에는 동의보감 편제를 기초로 한 한의학서라는 
큰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우 실
용적이거나 서양의학적인 처방과 처치법을 간간이 볼 수 
있다. 구한말 시기에 그릇을 납품하는 공인(貢人)이었던 지
규식의 하재일기에 의약생활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1905
년 이후로 눈에 띄게 서양의약 관련 기사가 등장한다. 양잿
물을 잘못 마시는 등 급한 증상에 전통의약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서양의약의 방법을 찾거나 먹는 약 뿐만 아니라 주
사를 맞는 장면도 종종 등장하고, 서양의약에 대한 거부감
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전히 전통의약은 사
용되고 있었으나 점점 서양의약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
며40), 이런 경향이 단방비요경험신편의 간행에도 투 되
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방비요경험신편의 서양의학적 수용은 출산･양육･구급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용약 처방에는 한의학에 중점
을 두면서도 다급하거나 실용적인 처치법에 있어서는 동
의보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료방법이라 하더라도 견해의 
차이를 두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처치법은 ‘횡역산’의 경우이다. 
횡역산은 횡산과 역산, 즉 분만시 아이가 팔이나 발이 먼저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아이의 손바닥
과 발바닥에 1-2푼 깊이로 3-4번 침을 주어 아이가 손발

을 집어넣게 유도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러나 신해용은 다
음과 같이 처치할 것을 권하고 있다.

“횡역산. 손이나 발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산모를 반듯
이 눕히고 숙련된 산파로 하여금 먼저 손톱을 잘라버리고 
손에 참기름을 바르게 한 후, 아이의 손이나 발을 가만히 
들여보내도록 한다. 또 아이의 몸을 천천히 어 올려 몸이 
돌면 출산을 촉진시키는 약을 먹인다. 혹 목이 마르면 꿀물
을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묽은 죽을 먹인 후 몸을 일으켜 
힘을 주게 하면 즉시 순산한다.”41)

이 역시 현대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적합한 방법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진일보한 처방이었다. 특히 동의보감
을 염두한 듯 “결코 아이의 손발을 침으로 찌르거나 숙련되
지 않은 산파가 이 같은 방법을 행하도록 하면 안 된다.”42)
고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분만 날짜를 미리 
아는 방법[分娩期日豫知法]도 기재하고 있는데, “분만 날짜
는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평균 280일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월경이 끝난 달에 9를 더하고, 월경이 그친 날에 7을 더하
여 얻은 수가 분만할 월일이다.”43)라고 한 것은 요즘 출산
일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또 출산 후 갓 태어난 아이를 씻
기는 방법도 익모초 달인 물이나 돼지쓸개즙을 타서 씻었던 
전통 방법도 기록되어 있으나 비누[石鹼]를 사용하여 씻어
주는 방법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동상[凍瘡]에 걸린 경우
도 대황가루･오배자 달인 물･꿩의 골･패모가루･돼지기름 등 
씻고 바르고 뿌리는 약재들을 활용한 처방도 보이지만 “동
상에는 따뜻한 물로 씻지 않는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요
충의 치료에는 “흰색의 매우 작고 가는 벌레로 직장에 기생
하여 나올 때는 항문이 심히 가렵다. 항문을 벌려 정 하게 
찾아 꺼내면 곧 낫는다.”44)고 하 고, 행인기름을 자주 발
라주라는 한의학적 처치도 빼놓지 않았다.

인공양육법에서 서양의 ‘우유(분유)’를 사용하여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매우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데, 저자가 
병을 고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인의 삶에 깊숙이 도
움이 되고자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40) 이정현. ｢하재일기를 통해 본 구한말 의약생활의 변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27(4):50-51.
41)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횡역산. 경성:회동서관. 1913:87. “橫逆產. 手足先出者, 產母正身仰臥. 慣熟產婆, 先爪甲翦去, 手眞油塗, 兒手或足輕

輕入送. 又兒身徐徐推上, 身轉, 催生藥服. 或渴蜜水飮, 飢薄粥食後, 身起力送卽順產.”
42)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횡역산. 경성:회동서관. 1913:87. “決兒手足針刺, 未練產婆, 前法行不可.” 
43)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횡역산. 경성:회동서관. 1913:87. “分娩期日, 最終月經日, 平均二百八十日. 故最終月經閉止月九加, 月經止日七加, 得

數分娩月日.”
44)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충문･요충. 경성:회동서관. 1913:41. “白色極短細小蟲, 直腸寄生, 出時肛門甚痒者. 肛門飜開, 精密搜索取出, 卽愈.”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16, VOL. 29, No. 1 http://dx.doi.org/10.15521/jkmh.2016.29.1.089

