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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동의보감(東醫寶鑑)』 서문에는 근래 중국과 조선의 방서들이 베껴 모은 바

가 보잘 것 없고 여러 처방들이 번잡하니 그 요점이 되는 것들을 힘써 추려야 

한다는 선조(宣祖)의 교지가 실려 있다.1) 이어지는 「역대의방(歷代醫方)」에서

는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세의득효방 

(世醫得效方)』 등 중국의 전문 방서(方書)와 함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방류취(醫方類聚)』와 같은 조선 의서들도 나열되고 있어2) 선조의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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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東醫寶鑑』 卷1, 東醫寶鑑序.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11 (서울: 여강출판사 영

인, 1988). “近見中朝方書, 皆是抄集庸瑣... 諸方浩繁, 務擇其要.”

2)  马继兴(1990)은 중국의 역대 의서 분류 목록을 종합하여 卫生行政类, 内·难类, 藏象类, 病

源·诊法类, 经脉·針灸类, 本草(药物)类, 方书类, 仲景方书, 临床各科, 医学丛书, 外治·

按摩·养生·祝由类, 其他의 12大類로 귀납한 바 있다. 이 중 方书는 綜合性医书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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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이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약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쓰는 것을 귀히 여긴다(藥貴簡要). 상

고 시대에는 약 하나로 병 하나를 치료하였다. 한(漢)의 장중경 

(張仲景)에 이르러 여러 가지 약으로 하나의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

만, 불과 3-5가지에 지나지 않았다... 후세에 이르러 하나의 처방

에 2-30가지의 본초를 사용하고도 그치려 하지 않았던 것과는 같

지 않았다.3)

허준(許浚) 등이 『동의보감』을 편찬하면서 참고하였던 방서들은 대부분 장

중경 이후의 저작들이다. 인용 문장에서 보듯이 이들 방서 중에는 여러 개 본

초로 구성된 복합 처방, 복방(複方)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동의보감』 「잡병

편(雜病篇)」 용약(用藥) 중에 실려 있는 위의 문장은 복방 중심의 당대의 처

방 운용 실태를 비판하며 처방 구성을 간단히 할 것을 권고한다. 『동의보감』 

중에는 내상(內傷), 외감(外感) 등의 다양한 질병과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는  

「잡병편」 뿐 아니라, 몸 안팎의 구성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싣고 있는 「내경편 

(內景篇)」과 「외형편(外形篇)」 중에서도 각 항목 끝부분에 단방(單方)이 첨부

되어 있다. 이들 단방은 한 개 또는 몇 개의 본초 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

정(黃精), 창포(菖蒲) 등과 같은 본초명으로 표제하고 있어 개별 본초에 대한 

설명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의보감』 중에는 본초 관련 정보 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탕액편(湯液編)」이 별도로 편찬되어 있어 단방과  

으로 구별되지 않는 분류 기준으로 간주된다(马继兴, 『中医文献学』, {上海: 上海科学技术出

版社, 1990}, 42-3쪽). 본 논문 중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방서와 종합 의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신동원(2001)은 『東醫寶鑑』 중에는 「歷代醫方」 외에 100

여 종의 저작이 추가 인용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東醫寶鑑』「歷代醫方」은 86종 의학 서적을 

시대 순으로 배열하여 한의학의 역사를 저작을 통해 늘어놓은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신

동원, 『조선 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87, 214쪽. 위의 저작들은 「역대의방」 중 

하나로 올라있을 뿐 아니라 인용 문헌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3)  『東醫寶鑑』 雜病篇卷之一, 用藥. “藥貴簡要. 上古用一藥治一病, 至漢張仲景, 用群藥治一病, 

雖然亦不過三五味而已. 其間君臣佐使, 分兩不同, 主治引經, 秩然有序, 非若後世之效驗者, 一

方用至二三十味尤未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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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액편」 간의 구별이 요구된다. 

방제(方劑)는 본래 하나의 본초를 활용하는 단미(單味) 처방에서 비롯되었

다가 점차 복잡한 병정(病情)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본초 조합을 시도한 

결과 복방이 등장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朱华德, 1994: 177). 『동의보

감』이 단방을 수록하는 것은 어찌보면 복방이 보편화되어 있던 당시 의학 조

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약 하나로 병 하나를 치료하였다는 상고 시대

의 강령이 조선 시대 관찬 의서 『동의보감』 중에 단방이라는 형태로 재등장하

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러한 『동의보감』 단방은 의학사적으로 어

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변천되었을까. 아래에서

는 『동의보감』 단방을 둘러싼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의보감』 단방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와 어

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단방의 분류 방식에 대해서

는 홍문화 외(1977)와 오세창·김광중(2006) 등의 연구가 있었다. 홍문화 외

(1977)는 『동의보감』 단방 전체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여 89개 분류 기준

에 2042개의 단방이 수록되어 있으며, 식물약 403종, 동물약 248 광물약 62

종이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고(홍문화 외, 1977: 178), 오세창·김광중(2006)

은 『동의보감』 단방을 음식과 본초, 단기와 장기 치료로 구분하여 분류하였

다(오세창·김광중, 2006: 1-9). 그리고 단방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김호

(2000), 지명순·윤창렬(2010) 등의 선행 연구가 있었다. 김호(2000)는 『동

의보감』 단방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단방이 향약 활용을 염두에 둔 채 

수록되었으며, 향약 사용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고(김호, 2000: 

231-32), 지명순·윤창렬(2010)은 의약동원(醫藥同源)의 관점에서 식재료와 

관련된 단방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하였다(지명순·윤창열, 2010: 279-302). 

이로 미루어볼 때 『동의보감』 단방에 대하여 그 종류를 분류하거나 일부의 특

징만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였지만, 단방 전체의 구성이나 내용, 단방이 지

니고 있는 의학사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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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동의보감』 단방의 편찬 배경과 구성 양식 유래에 대해 살펴본다. 

『향약집성방』이나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등 『동의보감』 편찬 이전에 단방

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던 의서들을 근거로 조선 의서 『동의보감』 중에 단방이 

첨부된 배경을 추정해보고, 『비급천금요방』과 같은 기존 방서를 분석하여 단

방 항목의 유래에 대해 고찰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편제·인용 문헌·기

술 방식·활용 약재 등을 중심으로 단방의 구성 및 수록 내용에 대해 살펴본

다. 개별 본초의 효능에 집중하고 있는 단방과 본초의 효능 뿐 아니라 성미(性

味), 수치, 채집, 산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 「탕액편」 그리고  

「잡병편」과의 비교를 통해 단방 만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내본다. 세 번째 부

분에서는 『동의보감』이 단방을 수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 고찰해본다. 『동의

보감』 본문 중에서도 단방의 편찬 목적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다. 이에 『동의보감』의 전반적인 편찬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서문과 

집례(集例), 단방을 수재하고 있는 기타 의서, 단방에 인용된 속방(俗方), 그

리고 단방의 용량 기준 등을 근거로 단방의 편찬 목적을 미루어 짐작해 보고

자 한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동의보감』 단방이 후대 의서를 통해 어떻게 계

승되어 갔는지 살펴본다. 『동의보감』 이후에 조선에서 편찬된 관찬 의서와 민

간 의서들을 중심으로 단방이 배제되거나 계승되는 양상을 탐색해보는 한편, 

구체적인 임상 기록을 담고 있는 의안(醫案) 중에서 단방은 어떤 모습으로 활

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17세기 전반 조선에서 편찬된 관찬 의서 

『동의보감』 중에 실려 있는 단방의 구성 및 내용 상의 특징과 단방 편찬이 지

니고 있는 의학사적 의미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서술을 위해 주로 활용하고 하고 있는 『동의보감』 판본은 순조 

14년(1814) 중간본을 대본(臺本)으로 한 영인본으로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

계(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의약학편(醫藥學篇)』(여강출판사 영인본) 중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 한의고전명서 중에서 제

공하고 있는 『동의보감』 초간본 복각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용 문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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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으로써 판본 상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동의보감』의 다수 인용 문장에는 

인용 문헌의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만 해당 문헌 중에서 그 문장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2차 문헌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1차 문헌으로 출

처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오재근 b, 2011: 267-8; 김중권, 1995: 225-7). 개

별 문장의 인용 출처 표기와 피인용 문헌의 원 문장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각 문장에 대한 전면적인 고증 및 분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하

의 연구에서는 『동의보감』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표기되어 있는 인용 

문헌을 실제 인용 문헌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표기된 인용 문헌과 실제 인용 

문헌과의 차이에 대해 밝히지 못한 것은 연구 대상인 『동의보감』의 한계이자 

본 논문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다. 

2. 『동의보감』 이전 의서 중의 단방

고려 고종(高宗, 재위 1213-1259) 년간에 간행된 『신집어의촬요방(新集御

醫撮要方)』과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은 고려 의학의 흐름이 두 갈래로 나

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이경록 b, 2010: 321). 『신집어의촬요방』은 당재(唐

材)나 인삼 등의 고가 약재 그리고 복방 위주의 처방들로 이루어져 있어 지배

층을 위해 편찬된 의서로 알려져 있는 반면, 『향약구급방』은 음식을 비롯한 일

상 사물들을 치료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처방 당 약재수가 평균 1.37개 정도 

밖에 이르지 않아 서민들을 위해 편찬된 의서로 알려져 있다(이경록 b, 2010: 

265-73, 300-4). 『향약구급방』이야말로 약재의 수급이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

고 있던 일반 민중들의 의약 환경을 반영한 단방 위주의 의서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민간의 노인들이 한 가지 풀로 어떤 병을 치료하여 그 효과가 

매우 신비한 것은 토질이 그 사람에게 알맞고 약이 병에 적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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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4)

“나는 죄를 짓고 시골에서 살게 되었는데 병을 치료할 의사가 없

을 것임을 걱정하여 의방(醫方)과 약서(藥書)들을 많이 구해 가지

고 있었다. 어쩌다 환자가 나를 찾아와 묻는 일이 있으면 어떤 병증

인지 확인하고 책들을 살펴보다가 적절한 약을 얻으면 약과 병이 

서로 들어맞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런데 말을 해주다가 돌이켜 생

각해보니 탕(湯)이라 하고, 산(散)이라 하고, 원(圓)이라 하고, 단 

(丹)이라 한 것들은 모두 의국(醫局)에서 만든 약들로 궁벽한 시골

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5)

“궁벽한 시골 마을에는 의원과 약이 없어 일찍 죽어가는 사람들

이 많지만, 우리 나라는 향약이 많이 산출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알

지 못할 뿐이다.”6)

첫 번째 문장은 조선 초기 1433년에 편찬된 『향약집성방』 서문 중의 일부

이다. 향약(鄕藥)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 가지 풀로 질병에 대처하던 

당대 민중들의 의료 실태 역시 반영하고 있다. 『향약집성방』은 고려 시대 혹

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향약의 전통을 집대성한 저작으로 『향약구급방』 

이후 단방류 처방을 정리한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鄕藥方)』까지도 아우르며 

향약류(鄕藥類) 및 경험방류(經驗方類) 의서 전통까지도 포괄하였다(김호 a, 

1999: 132-8). 이어지는 문장은 『향약집성방』 이후 100여년이 지난 1538년

에 편찬된 『촌가구급방』 발문 중의 일부이다. 『촌가구급방』은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이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삭직된 뒤 고양(高陽)에 거주

하면서 저술한 의서이다.(三木榮, 1962: 175) 위의 인용문은 의약 혜택을 받

4)  『鄕藥集成方』 鄕藥集成方序(『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3 {서울: 여강출판사 영인, 

1988}). “唯民間故老, 能以一草療一病, 其效甚神者, 豈非宜土之性藥與病値而然也.”

