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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715년 출판된 『달생편』1)은 『태산심법(胎産心法)』ㆍ『태산밀서(胎産秘書)』

ㆍ『대생요지(大生要旨)』와 더불어 청대 사대(四大) 산과 의서로 불린다. 『달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2-S1A3A2033855).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500-757 

전화: 062-530-3240 / 이메일: you2213@hanmail.net

1)  『달생편』은 판본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원본에 가까운 판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청대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에 수록된 판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이 판본

은 건륭(乾隆) 39년(1774)에 경의당(敬義堂)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복재주인(復齋

主人)은 『달생편』을 인쇄하여 배포한 사람은 많으나, “유통에만 신경을 쓰고, 교정을 세심하

게 하지 않았다. 또한 간혹 글자를 고치거나 바꾸어, 다소 원서를 혼란스럽게 한 경우도 있다

(亟齋居士, 「達生編」，『續修四庫全書ㆍ子部ㆍ醫家類』 1008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14)”고 비판하며 자신이 최대한 원본을 살려 인쇄하였음을 시사하였다. 물론 이 판본 또

한 원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속수사고전서』에 실린 국가적으로 

공인된 판본이고,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이를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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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편』의 ‘달생’의 의미는 『시경ㆍ대아ㆍ생민(詩經ㆍ大雅ㆍ生民)』의 “誕彌厥

月, 先生如達, 不坼不副, 無菑無害(산달인 10달을 채워, 첫아이를 낳되 염소

처럼 쉽게 낳으시어, 찢어지지도 터지지도 않고, 재난도 폐해도 없었다)”에

서 유래한 것이다(成百曉, 2010: 243-245). 즉 ‘달생’이란 염소처럼 쉽게 낳는 

것을 의미하며, 『달생편』은 여성의 순조로운 출산을 돕기 위해 쓰인 책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생편』은 출판된 이후 100여 차례 중간되었으며, 일본에도 전파될 정도

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嚴世芸, 1992: 3880-3884). 『중의문헌사전(中醫文

獻辭典)』에서는 『달생편』의 가치에 대해 “논술이 간명하고 상당이 높은 임상 

학술의 가치가 있으며, 고대 산과 저서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책 중의 하나

이다(餘瀛鼇ㆍ李經緯, 2000: 228)”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사부총록(四部總

錄)』에서는 『자운루장서지(慈雲樓藏書志)』의 말을 인용하여 『달생편』의 가치

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책은 난산을 위해 쓴 것으로, 난산의 이유는 너무 일찍 분만하는 

곳에 앉아, 놀라서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고, 함부로 산파에게 맡기

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요지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다급하게 

억지로 낳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설명이 매우 상세하다. 대

체로 생육은 본래 천지자연의 이치로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책에 기록된 처방도 모두 독하지 

않으며, 많지도 않다(丁福保ㆍ周雲靑, 1986: 414).

이처럼 『달생편』은 자연스런 출산을 권면하고 난산을 예방할 수 있는 지식

과 처방을 전달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달생

편』이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유통된 것에 대해서 청대의 사회적 상황과 구

체적인 독자들의 반응, 실질적인 『달생편』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달생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 집중되었다.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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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생편』의 저자에 대한 고증이다(賈治中ㆍ楊燕飛, 1996; 孟慶雲, 2009; 李雲, 

2009). 『달생편』의 저자는 극재거사(亟齋居士)인데, 과연 그가 어떠한 인물인

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둘째, 『달생편』의 출산 담론의 

현재적 의의에 대한 연구이다(董蕊ㆍ祁冰ㆍ侯麗輝, 2011; 薛銀萍ㆍ葛路岩ㆍ

齊志軍, 2005; 許瑞靑ㆍ趙珂, 2012). 이에 대한 연구는 중의학자들이 주도하

고 있는데, 대부분 『달생편』의 내용이 현대의 자연분만과 무통분만 이론, 분만

심리학과 일치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셋째, 명ㆍ청대 부정적 산파 

이미지의 형성과 『달생편』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는 장루

[張璐]인데 그녀는 산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달생편』에서 정점에 달하며, 『

달생편』이 산파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

장하였다(張璐, 2013). 넷째, 산과 의서에 내포된 가부장적 젠더 질서의 함의

에 대한 연구이다. 샤롯 퍼스(Charlotte Furth)는 『태산밀서』ㆍ『태산집요(胎産

集要)』ㆍ『부청주여과(傅靑主女科)』ㆍ『달생편』 등 청대 부인과 의서를 연구하

여, 부인과 의서가 부덕의 훈육과 밀접한 연계가 있음을 밝혔다(Furth, 1987). 

이리 우(Yi-Li Wu)는 『달생편』의 우주론적 공명의 분만 담론이 남성 의사들에

게 임신한 여성의 신체를 합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 자원을 제

공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Wu, 2009). 

기존의 연구는 『달생편』의 저자와 출산 담론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

을 하였다. 특히 샤롯 퍼스(Charlotte Furth)와 이리 우(Yi-Li Wu)의 연구는 

의학 이론 및 의학 언어에 젠더적 차이가 뿌리 깊게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가

부장적 젠더 질서가 의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전히 연구의 공백을 남

기고 있다. 첫째, 『달생편』의 저자 고증 자체에만 치중한 나머지, 극재거사가 

『달생편』을 저술한 동기를 사회적 배경과 연계시켜 설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달생편』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으며, 『달생편』의 독자는 누구였는가

를 면밀하게 고찰하지 못하였다. 셋째, 『달생편』에 대한 치밀한 텍스트 분석

을 시도하지 않았다. 특히 『달생편』의 내용 구성과 서술 방식이 어떠한 특징



YU Yon Sil :   Obstetric Medical Book and Women's Childbirth in Qing Dynasty: The Case of the 
Treatise on Easy Childbirth (達生編)

│ 醫史學114

이 있는지 심도 깊게 연구하지 않았다. 넷째, 『달생편』의 출산 담론이 여성의 

출산 영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는 앞에 설정한 네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

의를 전개시켜 가도록 하겠다. 2장에서는 『달생편』의 저자와 그의 저술 동기

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극재거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으며, 그

가 『달생편』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청대 유의(儒醫)층의 등장과 통속 의서의 

유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달생편』의 중간자를 중심으

로, 그들이 이 책의 출판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선서문화(善書文化)와 연관 지

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달생편』의 독자층을 분석하여, 이 책이 통속

적 산과 의서로서 어느 정도 유행했는지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달생편』의 목차와 내용, 서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

를 통해 『달생편』이 기존의 산과 의서와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비교

해 보도록 하겠다. 5장에서는 『달생편』에서 제시한 출산 담론에 대해 살펴보

고, 여성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했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청대 여성의 출산에 대한 남성 의사의 기술적 지배가 점차 줄어든 상황

에서,2) 남성 의사가 출산 담론의 확립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감시와 통

제를 강화해 나가는 성별 정치의 일면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남성 의사가 여성의 분만에 대해 기술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

견이 존재한다. 차이정춘[蔡政純]과 스후이카이[釋慧開]는 유교적 젠더 질서의 영향 때문에 

남성 의사가 여성의 규방이나 산방(産房)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했으며, 여성의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어서 출산 자체에 개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蔡政

純ㆍ釋慧開, 2006: 165-207). 장루는 여성의 출산이 산파의 전문적 영역으로 간주되었기 때

문에, 여성들이 남성 의사보다는 산파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주장하였다(張璐, 

2013: 93-100). 리전더(李貞德)와 샤롯 퍼스는 여성의 출산을 불결하고 더럽게 보는 관념의 

영향으로, 산방에는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費俠莉, 2006: 90-100; 李貞德, 

2005: 574-578). 반면 이리 우는 청말 남성 의사가 분만 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분만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ㆍ직업적 이익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영국의 외과 의사가 산과에 간여하여 의학적 권위를 세우고, 경쟁이 치열했던 의료 시장에서 

이익을 얻은 것과 달리 중국의 남성 의사는 분만의 난제를 해결하더라도 사회적 명성을 얻기

가 힘들었다는 것이다(Wu, 2010: 14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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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고증과 저술 동기

『달생편』의 저자는 “극재”라는 호를 사용하여 책을 출판하였다. 일반적으

로 저서에는 자신의 본적지와 이름을 쓰는 것이 관례이나, 그는 단지 「소인(

小引)」에서 “강희(康熙) 을미(乙未) 천중절(天中節)에 극재거사가 남창군서(

南昌郡署)3)의 서당(西堂)에서 씀”4)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강희 을미

(1715)라는 시점과 남창군이라는 지역만으로 저자를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

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자가 본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이나 저

명한 권위자에게 서문을 부탁한 경우도 있어, 서문을 쓴 사람과의 인적 네트

워크를 통해 저자를 추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달생편』에는 저자 자신의 「

소인」이외에는 별도의 서문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저자를 추론하는 것

도 어렵다. 

극재거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구즈중[賈治中]과 양옌페이[楊燕飛]는 극재거사가 청대 유학자인 장초(張弨 

1625-1694?)라고 주장하였다(賈治中ㆍ楊燕飛, 1996: 103-105). 그러나 장초

의 사망 시기와 『달생편』의 출판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저자로 보

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5) 또한 멍칭윈[孟慶雲]은 『양주화방록(揚州畫

3)  청대 남창부(南昌府)의 관할 구역은 남창(南昌)ㆍ신건(新建)ㆍ풍성(豐城)ㆍ진현(進賢)ㆍ봉

신(奉新)ㆍ정안(靖安)ㆍ무녕(武寧) 등 7개의 현과 의녕(義寧) 1개의 산주(散州)가 있었다. 때

문에 이곳에서 말한 남창군(南昌郡)의 관아는 실제로 남창부의 관아에 해당한다. 중국에 군

현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군과 부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명대 만력(萬曆) 연

간에는 『남창군지(南昌郡志)』를 모방하여 『남창부지(南昌府志)』를 새롭게 편찬하였으며, 청

대 동치(同治) 연간에도 『남창부지』를 편찬하였다. 그러므로 남창의 정확한 행정상의 명칭

은 남창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亟齋居士, 「達生編」 小引, p.99. 

5)  장초의 연보에는 70세 이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언제 사망했

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來新夏, 1983: 40). 그런데 만약 장초가 70세에 사망했다면, 이 시기

는 강희 33년(1694)으로 1715년 『달생편』이 출간되기 전에 사망한 셈이 된다. 하지만 구즈중

과 양옌페이는 『달생편』이 인쇄되기 이전에 필사본의 형태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으며, 

어쩌면 강희 기미년(己未年)을 을미년(乙未年)으로 오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그의 나이 55세인 1679년에 『달생편』을 저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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舫錄)』에 근거하여, 『달생편』은 양저우의 왕씨(王氏)라는 산파의 경험을 극재

거사가 정리하여 출판하였다고 주장하였다(孟慶雲, 2009: 308-309). 물론 『양

주화방록』에는 왕씨라는 산파가 “『달생편』을 인쇄하여 세상에 펴냈다”6)라는 

구절이 보인다. 그러나 왕씨가 『달생편』을 인쇄해서 세상에 유포하였다는 기

록에 근거하여, 왕씨를 『달생편』의 저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후술하

겠지만, 『달생편』은 여러 차례 중간되었기 때문에 왕씨는 기존에 출판된 『달

생편』을 재판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달생편』의 저자는 산파를 난산을 초래

하는 원흉으로 묘사하며, 분만의 과정에서 산파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산파에 대한 부정적 서술 방식으로 볼 때, 『달

생편』의 저자가 산파이라거나 저자와 산파가 긴밀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 최근 리윈[李雲]과 장루는 『확산현지(霍山縣志)』의 자료에 근거하

여, 극재거사가 섭풍(葉風)이라고 주장하였다(李雲, 2009: 31-32; 張璐, 2013: 

84-88). 우선 『확산현지』의 「예문지」에는 “달생편 두 권은 섭풍이 저술하였

다”7)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인물지」에 섭풍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

고 있다. 

섭풍의 자는 유풍(維風)이고, 호는 극재이며, 본적은 휴녕(休寧)이

다. 그의 아버지 승(升)은 수절하는 어머니 왕씨(汪氏)를 모시기 위

해 확산(霍山)으로 갔다. 후(侯)ㆍ장(張)의 난을 당했으나, 많은 재

물을 이송하여 반란을 막았다. 섭풍은 옛것을 배우고 연마하며, 시

문에 있어 당송(唐宋)의 문장가를 뛰어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중

년에 일찍이 한번 남창군(南昌群)의 막부에 참여하였는데, 어수선

하고 혼탁한 것을 싫어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

하며 의술을 연구하였다. 말년에 초가집을 짓고, 파초(芭蕉)ㆍ백

본(百本)을 초가집을 둘러 심고 난암(蘭庵)이라 불렀다. 붓걸이와 

차를 끓이는 화로를 방에 두고, 매일 방안에서만 지내면서 고인과 

대화하였다. 손님이 방문하면 옷자락과 소매가 모두 (약초를 심었

6) (淸) 李鬥 著, 許建中 注評, 『揚州畫舫錄』卷九, 南京: 鳳凰出版社, 2013, p.222.

