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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달성의생 전석희의 진료기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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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edical Records of Jeon Suk-hee, Dalseong’s Uisaeng of Japanese Occupation

Hun-Pyeong Park
Dept. of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Korean Medicine Second Department, Maru Gariatric Hospital

Jeon Suk-hee worked as permanent licensed Uisaeng (medical cadet) in Dalseo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his newly discovered
medical records were analyzed for the actual medical aspects of local Uisaeng.

This article examined the medical view and treatment method of Jeon Suk-hee through the analysis of medical records, reveals facts which
include :

1) The medical treatment was based on korean medical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This, along with the case of Cheongkang Kim
Young-hoon, is an example of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2) There is little effect of Shanghanlun (Treatise on Cold Damage). One side of Joseon medicine, which had a weak tradition of Shanghan,
is revealed.

3) It did not simply follow the existing prescription of korean medicine's book. Examples include use of Cheongsin-san and Jeongjin-tang,
which cannot be found in existing pr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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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제강점기 한의학 종사자들은 1913년 공포된 醫生規則
에 의해 “醫士”에서 “醫生”으로 지위가 격하되었으며, 1914
년 규칙 시행 당시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永年醫生면허와 
이후에 발급되었던 限年醫生면허에 의하여 겨우 제도권 내
에서 한의학이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 의생 제도에 대해서는 일제에 의해 생성된 

자료인 조선총독부관보와 관련 문서를 통하여 주로 연구
되었다. 신동원은 총독부의 한의학 정책면에 있어 의생제도
에 주목하여 연구하였고,1) 박훈평은 영년의생과 한년의생
을 구분하여 그 발급과 출신들을 분석하였으며,2) 박지현은 
총독부 공문서인 醫療關係法制例規綴을 통하여 의생시험
과 강습이 1916년에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1916년 전국의
생단체인 全鮮醫會의 직접적 해산원인이 의료수가를 통일
하려는 醫生들의 시도 때문임을 처음 밝혔다.3)

의생 개인의 연구로는 청강 김영훈과 해악 金光鎭(1885 
-1940)에 대한 연구4)가 활발하였다. 둘 다 진료부 등 풍

1)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한국문화. 2002;30:333-370.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
로｣. 의사학. 2003;12(2):110-128.

2) 박훈평. ｢일제강점기 영년의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1):33-45.
3) 醫療關係法制例規綴는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전라남도 경찰부 위생과와 총독부 경무총감부 사이에서 오고간 공문서이다. 박지현. ｢식민지기 

의생 제도와 정책의 운영｣. 대동문화연구. 2019;106:317-343.
4) 김영훈의 생애, 학술사상, 처방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김동율, 정지훈, 차웅석. ｢청강 김영훈의 거서화중탕 임상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43-158. 오준호. ｢청강의감의 구성과 내용｣.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63-74. 차웅석. ｢청강 김영훈 진료기
록 복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1):1-12. 차웅석. ｢청강진료부 자료현황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4;25(2):119-126. 김광진의 
생애, 학술사상, 처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박지현. ｢한말 식민지기 유교 지식인 해악 김광진의 도시 이주와 의생 활동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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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자료가 남아있는 이들이다. 청강을 통해선 대한제국 
典醫 출신으로서 한의학 중심의 치법을 구사한 영년의생의 
모습을, 해악을 통해선 유교지식인으로서 서양의학과 한의
학을 절충하는 시도하는 한년의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의생들의 서로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이외 의학 저술을 남긴 의생들도 연구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袖珍經驗神方(1913년)의 李麟宰,5) 醫方新鑑(1915
년)의 韓秉璉,6) 一金方(1933년)의 金弘濟,7) 濟世寶鑑
(1933년)의 文基洪,8) 靑囊訣(1933년)의 南采祐9) 등이 연
구되었다. 진료부나 의안 자료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일제
강점기 의생들의 다양한 의학 사상의 궤적을 쫓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의생의 인물과 임상에 대한 연구를 전체 의
생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더 많은 의생들의 실제 
임상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구에
서10) 새로 발굴되어 본고에서 처음 보고되는 전석희라는 
일제강점기 영년의생의 진료부가 주목된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가 중앙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학술서
적을 남긴 의생들에 집중되었기에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지방 의생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와 그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고를 통해 전석희의 진료부
를 분석하여 그의 의학관, 치료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특성상 특정 지역과 개인의 
상황만을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의생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담론을 진행함에 있어 또 하나의 
일차 자료임은 분명하다.