5)  『村家救急方』 跋(『村家求急方』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7670-18). “余負累居村, 患無已病之

醫, 多求得醫方藥書. 遇有病人來問, 則認其症, 閱其書, 得其藥, 喜其藥病之相適. 方且命之旋

復思之, 則曰湯曰散曰圓曰丹者, 皆醫局所劑, 而有非窮村之民所能得者.”

6)  『東醫寶鑑』 序. “窮村僻巷, 無醫藥而夭折者多, 我國鄕藥多産, 而人不能知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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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던 일반 민중들을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효험이 있는 것만

을 골라7) 새롭게 단방 위주의 의서로 편찬해내야 했던 저자의 고충이 담겨져 

있다. 『촌가구급방』 편찬 이후 60여년이 지난 1596년 『동의보감』의 편찬을 명

령하는 선조(宣祖)의 교지 일부를 인용한 세 번째 문장은 당대 민중들이 여전

히 어려운 의약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단, 『동의보감』 중에는 460여 종의 본초로 이루어진 2000여개

의 단방이 수록되어 있으며, 황련(黃連)이나 웅황(雄黃) 등 중국으로부터 수

입한 약재들까지도 단방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어 단방과 관련된 의약 정보가 

이전보다 풍성해져 있다.8) 김정국이 『촌가구급방』 중에서 밝히고 있는 바처럼 

조선의 당대 일반 민중들 역시 의국(醫局)에서 만든 환제나 산제 또는 의국의 

의약 수급 실정을 반영해 만들어진 기성 처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었다.9) 

따라서 몇 종 되지 않는 본초로 이루어진 단방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이들

이었음은 자명하며, 『동의보감』 각 편의 후반부 마다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단방이 『향약구급방』, 『삼화자향약방』, 『촌가구급방』 등과 같은 기존 단

방 의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론의 여지는 없다.  

당대에 편찬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의서 중에서 『동의보감』의 단방과 같은 

구성 양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동의보감』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입문(醫學入門)』, 『단계심법(丹溪心法)』, 『세의득효방』, 『의

학강목(醫學綱目)』, 『고금의감(古今醫鑑)』, 『의학정전(醫學正傳)』 등의 원, 명

7)  『村家救急方』 跋. “於是盡棄全方之書, 只取其民間所易得者, 兼採其出於父老之聞見, 而有效

者, 徧集一卷, 曰村家救急方.”

8)  『동의보감』 단방 중에 포함된 본초의 가짓수나 唐材의 수록과 관련해서는 이하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단방 위주의 처방으로 구성된 의서인 『鄕藥救急方』 方中鄕藥目草部에는 180

종의 鄕藥 본초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해지고 있는 三木榮 소장본 『村

家救急方』의 복사본 중에는 본문 앞에 89종의 본초명만이 한글, 이두식 한자 표기, 한자로 기

록되어 있으나, 三木榮은 200여 종 본초의 향명이 게재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三木榮, 『朝

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2}, 173쪽). 

9)  조선 후기에 활동하였던 丁若鏞 역시 金正國과 마찬가지로 귀양 살던 長鬐 지방 촌민들의 병

을 치료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자생하던 4-5품 이하의 약재로 처방을 구성하여 단방을 위주

로 한 『村病或治』라는 보급용 의서를 저술하였다(신동원, 「유의儒醫의 길: 정약용의 의학과 

의술」, 『다산학』 10, 2007, 19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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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방서는 물론(김중권, 1995: 233) 『의방류취』, 『향약집성방』, 『의림촬요(醫

林撮要)』 등의 조선 의서 중에서도 이와 같은 구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

데 송대 교정의서국(校正醫書局)에서 『비급천금요방』을 교정하며 기술한 것

으로 추정되는 「신교비급천금요방례(新校備急千金要方例)」 중에는 “각각의 

편은 관련된 논의에 이어, 맥(脈), 대방(大方), 단방(單方) 그리고 침구(鍼灸)

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장이 실려 있다(孫思邈, 1998: 19). 대방은 처

방명이 존재하고 본초의 종류나 용량이 많으며 효능도 강한 처방을 말하고 

(李飞, 1998: 42), 단방은 별다른 처방명 없이 첨부되어 있는 본초의 종류나 용

량이 적은 처방을 말한다. 비록 『비급천금요방』 중에서 『동의보감』과 같은 별

도의 단방 항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형화된 처방인 대방에 이어 간략한 

처방들을 표기하던 ‘우방(又方)’이나 ‘일방(一方)’ 등이 『동의보감』의 단방으로 

진화해가는 모태가 되었음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비급천금요방』과 유

사한 처방의 배열 방식은 『외대비요(外臺秘要)』,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  

『태평성혜방』 등의 방서 뿐 아니라 개별 본초의 성미, 효능, 채취 등을 설명하

고 있는 『경사증류비용본초(經史證類備用本草)』,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의 

전문 본초 저작 중에서도 나타난다. 당신미(唐愼微)에 의해 증보 편찬된 『경

사증류비용본초』에서는 본초의 성미, 효능, 채취, 수치 등에 대한 설명을 진

행한 이후에 『태평성혜방』, 『경험후방(經驗後方)』 등의 의서 뿐 아니라 경서

나 역사, 불교 및 도교 서적 중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단방을 수록하고 있다

(李时珍, 2009: 9). 그리고 이시진(李時珍)은 『본초강목』 중에서 개별 본초마

다 부방(附方)이라는 별도 항목 중에 네 글자로 이루어진 병증명과 그에 따른 

활용 실례를 적어 단방의 전통을 확대 계승하였다.10) 

10)  『本草綱目』 凡例 중에는 “次以附方, 著用也, 或欲去方, 是有體無用矣. 舊本附方二千九百三

十五，今增八千一百六十一. ”라는 구절이 실려 있고, 神農本經名例 중에는 “單方又附於其

末, 詳其用也.”라는 구절이 실려 있어 李時珍이 單方을 기재하고 있는 附方을 각별히 중시

하였음을 알 수 있다(李时珍 著{刘衡如 등 編著}, 『本草纲目硏究』 {北京: 华夏出版社, 2009} 

223, 35쪽). 그러나 『東醫寶鑑』의 편찬 작업에 『本草綱目』이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本草綱目』의 조선 유입과 관련해서는 오재근·김용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

래와 그 활용」, 『醫史學』 20-1, 2011, 3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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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주된 처방을 먼저 배치하고 부가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처방을 나

중에 배치하는 것은 『비급천급요방』 등의 방서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경

향이며 『동의보감』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개별 병증의 마지막 부분

에 별도 항목을 구성하여 연관된 단방을 정리하고 있는 『동의보감』의 단방과 

같은 구성 항목은 『동의보감』 이전이나 당대의 여러 의서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고려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충분한 약재를 활용할 수 없었던 민중들

의 단방 활용 전통이 새로운 모습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동의보감』 단방의 구성 및 내용 분석

1) 단행(單行)과 단방(單方)  

「내경편」 신형(身形)과 정(精)의 단방 표제 곁에는 작은 글자로 다음과 같

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단지 한 가지만을 취하여, 환을 빚거나, 가루를 내거나, 뜨거

운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환으로 빚거나 가루를 내었을 경우에

는 매 번 2돈씩 복용하고, 뜨거운 물에 달였을 경우에는 5돈씩 복

용한다.11)

달여서 복용하거나, 환을 빚어 복용하거나, 가루를 내어 복용하

거나, 술에 담갔다가 복용한다.12)

인용 문장에 따르면 단방은 한 가지 본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입을 통

해 복용하는 처방이다. 가장 오랜 본초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신농본초경 

(神農本草經)』 중에는 단행(單行)·상수(相須)·상사(相使)·상외(相畏)·

11)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身形, 單方. “只取一味, 或作丸, 或作末, 或煎湯服. 或丸, 或末, 每

服二錢, 煎湯, 則每五錢.”

12)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精, 單方. “或煎服, 或丸服, 或作末服, 或酒浸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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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相惡)·상반(相反)·상쇄(相殺)의 7가지 본초 배합 원리가 기재되어 있

으며, 이 중 단행은 한 가지 본초를 활용하는 것을 지칭한다(森立之, 2005: 

10).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에서도 『동의보감』 단방을 단행과 동일시하여 ‘단

일 약물(單一藥物)로 된 단방 처방(單方處方)’이라고 정의한 뒤 그와 관련된 

통계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홍문화 외, 1977: 178). 

그런데 『동의보감』 중의 모든 단방이 한 가지 본초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외형편(外形篇)」 전음(前陰) 중의 단방인 지부자(地膚子)·계피 

(桂皮)·천련자(川練子), 「잡병편」 내상(內傷) 중의 단방인 생강즙(生薑汁)·

청피(靑皮)·적소두화(赤小豆花) 등에서는 두 개 이상의 본초가 소개되고 있

고, 「내경편」의 신형과 혈(血) 중의 단방인 백초화(百草花)와 제혈(諸血), 「외

형편」의 근(筋)과 전음(前陰) 중의 단방인 제근(諸筋)과 약양제물(弱陽諸物) 

등에서는 하나의 단방이 여러 가지 본초를 포괄하고 있다.13) 또한 우슬고(牛

膝膏)·녹운산(綠雲散)·저갑산(猪甲散) 등과 같이 한 개 본초로 이루어져 

있거나 백룡산(白龍散)·염출산(鹽朮散)·여신산(如神散)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본초로 이루어져 있는 처방이 구체적인 처방명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

다. 단방의 활용법 역시 마시거나(飮), 먹거나(食), 복용하는 것으로 국한되

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소아(小兒) 단방 중에는 백반(白礬) 가루를 붙이거

나(糝, 敷), 복룡간(伏龍肝)을 파초즙이나 계란 흰자나 우물물에 개어 칠하거

나(塗), 호분(胡粉)을 술에 섞어 배에 칠하고(塗) 뜸을 뜨거나(灸), 저근(苧根)

을 끓인 물에 목욕(浴)을 시키거나, 구뇨(龜尿)를 등에 문지르거나(摩) 하는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다. 『동의보감』 중에 수재되어 있는 단방

은 단일 본초로 이루어진 처방, 단행, 단미 처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

인 구성이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간단하게 구성된 치료 처방’이라는 의미

로 이해되어야 한다. 

