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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Hyangyak Jipseongbang that was compiled in the 15
th
 century (1433) and continued 

to publish throughout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Various existing records and the early Joseon printed edition of Hyangyak 

Jipseongbang stored in a domestic Sancheong Korean Medicine Museum were reviewed from 3 perspectives as follows. First, it is the 

bibliographical system approach to Hyangyak Jipseongbang for some circumstances related to its compilation and publication. Second, it is the 

significance in terms of printing history through the analysis of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status of the remaining Hyangyak 

Jipseongbang. Particularly, the period of public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value of a book. In this respect, most of the 

extant early-Joseon editions of Hyangyak Jipseongbang seem to have been published during the ruling years of King Sung Jong. Those 

editions are expected to have distinctive meaning from other copied editions of the 17th century. Last, it is bibliographical orignal analysis of 

Hyangyak Jipseongbang.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Vol. 49 through 51 of Hyangyak Jipseongbang stored in 

Sancheong Korean Medicine Museum in an attempt to help understand the textual bibliography and composition system of exhibiting e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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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향약집성방은 조선초에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등이 
지은 醫書로 세종 15년(1433)에 편찬이 완성되었다.1) 이 
책의 중요도나 후대에 끼친 향 등을 고려하면 기록유산
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지만 실재로 독립된 형태의 간본 
전체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적 규모나 모습은 17
세기인 1633년의 목활자인본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새롭게 확인된 향약집성방은 이와 같은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 한의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귀중한 문헌
이다. 

이 글에서는 각종 기록과 현전하는 전적들을 참고하여 
산청 한의학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소장 조선전기 간본 향
약집성방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향약집성방의 체계서지적 접근으로 편찬과 
간행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에 관련한 몇 가지 정황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현재 남은 책의 상황과 
형태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인쇄사적 의미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특히 이 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간행
시기를 분석하고 17세기 판본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차별
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향
약집성방에 대한 원문서지학적 검토로 산청 한의학박물관 
소장 향약집성방 권49-51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서 그 

1) 世宗實錄 세종15年(1433) 6月 11日壬辰. 鄕藥集成方成 命權採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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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현존본의 구성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 동안 향약집성방은 조선 초기 세종의 의약제민의 

큰 뜻을 보이는 책으로 연구되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의약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하여 주로 책의 내용을 중심으
로 다루어졌으며 의학사적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초기간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거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판본에 대한 판본학적 접근이나 목록학, 교감
학적인 연구는 시도할 수가 없었다.

서지학적 관점에서 향약집성방을 언급한 것은 일본인 
학자 미키사카에(三木榮)2)가 그 판본에 대한 조사를 하
고, 이후로 김두종3), 김신근4), 김남일5), 안상우6), 김중
권7)의 연구에서 일차적인 편찬배경과 판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김두종은 개인소장의 조선전기 판본 1책을 사
진자료로 소개하기도 하 다. 醫史學界에서는 조선 초기 의
학을 주로 다룬 이경록의 연구8) 등 대부분 17세기에 다시 
간행된 향약집성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번역 등이 
이루어졌다.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을 다룬 김중권
의 연구에서9) 그 인용문헌의 서지학적 분석 등이 이루어지
기도 하 으며 개별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가 한의학적 관
점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행되기도 하 다.10)

이 연구의 목표는 향약집성방 초간본의 간행에 관한 
사료의 기록과 서문내용을 바탕으로 간행의 의미를 부여하
고, 현전하는 초기자료에 대하여 1차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
이다. 향약집성방의 내용이나 醫史學的 의미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현존본 중에 최근에 알려진 산
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서지학적 측면에서 이 
책을 다루어봄으로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조선 초기에 처음 간행되어 조선 의약학의 기
틀을 잡은 향약서로서 조선 후기까지도 지속적 향을 끼
친 책의 원형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간행관련기록

1. 편찬과정과 배경에 관련된 기록

우선 향약집성방의 편찬 사실에 대해서는 실록에 수록
된 편찬 완료기록과 인용된 권채의 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권채의 서문은 17세기의 목활자본에도 수록되어 있다.

