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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 진료기록을 통해 살펴본

가미보정산의 기원 및 명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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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s and transformations to the name of Augmented Widen the Core Powder (加味普正散)

as seen in the Dr. Kim Young Hoon’s Medical Records

Dongryul Kim

Dept.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information on Augmented Widen the Core Powder (加味普正散) (AWCP) in the Dr. Kim Young Hoon’s medical record

database, Cheongang Medical Records. AWCP is a prescription that is not found in the existing medical texts, yet is referred to in Dr.

Kim Young Hoon’s medical record database. By examining these records, this study shows that the original prescription for AWCP was Decoction

for Rectifying the Qi with Cyperus and Kudzu (香葛正氣飮) and that this prescription was deeply related to Rectify the Qi Powder Worth

More Than Gold (不換金正氣散) as well as Cyperus and Kudzu Decoction (香葛飮). In addition, AWCP had several nam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s name changed from the Powder of Relieving Lives and Rectifying the Qi (普救正氣散) to AWCP. In particular, this study shows

that the term ‘gami’ (加味 augmented) indicates a change in prescription name, not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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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강 김영훈은 근현대 한의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히 그가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약 60여년에 걸쳐 

남긴 진료기록은 2012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한국전쟁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개인이 꾸준히 정리한 진료기록

이 현재까지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 근

현대 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그 학술적 가치가 

남다른 사료이다.1)

김영훈의 진료기록(이하 청강 진료기록)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그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가장 대표

적인 연구자는 김영훈의 수제자이자 동국대학교 교수로 활

동하였던 고 이종형교수이다. 그는 김영훈의 일대기를 서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강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그가 자주 

사용하였던 처방을 수집 및 정리하여 �청강의감�을 편술하

였다. 차웅석 등은 청강 진료기록을 정리2) 및 복원3)하고 

이에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모형을 구상하는 연구4)를 진행

하였으며, 김동율은 청강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

으로 조망 및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5) 그 외에

도 이병욱, 김동율, 우종원 등은 청강 진료기록에 등장하는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6)7)8)

1) 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 분석 연구｣. 서울: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1.

2) 차웅석. ｢청강진료부 자료현황 보고｣. 대한한의학회지. 2004;25(2):119-126.

3) 차웅석, 박래수.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 복원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1):1-12.

4) 차웅석.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모형 개발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2):279-291.

5) 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 분석 연구｣. 서울: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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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강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김영훈의 처방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처방은 청강 진료기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

는 처방인 加味普正散이다. 가미보정산은 이미 이병욱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가미보정산은 감

기처방이 발달해온 한의학의 오랜 역사 속에서 香附子가 

君藥인 감기처방의 맥락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사학적 의의

가 있는 처방이다.9)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청강 진

료기록에 대한 종합적 조망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착안하여 실제 김영훈이 남김 진료기록에서 가미보정산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집중하였다. 

연구는 크게 2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

째 소재는 가미보정산의 기원이다. 가미보정산은 역대 한의

서에 보이지 않아 그 기원을 찾기 어려운 처방이다. 본 연

구에서는 청강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단서를 추

적해보았다. 두 번째 소재는 가미보정산의 명칭 변화이다. 

60여년에 걸친 청강 진료기록에는 가미보정산이 하나의 이

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청강 진료기록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칭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10)

특히 이번 연구는 가미보정산이라는 주제를 청강 진료기

록 안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서 그간 알기 어려웠

던 다양한 정보들을 수합한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해당 자

료만으로 충분한 분석이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연구적 한

계 또한 포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

강 진료기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

술적 결과를 얻고, 가능성 있는 연구 소재들을 발견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Ⅱ. 본론

1. 가미보정산의 기원

가미보정산은 역대 동아시아 의학문헌에 보이지 않으며 

유일하게 청강 김영훈의 유고인 �청강의감�에만 등장하는 

처방이다.11) �청강의감�의 편저자 이종형은 이 처방을 感

冒의 대표 처방으로 언급하면서 香葛湯의 변방이라고 하였

는데12), �동의보감�에서는 향갈탕을 傷寒에 陰陽의 兩感에 

不問하고 두통, 한열의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였다.13) 가미

보정산의 유래에 대한 유일한 연구인 이병욱 등의 연구에 

따르면 향갈탕은 芎芷香蘇散과 升麻葛根湯의 합방인데, 여

기서 승마와 작약이 빠지고 형개, 방풍, 강활이 들어가 荊

防敗毒散의 의미를 취한 처방이 가미보정산이라 하였다. 따

라서 가미보정산의 발달과정을 향소산에서 궁지향소산, 궁

지향소산에 승마갈근탕을 합한 향갈탕, 향갈탕에서 형방패

독산의 의미가 들어간 가미보정산으로 연결시켜 보고 있다. 

또한 �승정원일기�에서 향갈탕에 형개･방풍, 강활･방풍 등

을 가미한 예가 있음을 통해 왕실에서 향갈탕에 형개 방풍 

강활 등을 넣은 처방을 사용하던 것이 김영훈에게 전해지

면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미보정산이라는 처방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추측하였다.14)

한편, 본 연구에서는 1915년 기록에 가미보정산의 초창

기 처방명인 普救正氣散15)이 처음 등장하였다는 사실에 착

안하여 청강 진료기록 중 보구정기산 등장 이전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김영훈은 1909년 보춘의원을 개원하였으며 

1914년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체계적 남겼는데, 보

구정기산은 1915년 8월에 처음 등장한다. 따라서 보구정기

산이 등장하기 전 기록 중 현재 남아있는 1914년 4월 1일

부터 1914년 12월 23일까지 기록을 중심으로 보구정기산

과 비슷한 상황에 활용된 처방, 혹은 약재 구성이 유사한 

처방을 찾아보았다.