13)  百草花는 백 가지 풀의 꽃(『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身形, 單方), 諸血 및 諸筋은 말·소·

양·돼지·개·닭의 六畜이나 노루의 피와 힘줄(『東醫寶鑑』 內景篇卷之二, 血, 單方; 外形

篇卷之三, 筋, 單方) 그리고 弱陽諸物은 水銀·兎肉·蓼·蕺·蕨 등과 같이 陽氣를 약하게 

하는 일련의 본초를 지칭한다(『東醫寶鑑』 外形篇卷之四, 前陰, 單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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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보감』 단방의 편제 

『동의보감』의 목록과 본문 중 단방 표기 곁에 작은 숫자로 기입되어 있

는 단방의 수를 모두 더하면 총 1934개이다. 대부분 신형(身形)·정(精)·기 

(氣)·신(神) 등과 같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의 개별 항목 끝에 첨부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잡병편」 제상(諸傷)의 경우 제상(諸傷)의 하위 항목인 

금인상(金刃傷)에 24개, 전박타락압도상(攧撲墮落壓倒傷)에 17개, 골절근단

상(骨折筋斷傷)에 14개, 장상(杖傷)에 5개, 제수상(諸獸傷)에 6개의 단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잡병편」 제창(諸瘡)의 경우 제창(諸瘡)의 하위 항목

인 감루(疳瘻), 개선(疥癬), 렴창(膁瘡), 신장풍창(腎臟風瘡), 침음창(浸淫瘡), 

탕화창(湯火瘡), 번화창(飜花瘡), 유명무명제악창(有名無名諸惡瘡) 중에 숫

자 표기 없이 각각 8개, 11개, 6개, 1개, 5개, 8개, 1개, 14개의 단방이 실려져 

있다. 이처럼 하위 항목에 배열되어 있는 항목과 숫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단

방을 모두 합하면 총 2001개에 달한다.14) 

「내경편」 언어(言語), 「외형편」 제(臍), 「잡병편」 천지운기(天地運氣)·심병

(審病)·변증(辨證)·진맥(診脈)·용약(用藥), 구급(救急)·괴질(怪疾)·잡

방(雜方) 등과 「탕액편」, 「침구편」에는 단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잡병편」 

첫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천지운기·심병·변증·진맥·용약의 경우 일반적

인 의학 이론을 담고 있어 내용상 단방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탕액편」과 「침

구편」은 본초, 침구 등 치료 방편에 대한 전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간략한 

처치법을 다루고 있는 단방이 재차 기재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

면 「잡병편」의 잡방의 경우 단방 대신 단곡불기약(斷穀不飢藥)이라는 항목을 

두어 단방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동의보감』 대

부분의 항목에서 단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방이 누락되어 있는 곳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4)  단방 하나에 여러 개의 본초가 병렬되어 있을 경우 용량이 가장 많거나, 가장 먼저 나오는 

본초를 대표 본초로 여겨 하나로 계상하였다. 홍문화 외(1977)에서 밝히고 있는 단방 개수 

2042개는 관련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홍문화 

외, 「한방처방의 통계적 연구(Ⅳ)」, 『생약학회지』 8(4), 1977,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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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보감』 단방의 인용 문헌 분석 : 「잡병편」, 「탕액편」과의 비교  

주지하다시피 어떤 종류의 인용 문헌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해당 부분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개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하에

서는 『동의보감』 단방 뿐 아니라 병증 및 처방 등을 수록하고 있는 「잡병편」

이나 본초 관련 전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탕액편」의 인용 표기 문헌의 인

용 빈도 수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단방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도출

해내고자 한다.  

먼저 『동의보감』 단방 중의 인용 표기 문헌 중 가장 인용 횟수가 많은 것은 

 『본초(本草)』이다. 이어 『단심(丹心)』, 『강목(綱目)』, 『입문(入門)』, 『득효(得

效)』, 『탕액(湯液)』, 『직지(直指)』, 『속방(俗方)』, 『정전(正傳)』, 『의감(醫鑑)』 등

의 순이다.15) 아래 표 1와 같이 「잡병편」과 「탕액편」의 인용 표기 문헌의 빈도 

15)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本草』는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丹心』은 『丹溪心法』, 
『綱目』은 『醫學綱目』, 『入門』은 『醫學入門』, 『得效』는 『世醫得效方』, 『湯液』은 『湯液本草』,  
『直指』는 『直指方』, 『正傳』은 『醫學正傳』, 『醫鑑』은 『古今醫鑑』이다(김중권, 「東醫寶鑑의 文
獻的 硏究」, 『書誌學硏究』 11, 1995, 233-8쪽; 崔秀汉, 『朝鲜医籍通考』 {北京: 中国中医药出
版社, 1996}, 72-8쪽).

표 1. 『동의보감』 단방, 「잡병편」, 「탕액편」의 인용 표기 문헌 빈도(상위 10례) 
Table 1. Number of References on Simple Formulas, Various Diseases Section, 
Decoction Section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Top 10)

단방 「잡병편」 「탕액편」

표기문헌 빈도 의존도(%) 표기문헌 빈도 의존도(%) 표기문헌 빈도 의존도(%)

本草 1548 71.2 入門 1274 16.9 本草 1455 61.4

丹心 111 5.1 本草 1013 13.5 入門 445 18.7

綱目 102 4.6 丹心 667 8.8 俗方 89 3.7

入門 81 3.7 得效 538 7.1 丹心 80 3.3

得效 58 2.6 醫鑑 387 5.1 湯液 68 2.8

湯液 43 1.9 綱目 378 5.0 東垣 35 1.4

直指 35 1.6 正傳 328 4.3 正傳 35 1.4

俗方 30 1.3 仲景 291 3.8 食物 22 0.9

正傳 25 1.1 回春 276 3.6 醫鑑 21 0.8

醫鑑 23 1.0 東垣 230 3.0 日用 18 0.7

총 빈도수 2174 총 빈도수 7502 총 빈도수 2369

(「잡병편」, 「탕액편」의 인용 표기 문헌 빈도는 김중권, 「東醫寶鑑의 文獻的 硏究」, 『書誌學硏究』 11, 1995, 231-2쪽

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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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방과 「잡

병편」은 모두 『단심』, 『강목』, 『입문』, 『득효』 등의 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그러나 단방은 「잡병편」에서 다수 인용되고 있는 『중경(仲景)』16)을 

단 1회 활용하는데 그쳐 상한(傷寒)과 같은 특정 질환 대처에 편중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방은 「잡병편」과 달리 『속방』이나 『탕액』을 중용

하여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치료 기술과 본초 서적까지도 단

방의 원천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방과 「탕액편」은 모두 본초 전

문 저작인 『본초』, 즉 『증류본초(證類本草)』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

다.17) 본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탕액편」의 『본초』 의존도가 단방의 그

것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체 인용 문헌 표기 횟수 대비 『본초』의 인

용 횟수 비율은 단방 71.2%, 「탕액편」 61.4%로 단방이 「탕액편」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는 『본초』가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재 성

질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본초 전문 저작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는 『신농본초경』 이래 축적되어온 개별 본초에 대한 여러 의가들의 임상 성과

가 단방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李时珍, 2009: 9).18) 또한 「탕액편」

의 경우 『본초』 이후에 축적되어온 본초학 성과를 원대의 본초 전문 저작인  

『탕액』, 『식물(食物)』, 『일용(日用)』,19) 명대의 방서이면서 본초와 관련된 방대

한 정보를 수집한 『입문』 등을 통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0) 이외에 

16)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仲景』은 『傷寒論』의 인용 문헌 표기이다(김중권, 「東醫寶鑑의 

文獻的 硏究」, 『書誌學硏究』 11, 1995, 225쪽; 崔秀汉, 『朝鲜医籍通考』 {北京: 中国中医药出

版社, 1996}, 74쪽).

17)  『동의보감』이 활용하고 있는 『증류본초』의 판본은 成化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로 

알려져 있다(오재근 a,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증류본초 활용」, 『大韓韓醫學原典學會

誌』 24-5, 2011, 116쪽).

18)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集例. “古人云, 欲學醫, 先讀本草以知藥性. 但本草浩繁, 諸家議

論不一.”

19)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食物』은 『食物本草』이고 『日用』은 『日用本草』이다(김중권,  

「東醫寶鑑의 文獻的 硏究」, 『書誌學硏究』 11, 1995, 234쪽; 崔秀汉, 『朝鲜医籍通考』 {北京: 中

国中医药出版社, 1996}, 72-3쪽).

20)  『동의보감』 「탕액편」이 李杲와 朱震亨의 본초학 성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

는 오재근 b, 「조선  의서 『동의보감』은 왜 본초 부문을 「탕액편」이라고 하였을까」, 『醫史學』 

20-2, 2011, 271-82쪽 참조.『醫學入門』의 본초 부분인 2卷 本草總括 중에서 李梴은 원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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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은 「탕액편」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방서인 『종행(種杏)』을 20회, 『천금

(千金)』을 8회 가량 인용 표기 문헌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21) 「탕액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본초 저작 『일용』은 3회 그리고 『식물』은 단 한 차례도 인용 표

기 문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용 표기 문헌의 활용 빈도 상 『동의보감』 단방, 「잡병편」, 「탕액편」은 모두 

『본초』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잡병편」은 『본초』 외에 종합 의서

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병증 진단, 병리 기전 이해, 처방 구성 본

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을 때 활용 가능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탕액편」은 『본초』의 내용을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당대 의학의 가

장 큰 조류로 인식되던 이고(李杲)와 주진형(朱震亨) 등으로부터 유래한 본초

에 대한 새로운 임상 활용 정보를 추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오재근 b, 2011: 

286). 끝으로 단방은 「잡병편」과 같이 방서의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탕액편」 

보다 『본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높아 병증에 대한 이해나 변증(辨證) 과정 

없이 개별 본초의 효능에 의거하여 대증투제(對症投劑)가 가능한 내용을 담

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의보감』 단방과 「탕액편」 간 문장 비교 

앞서 인용 문헌을 통해 단방과 「잡병편」, 「탕액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살

펴보았다. 그렇지만 단방과 「탕액편」은 모두 『본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본

초명을 내세운 뒤 관련 설명을 진행하는 동일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상

호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다. 이에 이하에서는 빈용 본초 중 하

나인 당귀(人參)의 「탕액편」과 단방 중 실제 기재 내용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특징 및 구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가 李杲, 朱震亨 뿐 아니라 명대의 의가인 方廣, 王綸 등의 본초학 성과까지도 수용하였음

을 밝히고 있다(李梴, 『医学入门』 {天津: 天津科学技术出版社, 1999}, 290쪽). 

