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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edical journals were continuously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Various advertisements by 

herbal drugs manufacturers were in these journals, targeting Korean medical doctors or students who aspired to be Korean medical doctors. 

The advertisements varied from small ones to large-scale ads.

At first these advertisements covered only dried herbs, but with time, they came to advertise various kinds of drugs. Advertisement of 

merchandise drugs brought many changes to the medical culture of Korea. Korean medical doctors who only prescribed dried herbs before 

began to prescribe merchandise drugs as well. When treating patients, they not only used Korean drugs but also actively prescribed 

merchandise drugs and western drugs, showing an advancement in treatment. As Korean medical doctors played the role of providers of 

merchandise drugs, herbal drugs manufacturers and Korean medical doctors seemed as sellers and consumers on the surface. However, 

they maintained a relationship where Korean medicine worked as the common denominator.

Among merchandise drugs, Yoeng-so-hwan, Bi-jeon-go, and Myeol-dok-hwan were advertised often, and this shows that people at the 

time suffered mostly from digestive diseases, skin disease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erbal drugs manufacturers were business managers whose main objective was to make a good profit, but they consisted a part of 

Korean medical society. Like Korean medical doctors, they were anxious about the fall of Korean medicine. As a part of popularization of 

Korean medicine, they encouraged Korean medical doctors to treat patients using herbal drugs and merchandise drugs. This thought was 

reflected well in advertisements and Korean medical doctors made use of this thought well.

Key words : Korean medical journals, Korean medical doctors, herbal drugs manufacturers, advertisements, patent medicine

Ⅰ. 서론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에게 건강의 문제는 국가의 상황 
못지않게 중요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다. 식민지백
성의 건강상태는 날로 악화되어만 갔고, 이를 개선시켜 줄 
의료혜택은 일부 고위층 및 부유층의 전유물일 뿐 일반 백
성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기가 어려웠다.

근대적 의료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수급까

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 백성들은 문
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찾기 보다는 가까이에서 쉽게 치료
할 수 있는 수단을 구하 다. 이에 서양의학보다는 한의학
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 하 고, 한의학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에 있던 의
료인이 아닌 한의약물의 유통을 담당하던 종사자들이 의료
인 혹은 의료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행위가 대두되게 되
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한약, 양약 가리지 않고 공급함으로써 이
들의 지위는 점점 더 확고해져 가는 모습이었다. 이들이 바
로 한약업자1)인데 이들의 활동은 “매약(賣藥)”2)이라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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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약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더욱 왕성하게 된다. 이들
은 일제강점기 기간 내내 매약의 판매를 통하여 표면적으
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면적으로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일제강점기의 한의계의 상황 및 내부적인 모습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제
도, 학술적인 경향 및 한약업자와 매약에 대하여 다룬 논의
들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신동원은 일제강점기 보건의료
정책과 한국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고찰하 다.3) 정지
훈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한의학술잡지의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학술적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 다.4) 한약업자들의 
등장과 성장과정에 대하여 양정필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
기 초기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밝혀 놓았다.5) 또한, 김
은정은 일제강점기에 만연한 성병을 치료하기 위한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위생담론을 살펴보
았다.6) 이성범은 일제강점기 신문광고를 분석하여 광고들 
중 가장 많았던 약품광고의 대두와 그 양상에 대하여 상세
하게 서술하 다.7) 고병철은 일제강점기 신문광고에 실린 
약 광고를 분석하여 건강 담론을 종교적인 구원론과 연계
시켜 상세하게 분석하 다.8)

이들 논문 중 한약업자 및 한약의 유통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논문들은 소재의 출처가 대부분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申報)이거나, 당시에 발간된 개
벽(開闢), 조광(朝光), 대동아(大東亞) 등의 문학잡지 
및 소설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한약재와 매약이 유통됨에 
있어서 한약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 약품의 소비양상 및 
일반인들의 반응 등은 잘 밝혀놓았다. 하지만, 의료인에 해
당하는 의생들과 한약업자들 간의 관계라던가 의생들이 한
약재와 매약의 활용을 통하여 어떻게 의료행위를 하 는지
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한의계의 모습 중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모습을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자의 광고를 의생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9) 한약업자들이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생 혹은 의생준비
생들에게 광고를 한 목적과 그들이 다루었던 품목을 분석
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한약재 및 매약의 유통양
상 등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이들 한약업자들이 광고한 
한약재 및 매약에 대한 의생들의 활용양상도 살펴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다양한 매체에 무차별하게 실렸
던 의약품광고가 한의학술잡지에서는 시기별로 어떤 변화
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소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당
시 한의계의 동향도 파악할 것이다. 

광고는 단지 상품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구조와 교역상황, 그리고 이차적으로 전달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각의 시대광고에 등장한 주
요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은 당시의 담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10) 따라서, 일제강점기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
자들의 광고를 분석하는 것은 당시 한의약계의 모습을 살
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한약의 유통은 한약업자의 자존심 

어떠한 신문이나 잡지를 막론하고 광고를 싣는 가장 큰 
이유는 경 상의 이유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약광고는 
신문사 및 잡지사 재정의 원천이었다. 많은 자본을 지닌 한
약업자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훌륭한 광조

1) 1912년 3월에 공표된 ‘약품 및 약품 업취체령’에서는 “약종상은 약품판매에 관한 허가증이 있는 자, 제약자는 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매약업
자는 매약으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한약업자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들 대부분이 이전에 한약재 
유통업을 하던 자들이 외연을 확대하 기 때문이다. 

