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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 東醫寶鑑의 臨床活用度 調査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處方과 東醫寶鑑處方의

對照를 通하여-

丁 彰炫1)

The Usage in practice of DongEuiBoGam of
the ChoSun Dynasty

-Through Comparing The Prescriptions in Authentic Record of ChoSun
Dynastyand DongEuiBoGam-

Jeong Chang Hyun

Making a conclusion through the research done above may be rather haste, but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1. More prescriptions of exogenous diseases in the former term, and more

prescriptions of inward damage in the latter term.

2. More unity of the prescription names in the former term, and less in the

latter term.

3. It is hard to see that ≪DongEuiBoGam≫ was widely used in practice.



1. 序論

지금까지 韓國醫學史와 관련된 많은 硏究論文들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韓國醫

學史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의료제도

사적 측면이며, 둘째는 보건사적 측면, 셋째는 서지학적 측면, 넷째는 의학 이론적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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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다. 각분야의 연구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꾸준히 발전되어가

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학의 臨床 수준이 어느 정도였

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한국의학사 중 특히

조선시대 의학의 임상실제수준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학의 최

고 의서라 할 허준의 ≪東醫寶鑑≫이 편찬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시대 의학을

전후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여러 가지 史料에 나타나는 각종 병명, 변증이론, 치료

법, 처방 등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학사 관련 사료는 三木榮이나 金斗鍾이 이미 ≪朝鮮醫史年表≫과 ≪韓國醫學

文化大年表≫에서 거의 모두 발췌하여 놓았다. 또 이들은 이를 중심으로 각각 한국의

학사 연구에 진력하여 삼목영은 ≪조선의학사≫와 ≪조선의서지≫를, 김두종은 ≪한

국의학사≫을 통해 그들의 연구성과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들은 단순

한 발췌에 불과하며, 이들의 연구도 한의학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안에 초점이 맞추어

져 이루어져, 한의학의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하였다.

사료를 중심으로 한의학 임상실제의 면모를 파악함에 있어, 특히 조선시대는 ≪조

선왕조실록≫이나 기타 사료 등에 다른 시기보다 질병의 증상, 변증, 치법, 치방 등

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료를 통한 연구는 서민층의 의학적 면모를 살필 수 없고, 단지 상류

층 특히 궁중의학의 모습만을 볼 수 있다는 한계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당시 어의라 하면 상당한 수준을 가진 의사였으며, 또 향촌 벽지와는 달

리 활용할 수 있는 약재의 종류가 다양하여 가히 당대 최고의 의료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료를 통해 그 시대의 한의학의 전반적인 상황

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첫 시도로 우선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處方名

을 조사하고, 이 처방들의 경향성을 분석해보고 또 한국의학사상 최고의 의서라고 일

컬어지는 ≪東醫寶鑑≫과 대조하여 봄으로써 ≪東醫寶鑑≫이 실제 임상에 얼마나 적

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조선시대 의학의 임상실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

으리라 생각하며,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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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朝鮮王朝實錄≫2)중의 기록은 김두종의 ≪韓國醫學文化大年表≫3)를 참조하였

2)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

체로 기록한 책. 1893권 888책. 필사본 및 인본. 일제강점기에는 ‘李朝實錄’이라 하였으

나,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무시하고 붙인 명칭으로서 정당한 것이 못된다. 정족산본

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朝鮮王朝實錄≫은 일시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實錄廳을 설치하고 前

王代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실록편찬시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

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둔 ≪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

시의 史官들이 각각 작성해둔 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기관의 기록과 개인의 문집 등이었다. 그러나 후세에는 ≪비변사등록≫과 ≪일성록

≫ 또한 중요자료로 추가되었다.

사관은 품계는 비록 낮았지만 淸華한 벼슬로서 항상 궁중에 들어가 국가의 각종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동시

에 그 잘잘못 및 인물에 대한 비평, 그리고 기밀사무 등을 직필하였다. 따라서 각 사관의

사초는 비밀을 요하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춘추관에 두지 아니하고 사관들이 각자 간직하

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리고 제출된 사초는 그 극비성

때문에 사관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에 ≪태조

실록≫, 1426년에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는데 ≪태종실록≫

을 편찬한 직후 보관의 필요성을 느껴 위의 三朝實錄을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그후

1439년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고, 1445년 11월까지 3부를 더 등사하여 4