6) 이병욱, 김동율, 차웅석. ｢감모처방 청강의감 ‘가미보정산’의 의학역사적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77-86.

7) 김동율, 정지훈, 차웅석. ｢청강 김영훈의 거서화중탕 임상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43-158.

8) 우종원, 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월경 관련 질환 처방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1-17.

9) 이병욱, 김동율, 차웅석. ｢감모처방 청강의감 ‘가미보정산’의 의학역사적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77-86.

10) 본 연구에 쓰인 청강 진료기록은 경희대학교부설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센터 소장 자료이다. 약 14만 건의 진료기록이 정리되어 있는 비공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로서 아직 미완성이기는 하나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넓은 시기에 걸친 방대한 양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연구적 가
치가 충분하다 판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1) 이병욱, 김동율, 차웅석. ｢감모처방 청강의감 ‘가미보정산’의 의학역사적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77.

12) 이종형. �청강의감�. 서울:성보사. 2001:76.

13) 허준.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12:1091.

14) 이병욱, 김동율, 차웅석. ｢감모처방 청강의감 ‘가미보정산’의 의학역사적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77-86.

15) 명칭의 변화에 대해서는 2. 가미보정산의 명칭 변화에 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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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香葛正氣飮 : 1914년 가미보정산의 초창기 명칭

1914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록된 처방들의 약재 구성

을 일일이 찾아본 결과 가미보정산과 약재구성이 유사한 처

방을 찾을 수 있었다. 처방의 이름은 향갈정기음으로 이 처방 

역시 가미보정산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름이 역대 의방서에

서 보이지는 않으나, 현재 남아있는 가장 빠른 시기의 청강 

진료기록인 1914년 4월 기록에만 해도 수차례 등장한다. 청

강 진료기록상 최초로 등장한 향갈정기음의 약재구성을 �청

강의감�의 가미보정산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6))

향갈정기음과 가미보정산을 비교해보면, 약재의 구성 및 

분량에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점은 향갈정기음에 가

미보정산의 강활과 백지가 빠졌다는 정도이다. 한편 1914년

도 진료기록에 등장하는 향갈정기음 몇 가지의 약재구성 

및 분량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가미보정산
�청강의감�

향갈정기음
1914_0401_0410_2717)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향부자 2.5 향부자 2.5

창출 1.5 창출 1.5

갈근 1.5 갈근 1.5

진피 1 진피 1

소엽 1 소엽 1

형개 1 형개 1

방풍 1 방풍 1

천궁 1 천궁 1

강활 1

백지 1

감초 0.5 감초 0.5

강 3 강 3

총 2 총 2

표 1. 가미보정산과 향갈정기음의 약재 구성 비교(분량단위 : 錢)

향갈정기음A
1914_0401_0410_27

향갈정기음B
1914_0401_0410_34

향갈정기음C
1914_0401_0410_43

향갈정기음D
1914_0420_0428_42

향갈정기음E
1914_0926_1008-19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향부자 2.5 향부자 3 향부자 2 향부자 2 향부자 3

갈근 1.5 갈근 2 갈근 1.5 갈근 1.5 갈근 1.5

창출 1.5 창출 2 창출 1.5 창출 1.5 창출 1.5

소엽 1 소엽 1 소엽 1 소엽 1 소엽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천궁 1 천궁 1 천궁 1 천궁 1 천궁 1

형개 1 형개 1 형개 1 형개 1 형개 1

방풍 1 방풍 1 방풍 1 방풍 1 방풍 1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감초 1

강 3 강 3 강 3 강 3 강 3

총 2 총 2 총 2 조 2 총 2

강활 1 강활 1 강활 1

백지 1 백지 1

표 2. 청강 진료기록에서 1914년 사용된 향갈정기음 일부의 약재구성 비교 

같은 해 기록에서 보이는 5가지 향갈정기음의 약재구성

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가미보정산과 비교했

던 최초의 향갈정기음(향갈정기음A)을 기준으로 보면 향갈

정기음B는 향부자, 갈근, 창출 등 본 처방의 주요약재들의 

분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강활을 가하였다. 향갈정기음C는 

향부자의 분량을 줄이고 강활을 가하였으며, D의 경우는 

강활 대신 백지를 가하였다. 한편 향갈정기음E는 강활과 백

지가 모두 가해져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향갈정기음E는 

분량은 조금 다르나 약재 구성에서 �청강의감�의 가미보정

산과 약재구성이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향갈정

기음E가 만들어진 1914년 9월 이후에 쓰인 향갈정기음 중

에도 강활이나 백지가 빠진 향갈정기음이 있는 것으로 보

16) 약재의 분량은 모두 錢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분량이 1인 경우 1錢이며 0.5는 5分을 가리킨다. 이후 본문 상 약재 분량은 모두 동일한 기준
으로 기재하였다. 