Ⅱ. 본론

1. 서지 사항

1) 형태

 

그림 1. 全錫熺 진료부 표지

불분권 필사본 1책으로, 개인소장 유일본이다. 표지의 표
제는 “診療簿”이며 표지 좌측 상단에 “大正十一年 一月 日”, 
우측 하단에 “醫生 全錫熺” 기록이 있다(그림 1). 다이쇼
(大正) 11년은 1922년이다.

마지막 면수 표시가 100장이라 원래는 100장이었겠지만 
현존하는 분량은 88장 겹장에 불과하다. 일부만 남은 한 장
을 비롯한 앞의 6장(1-6)과 중반의 6장(17-19, 41-42, 
66)이 내용을 알 수 없게 훼손된 상태이다. 필사지에는 별
도의 인쇄된 계선이 존재하는데 이미 인쇄된 진료부 양식
에 해당 내용을 손으로 필기하는 형식이다. 판심 중앙에 
“診療簿” 글자가 인쇄되었고 하단에 홑수 면에만 면수가 필
사되었다. 책의 크기는 23.6×15.9 cm이며 제책방식은 四
針眼釘法이다. 책등 상단에 “大”라는 기록이 있으나 뜻하는 
바는 알 수 없다.

2) 내용의 구성사항

환자를 보기 기록한 진료부이므로 별도의 서문 등은 없
지적 전환｣.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1-180. 박지현. ｢유교 지식인 해악 김광진의 의생 활동과 그 의미｣. 역사학보. 2016;229:157-185. 
오재근. ｢대구 의생 김광진의 동서의학 절충 그리고 한의학 혁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29(2):91-119.

5) 차웅석. ｢수진경험신방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8;14(3):31-39.
6) 김단희, 김남일. ｢의방신감에 나타난 한병련 의학사상｣. 한국의사학회지. 2009;22(1):31-46. 김단희, 김남일, 차웅석, 안상우. ｢한병련의 의방신

감과 일제강점기 전염병에 대한 인식｣. 한국의사학회지. 2008;14(3):173-187.
7) 정지훈. ｢일금방에 보이는 온보학설｣. 한국의사학회지. 2002;15(1):183-190.
8) 구현희. ｢일제강점기 임상한의서 제세보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35-47.
9) 정지훈. ｢청낭결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3;16(1):183-190.
10) 대구 고서점의 경매를 통하여 새로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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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면당 환자 1명씩 88장 겹장 176면으로 총 176례11)
의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이 기록되었다. 현존하는 첫 면은 
일부만 남아 내용을 알 수 없다.

진료부의 항목은 좌에서 우로 病名, 診療 年月日, 現住
所, 職業 및 氏名 年齡, 旣往症, 現病症, 療法 순이다(그림 
2). 매 달초에는 상단 빈 공간에 연월일을 크게 다시 적어
두었다.

그림 2. 全錫熺 진료부 첫 면

일제강점기 충청도 예산군에 활동했던 영년의생 高允鉉
의 진료부를 보면 住所, 名氏, 年齡, 職業, 病名, 始痛歲日, 
證候及診療, 處方藥名, 服法及一日用量, 診療 年月日, 豫后
方 식이다(그림 3).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던 영년의생 김영
훈의 진료부를 보면 病名, 發病, 病因, 住所, 姓名, 年(연
령), 處方, 職業으로 구성되어있다.12) 현재 알려진 영년의
생 진료부는 3명에 불과한데 각자 자신만의 진료부 양식을 
만들었으나 큰 차이는 없다.

그림 3. 의생 高允鉉13)의 진료부

이러한 진료부 양식은 일제강점기 의생만의 독특한 양상
은 아니다. 환자의 인적 사항과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만을 담았기 때문이다.14)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상단부엔 檢査를 했다는 날짜
와 검사인 내지 서명이 있는데 관청의 위생행정에 따른 결
과로 추정된다. 검사기록은 주로 펜으로 쓰였지만 일부 연
필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검사인과 서명의 이름은 모두 일
본 이름인데 “이케우치(池內)” 2회, “시게노리(成範)” 7회, 
“마에다(前田)” 1회, “이토(伊藤)” 7회, 성명미상 4회로(그
림 4) 21회에 달한다.

