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17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1.617

재래닭의 의안연구

이강현*, 지중구**

중부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중부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A study on a medical chart about native chicken

Kang-Hyun, Lee*, Joong-Gu, Ji**

Dept. of Broadcasting and Visual Art, Joongbu University*

Dept. of Oriental Health care,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전통의학문헌에 나타난 재래닭 관련 의안을 분석하여 재래닭의 약리작용 성분을 정리하는데 목
표를 두고 있다. 민간치료 자료의 처방과 기존의 한의서에 기술된 다양한 재래 닭 처방과의 상이성 및 공통점을 찾
아 분석하여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된 내용을 구분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 

전통의서에 수재된 처방, 한약, 생약 및 특수 치료 방법에 대한 유용성 평가를 통하여 닭 관련 제품개발과 다양한 
기능성 식품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지식자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문화 관
련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재래닭 관련 처방지식에 대한 검색 및 정
보 관리체계의 정형화가 난해하므로 규격화, 개념화, 형식화한 전통의학 재래닭 처방지식 DB를 구축하여 다학제간
의 연구시스템을 통한 고의학 서적의 약학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대체의학이나 기능성 식품개발의 실용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전통의학문헌, 재래 닭, 의안, 약리성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pharmacological component of native chicken(NC) by analyzing the 
bill presented in traditional medicine NC relevant literature. And the analyze the heterogeneity and the common 
prescription of chicken that a variety of traditional technologies to existing treatment books private data to 
organize information about the scientific verification. After the analysis by building a DB and want a 
prescription to traditional book, herbal medicine usability throughout the assessment of the special treatment 
provided the basis for further product and a variety of functional food development. In addition,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country and future growth engine industry related businesses through added value of cultural 
knowledge resources. NC of the relevant 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prescription knowledge. so 
standardized, conceptualization, formalization is to build a knowledge of traditional medicine NC recipe DB 
assess the usefulness of medical literature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systems to suggest practical ways 
of alternative medicine and functional foo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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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correction of Chinese characters

- Chinese unused code and Standardization 

  of Hangul

- Accurate annotation of the documentary

Usefulness of 

scientific 

knowledge, 

Native 

chicken recipe 

- Modern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and 

  validation of the prescription knowledge

- Characterization for ensuring that 

  discrimination T.C.M and medical 

  orthodoxy 

- R&D and clinical heterogeneity associated 

  foundation through value analysis and 

  clinical utilization of the existing 

  prescription

<Table 1> Diagram of research stage

[Fig. 1] Promotion planner.

1. 서론

고문헌은 통문화를 고찰할 수 있는 귀 한 사료이

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시 에 이르러 고문헌의 리 부재

와 무 심으로 많은 자료가 손‧망실 되고 있다.

 필사본의 경우 기록물의 서체가 흐려 독이 어렵

고 훼손이 심해 우리 문화의 요자료가 사라지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각국은 통 의과학 기술 확보

의 경쟁  기술 선 의 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추세이

다[1].

주요 국제기구인 WHO/TRIPs에서 통지식 보호를 

검토하고 있고, WIPO는 통의료 지 재산권 제도를 논

의 하고 있다.  WHO는 통의학 략을 각국에 권고

하고, 국제 으로 수용 가능한 지침과 기술 기 을 요구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통 의과학의 세계  

표 화 추진되고 있으며 각국 통 의과학 기술의 해외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

통 의료시장의 확   통 의과학 기술의 산업화 

‧ 표 화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 의료수요  사회  의료비

용 확  되었고 단순 질병치료에서 방-보건-치료-회

복의 새로운 의료형태가 강조하고 있다[3].

의학의 부작용 문제 등으로 체의학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의학 정보 비표 화로 인한 국

가  R&D 추진이 조하며 한방의료 기술의 산업화에 

따른 표 화 요구가 증 되고 있다[4]. 이러한 통의 과

학에 한 심이 국․내외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고의서에 나타난 통 재래닭의 약리작용을 정리하여 

체의학이나 기능성 식품 개발의 실용화 방안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겠다[5].