17) 다음은 청강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데이터별 고유식별 번호이다. 청강 진료기록은 여러 권의 책(진료기록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예의 경우 1914년 4월 1일~10일까지의 기록이 담긴 진료기록물의 27번째 페이지에 있는 기록을 뜻한다. 이후 추출한 데이터에도 동일하
게 상기 식별 번호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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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8) 강활과 백지의 가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변

화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1914년 사용된 향갈정기음 전체 153례의 약재활

용 빈도를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표319))

No 약재명 빈도 No 약재명 빈도

1 갈근 152 21 박하 7

2 창출 152 22 전호 7

3 감초 152 23 상백피 5

4 강 151 24 적복령 5

5 향부자 150 25 시호 4

6 천궁 148 26 승마 2

7 진피 148 27 황금 2

8 소엽 143 28 향유 2

9 총 116 29 백편두 2

10 형개 109 30 백개자 1

11 방풍 105 31 초과 1

12 강활 70 32 산사 1

13 백지 36 33 백작약 1

14 반하 34 34 황기 1

15 후박 30 35 천황련 1

16 지각 24 36 목향 1

17 곽향 23 37 라복자 1

18 조 13 38 조금 1

19 길경 10 39 당귀 1

20 행인 7

표 3. 1914년 사용된 향갈정기음 153례의 약재활용 빈도

표 3에 따르면 향갈정기음에는 향부자, 갈근, 창출, 감초, 

진피, 천궁, 소엽, 생강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그 다

음으로는 총, 형개, 방풍이 자주 가미되었다. 가미보정산의 

기본 약재로 기재되었던 강활은 전체 향갈정기음 처방의 

1/2 정도에 들어갔으며 백지는 1/4 정도에 들어갔다. 강활

과 백지가 갈근, 향부자 등 가미보정산의 다른 기본약재의 

활용빈도에 비해 다소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기는 하나 가

미보정산의 기본약재가 아닌 약재들, 예를 들어 지각, 곽향, 

길경 등과 같은 약재들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영훈이 이처럼 다양한 약재를 가감하였다는 점을 

하나의 처방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

가 있었다. 예를 들어 최초의 향갈정기음에 김영훈이 여러 

가지 약재를 조합해보면서 최고의 약재구성을 찾아내고 이

를 가미보정산으로 고정시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인데, 김영

훈의 약재 가감은 최고의 약재 구성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기보다 환자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감을 한 것으로 보는 편

이 더욱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김영훈의 약재 가감에 대한 상기 견해는 �청강의감�에 

잘 드러난다. �청강의감�에서는 하나의 처방을 설명한 뒤 

각각의 증상유무에 따라 어떤 약재를 가감해야하는가가 기

재되어 있으며, 실제 처방 활용례에도 가감된 처방들이 등

장한다. 예를 들어 가미보정산의 경우 ‘表鬱無汗에는 加 마

황 1돈’과 같은 가감법이 12가지가 등장하며, 가미보정산 

활용례의 경우 처방명은 가미보정산으로 동일하나 약재의 

분량이나 가감된 약재가 달라진 경우도 여러 차례 보인

다.20) 가미보정산의 경우 이름에 ‘加味’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가감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청

강의감�의 荊防淸解散의 예를 보아도 동일한 양상을 찾아

볼 수 있어21) 이것이 가미라는 이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강의감�이 김영훈의 유고인만큼 그의 진료초기

에도 이와 같은 약재 가감의 양상을 보였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 保幼淸凉飮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

다.(표 4) 1914년 4월에 사용된 4건의 보유청량음을 비교

해보면 갈근, 승마, 작약, 소엽, 형개, 감초, 강, 총이라는 

기본 구성은 같으나 상황에 따라 약재 분량 상에 변화를 

주거나 시호, 황금, 연교, 방풍 등 몇몇 약재들이 가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영훈이 약재에 다양한 가감을 

하는 경향성은 진료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양한 가감이 있다해도 기본적인 처방의 형

태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앞서 살펴본 향갈정기음

에서는 향부자, 갈근, 창출, 소엽, 진피, 천궁, 형개, 방풍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몇몇 약재가 가감되었으

며, 보유청량음도 갈근, 승마, 적작약, 소엽, 형개 등의 기본 

약재 구성을 가진 상태에서 약재의 가감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18) 1914년 9월 이후에 쓰인 향갈정기음 중에도 향갈정기음A에 강활만 가해진 처방이 있고(1914_1009_1028_19, 1914_1009_1028_65), 백지만 
가해진 처방 등이 존재한다(1914_1204_1213-7).

19) 빈도 조사를 위해 동일 약재를 지칭할 경우 하나의 이름으로 명칭을 통합하였다. 갈근, 건갈은 갈근으로, 당진피, 귤피, 진피는 진피로, 생강, 
강은 강으로 통일하였다.

20) 이종형. �청강의감�. 서울:성보사. 2001:76-78.

21) 이종형. �청강의감�. 서울:성보사. 2001: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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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청량음
1914_0401_0410-14

보유청량음
1914_0401_0410-23

보유청량음
1914_0401_0410-49

보유청량음
1914_0401_0410-58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갈근 2 갈근 2 갈근 2 갈근 2

승마 1 승마 1 승마 1 승마 1

적작약 1 적작약 1 적작약 1 적작약 1

소엽 1 소엽 0.7 소엽 1 소엽 1

형개 0.5 형개 0.5 형개 1 형개 1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강 1 강 1 강 3 강 2

총 1 총 1 총 2 총 2

황금 0.5 방풍 0.5 방풍 1

지각 0.5 연교 1

시호 1

표 4. 청강 진료기록에서 1914년 사용된 보유청량음 일부의 약재구성 비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1914년 김영훈은 향갈정기음

이라는 명칭의 처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재의 구성 측

면에서 이 처방은 가미보정산의 기원처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향갈정기음 역시 보구정기산처럼 역대 여러 의방서에 

보이는 처방명은 아니었다. 따라서 2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하나는 현재까지 학계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의서, 특히 조선말에 유통되었던 의서에 이 

처방이 수록되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특히 김영훈이 1909년

보춘의원을 개설하기 전 동제의학교 도교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당대 어의들과 교류하면서 왕실의 처방에 대한 식