- 99 -

“인공양육법. 사정으로 인하여 아가 만약 모유를 먹기 
어려운 때에는 인공적으로 길러주어야 하는데 그 대용품으
로 우유가 가장 좋다. 우유는 물론 새로 짠 것으로 잡물이 
없는 것을 택하며 한번 끓인 후에 쓴다. 그러나 원래 우유
는 인유의 단맛이 없고 또, 소화가 어려우므로 사탕을 더하여 
넣는다. 아기의 나이에 따라 적당히 물을 탈 수 있다. 우유
를 희석시키는 방법과 먹이는 분량은 갓 태어난 후 1개월
에는 우유 1푼에 끓인 물 3푼을 타서 1번에 4술씩(1술은 4
돈) 매일 10번 먹인다. 2개월에는 우유 1푼에 끓인 물 1푼
을 타서 1번에 6술씩 매일 7번 먹인다. 3개월에는 우유 2푼
에 끓인 물 1푼을 타서 1번에 8술씩 매일 7번 먹인다. 4개
월 이후에는 우유만 1번에 10술씩 매일 7번 수유한다. 또 
연유(미국제)를 쓰는 경우에는 우유 1푼에 대하여 1개월에
는 물 10배, 2개월에는 9배, 3개월에는 8배, 4개월에는 7배, 
5개월에는 6배를 타고, 이후에는 우유 1푼에 물 5배씩 탄
다. 젖병은 먹이기 전에 반드시 따뜻하게 하고 그 온도는 뺨
에 대어본다. 먹인 후에는 젖병꼭지와 함께 깨끗이 씻어서 
물속에 담가둔다.”

외상이 있는 경우에 저자의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
지는데, 간단지혈법이라든지, 부딪혔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여러 원인으로 피부가 파열된 경우를 치료하는 경우에 해
당된다. 처치법으로 묵은 먹물[陳墨磨水]･돼지고기･생강･파
뿌리를 짓찧어서 환부에 붙이는 방법도 기록하고 있지만, 
현대적 처치로 상처를 높이 들어 상처의 입구를 압박하거
나 상처 윗부분의 핏줄을 강하게 압박하여 지혈하는 방법, 
차게 찜질을 하여 출혈을 막는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인공호흡법45)을 1차 처치･2차 처치로 나누어 1분간 15회 
이상 반복하도록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현대에 구급시 쓰는 인공호흡과는 역시 차이
가 있으나 신해용은 이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듯
하다. 단방비요경험신편에서 인공호흡법은 물에 빠져 죽

은 경우, 얼어 죽은 경우, 질식한 경우, 남녀가 성관계를 하
다가 기절한 경우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나름의 견해를 곁
들여 한양방의 처치를 조화롭게 기술하고 있다. 음식이 막
혀 질식한 경우의 처치법은 서양에서 쓰는 하임리히법46)과
도 유사해 보인다.

단방비요경험신편에는 서양 약물도 처방으로 등장하는
데 붕산수와 퀴닌이 그것이다. 붕산수는 소독의 개념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젖을 먹일 때 25배의 붕산수를 솜방
망이에 담갔다가 유두와 아기의 입을 씻어준다47)고 하
다. 퀴닌(quinine=규나인[規尼涅]=금계랍(金鷄蠟))은 학질 
치료제로 쓰인다고 하 는데, 보통 현대에서 해열･진통･말
라리아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알카로이드이며, 토닉워터의 
주성분48)이기도 하다. 

퀴닌의 경우 1895년 이후 전통약을 거래하던 동네의 약
국에서도 취급하 던 기록이 하재일기에 남아있고, 1896년 
11월 7일에는 키니네가 독립신문 광고에도 등장한다. 이후 
단방신편(1908년)이나 제세보감(1933)에서도 지속적
으로 약제로 사용했던 기록을 보이는 바 19세기 전후로 이
미 키니네가 일반인의 의약생활에 파고들었고, 남용될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하 던 것으로 보인다.49) 더구나 당시 한
국인들의 서양근대의학 경험은 이들 외국인 의사들을 병원
에서 직접 만나는 것보다 각지의 약국이나 행상 등을 통해 
서양 약을 먹고 효과를 보거나 그 효과를 전해 들으면서 
더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식 병원이 매우 극소수 던 
반면 약국과 약행상은 전국적으로 분포했기 때문이다. 에비
슨은 자신이 조선에 온 1893년 이전에 퀴닌, 즉 금계랍이 
학질의 유일한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어 그 약 하나를 수입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돈벌이가 되던 상황이라고 말했
다.50) 무엇보다 빈민가를 염두에 두고 의서를 저작했던 신
해용이 처치법으로 퀴닌을 언급한 것은 일반인이 쉽고 저
렴하게 양약국을 통해 퀴닌을 구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이 밖에도 산성독[酸類毒](초산･유산･염산 등)에 중독된 
45)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구급문･인공호흡법. 경성:회동서관. 1913:109. “(첫 번째 방법) 먼저 환자의 옷을 풀어 상반신을 벗긴다. 베개나 

옷을 말아 등 밑을 받치고 눕혀 그 혀를 입 밖으로 꺼내어 헝겊으로 단단히 잡아 수축되어 들어가지 않게 한 후, 의원은 머리가에 무릎을 꿇
고 앉는다. 환자의 양 팔꿈치를 잡고 높이 들어 머리 양쪽까지 올렸다가 2-3초 후(환자가 숨을 들이쉬는 사이)에 다시 원래 위치에 돌려보내
고 강하게 양쪽 가슴부분을 압박한다. 이와 같이 하여 2-3초가 지나면 다시 팔꿈치를 들어 반복한다.
(두 번째 방법) 앞의 방법과 같이 위로 눕히고, 환자의 다리 위에 걸터앉아 양 손바닥으로 그 가슴아랫부분(갈비뼈 끝부분) 강하게 뒤쪽 상방
향으로 눌러 폐 속의 공기를 내몬다. 수초 후 손을 놓고 가슴이 확장되도록 하여 공기가 폐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2가지 방법을 1분간 15
회 이상을 자주 반복하여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1-2시간 동안 시행한다. 동시에 찬물을 얼굴과 가슴에 뿜어준다.” 

