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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고려의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은 현전하는 한국의 의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이 책은 대장도감(大藏都監, 1232년 설치)에서 처음 간행

된 이후 조선초기인 1417년과 1427년 두 차례 중간됐지만, 이 중 현전하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7S1A5B5A02026910). 또한 본 논문은 2018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지

원을 받아 대한의사학회가 주최한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

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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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1417년 중간본이 유일하다. 초간본은 고종대 이후 고려후기에 나온 것

으로 추정되지만, 그 확실한 연대와 편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1) 중간

본 『향약구급방』은 완본 형태로 상, 중, 하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

권은 식독(食毒), 자액(自縊) 등 18개, 중권은 정창(疔瘡), 동창(凍瘡) 등 25

개, 하권은 부인잡방(婦人雜方), 소아잡방(小兒雜方) 등 12개 항목으로 편제

되어 있다. 각 질환마다 활용할 수 있는 처방 550여개 혹은 치료 방법 관련 조

문 600여개를 담고 있는 이 『향약구급방』은 중세 의료의 문화적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기도 하다.2) 본 연구는 근대적 관념들을 동원해 『향약

구급방』을 파악코자 했던 전통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의서를 중심으

로 한 여말선초 의학의 실행 양상을 한국 의학사의 지형에 다시 그려보기 위

한 비평적 시론이다.

『향약구급방』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고려의학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역

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식은 물론 학계의 논의조차도 여전

히 근대적인 관념 즉 중심 대 주변, 과학 대 문화, 근대 대 전통, 이론 대 실천이

라는 이른바 이분법의 분석틀 아래 작동해 왔다. 당약(唐藥)과 대비되는 것으

로서 향약(鄕藥) 담론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중심인 중국에서 주변인 

고려/조선으로 흐르는 양단 구도를 논의의 전제로 삼고(马伯英, 2010: 21),3) 

1)  『鄕藥救急方』이 初刊된 연대를 보수적으로 잡자면, 그 上限은 1232(고종19)년이 되고 下

限은 『鄕藥救急方』을 인용했던 『鄕藥濟生集成方』이 편찬된 1399년 이전이다. 1392년 都

堂에서 大藏都監 폐지를 奏請하는 기사가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데, 이때 폐지되었다면 

下限은 1392년이 된다. 이경록은 정황분석에 근거하여 14세기 전반일 것으로 추정한다(개

인 교신). 이후 두 차례 간행된 중간본을 포함해서 논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鄕藥救急方』 

관련 의학활동 시기를 “麗末鮮初”로 표현할 것이다.

2)  『鄕藥救急方』에 등장하는 처방의 개수는 549개이고, 이들 조문과 다르면서도 『鄕藥救急方』

을 출전으로 명기하여 『鄕藥濟生集成方』과 『鄕藥集成方』에 수록된 조문 수는 각각 3개와 9

개이다(이경록, 2018b: 33, 328, 333). 조문수를 세는 방법에 따라 治方 즉 치료 방법을 다

루는 조문 수는 610개가 될 수도 있다(오재근, 2018,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3)  사실 동아시아 지역의 자원, 지식, 기술, 도구, 사람 등은 지역을 넘나들며 이들 요소가 상호 

접목, 융합, 등장, 쇠퇴, 변용되어 역동적으로 변신해 왔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각 의학 전통

들은 지역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의학담론과 의학실행 등 의학의 큰 줄기를 공유해왔다

(Porter, 2012). 예를 들면 삼국의학이 『外台祕要』, 『證類本草』, 『醫心方』 등 중국과 일본 의

서에 인용될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약물, 지식, 텍스트가 교역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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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구급방』이 중국에서 나온 의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결국 계

보학상 중화세계 주변부의 의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평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4)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 책이 오히려 고유의학에 대한 자의식을 표

출한 선구적 텍스트라고 이해되기도 했다(金斗鍾, 1981: 141). 또 다른 관점

은 이른바 현재주의를 따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전근대기 미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방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특정 약물의 경우 이른바 과학적 이해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인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논급하거나,5) 혹은 

이 텍스트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학으로의 이행단계를 보여주는 중세의 

문헌으로 규정하는 서술이 그것이다(김기욱 외, 2006: 153-154). 이러한 시선 

아래에서 『향약구급방』은 종종 향찰(鄕札) 연구에나 의미 있는 중세의 과도기

적 문헌으로만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할 것은 그간 연구자들이 『향약

구급방』을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단계의 

문헌으로 보고 『향약집성방』이 제기한 양단의 틀 안에서 『향약구급방』을 이해

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학사 연구의 선구자였던 미키사카에(三木榮) 및 

김두종 이래 대부분의 학자가 취했던 관점으로, 최근의 연구조차도 『향약구

급방』을 비롯한 향약의서들을 두고 여말선초 학자들이 최신 중국 의서의 유

입에 대처하는 전략적 산물이라거나, 혹은 중국의학의 적극적 수용과 향약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는 문헌으로 이해하곤 했다. 근대적 관념들에 뿌리를 둔 

이분법의 설명틀은 『향약구급방』 나아가 동아시아 의학의 지형을 제대로 드

全地球的으로 오고간 사례는 많다(이경록, 2010: 62-66, 331-333; 남권희, 2002: 690-701; 

金庠基, 1984: 441-461; 金斗鍾; 1981: 111-156; 李德鳳, 1963: 339-364; 김종현 외, 2018: 

1-32; 장동익, 2000;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는 근대 이후 등장한 국가주의

와 이항논법을 중심으로 중국 대 조선의 대립항, 이론의 독창성, 학술의 계보학, 치법의 근

대성과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었을 뿐, 당시의 지식 생산 방식, 과학문명 특히 

의학지식의 개방성, 시대에 따라 옮겨갔던 과학 활동의 중심, 시간과 경험 속에 담긴 지식

의 숙성 과정, 텍스트의 시공간적 중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4)  『鄕藥救急方』을 두고 중국의서의 짜깁기라고 평하거나 고려/조선 의학의 독창성만을 강조

하는 서술방식 역시 근대 이후에 등장한 민족국가(nation-state) 관념과 중심-주변의 이분법

적 인식틀의 소산이다.

5)  현재 의학계는 물론 역사학계 학술발표장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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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은 타자로부터 주어진 질문이나 인식틀이 아닌 내외

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역사의 주체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이분법의 역사서술을 넘어 동아시아 

의학의 지형을 기술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의학 활동의 의미를 새겨보고, 이

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적 범주 및 관련 질문들을 살펴볼 것이다.6) 이

를 위해 먼저 의학사 서술의 대상이 되는 “의(醫)”를 ‘특별한 형태의 문제 풀

이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7) (이러한 규정은 발전사관 및 현재주의를 불

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때 이른바 ‘문제’는 몸, 질병, 의료, 보건 등과 관련

된 것일 테지만 그 문제의 구성 및 해법의 양상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의(醫)”가 행해지는 시대적 배경 및 환경 

그리고 이를 추동했던 문화적, 사상적 흐름 및 역사 주체들의 지향점 등도 함

께 다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의(醫)” 관련 행위자들의 논점들을 검

토해 보건대,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의학 활동의 주된 논제들은 대개 세계/몸, 

질병, 텍스트, 지식, 효과, 환자-의사 등과 같은 개념적 범주들과 연관되어 있

다. 이런 까닭에 문제 풀이로서 동아시아 의학활동을 탐구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와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었

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류하는가? 텍스트와 관계 

맺는 방식은 무엇인가? 지식 및 전통의 성격은 무엇이고 전수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가? 의학적 효과를 내는 기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를 주

장하기 위한 도구, 기술, 전략, 담론은 무엇인가? 환자-의사 대면 방식에서 드

6)  본고 특히 이 단락에서 제기한 연구방법론은 중국 의학사/인류학 전공 연구자인 Volker 

Scheid 교수가 이끄는 학술 프로젝트 “Ways of Knowing and Styles of Practice in East 

Asian Medicines, 1000 to the Present”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적 영감을 토대로 한 것

임을 일러둔다.

7)  전근대 시기에 의학, 의술, 의사, 의료, 의학실행 등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지칭했던 용어

가 바로 “의(醫)”다. 여기서 “문제 풀이 활동”이라는 말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이 도

입한 “퍼즐 풀이 활동(puzzle solving activity)”을 연상시키지만, “패러다임”이나 “퍼즐 풀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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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권력 관계 및 윤리적 문제는 어떠한가?8) 

이러한 접근방법 및 연구질문의 이점은 이론, 학파, 유의(儒醫) 중심의 단

순화되고 종종 왜곡됐던 종래의 역사 서술을 넘어 동아시아 의학의 다른 지

형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적 범주 혹은 연구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동아시아

의 의학활동을 보다 정당하게 그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변증논치(辨證論治)” 

혹은 상관적 사유체계로 대표되는 이론 중심의 역사서술은 의학이 의료현장

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건 및 의미를 차폐시키곤 한다.9) 

지역, 이론, 계보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학파 중심의 의학서술 방식 역시 학파

에 속하지 않았던 대다수 의학 행위자를 논외로 남겨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학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던 의사들조차도 위에 언급한 질문들을 풀

어내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고 오히려 타 학파에 속한 의사들과 유사한 경

우가 적지 않다. 또한 구급(救急), 상과(傷科), 치종(治腫), 접골(接骨), 검시(檢

屍), 군진(軍陣), 산과(産科) 혹은 상한(傷寒) 등의 분야에서 의인들이 이해하

고 실제로 경험하는 몸은 체액이나 물질 그리고 구조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

하고,10) 주로 유의 및 유학자들의 의론에 초점을 둔 기왕의 역사 서술은 대체

로 음양오행이나 유가철학 등의 우주론적 사유에 의학적 몸을 종속시킴으로

써 동아시아 의학을 단순화 시켜왔다. 이러한 이론, 학파, 유의 중심의 역사 

서술 무대에는 경험처방의 나열로만 보이는 『향약구급방』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서술방식과 달리 본고에서 시론적으로 제시한 접근방식은 이를테

면 『향약구급방』(14세기), 『치종지남(治腫指南)』(16세기), 『침구경험방(鍼灸經

驗方)』(1644), 『역시만필(歷試漫筆)』(1734), 『마과회통(麻科會通)』(1798), 『동

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1894)과 관련된 의학활동에 상호 대등하게 의사

8) 이러한 질문들 각각의 비중은 “醫” 즉 의학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9)  “辨證論治” 담론은 서양의학에 대한 방어논리로서 중국의학의 精髓를 규정해 내는 과정에

서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것이다(Scheid, 2002: 200-237).

10)  이와 관련해서 최근 外科, 接骨, 應急醫學, 法醫學, 『傷寒論』 등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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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여타 의학적 성과 등과 

견주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의학지형을 드러내는 데도 유효하

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의(醫)로서 『향약구급방』은 어떤 문제의 해결

책이었으며, 그 해법으로 강구한 『향약구급방』의 의학실행 스타일은 다른 의

학활동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논의한다. 

2. 의제: 문제 풀이 활동으로서 『향약구급방』

『향약구급방』이라는 의학 텍스트 관련 행위자들의 의제는 중국 선진의학

의 유입/도입, 자주적 의학의 발로, 합리적 의학의 전구라는 의학적 문제보다

는 사인층(士人層)의 “거버넌스”라는 맥락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절의 논점이다. 원래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최근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정부의 독점적 통치를 벗어나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시민사회 혹은 시장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해 쓰던 것이었다

(김석준 외, 2000). 이 글에서 다소 생소해 보이는 “거버넌스”란 용어를 취한 

까닭은, 예를 들면 의료제도라는 용어만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관아 주도의 

공적인 체계나 제도적 장치 이외의 공간에서 역사의 주체들이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가는 현상을 제대로 기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논컨대 사인들은 

공적인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박시제중

(博施濟衆)의 이상을 실현코자 했다.