견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이병욱 등의 연구

에서도 승정원일기의 처방례에서 가미보정산의 기원 가능

성을 견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 판단한다. 두 번째는 그가 여러 임상 경험을 

거쳐 향갈정기음을 창방했다는 견해이며, 이 역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 香葛正氣飮과 不換金正氣散

향갈정기음이라는 처방이 김영훈의 대표 처방인 가미보

정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청

강 진료기록에 남아있는 향갈정기음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

펴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

가 향갈정기음과 불환금정기산의 관계이다. 앞서 표 4에서 

1914년에 사용된 향갈정기음 전체 약재의 활용 빈도를 확인

해 보면, 가미보정산의 기본약재를 제외하고 가장 빈번히 가

감된 약재로 반하, 후박, 곽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들은 모두 불환금정기산을 이루는 주요 구성 약재이다. 즉, 불

환금정기산의 주요 약재인 창출, 진피, 감초, 생강 등 이미 가

미보정산의 기본약재에 포함되어 있는 약재를 제외하고 남은 

반하, 후박, 곽향 등이 향갈정기음에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1914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15년 이후 향

갈정기음은 총 19번 등장하는데, 이 중 약재구성이 나타난 

7건의 예를 보면(표 5) 향갈정기음은 주로 가미보정산의 

기본 구성에 불환금정기산의 주요 약재인 후박, 곽향, 반하

를 비롯하여 비위기능 및 소화에 작용하는 약재들이 가해

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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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갈정기음
1917_0704_0718_12

향갈정기음
1917_0704_0718_30

향갈정기음
1919_0712_0725_13

향갈정기음
1919_0712_0725_42

향갈정기음
1919_0712_0725_119

향갈정기음
1923_0515_0606_138

향갈정기음
1930_0819_0906_181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향부자 3 향부자 3 향부자 2 향부자 2 향부자 2 향부자 3 향부자 2.5

갈근 2 갈근 2 갈근 2 갈근 1.5 갈근 1 갈근 1.5 갈근 1

창출 2 창출 2 창출 2 창출 1.5 창출 2 창출 1.5 창출 2

소엽 1 소엽 1 소엽 1 진피 1 소엽 1 소엽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방풍 1 진피 1 진피 1 천궁 1

천궁 1 형개 1 형개 1 천궁 1 방풍 1 형개 1 감초 0.5

강활 1 방풍 1 방풍 1 감초 0.5 천궁 1 방풍 1 총 2

감초 0.5 천궁 1 천궁 1 강 3 강활 1 천궁 1 강 3

강 3 강 3 백지 1 조 2 감초 0.7 강활 1

조 2 조 감초 0.5 강 3 감초 0.5

강 3 조 2

조 2

후박 1 후박 1 후박 1 후박 1 후박 1 후박 1

곽향 1 곽향 1 곽향 1 곽향 1

반하 1 반하 1 반하 1

초과 0.5 지각 1 황금 1 백편두 1 초과 0.7 산사 1

향유 2 지각 1

표 5. 청강 진료기록에서 1915년 이후 사용된 향갈정기음 약재구성 비교

청강 진료기록에는 향갈정기음과 불환금정기산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기록도 존재한다.(표 6) 그 중 하나는 

1914년 기록인 향갈환금전이다. 1914년 5월에 단 한 차례 

기록된 이 처방명은 이름에서 유추가 가능하듯이 실제 약

재구성에서도 향갈정기음과 불환금정기산의 합방에 약간의 

약재가 가감된 처방이었다. 또 다른 예는 1930년도에 사용

된 향갈정기산이다. 이 기록은 구체적으로 ‘향갈정기산(향

소산 합 불환금정기산)이라 적혀있으며, 약재구성의 경우 

자세한 설명 없이 갈근 2돈, 천궁 1돈, 방풍 0.8돈, 형개 

0.8돈을 가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을 토대로 

향갈정기산의 약재를 재구성해보니(표 6) 이 처방 역시 향

갈정기음에 불환금정기산이 합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독 향갈정기음이 불환금정기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 이유는 향갈정기음 역시 가미보정산과 마찬가지로 감모

에 주로 활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감모에서 소화와 관련

된 문제가 더해졌을 때 두 처방을 합방하여 활용했을 것이

라 본다. 특히 �동의보감�에서 불환금정기산이 단순히 비위

질환에 쓰이는 처방이 아니라 傷寒陰證으로 인해 생긴 소

화문제에 쓰인다는 점22)은 김영훈이 감기 처방인 향갈정기

음에 불환금정기산 약재를 가감했던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갈환금전
1914_0523_0603_17

향갈정기산
1930_0401_0415_35

향갈정기음A
1914_0401_0410_27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향부자 2.5 향부자 2 향부자 2.5

창출 1.5 창출 1.5 / 2 창출 1.5

소엽 1 소엽 2 소엽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감초 0.5 감초 0.5 /1 감초 0.5

강 3 강 3 강 3

총 / 조 2 /2 총 2

후박 1 후박 1

곽향 1 곽향 1

반하 1 반하 1

갈근 1.5 갈근 2 갈근 1.5

천궁 1 천궁 1 천궁 1

방풍 0.8 형개 1

형개 0.8 방풍 1

지각 1
* 향갈정기산의 경우 향소산 합 불환금정기산이라는 기록에 의거
하여 약재 구성을 복원한 것이다.