2)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된 약이 아닌, 주치병과 약효를 붙여 포장한 제품화된 약품을 말한다.
3)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4) 정지훈,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 양정필, ｢한말-일제 초 근대적 약업환경과 한약업자의 대응 -‘매약’제조업자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醫史學 제15권 제2호, 2006.
6) 김은정, ｢일제강점기 위생담론과 화류병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2012. 
7) 이성범, ｢일제시대 신문광고에 나타난 광고마케팅 분석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8) 고병철, ｢일제시대 건강 담론과 약의 구원론 - ≪매일신보≫ 약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 종교연구 30, 2003. 
9) 이 글에서 저본으로 삼은 한의학술잡지는 1914년에 발간된 한방의약계(漢方醫藥界)로부터 동의보감(東醫報鑑), 동서의학보(東西醫學報), 

조선의학계(朝鮮醫學界)를 거쳐 동서의학연구회월보(東西醫學硏究會月報), 1935년에 발간된 동양의약(東洋醫藥)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바
꿔가면서 그 명맥을 이어온 잡지를 말한다. 한의학술잡지의 주 독자층이 의생 혹은 의생 준비를 하는 의학강습소 수강생들이었기에 광고의 타
켓층이 그들이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한 각도에서 광고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지훈, 위의 논문) 

10) 마정미, 광고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개마고원, 2004. 



한국의사학회지 제 26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6, No. 2

- 113 -

주인 것이다. 따라서, 광고의 내용이 독자층에 따라 고려되
기보다는 광고주의 구미에 맞추다 보니 그 내용이 독자층
의 인식과 괴리되는 내용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11) 그러
나, 한의학술잡지는 그 독자층이 주로 의생이나 의생이 되
고자 희망하는 의학강습소의 학생들이었기에 여기에는 문
구가 상당히 정제된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12)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광고의 광고주인 한약업자들은 구
한말부터 한약재 유통업을 하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하던 한약재 
유통과 동시에 서양 약품의 취급도 시작한다. 이들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업을 하면서 조선뿐 아니라 만주나 간
도에 까지 지점을 두는 등 그 사세를 확장해 나갔다.13) 

한약업자들은 자신들이 경 하던 업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한의학술잡지에 꾸준하게 본인들의 약방을 광
고하 다. 이들이 광고를 한 목적은 당연히 한약재를 팔아
서 매출을 신장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러한 공통적이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 방식에는 
크게 구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 부류의 한약업자들은 
양약을 취급하지 않고 한약재만을 다루는 업을 하고, 다
른 부류는 한약을 취급하면서 양약 및 매약까지 취급하는 

업을 하 다.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약방이라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모습이 한약업자들의 
보편적인 양상이었다. 

한약업자들 중에는 의생으로 등록하여14) 한의계의 일원
으로서 쇠락해가는 한의학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한의
학부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사업을 유지한 사
람들도 있다.15) 이들 중 한의학술잡지에 꾸준히 광고를 하
면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한 한약업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이응선(李應善), 유치옥(劉致玉), 최성필(崔聖弼), 조
한익(趙漢翊) 등이다. 이들이 운 한 약방의 광고를 각각 
살펴보아 광고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헤아려 

보고자 한다.
처음 살펴볼 한약업자는 유치옥이라는 사람이다. 유치옥은 

황금당대약포(黃金堂大藥舖)라는 한약방을 경 하 는데, 그
는 학술잡지에 장기간 광고를 실은 광고주 다. 그의 광고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데, 동서의학보에 실린 그의 첫 광
고에는 그를 칭찬하자는 캠페인성 광고가 실린다. 그의 선
행과 마음씀씀이 등을 칭찬하며 그의 약방을 이용해 줄 것
을 당부하고 있다.16) 그의 심성까지 언급하면서 칭찬을 하
는 광고의 문구가 계면쩍은 부분도 있으나, 그가 전선의회
(全鮮醫會)17)에 기여한 공이나 의학강습소에 도움을 준 사
실이라든지 그 간의 행적이 잡지사 입장에서는 감사를 표
현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듯하다. 이후 그는 지속적으로 광
고를 싣고 있는데, 광고의 문구가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바꿔가면서 광고를 싣고 있다. 무
더운 날씨에 대하여 언급을 하거나 해가 바뀌면 새해인사
를 한다든지, 의약과 관련한 고사를 인용한다든가 한의학의 
이론을 인용하는 등의 내용이다(그림 1).18) 특히, 조선의
학계 제6호에 실린 광고에서는 “올해와 같이 더운 적이 없
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가을의 숙살(肅殺)의 기운이 
숨어 있어 화가 금을 극하는 형상이니 여름에서 가을로 넘
어가는 시기가 일 년 중 건강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시기이
니, 이때에 복약을 하여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은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만고의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복약을 권하고 있다.19) 단순한 광고 카피가 아니라 한의학
적 이론에 해박함을 드러내는 광고이다. 이처럼 황금당 광
고의 문구는 대부분 한의학의 전통을 살리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품에 관한 내용은 원칙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적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광고는 
동서의학연구회월보 혁신 1호까지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
는데, 양약은 취급하지 않고 한약만을 취급하는 일관된 모
습을 보여준다. 학술잡지에서 느껴지는 그에 대한 호의를 

11) 일제강점기의 약품광고 중 화류병치료제 광고는 현대에는 도색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이 잡지의 성격을 불문하고 실리고 있다. 
(김은정, 위의 논문) 

12) 물론, 일부는 광고의 내용에 고려하지 않고 광고주의 요구대로 과장과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간 광고가 실린 경우도 있다. 이는 시대별로 조금
씩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13) 동서의학연구회월보 2월호(1924년 3월 1일)에 실린 황금당(黃金堂)의 광고에 支店의 주소가 “北間島 龍井市 四區一統九戶”로 되어 있다. 
14) 이 당시에 의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거의가 醫員이거나 藥商이었다. 儒醫들 중에는 일부가 전통의학의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대의명분으로 의

