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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review on the DongUiBoGam in the Korean Medic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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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o understand Korean medicine it is crucial to first understand medical aspect of ‘DongUiBoGam'. It is also meaningful

that it became one of the influential book even to posterity. Also based on the apprehension, we can take a view of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led by ‘DongUiBoGam'.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status, study field, specialist of DongUiBoGam. In the process, this review will grasp trends

in this field of studies and will direct further researches into the right direction.

Method : The computerized Korean databases were searched from their respective inceptions up to December 2008. The search terms

used were ‘DongUiBoGam' and random or Korean language terms related to DongUiBoGam. Several specialized journals were also

manually searched for relevant articles.

Result : Since the 2000s, DongUiBoGam papers in the Korean Literature is increased. Published 58 papers on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were more than the other journals. 58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are the best in many areas related to Korean medicine. Most people have submitted papers related to DongUiBoGam was

Woo-yeal Jeong.

Conclusions : ‘DongUiBoGam' research is conducted and current tendency and outlook for ‘DongUiBoGam' is carried out focusing on

several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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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東醫寶鑑』은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의서

로서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자랑으로 여기는 한국인의 저

술로 손꼽히고 있다. 하다못해 건강과 관련된 서적을 낼 때

나 제약회사에서 자사의 제품을 선전할 때 혹은 건강관련

TV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도 의례히『東醫寶鑑』에 나오는

관련 구절을 표방하는 풍토가 있는 것은 한국에서 이 책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서적으로 여겨지고 있는가를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1). 이러한 동의보감은 그 후 우리의 의학계

를 거의 대표할 정도로 우리 의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

었다. 그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은 중국과 일본의 의인들에

게도 그 성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동의보감이 의방서로

서 그만한 학술적이며 실용적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

다2). 

 최근 급격한 의학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의학 연구 및 논

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000종의 의학학술지가 발간되고 Medline에 등재되

는 논문은 40여만 개에 이르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의학잡

지도 200여 종이 있으며 연간 20,00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되

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방대한 양의 최신의학지식을 보

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습득하거나 제공할 필요

가 있다3). 그에 따라 최근 한의학도 과학화를 위해 많은

한의학 관계자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의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임상

연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4). 하지만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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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atabase Publisher URL

오아시스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rgrated System)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asis.kiom.re.kr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www.nanet.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서비스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학술정보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kiss.kstudy.com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orean Medical Database)

의학연구정보센터
(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kmbase.medric.or.kr

한의학문헌정보서비스
(Oriental Medicine Information System)

대구한의대학교
(Daegu Haany University)

omis.ik.ac.kr

보건연구정보센터서비스
(Database of RICH)

보건연구정보센터
(Research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www.richis.org

디비피아
(DBPIA)

교보문고&누리미디어
(Kyobo Book Center & nurimedia)

www.dbpia.co.kr

Several Libraries of Oriental Medical school

Table 1. A List of Database Searched in the Course of This Review

Retrieved for more detailed evaluation Excluded publication (n=892)
• Duplication and relation nil (n=723)

•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outside (n=169)

Potentially relevant articles identified (n=1105)

Included in the systematic review (n=213)

Fig. 1. Flowchart of trial selection process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20세기 전세기 동안 『東醫寶鑑』은

온갖 수모와 오욕을 극복해가면서 우리의 앞에 서 있다. 하

지만 현대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건강코드와 일치하는 치료체계이기 때문일 것이다1). 이러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한의학에서 『東醫寶鑑』이 어떻

게 얼마나 연구되고 발전하였는지 조망하기 위하여 한의학

관련 학회지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은 동의보감 관련 한의학 논문의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을 위해서 한의학 관련 학회

지를 검색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학분야의 학술

정보를 통합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OASIS(oasis.kiom.re.kr)를 이용하여 기본 검색을 시행하였고, 

중복검색이 되더라도 누락되는 논문이 없도록 관련 사이트

를 모두 검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www.nanet.go.kr), 한

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

(kiss.kstudy.com),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mbase.medric.or.kr), 보건연구정보센터(www.richis.org), 과

학기술학회마을(society.kisti.re.kr) 검색 엔진을 대상으로 조

사하고, 한의학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2008년 12월

까지 등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 기간은 2009

년 1월부터 2월까지 하였다. 위의 검색엔진에서 “동의보

감, 東醫寶鑑”을 검색어로 제목 및 키워드를 검색하여, 문

헌을 찾아낸 다음 초록을 일일이 확인하여 동의보감 관련

논문만을 선별하였다(Table 1, 2). 