표 6. 향갈환금전, 향갈정기산 및 향갈정기음A의 약재구성 

비교

3) 香葛正氣飮과 香葛飮

1914년 청강 진료기록에는 향갈정기음 외에 향갈음이라

는 처방명도 존재한다. 총 19회 등장하는 이 처방을 약재구

22) 허준.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1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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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향갈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향부자-갈근’의 향갈음A, 

‘향유-갈근’의 향갈음B, 그리고 ‘곽향-갈근’의 향갈음C이

다. 이 중 ‘향부자-갈근’의 향갈음A는 향갈정기음과 유사한 

약재구성을 가지고 있어 향갈정기음의 약칭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표 7)

한편, 향갈정기음이 1914년도 이후 등장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비해 향갈음은 1914년 이후에 더 많이 활용된

다. 구체적으로 1914년에 향갈정기음이 153회 등장한 반면 

향갈음은 15회 등장한다. 그러나 1915년 이후 향갈정기음

은 총 18회 등장하는 반면 향갈음은 총 589회 등장한다. 

향갈정기음의 등장 빈도 감소는 가미보정산이 향갈정기음

을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1915년 

이후 그 활용빈도가 높아진 향갈음의 약재 구성을 대표적

인 몇 가지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향갈음A
(향부자-갈근)
1914_0615_0623-61 

향갈음B
(향유-갈근)

1914_0728_0805-39

향갈음C
(곽향-갈근)

1914_0429_0510-83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향부자 2.5 향유 1 곽향 1

갈근 1.5 갈근 1 갈근 1.5

창출 1.5 소엽 0.5 귤피 1

귤피 1 귤피 0.5 맥아 1

천궁 1 천궁 0.5 지각 0.5

백지 1 형개 0.5 시호 0.5

방풍 1 방풍 0.5 황금 0.5

당귀 1 백편두 0.5 초과 0.5

감초 0.5 감초 0.3 산사 1

강 3 박하 0.2 강 1

조 2 강 1 매 1

표 7. 청강 진료기록에서 1914년 사용된 향갈음 약재구성 

비교

가미보정산
�청강의감�

향갈음
1915_0818_0910_150

향갈음
1924_0401_0415_48

향갈음
1931_0924_1021_73

향갈음
1937_0416_0430_144

향갈음
1943_1116_1130_78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향부자 2.5 향부자 2 향부자 1 향부자 1.5 향부자 1.5 향부자 1

창출 1.5 창출 1.5 창출 1 창출 1 창출 1 창출 1

갈근 1.5 갈근 3 갈근 1 갈근 1.5 갈근 1 갈근 1

진피 1 진피 1 진피 0.7 진피 1 진피 1 진피 0.5

소엽 1 소엽 0.7 소엽 0.7 소엽 1 소엽 0.5

형개 1 형개 1 형개 0.7 형개 0.7 형개 1 형개 0.5

방풍 1 방풍 1 방풍 0.7 방풍 0.7 방풍 0.8

천궁 1 천궁 1 천궁 0.7 천궁 0.7 천궁 0.8

강활 1 강활 1

백지 1 백지 0.7 백지 0.8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강 3 강 3 강 3 강 3 강 3

총 2 총 2 총 2 총 2

시호 1 지각 0.7

승마 1

표 8. 청강 진료기록에서 1915년 이후 사용된 향갈음 약재구성 비교

약재의 가감이 있기는 하나 1915년 이후 사용된 향갈음

은 모두 가미보정산과 처방의 내용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갈정기음이 1915년 이후 가미보정

산으로 완전히 치환된 것이 아니라 향갈음이라는 명칭으로

도 그 맥락을 이어갔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가미보정산과 

향갈음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

해 1915년 이후 사용된 향갈음 전체 기록의 특징을 비교해

본 결과 ‘연령’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다음은 1915년 이후 향갈음이 사용된 환자들의 연령

대별 분포이다.(표 9)



청강 진료기록을 통해 살펴본 가미보정산의 기원 및 명칭 변화

- 120 -

연령 환자수 비율(%)

10세 미만 473 80.3

10~19 66 11.2

20~29 12 2.0

30~39 11 1.9

40~49 4 0.7

50~59 3 0.5

60~69 4 0.7

빈칸 16 2.7

합 589 100

표 9. 청강 진료기록에서 1915년 이후 향갈음을 사용한 환

자의 연령대별 분포

표 9에서 나타나듯이 향갈음은 주로 20세 미만에 사용되

었으며 특히 10세 미만의 어린 환자들에게 사용되었다. 약

재의 구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김영훈은 가미보정산을 써야

할 환자 중 나이가 10대 무렵의 어린 환자에게는 향갈음을, 

일반적인 환자에게는 가미보정산을 썼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8에서 보이듯이 향갈음의 약재 분량이 가미보정

산보다 비교적 적게 사용되었다는 점 역시 향갈음이 ‘소아

용 가미보정산’이었음을 보여준다. 

청강 진료기록 상 김영훈이 같은 처방구성임에도 불구하

고 어린 환자에게 쓰는 처방에 향갈음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를 알기는 어려웠다. 다만 소아에게 사용된 향갈음에 

대한 여러 의서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최규헌의 �소아의방�

에 소아의 외감증에 향갈음이라는 처방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소아의방� ｢외감제증｣에 등장한 향갈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感冒風寒, 身熱鼻塞無汗, 或挾滯腹滿, 宜 麥芽一錢, 藿

香･橘皮･乾葛各七分, 只角･柴胡･黃芩･羌活各三分, 薑一

片, 葱一本, 忍冬炒, 一錢, 黃豆菜小一掬, 葱一, 豆豉五

粒, 煎服”23)