7) (光緖) 『霍山縣志』 卷十三 「藝文志」, 淸光緖三十一(1905)年刊本, p.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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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인용자) 녹색으로 물들어 있어, 묻지 않아도 은사(隱士)

의 집임을 알 수 있었다. 저술한 시문집이 몇 권 있고, 의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손생원(孫生員)이 간직하고 있었으나, 가난해서 발

간할 수 없었다. 다만 사론(史論) 수편만 인쇄하였다. 섭풍의 학문

의 뛰어남을 이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섭풍이-인용자) 

전에 남창의 막부에 있을 때, 일찍이 『달생편』 한 권을 인쇄하여 세

상에 유포하였다. 생육(生育)의 상리(常理)를 발명하였으니, 진실

로 산과의 금과옥조라 말할 수 있다. 스스로 극재라 쓰고 그 성씨를 

기록하지 않았다. 나라 안에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십 

권을 인쇄하고 전파하였다. 모두 극재라 칭하고 섭풍이 쓴 것인지

는 모른다. 그의 이름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기록한다.8)

 

이를 통해 극재거사의 본명은 섭풍이며, 본적은 안후이성 휴녕이나 아버지

를 따라 확산현으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ㆍ송의 문장가에 버금

갈 정도로 시문에 능하고, 여러 의서를 집필할 정도로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중년에 남창의 막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달생편』의 「소인」에서 “남창군 관아의 서당에서 썼다”는 기록과 일치한

다. 하지만 그는 남창의 막부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고향 확산으로 돌아가 은

거하며, 고서적 읽기와 약초 재배에만 몰두하였다.

섭풍이 확산에 머문 시점은 1709년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달생편』의 

「험안(驗案)」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태학(太學) 대시제(戴時濟-戴는 피휘 한 것임)는 나의 가까운 이웃

으로 관계가 좋았다. 전에 아우의 아내가 한 번에 아들을 3명 출

산하였는데, 모자(母子)가 모두 죽었으며, 한 명은 여전히 배 속에 

있었다. 지금 또 여종이 임신했는데, 그 배가 불룩해져서 꽤 걱정

을 하였다. 분만할 때 먼저 산모를 편안히 눕히고 가미궁귀탕(加

味芎歸湯)을 주었다. 반나절마다 아이가 나왔다. 하루 반 만에, 세 

아들이 모두 태어났다. 강희 48년, 안후이 순무 섭공(葉公)이 보

8)  (淸) 甘山 等修, 程在嶸 等纂, 「霍山縣志」，『中國方志叢書』 第716號(臺北: 成文出版社, 1985), 

pp.682-683. 또한 이와 동일한 기록이 1872년의 『육안주지(六安州志)』에도 실려 있다(吳康霖 

編纂, 『六安州志』 39卷, 「人物志」 13 隱逸 霍山, 淸同治十一年刊, 光緖三十年重印本).



YU Yon Sil :   Obstetric Medical Book and Women's Childbirth in Qing Dynasty: The Case of the 
Treatise on Easy Childbirth (達生編)

│ 醫史學118

고하였다.9) 

위의 글에서 극재거사는 가미궁귀탕을 처방하여, 한 여성이 세쌍둥이를 안

정적으로 출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당시 안후이 순무 섭구사(葉

九思)가 정식 공문을 작성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청대직관연표(淸代職官

年表)』를 살펴보면 섭구사는 강희 48(1709)년 안후이 순무에 부임하여 1년여 

가량 근무하다, 1711년 호부좌시랑(戶部左侍郞)에 임명되었다(錢實甫, 1980: 

1567-1569). 즉 『달생편』에 기록된 임상 사례가 발생한 시점과 섭구사가 안후

이 순무로 근무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시기적 상응관계로 볼 때, 

섭풍은 1709년 무렵 안후이 확산 지역에 머무르며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임

상 사례를 기록하였고, 이로부터 6년 후에 남창부에서 막우로 활동하던 기간

에 『달생편』을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은둔적 성향이 막부 생

활과 맞지 않아, 다시 확산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달생편』을 저술한 섭풍의 신분은 과연 어떠했을까? 섭풍은 『달생

편』의 「소인」에서 “우리 유생(儒生) 동포도 반드시 『달생편』의 전파에 참여해

야 한다”10)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스스로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확산현지』에는 섭풍이 시문집ㆍ사론ㆍ의서를 집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문학ㆍ역사ㆍ의학에 정통한 문인학자였음

을 짐작케 한다. 이외에도 섭풍은 남창부의 막부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

었다. 일반적으로 청대에는 과거수험생이 막부의 막우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

데, 이들은 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잠서(官箴書)ㆍ법률서ㆍ문학작품을 출

판하기도 하였다.11) 청대의 막우 가운데 유학적 지식을 겸비한 문인학사들이 

많았음을 볼 때, 그러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섭풍 또한 동일한 지식적 배경

을 가졌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9) 亟齋居士, 「達生編」 驗案,p.107.

10) 亟齋居士, 「達生編」 小引,p.99. 

11)  청대 막우 및 그들의 저술 활동에 대해서는(김경아, 2008: 355-373; 민두기, 1962: 111-149; 

홍성화, 2011: 269-305; 繆全吉, 1971; 王婷婷, 2013; 張婷, 2014: 1-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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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인학사 출신의 섭풍이 통속 출산 의서를 저술한 까닭은 무엇인

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ㆍ청시대 유의(儒醫)층의 출현과 의료의 통속

화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ㆍ청시대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의학을 

배울 수 있었다(王濤鍇, 2010: 170-184). 일반적으로 집안대대로 내려온 의학 

지식과 기술을 통해 세의(世醫)가 된 경우도 있지만, 스승에게 의학을 배우거

나 독학으로 의서를 연구하여 의사가 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유의층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의료 기술보다는 의학의 이론화와 철학화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제고하였다(祝平一, 2006: 421-439). 특히 유의 가운데는 

의술을 통해 전통 유가의 인애(仁愛) 관념을 실천하거나, 선행을 행하여 덕을 

쌓으려는 비전문 의료인이 적지 않았다. 극재거사가 『달생편』의 「소인」에서 “

나는 은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뿐, 원래 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

다”12)라고 한 말은, 바로 유의의 이러한 사회 구제 정신의 발로에서 『달생편』

을 저술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이외에도 유의들은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통속 의서를 저술하거나, 

이러한 서적의 출판을 찬조하여 의학의 통속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일반적

으로 청대 유의들이 통속적 의서를 출판한 목적은 예방 치료와 자가 진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Wu, 2010: 57-59). 앞에서도 말했듯이 『달생

편』은 일종의 통속 출산 의서로서, 난산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

달생편』의 「대의」에는 “이 책은 언어가 통속적이어서, 식자들의 비웃음을 면

치 못할 것이다”13)고 하며,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남이 읽어주기만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통속적 언어로 출산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일반 

여성들이 스스로 난산을 예방하고, 출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섭풍이 『달생편』을 

저술한 이유를 유의 계층의 의학을 통한 사회 복지 구현과 대중적 의학 지식

의 보급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 亟齋居士, 「達生編」 小引,p.99.

13) 亟齋居士, 「達生編」 大意,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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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重刊)과 독자층의 형성 

1715년 『달생편』이 출판된 이래로, 1949년까지 200년 동안 130여 종의 판각

본ㆍ필사본ㆍ증보본ㆍ합각본이 간행되었다(薛淸錄, 1991: 453-454). 이는 “중

의 고서적 가운데 중간 혹은 증광(增廣)ㆍ합간(合刊)된 판본의 수가 가장 많

은 의서는 청대 극재거사가 저술한 『달생편』이다(孟慶雲, 2008: 250)”고 할 정

도였다. 즉 일반적으로 『달생편』의 원본을 재판하거나 필사한 것 이외에, 『증

주달생편(增注達生編)』ㆍ『교정증광달생편(校正增廣達生編)』ㆍ『광달생편(廣

達生編)』ㆍ『속광달생편(續廣達生編)』 등 다양한 증주본과 증보본이 출판되었

다(嚴世芸, 1992: 3885-3890). 이외에도 『달생편』에 『수생편(遂生篇)』ㆍ『복유

편(福幼篇)』의 소아과 의서가 부록되어 합각되는 경우도 있었으며,14) 『정인산

과사종(精印產科四種)』과 같이 산과 의서들과 합각되는 경우도 있었다.15) 그

러므로 『달생편』이 광범위하게 재판되어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누가 『달생편』의 중간에 참여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가를 규

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달생편』의 중간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신사들이 비교적 많다. 

예를 들어 『증주달생편』을 출판한 모상린(毛祥麟)16)은 국자감의 감생(監生) 

출신으로 의술에도 정통하였다. 그는 『증주달생편』의 서문에서 “나는 일찍

14)  장일기(莊一夔)가 쓴 『수생편』은 『두진수생편(痘疹遂生篇)』이라고도 하며, 1777년에 출판

되었다. 주로 천연두의 증상 및 치료법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복유편』도 장일기가 저술

하였으며 1777년에 출판되었다. 주로 경풍(驚風)의 발병 원인과 증상, 치료 경험방에 대해

서 논하고 있다. 『달생편』이 산과 의서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 걸리게 되는 여러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소아과 의서들을 함께 묶어 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15)  『정인산과사종』은 1911년 강동서국(江東書局)에서 출판하였는데, 『달생편』을 포함하여 『태

산비서』ㆍ『대생요지』ㆍ『태산심법』 등 청대 유행했던 산과 의서들을 합간한 것이다. 

16)  모상린은 가경(嘉慶) 17(1812)년에 상하이에서 태어났으며, 자(字)는 서문(瑞文)이고，호

(號)는 대산(對山)이다. 그는 국자감의 감생(監生)으로, 절강후보염대사(浙江候補鹽大使)

의 관직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시화(詩畵)와 의술에 정통하였는데, 태평천국과 소도회

의 전란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의술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다. 저서로는 『묵

여록(墨餘錄)』ㆍ『삼략휘편(三略彙編)』을 비롯하여, 『내경집요(內經輯要)』와 같은 의서도 있

다(彭興, 198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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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예(醫藝)를 탐구하며 여러 책을 읽었는데, 태산(胎産) 한 과(科)는 극재

거사의 『달생편』만한 것이 없다. 대체로 그 논점이 상세하고 명확하며, 비유

가 적절하고 책에 나온 처방도 모두 선대 명가(名家)의 집험방(集驗方)을 취

하였다(嚴世芸, 1992: 3885)”고 평가하였다. 그는 『달생편』의 중간 이유에 대

해서 “지금 전해진지 오래되어 원판이 모호해지고, 또한 『기사진전의린책(祈

嗣眞詮宜麟策)』 및 『종두심법(種痘心法)』이 덧붙여져 권질이 너무 번잡해져

서 읽기가 쉽지 않다(嚴世芸, 1992: 3885)”고 하였다. 즉 모상린과 같은 신사

층은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하던 와중에 『달생편』을 접하게 되었고, 비교적 쉬

운 설명과 처방전의 신뢰성 때문에 이를 세상에 전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98년 부문재(富文齋)에서 판각한 『달생편』의 판본에는 여러 인물

이 중간에 참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섬서(陝西) 영하(寧夏)의 홍광

영부부서(洪廣營副府署)ㆍ평라영참부(平羅營參府)ㆍ가삼급기록삼차(加三

級紀錄三次)17) 석봉발(石鳳犮), 강남(江南) 봉양부(鳳陽府) 정원현(定遠縣)

의 현위(縣尉) 이연문(李淵文), 황중(湟中)의 공사(貢士) 이일관(李一貫), 사

진사출신(賜進士出身)ㆍ어전시위(禦前侍衛)ㆍ건청문행도(乾淸門行走) 진세

장(陳世璋), 감숙(甘肅)의 무헌(撫憲) 양대인(楊大人), 서녕현(西寧縣)의 유

학상생(儒學庠生) 양서선(楊緒先) 등이다(張璐, 2013: 83). 이처럼 『달생편』

의 중간에는 녹영(綠營)에 편입된 군인, 현위(縣慰)와 순무(巡撫) 등의 지방 

관직자, 무과 전시(殿試) 합격자로 어전시위를 지낸 인물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직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시 합격자인 공생(貢

生)이나, 현학(縣學)의 학생인 생원(生員)과 같은 중하층 신사들도 『달생편』

의 중간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달생편』의 중간에 참여한 상세한 이유는 밝히