11) 동인인물을 여러 차례 치료하는 사례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별개의 사례로 보고 통계를 냈다.
12) 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17.
13) 2018년 6월 대구 고서점 경매에 1918-1936년 사이의 진료부 5책 일괄이 출품되었다. 사진은 1918년 2월 3일의 진료내용으로 경매 당시의 

참조 자료이다(http://www.zhon.hanauction.com). 현재 소장처는 미상이다. 고윤현은 1868년생으로 충남 덕산군에 거주하면서 1914년 5월 11
일 의생면허 2455번을 받은 영년의생이다. 박훈평. 일제강점기 의생 총목록 1.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7:32.

14) 저작에 남겨진 일부 醫案을 제외하면 19세기 이전의 조선의가의 진료부가 발견된 사례가 없어 일제강점기 진료부와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
나 근래 사용되는 진료부와 비교하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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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全錫熺 진료부의 여러 검사기록

진료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는지 
불확실하다.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사례인데,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영년의생으로 활동했던 청강 김영훈의 진
료부에는 이러한 검사의 흔적이 없다.15) 조선총독부관보
에서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행해졌다기
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행해지던 행정의 일환일 수 있다.16) 
진료부 검사의 목적은 불분명하나,17) 총독부의 영향력이 개
인 의생의 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3) 책의 저자와 작성 시기

(1) 저자

全錫熺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1855년(철종 6) 

10월 28일 생으로 1935년 8월 21일 81세로 사망했다. 60
세의 나이로 1914년 3월 30일 영년의생면허를 받았는데
(면허번호 1097번) 당시 주소지와 본적지는 慶尙北道 大邱
府 下守南面 薪田洞이었다(그림 5).18) 저자의 활동시기로 
볼 때 본고의 고찰대상이 된 진료부 외에도 다른 진료부들
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5. 조선총독부관보의 “전석희”19)

대구부 하수남면 지역은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
을 통해 상수남면, 상수서면과 함께 합쳐져서 嘉昌面이 되
어 경상북도 達城郡에 속하게 된다.20) 면허 신청이 행정구
역 개편 이전에 이루어져 옛 주소지가 면허발급 주소지로 

15) 한국한의학연구원 오준호 박사가 연구원 내 DB를 통하여 1925년, 1933년도 2년분을 조사하여 알려 주었다.
16) 동아대 사학과 박지현 박사의 견해이다. 의생제도 운영에 있어 지역색이 존재했기에 충분히 개연성 있다.
17) 전염병 환자 파악 목적이었는지, 요시찰 인물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이었는지, 가설을 검증할 단서는 없다. 全錫熺 진료부에는 출

산과 사망 진단에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생은 보고의 의무가 있었으므로 진료부 검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이루
어졌을 수도 있다. 

18) 박훈평. op. cit. p. 379.
19) 관보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 관보활용시스템(http://gb.nl.go.kr)을 활용하였다. 다이쇼 3년(1914) 6월 1일자 제548호 9面, 쇼와 

10년(1935) 10월 9일자 제2623호 10面.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달성군 가창면 읍면소개 “읍면의 역사”(http://www.dalseong.daegu.kr/new/town/gachang/html/page.html?mc=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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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가창면 행정리와 상원리 지역은 옥산(옥천)전
씨 문평공파 집성촌이 있으나 족보 조사에서 “錫熺”에 해당
하는 인물은 없다.21)

(2) 작성 시기

診療 年月日에 따르면 첫 기록은 “大正十一年 二月二日”
이며 마지막 기록은 “大正十四年 六月 二十九日”으로 표지
의 “大正十一年 一月 日”을 감안하면 1922년 1월 초에서 
1924년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의 진료부임을 알 수 있다. 
일실된 내용(12장)을 합쳐도 이 기간 동안 200례이며 한 
달에 5-6명 진료에 불과하다. 다만 저자가 1855년생으로 
60대 후반(68-70세)의 노령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진료부 내용 분석

환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주소지, 성별 연령별 분석을 
하고 상병명과 이에 따른 치료법을 살펴보았다.