21)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種杏』은 『種杏仙方』이고, 『千金』은 『千金方』이다(김중권, 「東

醫寶鑑의 文獻的 硏究」, 『書誌學硏究』 11, 1995, 234쪽; 崔秀汉, 『朝鲜医籍通考』 {北京: 中国
中医药出版社, 1996}, 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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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단방과 「탕액편」의 당귀 관련 문장은 모두 『본초』

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붕루(崩漏)를 제외하고는 서로 겹치는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단방

은 당귀를 혈(血), 포(胞), 머리(頭)와 같은 적용 부위, 허로(虛勞)와 같은 적용 

병증, 부인(婦人)과 같은 적용 대상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

용을 효능에 집중하고 있다. 「탕액편」에서도 당귀의 효능을 소개하고 있지만, 

꼭지(頭), 꼬리(尾) 등과 같은 부위별 효능이나, 술에 담그거나(酒浸), 씻거나

(酒洗), 찌거나(酒蒸) 하는 등의 수치에 따른 효능과 같은 당귀가 지니고 있는 

효능을 여러 가지기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단방

은 환을 만들어 복용하거나(丸服), 가루를 내어 복용하거나(散服), 달여서 복

용하거나(煎服), 술과 함께 먹거나(酒下) 하는 등의 복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표 2. 『동의보감』 단방과 「탕액편」 중의 당귀(當歸)
Table 2. Angelicae Gigantis Radix on Simple Formulas and Decoction Section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단방 구분 구분 탕액편

血

當歸 治一切血, 能和血行血養血. 

芎藭當歸合爲芎歸湯, 爲血藥第一. 

綱目. 

효능

본초배합

명칭 當歸숭엄초불휘

草部

성미 性溫, 味甘辛, 無毒.

효능

治一切風, 一切血, 一切勞, 破惡血, 養

新血, 及主癥癖, 婦人崩漏, 絶子. 療

諸惡瘡瘍 ... 治溫瘧, 補五藏, 生肌肉. 

胞

當歸 主崩漏, 及月水不利, 煎服末

服並佳. 本草. 
효능

생장

채취

○生山野, 或種蒔. 二月八月採根陰

乾, 以肉厚而不枯者爲勝. 又云, 肥潤

不枯燥者爲佳. 又云, 如馬尾者好 

○血積當歸四錢, 乾漆三錢, 爲末, 

蜜丸, 酒下十五丸. 良方.

본초배합

복용법

頭
當歸 治血虛頭痛, 細剉, 酒煎服之. 

本草.

효능

복용법 부위별 

효능 

○要破血卽使頭一節硬實處, 要止痛

止血卽用尾. 本草.  

○用頭則破血, 用尾則止血, 若全用則

一破一止, 卽和血也. 
虛勞

治虛勞寒熱, 補不足, 補血和血行

血, 剉煎服, 或丸服散服皆良. 本草.

효능

복용법

귀경
入手少陰以心主血也, 入足太陰以脾

裹血也, 入足厥陰以肝藏血也. 湯液. 

婦人

治婦人百病, 又治産後腹痛, 當歸末

三錢, 水煎服, 名獨聖湯. 良方.

효능

용량

수치에 

따른 

효능

○氣血昏亂者, 服之卽定. 各有所當歸

之功, 治上酒浸, 治外酒洗, 血病酒蒸, 

痰用薑汁炒. 入門. 

○得酒浸過良. 東垣. 

○血刺痛用當歸, 乃和血之藥. 若

血積刺痛, 宜用桃仁紅花當歸頭. 

丹心.

부위별 

효능

본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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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액편」에서 복용과 관련된 설명을 찾아볼 수는 없으며 당귀의 성질과 맛(性

味), 독성의 유무, 생장, 채취, 감별, 귀경(歸經) 등의 개별 본초가 지니고 있는 

성질을 기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세 번째, 단방 중에는 천궁(川芎), 건칠(乾

漆) 등 기타 본초와의 배합 방식 뿐 아니라 당귀 네 돈, 건칠 세 돈 등 다른 본

초와의 배합 용량, 궁귀탕(芎歸湯)과 같은 배합 후 변경된 처방명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다. 덧붙여 <표 2> 당귀의 단방 문장 중에서는 살펴볼 수 없지만 

「잡병편」 해수(咳嗽) 관련 단방 중 하나인 인삼에서는 인삼과 호도를 배합한 

인삼호도탕(人參胡桃湯)이라는 새로운 처방을 소개하고 “인삼은 기침을 그

치게 하며, 호도는 폐를 수렴한다”는 방해(方解)까지도 첨부하여22) 단방이 하

나의 본초가 아닌 처방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외형상 『동의보감』 단방은 하나의 본초를 단방명으로 내세우고 있어 「탕액

편」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개별 본초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나열

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탕액편」과 달리 단방은 효능 뿐 아니라 복용법, 용량, 

다른 본초와의 배합 방식 및 응용에 대한 내용까지도 소개하며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본초 역시 하나의 처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방과 「탕액편」 모두 『본

초』라는 동일한 서적에 의존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은 전

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5) 『동의보감』 단방의 약재별 활용 빈도 

『동의보감』「탕액편」은 독창적인 본초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의 

본초를 여러 개의 하위 항목 중 가장 대표성을 띄는 ‘대표 본초’와 그에 속한 ‘

부속 본초’, 그리고 하위 항목 없이 단독으로 배열되어 있는 ‘독립 본초’ 등으

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오재근·김용진, 2010: 61-5). 단방으로 소개되고 

있는 각각의 본초들을 「탕액편」의 대표 본초, 독립 본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

여 보면 단방에는 총 469종 본초가 2001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22)  『東醫寶鑑』 雜病篇卷之二, 咳嗽, 單方. “○治氣虛喘, 人參一寸, 胡桃二箇去殼不去皮, 右剉, 

入薑五, 水煎服, 名人參胡桃湯, 一名參桃湯. 盖人參定喘, 帶皮胡桃歛肺也. 直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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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중에서 454종은 「탕액편」 중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 본초나 독립 본초에 

속하지만, 나머지 15종은 「탕액편」 목록 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동의보감』의 

단방이 「탕액편」의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동의보감』 단방에서 11회 이상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33종 중 절반 

이상인 19종은 민가에서 구하기 쉬운 가축, 곡식, 채소, 과일에 속한다. 또한  

「탕액편」의 1/3을 차지하는 초부(草部) 및 목부(木部)의 본초는23) 상근백피

(桑根白皮)·생지황(生地黃)·근죽엽(䈽竹葉)·백출(白朮)·갈근(葛根), 황

련(黃連)의 6종에 지나지 않는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동의보감』 전

체 단방 중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는 우황(牛黃)·돈란(豚卵)·상

근백피·호마(胡麻)·모구음경(牡狗陰莖)·녹용(鹿茸)·총백(蔥白)·도핵

23)  『東醫寶鑑』「湯液篇」 총 1400종 본초 중에서 草部와 木部 본초는 423종으로 30.2%를 차지

한다. 

표 3. 『동의보감』「단방」 중 활용 본초 및 인용 빈도
Table 3. Medicinal Herbs and Their Quotation Frequency on Simple Formulas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대표 

본초 
향명/唐

분

류

횟

수

대표 

본초
향명/唐

분

류

횟

수

대표 

본초
향명/唐

분

류

횟

수

牛黃 소개난우황 獸 30 蓮實 년밤 果 16 鷄子 의알 禽 12

豚卵 돋불 獸 27 白蜜 빗흰 蟲 16 大豆 흰콩 穀 12

桑根

白皮

나모불휘

겁질
木 24 白朮 삽듓불휘 草 15 牡鼠肉 숫쥐고기 獸 12

胡麻 거믄 穀 24 礬石 번 石 14 蟾蜍 두터비 蟲 12

牡狗

陰莖
수가음 獸 23 朴硝 - 石 14 赤小豆 믈근 穀 12

鹿茸
사내

민
獸 21 食鹽 소곰 石 13 牡蠣 굴죠개 蟲 11

蔥白 파흰믿 菜 21 梅實 화여 果 13 梨子  果 11

桃核仁 복숑화 果 21 鱉甲 쟈라등겁질 蟲 13 蚌蛤 바다굴근죠개 蟲 11

生地黃 - 草 20
烏雄

鷄肉
거믄수 禽 13 小麥 밀 穀 11

生薑 강 菜 19 葛根 츩불휘 草 12 黃連 -/唐 草 11

䈽竹葉 왕댓닙 木 16 羖羊角 수양의 獸 12 杏核仁 고 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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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桃核仁)·생지황·생강(生薑)이다. 이 중 녹용·우황·돈란·모구음경

은 수부(獸部)에 속하지만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가에서 구하기 쉬

운 육축(六畜)의 부산물이며, 곡부(穀部)에 속한 호마, 채부(菜部)에 속한 총

백, 과부(果部)에 속한 도핵인 역시 민가에서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들이다. 생지황의 경우 현삼과 초본 식물로 본래 조선에서 출산되지는 않았지

만, 적절한 자연 환경에 따라 의원들로 하여금 심고 기르게 하였던 종양약재 

(種養藥材)로24)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는 경기·충청도·경

상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 등에서 산출된다고 기록하고 있다.25) 상근백

피 역시 「탕액편」 중에 ‘나모불휘겁질’이라는 향약명이 기재되어 있는 뽕나

무과 목본 식물로 『세종실록』 지리지 중에 경기·경상도·강원도·평안도·

함길도 등에서 산출된다고 기록되어 있다.26) 단방은 『동의보감』 편찬 당시 채

취나 수급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들을 위주로 하여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단방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웠을 조선의 자생 본초로만 이루어져 

있을까. 광해군 5년(1613)에 처음 간행된 초간본 『동의보감』「탕액편」의 일부 

본초명 위쪽 광곽(匡郭) 바깥에는 당(唐)이라는 표기가 첨부되어 있어 해당 

본초가 수입 약재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일부 본초명 아래에는 한글로 향

약명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본초가 민중들의 삶 속에서 활용되어오던 약재이

었음이 표기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단방 처방은 향약 활용을 염두에 두

고 수록되어 있으며 향약 사용률은 거의 100%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김

호, 2000: 231).27) 그러나 『동의보감』에 수재되어 있는 단방 중 「탕액편」에서 

24)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 咸吉道(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12. 