고 있지 않지만, 청대 거인(擧人)ㆍ공생(貢生)ㆍ감생(監生)ㆍ생원(生員)과 같

17)  청대에는 관리가 공적을 세우면 일정한 등급을 매겼는데, 이를 기록(紀錄) 혹은 가급(加級)

으로 표기하였다. 기록은 그 횟수를 계산하여 기록 一次ㆍ二次ㆍ三次로 구분하였으며, 기

록 四次는 一級에 해당하였다. 때문에 加三級紀錄三次는 총 15차례에 해당하는 기록, 즉 공

적을 세웠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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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거시험의 학위소지자는 국가로부터 요역우면(徭役優免) 특권을 부여받

고 사회적 특권층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18) 특히 이

들은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향약을 실시하거나, 선서(善書)를 간행

하여 향촌의 교화에 힘썼다. 때문에 신사가 『달생편』의 중간에 참여한 이유는 

향촌의 교화라는 측면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사층 이외에 종교계 인물도 『달생편』의 중간에 참여하였다. 1929년 『달

생편부복유편(達生編附福幼編)』을 중간한 석인광(釋印光)19)이 대표적인 예

이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난산의 간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전생이나 현생의 살업(殺業)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만약 여자가 어렸을 때 나무아미타불과 나무관

세음보살의 성호(聖號)를 항상 염송하면, 전생과 현생의 살업을 없

앨 수 있다. 살업을 없애면 분만할 때 장애를 일으켜 아이를 나오

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라지니, 이 또한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 모든 전생의 원수가 방해하여 아이

가 나오지 않았던 자는 보살의 명호(名號)를 듣자마자 보살의 위

덕(威德)과 신력(神力)으로 즉시 원혼이 멀리 도망가 감히 방해하

지 못한다. … 이 책은 출산과 출산한 후의 각종 (생명의-인용자) 

보호를 위하여 쓰여 졌다. 어진 군자가 전파하고 유통시켜 집집마

다 한 권씩 구비하여, 함께 덕을 쌓고 욕망을 절제하는데 힘쓰기

를 바란다.20) 

이처럼 석인광은 『달생편』을 통해 석가의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전파하고

자 하였다. 특히 그의 중간본의 표지에는 ‘욕망의 절제’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18)  명ㆍ청시대 신사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오금성, 1986; 1989; 張仲禮, 1993; 何柄

棣,1987) 등 참조.

19)  석인광(1861-1940)의 속성(俗姓)은 조(趙), 이름은 소이(紹伊)다. 민국시기 4대 고승 가운

데 한 명이다. 그는 특히 정토종을 진흥시키는데 공을 세웠으며, 중국 근대 불교에 깊은 영

향을 미쳤다. 저서로는 『정토결의론(淨土決疑論)』ㆍ『종교불의혼효론(宗敎不宜混淆論)』ㆍ『

인광법사문초(印光法師文鈔)』ㆍ『인광법사가언록(印光法師嘉言錄)』 등이 있다(高振農ㆍ劉

新美, 1990: 57-59).

20) 亟齋居士ㆍ莊一夔 著, 印光法師 鑑定, 『達生編附福幼編』 (上海: 佛學書局, 1929),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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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투영되어 있는데, 임신 중 절제 없는 성욕에 대한 탐닉이 태아의 질병

과 사망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역설하였다. 즉 종교인이 『달생편』을 

인쇄했을 때에는 특정 종교적 가치가 부각되어, 책의 표지나 내용 구성에 약

간의 변형이 생기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인광은 『달생편』과 『복유편』

을 함께 보급함으로써 ‘태어남’이라고 하는 삶의 근원적 차원에서부터 질병을 

예방하여,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하고”, “난이 발생하기 전에 다스리는”21) 사회

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석인광과 같은 불교계 인사가 『달생

편』의 출판에 참여한 이유는 금욕주의를 전파하고, 질병으로부터 중생을 구

제하기 위한 종교적 자선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달생편』의 중간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건륭(

乾隆) 연간에 양저우 지역의 왕씨(王氏)라는 산파는 “부인의 생산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는데”, 『달생편』을 인쇄하여 세상에 유포시켰다.22) 또한 광서(光

緖) 연간에 신녀(信女) 사문(謝門) 우씨(于氏)는 산후증에 시달렸는데 『달생

편』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완전히 치유되어, 50권을 인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23) 민국(民國)시기에도 『달생편』의 중간이 끊이지 않았는데, 1936년 

중화서국에서 간행된 『원판족본달생편(原版足本達生編)』은 태창(太倉) 사계

(沙溪)의 우후이전[吳慧貞]이란 여성이 출판 비용을 보조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달생편』을 인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달생편』이 전해진지 오래되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까

닭은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진심으로 믿고 경험을 덧

붙이면, 비로소 이 책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이다. 나는 작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이 책을 알려주어 

글을 자세히 음미하며 반복해서 읽었다. 비로소 천지 생물의 자연

의 이치를 깨닫고 평안하게 분만하였다. 비록 몇 달이 지났으나 되

돌아보면 어머니의 가르침에 감사드리고, 더욱 이 책에 감사한다. 

21) 亟齋居士ㆍ莊一夔 著, 印光法師 鑑定, 『達生編附福幼編』 (上海: 佛學書局, 1929), p.1.

22) (淸) 李鬥 著, 許建中 注評, 『揚州畫舫錄』 卷九 (南京: 鳳凰出版社, 2013), p.222.

23) 汪家駒 增訂, 『達生編』，辛亥北京聚文齋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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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침 어머니의 50세 생신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 책을 인쇄하

여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어머니께 바친다.24) 

우후이전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달생편』을 읽고 출산에 직접적

인 도움을 얻었던 여성들이 ‘분만의 자연적 이치’를 다른 여성들에게도 전파

하기 위해서 책의 간행에 직접 참여하였다. 『달생편』을 중간하고 배포하는데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산과 지식의 전파에 있어서 여성이 상당히 능동적

이었음을 말해준다. 즉 『달생편』의 의학적 출산 담론이 여성의 경험을 거쳐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여성이 산과 지식의 단순한 수용자만은 아

니었음을 입증해 준다. 또한 근대 서구의 산부인과 지식과 의료 기술이 사회

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와중에도 여성들이 『달생편』의 출판에 앞장섰다는 

것은, 여전히 전통 산과 의료에 대한 여성들의 신뢰가 두터웠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달생편』이 이처럼 여러 차례 중간된 이유는 무엇일까? 관료와 신

사, 종교계 인사, 여성들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달생편』을 인쇄하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일까? 사실 『달생편』의 광범위한 유포는 청대 선서문화(善書文

化)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선서는 민중교화의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도덕적 실

천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 진 책이다.25) 『달생편』은 산과 의서이기 때문에 ‘권

선징악’이라는 도덕규범을 전파하는 선서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달생편』의 

24) 沙溪 吳慧貞 謹贈, 『原版足本達生編』 序言 (北京: 中華書局, 1936). 

25)  선서는 사대부에서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인과응보(因

果應報)의 이치에 의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목적으로 통속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의 윤리

도덕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 도교나 불교의 특정 사상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명대 사상계와 마찬가지로 유ㆍ불ㆍ도 합일을 구현하고 있다. 즉 선서에는 유교의 충효절

의(忠孝節義)와 음덕(陰德)관념,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 도교의 적선소악(積善消惡)

을 포함하는 유ㆍ불ㆍ도의 삼교합일(三敎合一)의 사상적 흐름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제

작ㆍ편찬자는 명ㆍ청시대의 신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남송시대에 『태상감응편(太上感應

篇)』이 출판된 이래 사회 일반에 보급되어 명말ㆍ청초에 가장 성행했다. 다양한 선서가 많

이 간행되었는데 출판 형태는 영리목적의 일반 서적과는 달리 인쇄ㆍ배포 자체가 선행이

라고 하여, 자비로 인쇄하거나 무료로 배포였다. 명ㆍ청대 선서 연구에 관해서는 (宋光宇, 

1994: 163-191; 遊子安, 2005; 張禕琛, 2009: 137-140; 2010; 朱新屋, 2014: 57-67; 酒井忠

夫, 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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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들은 이 책의 인쇄를 통해 덕을 쌓고 복(福)을 얻고자 하였다. 1876년

에 간행된 『광달생편전(廣達生編全)』의  「인송달생편영험기(印送達生編靈驗

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여태껏 덕을 쌓은 사람은 반드시 후사가 있었다. 옛날 『석사경감

응편주(錫嗣經感應篇注)』에는 “무릇 선서를 둔 곳은 신령의 보호

를 받으니, 응당 책을 소중히 아껴야 한다. 1만 권을 인쇄하여 증

정하면, 매 권마다 하나의 공을 쌓는 것이니, 먼저 천권을 인쇄하

여 참회하면 예전의 작은 과실을 면제받을 수 있고, 만권을 인쇄하

면 예전의 큰 과실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과오가 없으면 만권

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 무릇 병을 치유하고 후사를 바라고 

부귀해지려는 모든 염원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였다. 하늘의 도

는 사사롭지 않으나 다만 착한 사람을 보우하니 고서적의 주석에

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의 친구 한명은 후사가 없었는데, 사람

이 착해서 『달생편』을 인쇄하였다. 그 후에 아들을 3명이나 낳았을 

뿐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 또 한 친구는 본래 질병이 있었는데, 역

시 여러 권을 인쇄하여 널리 나누어주니 점차 건강해졌다. 그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보답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유익한 책을 인쇄하여 나누어주면 원기(元氣)가 가득 찰 뿐 

아니라, 후사도 역시 번창할 것이다.26)

이처럼 사람들이 『달생편』을 인쇄하는 행위에는 죄의 면제, 질병의 치유, 자

녀의 출산을 바라는 다양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었다. 때문에 극재거사가 『달

생편』을 쓸 때, 대중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측면도 있었다. 그는 “생명을 

아끼는 자가 보면 마땅히 널리 전파해야 한다. 여력이 있는 자는 중간하여 유

통시키고, 여력이 없는 자는 손으로 여러 책을 필사하고, 구두로 여러 사람에

게 전수해야 한다”27)고 주장하며, 『달생편』을 인쇄하는 행위 자체를 자선활동

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달생편』을 전파하는데 앞장서 “선을 쌓으면 언젠가 

26) 亟齋居士 撰，周毓齡 增廣，周登庸 續, 『廣達生編全』，1876年刻本.

27) 亟齋居士, 「達生編」 小引,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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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보답을 받고 천덕(天德)에 이르게 될 것이다”28)고 

하였다. 즉 극재거사도 “생명을 아끼는” 대중들의 심리에 호소하여, 『달생편』

이 널리 유통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달생편』의 인쇄를 통해 복을 바라는 심리는 석인광이 중간한 『달생편부복

유편』에도 나타난다. 이 책에 실린 부록에는 『달생편』의 인쇄를 통해 염원을 

이루게 된 사람들의 사례가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항주(杭州)의 침기만(沈其萬)은 역질(痰疾)에 걸려 의식을 잃고 깨

어나지 못했는데, 『달생편』 1000권을 배포하겠다고 기도하자, 며

칠 만에 병이 나았다. 

하남(河南)의 진연(陳延)은 학식이 풍부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다. 『달생편』 500권을 배포하겠다

고 기도하니, 봄ㆍ가을에 연이어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 …… 

소흥(紹興)의 주계원(朱啟元)은 6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다. 어

느 날 꿈에 대사가 『달생편』을 인쇄하라고 하였다. 꿈에서 깬 후

에 1000권을 배포하겠다고 기도하였다. 후에 두 아들이 임종을 지

켰다. 

조주(潮州)의 왕욕문(王欲文)의 아내 진씨(陳氏)는 분만하는데 목

숨이 위태로웠다. 또한 피를 토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 대사에게 

『달생편』 1000권을 배포하겠다고 기도하니, 날이 밝자 아들을 낳

았다. 모자가 무사하였다. ……

안경(安慶)의 주역용(周亦龍)은 성(省)에 가서 향시(鄉試)를 보는

데, 노정(路亭)에서 『달생편』 한 권을 습득하였다. 객사에서 향을 

피우고 『달생편』 100권을 배포하겠다고 빌었다. 그 해 과거에 합

격했다. 

강좌(江左)의 송이서(宋爾瑞)는 바다에서 배를 운항하는데 풍랑

을 만나 『달생편』 3000권을 배포하겠다고 빌었다. 후에 풍랑에도 

평안하였다. 

복건(福建)의 임여금(林如錦)은 일찍이 『달생편』 100권을 인쇄하

였다. 하루는 양측의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오직 임씨의 집만 불에 

타지 않고 온전하였다.29) 

28) 同上注.