1) 환자의 인적사항

(1) 주소지

가창면 지역은 남서단의 비슬산(1084 m)을 비롯해 사방
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고, 우미산과 상원산에서 발원한 신
천이 남북으로 흐면서 좁고 긴평야를 형성한 지역이다. 대
부분의 지역은 임야이다.22) 수록된 176례 중에 주소지가 
杏亭洞인 인원이 73례로 가장 많아서 전체에서 비율이 
41.47%에 달한다. 다음은 上院洞 32례, 冷泉洞 21례, 玉盆
洞 18례 순이다. 상위 4洞을 합치면 전체의 81.81%에 달
한다. 행정동은 가창면의 가장 큰 마을이긴 하지만 상원동
과 냉천동이 행정동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석희가 
운영하는 醫院은 행정동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달성
군 수성면(현재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환자 주소지 2례가 
있는데 이 곳 또한 행정동과 인접한 지역이다. 행정동, 상
원동, 냉천동 지역은 1914년 통합이전의 하수남면에 속한 

지역이며 전석희가 의생면허를 받을 때의 주소지가 하수남
면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골 지
역에선 개원 장소의 인접지역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내원함
이 확인된다.

(2) 성별 직업별 연령별

진료부에 남녀를 구분하는 항목이 없으며 이름만으로 남
녀를 판별하기 어렵다. 항목자체를 두지 않고 별도로 기재
하지 않은 까닭은 부인과질환이 아닌 이상 별다른 남녀 구
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진료부에 기재된 직업은 “農民, 紡績, 無”의 3종인데 무
직은 29례로 그 중 다수는 아이이다. 일제강점기 대구부는 
일제의 거대 제사 자본의 주요 거점이므로 지역 내 젊은 
여성들이 방적공이 된 사례가 많다.23) 직업이 방적공인 17
례는 모두 여성이다.

환자를 연령별로 보자면 21-30세가 가장 많고 11-20
세, 31-40세가 순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다. 21-40세 연령
층의 환자가 전체(176례)의 62.5%에 달한다. 가장 어린 이
는 2세이고 가장 나이 든 이는 75세이다(표 1).

연령 임상례 비율(%)24)
10 미만 22 12.5
11-20 36 20.45
21-30 45 25.57
31-40 29 16.48
41-50 17 9.66
51-60 11 6.25
61 이상 14 7.95
미상25) 2 1.13

표 1. 진료부의 환자연령

2) 상병명과 치료법

(1) 상병명

기재된 상병명은 40종이다. 그 중 5례 이상 기록된 주요 
상병명은 다음과 같다.

21) 생년과 몰년, 자호를 조사하였으나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다. 옥산전씨대종회 인터넷족보(http://www.yesjokbo.co.kr/jokboroot)
22)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달성군 가창면 읍면소개 “읍면의 자연환경”(http://www.dalseong.daegu.kr/new/town/gachang/html/page.html?mc=0569)
23) 일본의 거대 제사 자본은 잠사업이 발달한 대구부에 1918년과 그 다음해에 큰 공장을 만들었다. 편창제사, 산십제사, 조선생사주식회사의 3개 

공장에서 약 2천명의 여성노동자가 종사했다. 이정희. ｢일제강점기 대구의 제사업과 여성노동자의 실태｣. 민족문화논총. 2016;64:59-84.
24)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이라 합 100%는 아니다.
25) 진료부에는 종종 이름과 연령 등이 빠진 채 상병과 진료부가 기록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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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感氣 56례 ② 腹痛 22례 ③ 流行性感冒･蚓腹 각 13
례 ⑤ 咳嗽 7례 ⑥ 滯症･胎熱 5례

가장 흔한 상병명은 感氣로 56례로 전체의 31.81%에 달
한다. 다음은 腹痛, 流行性感冒과 蚓腹, 咳嗽, 滯症, 胎熱 순
이다. 그 외 나머지 상병명은 대개 1-3례에 불과하다. 그 
외 34종 상병명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1-3례에 불과
하여 통계적인 의의가 없으므로 횟수는 기록하지 않았다.