10. 13. “已上藥材, 隨各邑風土所宜, 使醫院種養, 元非山野所産.” 종양약재와 관련하여서

는 이경록 a, 「조선 세종대 향약 개발의 두 방향」, 『泰東古典硏究』 26, 2010, 238-44쪽 참조.

25)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ㆍ忠淸道ㆍ慶尙道ㆍ全羅道ㆍ黃海道ㆍ江原道.

26)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ㆍ慶尙道ㆍ江原道ㆍ平安道ㆍ咸吉道.

27)  김호(2000)는 唐이라는 표기와 향약명이 부기되어 있지 않은 약재들에 대해 당약재를 국산

화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확산이 미흡하여 산출 지역이 한정되었던 약재들이며 당약재와 

함께 주로 참고하는 수준에서 약물과 약성을 적어놓았을 뿐 실제 활용 사례는 제한적이었

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230쪽). 그런데  

『東醫寶鑑』「湯液篇」 중에 唐이라는 표기와 향약명이 모두 부기되어 있지 않은 50 여 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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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唐)으로 표기되어 있는 본초는 62종으로 총 144회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469종 단방의 13%, 전체 2001회 활용 단방 빈도수의 7%에 달한다. 당 

(唐) 표기 단방을 다빈도 순으로 나열해보면 황련(黃連) 11회, 웅황(雄黃) 7

회, 주사(朱砂) 7회, 빈랑(檳榔) 6회, 후박(厚朴) 5회 등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방은 분명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본초를 위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방 중에 당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동의보감』 편찬 당시

에도 일부 당약(唐藥)의 경우 수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4. 단방은 왜 첨부되었을까

1) 민중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 정보 제공

『동의보감』의 편찬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집례(集例)」는 물론 본문 중에서

도 단방의 편찬 목적을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서문 중에 실려 있는 선조의 

교지는 단방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암시한다.  

여러 가지 처방들이 너무 많으니 그 요점이 되는 것들을 힘써 추

려야 할 것이다. 궁벽한 시골 마을에는 의원과 약이 없어 일찍 죽

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나라는 향약이 많이 산출되고 있으

며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다. 마땅히 분류하고 향명을 기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28)

선조는 의원과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민중들을 위해 조선 전역에서 산출되

독 또는 대표 본초 중에는 生地黃ㆍ茯苓ㆍ山茱萸ㆍ石膏 등도 포함되어 있다. 『世宗實錄』 地

理志에 따르면 生地黃은 種養藥材로, 茯苓ㆍ山茱萸ㆍ石膏 등은 토산이 희귀하지 않은 자생 

약재로 기재되어 있으며 산출 지역도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아 조선 초기에 이미 

수급에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약재를 국산화하는 과정 중에서 확산이 미흡하

였던 약재라는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해당하는 향약명이 없었거나 아니면 편찬 당

시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8)  『東醫寶鑑』 序. “諸方浩繁, 務擇其要. 窮村僻巷, 無醫藥而夭折者多, 我國鄕藥多産, 而人不

能知爾. 宜分類並書鄕名, 使民易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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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류하고 개별 본초의 향명을 기록할 것

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 명령은 『동의보감』「탕액편」 중에서 새로운 본초 분

류 방식의 적용과 한글을 활용한 향약명의 기재를 통해 구체화되었다.29) 선조

의 교지 중에서 단방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여

러 가지 처방 중에서 그 요점이 되는 것을 추려내라는 선조의 명령과 궁벽한 

시골에서 약재 공급마저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배려하라는 선조의 마음이 허

준을 비롯한 『동의보감』 편찬자들에 의해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한 가지 또는 

적은 수의 본초로 이루어진 단방을 각 항목의 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창열, 1996: 40). 

그렇다면 『동의보감』 단방이 민중들의 의약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

을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의보감』 단방에 수록되어 있는 본초들은 대

부분 「탕액편」을 통해 한글 향약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방의 활용법

은 여전히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한문을 해독할 수 없었던 서민들은 여전

히 식자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찬 의서 『동의보

감』 중에 독립된 형태로 편성되어 있는 단방은 첫 번째, 그 내용을 찾기 쉽고, 

두 번째, 활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의약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세 번째, 간

단한 약재 구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당시 서민들에게 일

정 정도의 의약 혜택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허준(許浚, 1539-1615)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중국 의가 목희옹(繆希雍, 

1546-1627)의 저작 중에 『본초단방(本草單方)』이 있다. 『본초단방』은 내과(內

科), 외과(外科), 부과(婦科), 유과(幼科) 및 잡치(雜治)로 병증을 분류하고,  

『본초강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 199개 병증에 해당하는 단방을 정리한 단

29)  『동의보감』「탕액편」의 본초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오재근ㆍ김용진, 「『東醫寶鑑』「湯液篇」의 

본초 분류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6, 2010, 55-66쪽, 『동의보감』「탕액편」

의 향약명과 관련하여서는 이철용, 「동의보감 이본들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韓國學論集』 

20, 1992, 5-39; 김문오, 「『東醫寶鑑 湯液篇』 소재 고유어 어휘의 조어법 연구」, 『언어과학연

구』 18, 2000, 49-82쪽 외 참조.

30)  『동의보감』 단방의 이와 같은 한계는 향약명 만을 吏讀나 한글로 기재하고 활용법은 모두 한

자로 표기한 『鄕藥救急方』이나 『村家救急方』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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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전문 방서로(繆希雍, 1999: 772) 「본초단방인례(本草單方引例)」 중에는 다

음과 같은 단방 수록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 병을 고치는데 효과가 좋았음에도 의서 중에서 누락한 것, 의

서 중에 약의 효능에 대해서 언급하였음에도 방서 중에서 언급하

지 않은 것을 특별히 수록한다.

- 귀중하거나 구하기 힘들고, 멀리서 산출되어 쉽게 구할 수 없

는 것은 싣지 않는다. 

- 방서 중에서 자주 습관적으로 활용되거나 눈과 귀에 익은 것, 

품종이 많아 다 취할 수 없는 것은 싣지 않는다. 

- 병이 목숨을 해치지 않으므로, 처방 중에 다른 생물의 목숨을 

많이 죽인 것은 싣지 않는다. 

- 약성이 사납고 세차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손해가 실로 깊

은 것은 싣지 않는다. 

- 옛 사람들이 정한 처방 중에서 장소나 시간에 따라 약을 쓰

면 증상에 적합한 효과를 얻지만, 통상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은 싣지 않는다.31) 

『동의보감』 중에 단방 채록 기준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지는 않다. 『동의보

감』이 『본초단방』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본초단방』의 편찬에 활용된 『본초

강목』 역시 『동의보감』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목희옹이 제시한 단

방 선택 기준이 『동의보감』 편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

다. 다만 당대의 조선 의학 역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통 의학이 지닌 보

편성을 향유하고 있었고(신동원, 2004: 291), 『동의보감』 단방과 『본초단방』

이 추구했던 바가 서로 동일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의보감』 중에 단방

이 어떻게 채택되었을지 유추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본초단방인례」 중

에서 목희웅이 분명하게 남겨두고 있는 “빈한하여 의약을 활용하지 못하는 

31)  缪希雍 著, 『本草单方』, 任春荣 主编, 『缪希雍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358쪽. “药有治病最良, 而经或见遗, 经有着药奏功, 而方反不及者, 特为拈出... 凡药品贵重

难求, 及方産远稀难致者, 不载. 方或寻常习用, 久著耳目, 又品味多, 修合难者, 不载. 病不

至伤生, 方中多戕物命者, 不载. 药性有犷悍峻烈, 虽堪取效, 损害实深者, 不载. 古人定方, 

或因地因时用药, 适与证对, 而不可通行尝试者, 不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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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32)라는 편찬 목적은 궁벽한 시골 마을에서 

의원과 약이 없어 죽어가는 민중들을 위한 의서를 편찬하라는 선조의 교지와 

이에 부응한 『동의보감』 편찬자들의 의도와 일맥상통하여 『동의보감』 단방의 

실질적인 효용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2) 민간 의약 경험의 수집과 명문화(明文化)

『동의보감』 인용 표기 문헌 중 하나로 속방(俗方)이 있다. 속방이 무엇을 지

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중에는 병리 기전, 효능, 

활용법, 활용시 주의사항, 본초의 기원, 이명·향약명, 채취법, 수치법, 혈자

리 설명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 심지어 조선의 지명이나 본

초의 유래,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들을 소개하는 내용까지도 기재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특정 주제 아래 편성된 책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료 경험을 담고 

있는 저술의 일종으로 추정된다.33) 

『동의보감』 중에서 속방(俗方)은 「내경편」 4회, 「외형편」 12회, 「잡병편」 66

회, 「탕액편」 92회, 「침구편」 1회로 총 175회 정도 인용되고 있다.34) 이처럼  

「탕액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탕액편」에 인용된 속방의 내용

은 주로 본초의 기원이나 이명 및 향명, 수치, 채취, 산지 등과 같은 본초학

적 정보에 치우쳐져 있을 뿐, 임상에서의 활용이나 효능에 대한 설명은 14회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탕액편」을 제외한 83회 속방 인용 문장 중 28회, 

32)  缪希雍 著, 『本草单方』, 任春荣 主编, 『缪希雍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358쪽. “可救贫寒之不辩医药者.” 

33)  홍문화(1982)는 俗方에 대해 특정 문헌이 아닌 당대 조선에서 통용되던 본초학적 지견으

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홍문화, 「본초학자로서의 허준」, 『한국과학사학회지』 

4-1, 1982, 116-7쪽). 그렇지만 『東醫寶鑑』 중의 俗方 인용 문장이 본초 뿐 아니라 전통 의

학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섭렵하고 있어 단순히 본초학적 지견이라고만 단

정할 수는 없다. 