29) 亟齋居士ㆍ莊一夔 著, 印光法師 鑑定, 『達生編附福幼編』 (上海: 佛學書局, 1929),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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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가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

다. 그러나 『달생편』의 인쇄를 통해 과거 합격ㆍ질병 치유ㆍ자녀 출산 등의 

영험한 효력을 경험했다는 민간의 사례가 모아지면서, 이것이 『달생편』의 인

쇄를 통해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을 것이라는 데에

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달생편』과 같은 통속 의서의 인쇄는 

대중들이 ‘구세(救世)’와 ‘구복(求福)’의 욕망을 실현하는 하나의 루트였던 셈

이다. 결국 대중들은 『달생편』에 구복과 구세의 신앙을 투영하였고, 이것이 

『달생편』이 광범위하게 인쇄되고 유통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달생편』을 읽었을까? 『달생편』이 선서의 성

격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음을 볼 때,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을 일반

대중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달생편』의  「대의」에는 이 책이 어떤 독자층을 겨

냥하였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이 책은 언어가 통속적이어서, 식자들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

다. 하지만 본래 부인들을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 글자를 아는 사

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낭

독해 달라고 하면, 모두 완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꼭 평상시에 설

명하여 마음속으로 이해시켜야만, 분만시에 나름대로 주장을 하기 

마련이다. 산모가 마땅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희극을 보거나 만담을 듣기보다는 이 책을 읽

는 것이 더 유익하다.30)

이를 통해 『달생편』은 대중들이 읽기 쉽게 통속적으로 쓰여 졌으며, 글자들 

모르는 사람도 낭독해주는 것을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전문적으로 의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의서가 아니며, 문맹

30) 亟齋居士,  「達生編」 大意,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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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함한 중하층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은 통속 의서라는 것이다. 또한 출

산의 담당자인 여성을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

소가 모두 읽어야 하는 교양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극재거사가 『달생편』의 주요 독자층을 일반대중으로 상정하였지만, 전문적

인 의업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높게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진수원(陳修

園)의 『여과요지(女科要旨)』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문하생이 묻기를: “임산(臨産)의 간호와 치료법은 어떠합니까?” 대

답하기를: “『달생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 한자가 모두 

주옥같으니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무릇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면 마땅히 이 책을 들고 매일 아내에게 3~4페이지를 말해주

면 15일이 지나지 않아 모든 책을 숙지할 수 있다. 밤낮으로 바둑

을 두고, 혹은 잡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무엇이 득실

이 될지는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31)

이처럼 의업을 행하는 사람들도 분만 의서로서 『달생편』의 가치를 인정하

고, 일반 남성에게 아내가 임신하면 반드시 이를 읽혀 숙지시킬 것을 권고하

였다. 이외에 왕연창(王燕昌)도 『왕씨의존(王氏醫存)』에서 “『달생편』, 『복유

편』, 『수생편』 등 책은 모두 의림(醫林) 가운데 귀중한 보물이다”32)고 하며, 가

장들이 이 책을 부인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문적 의료

인들도 『달생편』의 주요 독자로서, 이 책의 분만 지식이 대중적으로 유통되기

를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속광달생편』에서는 “의학을 아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의학을 모르는 사람도 집에 한 권을 구비해 놓으면 예방을 할 수 있고, 응

급시에 사용할 수 있고, 증상에 따라 처방할 수도 있다(嚴世芸, 1992: 3887)”

고 하며, 이 책을 가정용 자가 치료 지침서로서 구비해 놓을 것을 당부하였다. 

31)  (淸) 陳修園(陳念祖) 著, 『女科要旨』 (太原: 山西出版傳媒集團ㆍ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29.

32)  (淸)王燕昌 撰，王新華 編輯, 『王氏醫存』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p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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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출산을 앞둔 일반 가정에서 『달생편』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소설에서

도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어 『광릉조(廣陵潮)』33) 제6회에는 보방(普芳)의 아

내가 분만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하씨(何氏) 산파는 낙종(洛鍾)이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셋째 아

씨가 초산이니 당연히 좀 힘들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증상도 없

으니 큰일은 없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낙종에게 “셋째 사위

가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책 한권을 들고 보고 있는데, 그가 무

슨 책을 보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조용히 물었다. 낙종이 웃으며 

걸어가 슬쩍 한 번 보니, 원래 보방 앞에 『복유달생편(福幼達生編)

』이 한권 놓여 있었다. 보방은 낙종이 오는 것을 보고 흥분하며 “매

형 와서 보세요. 옛날 사람의 책인데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말하면서 한 부분을 가리키며 그에게 보여주었다.34) 

보방은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복유달생편』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은 『달

생편』과 『복유편』의 합각본이었다. 그러므로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남편이 『

달생편』을 읽으며, 아내의 분만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외

에도 『내빈현지(來賓縣志)』의 「포양안(褒揚案)」에는 구부문(瞿富文)이 자신

의 어머니의 행적을 기록하였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날마

다 『달생편』의 요지 및 『열녀전(烈女傳)』ㆍ『태교미지(胎敎微旨)』를 읽어주었

다”35)고 하였다. 이처럼 『달생편』은 출산 지침서로서 일반 가정에서 두루 읽

혔으며, 남성들이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 읽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33)  『광릉조』의 원래 제목은 『과도경(過渡鏡)』으로 1908년 무창(武昌) 『공논보(公論報)』에 처음 

발표되었다. 후에 『광릉조』로 제목을 바꾸어 상하이의 『대공화보(大共和報)』와 『신주일보(

神州日報)』에 등재되었으며, 1919년 상하이 진아서국(震亞書局)에서 출판하였다. 『광릉조』

는 이함추(李涵秋 1874-1923)의 대표 작품으로, 양저우(揚州)라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편

전쟁부터 5ㆍ4운동 직전까지의 사회 변천을 다루었다. 『광릉조』는 양저우의 민간 습속, 사

회 풍속, 골목 정취, 남녀관계의 애증을 상세히 묘사하여, 근대 변혁기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高雯, 2010; 梁甘露, 2011). 

34) (民國) 李涵秋 著, 『廣陵潮』 上 (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98),pp.45-46.

35)  (民國) 『來賓縣志』 備考一 「褒揚案」 ‘瞿富文自撰先母節孝事狀’, 民國二十五(1936)年鉛印本,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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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여성들이 『달생편』을 읽는 경우도 종종 살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우

후이전의 경우는 “글을 자세히 음미하며 반복해서 읽고”36) 평안하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다. 또한 우후이전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달생편』을 접했

다고 언급하고 있어,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산과 지식의 전달 루트가 매

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친인척 여성들을 통해서 

『달생편』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홍루몽(補紅樓夢)』37) 제

7회에서는 마작을 하기 위해 모인 여성들이 출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

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환(李紈)은 “이모님이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시니 할머니와 마작

이나 하시라고 불렀어요”라고 말했다. 설(薛)이모는 “내가 집에 일

이 없기는 하나 우리 며느리 향릉(香菱)이 산달이 되어 조만간 누

군가가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채(寶釵)는 “큰형님(향릉-인용

자)이 산달인지 알고 제가 모시러 가지 않은 거에요”라고 하였다. 

이환은 “향릉만 산달이고 너는 아니니?”라고 물었다. 보채는 얼굴

을 붉히며, “형님(이환-인용자) 무슨 말 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했

다. 이환이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라니? 누구 집에 

애를 낳는 것이 무슨 숨길 일이니? 정말로 일찍부터 『달생편』을 읽

고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 두어야지”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설이

모는 “너의 형님(이환-인용자) 말이 정말 맞다”고 하였다.38) 

이 소설에서는 보채라는 여성이 산달이 다 되었음에도 별다른 준비 없이 

친척 여성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있자, 그녀의 손윗동서인 이환이 『달생편』을 

읽고 서둘러 출산 준비를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즉 여성들 사이에 『달생편』

36) 沙溪 吳慧貞 謹贈, 『原版足本達生編』 「序言」 (北京: 中華書局, 1936). 

37)  중국 청나라의 조설근(曹雪芹)이 장편 소설 『홍루몽(紅樓夢)』을 저술한 이래로, 그 아류작

이 많이 등장하였다. 낭환산초(琅環山樵)의 『보홍루몽』도 그 가운데 하나이며, 가경(嘉庆) 

19(1814)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청나라 귀족 생활의 내면을 소상히 묘사하고 있는데, 귀

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다양한 중의학 처방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의료사

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38) (淸) 琅環山樵 著, 『補紅樓夢』 第7回 (太原: 北岳文藝出版, 1989),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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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만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필독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

해 친인척 여성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리보중[李伯重]은 

명ㆍ청시기 강절(江浙)지역에서 삼고육파(三姑六婆)로 대표되는 민간속문화 

전파 네크워크가 여성들이 단산(斷産)과 낙태 등의 산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李伯重, 2003: 208). 이는 친인척을 

포함하여 여성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산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어

렵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달생편』이 유

통되어, 여성들이 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분만의 협조자였던 산파는 『달생편』을 읽었을까? 사실 산파들은 

대부분 문맹이어서, 이들이 직접 『달생편』을 읽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39) 때

문에 1925년 『부녀잡지(婦女雜誌)』에서는 베이징의 출산 풍속을 설명하면서, 

산파들이 “구시대 출산에서 나침판처럼 떠받든 『달생편』 조차도 본 적이 없

다”40)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청대에는 의서 통속화의 경향과 더불어 사회적

으로 암송과 응용에 편하도록 약성(藥性)과 치료법을 노래 형식으로 엮은 운

문이 대량으로 출현하였다(余新忠, 2003: 307-308).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조응하여 극재거사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달생편』을 구술로 전파하라고 

호소하였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낭독해 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직접 독서 보다는 낭독과 구술, 암송하기 쉽게 만든 가

결(歌訣)ㆍ구결(口訣)을 통해 『달생편』의 독자층을 더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산파들이 『달생편』을 직접적으로 읽었다는 기록은 찾기 힘드나, 산파들이 

구전의 형태로 분만 지식과 기술을 전승해 내려 왔음을 증명하는 기록은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30년 『대공보(大公報)』에는 한 산파의 인터뷰 기사가 실

렸는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39)  1928년 11월 정부가 전통 산파를 훈련하기 위하여 산파학습반(産婆學習班)을 개설하였

는데, 모집한 30명의 산파 모두 문맹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4세였다(嚴仁英, 1990: 

27-28).

40) 芸子, 「吾鄉的生產風俗: 北京」, 『婦女雜誌』 第11卷 第7期, 1925년 7월 1일,p.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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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도 종종 직면했다. 난산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는 일정한 비

밀 약방(藥房)이 있다. 어떠한 난산이냐에 따라 그에 맞는 약방을 

사용한다. 나는 글을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 약방을 모두 잘 보관

하여, 어떤 약방으로 어떤 난산을 치료할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

다. 그 이외에 약방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경

우도 있다. 예컨대 임산부가 혈훈(血暈)이 있으면, 저울추를 식초

에 넣고 불에 데운 후에 임산부의 코 옆으로 가져가 잠시 냄새를 맡

게 하면 곧바로 의식을 회복한다.41)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산과 지식을 습득한 이 여성은 비록 글은 모르지만 

난산에 대비한 비밀 약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암호의 

형태로 기록하여, 난산의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약을 처방하였다. 또한 저울

추와 식초를 이용하여 혈훈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알 고 있었는데, 이는 『

교주부인양방(校注婦人良方)』이나 『달생편』에 기록된 처방과 일치 한다. 즉 『

달생편』에는 “산후에는 저울추나 혹은 개울에 있는 흰색 돌멩이를 붉게 달아

오르게 데운 후에 식초를 넣고, 그 냄새를 산모의 코로 맡게 하면 혈훈을 피할 

수 있다”42)고 기록되어 있다. 혈훈에 저울추와 식초를 사용한 처방은 여러 산

과 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파가 반드시 『달생편』을 읽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산파들이 구전을 통해 산과 의서의 지식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산파들도, 낭독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전 방식을 

통하여 『달생편』을 포함한 기타 산과 의서의 지식을 섭렵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산파를 포함하여 하층 여성들에게까지 『달생편』이 전파되었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극재거사가 『달생편』의 독자층을 남녀노소

를 불문하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했

41) 記者, 「專門接生的陳姥姥」, 『大公報ㆍ社會花絮』 1930년 3월 3일 9면.