생으로 등록했다. (맹웅재 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15) 동서의학연구회월보 제4호(1924년 4월 1일)에 실린 한약무역상회(漢藥貿易商會)의 광고에 “東西醫學研究會의 會員인 醫生鄭冕禧氏가 本商

會 乾材部에 擔任”이라는 문구가 있다.
16) ｢劉致玉君에게拜謝시다.｣, 동서의학보 제2호, 1916년 8월 26일.
17) 1915년 서울에서 전국의 의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의생대회(全國醫生大會)를 개최하 는데, 여기서 조직된 의생들의 단체이다. (전선의회

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종형, ｢韓國東醫學史｣, 한국현대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77.’를 참조) 
18) 창간을 축하하는 축시가 실려 있는 황금당약포의 광고. (동서의학연구회월보 1월호, 1924년 1월 30일) 
19) 국한문 혼용체인 원문을 필자가 번역하 다. (조선의학계 제6호, 1918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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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그의 업 전략은 의생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
하 음을 알 수 있다.20)

그림 1. 黃金堂本舖

다른 이는 조한익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다른 약재상들과
는 달리 오로지 인삼 한 품목만을 다루는 광고를 지속적으
로 싣고 있다. 그가 그의 약방에서 다른 약재를 취급하 는
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그의 꾸준한 인삼 광고를 보면 
당시 한의계의 인삼수요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동
서의학보 제7호부터 조선의학계 제10호까지 실린 그의 
광고는 다른 광고와는 다르게 하나의 품목만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의 광고를 보면 거창한 문구가 있지 
않고 인삼의 그림이 한쪽 면을 차지하고 위쪽에는 인삼의 
약성가가 실린 책이 그려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박한 느
낌이다. 광고의 문구 중에는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인삼을 
매매하는 상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인삼
을 갖추고 판매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그림 2).21) 일
반적인 광고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고의 내용을 자
극적으로 바꾸는데, 그는 위의 기간 동안 전혀 광고의 내용
을 바꾸지 않는 우직함을 보여준다.

그림 2. 人蔘都家 趙漢翊

또 다른 이는 최성필이다. 창당건재약국(永昌堂乾材藥
局)을 운 하던 그는 유치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광
고를 실으면서도 한약재를 고집하고 양약은 취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의학계 제1호와 제2호에 실린 창
당건재약국의 광고에는 기성한약처방의 첩약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매약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전부터 
많이 써오던 대표적인 처방을 첩약으로 싸놓고 판매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첩약판매는 환자들에게 직접 이
루어졌거나 혹은 의생들이 경 하는 의원에서 유통이 되었
을 것이다. 특히, 약장을 갖추지 않은 의원에서는 활용이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약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조선의학계
에 실린 창당건재약국의 광고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 코
믹한 삽화를 배경으로 한 광고이다. 뿔이 크게 자란 사슴이 
입에는 인삼을 물고 있는 그림이다(그림 3).22) 한약의 대
명사로 불리는 두 약재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으로 당시의 
인삼과 녹용수요가 상당하 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창당의 
광고는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한약만을 지속적으로 취급하
고 있다. 광고의 내용은 “품질에 최선을 다함, 가격이 저렴
함, 신속하게 배송함, 다량의 물품을 구비함, 박리다매함” 
등이었으며 소박하면서도 원론적인 광고로 한약재의 구매

20) 동의보감 제1호(1916년 1월 1일)에 전선의회 당시 유치옥과 최성필이 신력(新曆)을 기부하 다는 기록이 있고, 의생들에게 공급된 의문수
지(醫門須知)에 유치옥의 축시(祝詩)가 실려 있다. 

21) 조선의학계 제7호, 1918년 9월 15일.
22) 조선의학계 제1호, 1918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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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독려하고 있다.23) 나중에는 일부 서적과 진료부나 진단
서 등의 각종서식도 취급한다는 광고도 함께 하고 있다.24)

그림 3. 永昌堂乾材藥局

이들 세 사람은 광고를 통하여 양질의 한약재를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의생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써 자신들이 공급하는 한약재로 환자를 치료해 줄 것을 독
려하고 있다. 한의학적 치료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한약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3인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인 이가 있으니 바로 
이응선이다. 이응선은 워낙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그가 경

하던 화평당대약방(和平堂大藥房)은 양약과 매약 유통을 
주로 하던 약방으로 규모도 컸으며 여기서 제조한 건위소
화제인 팔보단(八寶丹)의 인기는 대단했다.25) 그는 약방을 
경 한 경 주인 동시에 병원을 경 하는 경 주이기도 하

다. 당시에 규모가 큰 약방에서는 부속의원을 만들어 의
생이나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 는데, 이응선도 몇몇의 

의사 및 의생과 함께 협업을 도모했다. 화평당의 이응선이 
경 했던 병원은 조선병원(朝鮮病院)이었다. 조선의학계
제4호에 이준규(李峻圭)26) 선생의 사망을 알리고 고인을 
추도하는 내용의 홍종철(洪鍾哲)27)이 쓴 글이 실려 있다. 
여기에 “고인이 화평당의 주인인 이응선이 경 하는 조선병
원의 원장으로 만년의 여생을 보냈다.”라는 언급이 있다.28) 
유명한 의생인 이준규 선생이 조선의원에서 진료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를 통하여 이응선이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 음을 알 수 있다. 한의학술잡
지에 이응선이 경 한 화평당대약방의 광고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의약계 제8호부터이다. 여기에 실린 화평당대약
방의 광고를 보면 화평당의 취급 약품은 다루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약품의 효과는 뛰어나다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그림 4)29) 이응선은 이전까지 양약을 다루던 경력을 바탕
으로 하여 이 때 부터 한약도 함께 다룰 것을 천명한다. 양
약만을 사용하거나 한약만을 사용하면 환자의 질병을 치료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두 가지를 다 활용하겠다는 논리를 
앞세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약업자들이 
양약한약을 가리지 않고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
다. 이응선은 또한 나중에 조선매약주식회사(朝鮮賣藥株式
會社)의 사장으로 취임함으로서 전방위적으로 경 능력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응선은 또한 아편취급약
종상으로도 등록이 되었다.30) 그의 약품 유통업계에서의 
활약은 대단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향력을 바탕
으로 하여 한의계의 역확장에 많은 공헌을 하 으며, 한
의약의 대중화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 다. 