소아의 감모에 사용하는 이 처방의 약재 구성은 맥아, 곽

향, 귤피, 갈근, 지각, 시호, 황금, 강활 등이다. 즉, 향갈음

이라는 처방명은 동일하나 약재의 구성 측면에서 최규헌의 

향갈음은 김영훈이 소아에게 주로 사용했던 향갈음과 완전

히 다른 처방이었다. 도리어 이 처방은 김영훈이 1914년에 

사용했던 향갈음C와 약재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였다.(표 7)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훈은 1914년 당시 최규헌의 소아의방에 나온 향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실제 자신의 임상에 활용을 했다. 이

후 그는 향갈음이라는 처방명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그 처

방의 구성은 최규헌의 향갈음이 아니라 본인이 주로 사용

하던 가미보정산의 구성을 따랐다. 즉 처방명은 같으나 처

방의 구성이 완전히 다른 처방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최규

헌이 향갈음을 소아에게 사용했다는 의미는 김영훈에게 남

아 있어서 향갈음을 소아처방으로 활용한 것이다. 처방의 

이름과 사용 연령대, 주요 병증은 최규헌을 따라갔으나 약

재의 구성은 본인의 처방을 따라간 셈이다.

최규헌은 고종대 어의 출신으로 특히 소아과에 유명한 

의가였다.24) 그의 처방이 김영훈의 진료기록에서 보이는 

것은 김영훈이 최규헌, 더 나아가 조선왕실의학의 명맥과 

깊은 연관성을 시사해주는 또다른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김영훈과 최규헌은 비록 30년 이상의 나이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팔가일지회를 만들어 한의학 부흥운동에 함

께 앞장선 인물이다.25) 이러한 측면에서 김영훈이 최규헌

의 향갈음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 가미보정산의 명칭 변화

1) 시대에 따른 가미보정산의 명칭 변화

김영훈의 가미보정산은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향갈

정기음이 그 기원이 되는 처방명이라면, 실제로 ‘보정’과 관

련된 용어가 처음 쓰인 처방명은 바로 普救正氣散이다. 보

구정기산의 처방명을 그대로 해석하면 ‘널리 혹은 두루 (환

자를) 치료하고 기를 바로잡는 처방’ 혹은 정기산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인식하여 ‘널리 치료하는 정기산’ 등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처방이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

생하는 질병인 감기에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

며, 또 김영훈의 진료기관명인 ‘普春醫院’에서 ‘普’를 가져와 

본인의 처방 중 가장 대표적인 처방, 오늘날 흔히 말하는 

‘시그니처’ 처방에 활용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 보구정기산은 김영훈 진료기록에서 몇 차례 다른 

이름으로 변형된다. 김동율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23) 한국한의학연구원(2016), “한의학고전DB” 소아의방 <https://www.mediclassics.kr/books/187/volume/1> (2020.04.28.)

24)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130.

25)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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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여 개의 처방명 중 보구정기산의 이명으로 보이는 처

방명은 가미보정산, 보정산, 보구산 등이 있으며26), 이들의 

총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표 1027))

처방명 빈도 비율(%)

가미보정산 7068 49.0

보정산 2037 14.1

보구산 1994 13.8

가미익정탕 910 6.3

보구정기산 846 5.9

가미익정산 780 5.4

가미보구산 600 4.2

가미보정탕 204 1.4

표 10. 청강 진료기록에서 가미보정산류의 등장 빈도

처방명칭별 빈도수를 비교해보면 가미보정산이 가미보정

산류 이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등장하며, 그 

다음으로 보정산, 보구산 등의 명칭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가미보정산의 첫 번째 명칭인 보구정기산은 총 846

회 등장하여 가미보정산류 전체 등장 빈도에서 6%정도 등

장하였다. 한편, 시기를 중심으로 병명의 등장 빈도수를 분

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청강 진료기록에서 가미보정산류의 시대별 등장 빈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미보정산류는 시기에 따라 

주로 사용된 이름이 달라졌다. 1920년 이전까지는 보구정

기산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인다. 이후 1920년대에는 보구

산, 보정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미보구산이나 가미보

정산과 같은 이름도 종종 사용이 되는데 이는 보구산 혹은 

보정산의 가미방이라는 개념에서 활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에 가까워지면 본격적으로 가미보정산이라

는 이름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보정산이라는 명칭도 보인다.

빈도에 의거하여 20년대와 30년대를 비교해보자면 20년대

에는 보정산이 주 명칭인데 약재 가감을 표현하기 위해 가

미보정산이라는 이름을 보조적으로 썼다면, 30년대에는 가

미보정산이 주 이름이며 약자로서 보정산이라는 이름을 보

조적으로 쓴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30년대가 되

면 보구정기산, 보구산, 가미보구산 등의 명칭은 잘 보이지 

않는다. 1940년대 전반에 잠시 가미익정탕 혹은 가미익정

산, 가미보정탕이라는 명칭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1940

년대 중반 이후 다시 해당 질환의 대표 처방명은 가미보정

산이 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시대별 대표처방명

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시대 처방명

1920년 이전 보구정기산

1920년대 보구산, 보정산

1930년대 가미보정산

1940년대 전반 가미익정탕, 가미익정산

1940년대 중반 이후 가미보정산

표 11. 가미보정산의 시대별 대표명칭

김영훈이 왜 처방의 명칭을 이와 같이 바꾸게 되었는지

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짓기 어렵다. 이에 대한 결론

은 청강 진료기록에 있는 여러 정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그가 살았던 시대 연구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미보정산의 

명칭 변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였

기에 이에 대해 후술하였다.

2) 1914년의 보정산과 보구산

1914년은 보구정기산이 아직 공식적인 처방명으로 활용

되기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기에 보정산 및 보

구산이라는 명칭이 각각 1회, 그리고 4회 등장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914년의 

보정산과 보구산이 이후 등장할 보구정기산과는 다른 처방

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1914년 등장한 보정산의 약재 구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26) 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 분석 연구｣. 서울: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81-82.