42)  亟齋居士, 「達生編」 産後, p.109. 이외에 『교주부인양방』에도 산후 혈훈의 처방에 대해 “하

혈이 지나치게 많으면 청혼산(淸魂散)으로 보(補)하거나, 식초 달인 것을 조금씩 마시거나, 

미리 저울추를 달궜다가 거기에 식초를 붓거나 … 그 냄새를 맡게 하면 대부분 이 병을 앓

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陳自明, 2011: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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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전략은 거의 적중했다고 볼 수 있다. 『달생편』은 출산을 앞둔 가정의 상비

용 출산 지침서로서, 상층 계급의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하층 신분에 속한 

산파들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4. 내용 구성과 서술상의 특성

극재거사는 『달생편』의 「소인」에서 이 책을 서술한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아이를 낳는 것은 병이 아니나, 난산은 인환(人患)이다. 인환이 끊

이지 않는데 그 잘못을 하늘 탓으로 돌리니 하늘이 무슨 잘못이 있

겠는가? 단지 인위적으로 간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로

지 난산을 위하여 썼다. 대체로 보잘 것 없는 어리석은 소견이나, 

또한 조그마한 진실의 마음이 담겨있다. 만약 상세히 읽고 신중하

게 실행한다면 모두 염소처럼 쉽게 낳게 될 것이니, 인환이 사라지

고 천덕(天德)이 화합할 것이다.43)

즉 『달생편』은 난산을 예방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것이다. 극재거사는 난

산을 ‘인환’으로 규정하였는데, 인위적 간섭을 모든 난산을 초래하는 원인으

로 보고 있다. 그는 “태어남은 천지자연의 이치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들고 발로 걷는 것과 같이 지극히 쉬운 것으로, 억지로 하려들지 않으

면 어려움을 겪는 자도 없을 것이다”44)고 하였다. 이처럼 극재거사는 출산을 

자연스러운 일로 규정하며, 출산에서 ‘인위성’을 배제함으로써 난산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달생편』은 다른 산과 의서와는 달리 자연스럽

게 순산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기본 텍스트로 삼은 경의당 판본에는 하종대의 논평이 덧붙

43) 亟齋居士, 「達生編」 小引,p.99. 

44) 亟齋居士, 「達生編」 原生,p.101. 



YU Yon Sil :   Obstetric Medical Book and Women's Childbirth in Qing Dynasty: The Case of the 
Treatise on Easy Childbirth (達生編)

│ 醫史學134

여져 있는데, 그는 독자들이 『달생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의 「대의」

를 8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대의」는 『달생편』의 범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책의 편찬 방식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대의」에서 하종대는 『

달생편』과 기타 산과 의서의 차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태산(胎産)에 대해서는 『산보(産寶)』이래로 책이 나온 이후 대대로 

발명이 있었다. 보태(保胎)ㆍ임산(臨産)ㆍ산후 조리의 방법이 모

두 정밀하여 빠뜨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이 더 필

요한가? 그러나 그 책들이 처방에만 몰두할 뿐, 그렇게 된 까닭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간략하게 언급하여, 그 의도를 다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이 책은 단지 분만의 이치를 반복적

으로 설명하였을 뿐, 처방은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 태산(胎

産)의 책은 매우 많다. 지금 이 책은 보잘 것 없지만, 특별히 난산

을 위해서 저술하였다. 산전과 산후는 특히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기록하여, 그 대강만 남겨 두었을 뿐이다45) 

이처럼 『달생편』의 내용과 구성상의 특수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분만의 이치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른 분만시의 행동 지

침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청대 산과 의서들은 난산을 초래한 원인에 대

한 설명보다는 난산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처방전을 쓸 것인가 라는 치료법

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달생편』과 더불어 청대 4대 산과 의

서로 불린 『태산심법』ㆍ『태산비서』ㆍ『대생요지』 등은 산전ㆍ분만ㆍ산후의 여

러 증상 및 이에 따른 처방을 상세히 언급하였다. 물론 이 책들은 의사가 읽

는 전문 산과 의서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질병의 증세와 치료법을 상세

히 다루었지만, 일반인이 읽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반면 『

달생편』은 분만의 원리와 그에 따른 행동 지침을 다룬 지침서 혹은 가이드북

에 가까웠다. 때문에 『달생편』은 분만의 징후, 분만시의 유의점, 가진통과 진

진통의 구별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출산과 관련한 응급 처방

45) 亟齋居士, 「達生編」 大意,p.100. 



유연실 : 청대(淸代) 산과(産科) 의서와 여성의 출산:  『달생편(達生編)』을 중심으로

제24권 제1호(통권 제49호) 111-162, 2015년 4월 │135

에 대해서는 최생방(催生方)ㆍ안태방(安胎方)을 비롯한 10여 가지만을 간단

하게 기록하고 있다. 

둘째, 분만의 과정에 대한 서술에 집중하였고, 산전과 산후의 각종 질병과 

몸조리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달생편』에는 산과 의서에 포함

되어 있는 종자(種子)ㆍ구사(求嗣) 등 임신을 위한 섭생지도 및 처방을 비롯

하여, 임신의 진단법, 임신 중의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 산후 각종 질병에 대

한 처방과 산후조리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산과 의서는 

산전ㆍ분만ㆍ산후의 연속성 상에서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다루었다면, 『달

생편』은 분만을 단독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분만과 조산(助産)이 지니는 중요

성과 가치를 상대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런 면에서 『달생편』

은 임신ㆍ출산에 관한 종합 백과전서라기보다는 분만 의서 혹은 분만 지침서

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달생편』의 목차를 보면 그 구성상의 특징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표 1은 

『달생편』의  서술 순서대로 목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달생편』의	목차	
Table	1.	Table	of	Contents	of	Treatise	on	Easy	Childbirth	(達生編)

서론 및 범례 본문 부록 및 발문

『달생편』 上 『달생편』 下 附錄

達生編 小引 原生 保胎 - 保胎救産神效奇方

達生編 大意 臨産 飮食 - 嬰兒初生攻去胎毒

宜忌 小産 - 小兒稀痘經驗方

試痛 産後 復齋主人 跋

驗案 胎死腹中

※  비고: 「대의」는 

하종대가 씀

胞衣不下

※  비고: 부록과 발문은 복재주인이 첨부

한 내용임

乳少

格言

方藥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달생편』은 「소인」과  「대의」바로 뒤에 출산의 

이치, 분만의 증상, 분만시의 유의사항, 가진통, 난산의 임상 사례 등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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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임신 중의 몸 관리와 음식조절, 유산과 산후의 몸

조리,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와 태반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처방, 모

유가 적은 원인, 분만에 관한 격언, 난산시의 각종 처방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달생편』은 구성상 분만과 관련된 내용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하종대는  「대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책을 펼치자마자 분만을 기록한 까닭은 무엇인가? 대체로 분만시

에는 다급하여, 세세하게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

한 것은 첫머리에 기록하여, 문을 열면 바로 산이 보이듯 책을 열

면 분만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숙달되게 익

히고, 열심히 실행한다면 잘못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평상

시에 설명하고자 한다면, 보태(保胎)부터 순서에 따라 읽어도 무

방하다.46)

사실 『달생편』의  「대의」는 나중에 하종대가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원 판

본에는 「소인」 뒤에 바로 「원생」과 「임산」에 관한 내용이 배치되어 있다. 극재

거사는 책을 펼치면 바로 분만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독자가 분만시에 빨리 이 부분만을 훑어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즉 분만이

라는 응급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산과 서적들을 펼치면 분만 부분을 찾기도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도 번잡하여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많았던 것

이다. 때문에 『달생편』은 기존의 산과 서적의 단점을 보완하여 분만이라는 응

급상황에서 독자가 분만에 관한 정보를 찾기 쉽고 읽기 쉽도록 이를 전면에 

배치했던 것이다. 

분만 의서라는 성격에 맞게, 『달생편』의 상권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생」 부분에서는 출산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설명하며, 인위적으

로 간섭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임산」 부분은 분만시 진통의 양상과 여러 

가지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46) 亟齋居士, 「達生編」 大意,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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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복통을 느낄 때 먼저 산모의 집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세워

야 한다. 이는 인생의 필연적 이치로 매우 쉬운 일이며 놀라 허둥

지둥할 필요가 없다. 한 차례 진통이 끝나기도 전에 또 진통이 와

서 한 번에 다섯에서 일곱 차례 연속으로 통증이 오고, 진통이 점

점 더 강해지고 진통의 간격이 점점 더 짧아지면, 이는 아이를 낳

으려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말해 알리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서서히 진통이 온다면 이는 시통(試痛)이다. 오

로지 잘 자고 잘 먹으며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때는 극도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시기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산(正産)47)이라고 잘못 여기고, 함부로 분만통에 들

어가면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48)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극재거사는 가진통과 진진통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

모가 적절한 시기에 힘을 주어야만 순산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난산을 초

래하는 두 가지 원인을 가진통과 진진통을 구분하지 못하고 산모가 너무 일찍 

힘을 주거나, 태아가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산파가 억지로 끄집어 내려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출산은 “과숙체락(瓜熟蒂落-오이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다)”의 이치와 같이 때가 되면 아기가 저절로 나오므로, 산모는 

분만 시에 “수ㆍ인통ㆍ만임분(睡ㆍ忍痛ㆍ慢臨盆-잠을 자고, 진통을 참고, 늦

게 분만통에 들어가라)”49)이라는 육자진언(六字眞言)만을 유념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극재거사는 분만시에 진통을 참으면 참을수록 좋다고 

보았으며, 분만통에는 최대한 늦게 들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의기」에서는 산방에서 함부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며, 산모가 

47)  양자건(楊子建)의 십산론(十産論)에 의거하면 “부인이 임신하여 열 달을 다 채워 음양(陰

陽)의 기(氣)가 충족되어 허리와 배에 진통이 생기고, 다음에 태아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배

꼽 부위의 통증이 극심할 때에 이르러, 허리 사이가 묵직하게 아프고 항문이 돌출되어 나

오고, 이어서 양수가 터지고 피가 나오고 아이가 드디어 태어나는데, 이것을 정산이라 부른

다”고 하였다(陳自明, 2003: 657). 때문에 일부 산과 의서에서는 정산을 달을 다 채워 정상

적으로 태아를 낳는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달생편』에서의 정산은 가진통과 구분되는 진진

통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48) 亟齋居士, 「達生編」 臨産,p.102. 

49) 同上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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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시통」에서는 “진통 간

격이 조밀하면 진진통이고, 진통 간격이 길거나 불규칙적이면 모두 가진통이

다”50)며, 두 진통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사실 「시통」 부분은 「임산」부분과 표

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진통을 분만의 징후로 오해하는 실수를 최대한 줄

이기 위해서 상호보완적으로 덧붙였다고 할 수 있다. 「험안」은 다른 의서에서

는 ‘의안(醫案)’이라고도 하는데, 질병 치료에 관한 임상기록에 해당한다. 극

재거사가 안후이성에 머무를 때, 지인들의 난산을 치료한 5차례의 경험담을 

기록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태부경(太仆卿) 장공(張公)의 셋째아들 장

보화(張葆華)의 후처의 난산을 치료한 것이다. 

장부인은 임신하면 반드시 8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분만하면 

반드시 며칠 동안 온갖 고통을 겪고야 비로소 아이를 낳았다. 딸을 

낳았으나 일주일 만에 죽었다. 다시 임신하고 출산해도, 일찍 죽는 

건 모두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후에 출산을 하면 마땅히 알려야 한

다고 말했다. 다음 해 또 8개월에 좌초(坐草)하였으나 삼일이 되도

록 나오지 않았다. … 장보화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

는데, 진맥을 하니 맥(脈)이 이경(離經)51)되지 않았으며, 산모도 숨

이 남아있었다. 산파가 옆에 있어 물으니, 태아의 머리가 산문(産

門)에 이르렀는데 나오지 않을 따름이다고 하였다. 나는 서둘러 산

모를 편안히 눕히고, 그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는 안태

약(安胎藥)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웃

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물으니, 산모가 괜찮다고 하였

다. 나는 “어제 태아의 머리가 산문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라고 물었다. 장보화는 태아의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나는 크게 웃으며, 작별하였다. 이후 120일, 12개월 만

50) 亟齋居士, 「達生編」 試痛,p.106. 

51)  분만하려고 하는 산모의 맥은 ‘이경’인데, 『난경(難經)』에는 “한번 숨을 내쉴 때 맥이 세 번 

뛰면 이경이라 한다. 이것은 양이 음에 두 배로 가해진 것이다. 한번 숨을 내쉴 때 맥이 한

번 뛰는 것 또한 이경이라 한다. 이것은 음이 양에 네 배로 가해진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가라앉아 가늘면서 매끄러운 것[沉細而滑] 역시 이경으로 부른다. 분만에 임한 산모는 맥이 

가라앉아 가늘면서 매끄럽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장 본맥(本脈)의 모양이다. 그런데 신

장은 포태(胞胎)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 맥을 나타내면 또한 이경의 맥이라고 같이 부른

다(陳自明, 2003: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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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나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였다. 지금 8살

이다. 이전에는 모두 태아가 덜 자랐는데 억지로 꺼냈으며, 산모가 

건장하고 젊어서 다행히 산모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52)

장부인의 경우처럼 일부 여성들은 임신 8개월 만에 조산의 징후가 나타나

기도 하는데, 이를 진통으로 여기고 억지로 분만을 시도하려다 위험에 처하

는 경우가 많았다. 극재거사는 맥을 집어보고 아직 분만의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가 안태약을 처방하여 산모와 태아를 안정시키니 조산의 징후

가 사라지고, 이후 12개월 만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처럼 극재거

사는 분만의 징후를 잘못 판단하여 미숙한 태아를 억지로 꺼내려 했던 임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과숙체락”이라는 자연의 이치에 위배된 출산의 위험

성을 알리려고 하였다. 