부를 만들어 춘추관․충주․성주․전주의 4사고에 각기 1부씩 봉안하였다. 그리고 ≪세

종실록≫부터는 편찬 때마다 正草本외에 활자로 3부를 더 인쇄,간행하여 위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봉안하였다. 그 뒤 1592년 兵火에 소실되었으나, 전주사고의 실록만은 전주

의 선비인 安義와 孫弘祿이 1592년 6월에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를 털어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사고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고 이듬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 가며 지킴으로써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1603년 7월부

터 1606년 3월까지 13대의 실록 804권을 인쇄출판하였는데, 이때 출판한 실록은 3부였

으나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원본과 재출판시의 교정본을 합하여 모두 5부의 실록이 갖추

어졌으므로 1부는 서울의 춘추관에 다른 4부는 강화도 마니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고 각각 1부씩 나누

어 보관하였다. 그 뒤 실록은 5부를 간행하게 되었으나, 1624년 서울의 춘추관 소장의

실록이 李适의 난 때 모두 불타 없어져 이후에는 4부를 간행하였다. 그런데 묘향산사고

의 실록은 1633년에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後金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어가자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그리고 마니산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

란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현종 때 이를 보수하고, 이어 숙종4년(1678년)에는 강화

도의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그 뒤 철종까지의 실록이 정족산․태백산․적

상산․오대산의 4사고에 1부씩 보관되어 20세기초 조선왕조 마지막 왕까지 온전히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가 우리 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뒤 정족산과 태백산사고의

실록은 규장각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이관하고, 적상산사고의 실록은 舊皇宮 장서각

에 이관하였으며, 오대산사고의 실록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을 반출하여갔다. 그 뒤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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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각종 병증과 치료법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즉 鍼․灸․湯

藥 외에도 목욕요법(溫泉浴)이나 熨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였다. 치방 또

한 다양하여 상한방에서 부터 시작하여 외과․안과․부인과․소아과․내과 등의 처방

이 보이며, 그 성질도 보제․사제․화해제․발산제 등등으로 다양하며, 제형도 산․

환․단․고․음․탕․차 등 한의학의 거의 모든 면모를 담고 있다.

물론 처방들이 모두 자세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처방을 명기하지 않고

‘相當藥’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기타 다른 사료(승정원일기나

일성록, 또는 내의원일지 등)를 통해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또 나와

있는 처방으로도 약간의 면모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김두종이 ≪韓國醫學文化大年表≫에 ≪조선왕조실록≫중의 의학관련기록를 발췌정

리하여 놓았는데,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간간히 번역의

誤(애매한 부분은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원문만 실어 놓거나, 처방이 아닌데 처방으

로 잘못 분류해 놓은 경우가 있다. 예:十載侍湯)가 보이며, 또 누락된 것도 있어 아

쉬운 점이 많다. 이에 저자는 ≪朝鮮王朝實錄≫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증상․치

법․치방 등으로 조사 분류하고, 이를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므로써 김두종이

미흡했던 점을 보충하고 아울러 조선시대 의학의 실질적인 면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

다. 물론 이러한 연구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江湖諸賢의 많은 격

제국대학으로 반출해 간 오대산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거의 대부분 불타 없어졌

고, 조선총독부로 이관하였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 규장각도서와 함께 경성제

국대학으로 이장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그대로 소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적상산본도 구황궁 장서각에 그대로 소장

되어 있었으나, 광복 직후의 실록도난사건으로 낙권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1950년 6․2 5사변 당시 북한 측에서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실록은 그 卷秩의 방대함과 아울러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

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미술․공에․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

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기록물이다. 비록 지배층

위주의 관찬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史籍이다. 고종․순종의 경우 그 실록이 주권을 빼앗

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지시를 받으며 李王職에서 편찬한 것으로서, 그 내용 가운

데에는 왜곡 또는 허위의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철종까지의 실록과 구별하여, 일반적으

로 ≪朝鮮王朝實錄≫이라 하면 태조에서 철종까지의 실록을 의미하게 된다.(이상은 ≪한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0권 p503-505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3) 김두종 ≪한국의학문화대연표≫ 탐구당 1982.2.10

≪朝鮮王朝實錄≫중 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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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 성원을 바라는 바이다.

⑵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처방명과 ≪東醫寶鑑≫4)에 나타난 처방명을 비교

하였다.

⑶ ≪東醫寶鑑≫에 나오지 않는 처방은 다른 방서들을 참조하여 그 출전을 조사

하였다.