 검색결과 중 중복되어 검색되거나 동의보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및 심

포지엄에서 초록의 형태로 발표된 자료나 기타 보고서, 잡지

및 기사 등도 제외하였으며, 단순히 동의보감을 언급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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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ublisher URL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www.kiom.re.kr

대한한의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대한한의학회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koms.or.kr

경락경혈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경락경혈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eridian &
Acupoint)

www.acupoint.org

동의생리병리학회지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동의생리병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and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Medical Pathology)

www.ksomp.or.kr
www.ompath.org

대한본초학회지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대한본초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Herbology) www.herbology.or.kr

대한암한의학회지 (Korean Academy of Traditional
Oncology )

대한암한의학회 (Korean Academy of Traditional
Oncology)

http://www.koreanoncology.or.kr
/

대한약침학회지(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Herbal Acupuncture )

대한약침학회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pharmacopuncture.co.kr

대한예방한의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대한예방한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www.prehan.com

대한의료기공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대한의료기공학회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www.gigong.or.kr

대한침구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대한침구학회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www.acumoxa.or.kr

대한한방내과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대한한방내과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Oriental
Internal Medicine)

www.oim.or.kr

대한부인과학회지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대한한방부인과학회 (The Society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www.oobgy.org

한방성인병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Chronic Disease)

대한한방성인병학회 (The Korean Oriental Chronic
Disease)

Not available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Pediatrics)

대한한방소아과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Pediatrics)

www.akop.or.kr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www.onp.or.kr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The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Society)

www.ood.or.kr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

대한한의방제학회 (The Korean Academy of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www.ompak.com

대한한의정보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대한한의정보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www.kiomi.or.kr

대한한의진단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dtics)

대한한의진단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bmpomd.or.kr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대한한의학원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www.wonjeon.or.kr

사상체질의학회지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사상체질의학회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ww.esasang.com

현곡학회지 (Hyungok Journal Korean Medicine) 제3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Hyungok) www.neomed.or.kr

대학원전의사학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한국의사학회 (Korean Society of the Medical History) www.medical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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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비만학회지 (Journal of Korean Oriental
Association for Study of Obesity)

한방비만학회 (Korean Oriental Association for Study of
Obesity)

www.obesity.or.kr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Journal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한방재활의학과학회 (The Korean Academy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www.ormkorea.org

한방척추관절학회지 (Journal of The Spine&joint
Korean Medicine)

한방척추관절학회 (The Association of The Spine&joint
Korean Medicine)

Not available

대한형상학회지 (Journal of Korean Hyung Sang
Medicine)

대한형상의학회 (The Institute of Korean Hyung Sang
Medicine)

http://www.hyungsang.or.kr/

Table 2. A List of Journals (hand searched) Searched in the Course of Th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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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studies for DongUiBoGam according t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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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 of studies for DongUiBoGam according to category

논문 등도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관련성이

높은 총 213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Fig. 1).

 

Ⅲ. 연구 결과 

1. 동의보감 관련 연구논문 현황 

1) 연도별 분류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기공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 연

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2) 연구 분야별 분류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동의보감관련 연구논문을 분류

해보면 방제학 관련이 5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전의사학

48편과 생리병리학 40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Fig. 3). 

(1) 연구 분야의 연도별 분류

각각의 분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2000년부터 많

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락경혈 및 침구학

분야는 2000년 중반부터 연구가 진행될 수 록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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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mber of studies for category according to years

 3) 학회지별 분류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동의보감관련 연구논문이 발표

된 학회지 중 5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를 살펴보면 대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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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umber of Journals for DongUiBoGam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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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umber of Journals for DongUiBoGam Study according to years

의학방제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 3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사학회지 27편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편으로 다른

학술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1) 학회지의 연도별 분류

각각의 학회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2000년부터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락경혈학회지 및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는 2000년 중반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3) 연구자 비율

(1) 1저자 분류

 1저자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7편을 발표한

“원광대 병리학교실의 정우열”이었고, 다음으로 “경희대

의사학교실 김남일”이 5편 이었으며, “동의대 생리학교실

강경화, 이동민”은 4편으로 나타났다. (Fig. 7).