46)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구급문･인공호흡법. 경성:회동서관. 1913:109. “어른의 경우에는 뒤에서 시술자가 양팔로 환자를 뒤로부터 안듯이 
잡고 검돌기와 배꼽 사이의 공간을 주먹 등으로 세게 어 올리거나 등을 세게 친다.”

47) 신해용. 단방비요경험신편･포유법. 경성:회동서관. 1913:95. “授乳前二十五倍, 硼酸水綿球浸, 乳頭小兒口洗. 又哺時, 宿汁揑去.
48) “토닉워터의 주성분” 위키백과(2016.02)
49) 이정현. ｢하재일기를 통해 본 구한말 의약생활의 변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27-4:45-46.
50) 이흥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의약업의 변화와 개업의 : 洋藥局과 藥房附屬診療所의 浮沈｣. 의사학. 2010;19-2(37):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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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석탄수･석감물･계란 흰자･우유를 먹으라 하고, 알칼
리독[亞爾加里毒](소다의 중독류)에는 식초･피마지기름･참
기름을 먹으라는 처방도 보이는데, 당시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기본지식이 두루 활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뼈를 바로 맞추는 법이나, 봉선화뿌리를 마취제로 사용하는 
처치법은 동의보감과 내용이 같다.

Ⅲ. 고찰 및 결론

지금까지 단방비요경험신편을 저술한 신해용의 역사적 
기록･저술을 고찰하여 그의 삶의 단면을 살펴보고, 단방비
요경험신편의 편제와 특징을 살펴 본서가 지니는 의의와 
신해용이 한의서를 저술하며 일관되게 지녔던 목적의식 등
을 고찰해 보았다.

평안남북도 출신의 교내학생이었던 신해용은 급변하는 
국채보상기 국가의 위기속에서 상업가로서, 애국계몽운동가
로서 지인들과 함께 국채보상 기성회를 결성하고 야뢰를 
발행하여 국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시대
의 주도적 인물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가[譯述]이자, 
동서의학을 절충한 의학적 지식을 민간에게 보급하기 위해 
단방비요경험신편에 녹여낸 의료인이기도 했다.

신편박물학(1907년) 교열, 애국계몽잡지 야뢰 기고
글 ｢생리학｣(1907년 6차례) 연재, 신편동물학(1908년) 
역술, 등 앞선 저작들은 한의학적 조예가 깊었던51) 신해용
에게 서양의학적 이해에 깊이를 더하는데 일조하 다. 단
방비요경험신편(1913년)을 저술하던 같은 해 의생규칙이 
반포되고, 의생시험과목이 발표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도 
그에게 향을 미치면서 신해용은 전반적으로 한의학적 입
장을 취하면서도, 실용 의학의 절충을 모색하며 단방비요
경험신편을 저술해 갔다. 

단방비요경험신편은 동의보감의 편제를 따르면서도, 
단방과 경험방을 많이 수록하 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
운 육경변증 이론이나 맥법, 귀신이 붙은 증상[邪崇] 같이 
현실에 적용이 힘든 목록은 배제하 다. 독약 등의 위험이 
수반된 재료는 모두 삭제하 고, 모든 내용을 언해로 표기
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여주었다. 본토에서 나는 본초를 
골라 저렴하고 생활 친화적인 재료(감주･콩비지･무말랭이･

동치미 등)를 소개하는 등 빈민가나 일반인들의 활용도를 
높 고, 전반적으로 소항목의 세부 치료법이 10개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 다. 특히 출산(횡역산 분만법･분만일 계
산법)･양육(인공양육법)･구급(간단지혈법･인공호흡법) 등에
서 서양의학을 많이 흡수했다. 일관되게 민간을 위한 한의
서를 쓰려 했던 신해용이 학질약에 퀴닌(quinine=금계랍), 
소독약에 붕산수를 수록한 것은 이미 몇몇의 서양 약물이 
양약국을 통해 일반인에게 쉽게 활용될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었음도 확인 할 수 있다.

아직 일제강점기 전후의 한의서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 찾기가 쉽지 않아서, 1910
년 이전에는 활발한 기록이 남아 있다가 이후의 기록이 없
는 등 어려움이 많다. 간혹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활용
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러나 이 빠진 곳을 메
우듯 하나의 의서, 한 인물에 접근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
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한의학･역사학･국문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남겨
진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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