2. 연구 내용 및 단계

통의학 필사본(민간치료처방)을 확보하여 손․망실

을 방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통 의학 서 의 리 체계를 

수립하여 민간치료 기록물 자료를 확보 하고자 한다[6].

 필사본에 기재된 재래닭 처방 지식을 정리하여 닭 

련 통의학 자원의 손‧망실을 방지하고 필사본의 처

방 지식의 유효성 정보 시스템을 비하고자 한다. 필사

본의 국역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제품개

발  임상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겠다.

민간치료 기록물  과학  검증이 가능한 내용에 

하여 검토  정리하여 국제  표 안을 기 으로 약재, 

처방과 병증 등의 D/B를 구축하고자 한다[7].

민간치료 자료의 처방과 기존의 한의서에 기술된 다

양한 재래닭 처방과의 상이성  공통 을 찾아 분석하

여 과학  검증이 가능한 내용에 하여 정리 하고자 하

며,  분석된 내용을 구분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자 

한다<Table 1>. 이러한  해석을 통한 DB화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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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래닭 련 제품개발과  임상 지식의 연계와 

신약개발 등 산업  응용의 기  자료가 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재래닭 련 고의서 치료 자료의 처방의 

DB구축의 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Fig. 1].

3. 연구 범위 및 활용방안

동의보감의 상에 맞는 통 의학의 재확립을 통한 

국 국책 사업에 극  응, 세계 의학 시장에서의 

통 한의학 확립을 한 교두보 마련을 하고 국역화를 통

하여 손‧망실되고 있는 통의서에 한 산화와 의료

정보의 DB구축을 할 수 있다.

통 의서에 수재된 처방, 한약, 생약  특수 치료 방

법에 한 DB구축과 유용성 평가를 통하여[8] 닭 련 

제품개발과 다양한 기능성 식품개발의 근거를 마련을 하

는 효과를 갖는다[9][Fig. 2}.

국가지식자원의 지속 인 확충과 문인력 양성  

지식문화 련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내용의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

[Fig. 3].

[Fig. 2] Key map of intelligent information search 
system.

3.1 정책적 측면

통의학 련자료 확립을 통한 국가  상 제고 자

료와 통의학 육성발 계획 등 통의학 정책의 기  

정책 자료  세계 속에서 한의학 통성 인정의 주춧돌

로 활용한다. 

3.2 연구 학술적 측면

통의학 기 학술 자료로서 의학 분야의 활성화와 

고문헌 보존을 통한 통문화를 계승하며 기 분야의 연

구자료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한, 재래닭 련 의안 

분석 자료로 활용과 닭 련 체의약산업에 기여한다. 

3.3 경제 산업적 측면

통의학 련 산업 육성  기술 개발의 지식정보원

으로 활용하며 민간치료 자료의 국역  통의학의 

역작업 결과물의 DB화를 통해 련 산업을 육성한다. 그

리고 작업물에 한 재가공을 통한 의료임상분야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며 재래닭 약용성분 활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다.

3.4 정보기술적 측면

재래닭 치료처방 지식자원의 확충과 서비스 고도화,  

재래닭 기록물의 정보자료 처리 기반 기술을 확보 후 국

역문 재가공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검색  열람 체계를 

마련한다. 한, 독하기 어렵고 난해한 고문헌에 해 

쉽고 빠르게 근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출 물에 

한 민간치료 분야 활용방안 제시한다.

[Fig. 3] Research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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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dical chart of toothache.