23) 조선의학계 제3호, 1918년 5월 15일.
24) 조선의학계 제11호, 1919년 9월 15일.
25) 1909년 10월 2일자 대한민보에는 이응선의 얼굴이 나온 화평당의 미담광고가 실려 있다. (마정미, 위의 책에서 재인용)
26) 구한말의 명의로 1899년에 廣濟院長을 지냈고, 1909년에는 사립의학강습소장을 지냈으며, 1906년에는 醫方撮要를 지었다.[1852∼1918]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들녘, 2011)
27) 한방의약계의 발행인과 의학강습소의 소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經絡學總論이 있다. [1852∼1919] (김남일, 위의 책) 
28) ｢顧問李峻圭氏卒逝｣, 조선의학계 제4호, 1918년 6월 16일. 
29) 조선의학계 제8호, 1918년 10월 15일. 
30) ｢朝鮮阿片販賣人｣, 조선의학계 제11호, 1919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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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和平堂大藥房

경 방식에서 크게 구별되는 두 부류의 한약업자들이 공
존했다는 것은 흥미롭다. 양약을 취급하지 않고 한약만을 
취급하거나 단일 품목만을 취급하는 한약업자들이 지속적
으로 꾸준하게 광고를 실으면서 경 을 해나갔다는 것은 
이들을 애용하는 의생들이 많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
다. 또한 양약만을 평생 취급하던 이가 한의학의 소멸되는 
모습이 아쉬워 한약을 취급하고 부속의원에 한의부(漢醫
部)를 신설하여 한의학의 혜택을 일반 백성들일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편, 잡지사의 경 면에서 보면 대규모약방의 광고를 실
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광고주가 
누구인지는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당시 서울에서 가장규모가 큰 아라이(新井)약방과 야
마기시(山岸)천우당31)의 광고가 한의학술잡지에 실리지 않
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잡지사 경 에 광고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거대 약재상의 광고는 잡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수입원이었을 터인데도 일본자본의 약방의 광
고를 실지 않은 것은 그들의 취급한 약품이 양약일색인 것
과 민족의식에 바탕한 자존심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2. 인삼, 녹용, 보인단, 그리고 금계랍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자들의 광고 품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한약초재, 양약 및 매약이다. 이 상품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팔리든 의생을 통하여 의원에서 유
통이 되든 한약업자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위해 광고에 
열심이다. 한의학술 잡지에 실린 한약재상의 광고에서 취급
하고 있는 품목은 다양하다. 처음에는 한약의 초재만을 다
루다가 점점 매약의 형태로 바뀌어 가는데, 특히 이들 매약
은 거의가 관의 허가를 얻은 제품들이다.32) 각각 약재상을 
상징하는 로고와 관허증을 광고에 실어 보여주는 것이 대
부분의 모습니다. 이들이 광고를 통하여 의생이나 소비자에
게 소개되면서 약품의 소비가 촉진되는 모습은 한의학의 
대중화의 모습 중의 하나이다. 의료시장에서 한의학을 바탕
으로 하는 약재의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한의학의 쇠락을 
가져온 서양의학의 큰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다. 

먼저 한약초재에 대한 광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
기의 광고에는 순수하게 한약건재만을 판다는 광고가 많았
다. 이들 광고에 상투적으로 실리는 문구가 ‘인삼녹용당초
약재(人蔘廘茸唐草藥材)’라는 문구 다. 인삼과 녹용을 필
두로 하여 수입약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약재를 취급한
다는 의미이다. 한약재를 다룬 약방 중 동서의학보 제1호
에 실린 관수당대약포(觀水堂大藥舖)의 광고는 그 내용이 
소박하다. 다루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지 않고 상인의 도리
를 언급하고 있는 광고는 이후에 자극적인 문구로 일관하
는 다른 광고와 비교하여 보면 순수하기까지 하다고 할 정
도이다.33) 동서의학보 제5호에 실린 관수당대약포의 내
용은 제1호에 실린 내용보다는 진전된 모습이지만 그 소박
함은 여전하다. 이처럼 한의계의 일원으로서 한약재만을 취
급하는 한약업자들의 모습은 시대의 조류에 따르지 않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한약재의 대표적인 약재는 인삼과 녹용이다. 모든 약업사
의 광고에서 인삼과 녹용은 빠지지가 않는다. 인삼을 전문
적으로 거래한 대표적인 도매상으로는 조한익이 있다. 상술
한 바와 같이 그는 같은 모양의 광고 문안을 상당한 기간 

31) 1915년 무렵 이들 두 약방의 연매출은 조선인 약업자의 약방 중 가장 규모가 컸던 화평당의 5배 정도 다. (洪鉉五, 韓國藥業史, 한독약품
공업주식회사, 1972.) 