먼저, 현전하는 1417년 중간본 『향약구급방』에 수록된 기사 일부 및 발문

을 살펴보면 이 텍스트와 관련된 주체 및 지향점 등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읽

을 수 있다. 

이상 [『향약구급방』에서 다룬] 총 53부 모두는 급작스런 일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이며, 표리냉열(表裏冷熱)을 다시 살피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병을 기록한 것이다. 효과가 있는 단방(單方)이더

라도, 표리냉열을 살핀 다음에야 써야 하는 것이라면 기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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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잘못 써서 해를 끼칠까 걱정해서다. 사대부들은 잘 살펴 쓰

기를 바란다.11) [강조는 필자]

『향약구급방』은 효과가 아주 신기하고 영험하여 조선 백성에게 도

움 되는 바가 크다. 수록하고 있는 여러 약들은 모두 조선 백성이 

쉽게 알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며, 약을 만들고 복용하는 법 

역시 이미 경험을 거친 것들이다. 만약 서울 같은 큰 도시라면 의

사가 있겠지만, 궁벽한 시골에 있다면 돌연 급작스런 일을 만나 병

세가 심히 긴박하더라도 좋은 의사를 불러오기 힘들다. …… 이제 

이 책을 펴내 널리 전하고 나라의 명맥을 오래 잇게 하니 그 어짊[仁]

이 백성[民]에 미치는 바가 깊다.12) [강조는 필자]

이 두 기사를 요약해서 풀어보면, 『향약구급방』은 고려/조선 백성[東民]이 쉽

게 알 수 있는 병[易曉之病]과 쉽게 알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易知易得之藥]

을 다루며, 주로 궁벽한 시골에서 미처 어쩔 새 없이 급작스런 일[倉卒]을 당

했을 때 유용한 방서로서, 사대부(士大夫) 즉 사인층을 독자로 상정하며,13) 표

리냉열(表裏冷熱) 등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 없는 비전문가용으로 구성됐다

는 말이다.14) 

11)  “右摠五十三部, 皆倉卒易得之藥, 又不更尋表裏冷熱, 其病皆在易曉者錄之. 雖單方効藥, 

審其表裏冷熱, 然后用者, 亦不錄焉. 恐其誤用致害也. 庶幾士大夫審而用之.” 「古傳錄驗

方」. 이하의 脚註에 등장하는 인용문의 出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鄕藥救急方』이다. 

『鄕藥救急方』 번역과 관련해서, 신영일의 번역문과 최근 이경록의 번역서는 연구자들에

게 『鄕藥救急方』에 접근하기 쉬운 길을 열어줬다(신영일, 1995; 이경록, 2018b). 본고에서

의 인용문은 모두 필자가 우리말로 옮긴 것이며, 이들 선행작업을 보조적으로 참조했다. 

鄕札 관련 우리말 讀音은 이경록의 번역어에 의지했다.

12)  “『鄕藥救急方』, 其效甚有神驗, 利於東民大矣. 所載諸藥, 皆東人易知易得之物, 而合藥服

法亦所嘗經驗者也. 若京師大都則醫師有之, 蓋在窮鄕僻郡者, 忽遇蒼卒, 病勢甚緊, 良醫難

致.…… 今又開是書, 以廣其傳, 而俾壽國脉, 則其仁之及於民也深矣” 「跋文」.

13)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士大夫를 명시적으로 독자로 언급한 사실 외에, 『鄕藥救急方』

에는 金, 犀角 등 일반 백성이 감당하기 힘든 약재도 포함되어 있다. 

14)  예를 들면, 附骨疽라는 병은 實熱證이기 때문에 瀉法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향약구

급방』 편저자는 몸에 손실을 줄 수 있는 瀉下藥을 써야 할 경우는 마땅히 전문의서를 참조

해야 한다며 주의를 줬다. “附骨疽.……小便赤黃, 大便秘澁. 外用針灸, 內用下藥, 宜檢大

方中. 附骨疽久不差, 差後復發.” 「附骨疽」. 治方 가운데 전문지식으로 볼 수 있는 五運六

氣가 연상되는 太歲(“取當大歲上槐嫩枝一握”)라는 말도 나오지만, 선행 번역과 달리 이때

는 새로 가지가 나는 歲首 즉 陰曆正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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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텍스트의 생산자는 누구인가? 현전하는 『향약구급방』을 중심

으로 초간본 및 삼간본과 관련된 행위 주체들을 논컨대, (직접 저술자는 아닐 

지라도) 『향약구급방』의 생산자 역시 여말선초의 사인층일 가능성이 높다.15) 

두 번에 걸친 재간행 사업은 지방의 관아에서 사대부 즉 사인들이 나서서 진

행했다.16) 초간본 역시 국가기관인 대장도감에서 간행됐는데, 중간본의 발문 

외에는 그 간행 경위를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향약구급방』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 고려의 왕/황제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관련 기록

이 있을 법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초 사대부 관료가 정치

적 타자였던 이전 왕조의 군주가 나서서 만든 책을 특별한 언급 없이 조선의 

관부에서 재간행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초간본은 고려의 왕/황

제가 기획했을 가능성은 낮다. 『향약구급방』을 저술하고 생산한 사람이 전문 

의관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선중기 이후의 사정과 달리 고려시대의 의

관은 상위 타 관직으로의 진출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의관 역시 넓은 의미

의 지배적 엘리트인 사인층에 속하기 때문에(신동원, 2014: 146-148), 이 경

우도 『향약구급방』의 저술 및 간행을 기획한 주체가 사인층이라고 볼 수도 있

다. 한편 문신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개인의 문집이 대장도감에서 간행

15)  士大夫는 크게 ① 중국 고대 이래로 지배층을 가리키는 士와 大夫, ② 고려후기에 등장

한 이른바 ‘新進士大夫’, ③ 조선 성종대 이후 등장하는 ‘士大夫’(이른바 士林派)로 나눌 

수 있지만, 麗末 이후 朝鮮의 士大夫에 정치사회적 개념에 대한 최근 논의는 사대부 집단

의 이질성이나 단절성을 강조했던 그간의 역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며 오히려 계승성이

나 지속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정요근 외, 2019; 송웅섭, 2019: 22-47; 강문식, 2019: 

48-74; 김인호, 1999: 2-6).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쓰는 士大夫 혹은 士人/士人層이란 용

어는 이른바 新進士大夫나 士林派 등과 상관없이, 讀書人이자 豫備官僚인 지배 엘리트를 

두루 지칭하는 것으로 쓰고자 한다. 高麗末 이후 이들 士人層의 정치철학을 지탱해온 것

은 新儒學이었다.

16)  “昔大藏都監刊行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 今義興監郡崔侯自河思欲重刊, 以廣其惠, 乃

出私藏善本, 告諸監司李公[之剛], 而監司卽命鋟梓于崔之任縣, 以遂其志.” 「跋文」. “前判羅

州牧事黃子厚啓: 『鄕藥救急方』, 印出分於外方, 以廣救生之路. 遂命送于忠淸道刊行.” 『朝

鮮王朝實錄』 世宗 9(1427)년 9월 11일. 유사한 사례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대부이자 관료였던 金正國(1485-1541)이 저술한 『村家救急方』(1538) 

역시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公刊돼야 했는데, 그 방식은 지방 관아를 통해 印刊하는 

것이었다. 『村家救急方』 「序」. 고려와 조선의 인쇄술에 대한 개관은 남권희와 강명관을 참

조할 수 있다(남권희, 2019: 14-39; 강명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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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례는 초간본의 편찬자도 사대부일 가능성을 높여준다.17) 최소한 초간본

은 논외로 하더라도, 재간본 및 삼간본의 경우 『향약구급방』을 생산한 주체는 

신유학의 문화적 풍토를 배경으로 하는 사인층이다.

요컨대, 『향약구급방』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는 ‘일상의 구급[倉卒/救急]’, 

‘이효지병(易曉之病)’, ‘이득지약(易得之藥)’, ‘비전문가’, ‘인민(仁民)’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사인층’이다. 책을 편찬하고 간행한 집단이 대표적 식

자층인 사인들이라는 주장은 일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책을 낸 것

이 논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일이거나 맥락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다.

사실 의학지식을 (재)생산하고 이를 공간(公刊)하는 행위는 당시 신유학의 

문화적 풍토를 배경으로 하는 사인들의 지식활동 상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중

국의 경우 송대(宋代)까지의 의학지식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순우의(淳于意), 편작(扁鵲), 화타(華佗), 손사막(孫思邈), 허숙미

(許叔微), 전을(錢乙) 등이 남긴 치험 사례 기록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이고 전

설적이며 일화적인 것이며, 지식은 사제간 사적인 형태의 교육 및 전수 양상

을 띠는 것이었다. 대개 이들 의학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의학지식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지식사회학의 지형은 송, 금, 원대 

이후 유의가 등장함에 따라 비의적(秘儀的)인 가전(家傳)과 사제간(師弟間) 

전수 형태의 불투명한 신비형 의술 중심에서 신유학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학

술형 의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18) 한국의 경우 여말선초에 의가들의 사적

인 공간이나 혹은 궁중의 비각에 머물렀던 의학 지식을 공간(公刊)의 방식을 

빌어 공적인 지식으로 전변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19) 그 주체는 바로 

17)  李奎報의 문집이 大藏都監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윤성재는 李奎報가 『鄕藥救急方』

의 편저자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윤성재, 2018,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특징

적으로 『鄕藥救急方』은 ‘治’의 의미로 ‘理’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흥미롭게

도 李奎報 역시 治대신 理를 쓴 詩文 “理病詩”를 남겼다. 『鄕藥救急方』에는 “理喉閉五言”

라는 이름의 五言絶句도 나온다.

18)  宋, 明代인 12-15세기는 유교문예전통과 의학전통이 융합하는 시기로 이때 의학지식이 사

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상 中國의 사례는 퍼스의 논의를 참

조할 수 있다(Furth, 2007: 126-131). 

19)  대체로 醫家들에서 유래한 지식은 家傳이나 祕傳 형태로 전수됐고, 국가는 수입된 (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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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학을 수용했던 사인들이었으며, 그 문화적 동력은 비의적이고 신비적인 

지식보다는 합리적이고 접근 가능한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널리 펴 제세구민

(濟世救民)하려는 윤리적 자아상을 독려했던 유교문예전통이었다.20) 고위 관

원이었던 김영석(金永錫, 1089-1166)은 송과 신라의 의서를 열람하고 요긴한 

것을 골라 세상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중입효방(濟衆立效方)』을 편찬해 

세상에 전했다.21) 역시 고위 관료였던 최종준(崔宗峻, ?-1246)은 『어의촬요방

(御醫撮要方)』(1226)의 간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규보가 쓴 서문에는 

인정(仁政)의 이념과 사군자(士君子)가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汎濟含生] 뜻이 

표명돼 있다.22) 또한 이규보가 외향에 나갈 때 본초서를 챙긴 데서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의약서는 사인들에게 가깝고도 익숙한 것이었다(신동원, 2014: 

101, 104-105). 문신 이조년(李兆年, 1269-1343)의 경우 매에 대한 기술서인 

『응골방(鷹鶻方)』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이 책은 물(物, 매)에 대한 관형찰색

(觀形察色), 본초약성(本草藥性), 수증치지(隨證治之) 및 제약법((劑藥法) 등

을 논급하는 등 그 체제나 담고 있는 지식의 성격이 의서와 유사하다.23) 이러

한 사실은 사인들이 의약과 결코 멀지 않았으며 『향약구급방』과 같은 성격의 

의방서를 편찬하고 공간하는 일이 박시제중하는 사대부의 지식활동 상에 부

합함을 의미한다. 사실 여말선초에 의학 관련 지식이 비로소 공적 공간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인쇄기술의 등장이겠지만, 중국의 사례

帙의) 醫書나 곳곳의 醫藥 지식을 결집해 궁중의 도서관에 秘藏하는 정도였다(강명관, 

2014: 특히 52-55). 公刊 형태로 독서층 일반이 접근 가능한 醫書를 엮어 내는 일은 새로

운 자의식을 갖는 주체의 등장을 요하는 것이었다.