4. 연구 내용

4.1 齵痛

灸齒擁壮三朴蝟毛刺出血蔡牙虫痛露蜂房細辛等分水

煑 卽差殺齒虫雄黃細硏如栆許塞虫牙間疳痛郁李根白皮

或李根白皮灸黃色水 煑眠錢含嗽 齒去虫至痛川椒露蜂

房等分熬乾硏末和醋付許胃管曰咀肝管曰喉齒痛通用眞鷄

亦可用眞鷄法眞鷄濃煎水与肥肉連伙呑爵食之爲妙 

우통

구치옹장삼박 모자출 채아충통로 방세신등어수

자사즉차살치충웅황세연여조허색충아간감통욱리근백피

혹이근백피구황색수자자면 함수견치거충지통천 노

방등분오건연말화 부허 왈 간 왈후치통통용진계

역가용진계법진계농 수여비육연화탄작식지 묘 

◆ 충치통

치옹에 뜸 3장을 뜨고, 고슴도치털로 찔러 출 을 내

서 노 방 세신 등을 물에 삶아 씻으면 차도가 있다. 치

충은 웅황을 곱게 갈아 추구멍을 막듯이 넣어 죽이고, 

충치사이의 감통은 욱리근백피 혹은 리근백피 뜸뜨고 황

색물을 삶아 입안을 행구어 단단한 치아에서 충을 없애

고 천  노 방 등을 나 어 볶아 말려 갈아 분말을 만들

어 식 와 배합해서 과 간 이 작용하여 통증을 없

애고 치통에는 진계를 사용하며 한 진계법을 이용한 

진계를 진하게 끓인 물과 살코기 음식을 함께 삼키고 씹

어먹으면 신기하게 낫는다[Fig. 4].

4.2 中惡

 活鷄倒懸病人口上以 割鷄冠血点滴男雌女雄皁莢末

半夏末 許吹入鼻孔出啑爲度必管吹入患人耳中多納出入

氣男左女右人中燒火敦皆針出血閉眼開口無轉難救朴 合

元三丸溫法或生芋湯和服白駒頭 割取血一升服沾汗內衣

燒存性二戔百佛湯和服韭菜汁灌鼻口針灸法白虎九壯人中

七壯胳中氣海穴各百壯上脣內如黍米無有之鍼之 

 

오

활계도 병인구상이도할계 남자여웅조 말

반하말소허취입비공출잡 도필 취입환인이 다납출입

기남좌여우인 소화돈개침출 폐안개구 난구박소합원

삼환온법혹생우탕화복백구두도할취 일승복첨한내의소

존성이 백불탕화복구채즙 비구침구법백회구장인 칠

장각 기해 각백장상순내여서미무유지침지  

◆ 나쁜 기에 감 됨으로 갑자기 손발이 차지고 안색

이 창백해지며, 정신이 아찔해지고 기증이 있으며 헛

소리를 하며 심하면 이를 악물고 정신을 잃는 것

살아있는 닭을 거꾸로 세워서 병자의 입 에서 칼로 

닭벼슬 피를 히 떨어뜨린다. 남자는 암컷을 여자는 

수컷을 쓴다. 조 가루, 반하가루 약간을 콧속에 불어넣

어 재체기를 하면 된다.필히 으로 환인의 귀속에 불어

넣으면 부분 기가 출입하게 되니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을 한다. 인 에 달군 침으로 출 시키면 이 닫히

며 입이 열리니 어  구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 어합원 

세 개를 따뜻하게 혹은 생토란즙을 흰망아지 머리를 칼

로 도려내 얻은 피 1승과 합하여 복용  하여 땀이 내의

에 나오게 한다. 백불탕을 부추즙과 섞어 코와 입에 넣어

다. 침구법은 백호 9장, 인  7장, 각 , 기해 100장씩 

뜨고 윗입술 안에 침을 놓는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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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dicine of Zhongwu.

4.3 黃疸 

多食茵蔯丸木賊煎浴則差田螺多喫食烏鱗魚○雪水車

前子汁葛根煎玉瓜根汁空服一 升黃水隨 便出酒疸木麥

末三錢水飮下食疸牛䑋煉烹多喫黃雄鷄煉煮飮汁食肉朴鮒

魚多食生苻萊多喫猪膽取三合日三服 

황달

다식인진환목 욕즉차 나다끽식오린어○설수차

자즙갈근 옥과근즙공복일소승황수수소변출주달목맥

말삼 수음하식달우양련팽다끽황웅계련자음즙식육박부

어다식생부래다끽 담취삼합일삼복

◆ 황달에는 인진환을 많이 먹으며 목 을 끓여 목욕

을 하면 차도가 있다. 밭소라를 많이 먹으며 까마귀 비닐

생선을 먹는다. 녹은 물, 차 자즙, 갈근 , 옥과근즙을 

공복에 일승정도 복용하면 소변을 따라 노란 물이 나온

다.  술에 의한 황달에는 목맥의 가루 삼 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음식 황달에는 소의 양을 달구어 삶아 먹는다. 