脚痛, 肩臂痛, 急性鼻炎, 氣虛, 落傷, 丹毒, 痰症, 痰火, 
頭痛, 頭風, 麻疹, 曼痛, 反胃, 浮症, 鼻腫, 鼻瘡, 疝症, 泄瀉, 
身痛, 惡性腫瘍, 眼疾, 腰痛, 癮疹, 淋症, 怔忡症, 中風, 脹
症, 喘息, 胎動, 吐血, 鶴膝風, 血風, 喉症, 胸痛

환자의 연령대가 젊은 까닭일 수도 있으나 근골격계 질
환이 적은 점은 독특한데 총 4례로 鶴膝風 2례, 견비통 1
례, 요통 1례에 불과하다. 流行性感冒과 蚓腹의 상병명을 
통해 당시 전염병과 기생충 질환의 이환과 이에 대한 한의
학적 대응을 볼 수 있다. 유아의 경우 麻疹도 2례가 보인
다. 상병명 중에 서양의학의 영향으로 急性鼻炎, 惡性腫瘍
같은 상병도 사용되었는데 이와 流行性感冒를 제외하면 나
머지 상병은 모두 한의학적 상병이다. 流行性感冒의 경우 
일제 식민당국에 의해 진단 등이 이루어질 때 신고가 요구
되는 전염병으로,26) 대체할만한 한의학 상병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석희는 대체적으로 한의학적 상병 분류와 
진단에 입각하여 치료했음을 알 수 있다.

(2) 치료법

전석희가 침구술을 시행했는가는 불분명하다. 다만 진료
부에 기록된 치료법은 전통 한의학 처방의 약물로만 구성 
되었으며 湯과 散 처방만 사용되었다. 상병 분류에 이어 치

료 처방에 있어서도 전통 한의학 일변임이 확인되며 이는 
청강의 사례와 유사하여 영년의생이 전통 한의학을 보존했
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27) 일제강점기 의생은 식민 
당국에 의해 의료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서양의학 전공자들이 충분해지 전까지의 과도기 인력으로
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의생들이 기존부터 사용해온 한의학 
용어는 서양의학 병명 체계와 부합하지 않았다. 황영원에 
따르면 총독부는 의생들에게 서양의학과 위생학 관련 지식 
전파를 1916년부터 위생교육이란 이름 아래 체계적으로 실
천해갔다.28) 그러나 1940년대에도 의생들은 여전히 한의학 
병명을 기재한 경우가 보고되었다.29) 전석희의 1922년 진
료부 상병 기재도 이러한 배경 아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의학적 상병 기재는 총독부의 방침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麝香, 鹿茸, 沈香 등 고가의 약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
는데 유일하게 犀角의 사용례가 丹毒에 걸린 60대 동일 환
자에 대해 활용한 犀角消毒飮 3첩과 犀角地黃湯 2첩이 있
다. 대부분의 처방은 2첩이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1첩이나 
5첩이 사용된 례도 있다. 

상병에 따라 매번 다른 처방을 구사할 정도로 다양한 처
방이 활용되는데 빈용 처방은 感氣, 蚓腹(蚓腹痛), 咳嗽의 
례에서만 발견된다.

感氣의 경우 淸神散의 본방이 10례, 가미방이 14례로서 
24례인데 전체 감기 사례(56례)의 42.85%이다. 전석희의 
淸神散은 香附子 3돈, 蘇葉 2돈, 陳皮･川芎･白芷･鹿藿30)･
蒼朮･甘草 각 1돈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기존 처방 중에 동
일명의 처방은 총 4종이 있는데 세의득효방 2종, 동의보
감과 의학입문 각 1종이다.31) 이들 처방은 白殭蠶을 주
약으로 하여 頭目不淸을 치료하거나 脫疽를 치료하는 처방
으로 전석희의 方과는 다르다.