34)  김중권(1995)은 「내경편」 3회, 「외형편」 10회, 「잡병편」 62회, 「탕액편」 89회, 「침구편」 1회, 

총 162회로 계상하였다(김중권, 「東醫寶鑑의 文獻的 硏究」, 『書誌學硏究』 11, 1995, 228-33

쪽). 內景篇」의 문장 하나는 인용 문헌이 俗方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 상 俗

方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아 4회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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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정도가 각 편의 단방 중에서 속방을 인용하고 있다. 간단하게 구성된 

치료 처방인 단방 중에서 속방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농사짓는 백성들 중에는 단방으로 치료하여 효험을 얻은 자가 

있으니, 여러 도(道)에 구하여 『본초』에 실려 있지 아니하더라도 병

을 치료하여 효험을 본 약은 「향약본초(鄕藥本草)」의 뒷부분에 추

가하여 기입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35)

방태중(方泰重)이 말하기를... 신은 향의(鄕醫)로 단방으로써 

효험을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종(顯宗)이 말하기를 단방은 어

떤 것이 좋은가? 방태중이 답하기를, 구보(狗寶)는 『본초』에 나오

고 구사(狗砂)는 『수양총서(壽養叢書)』 중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는 하나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그 효과는 우황과 비슷하

여 담(痰)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으며 우황보다 더욱 맹렬한 것으

로 보입니다.36)

조선 시대 민간 경험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으로 수집되었다. 첫 번

째 인용 문장은 중앙 정부에서 직접 민간의 단방을 수집하여 『향약집성방』  

「향약본초」 등의 관찬 의서 중에 수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 인

용 문장은 본래 향의(鄕醫)였던 방태중(方泰重)이 의약동참(議藥同參)을 통

해37) 어의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민간 의약 경험을 왕을 비롯한 다른 

의관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묘사한다. 『동의보감』의 편찬자들이 어떤 방식

으로 민간의 의료 경험을 수집하고 정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동의보감』의 주된 편찬 인물로 내의원 의관이었던 허준, 양예수(楊禮

35)  『成宗實錄』 98권, 성종 9년 11월 25일 “一. 本草所載鄕藥, 旣已用之矣. 然田野之民有以單方

治療得效者, 訪于諸道, 雖不載本草, 療病得效之藥添入鄕藥本草之後... 從之.”

36)  『承政院日記』 원본229책/탈초본12책, 현종 13년 9월 2일 “泰重曰... 而臣鄕醫也, 以單方見

效者, 多矣。上曰, 單方, 何者爲好? 泰重曰, 狗寶也出本草, 狗砂出壽養叢書, 二物同出而異

名, 其效似牛黃, 而治痰之功, 視牛黃尤峻矣.”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검색

일. 2012. 10. 13.

37)  의약동참과 관련하여서는 이규근, 「조선 후기 議藥同參 연구」, 『朝鮮時代史學報』 19, 2001, 

119-45쪽; 홍세영, 「왕실의 議藥」, 『韓國醫史學會誌』 23-1, 2010, 105-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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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 김응탁(金應鐸), 이명원(李命源), 정예남(鄭禮男) 등과 함께 유의(儒醫)

인 정작(鄭碏)이 의약동참으로38)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를 통해 당대의 민간 

의료 경험이 『동의보감』 속으로 유입되었으며, 속방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 중 

하나이었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민간의 의약 경험은 구전이나 문서 등

을 통해 전승되고 통용되지만 검증되거나 기록되지 않는다면 소실될 가능성

이 높다. 『동의보감』은 당대 민간에 유통되던 의약 지식을 속방이라는 명목

으로 명문화(明文化)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관찬 의서 중의 처방 중의 하나

인 단방으로 공인함으로써 의약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그 외연을 확

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치료 효과의 극대화

구종석(寇宗奭)은 「본초연의서례(本草衍義序例)」 중에서 병에는 심한 것과 

덜한 것, 새로 생긴 것과 오래된 것, 허한 것과 실한 것이 있는데 어찌 단지 한 

가지 약으로 이런 병들을 대처할 수 있겠냐며(唐愼微, 1993: 662) 본초 간의 

배합을 강조한 바 있다. 몇 개의 본초로 하나의 처방을 구성하는 방제 이론 중

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신좌사(君臣佐使)의 원리이다. 군신좌사는 『소문

(素問)』「지진요대론(至眞要大論)」과 『신농본초경』 서록(序錄) 중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으로 사람을 세우던 제도(立人之制)에 빗대어 처방 구성 방식을 설

명한다. 『동의보감』「탕액편」 탕액서례(湯液序例)에서도 위 서적들을 인용하

여 군약(君藥)은 병을 주로 치료하는 약물이고, 신약(臣藥)은 군약을 돕는 약

물, 그리고 사약(使藥)은 신약에 대응하는 약물로, 각각의 분량은 군약이 10, 

신약이 7-8, 좌약이 5-6, 사약은 3-4 정도를 차지한다. 군약 둘, 좌약 셋, 사약 

다섯(一君二臣三佐五使)이나 군약 하나, 신약 세, 좌약과 사약이 아홉(一君三

臣九佐使)의 배합이 가장 적절하다는 서술을 옮겨 실은 바 있다.39) 

38)  『太醫院先生案』(瘡疹集外一種, 『栖碧外史海外蒐佚本』 78 {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 1997}).

39)  『東醫寶鑑』 湯液篇卷之一, 湯液序例, 制藥方法에서는 “君一臣二奇之制也, 君二臣四偶之制

也, 君二臣三奇之制也, 君二臣六偶之制也... 註曰, 奇謂古之單方, 偶謂古之複方也. 內經.”

라고 하여 군신좌사 처방 구성 원리를 활용하여 단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이 때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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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개 하나의 본초로 구성된 단방의 치료 효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당대(唐代) 최고 명의로 손꼽히는 허윤종(許胤宗, 536?-626?)은  

“환자에게 약을 쓸 경우 정확한 대응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본초만

을 사용하여 그 병을 곧장 공격해야 한다. 약의 힘이 정밀하다면 병은 바로 나

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맥을 구분하지 못하고, 병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제 멋대로 근거 없이 짐작하기에 약이 많이 써야지만 안심한다40)”라고 당시 

의가들의 처방 구성 행태를 비판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동의보감』 인

용문 ‘약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쓰는 것을 귀히 여긴다(藥貴簡要)’에서 반복되

고 있다. 하나의 처방 중에 몇 개의 본초를 더하고 덜할지 각각 본초의 분량

을 얼마 정도 더하고 덜할지는 전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는 임상 의가의 결

정 사항이다.41) 그러나 “본초의 가짓수가 적어진다면 약력(藥力)은 전일하고 

정밀해진다42).”는 단계(丹溪)의 말처럼 이것저것을 더해 복잡해진 처방 보다

는 해당하는 증상에 적절하게 활용되는 단방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위에서 인용한 단방에 대한 설명 중에는 “환이나 가루로 복용할 때는 매 번 

두 돈씩 복용하고, 뜨거운 물에 끓여서 복용할 때는 매번 다섯 돈씩 복용하

라43)”는 용량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다. 그리고 『동의보감』「집례」에서는 『득효

방』과 『의학정전』 중의 1첩 당 본초량을 비판하며 1첩에 4-5개의 본초가 들어

방은 처방 중의 본초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의거하여 구분한 것으로 대개 하나의 본

초로 구성되어 있는 『동의보감』 단방 항목 중의 단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郑贵力, 「七方-方剂最早分类法质疑」, 『山东中医学院学报』 20-4, 1996, 244

쪽 참조.  

40)  『舊唐書』卷一百九十一, 列傳第一百四十一, 方伎, 許胤宗. “夫病之於藥, 有正相當者, 唯須單

用一味, 直攻彼病, 藥力既純, 病即立愈. 今人不能別脈, 莫識病源, 以情臆度, 多安藥味.” 籍

電子文獻資料庫 <http://hanchi.ihp.inica.edu.tw/> 검색일. 2012. 10. 13.

41)  『東醫寶鑑』 雜病篇卷之一, 用藥, 醫不著書. “孫眞人曰, 醫者意也, 隨時增損, 物無定方, 眞

知言哉. 千金.”

42)  『東醫寶鑑』 雜病篇卷之一, 用藥, 藥貴簡要. “丹溪云, 予每效仲景立方, 效東垣用藥, 庶乎品

味少, 而藥力專精也.” 『東醫寶鑑』 湯液篇卷之一, 湯液序例, 制藥方法 중에도 이와 동일한 

문장이 실려 있다.

43)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身形, 單方. “只取一味, 或作丸, 或作末, 或煎湯服. 或丸, 或末, 每

服二錢, 煎湯, 則每五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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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경우 5돈이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44) 1첩에 주로 1개의 본

초를 취해 활용하는 단방의 용량이 4-5개의 본초를 사용하는 첩당 분량과 일

치하는 것은 적은 수의 본초를 활용하되 복용량은 다소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방을 처방함에 있어 본초 구성은 간단히 하지

만 용량만큼은 증량하여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려는 의도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단방의 활용 방식은 후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중에서 인동(忍冬) 

하나 만을 한 냥 가까이 처방하는 기록을 통해 실증된다.45) 

5. 『동의보감』 이후, 단방의 배제와 계승 

『동의보감』은 편찬 이후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후대의 영조(英

祖)에 의해서는 여러 의서의 장점을 모은 최고의 책으로 그리고 검서관(檢書

官) 이덕무(李德懋, 1741-1793)로부터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반계수록(磻

溪隨錄)』과 함께 조선의 3가지 좋은 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46) 중국에서는 

직접 간행이 이루어져 유리창(琉璃廠)의 여러 서점마다 『동의보감』이 서너 질

씩 구비되어 있었으며, 중국에서 온 사신이 본래의 예단 이외에 다른 것은 받

지 않았음에도 『동의보감』 만큼은 구해갈 정도였다.47) 일본에서도 『동의보감』

을 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으며 1724년에는 도쿠가와 바쿠후(德川

幕府)에 의해 ‘정정(訂正)’이 가해진 채 공식적으로 간행되었다.48) 

44)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集例. “盖一方, 只四五種, 則五錢可矣.”

45)  『承政院日記』 원본1671책/탈초본88책, 정조 14년 1월 17일.

46)  『承政院日記』 원본1163책/탈초본64책, 영조 34년 12월 17일; 『靑莊館全書』 20권 雅亭遺稿 

6권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12. 10. 13. 

47)  『무오연행록』 제 2권 12월 22일; 『弘齋全書』 132권 故寔 4; 『燕巖集』 14권, 熱河日記, 口外異

聞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12. 10. 13; 『承政院日記』 원본868

책/탈초본47책, 영조 14년 2월 21일. 

48)  『靑莊館全書』 59권, 盎葉記.『동의보감』의 국내 및 국외 간행과 관련해서는 박경련, 「동의보

감의 國內 및 國外에 있어서의 刊行에 관한 考察」, 『醫史學』 9-2, 2000, 141-62쪽; 신동원,  

『조선 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22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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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이후 편찬된 많은 조선 의서들은 『동의보감』의 전통을 잇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지만49) 『동의보감』의 모든 것이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단방이 특히 그러하다. 정조(正祖)는 『동의보감』의 체례가 정연하지 못함

을 비판하며 스스로 『수민묘전(壽民妙詮)』을 편찬하였다. 그가 직접 지은 서

문에 따르면 『수민묘전』은 문류(門類)에 따라 증상을 논의한 것과 맥결(證論

脈訣) 4권으로 초록되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 탕액과 여러 처방(湯液諸方)

들이 별도 편집되었다.50) 현재 정조 당시 이미 없어진 탕액과 처방의 원고를 

제외한 4권 4책 중 2권 2책 밖에 남아있지 않아51)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는 없지만, 맥리(脈理)와 약성(藥性)만을 초록하였다는 정조 자신의 기술과 

기존 의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로 미루어볼 때 상당수 단방이 배제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52) 

처방을 내어 의술을 가르치는 자들이 맥박, 병증, 탕약, 환제에 

관한 내용을 모두 한 책 속에 섞어 놓으므로 해서 그들의 정신과 기

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빠른 길만 추구하는 폐단을 열어 준 것

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흠으로 여겨 왔다.53)

또한 정조는 그가 당시 수의(首醫)였던 강명길(康命吉)을 시켜 편찬토록 하

였던 관찬 의서 『제중신편(濟衆新編)』에 대해 “이 책은 간단하지만 요점을 지

49)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의서와 관련하여서는 신동원, 『호열자, 조

선을 습격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 285-8쪽;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일

지사, 2000), 266-80쪽 참조. 