32) 당시에 비슷한 종류의 매약들이 쏟아져 나오자 제조 매약에 대하여 상표등록,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독점적인 판매권을 획득하고자하는 한약업
자들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33) “產地드入 確實信用 新鮮必求 叮嚀愛顧 薄利多賣 四海僉位 投金廣吿 庶可照亮”로 되어 있는 고시(古詩)형태의 광고문구이다. (동서의학보 제
1호, 191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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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에 게재하고 있다. 한의학술잡지에는 인삼을 전문적으
로 다루는 약방의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백삼(白蔘)이라고 
인삼을 광고하고 있다. 당시 인삼을 가공한 제품 중 홍삼은 
전매품으로 정부에서 관리를 하 기에 인삼은 수삼 혹은 
백삼의 형태로 거래가 되었다.34) 조선의학계 제2호에는 
백삼상회(白蔘商會)의 광고가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인삼
의 대왕’이라는 표현을 하며 인삼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
다. 백삼상회는 개성에 본사를 두고 경성에 출장소를 두고 
운 을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약방이었다.(그림 5)35) 조선
의학계 제3호에 실린 인삼판매약방인 동양인삼상회(東洋
人蔘商會)에서는 인삼을 거래하면서 다른 한약건재를 같이 
취급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36)

그림 5. 白蔘商會

인삼과 녹용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한
약재를 대표하는 약재가 되었으며 고가의 약재 기에 한약
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했음은 틀림이 
없다. 일제강점기의 힘든 상황 하에서 건강한 몸을 지니고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어 나갈 체력과 정신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약재가 인삼과 녹용인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
라도 고난의 시간을 겪어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
야 한다는 것은 의생이든 일반 백성이든 누구에게나 당면

한 과제 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나타난 인삼과 
녹용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두 번째는 양약이다. 서양에서 직접 수입한 것도 있고 재
료를 가져와 2차 제조를 거친 것들도 있다.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의 약업사들이 양약을 취급하고 있다. 양약을 취급한 
대표적인 한약업자는 상술한 이응선이다. 그의 약방은 광고
에 ‘양약의 대가’라는 문구를 자주 활용하 다. 구한말부터 
서구에서 수입된 양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표적인 약
품은 금계랍(金鷄蠟)이다. 금계랍은 염산퀴닌의 정제로 만
들어진 학질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재 다. 학질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되어 금계랍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
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37) 당시 매약을 다루었던 많은 
약방에서 금계랍을 취급하 고, 이에 따라 의생들 중에서도 
금계랍을 학질환자들한테 활용하기도 하 다. 조선의학계 
제7호에 광고를 실은 우조약방(友助藥房)이라는 곳에서는 
개업을 하면서 펴낸 광고에서 주력품목으로 금계랍을 앞세
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38)

양약의 광고와 이들을 소비하는 모습은 당시 의생들의 
고뇌를 느끼게 해 준다. 일제는 의생제도를 만들어 한의학
을 말살하려 하 고 한의계 인사들은 이를 막기 위하여 다
양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그러한 자구책 속에서 이들이 보
여준 서양의학에 대한 태도는 무조건 적인 배척이 아니라 
선별적 수용이었다. 한약을 기본으로 하고 보조적 수단으로
서 양약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매약이다.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자들
의 광고에는 각자의 약업사에서 제조한 매약을 종류도 다
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표적인 기성처방을 첩약
형태로 파는 광고가 나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관의 허가를 
받은 제조된 서양의약품까지 취급하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
한다.39)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매약류 광고의 초기 모습은 한방
의약계 제2호에 실린 ‘신단발명(神丹發明)’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신단발명이라고 하여 약물 소개하고 있는데 정기산
(正奇散)과 만중단(萬中丹)이라는 약품이다.40) 특히, 이들 

34) 1900년부터 일본의 무역회사인 미쓰이(三井)가 독점권을 위탁 받아 식민지 경제침탈의 도구로 사용하 다. 특히, 1908년 1월에는 조선통감부
의 시행령에 따라 홍삼 전매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35) 당시의 인삼상들은 인삼의 종류를 지역 및 형태에 따라 高麗人蔘, 松曲, 廣曲, 廣直, 細尾, 皮尾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하 다. (조선의학계 
제2호, 1918년 4월 15일.)

36) ‘附屬乾材部別設’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약재를 염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조선의학계 제3호, 1918년 5월 15일.)
37) 금계랍의 광고는 개화기의 대표신문인 독립신문에 600여 회 이상 실렸다. (마정미, 위의 책.)
38) 같은 약품을 수입국의 이름을 붙인 ‘法國金鷄納’, 재료의 이름을 붙인 ‘鹽酸金鷄納’ 등의 형태로 만들어 광고를 하고 있다. (조선의학계 제7

호, 1918년 9월 15일)
39) 당시 한약업자들은 대부분 각자의 약방을 대표하는 상표를 만들었다. 특히, 광명당한약방(光明堂漢藥房)같은 경우는 광고에 실린 모든 매약의 

이름 앞에 관허(官許)라는 단어를 붙여 놓았다. (동서의학연구회월보 제5호, 19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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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발명인(發明人)’이 당시의 사립의학강습소장이었던 이
준규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약은 한약업자들이 
제조하여 판매하 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한약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의학과 한약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부 서양약품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들을 취하기 위하여 매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41) 그러나, 이준규와 같은 명성이 높은 의
생의 처방을 만들어 공급을 하 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과
는 상반된 모습이다. 저명한 한의사가 매약형태의 약을 만
들어 소개한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 있는 처방
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
거나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한의학의 대중화에 많은 도움
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실이다.