20)  高麗末期 新儒學의 수용은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한 士人層의 의식 변화를 수반한 것이었

다(김인호, 2003: 51-62; 도현철, 2003).

21)  “嘗閱大宋新羅醫書, 手撰奇要便於人者, 名之曰濟衆立效方, 傳於世” 「金永錫 墓誌銘」(김

용선, 2006: 323).

22)  “是亦聖朝視民如赤子之仁政也. 抑又士君子所以汎濟含生之意也.” 李奎報, 『東國李相國全

集』「新集御醫撮要方序」.

23)  “古今之人, 曾無攻治之術, 其得之也, 難其養之, 及其生病也, 措手待斃, 而不能救也. 余竊

恨之, 觀其飮啄之勢, 察其肥瘦之候, 以尋生病之根, 爰將本草, 因其藥性, 隨証治之矣.” 

『鷹鶻方』「瘦鷹上肥法」. 현전하는 이 책의 목차나 내용은 번역서를 참고할 수 있다(李兆

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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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기술이나 시장이라는 요소보다도 지식에 대한 사인들의 인식론적 변

화가 더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여말선초 이러한 지적 태도의 변화 외에 사인층이 “이득지약”과 

“이효지병”을 앞세워 비전문가용 의학지식을 생산하고 널리 유포하게 했던 

그들의 현실인식이나 문제의식 혹은 사회문화적 압력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에는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의료서비스는 희소재로 기능했고 이른바 

중앙 이외의 공간은 거의 의료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다. 중앙 및 지방의 의

료체계는 고려시대에도 법제화되어 있었지만(손홍렬, 1988: 87-164; 이경록, 

2010: 85-174; 이현숙, 2007: 10-25), 사실상 백성이나 지방의 사족이 일상적

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쉽게 된 것은 그나마 조선후기 한양에서부터 상업적 의

료가 활성화되고 지방에서도 민간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게 되면서라

고 할 수 있다(김호, 1998; 신동원, 2004; 2006a; 2006b; 김성수, 2014).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고려시대 궁중과 중앙이 사실상 독점했던 전문 의사

와 귀한 약재 등 의료 자원은 군주가 귀족이나 사대부 등 소수의 지배 엘리트

에게 충성의 반대급부로 주는 은전으로 일종의 “위세품(威勢品)” 역할을 했

다(이현숙, 2007: 9; 신동원, 2014: 133-137).24) 국가가 과거, 천거, 차출을 통

해 전국의 유능한 의료 인력을 중앙으로 흡수하고 조공무역, 공납, 약점(藥

店), 혜민국(惠民局), 제생원(濟生院) 등을 통해 약재를 독점적으로 관리했으

나, 자원이 한정된 까닭에 전염병 횡행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 일상

적 의료 서비스는 일정 품계 이상의 고위 관료에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25) 결국 의료 자원을 독점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소수의 왕족 및 

24)  13세기 高麗에서 간행된 『御醫撮要方』(1226)은 이처럼 충분한 藥材와 人的資源을 사용

하고 있는 宮中의 醫藥 상황을 보여준다(안상우, 최환수, 2000; 이경록, 2010: 260-283).

25)  조선초의 사례는 다음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承政院啓: 京中時散二品以上, 若有疾病, 使

醫診候, 濟生典醫惠民局典賣所無之藥則隨宜賜之. 三品以下, 告於禮曹, 亦令所屬醫員診

候救療, 已曾傳敎. 近來大小得疾之人, 皆告於本院, 不論職品高下、藥材貴賤, 賤藥則本院

下牒典醫監給之, 貴藥則啓達以給, 有違傳旨本意. 且時散宰樞及宗親, 其數旣多, 不可希望

內賜, 若差病爲限賜給, 則其弊無窮. 自今特旨外, 二品以上及宗親病藥, 依前項敎旨, 濟生

典醫惠民局典賣所無死生關係未得私備之藥, 臨時啓達, 量數給之; 三品以下病藥, 亦依傳

旨, 申明擧行. 從之.” 『朝鮮王朝實錄』, 世宗 22년(1440)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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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대부를 제외하고, 일반 사인층과 백성은 일상적 의료 문제를 사실상 스

스로 해결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26) 여말선초 국제 정세의 변화로 단속적

(斷續的)인 외산 약재의 수급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

은 더욱 악화됐다(강도현, 2009: 150).27)

여말선초 사인들은 의약을 널리 보급하고, 의료지식을 공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했다. 신유학을 수용하고 인정(仁政)과 박시제중의 유

학적 이상을 사회에서 실현코자 했던 이들은 새로운 지배 엘리트였다. 불교보

다는 유교에 정치철학적 신념을 두었던 사인들은 의료 자원이 향촌에 미치기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이 종교와 무복(巫卜)에 의지하여 질병과 의료의 문제

들을 대처하는 행태에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면 의종 때 관리였던 함유일(咸

有一, 1106-1185)은 민심을 현혹한다며 경성 안의 무당을 교외로 내쫓고 민가

의 음사(淫祠)를 모두 불살라 무격을 배척했다.28) 문신 민제(閔霽, 1339-1408) 

역시 이단을 배척하고 음사를 미워해서 중과 무당을 개가 쫓아내고 약으로 

사람을 구하는 상황을 벽에 그려놓아 당시 행태를 경계토록 했다.29) 이외에

도 병의 원인을 원혼(冤魂)이나 악귀(惡鬼)/잡귀(雜鬼)의 농간으로 보고 이들 

혼귀(魂鬼)를 달래거나 쫓아내는 주술적이거나 신앙적인 치병 의례를 거부하

며 의약의 사용과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는 사례는 비교적 많다(강도현, 2009: 

156-164; 이경록, 2018a: 9-37). 사실 귀신은 이기(理氣)라는 신유학적 개념으

26)  예를 들어 士人 李奎報도 『本草』 등 醫藥書를 가까이 두고 공부하면서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신동원, 2014: 104-105).

27)  藥材 수입이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책 중 하나는 가용한 藥材를 중심으로 하

는 實用醫書를 편찬하는 것이다. 北伐을 준비하던 孝宗(재위 1649-1659)이 처방약재 수입

의 杜絶을 염두에 두고 宋時烈 주도로 펴내도록 한 『三方撮要』(1671)가 그 사례다. (비슷

한 내용이 18세기 문헌 『欽英』에도 보이는데, 여기서는 閉關 이후를 생각해 孝宗의 지시로 

찬술했던 의서를 두고 『鄕藥集驗方』이라고 기술했다.) 이 의서는 病證 아래 處方에 더하여 

鍼灸療法 및 鄕藥單品을 함께 편제했다(안상우, 2018: 1-8; 2017: 15-29).

28)  “毅宗朝, 復入內侍, 掌橋路都監. 有一嘗酷排巫覡, 以爲人神雜處, 人多疵癘. 及爲都監, 凡

京城巫家, 悉徙郊外, 民家所畜淫祀, 盡取而焚之. 諸山神祠無異跡者, 亦皆毁之.” 『高麗史』

「列傳: 咸有一」.

29)  “驪興府院君 閔霽卒. …… 闢異端惡淫祠, 使工圖僕(肄)〔隷〕 制挺嗾犬逐僧巫及以藥濟人

若物之狀於壁以觀之.” 『朝鮮王朝實錄』, 太宗 8년(1408)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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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유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논쟁이 되어 왔고, 역병과 

같은 국가의 재난에서는 민심의 수습이라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지역의 지배 

엘리트로서 지역민의 위무라는 사족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여제를 열고 제문

을 써주는 일 등은 분명 유자의 본업 가운데 하나였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술적인 치병 행위를 비판하고 의약에 의지할 것을 주장하는 역사의 주체들

이 고려말에 등장한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약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약초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약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아

니면 지역에 약원(藥院)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31) 자신들의 친족 및 식솔

이나 지배 지역민의 일상적 의료 문제에 직접 대처하기도 했다.32) 지방관료 혹

은 지역의 지배층으로서 이들은 실무를 직접 행하기보다는 이를 관리하는 위

치에 있었으며,33) 이를 위해선 의서를 습독하여 의학 및 약물에 대한 지식은 

물론 채약인(採藥人)이 실제로 쓰는 향명(鄕名)도 알아야 했다.34) 박시제중하

30)  이러한 점은 예를 들어 文宗(재위 1450-1452)의 厲祭 祭文과 南孝溫(1454-1492)의 “鬼神論”

에서 살필 수 있다(『朝鮮王朝實錄』, 文宗 1년(1451) 9월 5일; 南孝溫, “鬼神論”, 『東文選』「續

東文選」 제17권 “論”). 疫病과 厲祭의 設行에 대해서는 이욱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이욱, 

2009: 300-385). 李文楗(1494-1567)의 『默齋日記』를 보면 士大夫 주변의 생활 및 치유 공간

에는 醫, 占, 巫가 중층적으로 혼재하며 작동했음을 알 수 있어서, 士人 일부는 巫覡과 완전

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신동원, 2015: 472-506).

31)  14세기 말 李穡과 鄭道傳이 대표적이다(이현숙, 2007: 27-29); 1368년 官僚 洪栢亭과 鄭袤가 

安東에 藥院을 세우고는 賓客들에게 湯浴과 藥餌를 제공했다(강도현, 2009: 154-155); 14

세기 후반 儒者 裵德表는 弘仁院을 짓고 藥草를 캐어 調劑해 병자를 돌봤다(이현숙, 2007: 

32). 

32)  『鄕藥救急方』의 목적에 대해서 미키 사카에는 고려민중을 위해서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

고, 신영일, 이현숙은 몽고 침입기 귀족 지배층의 치료를 위한 구급의서라고 보고 있다. (

고려시대 大藏都監이 1251년 폐지된 것으로 상정했던 이들 초기 연구자는 『鄕藥救急方』 초

간 연대를 13세기 전반 정도로 보았다.) 이경록은 편찬 목적이 “향약을 활용한 대중의 치료

를 사대부가 담당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이경록, 2018b: 38). 이 지적을 확

장해보면, 『鄕藥救急方』은 새로운 윤리적 정체성을 갖는 士人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일

상적 救急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의료지침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

鄕藥救急方』에는 奴僕을 치료한 사례가 나온다 “又方. 煮荊芥莖葉飮之, 幷擣付, 良. 家奴

良甫得此瘡, 用蒼耳灰法理之, 內用荊芥湯服之. 六七日拔根而差. 奴云, 不飮荊芥卽胸悶, 飮

則快然.” 「丁瘡」.