50)  『弘齋全書』 179권, 羣書標記 1, 壽民妙詮九卷; 『弘齋全書』 184권 羣書標記 6, 濟衆新編九卷.

51)  규장각에 소장된 『壽民妙詮』(奎 4809)은 2권 2책으로 정조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4권 4책

과 달라 후반부 2책이 누락된 상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1, 2책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필사자도 2인 이상으로 생각된다(김호, 「正祖代 醫療 정책」, 『韓國學報』 82, 1996, 251쪽). 

52)  『弘齋全書』 178권, 日得錄 18. 김호(1999)는 유자로서 의학의 원리에 대해 운운하는 정도는 

용인이 되지만 처방전이나 침구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했으므로 전문

가인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하여 정조의 『壽民妙詮』과 강명길의  

『濟衆新編』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김호 b, 「正祖代의 의료 정책

과 ≪濟衆新編≫의 간행」, 『韓國醫史學會誌』 12-2, 1999, 142쪽). 

53)  『弘齋全書』 179卷, 羣書標記 1, 壽民妙詮九卷. “抑爲方而敎之醫者, 輒皆混脈證湯丸於一編

之中, 故有以歧其志貳其工, 而啓其趨徑求速之弊耳. 予病之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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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어 내국(內局)에서 취하여 사용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시골 궁벽한 곳에서 의사가 없는 와중에 단방으로 구급하던 공로에 도

움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54)”라며 단방과 차별된 전문 임상 의서임을 분명

히 밝히고 있다. 모든 방서들을 모은 뒤에 하나의 책으로 편집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편찬된 『동의보감』과 달리 『제중신편』은 방서들을 널리 취하되 번잡

한 것은 깎아내고 요점만을 취하여 책을 펴면 한 눈에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

해 편찬된 의서이었던 것이다.55) 따라서 본문 중에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법

을 제시하고 각 항목 끝에 다시 단방을 제시하여 별도의 치료법을 첨부한 『동

의보감』 단방과 같은 항목은 『제중신편』 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제중신편』

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단방약이 제상(諸傷)의 구급방(救急方)과 해독(解

毒)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응급 조치에 편리하도록 수록되어 있

으며, 단방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약물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약성가(藥性

歌)를 만들어 보급하였다라고 하며(지창영, 2003: 50-1) 『제중신편』 중의 단방

을 응급 처치 및 약성가와 결부시킨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부 수긍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제상과 해독의 경우 응급을 요하는 상황

으로 본래 간단하고 신속한 처치를 요구하는 점, 두 번째, 『동의보감』 중에서

는 단방이 구급 영역에 국한하여 소개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세 번째, 약성가

는 가부체(歌賦體) 문장 양식이 의료계에 도입된 결과물로 본초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된다(오

재근, 2010: 77). 덧붙여 『제중신편』에 이은 조선의 마지막 관찬 의서 『의방촬

요(醫方撮要)』 중에서도 부인과(婦人科)의 산육(産育)·부인잡병(婦人雜病), 

보유(補遺) 중의 단품잡치(單品雜治)56)에서 일부 단방의 흔적이 확인될 뿐 전

54)  『承政院日記』 원본1805책/탈초본95책, 정조 23년 3월 15일. “近來首醫康命吉, 多年效勞於

御藥, 且頗鍊熟於醫書, 故曾命就醫鑑中, 刪繁而採要, 古方中可合添錄者, 新方之曾有經驗

者, 附入添載, 正其凡例, 簡其編數, 今已成書, 一開卷瞭如指掌, 比之醫鑑, 可謂靑出於藍. 其

爲書簡而要, 非但有緊於內局取用, 亦必於鄕曲無醫之中, 不爲無助於單方救急之資.”

55)  『濟衆新編』 凡例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18 (서울: 여강출판사 영인, 1988).  

56)  『醫方撮要』 목록 후반부에 諸瘡, 補遺, 本草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지만 본문 중에서는 補

遺 항목을 확인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醫方撮要』의 諸瘡과 本草 사이에 수록되어 있는 



오재근 : 약 하나로 병 하나 고치기(用一藥治一病)

제22권 제1호(통권 제43호) 1-40, 2013년 4월 │29

체 편제 중에서 단방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동의보감』 이후 편찬된 많은 민간 의서들은 『동의보감』의 단방

을 계승하기도 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약재 이

용 및 의료 지식이 확산됨에 따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이용한 

단방과 관련된 지식들이 적극적으로 수집 정리되었다(김대원, 1998: 229). 이

와 같은 경향을 잘 보여주는 의서로는 이경화(李景華, 1721-?)의 『광제비급』

과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인제지(仁濟志)

」 등을 꼽을 수 있다.57) 1790년(정조 14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광

제비급』의 가장 끝부분에는 「향약단방치험(鄕藥單方治驗)」이 첨부되어 있다.  

「향약단방치험」은 시골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렸을 때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위급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항목으

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 50개를 골라 한글로 본초명을 기재한 뒤 

주치와 복용법을 일일이 기재하고 있다.58) 그리고 『동의보감』 이후 최대의 조

선 의학 저술로 손꼽히고 있는 『임원경제지』 「인제지」는 단방과 관련된 방대

한 양의 정보를 채록하여(서유구, 2012: 1096-7) 단방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인제지」 중에는 각각의 병증에 대한 설명과 치료법이 형증(形證), 치법 

(治法), 탕액(湯液), 폄설(砭焫), 조장(調將) 등의 항목으로 구분 기술되고 있

는데, 탕액의 경우 전반부는 정형화된 처방들이 나열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單品雜治, 姙娠禁忌 등을 補遺의 내용으로 간주하였다(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서: 

http://jisik.kiom.re.kr/). 검색일. 2012. 10. 13.

57)  『廣濟秘笈』의 「鄕藥單方治驗」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본문 중의 『本草綱目』 인용에 대해

서는 오재근ㆍ윤창열, 「『本草綱目』이 『廣濟秘笈』에 미친 영향 분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

誌』 22-3, 2009, 341-5쪽, 『林園經濟志』「仁濟志」의 개략과 인용 문헌에 대해서는 노기춘,  

「『林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2)」, 『書誌學硏究』 35, 2006, 231-71쪽, 『林園經濟志』가 『本

草綱目』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오재근,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

친 영향」, 『醫史學』 21-2, 2012, 204-19쪽 참조.

58)  『廣濟秘笈』 凡例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16 {서울: 여강출판사 영인, 1988}). 

“窮鄕僻邑, 無藥救急, 考閱綱目本草, 及保元諸方, 以人家尋常易得之料四十九種, 書名諺釋, 

主治服法, 井井必俱, 使村人鄙夫, 臨病判用, 以爲備急之一助云.” 『廣濟秘笈』의 범례 중에서

는 위와 같이 49종의 본초에 대해 기술하겠다고 밝혔지만, 「鄕藥單方治驗」 중에  실려 있는 

본초는 총 50개이다. 오재근ㆍ윤창열, 「『本草綱目』이 『廣濟秘笈』에 미친 영향 분석」, 『大韓

韓醫學原典學會誌』 22-3, 2009,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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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초명을 대표로 내세우고 관련 단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처럼 병증이 아닌 본초명을 내세워 단방을 설명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의보

감』 단방의 기술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 저작물 중에서는 단방의 효

능을 옹호하거나 무분별한 복방의 활용을 비판하는 기술이 등장하기도 하였

다. 이익(李瀷, 1681-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 중에서 주진형(朱震亨), 

공정현(龔廷賢) 이후 처방이 번잡하고 다양해졌음을 지적하며, 백합(百合), 

월수(月水), 미역(海藿) 등과 같은 간단한 재료의 전일함을 빌어 효과를 보는 

사례를 소개하였고,59)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본초(本草)』를 습득하여 

병의 원인이 한 가지일 경우에는 한 가지 재료를,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던 옛 의학과 달리 팔미탕(八味湯), 승기탕(承氣湯) 등의 

전방(全方), 즉 복합 처방을 한 가지 약재 사용하듯이 하는 당시 의료계의 태

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신동원, 2007: 208-9).60)

『동의보감』의 단방은 후대의 임상 의료 실천 중에서도 적극 활용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장태경(張泰慶, 1809-

1887)의 임상 의안 『우잠잡저(愚岑雜著)」 부붕루대하(附崩漏帶下) 중에서는 

『동의보감』 단방의 실제 임상 사용례가 실려져 있다.  

한 나이든 부인이 53세였는데 자궁에서의 과다 출혈(血崩)이 오

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여러 약들이 효과가 없다가 내가 상수리열

매깍지(橡實斗)와 창이(蒼耳)의 뿌리 두 가지를 약성이 남도록 태

운 뒤, 사물탕(四物湯)에 백지(白芷), 모화(茅花), 건강(乾薑)을 더

하여 달인 물에 타서 복용시켰더니 나오던 피가 복용하자마자 바

로 그쳐 재발하지 않았다.61) 

59) 『星湖僿說』 17卷 人事門, 本草(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12. 10. 13.

60)  『與猶堂全書』 1集, 茶山詩文集 10卷, 說, 醫說(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

색일. 2012. 10. 13. 

61)  장태경 저(안상우ㆍ황재운 역), 『국역우잠만고ㆍ우잠잡저』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108쪽. “一老婦人, 年五十三, 血崩久不止. 諸藥不效, 予以橡實斗, 蒼耳草根二物, 燒

存性, 四物湯加白芷, 茅花, 乾干煎湯調服, 其經血自此卽止, 再不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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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의안은 『동의보감』「내경」 포(胞)의 단방 중에 등장하는 상수리 열매껍

질(橡實殼)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다.62) 『동의보감』 단방에서는 『의학정전』을 

인용 문헌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우잠잡저』 중에 기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처

방이 『동의보감』 중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태경이 『동의보

감』 단방에 근거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요컨대, 『수민묘전』, 『제중신편』 등으로 이어지는 관찬 의서의 경우 『동의

보감』 편찬을 통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던 임상 의약 정보를 중심으로 새롭

게 유입된 의약 지식을 더해가며 정교하게 가다듬어간 반면, 민간에서는 중

국, 일본 등으로부터 유입되고 또 조선 국내에서도 다량으로 유통되던 의약 

정보가 전문 분야 의서나 경험방, 그리고 류서(類書)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

게 수용되어가면서 단방 관련 지식 역시 임상 현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기

에 이르렀다.  