매약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광고가 조선의학
계 제1호에 실린 조선매약주식회사의 광고이다. 조선매약
주식회사는 여러 명의 한약업자가 출자를 하여 만든 회사
이다.42) 공동제조 공동판매 형식을 띠는 회사로 당시의 의
생이나 의사들에게 약품공급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
다. 다양한 한약, 환산제 및 양약도 판매하고 있는데 종류
가 상당히 다양하다. 한 광고에 실은 약물이 신환(靈神
丸),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포룡환(抱龍丸) 등 30여 종
이 넘는다. 광고에는 각각의 처방에 주치를 병기하고 있는
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편의성에 유혹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43) 이와 같이 매약을 취급하는 약방에서
는 대표하는 하나의 약재를 내세워 광고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령신환 本家 朝鮮賣藥株式會社’, ‘靈蘇丸 本家 朝鮮商
會’ 등의 방식이다. 또한 대표처방을 선별하여 ‘四大靈藥’, 
‘六大靈藥’ 등으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
인다.(그림 6)44) 매약업자로 유명한 또 다른 약방은 조선
의학계에 여러 차례 광고를 실은 보인당(普仁堂)이라는 
약방이다. 보인당에서는 자체 제작한 ‘보인단(普仁丹)’을 대
표적인 제품으로 삼아 자체 제조한 다양한 매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45) 이 외에도 경옥고(瓊玉膏)와 같은 ‘各種

補藥을 專門’으로 하는 대동약업공사(大東藥業公司)같은 곳
도 있다.46) 

그림 6. 朝鮮商會

이들 매약 광고에는 가격 또한 병기가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의 저렴함 또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중요한 도구 을 
것이다.47) 의료기관의 문턱이 턱없이 높은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 또한 좋은 매약의 광고는 식민지백성들
에게는 구원의 단물과도 같았을 것이다.48) 

매약과 더불어 많이 광고된 완성약이 바로 비전 처방이
다. 각 가정 혹은 의원에서 대대로 전해져 오던 처방을 상
품화한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약품은 많이 발매가 된다. 조
선의학계에 여러 차례 실린 공화당건재약국(共和堂乾材藥
局)의 광고에서는 피부질환치료제인 ‘비전고(秘傳膏)’를 광
고하고 있다. ‘수백 년 대대로 전해 오던 비방 특별 고약’인 
비전고의 주치와 효능을 보면 낫지 않는 피부질환이 없
다.49) 동서의학연구회월보에 지속적으로 실린 삼산약국

40) 정기산은 兩感風寒症을 치료하는 약이고 만중단은 內傷症을 치료하는 약이다. (한방의약계 제2호, 1914년 1월 15일) 
41) 양정필, 위의 논문.
42) 1913년에 이석모의 주도로 서울 구리개[銅峴]의 의생 및 약종상들이 공동 투자하여 조선매약주식회사를 설립하 다. (홍현오, 위의 책)
43) 이러한 편의성이 매약의 특징이지만 그에 따른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가끔 발생했다.
44) 조선상회의 ‘四大靈藥’은 靈蘇丸, 還少丹, 腫仙膏, 淸心健胃丹 등이다. (동서의학연구회월보 1월호, 1924년 1월 30일) 
45) 조선의학계 제7호, 1918년 9월 15일.
46) 동서의학연구회월보 1월호, 1924년 1월 31일.
47) 직접적인 가격을 다른 물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1923년 무렵 매약의 매출이 전체 약업계에서 16%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매약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비해 저렴함을 보여준다. (양정필, 위의 논문) 
48) 일제강점기 당시 고통 속에서 살던 식민지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자 한다는 이런 종류의 매약은 그야말로 구원의 손길

이었다. (고병철,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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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山藥局)의 광고에서도 각종 종기를 치료하는 고약인 ‘림
고약(林膏藥)’을 광고하고 있다. ‘林氏家世 世秘傳之聖藥也’
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 약의 주치와 효능 또한 아주 다
양하다.50) 

일제강점기의 다른 매체에는 성병치료제에 관한 광고가 
많이 나온다. 특히, 매일신보나 문학잡지 등에는 성병치
료제 광고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다.51) 한의학술잡지에도 
다수는 아니나 기타의 매약들과 함께 섞여서 광고가 되고 
있다. 그런데, 동서의학연구회월보 창간호에 실린 제중의
원(濟衆醫院)의 광고에서는 성병치료제와 강장제를 함께 광
고하고 있다. 다른 광고들과 달리 병원에서 만든 치료제를 
광고하는 것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성병치료제와 함께 강
장제를 함께 판매하는 것도 특이하다.(그림 7)52) 또한, 같은 
잡지에 실린 상해옥전양행제약부(上海玉田洋行製藥部)의 광
고에서는 ‘獨逸醫學博士 코레크氏 秘方’라는 문구와 함께 
성병치료제를 광고하고 있다.53) 

그림 7. 濟衆醫院

조선의학계 제7호에 실린 반도매약상회(半島賣藥商會)

의 광고에서 소개하는 ‘녀지보(女之寳)’라는 약품도 주목할 
만하다. 일제강점기에 성병의 이환률이 높은 상황에서 화류
병에 대한 치료제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여성들의 성병치
료제는 그 명칭이 다르게 포장되어 판매되기도 하 다.54) 
여지보는 자궁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치료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병을 치료하는 약품인 것이다.55)

나중에는 독특한 치료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약재상들
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조선의학계 제11호에 실려 있는 
동춘사(東春社)의 광고에 나오는 상품들은 독특하다. 동춘
사에서는 ‘우혈정(牛血錠)’이라는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제조한 것을 수입한 제품으로 소위 자양강장제의 
일종이다. 그리고 ‘삼유(蔘乳)’라는 제품도 있는데, 인삼을 
재료로 하여 화학적인 가공과정을 거쳐 유제품을 만든 것
으로 소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복용할 수 있음
을 광고하고 있다.56) 