蚓腹의 경우 正眞湯의 본방이 5례, 가미방이 7례로 12례
인데, 전석희는 인복통에 이 처방만을 사용하였다. 전석희
의 正眞湯은 苦練根 2돈, 陳皮･半夏･茯笭･四君子肉 각 1돈, 

26) 1915년 6월 반포된 전염병예방령에 따라 의사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이로 인한 사망자를 검안할 때에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소독법을 
지시하고 즉시 경찰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황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 근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97. 전석희는 감기와 유행성감모를 구분하고 있는데 후자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대규모 유행하여 많은 사망자를 낸 스페인독감으로 
추정된다.

27) 그러나 전석희와 김영훈의 사례로 영년의생이 이러한 경향성이 있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더 많은 의생 자료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본고
는 전석희 자료의 발굴 보고에 주안점이 있다. 본고에선 김영훈의 사례를 따로 논하지 않았다. 각주4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를 통해 김영훈의 학
술 사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

28) 황영원. op. cit. p. 94-95.
29) 황영원. op. cit. p. 101. 황영원은 田中正四. ｢僻村の醫者｣. 朝鮮. 1944년 6월;349(6):61. 須川豐, 大神盛正. ｢朝鮮に於ける 醫師と醫生｣. 朝鮮

行政. 1942년 2월;21(232):19를 그 예로 든다.
30) 鹿藿은 葛根의 이명이다. 진료부에는 鹿藿이란 명칭만 사용되었다.
31) 특허청. 한국전통의학지식포털(http://www.korean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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檳榔･甘草 각 5푼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기존 처방에서 동
일명의 처방은 찾을 수 없다.

咳嗽의 경우 蔘蘇飮의 본방이 4례, 가미방이 3례인데, 전
석희는 해수에 이 처방만을 사용하였다. 삼소음은 人蔘･蘇
葉･前胡･半夏･葛根･赤茯苓 각 1돈, 陳皮･只角･吉更･甘草 각 
7푼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기존 의가들의 처방과 동일하다.

감기에 상용하는 淸神散과 인복통에 상용하는 正眞湯을 
통해 지역의 의생이 한의서의 기존처방을 단순하게 답습하
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 처방이 전석희의 창방인지 선대 
의가의 창방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전석희는 자신의 임상 
경험에 의해 상용 처방을 구성했음은 분명하다. 상병에 유
사한 처방 부류가 활용된다면 의학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또한 전석희의 처방에는 유행성감모에 활용된 加味大柴
胡湯 1례를 제외하면 다른 175례에서 傷寒方의 활용이 없어 
상한론의 영향이 거의 없다. 특히 상한방을 구사할만한 
感氣 상병과 전체의 31.81%이고 유행성감모가 7.3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한론 출전 처방은 단 1례뿐이다. 한 
지방 의생의 처방이지만 ‘상한’ 전통이 약했던 조선의학의 
일면이 보인다.32) 19세기 들어 전라도 해남의 조택승, 조
병후 부자의 상한경험방요촬로 대표되는 ‘상한’ 의학적인 
흐름도 생겨나지만,33) 전석희의 사례를 보면 20세기 초반
에도 아직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추정된다.

Ⅲ. 결론

일제강점기 달성에서 영년의생으로 활동한 全錫熺의 진
료부가 새로 발굴되었다. 이 진료부를 통해 전석희의 의학
관, 치료법 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첫째, 한의학적 상병분류와 치료법을 중심으로 진료하였
다. 이는 청강 김영훈의 사례와 함께 영년의생이 일제강점
기에 한의학을 전통대로 보존했다는 예시가 된다.

둘째, 상한론의 영향이 거의 없다. ‘상한’ 전통이 약했
던 조선의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유행성감모에 활용된 
加味大柴胡湯 1례를 제외하면 傷寒方의 활용이 없다. 상한

방을 사용할만한 전체의 31.81%에 달하는 감기 처방 중에
도 상한론 출전 처방이 전무하다. 

셋째, 한의서의 기존처방을 단순하게 답습하지 않았다. 
기존처방에서 찾을 수 없는 淸神散과 正眞湯을 감기와 인
복통에 빈용한 것이 그 예이다.

자료의 특성상 특정 지역의 한 개인 의생의 진료 실제만
을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의생들의 
일차 자료가 더욱 많이 발굴되어 의생에 대한 연구와 담론
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새로 발굴된 의생 진료부
를 본고를 통하여 소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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