27) 표의 데이터는 김동율의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편집한 것임(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 분석 연구｣. 서울: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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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산
1914_0511_0522_5

곽향정기산
�동의보감�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곽향 1.5 곽향 1.5

소엽 1 소엽 1

반하 1 반하 0.5

귤피 1 귤피 0.5

백복령 1 백복령 0.5

백출 1 백출 0.5

대복피 1 대복피 0.5

백지 1 백지 0.5

길경 1 길경 0.5

감초 0.5 감초 0.5

후박 1 후박 0.5

강 3 강 3

조 2 조 2

남성 1

당목향 1

표 12. 청강 진료기록에서 1914년에 쓰인 보정산과 �동의

보감� 곽향정기산의 약재구성 비교

1914년에 사용된 보정산은 향부자, 창출, 갈근 등을 주 

약재로 구성된 가미보정산과 약재 구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도리어 약재의 조합을 보면 가미보정산보다 

곽향정기산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14년 한 

해 동안 보정산이 1회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1914년

에 김영훈이 곽향정기산을 곽정산이라는 약어로 표현한 기

록이 있다는 점28) 등을 통해 유추해보건데, 이 처방은 곽

향정기산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에 보정산

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김영훈이 처방전을 기록하는 과정에

서 곽자를 간략하게 쓰다보니 보자와 비슷하게 보이게 썼

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자로 읽어낸 

것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실제로 1914년 김영훈 진료기록

은 대부분 초서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

들면서 글자를 읽어가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

다고 생각한다. 두 글자의 초서체는 다음과 같다.(그림 229))

그림 2. 藿(좌측)과 普(우측)의 초서체

1914년 총 4회 기재된 보구산은 약재 구성이 적혀있지 

않아 보정산과 같은 처방분석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4번의 

보구산이 모두 처방전에 약재구성이 없으며, 가미보정산과 

달리 모두 보조 처방30)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처방 

역시 가미보정산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보조 처방 

중 보구산과 이름이 비슷한 普救神散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보구신산을 지칭하는 것이라 추정한다. 실제로 보구신

산31)은 김영훈이 빈번히 활용한 보조 처방이었다.

3) 1930년대 처방명에 사용된 표현 “加味”

가미보정산이 주요 처방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가미보정산 외에 여러 

처방명에 ‘가미’라는 표현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김동율

에 따르면 김영훈이 1910년대 가장 많이 사용한 처방명 보

구정기산, 木香和胃湯은 1930년대에 가미보정산, 加味和胃

湯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또한 1930년대에는 

加味溫胃湯, 加味和正煎 등 ‘가미’라는 글자가 처방명에 빈

번하게 쓰이며 이러한 방식은 194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50년대 이후가 되어 감소한다.(표 13)32)

28) 1914_0615_0623_71기록에 처방명이 ‘곽정산’으로 기재되어 있음.

29) 书法字典(2013), “书法字典” <http://www.shufazidian.com/> (2020.04.28.)

30) 김영훈진료기록에는 해당 기록의 주요 처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주요 처방 뒤에 처방명과 첩수만 적힌 보조 처방이 기재되어 
있곤 하다. 가미보정산은 주로 감모의 주요 처방으로 활용되었다. 

31) 진료기록 중 보구신산(육일산), 보구신산(천수산)처럼 익원산의 이명이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구신산은 익원산을 지칭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명칭이 보구신산인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보구신산의 약재구성이 청강 진료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익원산이 보구신산이라는 이름의 매약으로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2) 표의 데이터 및 본문의 설명은 김동율의 논문 데이터에 의거함(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 분석 연구｣. 서울: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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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이후

처방명 빈도 처방명 빈도 처방명 빈도 처방명 빈도 처방명 빈도

보구정기산 709 보구산 1744 가미보정산 5324 가미익정탕 907 동원보화음 227

목향화위탕 424 보정산 937 가미화위탕 1855 가미화위탕 800 양화이사탕 219

거서화중탕 400 목향화위탕 884 가미온위탕 1056 가미익정산 772 보중익기탕 207

보구산 243 화중음 813 보정산 979 가미보정산 742 궁치화담전 167

향귤탕 207 가미보정산 747 가미화정전 936 동원보화음 366 증손오화음 165

계강온위음 191 거서화중탕 545 행소음 860 목향화위탕 357 궁치보화음 165

증손오적산 183 증손오적산 523 화위탕 788 가미청폐탕 269 청울화담전 155

향갈정기음 161 가미보구산 413 화중음 693 가미온위탕 234 궁치청울탕 151

가미보구산 158 행소음 407 청폐화담전 604 청폐탕 221 목향보화음 148

영출전 138 가미화위탕 398 목향화위탕 576 가미화위산 199 현부리영전 135

표 13. 시대별 빈도수 상위 10 처방 및 처방명에 가미가 들어간 처방

1930년대에 김영훈이 왜 처방명에 가미라는 표현을 자

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한의학 처방명에 대한 그의 개인적 견해변화이거나, 혹은 

시대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김영훈은 1910년대부

터 처방명을 바꾸지 않고 약재를 가미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1930년대에 약재의 가미가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는

다. 즉 1930년대의 이러한 변화는 ‘처방의 약재 구성상의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처방의 명칭상의 변화’라는 관점에

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1950년대가 되면 그의 처방

명에 가미라는 명칭이 잘 보이지 않으며, 특히 그동안 자주

보이지 않던 처방 명이 여럿 등장한다는 점도 추후 김영훈

의 처방에 대한 연구에서 염두해 볼 부분이라 생각한다.