33)  『鄕藥救急方』에는 손발을 직접 써야 하는 外治法과 다소 수고를 들여야 하는 製法들이 여럿 

등장하는데, 士人들은 이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鄕藥救急方』에는 疾病 및 藥材와 관련된 鄕名이 倂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뒷부분



YI Kiebok, KIM Sanghyun, OH Chaekun, JEON Jongwook, SHIN Dongwon : An Exploration into 
Life, Body, Materials, Culture of Mediaeval East Asia: Focusing on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of Koryŏ Dynasty

│ 醫史學14

려는 이상을 세상에서 구현하는 좋은 방법은 실제 소용이 되는 의료지식을 그 

연원에 상관없이 널리 구하고 가려내 이를 공간하는 것이었다.

앞서 인용한 발문에서 볼 수 있듯이, 『향약구급방』의 생산자 역시 인민(仁

民)하는 마음으로 제중(濟衆)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중앙의 의료체계가 

미치기 힘든 현장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 이른바 “향약(鄕藥)”이었다. 『향약구급방』 서명에 등장하는 “향약”

이란 용어는 고려/조선 고유의 본초를 이른다기보다는 발문에서 말한바 사인

층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실제 『향약구급방』에서 다루고 있는 약물로는 대부분 주변에서 구

하기 쉬운 가까운 물(物)들이지만, 일반 서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금(金)같은 

귀금속이나, 감초(甘草)와 서각(犀角) 등 외국산 약재도 사용한다. 특히 감초

의 쓰임은 두드러지는데 외산임에도 왕왕 사람들이 비축해 쓰는 경우가 많

다고 하며, 서각의 경우 관복의 서대(犀帶)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온다.35) 결

국 『향약구급방』에서의 “향약”은 고유한 것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자생(自生)

과 외산(外産)을 가리지 않고 사대부 여력으로 주변에서 가용할 수 약물을 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의토성(宜土性)을 토대로 용어 “향약”에 

지역적 정체성이 연계되기 시작한 것은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1399)과 『향약집성방』 이후의 일이다.36)

에 「方中鄕藥目草部」가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35)  “甘草虽非我國所生, 往往儲貯者多, 而解毒尤妙, 故不可闕焉” 「食毒」. “犀角, 雖非我有, 公卿

大夫, 奉使遠方, 如有倉卒, 刳帶犀而煮服, 卽活.” 「食毒」. 犀角帶는 高麗땐 參上의 관원들에

게, 朝鮮땐 一品 이상 고급 관료들에게만 허용됐다.

36)  『鄕藥集成方』에는 甘草와 같은 外産 藥材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강연석, 2005). 『鄕藥救急

方』 이후에 鄕藥의 의미에 轉移가 생긴 것이다. 신동원은 조선 정책 행위자의 관점에서 麗

末鮮初 鄕藥의 흐름을 시기 넷으로 구분했다. 즉 鄕藥 용어의 등장 시기( ~1392), 濟生 이

념과 결합 시기(1392~1423), 지식의 집대성으로서 鄕藥 시기(1423~1450), 濟生의 탈색 및 

자립 시기(1450~1478) 넷이다(신동원, 2018,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선행연구 

대부분은 『鄕藥救急方』을 『鄕藥集成方』으로 가기위한 예비단계로만 인식했다. 『鄕藥濟生

集成方』과 이후 의서에 등장한 “鄕藥” 담론조차도 中國醫學의 유입이나 도입이라는 외부

적 조건보다는 “拯民”와 “建基”를 양단으로 하는 建國期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는 행위자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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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향약구급방』의 편찬과 간행은 중앙의 관의학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여말선초 지배층으로 새로이 부상한 지배 엘리트인 사인층이 자신

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할 때 ‘의료 거버넌스’ 차원에서 강구한 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인층은 약초의 ‘고유성’보다는 유학의 ‘보편성’에 자신

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두었으며, 이들이 『향약구급방』을 간행한 목적은 학술

적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이고 경세론적이었다. 발문을 비롯해 『향약

구급방』 관련 어떤 기사에서도 최신 중국의학의 토착화, 외산 약물의 대체, 자

주의학의 천명과 같은 명확한 학술적 의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에는 오

히려 의학지식의 보편성, 방서의 실용성, 사인의 윤리적 책무가 담겨있었다. 

주목건대 이들이 『향약구급방』에 담은 지식은 삼국과 고려에서 전래된 의료

경험과 함께 대략 11세기 이후 유입된 당, 송대 의학지식으로, 고려에서 200

여 년 이상의 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증험되고 익은 의약 지식이었다.37) 『향약

구급방』에 이두식 향명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방증하고 있듯이, 중국 및 고려

의 경험과 지식이 텍스트 층위는 물론 한반도 지역의 실행 층위에서도 쌓여가

고 있었다.38) 『향약구급방』은 중심-주변의 단순 구도 하에 중심에서 주변으로 

문화가 흐른다는 통상적 인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실은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되고 집적된 이러한 내적 자원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37)  예를 들면 『鄕藥救急方』과 유사한 조문이 많은 宋代 醫書 『太平聖惠方』(100권으로 구성)은 

1016년에 高麗에 들어왔고, 1010권으로 구성된 『神醫普救方』은 1101년 고려에 유입됐다

(남권희, 2002: 692, 696). 高麗 文宗(在位 1046-1083)代는 宋과 의학교류가 활발한 시기였

다. 唐宋代 醫書와 유사한 方文이 많은 『鄕藥救急方』에 수록된 治法과 藥方은 跋文에 따르

면 東民들의 經驗을 거친 것이었다. “『鄕藥救急方』, 其效甚有神驗, 利於東民大矣. 所載諸

藥, 皆東人易知易得之物, 而合藥服法亦所嘗經驗者也.” 「跋文」. 金元代 의학은 『鄕藥濟生集

成方』에서 보인다.

38)  선행연구도 지적하고 있듯이, 藥名에 鄕名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의학 텍스트에 수록된 藥

材와 현지에서 求得할 수 있는 藥物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토대가 이미 축적돼 있었

음을 의미하며, 그 정점은 1433년에 간행된 『鄕藥集成方』이다(이경록, 2011a; 김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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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변: 『향약구급방』에 담긴 중세의 물질관 및 신체관

이러한 의제 아래 사인층이 600여 년 전에 산출해낸 『향약구급방』의 밑바

닥에 흐르는 인체관 및 물질관을 읽어보고자 한다. 단지 중세의 원시성, 비위

생적 관념, 미신적 요소의 잔존 등 현재의 관점에서 본 통념만으로는 『향약구

급방』과 현대인 사이의 인식론적인 간극을 채울 수는 없다. 

먼저, 몸이나 이를 둘러싼 세계가 무엇으로 이뤄졌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

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학적 관념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양하

게 존재하지만, 흔히 다음 네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몸 밖 외

부 인자의 주재와 침입에 따라 몸 안의 사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다. 외

부 인자는 사기(邪氣)일 수도 있고, 독(毒)이나 충(蟲),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

러스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들을 죽이거나 몸 밖으

로 축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의 초기 형태는 주술(呪術)이나 무의(巫毉)

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우주론적 원리에 따라 인체가 천지(天地)와 감응하

는 방식으로 몸이 작동한다는 관점이다. 중국 진한대(秦漢代)에 음양(陰陽), 

오행(五行), 기(氣) 등의 개념을 동원해 정교화한 상관적 사유방식이 대표적

이다. 질병 및 건강의 관건은 외부 인자보다는 우주의 운행 원리에 응하는 인

체 내 균형과 조화이다.39) 셋째는 사람의 감정과 정신 활동이 인체의 생리 및 

대사활동을 직접적으로 추동한다는 관점으로 감정과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것

이 건강 유지와 치유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40) 넷째는 세계와 인체의 기능

과 작용이 이뤄지는 소이는 본질적으로 물질의 접촉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시각에서는 질병 역시 물질 성분의 생화학적이고 생물리학적인 과

정으로 환원해서 이해할 수 있고 치료는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41) 인식

39)  이상 두 개 관점의 대립은 정치적 입지와 의학적 견해의 차이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相關

的 사유체계로 대표되는 두 번째 관점은 儒學者 집단의 정치이념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

와 관련된 진한대 및 송대 논쟁 양상에 대해서는 운슐트와 힌릭스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Unschuld, 1984: 51-100; Hinrichs, 2003: 130-202).

40) 四象醫學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학활동이다.

41)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대의 生醫學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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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어떤 의학 활동은 특정한 세계관/인체관에 토

대를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학 활동들은 (특히 실행 차원에

서 보면) 이들 여러 시각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시각 사이의 경계가 

흐린 경우가 많다.

『향약구급방』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전체 치방(治方) 즉 치료 처방 관련 조문 600여개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면의 논리나 설명이 없으며, 이 가운데 현대인이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조목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가능한 독법조차도 다른 해석에 열려

있다. 먼저, 치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그것이 정말 효과를 내는 

유용한 지식인지, 그러한 치방을 어떻게 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치방의 

작동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논리는 무엇인지가 되겠지만, 『향약구급방』의 저

자는 그것이 유용한 지식이라고 말할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다.

“여러 날고기를 먹고 중독된 경우에는 3자 깊이로 땅을 파서 그 속

의 흙 3되를 물 5되와 함께 달여, 5~6 번 끓어 넘치도록 달인다. 그

리고 맑은 웃물 1되를 떠서 마시면 바로 낫는다.”42)

“금창(金瘡)으로 창자가 삐져나온 경우에는 사람의 대변을 말려

서 창자에 발라주면 창자가 들어간다. 또 화살과 쇠뇌살이 [몸에] 

박혀 빠지지 않거나 혹 살에 피가 뭉치는 경우, 여인의 월경포(月

經布)를 태워 만든 재를 상처에 붙이거나, 아니면 술과 함께 복용

한다.”43) 

“동창(凍瘡). 꿩의 뇌수를 바르면 좋다. …… 다른 처방. 돼지기름

을 바른다.”44) 

“풍사(風邪)로 인해 눈이 충혈되고 깔깔하면서 가려운 경우 처치 

방법. 단풍나무 잎 적당량을 물에 넣고 푹 달인 후에 찌꺼기는 버

린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 [이것으로] 눈을 씻는다. 2~3번 지나지 

42)  “食諸生肉中毒, 堀地深三尺, 取下土三升, 以水五升, 煮土五六沸. 取上淸, 飮一升, 立愈.” 「

肉毒」.

43)  “金瘡膓出, 取人屎乾之, 以粉膓, 則入矣. 又爲弓弩矢所中不出, 或肉中有聚血, 取女人月經

布, 燒作灰, 付傷處. 又酒服之.” 「金瘡」.