런 수탉을 달구어 삶아 국물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 

붕어를 많이 먹는다. 생귀목풀, 명아주즙을 많이 먹는다. 

돼지담낭 삼합을 구해 하루 세 번 먹는다{Fig. 6].

[Fig. 6] Medicine of jaundice.

4.4 助陽

鹿頭骨髓蜜煮服鹿腎作○及煮粥食能補中安五臟肥大

肉和五味煮空心食若去血無益又不而灸食忌蒜黃雄鷄一集

理好食法和赤 豆一升同煮候豆爛卽出食之其汁日二夜一

每服四合臨房陰痿兌笔頭燒灰未服雀肉直後正月前食不停

雀屎和天雄乾薑丸服陰痿露蜂房燒灰酒服覆盆子作丸久服

補腎丸服牛膝煎服或釀酒服蛇床子煎 

조양

녹두골수 자복녹신작○ 자죽식능보 안오장비

육화오미자공심식약거 무익우불이구식기산황웅계일집

리호식법화 소두일승동자후두란즉출식지기즙일이야일

매복사합임방음 태필두소염오복작육직후정월 식불정

작시화천웅건강환복음 노 방소회주복복분자작환구복

보신환복우슬 복혹양주복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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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를 보한다.

사슴머리 골수를 꿀과 같이 삶아 복용한다. 사슴콩팥

으로 삶아 죽으로 먹으면 속을 보해주고 오장을 안정시

켜 살 운다. 고기를 오미자와 같이 삶아 공복에 복용한

다. 만약 피를 제거하면 효과가 없으니 그러지 말아라. 

한 익히지 않고 먹으면 아니 되니 하라. 마늘과 런 

수닭 한 마리를 먹기 좋게 하여 소두 일 승과 같이 삶

아 콩이 물러지면 꺼내 먹고 그 국물을 낮에 2번, 밤에 1

번 매일 4합을 먹는다. 입방시 음 에는 곧은 붓머리를 

태운다. 염오증에 참새고기를 먹는다. 정월직후 식 에 

참새똥을 천웅과 섞어 건강환과 복용한다. 음 에 노

방소회주를 복용한다. 복분자를 환으로 만들어 오래 복

용한다. 보신환을 복용한다. 우슬을 끓여 복용한다. 혹은 

술을 담가 복용한다. 사상자를 끓여 복용한다[Fig. 7}.

[Fig. 7] Medicine of Zhuyang.

5. 결론

국내 통 의과학 지식의 강 , 약 을 종합 으로 분

석하여 통의 과학 지식의 화를 한 기반을 구축

하고자 시도했다.

통 의과학 지식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효율 인 사

업추진을 하여 세부 사업의 내용과 련이 깊은 학, 

연구소, 기업을 상으로 학-연-산 력 체계  련 기

의 문가의 력으로 연구의 효율 인 운  체계 방

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용, 

검증을 통하여 지속 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업 수행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활용빈도가 높은 필사

본의 선정  연구 추진을 보완하겠다.

처방 지식에 한 용어망 구조의 유연성으로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   임상을 심으

로 한 한의학 문가들의 분석을 통하여 한의학  유용

성 평가  정리, 생약, 처방 R&D와 한의학 임상 활용을 

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통처방 지식에 한 검색  정보 리체계의 정형

화가 난해하므로 규격화, 개념화, 형식화한 통의학 처

방지식 DB를 개발하는 지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재래닭의 약용성분을 정리하여 체의약이나 기능

성 식품의 활용방안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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