『달생편』 하권은 기존의 의서에서 논의된 태아보호와 산후조리에 관한 내

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새로운 이론이

나 처방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읽기 쉽게 평이하면서도 일목요

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태」 부분에서는 절욕(絶慾)과 절

욕(節慾)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성욕의 억제가 태아의 안정과 순

산, 그리고 출산 이후의 아이의 건강과 수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는 너무 편하게 지내서는 안 되며, 적

당히 노동하고 움직일 것을 권고하였다. 「음식」 부분에서는 담백하고, 싱겁고 

맛이 진하지 않으며, 맵고ㆍ뜨겁지 않은 것을 주로 먹으라고 당부하였다. 「소

산」 부분에서는 “소산은 과일이 익지 않았는데 따거나,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

에 껍질을 깨드리거나, 식물의 뿌리와 꼭지를 자르는 것”53)과 같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출산보다 10배의 주의를 기울여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산후의 몸조리는 산후 질병에 대한 대처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산

52) 亟齋居士, 「達生編」 驗案, pp.106-107. 

53) 亟齋居士, 「達生編」 小産,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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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리에 적합한 음식을 소개하였다. 

「태사복중」 부분에서는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것을 식별하는 방법과 불수

산(佛手散)ㆍ평위산(平胃散)을 통해 죽은 태아를 꺼내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포의불하」 부분에서는 분만 후 태반이 나오지 않는 경우, 굵은 삼노끈으로 

탯줄을 묶어 태반을 꺼내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유소」 부분에서는 모유가 나

오지 않는 경우 통맥탕(通脈湯)을 먹여 기혈을 보충할 것을 권고하였다. 「격

언」에서는 자신의 논의는 대부분 양자건(楊子建)의 『십산론(十産論)』에 근거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기타 산과 의서의 분만에 관한 격언을 정리하였다. 

「방약」은 가미궁귀탕(加味芎歸湯)ㆍ불수산(佛手散)ㆍ평위산(平胃散)ㆍ생화

탕(生化湯)ㆍ안태방(安胎方)ㆍ안태은저주(安胎銀苧酒)ㆍ자주(紫酒)ㆍ당귀

보혈탕(當歸補血湯)ㆍ화타유풍산(華陀愈風散)ㆍ통맥탕(通脈湯) 등 10가지 

처방약의 주요 효능과 제조법에 관해 정리하였다. 

『달생편』은 구성상 분만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것 외에, 문체가 통속적이라

는 측면에서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달생편』은 언

어가 통속적이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구두로 낭독해 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때문에 일부 전문 의료인은 『달생편』이 통속

적 언어로 분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진복정(

陳復正)은 『유유집성(幼幼集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릇 분만의 시기에 극재는 첫째 수(睡)，둘째 인통(忍痛), 셋째 만

임분(慢臨盆)하라는 육자진언을 제시하였다. 나는 다시 세 글자의 

격언을 제시하니 미이경(未離經)이다. 육자진언에 비교하면 더욱 

친밀하다. 육자진언은 일반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 산모가 깊게 신

뢰해서는 안 된다. 세 글자의 격언은 의사가 한 말로 신뢰하지 않

을 수 없다. 진실로 분만을 안전하게 하는 금단(金丹)이고, 죽은 사

람도 다시 살리는 상약(上藥)이다. 내가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한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54)

54)  (淸) 陳復正 著, 「幼幼集成」, 黃政德 主編, 『中華醫書集成』 第十六冊 (北京: 中醫古籍出版

社, 199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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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만의 징조는 산모의 맥이 ‘이경(離經)’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일반인이 진맥을 짚어보고 한번 숨을 내쉴 때 맥이 세 번 뛰거나, 

한번 뛰는 것을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대중들에게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의학적 용어보다는 분만시에 “잠을 자고, 진통을 참고, 늦게 분만통에 들어가

라”는 충고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에도 쉬웠을 것이다. 때문에 『달

생편』이 어려운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속적으로 분만의 원리를 설명

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는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달생편』은 문체가 매우 간결하고 쉽다. 예를 들어 청대의 산과 

의서인 『죽림사여과(竹林寺女科)』ㆍ『태산심법』ㆍ『달생편』 세 책에 기록된 “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경우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여 보도록 하자. 다만 여기

에서는 각 의서의 문장을 비교하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되, 기본 사료

에 해당하는 『달생편』의 경우에만 해석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竹林寺女科』: 妊娠胎動不安之甚者, 當先察其母之面色, 面赤母

生; 面靑母死. 尤必察其母之舌色, 舌赤胎生; 舌靑胎死. 欲知胎之

生死，全以舌爲證驗. 然必舌見靑黑, 口出噦氣而吐沫, 嘔惡, 腹中

陰冷如冰, 重墜如石者方可議下. 宜佛手散ㆍ決津煎ㆍ脫花煎, 助其

血而落之最爲神效, 切勿用平胃散加樸硝等劑腐人腸胃.55)

『胎産心法』: 然下胎最宜謹慎, 必先驗明產母, 面赤舌靑, 腹中陰冷

重墜, 口穢氣喘的確，方可用下. 若見紫黑血塊血縷，猶爲確候. 亦

必先固妊婦本元, 補氣養血而後下之. 予故重佛手散ㆍ香桂散ㆍ滑

胎煎爲下死胎之王道藥也.56) 

『達生編』: 死胎只宜佛手散, 服之自下. 或不下, 再用平胃散一服, 加

樸硝二三錢, 能令化下極易耳. 古人立法, 各有精義. 且經屢驗, 不吾

欺也. 勿用奇方怪藥, 以傷母命. 或問, 何以知其胎死. 曰, 面赤舌靑, 

母活子死. 面靑舌赤, 子活母亡. 面舌俱靑, 子母俱死. 況死胎墜脹

瘀痛, 亦與常產不同(태아가 죽었을 경우 단지 불수산만 먹으면 저

55)  (淸) 竹林寺僧 著, 『竹林寺女科』 (太原: 山西出版傳媒集團ㆍ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2), 

pp.153-154.

56)  (淸) 閔純璽 撰, 「胎産心法」 券之中, 『續修四庫全書ㆍ子部ㆍ醫家類』 1008冊 (上海: 上海古

籍出版社, 2002),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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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나온다. 혹 나오지 않으면 다시 평위산 한 첩에 박초 2ㆍ3돈

을 가미하여 먹으면, 태아를 매우 쉽게 나오게 할 수 있다. 고인이 

세운 법칙에는 각각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서 거짓되지도 않는다. 기이한 처방과 이상한 약을 사용해서 

산모의 목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어떻게 태아가 죽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얼굴이 붉고 혀가 푸르면, 산모는 살았으나 

태아가 죽은 것이다. 얼굴이 푸르고 혀가 붉으면 태아는 살았으나 

산모는 사망한 것이다. 얼굴과 혀가 모두 푸르면 산모와 태아가 모

두 죽은 것이다. 하물며 태아가 죽으면 추창 증세와 어통이 있어, 

역시 정상적인 출산과 다르다).57) 

이처럼 세권의 책에서 모두 태아의 사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얼굴

과 혀의 색깔을 판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세권의 책에서 산모가 살고 

태아가 죽은 경우 “얼굴이 붉고 혀가 푸른”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달생편』에서는 얼굴과 혀의 색에 따른 산모와 태아의 사망 양상을 한 문

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죽림사여과』에서는 얼굴과 혀의 색을 각

각 따로 분리하여 설명이 오히려 복잡하고 장황한 느낌이 든다. 또한  『죽림

사여과』와 『태산심법』에서는 태아가 죽으면 “배가 차고, 묵직하게 내려 않으

며,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달생편』은 “배가 

부풀어 올라 아래로 처지며 어통이 있다”고만 설명하였다. 처방전에 있어서

는 불수산 이외에는 각각 편차가 있다. 그런데  『죽림사여과』와 『태산심법』에

서는 증상을 먼저 설명하고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달생편』은 처방전을 

먼저 제시하고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달생편』은 문장이 구어체로 

쓰여 있는데, 이는 전문 의학 지식을 대중적 언어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이를 통해 산과 지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

용도가 증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달생편』은 통속적 산과 의서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7) 亟齋居士, 「達生編」 胎死腹中,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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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인식

샤롯 퍼스(Charlotte Furth)는 황제의 신체를 기점으로 송ㆍ명시기의 부인

과 서술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였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인 『황제내

경』에는 남녀의 신체적 구분이 없으며, 여성의 출산 기능도 특별히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송대 이후 형성된 “여성은 혈(血)이 주가 된다(費俠莉, 2006: 

56)”는 의학 관념은 남녀의 신체를 ‘이체동형(異體同型)’으로 바라보았다. 때

문에 의사들도 생리적 성별의 차이가 여성 특유의 질병을 야기한다고 여기고, 

여성의 질병은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남

녀의 생리적 차이를 강조하는 의료적 시각은 남성 의사의 여성 신체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았고, 여성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이러한 시각 속에서 임신한 여성의 신체와 출산의 영역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영역으로 젠더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명ㆍ청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은 혈이 주가 된다”는 인식이 점차 약화되

면서, 남녀 성별 구조의 차이를 강조하는 엄격한 젠더 분리 관점도 전환되었

다. 명ㆍ청시기의 의사들은 “여성의 여러 질병은 본래 남자와 다르지 않다”

는 인식에 기초하여, ‘남녀동치(男女同治)’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였다(費俠

莉, 2006: 128). 다만 이들은 남녀의 신체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도 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은 인정하였다. 장개빈(張介賓)은 『경악전

서ㆍ부인규(景岳全書ㆍ婦人規)』에서

여성의 여러 가지 질병은 본래 남자의 질병과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은 오직 경수(經水)ㆍ태산(胎産)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문에서는 경맥(經脈)ㆍ태잉(胎孕)ㆍ산육(産育)ㆍ산후(産後)ㆍ대

탁(帶濁)ㆍ유병(乳病)ㆍ자사(子嗣)ㆍ징하(癥瘕)ㆍ전음(前陰) 등

의 아홉 가지와 관련한 징후만을 열거하였다. 대개 이 아홉 가지

로 분류된 징후가 여성 질환에서 가장 기본이 되므로 상세히 논하

였다. 이외의 잡병은 남자와 동일하여 해당 부분에서 각각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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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여기서 번거롭게 서술할 

필요가 없다.58) 

라고 하여, 월경ㆍ임신ㆍ출산의 영역에 해당하는 질병에서만 남성과 여성

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명ㆍ청대 의료인들은 여성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묘사하면서, 이에 대한 인위적 간여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1715년 편찬된 『달생편』도 이러한 의학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출

산을 “오이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으

로 묘사하였다. 

과숙체락이란 네 글자를 살펴보면, 즉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온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묘조장(揠苗助長)이란 네 글자를 살펴보면, 

가진통을 출산의 징조로 오인하는 폐단을 알 수 있다. 무릇 병아

리는 때가 돼서야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니, 어찌 빨리 분만시

키는 신약과 산파의 절묘한 솜씨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고인은 늦

게는 3-4년 후에 낳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이는 태아가 나오려

고 하지 않을 따름이다.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강요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59)

이처럼 극재거사는 분만을 인위적 간섭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난산은 “벼이삭이 더디게 자란다고 손으로 이삭을 뽑아

서 빨리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은 쓸데없는 간섭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

다. 때문에 분만을 촉진하는 약이나 분만의 보조자인 산파의 인위적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 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순산

의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출산은 ‘질병’이 아니며, ‘자연스러

운’ 현상이라는 관념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가장 ‘자연스럽게’ 출산하

58)  (明) 張介賓 著, 「景岳全書ㆍ婦人規」, 李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

版社, 1999), p.1339.

59) 亟齋居士, 「達生編」 臨産,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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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난산을 줄이고, 산모나 태아의 생명을 보전하는 길이라는 신념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출산을 ‘과숙체락’과 같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인식하는 관념은 출

산 자체를 이상화시키고, 이에 따르는 여성의 고통을 상대화시켰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과숙체락’이라는 낙관적 사유 속에서 진통을 견디지 못하는 여성

은 인내심이 없는 여성으로, 자연스런 분만의 과정을 파괴하는 산파는 부덕(

婦德)이 결핍된 여성으로 형상화되었다. 또한 출산을 자연스런 과정으로 정

의하면서 순조롭게 아이를 낳지 못한 ‘난산’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 전가되

었다. 예를 들어 우단(虞摶)은 『의학정전(醫學正傳)』에서 “산육(産育)의 어려

움은 모두 산모가 미리 생육의 도리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만에 

닥쳐서 당황하고 힘을 적절하게 주지 못하여 결국 난산의 위험이 생겨난 것

이다”60)고 하였다. 즉 여성이 분만의 자연스런 이치만 잘 이해한다면 모든 난

산은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함으로써, 분만 실패에 따른 비난은 여성이 짊어

지게 되었다. 