44) “凍瘡. 雉頭腦塗之, 良.……又猪脂塗之.” 「凍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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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차도가 있다.”45)

위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치방이 낯설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처

치법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설명 외에, 왜 흙인지, 숫자 3이나 5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현대의 독자에게는 불투명하다. 두 번째 역

시 사람의 분변을 이용해 탈장을 다루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

고 자상에 피가 엉길 때 월경포를 쓰는 정황과 논리는 무엇인지, 그 치료 방식

이 낯설다. 술수(術數)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류상동(同類相

動)”과 비슷한 논리 같기도 하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아

예 하지 않는 그냥 경험지식일 뿐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사례가 그런 경우에 해

당할지도 모른다. 넷째, 눈병에 단풍나무 잎을 쓰는 것에 대해선, 우연히 혹은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지식으로 이해하고 그치거나, 후에 나온 권위 있는 텍스

트에 기록된 효능 및 주치(主治) 설명에 의지하거나 관련 생화학적 성분을 찾

아내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쩌면 단풍나무 “풍(楓)”과 바람 

“풍(風)”의 유사성과 어원의 선후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처럼 제시된 치방 대부분은 불투명하고, 그 해석조차도 독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치방의 이면에서 읽을 수 있는 중세인의 사유방

식을 엿보려는 이 절은 정량적 분석보다도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례를 중심으

로 그러한 발상의 정황 및 설명의 논리를 더듬어 볼 것이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접촉을 통해서 독(毒)이나 병원물(病源物)이 이

동하고 물(物)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다. 다른 의서와 달리 『향

약구급방』은 시기(時氣)에 의한 감염이 아닌 중독 관련 응급 상황을 책의 머

리에 두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무릇 음식을 먹고 중독된 것을 치료할 때는, 검은 콩을 푹 달여서 

그 즙을 마신다. 다른 치방으로, 쪽[ ]을 달여 즙으로 마셔도 독

45) “理眼風赤澁痒方. 楓葉不以多小. 右以水爛煎, 去滓, 停冷洗之. 不過兩三度差.” 「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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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풀린다. 제니(薺苨)[ ]를 진하게 달여 즙으로 마셔도 효

과가 있다.”46)

“무릇 지네, 벌, 뱀에게 쏘이거나 물려서 생긴 독에는 쑥뜸보다 나

은 방법이 없다. 쏘이거나 물리게 되면 쑥봉으로 서너 장 뜸뜨면 

독기(毒氣)가 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곧 낫는다. 뱀에게 물린 

중독에는 사람의 똥을 두텁게 바른다.”47) 

“과창(瘑瘡) 치료에는, 돼지기름을 냄새가 나도록 달여서 먼저 창

상(瘡上)에 붙이면 벌레들이 모두 나오는데, [이때] 학슬(鶴虱)ㆍ건

칠(乾漆)ㆍ무이(蕪荑) 등 살충약을 붙인다.”48)

“지네가 귀에 들어간 경우의 치료법. 돼지고기를 구워 귀를 덮어 

막으면 즉시 나온다.”49)

첫째 예문은 음식에서 유래한 독을 처치하고 있고, 둘째는 해충에 노출되어 

독기가 침투하는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두 사례는 실제로 벌레가 몸 

안에 침입한 경우이다. 이때 처치 방식은 약을 써서 독을 풀거나, 아니면 벌레

를 죽이거나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독을 풀기 위해 쓴 검은 콩, 쪽, 제니, 

쑥 그리고 살충약인 학술, 건칠, 무이 등은 본초서적에서도 잘 알려진 해독 및 

살충 약물이다. 냄새를 지펴 지네를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쓴 것은 그럴 

법해 보이지만, 뱀 중독에 사람 분변을 쓰는 것은 낯설다. 사실 외치법이 절반

을 넘는 『향약구급방』에는 중독이나 위급 상황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50) 이는 분변을 독으로 보고 여기에 독을 누

르는 기제가 있다고 보는 ‘이독제독(以毒制毒)’의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 규모 있는 의방서(醫方書)에는 해독(解毒), 제독(制毒), 발독(拔毒) 등을 

46)  “凡理食毒, 煮黑豆令熟, 飮其汁. 又煮藍[靑台]汁, 飮亦解. 濃煮薺苨[獐矣和次]汁, 飮亦効.” 「

食毒」.

47)  “凡蜈蚣ㆍ蜂ㆍ虵螫毒, 無過艾灸. 若値螫咬, 卽用艾炷, 灸三四壯, 則毒氣不入於內, 便差. 虵

螫毒, 人屎厚塗之.” 「螫咬毒」.

48)  “理瘑瘡, 煮猪脂令香, 先傅瘡上, 其䖝皆出, 用鶴虱ㆍ乾漆ㆍ蕪荑等殺䖝藥, 貼之.” 「癬疥瘑瘡」.

49) “理蜈蚣入耳. 灸猪肉掩耳, 卽出.” 「耳」.

50)  『鄕藥救急方』에 등장하는 처치 관련 治方 대략 600개 가운데 30개 전후의 치방에서 사람 및 

동물의 糞/矢/屎가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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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主治)로 하는 약물과 처치법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51) 

독(毒)과 물(物)을 직접 다루는 이러한 의학활동과 달리, 병인론 및 처치법

의 대요를 인체내 세력의 불균형한 정황에 두었던 이른바 상관적 사유도 관찰

된다. 바로 중앙의 주류 의학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본초학의 약리이론을 

원용해 이해할 수 있는 사례다. 

“발배(發背) 치료법. 초결명(草決明)[……] 신선한 것 1되를 빻아서 

가루 내고, 감초 1냥도 잘게 부순 다음에 물 3되와 함께 달여 2되

가 되도록 졸인다. 2회분으로 나눠 따뜻하게 복용한다. 대체로 피

가 통하지 않으면 종기가 생긴다. 간(肝)은 피를 모아두는 장기인

데, 초결명은 간의 기운을 풀어주면서도 원기(元氣)는 해치지 않

는다.”52) 

“금창(金瘡)으로 몸 안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포황(蒲黃)

[앞에 나왔다]과 당귀(當歸) 가루를 복용하는데 하루 3번 쓴다.”53) 

“피부의 풍양(風痒) 치료법. 질려(蒺藜) 잎을 달인 물로 씻으면 좋

다.”54) 

보기 드물게 첫 번째 사례는 인체 내부 장기인 간을 언급하며 약물 초결명의 

기전을 설명한다. 이것은 비전문인을 상정한 『향약구급방』에서 거의 예외적

인 사례로, 대부분은 둘째와 셋째 사례처럼 처치법만 나열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 특히 초목을 약재로 쓰는 대부분은 모두 체계화된 본초학 

이론이나 장상(臟象) 이론을 동원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55) 이를테면 위 

인용문에서 포황은 지혈(止血)약이고, 당귀는 보혈(補血)약이며, 질려는 심히 

51) 넓게 보면 本草書籍의 淸熱解毒약 계열의 藥物이 이에 해당한다.

52)  “理發背. 草決明[…]生用一升擣碎, 甘草一兩亦碎, 以水三升, 煮取二升, 分溫二服. 大氐血

滯則生瘡. 肝爲宿血之藏, 而決明和肝氣, 不損元氣也.” 「發背癕疽癤」.

53)  “金瘡血內漏不止, 服蒲黃[出上]·當皈末, 日三.” 「金瘡」.

54) “理皮膚風痒. 煮蒺藜葉, 浴之, 良.” 「丹毒癮疹方」.

55)  보수적으로 집계해보더라도, 內服하는 방식으로 藥物을 쓰는 『鄕藥救急方』의 229개 조문

에 한정할 때 그 가운데 185개(81%)가 本草學 이론의 藥性論과 氣味論로 해석 가능하다

(오재근, 2018,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鄕藥救急方』에서 外用으로 약물을 쓰

는 조문 수는 27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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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운 피부병을 다스리는 약물이다. 『향약구급방』 부인잡방(婦人雜方)편에 

(탕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물탕(四物湯)과 불수산(佛手散)을 제

시하고 있는데,56)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약물을 포괄하고 있는 본초학

의 설명 양식은 맛으로 경험되는 약물의 성미(性味) 그리고 임상에서 경험되

는 주치 증상에서 출발해 장부와의 연계성[歸經]을 찾아내고 인체 내 작용 양

상을 기술하고 있는 효능(効能)으로 귀납하는 것이다. 종종 이러한 약물학적 

지식을 넘어 왜 특정한 약물이 그러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자연철학적 질문

도 다루고 있는데, 주로 금, 원대 및 청대 의학을 거치면서 감응(感應)을 기제

로 하는 세련된 상관적 사유체계 안에 이들이 포섭됐다. 주로 약물의 형태, 색

깔, 기미(氣味), 채취시기, 사용부위, 산지(産地), 질(質), 성정(性情)의 특징과 

약물 작용의 상관관계를 기(氣), 음양, 오행, 기수(氣數), 체용(體用) 등 우주

론적이고 기술적인 장치들을 동원하여 체계화하려고 한 것이다.57) 

상위의 이론적 층위에서 보자면 『향약구급방』에 등장하는 모든 치방을 약

물의 성미와 주치로 환원하여 음양오행 등 상관적 사유체계로 설명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58) 문화의 저변을 읽어보기 위해선 낮은 층위에서 

거칠고 다르게 보이는 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논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논리는 유비(類比)의 전용(轉用)이다. 

“『향약구급방』. 출산이 어려울 경우의 치료법. 참기름 2종지에 메

밀가루를 고르게 섞어 묽은 풀처럼 만들어 단번에 복용하면 즉시 

출산한다. 효험이 있다. 출산이 힘들거나 포의(胞衣)가 나오지 않

56)  “產後惡血不止, 或腹中塊痛等, 諸疾立効方. 乾地黃ㆍ芎藭[芎々草]ㆍ白芍藥ㆍ當皈. 右各等

分, 麁末. …… 神効.” “理婦人五七月, 因事築磕, 著胎, 或子死腹中, 惡露下, 疼痛不已, 口

噤欲絶. …… 此藥催生, 神妙. 當皈六兩ㆍ芎藭四兩. 右麁末, …… 不過二三服, 便生.” 「婦

人雜方」.

57)  이와 관련된 세련된 논의는 淸代의 考證學者이자 醫家인 鄒澍(1790-1844)가 저술한 『本

經疏證』(1832)과 19세기말 淸代 醫家인 唐宗海(1846-1897)가 지은 『本艸問答』(1893)에서 

살필 수 있다. 鄒澍의 藥理說에 대한 논의는 임진석, 박찬국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임

진석, 박찬국, 1995).

58)  『鄕藥救急方』의 특정 治方을 이런 방식으로 분석한 연구 사례는 정유옹, 김홍균의 논의에

서 찾아볼 수 있다(정유옹, 김홍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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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의 치료법. 신선한 쇠똥을 산모의 양 젖가슴 사이에 바르

면 즉시 나온다. 신기하게 효험이 있다. 출산 후 즉시 씻어내야 하

는데, 꾸물거리면 창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신선한 쇠똥을 취

하는 법. 소의 습성에 [고삐를] 당기면 배변하는 성질이 있으니, 그

런즉 똥을 싼다].”59) 

“생선가시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 또 다른 치방에, 

가마우지 분(糞)[똥]을 물에 타서 목구멍 바깥에 바르면 곧 [생선가

시가] 빠져 나온다.”60)

첫째 사례에서 난산에 참기름을 쓴 것은 그 매끄러운 성질 때문으로 보이는데 

느끼함이나 향이 실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기나 태반이 나오지 않을 때 

쓰는 쇠똥 역시 향이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듯한데, 이를 골랐던 까닭은, 농

촌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듯이 소가 많은 양의 똥을 푸짐하고 시원하게 싸기 

때문일 것이다.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둘째 사례는 물고기를 잘 잡는 가마우

지가 생선을 목으로 금방 넘기는 장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61) 이 두 사

례가 효과가 있다고 경험되면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약물 여기서는 동

물이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 위에서 잠

깐 설명한 형색기미(形色氣味)/성정(性情) 등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에 포섭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질려(蒺藜)가 풍사(風邪)때문에 피부가 가려운 증상

을 다스릴 수 있는 까닭은 열매에 모나지 않은 가시가 있어 식풍(熄風)할 수 

있기 때문이라거나, 마황(麻黃)이 땀으로 한기(寒氣)를 떨궈낼 수 있는 것은 

줄기가 가늘고 비어있어 땀구멍과 닮았고 마황이 있는 자리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다거나, 인삼(人蔘)이 진액을 만들어주면서도 기(氣)를 보

할 수 있는 소이는 습윤한 곳에서 싹을 틔우면서도 줄기가 셋에 잎이 다섯인 

59)  “『鄕藥救急方』. 治難產. 眞油二鍾, 調木麥麪如稀糊, 頓服卽下, 效. 治難產及胞衣不下. 新

牛屎, 塗產婦兩乳間, 卽下, 神驗. 産下後卽洗去, 遲則腸隨出[取新屎法: 牛性牽出, 則放

屎].” 『鄕藥集成方』「難産門」.