이상의 매약들은 각 약업사마다 대표하는 약들이 있어서 
팔리고 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조선매약의 령소환과 같
은 소화제 종류, 공화당의 비전고 같은 피부질환 치료제, 
반도매약의 녀지보같은 성병 치료제 등이다. 이러한 종류의 
매약이 많이 팔렸다는 것은 당시 이러한 질병에의 유병률
이 높았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매출이 높은 매
약과 그것을 치료하는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연구
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매약은 그 종류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주
치와 효능을 지니고 있는 약이다. 또한, 다양한 제작경로 
및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의생이나 일반백성들에게 공급되
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식민지
의 의료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학이라는 중심축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한약업자들이 보
여주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상의 한약업자들이 일제강점기 보편적인 한약업자들의 
모습이다. 한약, 양약, 매약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판
매를 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약만을 고집하며 한약재의 공

49) 광고에 병기된 문구를 보면 “一般濕腫, 亂腫, 頭瘡, 前後髮際, 痰腫, 久瘡, 背腫, 臀腫, 結痰, 結核, 其他癰腫等 …… 新速治完.”라고 되어있다. (조
선의학계 제2호, 1918년 4월 15일.)

50) 동서의학연구회월보 2월호, 1924년 3월 1일.
51) 일제강점기 화류병치료제 광고에 대해서는 김은정의 위의 논문을 참조.
52) “梅毒, 淋疾, 痔疾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와 동시에 借力性健强劑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特約店을 大募集한다.”라고 되어있다. (동서의학연구회

월보 창간호, 1923년 12월 30일)
53) ‘特製四大靈藥發賣’라고 하면서 ‘五淋專治 淋病藥’, ‘梅毒斷根聖藥 毒滅丸’ 등을 광고하고 있다. (동서의학연구회월보 창간호, 1923년 12월 30일)
54) 김은정, 위의 논문.
55) 광고의 문구에는 “月經不順子宮病(血의道)其他諸病”을 다 고친다고 소개되어 있다. (조선의학계 제7호, 1918년 9월 15일)
56) “補血, 强壯, 滋養, 牛血錠”, “天惠無二之靈乳 蔘乳”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광고이다. (조선의학계 제11호, 1919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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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앞장을 섰든 양약과 매약을 두루 공급하는데 노력을 
하 든 이들의 노력은 한의학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 다. 

3. 한약이든 양약이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의생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본인이 처방을 
작성하고 화제를 싸주면 환자가 이를 집으로 가져가 달여
서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런
데, 매약이 등장하면서 의생들도 이러한 매약을 자신들의 
의원에서 처방하기 시작했다. 매약의 공급책으로서 의원의 
역할이 컸기에 매약제조업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생들
에게 어필을 해야 했다. 의생들이 매약을 활용하 던 몇 가
지의 다음과 같은 예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상술한대로 이응선이 출자하여 경 한 조선병원에서는 
당시의 고명한 의생들을 모셔다가 진료를 했다. 이 의생들
은 한약도 처방하면서 화평당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양약이
나 직접 만든 매약을 함께 처방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거대 자본에 복속되어 이용당하는 모습으로 보
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사각지대를 해결하
는 공존의 양상으로 식민지시대의 의료가 진행되었다고 이
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한의학의 대중화도 함께 이
루어진 것이다. 

조선의학계 제8호의 사설에서는 “이응선이 경 하던 조
선병원이 1주년을 맞아 새로이 한의부를 신설하여 지석
(池錫永)선생을 원장으로 모시고 진료를 시작하며 고명한 
의생들의 순회진료도 한다.”고 알리고 있다.57) 순회진료를 
하 던 의생들의 면면을 보면 전선의회의 지도자급 의생들
로 의술로 고명한 분들이었다.58) 이들이 순회진료를 한 것
은 당시 조선병원에 한의부를 새로 신설하면서 한의학의 

역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명한 한의들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을 찾았다. 이응
선이 본인이 장기간 양약을 유통하는 업자로 지내면서 우
수한 한의학이 조선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

고 게다가 한약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을 자각하고 내린 결
과물인 것이다. 

구한말에 전의를 지내고 전선의회 당시 조선의생회의 조
직에 산파역할을 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보춘의원(普春醫院)
을 운 하 던 청강(晴崗) 김 훈(金永勳) 선생의 진료기
록부에도 양약 및 매약을 활용한 기록이 있다(그림 8).59) 
그 중 하나가 학질에 많이 사용한 퀴닌을 재료로 만든 금
계랍이다. 낙원동에 사는 8세의 사내아이가 학질에 걸렸는
데, 병인을 음식상비(飮食傷脾)로 진단하고 치료처방으로는 
청비음(淸脾飮)을 처방함과 동시에 키니네(キニネ)60)를 처
방하고 있다.61) 또한 경운동에 사는 26세의 여성환자가 적
기흉통을 앓았는데, 병인을 기울식상으로 진단하고 치료처
방으로는 가미양화탕(加味養化湯)을 처방함과 동시에 카스
카라도변정(カスカラ導便錠)이라는 사하제를 함께 처방하고 
있다.62)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의생들은 한약과 양약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하 다. 이는 한의학이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 속에서 환자를 치료해 내야한다는 본연의 마
음에 의하여 서양의학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8. 晴崗診療簿(경희대학교 한의학박물관 소장)

4. 시기별로 살펴본 광고의 성격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자의 광고는 동시대에 대표
적인 매체인 매일신보 등에 실린 같은 회사 혹은 동종업종 
회사 들이 실은 광고와 비교하여 보면 그 내용이 많이 정제