극재거사는 과숙체락의 자연스런 분만 과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분만 촉진

제의 사용을 비판하였다. 그는 분만시 혈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미궁귀탕61)과 

불수산62)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방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 

분만시에 효능 있는 약이 있는데 복용해도 되는가? 안 된다. 옛날

의 기이한 처방으로 서신환(鼠腎丸)ㆍ토뇌환(兔腦丸)만한 것이 없

60) (明) 虞摶 原著, 郭瑞華等 點校, 『醫學正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431.

61)  당귀(當歸-1량), 천궁(川芎-7돈), 구판(龜板-손바닥 크기 한 조각, 식초를 넣고 구워서 분말

로 간다), 부인의 머리카락(달걀처럼 큰 한 움큼, 기와 위에서 약한 불에 말려 약성을 보존

한다), 물 두 대접을 넣고, 한 대접이 될 때까지 달여서 마신다. 만약 사람이 5리를 보행할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낳고, 죽은 태아도 배출된다(亟齋居士, 「達生編」 方藥,p.112).

62)  당귀(當歸-5돈), 천궁(川芎-1돈), 물 7푼(分), 술 3푼을 섞어 넣고, 7푼으로 달인다. 예를 들

어 횡생(橫生)ㆍ도산(倒産) 및 태아가 뱃속에서 죽는 경우는 검은 마료두(馬料豆) 한 홉을 

첨가하여, 복아 달여서 익혀 뜨거울 때 물속에 집어넣고, 동변(童便)을 절반가량 넣고 달여

서 마시고, 잠시 후에 또 마신다(亟齋居士, 「達生編」 方藥,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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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요즘에 성행하는 것으로는 회생단(回生丹)만한 것이 없다. 

그 약이 효험이 없어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쓸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힘을 쓸 필요도 없으며, 손을 쓸 필요도 없다. 또한 잠자는 

방법으로 (아이가 나오도록-인용자) 도와준다면 스스로 나올 수 있

는데, 어찌 약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설령 순조롭지 않더라도, 잠

을 자는 것이 상책이다.63) 

일반적으로 서신환은 수컷 쥐의 신장에 웅황(雄黄)ㆍ주사(朱砂)ㆍ사향(麝

香)을 섞어 만든 환이었으며, 토뇌환은 섣달에 잡은 토끼의 뇌수에 유향(乳

香)ㆍ모정향(母丁香)ㆍ사향(麝香)을 섞어 만든 환이었다. 이 환은 활태(滑胎)

의 효과가 있어 난산의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산모의 기혈을 손상시키는 부

작용도 적지 않았다. 또한 회생단은 대황(大黃)과 홍화(紅花)를 주로 사용하

여, 혈을 크게 파손시키고 산후 발열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때문에 『달

생편』에서는 분만 촉진제를 사용하여 쓸데없이 산모의 기혈을 손상시키기 보

다는 편안하게 잠을 자며, 분만의 시기를 기다리라고 충고하였다. 

또한 『달생편』에서는 자연스런 분만의 과정을 방해하고, 산방의 안정된 질

서를 파괴하는 산파의 인위적인 간섭도 비난하였다. 

 

산파가 필요 없는가? 기왕 이런 사람들이 있느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부려야지, 그들이 나를 부려서는 안 된

다. 산모의 집에서 모든 과정을 주도해야 하며, 그들의 명령에 따

라서는 안 된다. 대체로 이들은 대부분 우매하고, 이치를 알지 못

한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분만의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분만하는 곳에 앉아 힘을 주라고 한다. (그들은-인용자) 아이의 머

리가 이미 여기 있다고 꼭 말하며 혹은 허리를 주무르고 배를 문

지르거나, 혹은 손을 집어넣어 산문을 더듬어, 많은 손상을 초래한

다. … 심지어 간사하고 흉악한 산파는 이 기회를 빌어서 폭리를 

노리고 사리를 취하니, 그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산

파를 오월(吳越) 지역에서는 온파(穩婆)라 부르며, 강회(江淮) 지

역에서는 수생파(收生婆)라 부르며, 휘녕(徽寧) 지역에서는 접생

63) 亟齋居士, 「達生編」 臨産,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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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接生婆)라 부른다. 수(收)와 접(接) 두 글자의 뜻에 따르면, 그

들이 나이가 많고 노련하여 아이가 땅으로 나오면 받아서, 품에 안

아 침대에 눕히기 때문이다. 본래 그들이 손발을 함부로 놀리게 

해서는 안 된다.64) 

이처럼 『달생편』은 산파를 우매하고 흉악한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산

파를 분만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해치고 인위적으로 간여하여 난산을 초래하

는 원흉으로 묘사하였다. 때문에 산파의 역할은 오로지 “나오는 아이를 받아

서, 품에 안아 침대에 눕히는”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성 의사의 산파에 대한 비판은 일맥상통하는 전통이 있다.65) 남송 이후부

터 분만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종사자에게 ‘산파’ㆍ‘좌파(坐婆)’ㆍ‘은파(稳婆)’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

늙은 할멈[老娘]’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남성 의사들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

부한 산파를 선발하여 여성의 분만을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산파의 분만 기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심을 토로하였다. 장개빈은 『경악

전서ㆍ부인규』에서

 

내가 일찍이 분주하고 성격이 급한 산파를 보았는데, 놀라서 하나

를 돌보다가 다른 것을 놓쳤다. 이로 인해서 무리하게 양수를 터트

리고, 떼어 내고, 누르고,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를 나오게 

함으로써 흔히 태아의 머리와 몸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여 태아의 

수족이 먼저 나오거나, 혹은 옆으로 눕거나 혹은 거꾸로 나오는 피

해가 적지 않았다. 만약 분만 간격이 조밀하지 않으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니,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 … 또한 일찍이 간교한 

여자를 보았는데 고의로 신음소리를 내거나, 혹은 하찮은 일도 과

장되게 보고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례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 산모가 놀라게 되므로, 그 해가 적지 않다.66)

64) 同上注.

65) 산파에 대해서는 (梁其姿, 2012; 衣若蘭, 2002; 張璐, 2013; Yi-Li Wu, 1998) 등 참조.

66)  (明) 張介賓 著, 「景岳全書ㆍ婦人規」, 李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

版社, 1999), p.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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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성미가 급하고 간교한 산파가 난산의 원흉이라고 비난하였다. 

때문에 산파는 난산을 초래하여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우매

하고 간사한 사람들로 묘사되어,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산파에 대한 불신

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산파는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

를 돌본다[男主外女主內]’는 엄격한 젠더질서 하에 남성이 접근할 수 없는 규

방과 산방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러므로 남성 의료인들이 만들어낸 산파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다

르게 이들은 상당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명성과 부를 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梁其姿，2012: 201-203).

사실 남성 의사의 산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성리학적 남녀분리의 규범에

서 유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 의료인은 ‘남녀 간에는 직접 물건

을 주고받지 않는다[男女授受不親]’는 규범 때문에 의료를 행할 때, 여성이 머

문 공간 밖으로 배제되었으며 신체상의 접촉도 엄밀히 금지되었다(蔡政純ㆍ

釋慧開, 2006: 174). 특히 남성 의료인의 눈에 비친 여성의 분만은 “규방에 발

을 쳐놓고 비밀리에 진행되고, 보거나 들을 수 없으며, 뛰어난 의술을 다 발

휘할 수 도 없는(嚴世芸, 1992: 3853)”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남성 의료

인들은 분만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막연한 상상과 불안

한 심리가 존재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를 산파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표

출하여, 여성의 산파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키고 분만의 영역에서 산파를 배

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 의료인들은 산과 의서를 저술하여 여성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진자명은 『부인대전양방』에서 “무릇 사덕(四德)은 여자의 

입신(立身)의 관건이고, 산육(産育)은 부인의 생명에서 중요한 임무이다. 만

약 이러한 것에 정통하지 못하면 어찌 뜻밖의 요절을 면할 수 있겠는가?( 陳

自明, 2003: 431)”라고 하여 여성이 임신과 분만의 지식에 정통하여야 자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충고하였다. 진자도(陳自道)도 남편이 평상시에 부인

에게 산육 지식을 설명하여 “무릇 임신을 하면 곧바로 몸을 보양하게 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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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에 스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嚴世芸, 1992, 3847)”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극재거사도 분만할 때는 “자신의 집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

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67)고 하면서 산파가 분만의 과정에 개입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극재거사는 산모가 과숙체락의 이치를 알고, 

분만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인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산모를 출산의 주체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산모에게 분만 지식을 교육함으로

써 산파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달생편』에는 출산의 영

역에서 산파를 배재하고, 남성의 의학적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투

영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극재거사는 출산이 우주만물의 성장과 같이 자연스럽고 용이하다

는 것을 강조하며, 분만의 과정에서 약물의 사용과 산파의 간여와 같은 인위

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는 산모가 “수(睡)ㆍ인통(忍痛), 만임분(

慢臨盆)”의 육자진언만을 준수하면 모든 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

하였다. 사실 육자진언은 산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규제하는 분만 규율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잠을 자라’는 요구는 산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체력의 소모

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분만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정신을 가다듬고, 힘을 아끼는 것을 위

주로 해야 한다. 침대에 누워 편안히 잠을 자고,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제일 좋다. 만약 잠을 이룰 수 없다면, 잠깐 일

어나서 혹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걷거나, 혹은 탁자

에 기대어 잠시 서 있는 것이 좋다. 고통이 만약 점차 완화되면, 다

시 침대에 누워 자면 된다. 항상 자는 것이 최고의 묘책이다. 그러

나 의당 똑바로 누워 자야 뱃속이 넓고 편안해져서 아이가 쉽게 몸

을 돌릴 수 있다. 게다가 산모가 자야 아이도 잠을 자고, 몸을 돌릴 

때 더욱 힘이 덜 든다. 엄마가 힘을 아껴야 아이도 역시 힘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만의 시기까지 기다려 힘을 써야한다. 명심하

67) 亟齋居士, 「達生編」 臨産,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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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심해야 한다.68)

『달생편』을 비롯한 중국의 산과 의서는 태아가 분만 직전에 체위를 돌린다

고 여겨서, 태아가 몸을 돌리기 전에 산모가 힘을 주게 되면 횡생(橫生)과 도

산(倒産)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며 태아가 완전히 몸

을 돌릴 때까지 기다려 분만을 시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극재거사는 분

만시 산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진통을 참으라’는 요구는 ‘발묘조장’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극재거사는 가진통을 진진통으로 잘못 알고 너무 일찍 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가진통과 진진통의 “어떤 경우

를 막론하고 진통을 참아야 하며 평상시와 같이 먹고 자야한다.”69)고 주장하

였다. 극재거사는 사통한 여성이 몰래 아이를 낳지만 모두 순산하는 까닭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 진통을 참았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파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가 되면 아이가 자

연스럽게 나온다”70)고 하였다. 그러나 ‘진통을 참으라’는 요구는 성리학적 부

덕(婦德)의 훈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종대는 『달생편』의 「대의」에서 

부귀한 집의 여성들이 분만시 진통을 견디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대체로 규방의 부인들은 평소 응석받이로 자라고, 맛좋은 음식을 

질리도록 먹는다. 편안히 놀고 즐기기 때문에 체질이 허약하다. 게

다가 성질이 오만해서 남의 말도 듣지 않는다. 분만의 때가 되어 비

로소 진통을 느끼게 되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등불을 켜면 불

이 붓는 것처럼, 위 아랫사람들이 모두 호응한다. 방 안에 많은 사

람들이 떼 지어 모여, 안팎으로 한바탕 떠들어 댄다. 산파들이 끊

임없이 드나들며, 각자 공을 다툰다. 맥이 이경(離經)하지 않았는

68) 同上注.

69) 同上注.