60) “理鯁不下. …… 又以鸕鷀糞[屎]水調, 塗喉外卽出.” 「骨鯁方」.

61)  『鄕藥救急方』 뒷부분에 부가된 「方中鄕藥目草部」에는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잘 잡는다고 

特記했다. “鸕鷀. 俗云鳥支. 水鳥如鳧, 善捕魚.” 「方中鄕藥目草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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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자라니 음지(陰地)에서 생겨나 양성(陽性)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논리

와 유사하다.6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황이나 인삼 등 전문적인 약물이 성미(

性味)를 중심으로 복잡한 음양오행의 설명틀 안에서 전문가에게는 점점 익숙

해지는 반면, 경험 방서에 종종 등장하는 주변의 낯익은 물(物)들은 오히려 후

대 일반 독자에게는 낯설게 경험되곤 한다. 이런 차이점에 주목해 이를 상위

의 상관적 사유체계 하나로 포괄하지 않고 유비(類比)의 전용(轉用) 혹은 유

감적(類感的) 사유란 표현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위 사례에서 일부 보았듯이 사람이나 동물의 똥, 오줌, 흙, 재, 피 등은 『향

약구급방』의 처치 방법 특히 독기를 다스리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다스릴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례에서 물(物)

을 매개로 생명력이 전이되고 순환한다는 관념을 읽을 수 있다.

“더위 먹어 죽으려고 할 경우 치료법. …… 또 다른 처방. [더위로] 

혼절한 사람을 똑바로 눕힌 후에 뜨거운 흙을 배꼽 언저리에 쌓아

두고 사람을 시켜 오줌을 누도록 한다. 한 사람이 오줌을 다 누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오줌을 누도록 해 배꼽 언저리가 따뜻해지면 

곧 낫는다. 또 다른 처방에, 진하게 달인 여뀌[蓼] 즙 3되를 마시면 

즉시 낫는다.”63)

“어린이가 갑자기 죽은 듯 혼절하는 경우의 치방. 불에 태운 돼지 

똥을 물에 풀어서 만든 즙을 복용시킨다. 다른 처방. 고삼(苦蔘)을 

식초와 함께 데워서 만든 즙을 입에 넣으면 즉시 살아난다. 다른 

처방. 소금물을 달여서 아주 짜게 해 [환자의] 입에 흘려 넣어 안으

로 들어가게 하면 곧 살아난다. 다른 처방. 뜨거운 물을 재와 섞어

서 온몸을 두텁게 둘러주면 곧 살아난다.”64)

“이가 나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암탉똥[끝이 동그란 것이 암]과 수

62)  이러한 설명들은 사실 더 복잡한 陰陽五行의 논의와 맞물려 있다(唐宗海, 1996: 104, 106, 

112; 鄒澍, 1999: 249). 본초학의 대표적인 약물 麻黃과 人蔘은 『鄕藥救急方』의 治療 處

方에 등장하지 않는다.

63)  理熱暍死. …… 又方. 仰臥死人, 以熱土壅臍中, 令人尿之. 一人尿了, 更益人尿之, 臍中溫

卽愈. 又濃煮蓼汁, 三升飮之, 卽愈. 「理熱暍死」.

64)  “理小兒卒死方. 燒猪糞, 解水取汁服. 又苦蔘, 醋灸取汁, 內口卽活. 又煎塩湯令極醎, 灌口

入腹卽活. 又熱湯和灰, 厚擁身上卽活.” 「小兒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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탉똥[끝이 뾰족한 것이 수], 이 둘을 동일한 분량으로 곱게 간 후, 

바늘로 이가 나지 않는 부위를 찌른 후에 붙여준다. 노인은 20일, 

젊은이는 10일이면 이가 나오려고 한다.”65) 

“이가 나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쇠똥 속의 콩을 태운 재를 곱게 간 

다음에, 우선 바늘로 [잇몸을] 찔러 피가 약간 나오면 즉시 그 재로 

문질러주면 좋다.”66) 

첫째와 둘째 사례는 과도한 수분 손실을 비롯한 어떤 이유로 정신을 잃은 응

급상황에서 진하게 달인 소금물, 여뀌 즙, 고삼 즙 등으로 전해질과 수액을 늘

리면서 따뜻한 오줌과 흙, 재를 이용해 복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의원이라면 급히 회양(回陽) 즉 복부 순

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도 인삼이나 부자(附子)를 썼을 것이다.67) 이처럼 필

요한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가축을 쓰기도 하는데, 단독(丹

毒)이 온몸에 퍼져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소아나 전쟁터에서 전신 자상 등 

온몸에 중상을 입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살아있는 돼지나 소의 배를 갈

라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다.68) 접촉을 통해서 독을 빼주고 생명의 근원인 순

환을 활성화해서 회생을 도운 것이다. 이처럼 생명이 오고가는 응급 상황에

서 동원되는 각종 똥, 흙, 재, 피 등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또 어

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셋째 사례는 이가 빠진 후 이가 나는 것을 촉진하

기 위해 음(陰)과 양(陽)의 결합에 따른 생성 과정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둘째 셋째 사례에서 하필 분변을 활용하는 중세인들의 관념을 이해하

65)  “理牙齒不生. 雌雞屎[頭員者雌]ㆍ雄雞屎[頭尖者雄], 右等分細硏, 以針刺齒不生處, 貼之. 

老人二十日, 少者十日, 當出.” 「齒蚶䘌」.

66) “理牙齒不生. 取牛糞中豆, 燒灰細硏, 先以針刺之, 小血出, 卽以灰塗之, 良.” 「齒蚶䘌」.

67)  人蔘과 附子가 高麗/朝鮮에서 産出되지만 『鄕藥救急方』 치료 처방에 나오지 않는 이유 하

나는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둘은 誤診할 경우 藥禍 사

고의 위험성이 큰 藥物이기도 했다.

68)  “水雲曰, 小兒百日內丹毒, 名曰胎丹, 難治, 若丹毒遍於滿身, 無隙下手, 則宜用一大猪, 或

用生狗, 生剖其腹, 而納兒赤身於其中, 只餘口鼻, 令得呼吸, 則多有幾死而復生者, 此法極

妙.” 『舟村新方』「丹毒門」; “金瘡及諸傷重, 痛悶欲死, 取牛一隻剖腹, 納其人于牛腹, 浸熱血

中可甦. 如傷腹, 用血竭末, 醋湯調飮, 出血而愈. 或戰陣砲矢所傷, 血流滿體, 氣貫胸膈悶絶

者, 亦甦.” 『東醫寶鑑』「雜病ㆍ諸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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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 사례는 소의 내장에서 해독되고 단련되어 살아남

은 콩이 똥이라는 최종 찌꺼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싹 즉 

치아를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약구급방』에서 위급상황

을 다룰 때 치료 처방에 자주 등장하는 분변을 보건대, 이들이 한편 독(毒)을 

제압하기도 하지만 생명체에서 나온 마지막 찌꺼기로서 오히려 생명체를 살

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향약구급방』에는 약물을 사용하지만 그 효과보다도 절차로서 조제법, 복

용법, 금기사항 등 특별한 행위 자체가 부각되는 몇 가지 사례가 보인다. 예를 

들면, 치방에서 의례나 술수(術數)가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다.

“열성이건 냉성이건 모든 창종(瘡腫), 정창(釘瘡), 표저(瘭疽)를 두

루 치료하는 처방. 맥반석(麥飯石)[ㅊㄹ̀돌, 붉은색을 띰]을 가지고 전

체적으로 불그스름하게 구운 후 식초에 담그는 [여러] 과정을 통해 

부서질 정도로 만들어 가루를 내고, 삭조(蒴藋)를 줄기와 잎을 태

워 재로 만드는데 겨울에는 마른 줄기와 뿌리도 괜찮다. 위 약물 2

가지 각각 2분량과 [수]쥐똥과 암참새똥 각각 1분량을 가루 내고, 

식초[苦醋] 1분량과 돼지기름 2분량을 앞의 4가지 약재들과 함께 

골고루 섞는다. [이를] 창두(瘡頭)에 붙이는데, 우선 창두에 14장 

혹은 21장 뜸을 뜨고, 바늘로 딱지를 제거해 붉은 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약을 붙인다. 부은 부분에 두루 바르고 기름종이로 그 위를 덮

어주는데 하루에 2번 바꿔준다. 뜸을 뜨지 않을 경우, 바늘로 창두

를 찔러 피를 내서 통기시킨 다음 약을 붙인다. 효과가 묘하다.”69)

“건우(乾藕). 민간에서는 년이라 부른다. 맛은 달고 독은 없다. 

7월 7일에 딴 꽃 7분량, 8월 8일에 캔 뿌리 8분량, 9월 9일에 딴 열

매 9분량(그늘에서 말린 후 빻아서 체질한 것)을 방촌시로 복용하

면 늙지 않는다.”70)

69)  “通理冷熱一切瘡腫ㆍ釘瘡ㆍ瘭疽方. 用麦飯石[粘石帶赤色者]燒通赤, 納醋中, 如是碎屑爲

度, 作末, 蒴藋莖葉, 燒作灰. 冬則枯莖及根亦可. 右件二味各二分, 老鼠屎ㆍ雌雀屎各一分, 

爲末. 以苦醋一分, 猪脂二分, 與上件四味, 和合調均, 付瘡頭. 先灸瘡頭二三七壯, 以針去

痂, 令露赤肉, 後貼藥. 遍塗腫処, 以油紙, 付其上, 日二易之. 若不灸, 針其瘡頭, 出血通氣, 

後貼藥, 妙.” 「丁瘡」.

70)  “乹藕. 俗云蓮根. 味甘无毒. 七月七日採花七分, 八月八日採根八分, 九月九日採實九分, 陰乹. 

擣篩, 服方寸匕, 不老.” 「方中鄕藥目草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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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마[그르메너흘이] 오줌에 그림자가 닿은 탓에 좁쌀이 켜켜이 

한데 뭉친 것 같은 부스럼이 생기고 몸이 아픈 경우의 처방. 땅에 

그리마를 그리고 이를 칼로 아주 잘게 쪼갠다. 그리마 뱃속에 해

당하는 부분을 취해 침에 개어서 진흙을 만들어 두 차례 바르면 낫

는다.”71) 

“생선가시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의 치료법. …… 또 다른 처방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 1잔을 두고, 동쪽을 향해 앉은 채 손가락으로 

‘용(龍)’자를 쓴 다음에 이를 마시면 즉시 [생선가시가] 내려간다.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을 시켜 쓰는 것도 가

하다.”72) 

다소 긴 첫 번째 조문은 완고한 피부병 치료에 쓰이는 통치방(通治方)으로 다

소 복잡한 수치(修治) 과정 및 조제법을 동반하는 연단술(鍊丹術) 전통의 비

방으로 보인다. 후대 『본초강목(本草綱目)』(1596)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

(1613)에 수록된 유사 처방을 참조해보면, 맥반석 담금질을 10차례, 연마 과

정도 5×7회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조제 과정에

는 월경중인 여성이나 임신부 등이 보아서 안 된다는 비약물학적 금기사항도 

있다.73) 이때 [수]쥐똥과 암참새똥을 쓰는 것은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는 논리

뿐 아니라 음양 결합에 따른 생성의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74) 

이처럼 복잡한 제조과정은 분명 집적된 기술 및 경험의 결과물이기도 하지

만 세계와 관계 맺는 문화적 행위의 산물이기도 하다.75) 이러한 문화적 행위

71)  “蠖螋[影千角汝乙角]尿, 影瘡似粟米累累一聚, 身中痛方. 畫地作蠖螋形, 以刀細細切, 取至

蠖螋腹中, 以唾和成泥, 再塗, 則愈.” 「螫咬毒」.