6. 맺음말

서두에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선조는 번잡한 당대의 중국과 조선의 의서

들 중에서 요점만을 취하라는 교지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동의보감』의 주 

편찬자 허준은 하나의 처방 중에 약재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갖출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63) 주변에서 구하기 쉬

운 본초들을 활용하면서 적은 수의 본초로 뛰어난 효능을 거두어보고자 하였

던 단방 의서의 전통은 고려 시대 이전부터 전해져 왔으며, 『향약집성방』 이

후 개별 병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한 뒤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동의보

감』 단방을 통해 계승 및 정리되었고 또 공인되었다. 이후 『동의보감』 중의 의

학 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고도화하고자 하였던 관찬 의서 『제중신편』과 달

62)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三, 胞, 單方, 橡實殼. 

63)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 集例. “局方一劑之數尤多, 貧寒之家何以辦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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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민간 의서 『광제비급』, 『임원경제지』 등은 『동의보감』을 토대로 당대에 유

통되던 민간의 다양한 의료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가면서 그 저변과 의서로서

의 규모를 팽창시켜 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의보감』의 단방은 하나의 본초명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어 하나의 본초

로 구성된 단미 처방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렇지만 하나의 단방이 여러 개 본

초로 이루어져 있거나 복용을 제외한 여러 가지 처치 방식도 포괄하고 있어  

‘단일 본초로 이루어진 처방’이기보다는 ‘간단하게 구성된 치료 처방’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본초명을 내세운 뒤 효능이나 치료법을 설명하

는 『동의보감』 단방은 본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탕액편」

과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단방은 「탕액편」과 함께 『증류본초』에 높은 의존

도를 보인다. 그러나 「탕액편」이 『증류본초』 외에 『의학입문』이나 『식물본초』,  

『일용본초』 등의 후대의 본초학적 성과를 수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방은  

『의학강목』, 『직지방』 등의 방서에 의존하고 있고, 「탕액편」이 개별 본초의 성

미, 생장과 채취, 보관, 인경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방의 문장은 내

용상 처방으로서의 활용법에 치우쳐져 있으며, 단방 중에는 해당 단방을 구

성하고 있는 본초 간 배합은 물론 방해(方解)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

서 「탕액편」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17세기 초에 간행된 『동의보감』 중에 단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이미 여러 

개의 본초를 활용하는 복방이 통용되고 있던 당시의 처방 구성 경향과 어울리

지 않는다. 『동의보감』과 동시대에 편찬된 비슷한 규모의 의서 중에서도 단방

과 유사한 편찬 양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단방의 수록에는 특별

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의보감』의 특징을 규정지

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동의보감』 본문 중에서 단방 편찬의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기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의보감』과 관련된 주변 자료를 통해 민중을 위한 실질적

인 의료 정보의 제공, 민간 의약 경험의 수집과 명문화(明文化), 치료 효과의 

극대화 등을 그 이유로 꼽아볼 수 있을 뿐이다. 첫 번째, 선조는 전문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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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민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고, 허

준을 비롯한 『동의보감』의 편찬자들은 독립된 형태로 단방을 편성하여 찾기 

쉽고, 높은 수준의 의약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처방 구성을 통해 

질병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준과 동시대에 활동한 중국 의관 목

희옹 역시 빈한하여 의약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본초단방』을 저술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종합 의서인 『동의보감』이 단방을 

수재하고 있는 이유와 그 독자로 누구를 상정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동의보감』 단방 중에는 속방이 다수 채록되어 있다. 속방은 당대 민

중들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의료 경험을 담고 있는 저술의 일종으로 어떤 저

자가 특정 주제 하에 편찬한 의서라고 볼 수는 없다. 조선의 관찬 의서 『동의

보감』이 단방 중에 속방을 수록하고 있는 점은 민간에서 통용되고 있던 의료 

정보를 공인하고 명문화하여 보다 친숙하고 실질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겠

다는 편찬자들의 의지 뿐 아니라 의료 정보의 외연을 확장시켜가는 과정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약재를 적게 활용한다고 해

서 단방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약재를 적게 활용하여야 약

의 효능이 정밀해진다는 『동의보감』 중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잡하게 구

성된 처방 보다는 해당 증상에 적절하게 또 경제적으로 본초를 운용하는 단방

이 실용적이며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단방을 적극적으로 채록한 『동의보감』과 달리 후대의 관찬 의서인 『수민묘

전』, 『제중신편』 등에서는 단방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민간 의서인 

『광제비급』이나 『임원경제지』「인제지」에서는 단방이 변형된 형태로 또는 보

다 방대한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 의학이 『동의보감』을 통해 축

적된 방대한 양의 임상 의약 정보를 새롭게 받아들인 의학 지식과 함께 정교

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민간에서 유통되던 다양한 의약 정보가 전

문 분야 의서, 의안을 비롯한 경험방, 류서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수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 대해 이익(李瀷)은 “늘어놓기만 많이 하고 뜻은 소략하여 사



OH Chaekun : A Single Medicine for a Disease

│ 醫史學34

람들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64), 정조(正祖)는 “조선 의서로 허준의 『동의

보감』이 가장 상세하다고 칭해지나 내용이 번잡하고 뜻이 중복되며 빠진 것

도 많았다”65)라며 평가 절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평가가 『동의보감』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이익은 복잡한 처방 구

성보다 간략한 단방의 효능을 옹호하였고, 정조 명으로 편찬된 관찬 의서 『제

중신편』 중에는 더 이상 단방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성 처방과 단방

의 중복된 나열이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동

의보감』의 구성이나 내용이 늘어놓기만 많이 하고 또 번잡하였을지라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단방을 적극적

으로 채록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공인된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그 치료 효과

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단방의 존재는 그것만으로도 조선 의서 『동의보감』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색인어 : 동의보감, 단방, 단미 처방, 속방, 방제, 본초, 조선의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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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ngle Medicine for a Disease:
Simple Formula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It's Compilation and Succession

OH Chaekun*

*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Chunguk, KOREA

In this study, I am planning to analyze the contents of Simple formula 

(單方) in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TM ), and then 

find out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medical science. Simple formula is a 

prescription that is consisted of a single or three to four kinds of medicines, 

and this does not follow typical control principles such as 'sovereign, 

minister, assistant and courier (君臣佐使)'. While simple formulas are often 

built after major formulas, TM placed simple formulas to an end of each 

classified item. It is difficult to find a similar compilation style as that of 

Simple formula among similar volumes of medical books during the same 

period of TM. Thus, it can be assumed that TM included simple formulas 

for special purposes or reasons which are deemed as an important factor 

in stipulating the features of TM. 

The tradition of Simple formula, using medicinal herbs which can be 

easily acquired and trying to make an effect with a small number of herbs, 

had existed before Goryeo (高麗) Dynasty. Introduced by Emergency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 (鄕藥救急方) and Samhwaja's Form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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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Countryside (三和子鄕藥方), the tradition of Simple formula is 

succeeded by Compendium of Prescriptions from the Countryside (鄕藥集

成方), and after a while, it is synthetically arranged and recognized through 

Simple formula of TM.

By analyzing simple formulas of TM, I could find out the followings. 

First, in simple formulas of TM, in which the components are the number 

of medicinal herbs, the name of prescription, and their applic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simply consisted prescription rather than single 

medicine formulas. Second, simple formulas of TM are 2,001 in total, 

and are organized in most items. Third, although simple formulas cite a 

number of formulary, it shows a high degree of dependence to Classified 

Emergency Materia Medica (證類本草). This shows that simple formulas 

that are structured to use medicine according to symptoms based on the 

effect of each medicinal herb, without understanding or dialectic process 

of syndrome differentiation. Fourth, while the part of medicinal herbs, 

Decoction section (湯液篇), focuses on listing the information of each 

medicinal herb, simple formulas introduce effect, dose, volume and even 

a mix with other medicinal herbs and an application of them. Therefore, 

a simple formula evaluates single medicinal herb as a sort of prescription. 

Fifth, more than half of 33 kinds of medicinal herbs, which are used more 

than 11 times in simple formulas of TM, are easy to get around the village, 

and their Korean names of Materia Medica from the Countryside (鄕藥) are 

possible to be seen in Decoction section. However, the fact that Materia 

Medica from China (唐藥) such as Coptics chinensis (黃連) and Realgar  

(雄黃) is included in simple formulas means that they are not limited to 

Materia Medica from the Countryside, and some of Materia Medica from 

China were not difficult to be procured in the time of publication of TM.

Specific purpose of publishing simple formulas is not written separately. 

However, through the king’s command of King Seonjo (宣祖, 1552-1608) 

in introduction, the active containing of folk prescriptions (俗方), and the 

emphasis of medicinal herb's volume using simple formulas, it is as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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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Chosun (朝鮮) government at that time tried to provide friendly 

and practical medical information with simple formulas, to collect and 

formulate private medical experiences in order to expand their extens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to maximize the effect of treatment. 

The compilation system like TM was highly regarded but was also the 

target of criticism. In particular, King Jeongjo (正祖, 1752-1800) criticized the 

complicatedness of TM and deleted information related to simple formulas 

through government compilation medical texts such as Explanation of 

Subtleties for the People's Longevity (壽民妙詮), New Edition on Universal 

Relife (濟衆新編). However, simple formulas which were not composed 

of many medicinal herbs could be useful way for treating people who 

did not have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and did not have a large 

range of herbs. In actuality, Secret Works of Universal Benefit (廣濟秘

笈), the representative compilation of civil medicinal text which was 

published after TM included information related to simple formulas, and in 

Records for rural life of Chosun gentlemen (林園經濟志), the framework of 

simple formulas of TM was maintained and is filled with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Furthermore, cases of utilizing simple formulas are included 

in the U-Jam's miscellaneous writings (愚岑雜著) which is a clinical record.

In Simple formulas of TM, private medical experiences at the time 

of Chosun are written first, then recognized by the experts, and finally 

returned to the public. Although the purpose and the target of these simple 

formulas publication are not clearly known, it is easy found, does not 

require any advanced medical knowledge, and above all, the people must 

have welcomed to the supply of economic simple formulas. Therefore, 

simple formulas show an aspect of TM, as a medical book for public.

Keywords :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simple formula (單

方), single medicine formula, folk prescription (俗方), formula (方劑), 

medicinal herb (本草), history of Korean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