70) 亟齋居士, 「達生編」 臨産,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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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태아가 머리를 아래로 돌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분만하는 곳에 

앉아 분만을 시도한다. 순산하지 못하면 기이한 처방과 진귀한 약

을 끊임없이 함부로 먹으니, 산모와 태아 둘 다 잘못된 사람이 많

다.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71) 

이처럼 하종대는 절제ㆍ근면ㆍ관용ㆍ인내라는 유교적 부덕을 겸비하지 못

한 여성을 분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부정적인 여성으로 묘사하였다. 또

한 이러한 여성들이 산파가 분만의 과정에 성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분만의 정상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진통을 참

으라’는 요구에는 여성의 무절제한 욕망ㆍ게으름ㆍ오만함ㆍ성급함ㆍ소란스

러움을 통제하여 가정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진통을 참으라’는 요구에는 여성에게 ‘인내’와 ‘자제력’이라는 부덕을 

겸비하도록 하여, 가부장제 질서에서 발생하는 가정내 모순을 효과적으로 처

리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분만통에 늦게 들어가라’는 요구는 분만시 힘을 주어야 하는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달생편』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분만통에 앉

아 힘을 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산파가 아이의 머리가 이미 산문에 있다고 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되니, 그 말에 따르면 분만통에 일찍 앉게 되고, 일을 완전

히 그르치게 된다”72)고 당부하였다. 극재거사는 분만통에 들어가야 할 적절

한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만약 아이가 과연 산문에 도달하면 온

몸의 관절이 열리고, 가슴이 움푹 아래로 꺼지고, 허리와 배가 묵직

하게 내려 앉아 이상하고, 대소변이 함께 마렵고, 눈에 불꽃이 번쩍 

번쩍 일어나니, 바로 이 때이다. 이때 분만통에 들어가 한번 힘을 

주면 모자(母子)가 분리되니, 어찌 어려움이 있겠는가?73)

71) 亟齋居士, 「達生編」 大意,p.100.

72) 亟齋居士, 「達生編」 臨産,p.102.

73) 亟齋居士, 「達生編」 臨産,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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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극재거사는 분만의 징후가 명확해 졌을 때 분만통에 들어갈 것을 권

고하였으며, 섣부르게 일찍 분만통에 들어가 분만을 시도하다 체력을 소비하

면 오히려 난산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극재거사는 일찍 힘을 주

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였으나, 늦게 힘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진통을 가진통으로 잘 못 알아 분만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해도, 아이는 스스로 이미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74) 

그렇다면 『달생편』이 여성들의 출산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을까? 사실 

명ㆍ청대의 산과 의서에서 출산의 순조로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숙체락이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여성의 분만시 자주 언급되었

다. 또한 『달생편』에서 제시한 “잠을 자고, 진통을 참고, 분만통에 늦게 들어

가라”는 육자진언도 여성들이 분만의 과정에 활용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청대 소설 『삼속금병매(三續金瓶梅)』75) 제10회에는 서문경의 셋째 부

인 남저(藍姐)가 분만하는 상황이 묘사되었다. 

여러 부인들이 방에 가보니 남저(藍姐)가 머리카락을 흐트러트린 

채,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아파하고 있었다. 월낭(月娘)이 “

별일도 아니야. 빨리 가서 산파를 모셔와”라고 하였다. … 월낭은 

“남저야 소리 지르지 마라, 기(氣)가 상한다. 첫 번째 아이라 네가 

경험이 없어 그런다. 『달생편』의 육자진언에서 첫째 진통을 참고, 

둘째 잠을 자고, 셋째 늦게 분만통에 들어가라. 오이가 익으면 저절

로 꼭지가 떨어진다라고 하지 않던”이라고 말했다. 남저는 “언니 

저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랫배가 밑으로 쳐져서 답답해 죽

74) 亟齋居士, 「達生編」 試痛,p.106.

75)  『금병매(金甁梅)』가 명 만력(1573~1620) 연간에 출판된 이후, 그 속편에 해당하는 다양한 

작품이 출판되었다. 『삼속금병매』는 눌음거사(訥音居士)가 편집한 것으로 도광(道光) 원년

(元年 1821)에 쓰인 필사본이 널리 보급되었다. 작품은 서문경의 가족 생활과 관직 경력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관리ㆍ시정의 잡배ㆍ매파ㆍ기녀ㆍ산파 등의 생

생한 묘사를 통해 사회 현상을 사실적으로 잘 반영하였다. 특히 이 소설에는 서문경의 첩

들의 출산 광경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청대의 출산 풍속과 산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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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어요”라고 하였다. … 월낭은 “괜찮아. 채(蔡) 산파가 와서 아이

를 낳으면 곧 좋아질 거야”라고 하였다. … 채산파가 집으로 들어

오며 문안인사를 하였다. … 배를 만지며 말하길 “때가 되었네요. 

아씨들 올라와서 허리를 꽉 끌어안고 빨리 분만하는 곳에 앉혀 주

세요”라고 하였다. … 약간의 시간이 지나 한차례 진통을 하더니 “

응애”소리가 들리며 아이가 나왔다.76) 

이처럼 산방에서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과숙체락”과 “잠을 자고, 진통을 

참고, 분만통에 늦게 들어가라”는 육자진언을 언급하여, 산모를 진정시키고 

산모에게 진통을 참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모도 육자진언을 듣기 전에는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이 말을 들은 후에는 다소 안정된 모습

을 보인다. 또한 산파는 가족들의 신뢰를 받으며 순조롭게 분만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이는 『달생편』에서는 산파를 난산의 원흉으로 묘사하며 

산파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분만의 영역에서 산파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삼속금병매(三續金瓶梅)』 제34회에서는 서문경의 둘째 부인 춘낭

(春娘)이 쌍둥이를 분만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산모를 진맥

하기 위해 온 임의관(任医官)이라는 남성 의사가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고, 

일찍 분만하는 곳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달생편』에서 첫째 잠을 자고, 둘째 

진통을 참고, 셋째 늦게 분만통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77)라고 언급하였다. 

남성 의사는 단지 진맥만 한 채 돌아가고, 채산파가 분만을 주도하는데 춘낭

이 “잠깐 잠을 잔 후” 진통이 극에 달할 때 분만통에 들어가 두 명의 아이를 순

조롭게 분만한다. 또 채산파는 춘낭이 아프다고 해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오

이가 익으면 꼭지가 스스로 떨어진다”는 말로 주변 사람의 혼란을 막는다. 그

러므로 과숙체락이라는 자연스런 분만의 이치와, 육자진언은 임의관과 같은 

남성 의사와 채 산파와 같은 여성 의료인 모두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76) (淸) 訥音居士, 『三續金瓶梅』 제10회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3), p.74.

77) (淸) 訥音居士, 『三續金瓶梅』 제10회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3),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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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한 산모도 육자진언을 실천하여 스스로 잠을 청하고 진통을 인

내함으로써 분만시의 불안과 혼란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달생편』은 섭풍이라는 문인학사가 저술한 통속적 산과 의서이다. 그는 유

학적 지식 배경을 갖추었으면서도, 안후이 확산에 은거하며 유유자적하는 도

교적 삶을 추구하였다. 문인학사인 섭풍이 『달생편』을 저술한 이유는 명ㆍ청

대 유의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유의는 유도(儒道)

의 실천을 통하여 의학 윤리를 정립하였으며, 의사와 환자 그리고 사회의 유

기적 연관성을 인술(仁術)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유의들은 의학을 유

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통속적 의학 지식의 전달을 통하여 

대중들의 질병 예방과 자가 치료를 돕고자 하였다. 때문에 섭풍이 『달생편』을 

저술한 이유도 출산 지식을 보급하여 생명을 구제하고자 했던 사회적 책임 의

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달생편』은 130여 종의 판본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유통되

었다. 『달생편』의 중간에 참여한 인물은 관료ㆍ신사ㆍ종교계 인사ㆍ여성으로 

다양하였다. 신사와 종교계 인사는 각각 향촌 사회의 교화, 종교적 이념의 전

파와 종교적 자선 활동의 차원에서 『달생편』을 인쇄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자

신이 경험한 『달생편』의 효과를 다른 여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참여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달생편』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은 청

대의 선서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대중들은 『달생편』의 인쇄를 자선활동으

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덕을 쌓고 복을 구하고자 하였다. 

섭풍은 『달생편』의 독자를 출산의 담당자인 여성과 하층 민중들로 설정하

였다. 그러나 『달생편』은 전문적 의사뿐만 아니라 상층 남성들에게도 두루 읽

혔다. 상층 남성들은 『달생편』의 출산 지식을 아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읽은 

경우가 많았다. 상층 여성들도 『달생편』의 주요 독자였는데, 여성들 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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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네트워크를 통해 『달생편』의 산과 지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분만의 담당

자인 산파도 『달생편』의 독자였는데, 이들은 직접 서적을 읽었다기보다는 낭

독이나 구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달생편』을 이해하였다. 하층 여성들은 가

결ㆍ구결의 방식으로 산과 지식을 구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달생편』의 출

산 지식도 이러한 형태로 여성들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대의 산과 의서들은 산전ㆍ분만ㆍ산후의 여러 질병의 증상과 이에 대한 

처방을 다룬 처방서에 속하였다면, 『달생편』은 임신과 분만시 산모나 가족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나 행동 지침을 다룬 가이드북적인 성격이 강했다. 또한 

『달생편』은 산전ㆍ분만ㆍ산후를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분만에 초점을 둔 분

만 의서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달생편』은 구성상 분만을 전면에 배치

하고, 산전 몸관리와 산후조리를 뒤에 배치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달생편』은 서술 방식도 독특했는데, 구어체적 문장을 사용하여 대중들이 쉽

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달생편』은 전문 의서라기보다는 통속적 

산과 의서 혹은 분만 지침서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달생편』은 “과숙체락”의 자연스런 분만 관념을 제시하며, 분만 촉진제의 

사용이나 산파의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출

산을 이상적ㆍ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와 같은 사유는 여성의 고통을 상대화

하고, 분만 실패에 따른 책임을 모두 여성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남성중심

적 젠더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산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산파의 분

만 기술에 대한 불신은 여성의 분만 영역에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남성 의

사의 의료적 권위를 세우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잠을 자고, 진

통을 참으며, 분만통에 늦게 들어가라”는 육자진언은 『달생편』이 제시한 분

만 규율로서, 이는 여성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유교적 

규범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규범은 남성이 여성 신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는 욕망을 표출한 것으로, 산과 의학이 가부장적 젠더질서의 공고화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분만 규

율을 거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분만 영역에서 남성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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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청대 여성의 분만에 대한 남성 의사의 기술적 개입이 점차 줄어든 

상황에서, 남성 의사가 통속적 출산 의서를 저술한 까닭은 무엇일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문적 치료나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서가 아니라, 분만시의 

행동 지침을 통속적 언어로 출판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읽히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여성 스스로가 분만의 징조를 자가 진

단하고, 난산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였다. 즉 남성 의사들이 접

근할 수 없는 분만의 영역에서 산파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었기 때문

에, 이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식을 출산을 앞둔 가정과 여성이 스스로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 의사는 임신과 출산에 관

한 각종 금기와 분만시의 행동 지침을 만들어 산파의 역할을 통제하고, 여성 

스스로 출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

한 행동 지침과 금기에는 산파를 통제하고자 하는 남성 의사의 욕망과 그들의 

유교적 젠더 관념이 투영되어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으로 작동하였다. 

이를 통해 분만 영역의 성별 정치가 남성 의사의 기술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분만 규율의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

으로 남성 의사는 여성의 신체와 분만 과정에 대한 기술적 개입은 최소화하였

지만, 임산부 및 산파에 대한 복잡한 규율 및 금기를 새롭게 만들어 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도덕적 개입은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색인어: 섭풍, 달생편, 선서, 분만, 산파, 유교 규범, 인내, 자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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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stetric�Medical�Book�and�Women’s�
Childbirth�in�Qing�Dynasty:�

The�Case�of�the�Treatise�on�Easy�Childbirth�(達生編)*

YU Yon Sil **

** 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Ye Feng(葉風) composed what was to become one of the most famous 

and widely-circulating medical works of the late imperial period, the 

Treatise on Easy Childbirth(達生編,1715). Ye Feng proposed the idea of 

natural childbirth, When the correct moment for birth had arrived, the 

child would leave its mother’s body as easily as “a ripe melon drops from 

the stem” (瓜熟蒂落). He argued attempts to facilitate birth were therefore 

not only unnecessary, and female midwives artificial intervention was not 

required. However, this view is to overlook the pangs of childbirth, and 

women bear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delivery. So his views refl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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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order in male-dominated. Also he constructed the negative image 

of the midwife and belittle her childbirth techniques. As a result, midwife 

are excluded from the childbirth field, male doctors grasp guardianship 

rights of the female body.

Ye Feng declared that the key to safe and successful delivery could be 

summed up in just a few words: “sleep, endure the pain, delay approaching 

the birthing tub(睡, 忍痛, 慢臨盆)”. This view must be consistent with the 

Confucian norms, women to export to equip the 'patience' and 'self-control'. 

These norms were exposed desire men want to monitor and control the 

female body, effect on consolidation of patriarchal family order. In sum, 

the discourse of “a ripe melon drops from the stem”and “sleep, endure 

the pain, delay approaching the birthing tub” comprised an important 

intellectual resource that male doctors drew on to legitimate themselves as 

superior overseers of women’s gestational bodies.

Keywords:  Ye Feng, Treatise on Easy Childbirth, Morality books, Childbirth, 

Midwife, Confucian norms, Patience, Self-contr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