(2) 교신저자 분류

교신저자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22편을 발표

한 “원광대 방제학교실 윤용갑” 이였으며, 다음은 17편을

발표한 “경희대 의사학교실 김남일” 이었다. (Fig. 8).

Ⅳ. 고   찰 

허준은 『鄕藥集成方』, 『醫方類聚』로 대표되는 조선 초

기 즉 한의학의 기초 정리기를 자양분으로 하여, 『醫林撮
要』를 필두로 한 한의학의 융성기에 『東醫寶鑑』을 저술

하여 조선의학을 최고봉에 올려놓았다5). 『東醫寶鑑』은

당시 조선의학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드러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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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 이후 조선의학은 허준이 남긴 『東醫寶鑑』을 정리

하는 기간이었다. 『동의수세보원』 등이 나타나는 조선후

기 또한 『東醫寶鑑』의 그늘을 벗어 날 수 없었다7). 

 『東醫寶鑑』은 한의학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저작이다. 그러한 까닭에 『東醫寶鑑』의 역사적 철학적 배

경이나, 형성과정, 내용상의 특성, 저자인 허준의 생애에 대

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8). 하지만 한의

학 분야에서 『東醫寶鑑』관련 연구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러

므로 한국한의학에서 『東醫寶鑑』이 어떻게 얼마나 연구

되고 발전하였는지 조망하기 위하여 한의학 관련 학회지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기공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 연

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東醫寶鑑』의 저자 허준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로서 허준의 우직하고 곧은 집념, 병들어 고통 받

고 있는 민초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9) 《소설

동의보감》 열풍 이후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의사

에 대한 선망도 크게 높아진 것10)과 유사하게 인기리에 방

영되었든 드라마 《허준》(1999년 11월 29일~2000년 6월 27

일 방송종료)의 영향으로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각각의 연

구 분야별 발표 연도를 살펴보아도 대부분 2000년부터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경락경혈 및

침구학 분야는 2000년 중반부터 연구가 진행될 수 록 활발

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東醫寶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전체적인 의학관이나 서지학적인 특징, 약처

방이 중심이며 침구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으나11) 2000

년 중반부터 침구경락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동의보감관련 연

구논문을 분류해보면 방제학 관련이 58편으로 가장 많았으

며, 원전의사학 48편과 생리병리학 40편으로 다른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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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동의

보감관련 연구논문이 발표된 학회지 중 5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를 살펴보면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

3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사학회지 27편과 동의생리

병리학회지 24편으로 다른 학술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또한 『東醫寶鑑』 연구의 대부분이 방제 및 원

전의사학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1저자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7편을 발

표한 “원광대 병리학교실의 정우열”이었고, 다음으로

“경희대 의사학교실 김남일”이 5편 이었으며, “동의대

생리학교실 강경화, 이동민”은 4편으로 나타났고, 교신저

자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22편을 발표한 “원

광대 방제학교실 윤용갑” 이였으며, 다음은 17편을 발표한

“경희대 의사학교실 김남일” 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현재 원광대 방제학교실에서 동의보감에 대한 방제학적 연

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경희대 의사

학교실에서 동의보감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동의보감 관련 한의학 논문의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을 위해서 한의학 관련 학회지를 검색하여 게재된

논문 중 2008년 12월까지 등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검색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월까지 하였다. “동의보

감, 東醫寶鑑”을 검색어로 제목 및 키워드를 검색하여, 논

문을 찾아낸 다음 초록을 일일이 확인하여 동의보감 관련

논문만을 선별하였다. 검색결과 중 중복되어 검색되거나 동

의보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편견을 피하기 위

하여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초록의 형태로 발표된 자

료나 기타 보고서, 잡지 및 기사 등도 제외하였으며, 단순

히 동의보감을 언급해 놓은 논문 등도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관련성이 높은 총 213편의 논문을 선

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동의보감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고, 방

제학 분야가 5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회지 또한 대한한

의학방제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 34편으로 가장 많았다. 1

저자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7편을 발표한

“원광대 병리학교실의 정우열”이었고, 교신저자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22편을 발표한 “원광대 방제

학교실 윤용갑”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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