3. 시기별 처방과 東醫寶鑑과의 연관성

처방명 분류5)

1398 태조7 8월 淸心 1

蘇合 1

1401 태종원년 10.13. 淸心元 1

1408 태종8년 5.24. 蘇合香元 1

淸心元 1

1418 태종18 3.14 淸心元 1

蘇合元 1

保命丹 1

養脾元 2

正氣散 2

1418 태종18 6.4 蘇合元 1

淸心元 1

養脾元 2

木香元 1

1419 세종원년 5.1 香蘇散 1

十神湯 1

升麻葛根湯 1

小柴胡湯 1

4) 南山堂 刊行本, 1991.

5) 1:동일 명칭, 2:산,환,탕 등 제형이 다른 경우, 3:가미,가감,가입이란 말이 없는 경

우, 4:가감,가입등의 이름이 다른 경우, 5:전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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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세종5년 3.20 蘇合元 1

淸心元 1

養脾元 2

保命丹 1

1424 세종6년 3.30 香蘇散 1

十神湯 1

升麻葛根湯 1

小柴胡湯 1

1425 세종7년 윤7.25 竹葉石膏湯 1

香砂七氣湯 5

凉膈導痰湯 5

1440 세종22 7.28 淸心元 1

蘇合元 1

保命丹 1

1440 세종22 11.12 淸心元 1

蘇合元 1

保命丹 1

1451 문종원년 4.2 苦參元 2

1452 문종2 5.12. 十宣散 2

5.14 淸心元 1

1461 세조7년 4.25 平胃散+茵陳 1

1493 성종24 8.27 太一膏 1

1494 성종25년 12.20 千年瓦 5

12.23. 淸心元 1

淸心連子飮 1

五味子湯 1

1495 연산군원년 1.8. 縮泉元 1

1.20 雄黃解毒散 5

善應膏 1

1523 중종18 2.12 沈香降氣湯 1

1532 중종27년 10.2. 伊叱椵脂, 5

五香連翹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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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중종28년 1.9. 太一膏 1

琥珀膏 1

救苦膏 1

1544 중종39년 2.1. 小柴胡湯 1

2.5. 蔘蘇飮, 1

小柴胡湯 1

2.6 蔘蘇飮+縮砂,杏仁,桑白皮,五味子 1

4.24. 救苦膏 1

4.26. 金絲萬應膏6) 5

6.29. 玉池散 1

淸胃散 1

牢牙散7) 5

8.22 不換金正氣散+川芎,桑白皮,五味子, 蘇子1

10.5. 救苦膏 1

麝香元 1

麻黃散 1

10.7. 救苦膏 1

蟠蔥散 1

10.25. 五苓散+麻黃,防己,遠志,檳榔,茴香 1

10.27. 通幽湯 1

10.28. 蘇麻粥 1

10.30. 天王補心丸 1

生地黃膏 1

辰砂五苓散 1

蔘蘇飮+遠志,竹葉,麥門冬,木香 1

11.3. 小柴胡湯+竹葉,乾葛,升麻,黃連 1

11.4. 淸心元 1

小柴胡湯 1

11.5. 小柴胡湯 1

6) 中醫學大辭典 [方劑分冊], 人民衛生出版社, 1983. p313

≪證治準繩․瘍醫≫ 권2, ≪瘡瘍經驗全書≫권4

7)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266 : ≪蘭室秘藏․口齒咽喉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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薏苡粥 2

梅花湯 1

桑枝茶 5

11.9. 小柴胡湯 1

淸心元 1

葱豉湯 5

11.11. 至寶丹 1

人蔘湯8) 5

凉膈散 1

野人乾水 5

龍石散 1

11.12. 野人乾水 5

凉膈散 1

至寶丹 乾葛,升麻,黃連,麥門冬,人蔘 1

羌活散,五味子,茶,비단 1

蘇合元 1

11.14. 羌活散 1

蘇合元 1

1545 인종원년 2.21. 平胃煎 2

十味白朮散 5

1556 명종11 6.25. 香薷散加減 1

1563 명종18 5.13 香蘇散 1

1567 명종22 1.5. 瓊玉膏 1

生地黃煎藥 2

1574 선조7년 4.13. 養胃進食丸9) 2

8.14 養胃進食湯+원지,백복령,신곡,맥문동,기작 1

1587 선조20 10.10 二陳湯 1

8)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21

① ≪備急千金要方≫ 권20 ② ≪校注婦人良方≫ 권19 ③ ≪證治準繩․類方≫ 8책 ④

≪證治準繩․女科≫ 권4

9) 선조7년에 脾胃症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였다고 했는데, 같은해 8월 14일의 기록에