72)  “理鯁不下. …… 又以東流水一盃, 東向坐, 以手指書龍字, 訖飮之, 卽下. 如不會書者, 以他

人書, 亦得.” 「骨鯁方」.

73) 「麥飯石」『本草綱目』; 「靈應膏」『東醫寶鑑』; 「麥飯石膏」『景嶽全書』(1624).

74)  『本草綱目』과 『東醫寶鑑』에는 두 약물 老鼠屎와 雌雀屎이 鹿角과 白蘞으로 바뀌어 등장

한다.

75)  역시 刺傷을 입어 생긴 癰疽에 찹쌀을 膏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 역시 복잡

하다. “理金瘡水毒, 及竹木尖刺癕疽熱毒. 用糯米三升[粘米. 揀去粳米], 於端午前四十九日, 

納甆盆中, 冷水浸之. 日二以手輕淘易水. 至端午日, 輕洗換水. 取出, 陰乾百日, 盛生絹帒, 掛

通風處. 臨時, 量所用, 炒令黑色, 細末, 以冷水調如膏, 貼之. 外用絹帛包定. 若金瘡誤犯生

水, 作濃洪腫. 急以膏裹定.” 「箭鏃及竹木籤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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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드러진 사례로 술수(術數)와 연관된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사례가 그

것인데, 장수를 돕는 약물 연근(蓮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반복된 숫

자들은 물질 및 세계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가 천일(天一) 및 지이(地二)에서 

출발하는 수리(數理)에 있다는 사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약물의 적절한 양

과 관련된 수를 정하는 것은 대개 경험적으로 결정되지만 연년익수(延年益

壽)를 목표로 하거나 채취 계절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택일(擇日)에

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주기와 숫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76) 이러한 상

징과 의례로서의 절차는 벌레 분비물과의 접촉으로 부스럼이 생겼을 때나 목

에 가시가 걸렸을 때 약물의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행위를 더하

는 셋째 및 넷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사례가 약물 사용을 중심

으로 하면서 보조적으로 의례를 동반한 것이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

다. 예를 들면,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가마우지”를 입으로 왼다든지,77) 피부

질환인 정창(疔瘡)에 걸렸을 때 삼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78) 

이는 약물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상징적 의례라는 점에서 미신이라는 인상

을 주기도 하지만, 병의 원인을 원혼이나 악귀 등 귀신의 농간으로 돌리는 것

은 배제한다는 점에서 대개 사대부가 배척했던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치병의

례와는 구별된다.79)

이상 수록된 치방을 매개로 『향약구급방』에 전제돼 있는 세계관, 물질관, 

신체관을 헤아려 봤다. 이는 간접적으로 물(物)에 대한 중세인의 문화적 관념 

및 저변을 엿본 셈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며 이 절

을 마무리한다. 먼저, 살펴본바 중세인의 세계관으로 천인상응(天人相應)으

로 대표되는 상관적 사유 외에도, 외부 독물이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76)  “威靈仙. 俗云車衣菜. 味苦溫无毒. 九月採, 陰乹, 以丙ㆍ丁ㆍ戊ㆍ己日採. 忌茶.” 「方中鄕

藥目草部」.

77)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鄕藥救急方』 저자는 시험해 보지 못했다고 평했다. “又口稱鸕鷀[

水鳥如烏], 卽下, 未試.” 「骨鯁方」.

78) “凡丁瘡者, 忌見麻花, 見則死. 又不得入麻中行.” 「丁瘡」.

79) 이러한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현숙, 권복규, 2007: 6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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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유비를 전용하는 방식으로서의 유감적인 사유, 극과 극이 만나 생명력

이 전이되고 순환된다는 생각, 수리(數理)에 따라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

는 믿음, 절차로서 상징과 의례를 안고 있는 실행 등을 포괄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종종 중첩적이다. 다음으로, 『향약구급방』

에 등장하는 물(物)은 근대의 담장 안에서가 아닌 열린 지평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인간과 물(物)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과 경험되는 양상은 존재하는 시

공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거친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수참

새똥과 옹절(癰癤), 현벽(痃癖), 산가(疝瘕) 등에 쓰는 성질이 따뜻한 약재 백

정향(白丁香), 투박한 시골의 논밭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이를 원료로 만

든 핸드백 속의 유명 화장품, 윗목에 놓인 요강 속 오줌과 이른바 과학적 방법

으로 성분을 추출해 제형화한 의약품, 농가의 일꾼이자 길동무인 소 누렁이

와 마트 진열장에 전시된 쇠고기 포장육, 이들 각기 짝은 서로 기원은 같으면

서도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들 각 쌍들은 동일한 상동

관계를 이루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근대인의 시선은 이중적인 경우가 많다. 

셋째, 『향약구급방』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낯익은 물(物)들을 많이 활용하

고 있는 비전문인용 가정 상비 의료 지침서인 까닭에, 고려의학 전반을 논할 

때는 또 다른 공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바로 고려의 『어의촬요방』 같은 전

문가용 의서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의료자원의 수급이 비교적 원활한 중앙의 

의료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혹자는 본 절의 논의에서 여말선초 역사 주체의 목소리가 없다

거나 이를테면 조선 후기의 문화적 저변도 그 양상이 비슷하지 않냐며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이 절은 중세의 의료문화사 전반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향약구급방』에 한정해 여기에 전제된 몸, 물질, 세계에 대한 관념을 

읽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대한 관련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한정되어 있는 까

닭에 치방을 중심으로 이를 추론하고 해석해 내는 것이 본 절에서 수행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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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었다.80) 종종 사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세의 이른바 

‘치유문화’를 다룬 글들이 적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이들은 종종 불충분한 맥

락화로 인해 과학의 상대 개념이 되어버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중세 

의학을 과학사/의학사에서 소외시켜왔다. 이런 서술방식과 거리를 두고 문제 

풀이 활동이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 글은 역사의 주체들이 제시한 해

법인 『향약구급방』의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본 절은 그 가

운데 세계관을 탐색했다. 『향약구급방』은 중세 동아시아 이를테면 당, 송 및 

삼국, 고려의 의약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중층의 텍스트이자 기층문화와 가까

웠던 실용서인 까닭에 비교적 긴 시간 여러 유사 의학 활동과 문화적 저변을 

공유한다. 하지만 유럽의 특정한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등장한 단절 및 혁

명 중심의 이분법적 역사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역사의 주체들이 당면한 의

학적 문제들을 풀어내는 해법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대개 옛것과 새것이 조

합된 즉 지속과 갱신이 어우러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신구의 개념, 발

상, 기술, 도구 등의 제 요소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상호 연관시키고 재배치하

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의학 실행 스타일로서 『향약구급방』은 이를테면 조선 

후기 구급의서와 비슷한 점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이들과 구

별되는 다른 특징도 갖고 있다.

4. 해법: 『향약구급방』의 의학 실행 스타일

『향약구급방』의 특징을 보건대, 여말선초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의료지

형의 특정한 영역을 담당했던 『향약구급방』은 주류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

문가 중심의 궁중의학이나 그 상대자인 민간의료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포괄하기 힘든 나름의 고유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81) 

80) 『鄕藥救急方』 혹은 중세문화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지금까지 없었다.

81)  일부 학자들이 조선의 주류의학을 편하게 지칭하는 말로 “儒醫醫學”을 쓰곤 하지만, 같은 

용어 “儒醫”를 공유하면서도 중국의 사정과 달랐던 고려/조선의 의료 환경에서 이런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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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병 분류에 있어서 『향약구급방』은 질서와 원리를 중시했던 규범적

인 종합의서 및 구급의서 전통과 달리 중독과 관련된 일상의 구급 질환을 앞

에 배치했다. 풍(風)을 모든 질병의 근원이자 우두머리로 보는 의학고전 『황

제내경(黃帝內經)』의 전통을 따라 의서는 중풍(中風)이나 육음(六淫: 風, 寒, 

暑, 濕, 燥, 火)으로 인한 병을 책의 머리에 놓아 여타 질환을 이끌고 있는 구

성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향약구급방』은 편제상 중풍이나 상한(傷寒)/중

한(中寒)이 아닌 중독 질환 즉 식독(食毒), 육독(肉毒), 균독(菌毒) 등을 앞에 

세우고 골경방(骨鯁方), 식열방(食噎方), 졸사(卒死), 이열갈사(理熱暍死) 등

의 순서로 그 나머지를 배치했다.82) 자연철학적 분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중독 

질환 특히 식독을 맨 앞에 세웠다는 사실은 여말선초 식중독을 포함한 중독이 

흔하거나 자주 경험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뒤따르는 

조선의 구급의서 역시 규범적 종합의서 전통을 따라 풍한(風寒) 등 육음을 앞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구급의학 전통에서 『향약구급방』은 두드러진

다.83) 이른바 기일원론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향약구급방』 

편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것이다. 

창졸간 생긴 질환을 다루는 향촌의 의료 지침서로서 『향약구급방』이 전략

적으로 선택한 도구 및 기술은 기본적으로 단방(單方) 중심의 향약과 이를 가

지고 병독(病毒)을 제압하는 것이다. 치료를 위한 다양한 도구 및 기법 예를 

들어 약물, 쑥뜸, 도포(塗布), 첩부(貼付), 점적, 찜질 등 여러 처치법이 동원

되지만, 본초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약재 여럿으로 구성된 복방(複方)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물(物)을 활용한 단방이 다수를 차지한

다.84) 약물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적 기법은 염증이나 독소 같은 

병변 부위의 병독을 처리하는 한편 동시에 인체 내의 의도적 순환을 통해 소

82) 이러한 구성상 특징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다(이현숙, 권복규, 2007).

83)  救急醫學 전통은 中國보다는 朝鮮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鄕藥救急方』을 제외한 朝鮮의 

救急醫書들은 모두 風이나 寒을 책머리에 두고 있다(김상현, 2018, 제61회 전국역사학대

회 발표요지).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상세히 다룰 가치가 있다.

84) 이러한 점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다(이경록, 2018b: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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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균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쉽게 알 수 없는 인체 내부의 사정은 논외로 

하고 있는 『향약구급방』은 이러한 일반적 기법 가운데 병독을 제압하거나 해

소하는 방식만을 채택했다. 그것도 주로 한두 가지 약물만 쓴다. 외과전문서

인 『치종지남(治腫指南)』(16세기)과 달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과술도 다루

고 있지 않다.85)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급이란 상황과 비전문인을 위한 가정 

및 향촌의 의료지침서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전문 인력 및 양질의 약

재 등 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궁중에서 쓰였던 『어의

촬요방』이 복방 중심의 다양한 약재를 구사했던 점과 비교된다(이경록, 2010: 

265-273). 주목건대, 『향약구급방』이 다루고 있는 약물로는 자연에서 당장 마

련할 수 있는 물(物)만이 아니라 해마다 갈무리해 놓은 식재료와 미리 만들거

나 갖춰서 준비해둔 약물도 적지 않다. 