57) ｢賀朝鮮病院一週年紀念｣, 조선의학계 제8호, 1918년 10월 15일.
58) ‘漢醫大家’로 표현된 이들은 조선의학계 副社長 趙炳瑾, 東西醫學報 社長 洪鍾哲, 醫藥專習會長 林昌洙, 醫學講習所講師 金熈敬, 조선의학

계 願問 朴鏞臣, 李完珪 등이다.
59) 청강 김 훈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관하여는 ‘차웅석, ｢청강 김 훈과 수세현서｣, 한국의사학회지 14권 2호, 2001.’를 참조.
60) 키니네(キニネ)는 퀴닌(quinine)의 일본식 발음이다.
61) 晴崗診療簿, 1920년 8월 3일. 
62) 晴崗診療簿, 191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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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느낌이거나 덜 자극적이다. 또한, 광고의 문구가 자극적
이지 않으며 상업성을 최대한 억제시키며 드러내지 않는 
광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63) 물론 뒤로 가면서 상술한대
로 자극적인 카피를 실은 매약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학술잡지에 한약업자들의 광고가 가장 많이 실린 시기는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말까지이다. 특히, 조선의학
계와 동서의학연구회월보에 실린 광고의 숫자는 잡지의 
지면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64) 이는 
한약업자의 요구와 잡지사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맞아떨어
져 생긴 현상일 것이다.

잡지명 한방의약계 동의보감 동서의학보 조선의학계 동서의학연구회월보 동양의약
발행기간 1913-1914 1916 1916-1917 1918-1919 1923-1925 1935
광고개수 0 0 1-3 4-7 2-10 0

비고 ‘신단발명’은 기사 발간축하광고는 제외

표 1.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자의 광고 개수 

표 1에서 보듯이 광고의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 경쟁도 
치열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1920년대 동서의학연구회월
보에 실리는 매약광고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격적이면서 
과장이 섞인 문구가 많이 등장한다.65) 

그런데, 1930년대에 발행된 동양의약에는 한약업자의 
광고가 실리지 않았다. 이는 당시에 각 약업사 혹은 제약회
사마다 ‘약보(藥報)’를 자체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으로 여겨
지며 의생들도 약보를 구독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66) 

일제강점기 한의학술잡지의 한약업자광고는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Ⅲ. 결론

일제강점기에 한의계에서는 1914년에 발간된 한방의약
계를 시작으로 동의보감, 동서의학보, 조선의학계를 
거쳐 1923년에 발간된 동서의학연구회월보, 1935년에 발
간된 동양의약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명맥
을 이어가며 한의학술잡지를 발행하 다. 이들 한의학술잡
지에는 독자층인 의생 혹은 의생 준비를 하는 의학강습소 
수강생들을 광고의 타켓층으로 삼은 한약업자의 다양한 광

고가 실려 있다. 한약업자들의 광고는 소규모에서부터 대규
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낸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한약건재만을 취급하는 광고를 
실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약 및 매약 등 다양한 종
류의 약품을 취급하는 광고를 하게 된다. 매약광고는 한의
계의 의약문화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의생들은 이전에 
건재 한약재를 처방하여 환자를 치료하던 방법에서 매약을 
병행 처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사하 다. 
의생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한약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수
단으로 매약 및 양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처방하는 진
일보한 치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의생들이 매약을 공급하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함으로서 한약업자들과 의생들은 표면
적으로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모습을 보 지만 실제로는 한
의약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 다.

한약업자 중에는 한약재만을 취급하는 자들도 있었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한약, 양약, 매약을 가리지 않고 취급하
는 한약업자들이 대거 등장하 다. 이들은 각자의 약방에서 
관의 허가를 받은 매약을 만들어 판매하 다.

매약 중에서 각 한약업자들이 주로 광고한 약들 중 대표
적인 것으로는 소환, 비전고, 녀지보 등으로 각각 소화기
질환, 피부질환, 성병 등을 치료하는 약이었다. 

한약업자들은 이익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 인이었으
나, 이들도 조선의 한의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도 의생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의 쇠퇴와 말살을 

63) 상술한 한약업자 중 일부의 광고가 매일신보 등의 매체에 같은 모양으로 실리기도 했다. 
64) 잡지의 지면은 적을 때는 40페이지 정도이고 많아도 100페이지는 넘지 않았다. 전면광고를 기준으로 가장 많을 경우 20여 개의 다양한 광고

가 실렸고 그 중 절반가량이 한약업자들의 광고이다.
65) 예를 들면 “평발치안이함(평생 재발하지 않음)”, “무효면반금함(효과가 없을 때는 반환함)” 등의 문구이다. (濟衆醫院 광고, 동서의학연구

회월보 창간호, 1923년 12월 30일)
66) 1930년대가 되면서 한약업자들은 신문광고 이외에도 삼성당약보, 화평당약보, 조선약업월보, 경성약업월보, 조선한약조합월보, 황

금당약보 등 각종 사보와 같은 광고지를 앞 다투어 발행하 다. (심인섭·서범석, 한국광고사, 나남출판, 서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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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워하 다. 한약재 및 매약을 이용하여 식민지 백성들
을 치료하도록 광고를 통하여 의생들을 독려한 것이다. 그
들의 생각은 광고를 통하여 잘 반 되었고 의생들은 이를 
잘 활용하 다. 

의생들의 매약을 활용하는 치료방법은 일제강점기 새로
운 의료행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약을 바로 소비
자가 구입하기도 하 지만 의생을 통하여 처방을 하기도 
하 음을 알 수 있다. 

한의학술잡지의 한약업자의 광고는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광고의 문구나 내용이 평이하다가 갈수록 그 광고의 수가 
늘어나고 광고의 문구내용도 자극적으로 변하 다. 각각의 
한약업자들이 약보를 내면서는 광고의 수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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