湯 혹 丸으로 하여 進御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한 점으로 볼 때 ‘養胃進食湯’과 같은 처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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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加入杏仁五味子湯 5

1594 선조27 1.2. 淸心元 1

茵蔯丸 1

1596 선조29 2.28 淸心元 1

兩色蘇合元 5

茵蔯丸 1

5.16. 香薷散 1

六和湯 1

生脈散 1

1598 선조31 3.3. 烏藥順氣散+(창출,당귀酒洗,白朮,방기酒洗,

檳榔,강활,도인니,백복령,마황) 1

3.11. 烏藥順氣散 1

延年益壽不老丹+두충,강즙초,목고,오미자 1

1599 선조32 4.15 安神丸 1

淸心元 1

加味寧神丸 3,2

1600 선조33 1.9. 三味導赤散煎湯 1

左金丸 1

1.22. 淸心散 1

蔘蘇飮劑 1

6.27. 凉血地黃湯+시호,지모 1

1601 선조34 4.15. 人蔘淸肺散+방풍,백출,반하 1

4.18. 人蔘淸肺散 1

補中益氣湯+방풍,반하,백복령 1

4.20. 淸芩10)降火湯+방풍,선복화,상백피,천궁 5

5.1. 理中豁痰湯+행인,상백피,남성炮 1

1602 선조35 11.11 加入胃苓湯 3

1603 선조36 10.4. 牛瓜丸 5

1607 선조40 10.9. 淸心元 1

蘇合元 1

10) ≪朝鮮王朝實錄≫에는 ‘芩’ 字가 ‘苓’ 字로 되어있으며, ‘黃芩’도 ‘黃苓’이라고 되어있다.

동의보감에 淸金降火湯이 있는데, 이 ‘苓’字가 ‘金’字의 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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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味淸心元, 강즙,죽력,계자황,조협말,陳米飮 1

淸心元 1

蘇合元 강즙,죽력,계자황 1

寧神丸 2

1608 선조41 1.7. 四物丸 2

滋腎丸+천마,방풍,백지,황연주초,귤홍 1

1.11. 交感丹 1

2.1. 竹瀝導痰湯, 5

龍腦蘇合元11), 5

開關散 1

1612 광해군4년 11.1. 茵蔯丸 1

1645 인조23년 10.18. 淸心溫膽湯 1

龍脛12)安神丸 5

1649 인조27 5.8. 竹瀝淸心元 5

1650 효종원년 윤11.25. 辟邪丹 1

雄黃殺鬼元 5

1659 효종10 5.4. 淸心丸 1

獨蔘湯 1

1668 현종9 2.14,15. 玄蔘酒

1669 현종10 9.1. 六君子湯 1

11.20 補中益氣湯 1

1713 숙종39 12.10. 消毒膏 2

人蔘粟米飮 5

1714 숙종40 5.3. 導水丸 1

1717 숙종43 7.22. 空靑(眼藥) 1

1722 경종2 12.24. 當歸龍薈丸 1

1723 경종3 6월4,5,10,11 甘遂散 1

6월19,21 桃仁承氣湯 1

9.16. 癭仙南極丹 5

1724 경종4 8.2. 柴陳湯 1

11) 蘇合元에 용뇌를 합한 것을 용뇌소합환이라 함.(≪醫宗損益≫ 상권 p78)

12) ‘脛’字는 ‘腦’字의 誤記인 것같다.



朝鮮時代 東醫寶鑑의 臨床活用度 調査



- 233 -

滾痰丸 1

桃仁承氣湯 1

柴平湯 1

8.3. 升陽散火湯 1

8.8. 柴胡白虎湯13) 5

8.16. 柴苓湯 1

8.19. 六君子湯 1

8.21. 豆豉湯14) 5

藿香正氣散 1

8.22. 黃芩湯 1

8.23. 人蔘粟米飮 5

8.24. 桂枝麻黃湯 1

1725 영조원년 3.12. 龍薈丸 5

7.22. 桃仁承氣湯 1

桂枝湯 1

1728 영조4 11.8. 橘皮竹茹湯 1

1748 영조24 1.3. 槐花膏 2

1752 영조28 3월18,24 金匱當歸散 1

1758 영조34 12.12. 理中湯 1

12.13. 五積散 1

12.13,14 人蔘養胃湯 1

12.16 理中湯 1

理中建功湯15) 5

12.27. 正氣天香湯 1

1759 영조35년 8.4,5 五積散 1

1762 영조38 1.21. 建功湯 5

11.23. 五積散 1

13)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423 : ≪重訂通俗傷寒論≫

14)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521 : ① ≪肘後備急方≫ 권2 ② ≪類證活人書≫ 권18 一