『향약구급방』에는 지배 엘리트인 사인층의 윤리적 정체성과 자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글쓰기 양식이 발견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향약구급방』 관련 주체

들은 여말선초의 사인층이며 『향약구급방』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공간에서 이

들이 박시제중의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흥미롭게

도 『향약구급방』에는 선행 문헌에 대한 검토 및 의론이 전혀 없으며 인용 근

거를 밝힌 것은 처방 조문 550여개 가운데 서너 개에 불과하다.86) 이는 조선

후기 사대부 정약용(丁若鏞)이 인용 문헌을 중심으로 치밀한 텍스트 비교와 

탐구를 통해서 의서 『마과회통(麻科會通)』(1798)을 저술한 것과 대비된다. 인

정(仁政)의 이상은 동일했지만, 14세기 전후의 사인층은 18세기말 사대부와

는 다른 방식으로 의학지식을 생산해 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약

85)  金瘡으로 창자가 삐져나왔을 때 桑白皮로 그 표면만을 봉합하고 닭의 볏피를 바르는 治

方이 유일하다. 화살을 비롯해 날카로운 대나무나 나무가시에 몸에 박혀 나오지 않을 때

도 外科術에 대한 언급은 없다.

86)  藥王 孫眞人의 말을 인용하거나, 藥方의 淵源으로 어느 新羅僧과 慎尙書를 언급하는 정도

이다. 사실 이외에도 몇몇 조문에서 許令公, 姚僧坦, 「盧堂傳」, 所西將軍, 李絳, 沈存中 등 

인물의 경험이나 관련 문헌이 언급되지만, 그 條文 전체와 유사한 記錄이 선행 문헌 이를

테면 『千金方』, 『聖惠方』, 『證類本草』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鄕藥救急方』의 편저자는 이

에 대해선 논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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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방』에는 오언시(五言詩)도 보이고, 전(傳) 형식의 「고전록험방(古傳錄驗

方)」이 권말에 부가되는 등 유가의 글쓰기 방식도 엿보인다.87) 『향약구급방』

의 저자는 동물을 살상해 약물을 제조하는 과정을 글로 남기지 않는다[惡傷物

命]는 언명으로 자신들의 윤리적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88) 의

료현장에서의 환자-의사 간 문화적 권력관계도 사인층의 윤리적 정체성과 연

관되어 있다. 여말선초 사인들이 종교적이고 무술적인 치병의례를 거부하고 

의약을 쓸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향약구급방』 역

시 원혼이나 귀신을 병의 빌미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지

휘자인 사인들이 환자로서의 식솔 및 지배 지역민을 대하는 태도는 온정적이

자 계몽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약구급방』에 드러난 의학 지식의 성격 및 텍스트와 관계 맺는 방식은 의

가의 신비적이고 기술적인 의학과 다를 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이 사인층으

로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유의들의 의학과도 다르다. 비전문가에게 

유용한 『향약구급방』은 비전에 의해서 전수되는 난해하고 신이한 의학 전문

가의 의학과는 다른 것이었다. 『향약구급방』의 간행은 이전에 의학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존재했던 의학지식이 텍스트 형태로 공유되는 방

식으로 공적인 공간으로 의학지식이 이행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적 사례다. 송, 금, 원대를 거치며 등장한 중국의 유의처럼 유학적 소양을 배

경으로 하는 문식 있는 의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학적 지식의 획득과 전

87)  이러한 형식의 글쓰기는 이후 조선의 醫書에서도 흔히 보이는바 이는 麗末鮮初에 士人들

이 의학지식을 산생하기 시작한 이후 醫學傳統에 儒敎文藝傳統이 접목됐음을 의미한다.

88)  두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又理筋絶. 用蠏. 惡傷物命, 不具注.” 「墮損壓笮傷折打

破」; “理唇緊面腫.…又方. 燒羌蜋[出上], 惡傷命, 今不具注.” 「口脣」. 의료에서 이러한 “惡

傷物命”의 관념은 唐代 孫思邈의 『千金要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연구자 신영

일(1994: 183)은 고려가 佛敎國家였던 점을 들어 이를 佛敎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하지

만 孫思邈은 道敎, 儒敎, 佛敎 三敎一致의 입장에 서있었고, 『千金要方』「大醫精誠」에서 논

하고 있는 醫家의 倫理 내용은 오히려 道敎와 연관이 깊다(권경인 외, 2005). 또한 이러한 

製法은 본질적으로 佛敎의 不殺生戒와 상충할 뿐 아니라, 佛敎와 거리를 두고자 했던 朝

鮮에서 『鄕藥救急方』이 재간행될 때 이 문구가 삭제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종교와 상

관없이 지성인라면 누구나 “惡傷物命”에 공감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꼭 佛敎의 영향이

라고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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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과정에는 텍스트를 통한 학습과 심득(心得)이 강조되고, 그 의학적 효과는 

종종 시술자의 도덕적 수양, 의(意), 전문가적 경험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해되어 왔다(Leung, 2003). 하지만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한 의학 활동은 

사인층이 주체이면서도 이와는 사뭇 다르다. 『향약구급방』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기 쉬운 질병에 알기 쉬운 약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경험방

서이자 일종의 안내책자이다. 이 의학 스타일은 정연한 질서, 의학적 원리, 정

합적 설명, 고전의 학습, 도덕적인 수양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급선무인 까닭에, 치방의 효과 여

부, 도구로서 약물의 확보, 요강이나 과정의 숙지, 절차적인 의례, 응급 처치

법 수행 자체가 더 중요했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 의학 활동이 상식적인 의미

에서 주류의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이른바 관의학, 학술의학, 유의의학 등

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의(醫)”임을 보여준다. 

5. 맺음말

이상 『향약구급방』을 두고 이분법의 인식틀 아래 근대적 관념들을 동원해

서 파악코자 했던 전통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말선초 『향약구급방』

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활동을 다시 읽어보았다. 관련 행위자들의 문제의식

과 주체적 의학활동을 드러내기 위한 접근방법은 우선 “의(醫)”를 사회적 조

건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학활동으로 규정하고, 

그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의 특징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 탐

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향약구급방』은 여말선초 새로운 문

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인층이 의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식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었으며, 흥미롭게도 『향약구급

방』은 중앙의 주류 의학인 관의학이나 이른바 중국의 유의의학과도 구별되는 

세계관, 물질관, 신체관, 지향점을 담고 있는 ‘의학실행[醫]’이었다. 이들이 인



YI Kiebok, KIM Sanghyun, OH Chaekun, JEON Jongwook, SHIN Dongwon : An Exploration into 
Life, Body, Materials, Culture of Mediaeval East Asia: Focusing on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of Koryŏ Dynasty

│ 醫史學34

지하고 있었던 문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향촌의 현실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시 사인들의 최선 방책은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물을 중심으로 

가정 의료지침서를 만들어 간행하는 것이었다. 바로 『향약구급방』이다. 이 텍

스트에 수록된 치방의 이면에서 읽을 수 있는 중세인의 세계관은 독물의 인체 

침습, 음양결합의 역동성, 우주와의 감응, 생명력의 전이/순환, 유비의 전용, 

절차로서의 의례, 유감의 논리 등 몇 가지 관념이 얽혀있는 것이었다. 또한 『

향약구급방』의 향약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物)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용어는 고려/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현지에서의 구

득성(求得性)을 지시하는 로컬리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향약구급방』 

관련 주체들은 유학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기술로서 “향(鄕)”

을 취한 것이다. 고려 의서 『향약구급방』은 한국 구급 의학 전통의 원류라고 

할 수 있지만, 질병 분류 방식에 있어서 중독을 편제상 첫머리에 둔다는 점에

서 육음을 앞세웠던 후대의 구급 전문 의서와는 다른 의학 실행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학에 대한 대표적 통념인 기일원론적인 세계관과는 

성격이 달랐던 또 하나의 의학 지형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상의 특

징은 『향약구급방』이 단지 중국의학 유입의 절충물, 합리적 의학의 전구, 자

주적 의학의 발로, 중세의학의 원시성 등의 술어로만 설명될 수 없는 독자적

인 의학사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색인어:  향약구급방, 한국의학사, 고려, 거버넌스, 몸, 물(物), 실행, 
문제풀이,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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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into Life, Body, Materials, 
Culture of Mediaeval East Asia: Focusing 
on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of Koryŏ Dynasty

YI Kiebok,* KIM Sanghyun,** OH Chaekun,*** JEON Jongwook,****  
SHIN Dongwon*****

The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鄕藥救急方, 

Hyang’yak Kugŭpbang) (c. 14th century) is known to be one of the oldest 

Korean medical textbooks that exists in its entirety. This study  challenges 

conventional perceptions that have interpreted this text by using modern 

concepts, and it seeks to position the medical activities of the late Koryŏ 

Dynasty 高麗 (918-1392) to the early Chosŏn Dynasty 朝鮮 (1392-1910) in 

medical history with a focus on this text. According to 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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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is a strategic compromise 

of the Korean elite in response to the influx of Chinese medical texts and 

thus a medical text from a “periphery” of the Sinitic world. Other studies 

have evaluated this text as a medieval publication demonstrating stages 

of transition to systematic and rational medicine and, as such, a formulary 

book 方書 that includes primitive elements. By examining past medicine 

practices through “modern” concepts based on a dichotomous framework 

of analysis — i.e., modernity vs. tradition, center vs. periphery, science 

vs. culture — such conventional perceptions have relegated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to the position of a transitional 

medieval publication meaningful only for research on hyangchal 鄕札 

(Chinese character-based writing system used to record Korean during the 

Silla Dynasty 新羅 [57 BC-935 AD] to the Koryŏ Dynast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is dichotomous framework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medicine. As such, this study first defines 

“medicine 醫”, an object of research on medical history, as a “special form 

of problem-solving activities” and seeks to highlight the problematics and 

independent medical activities of the relevant actors. Through this strategy 

(i.e., texts as solutions to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to determine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was a problem-solving method for the scholar-gentry 士人層 

from the late Koryŏ Dynasty to the early Chosŏn Dynasty, who had adopted 

a new cultural identity, to perform certain roles on the level of medical 

governance and constitute medical praxis that reflected views of both the 

body and materials and an orientation distinguished from those of th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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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medicine of Confucian physicians 儒醫, which was the mainstream 

medicine of the center. Intertwined at the cultural basis of the treatments 

and medical recipes included in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were aspects such as correlative thinking, ecological circulation 

of life force, transformation of materiality through contact, appropriation of 

analogies, and reasoning of sympathy. Because “local medicinals 鄕藥” is 

understood in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as referring 

to objects easily available from one’s surroundings, it signifies locality 

referring to the ease of acquisition in local areas rather than to the identity 

of the state of Koryŏ or Chosŏn. As for characteristics revealed by this 

text’s methods of implementing medicine, Korean medicine in terms of this 

text consisted largely of single-ingredient formulas using diverse medicinal 

ingredients easily obtainable from one’s surroundings rather than making 

use of general drugs as represented by materia medica 本草 or of multiple-

ingredient formulas. In addition, accessible tools, full awareness of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of the guidelines, procedural rituals, and acts of 

emergency treatment (first aid) were more important than the study of the 

medical classics, moral cultivation, and coherent explanations emphasized 

in categorical medical texts. Though Emergency Medicine Recipes in Local 

Medicinals can be seen as an origin of the tradition of emergency medicine 

in Korea, it differs from medical texts that followed which specializing in 

emergency medicine to the extent that it places toxicosis 中毒 before the 

six climatic factors 六氣 in its classification of diseases.

Key words:  Hyang‘yak Kugŭpbang, History of Korean Medicine, Koryŏ 
Dynasty, Governance, Body, Material, Practice, Problem 
Solving Activity, Styles of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