4) 1940년대 처방명에 사용된 표현 “益正”

1940년대가 되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가미익정탕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 처방을 가미보정산과 동일한 처방이라

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 처방 역시 가미보정산과 마찬가지

로 주로 감모에 활용되었으며, 약재구성 또한 가미보정산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가미익정탕 몇 례의 약재

구성이다.(표 14)

가미보정산
�청강의감�

가미익정탕A
1940_0816_0831_178

가미익정탕B
1940_0816_0831_3

가미익정탕C
1940_1016_1031_10

가미익정탕D
1941_0501_0515_4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약재명 분량

향부자 2.5 향부자 1 향부자 1.5 향부자 1.5 향부자 2

창출 1.5 창출 1.5 창출 2 창출 2.5 창출 1

갈근 1.5 갈근 2 갈근 2.5 갈근 1.5 갈근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진피 1

소엽 1 소엽 1 소엽 1 소엽 1 소엽 1

형개 1 형개 1 형개 1 형개 1 형개 1

방풍 1 방풍 1 방풍 1 방풍 1

천궁 1 천궁 1

강활 1

백지 1 백지 1 백지 1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감초 0.5

강 3 강 3 강 3 강 3 강 3

총 2 총 2 총 2 총 2 총 2

승마 1

표 14. 청강 진료기록에서 1940년대에 사용된 가미익정탕의 약재구성 비교

약재의 구성과 분량에 다양한 가감이 보이기는 하나 가

미익정탕의 약재 구성이 전반적으로 가미보정산과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가미익정탕이라는 처방명이 왜 등장했는가

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청강 진료기록을 통해 살펴본 가미보정산의 기원 및 명칭 변화

- 124 -

는 앞서 곽향정기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익정’ 역시 초서체

를 읽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즉, 普가 益으로 읽힌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그림 333)) 다만 이 경우는 곽향정기산과 달

리 마지막 글자인 散자와 湯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이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리긴 조심스럽다.

그림 3. 益(좌측)과 普(우측)의 초서체

Ⅲ.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김영훈의 주요 처방인 가미보정산을 청강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대량의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완성되지는 못하였으나, 청

강 진료기록의 연구적 가치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

미를 두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은 결론과 여러 연구적 가능성을 도출해볼 수 있었다.

먼저 가미보정산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미보정산

은 역대 여러 의서에 등장하지 않는 처방으로 아직까지 그 

기원 처방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는 1914년도 청강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이 처방의 기원 처

방명이 향갈정기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향갈정

기음 역시 역대 의서에 쉽사리 보이지 않는 처방이기에 이 

처방이 김영훈이 창방한 것인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조선

말 의서에 남아있는 처방인지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가미보정산의 기원 처방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연구

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점들 또한 살펴보았다. 먼저 향갈

정기음이라는 처방이 불환금정기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

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갈정기음이 외감의 표증에 

적용될 처방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외감의 음증

을 치료하는 불환금정기산과 함께 사용하여 감기초기에 등

장하는 표리증상을 동시에 치료했으리라 추정해본다. 

다음으로 향갈정기음과 유사한 명칭인 향갈음에 대해 살

펴보았다. 1914년 향갈음은 3가지 유형으로 사용되었으나 

1915년 이후에는 주로 소아에게 쓰이는 가미보정산의 이명

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최규헌이 향갈음을 소아의 외감에 

사용했다는 점, 김영훈이 최규헌과 교류했다는 점, 최규헌

의 향갈음이 가미보정산과 약재구성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김영훈의 향갈음은 처방의 이름과 사용 

연령대, 주요 병증 측면에서 최규헌의 영향을 받았으나 약

재의 구성 측면에서는 김영훈 처방의 색깔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가미보정산 명칭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미보정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으

며 그 중 가장 많이 쓰인 명칭은 가미보정산이었다.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초창기 보구정기산

이라는 명칭이 가장 흔하게 쓰였으며 이것이 보정산, 보구산

등으로 줄여 사용되었다. 이후 약재를 가미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가미보정산이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었다. 1940년

대에 초반에는 잠시 가미익정탕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가미익정탕의 약재구성이 가미보정산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처방 역시 가미보정산의 류라고 판단하였다. 보정이 익

정으로 바뀐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익자와 보자의 초서

체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을 추측하였다. 

이 외에도 가미보정산의 명칭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논

점을 확인할 수 살펴볼 수 있었다. 하나는 1914년에 사용

된 보구산과 보정산이다. 이 처방들은 보구정기산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해당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특이성

을 가졌는데, 실제 처방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보구정기

산이 아니라 보구신산과 곽향정기산이었음으로 보인다. 또 

1930년대에 ‘가미’라는 명칭이 처방에 붙게 된 과정을 살펴

보면 보정산 뿐만 아니라 화위탕, 온위탕, 화정전 등에도 

가미라는 명칭이 붙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의 이유

를 알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이러

한 변화가 처방의 구성 변화보다 처방의 명칭 변화라는 측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강 진료기록 상의 가미보정산을 분석해보면서 상기 논

술한 내용 외에도 더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

33) 书法字典(2013), “书法字典” <http://www.shufazidian.com/>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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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미보정산이 주로 사용된 병명과 병인, 가미보정산

이 주로 사용된 연령대, 가미보정산 약재 가감과 병명 병인

의 관련성 등이 그러한 예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보이

듯이 청강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연구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이상의 연구가 추후 진행될 김영훈 진료기록

에 대한 연구, 더 나아가 근현대 한의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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