名 ‘活人葱豉湯’

15) ≪朝鮮王朝實錄≫ 영조 권92 34년 12월 16일

“上候少愈, 上曰此理中湯之功也, 賜名理中湯曰, 理中建功湯.”라 하여 理中湯을 理中建功

湯이라 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줄여서 모두 建功湯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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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五積散 1

建功湯 5

11.29--12.3 建功湯 5

1765 영조41 12.1. 藿苓散 5

1766 영조42 1.27. 通順散16) 5

1776 영조52 3.3. 桂橘茶 5

桂橘茶+부자 5

建功湯+부자, 5

薑橘茶

白沸湯+桂橘茶+藿香 5

粟米飮 5

1783 정조7년 12.8. 兎紅丸 5

1786 정조10년 4.20. 內劑安神元 5

5.5. 大安神丸 5

1792 정조16 윤4.10 當歸承氣湯 1

大承氣湯 1

豬心丸17) 5

1794 정조18 7.18. 加減二香散 3

7.20. 加減正氣散 1

7.23. 加味連翹散 3

7.28. 加味逍遙散 1

8.1. 加味逍遙散 1

1800 정조24 6.14. 熊膽膏18) 5

6.17. 加減逍遙散 1

6.20. 乳粉托裏散, 1

三仁田螺膏, 5

木麥飯 5

6.21. 乳粉托裏散 1

16)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455 : ≪神仙外科集驗方≫에 나옴. 일명 ‘榮衛返魂湯’, ‘何首

烏散’이라 함. 流注․癰疽․發背․切上 등을 다스림.

17) 癲癎을 다스림. ‘甘遂散’이라고도 함.(≪及幼方≫, 麗江出版社, p98)

18)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579 : ①≪證治準繩․幼科≫ 8集 治急疳,口疳瘡 ②≪證治

準繩․瘍醫≫ 권5 治惡瘡 ③≪張氏醫通≫ 권15 治目翳久不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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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麥飯+牛蒡,甘草 5

6.22. 淸心元 1

竹葉茶 5

貝母膏 1

香薷調中湯 5

香橘飮 1

6.23. 田螺膏 1

6.24. 烟熏方 5

聖傳膏 5

6.25. 龍腦安神丸 1

竹葉煎水 5

牛黃淸心元 1

人蔘五錢重粟米飮 5

6.26. 聖傳膏 5

烟熏方 5

瓊玉膏 1

6.27. 加味四物湯 1

6.28. 淸心元 1

蘇合元 1

加減內托散 3

蘇合元 1

星香正氣散 1

1801 순조원년 11.20. 升麻葛根湯+금은화,산사육 1

11.24. 安神丸 1

1802 순조2년 11.1. 加味升葛湯 3

加味羌活散 1

11.2. 加味升葛湯+연교,전호,황삼,박하(또+방풍,산사육) 3

11.3. 淸肺飮 1

1805 순조5년 2.18. 加味活血飮19) 3,2

2.24. 甘露回天飮 1

19)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390 :≪不居集≫ 下集 권11에 ‘活血飮’이 나오는데, 怒氣로

인해 胸中에 血이 쌓여 기침을 하는 症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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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순조10 7.8. 加減六和湯 3

7.10. 荊芥蓮翹湯 1

1811 순조11 7.10. 加味寧神湯 2

7.27. 加味導痰湯 4,3

9.15. 蔘胡溫膽湯20) 5

朱砂安神丸 1

9.19. 大造地黃湯 5

9.25 大造地黃湯 5

朱砂安神丸 1

10.24. 大造地黃湯+향부자,鹿角膠珠,석창포 5

10.29 加味調中湯 3

12.11 加味定志湯21) 3,2

天王補心湯 2

1812 순조12 3.14. 歸脾湯 1

1813 순조13 6.28. 倉廩散 2

12.25. 淸心溫膽湯 1

雄朱丸 2

1814 순조14 1.30. 安神丸 1

2.25. 安神丸 1

윤2.3. 加味六君子湯 3

윤2.17. 歸脾湯 1

養胃湯 2

윤2.18 加味菟絲子湯 5

3.6. 定志地黃湯, 5

蔘苓白朮散 1

3.25. 加味三神湯 3,2

4.6. 升陽順氣湯 1

7.8. 生胃君子湯 5

20) 중의학대사전 p333 : ≪雜病原流犀蜀․臟腑門≫ 권6에 나오는데, 加味溫膽湯의 일종

으로 心肝이 다 虛하여 잘 슬퍼하는 병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21)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176 : ①≪張氏醫通≫ 권15 ②≪雜病原流犀蜀․臟腑門≫

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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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生胃君子湯 5

8.10 加味君子湯 5

9.5. 인동차+

葱瓜餠 5

9.7. 消痰膏22) 5

9.8. 益胃升陽湯 1

9.9. 加味養胃湯 2

9.11. 逍遙散 1

9.13. 陰陽散 2

9.19. 托裏消毒散 1

加味陰陽散23) 3,2

9.21. 加味十六味流氣飮 3

9.23. 加味四笭散 5

9.26. 加味冲和膏 5

9.28. 人蔘六十一散 5

10.3. 加味蒼栢散24) 5

10.5. 加味益氣湯 3,2

10.7. 四磨湯 1

10.10. 加減益氣湯 1

10.13. 淸心溫膽湯 1

10.15. 燻洗方 1

10.16 薑膠膏25) 5

燻洗方 1

10.17. 淸心溫膽湯 1

10.25. 加味養胃湯 2

10.27. 加味抑陰散26) 5

10.28. 加減養榮湯 3

11.1. 桔梗枳殼湯 1

22) ≪醫宗損益≫ 하권 p217, 상권 p221

23) ≪醫宗損益≫ 상권 p218에 ‘음양산’이 나오는데 陰陽이 不分明한 症에 쓴다고 했다.

24) ≪雜病原流犀蜀․身形門≫ 권29 治脚氣熱甚

25)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382 : ≪醫學衷中參西錄≫

26) ≪醫宗損益≫에 ‘抑陰散’이 나오는데, 陰腫을 治하며 俗方에 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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蜜導錠 5

11.2. 加減白朮散 1

11.9. 淸心溫膽湯 1

11.12. 加味橘茹湯 1

11.21. 麝香散 1

加味橘茹湯 1

11.25. 加減大補湯 4

油蠟膏 1

11.27. 加味大補湯 1

硫黃散 1

11.28. 菖蒲餠 2

11.29. 田螺散 2

12.1. 加味田螺散 3,2

12.2. 鷄屎餠 5

12.3. 硫黃散 1

12.6. 南瓜餠 5

12.8. 加味葛根湯 3

12.9. 杏吉飮 5

12.10. 加味地黃湯 3

12.11 加味益氣湯 3,2

細芼餠 5

12.12. 白瓷散 5

12.15. 加減硫黃散 3

12.17. 吉蠟膏 5

12.21. 行氣活血膏 5

1815 순조15 8.22. 人蔘養榮湯 1

12.12. 人蔘粟米飮 5

12.14. 人蔘粟米飮 5

梨乳膏 5

1821 순조21 3월2,3 建中君子湯 5

3.4. 人蔘粟米飮 5

建中君子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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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建中君子湯 5

3.7. 治濕君子湯 5

加味君子湯 5

3.8. 治濕君子湯 5

3.9. 加味君子湯 5

人蔘粟米飮 5

1822 순조22 12.26. 人蔘粟米飮 5

1830 순조30 윤4.22. 加味六鬱湯 3

윤4.23 滋陰降火湯 1

윤4.24. 茯笭補心湯 1

윤4.25. 歸茸地黃湯 5

윤4.26. 歸茸地黃湯 5

淸心消遙散 5

윤4.27. 淸心逍遙散 5

윤4.28. 加味瀉火湯 5

竹茹燈心茶 5

龍腦安神丸 1

5.1. 加減二四湯 5

5.2. 淸火飮 2

5.3. 淸化飮+석고,시호 2

5.4. 人蔘瓜竹飮 5

慈陰化痰湯 5

5.5. 滋陰化痰湯 5

1834 순조34 11.2. 加味君子湯 5

加味秋麥餠 5

燻洗方 1

11.3. 加味君子湯 5

11.4. 加味君子湯 去차전자,방풍,당목향, 加축사,인삼 5

11.5. 加味君子湯+인삼 5

加味陰陽散 3,2

11.6. 加味君子湯 5

消痰餠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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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加味君子湯+반하 5

加味陰陽散 3,2

11.8. 加味君子湯 去축사, 加唐木香 5

11.9. 促膿膏 5

蔘苓飮 2

11.10. 加味君子湯 去반하,육계加1돈,인삼加1돈,백출加5分 5

加減養胃湯28) 3,2(cf.양위단,가미양위환)

11.11 異功散 1

11.12. 加味異功散 3

透膿散 1

淸心元 1

11.13. 人蔘粟米飮 5

淸心元 1

蘇合元 1

4. 考察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처방은 文宗元年의 蠱毒을 治하는 처방을 제외하고 총

243방이었으며, 초기에는 淸心元이나 蘇合香元 같은 구급약이 많이 쓰이고 보약은

비중이 낮았으나 뒤로 갈수록 점차 補劑의 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처음

에는 中風이나 感冒 등의 외감병에 해당하는 처방(즉 사기를 몰아내는 처방)이 많았

으나, 후기에 내상으로 인한 질병에 해당하는 처방(즉 인체의 정기를 보강하는 처방,

특히 비위를 補하는 처방이 많이 쓰임.)이 많았다.

前期29)에는 ≪東醫寶鑑≫의 처방이 아닌 것이 드물게 나타나나, 후기30)에는 오히

려 ≪東醫寶鑑≫에 나오지 않는 처방명이 더 많다. 후기에 새롭게 보이는 처방의 일

27)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440 : ≪張氏醫通≫에서는 消痰餠子라 하였는데, 老痰이 胸

中에 맺혀 뱉어도 나오지 않는 症을 다스린다고 했다.

28) 中醫學大辭典, 앞의 책, p385 : ≪證治準繩․幼科≫ 권9와 ≪醫醇賸義≫ 권4에 ‘養胃

湯’이 나오는데 ≪證治準繩≫의 처방은 瘧疾을 다스리며, ≪醫醇賸義≫의 처방은 胃氣虛

弱으로 인한 脘中作痛을 다스린다.

29) ≪東醫寶鑑≫ 編纂以前

30) ≪東醫寶鑑≫ 編纂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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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淸代의 醫書에 나온 것도 있고 ≪濟衆新編≫이나 ≪醫宗損益≫등에 나온 것도

있으나, 대부분 그 출전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처방이 전해져오는 속방이거

나 의사들이 임의로 만든 처방일 가능성이 높다.

≪東醫寶鑑≫은 그 인용서적을 볼 때, 복희시대부터 명대까지의 여러 의방서를 수

집․정리한 책으로 그 당시까지의 의학이론을 총집대성한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전

기의 실록에 나타난 처방들이 대부분 이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의방

서들이 淸에서 전해오고, 또 나름대로의 임상지식의 축적으로 많은 俗方이 전해져 오

거나 새로운 처방을 구성함으로 인하여 ≪東醫寶鑑≫에 보이지 않는 많은 처방이 나

타났으리라고 추측된다. ≪東醫寶鑑≫이 임상의 기준의서였다면 출간된 이후에 최소

한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처방의 빈도가 출간이전보다 더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

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이 조선후

기 임상의학(적어도 궁중의학에서 만큼은)에 철저히 이용되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사료된다. 이는 아마도 궁중이라는 특성상 의사들이 볼 수 있었던 의서

들이 ≪東醫寶鑑≫ 외에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명길과

황도연의 ≪濟衆新編≫과 ≪醫宗損益≫이 임상에 보다 편하도록 ≪東醫寶鑑≫을 정리

했다는 점에서 볼 때 ≪東醫寶鑑≫이 실제 임상에 활용하기에는 불편하였던 것이 아

닐까 하는 의심이 간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단지 증상만을 나열해 놓고 구체적인 처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등의 사료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結論

이상의 조사를 통해 무언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지만, 조사과정에

서 느꼈던 점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기에는 외감병의 처방이 후기에는 내상병의 처방이 많았다.

2. 처방명의 일치성은 전기에 높았고, 후기에는 오히려 낮았다.

3. ≪東醫寶鑑≫이 실제 임상에 널리 이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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