향약집성방의 편찬이 완료된 것은 세종 15년(1433) 6월 
11일이며 편찬의 시작은 신해년(1431) 가을로 약 1년 반
이 넘는 기간 동안 편찬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채의 서문에 
의하면 “宣德 신해년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兪孝通, 典醫 
盧重禮, 副正 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鄕藥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성하 다.”고 하 다.

하지만 향약집성방의 간행에 관한 실록의 공식기록은 
이것이 거의 전부다. 더군다나 책의 간행을 위한 판각이나 
인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 책을 같
은 해 8월에 전라도와 강원도에 나누어 인쇄할 것을 명
한11) 기록만 남아있다. 실록에 남아있는 권채의 향약집성
방의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神農과 黃帝 이후 대대로 醫官을 두어 만백성의 병을 
맡아 보게 하 다. 유명한 의사가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쓰는 데는 모두 기질에 따라 방문을 내는 것이요, 처
음부터 한 방문에만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백 
리나 천 리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풍속이 다르고, 초
목이 생장하는 것도 각각 적당한 곳이 있고,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도 또한 습성에 달린 것이다....(중략)...
예전에 判門下 權仲和가 여러 책을 뽑아 모아서 鄕藥
簡易方을 짓고, 그 뒤에 또 平壤伯 趙浚 등과 더불어 
약국 관원에게 명하여 다시 여러 책을 상고하고, 또 
東人의 경험을 취하여 분류 편찬하고 목판으로 간행하
니, 이로부터 약을 구하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쉬우므

2)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學術圖書刊行會. 1972:17-25.
3)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탐구당. 1981:216-219.
4) 金信根. 韓醫藥書攷. 서울:서울대출판부. 1987:41-81.
5) 김남일. ｢鄕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1999;87:195-213.
6) 안상우. 鄕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7) 김중권. ｢鄕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서지학연구. 2006;35:183-229.
8) 이경록.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중국 의료의 조선화｣. 醫史學. 2011;20(2):225-262.
9) 김중권. ｢鄕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서지학연구. 2006;35:183-229.
10) 송지청, 금경수, 엄동명.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인용서(引用書)인 집성(集成)에 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24(6):187-193.
11) 世宗實錄. 세종15년(1433) 8월 27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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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方書가 중국
에서 나온 것이 아직 적고, 약명이 중국과 다른 것이 
많은 까닭에,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도 미비하다는 탄
식을 면치 못하 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히 이에 
유의하여 醫官을 골라서 매양 사신을 따라 북경에 가
서 방서를 널리 구하게 하고, 또 황제에게 申奏하여 
大醫院에 나아가서 약명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宣德 신해년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兪孝通, 典醫 盧重
禮, 副正 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鄕藥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
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성하 다. 
이에 舊證은 3백 38가지인데, 이제는 9백 59가지가 
되고, 舊方은 2천 8백 3가지인데, 이제는 1만 7백 6가
지가 되었으며, 또 針灸法 1천 4백 76조와 鄕藥本草 
및 炮製法을 붙여서 합해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이름
을 ‘향약집성방’이라 하 다. 간행하여 널리 전하려고 
할 때 권채에게 명하여 序를 짓게 하 다....(중략)...지
금부터 이 장서로 인하여 약을 먹어 효력을 얻고, 앓
는 사람이 일어나고 일찍 죽는 것이 변하여 수명(壽
命)을 얻고 무궁토록 화기(和氣)를 얻게 하는 것이 어
찌 성조(聖朝)의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에서 나온 바
를 알지 못하리오.”12)

 
향약집성방의 편찬이 시작된 것은 세종의 명에 의해서
다. 즉 조선개국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 기반

을 세울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기
반 문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며 의약분야는 더더욱 절실
했던 것이다. 권채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구하기도 어려운 중국산 약재보다도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질병치료에 대한 토종 약재의 유용함을 강조한 것이며, 또 
세종의 백성을 위한 큰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편집 및 간행은 우리나라 고유의학의 독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약집성방은 향약체계를 제도
적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문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향약집성방 이전에 편찬된 향약서로 
고려말에 간행된 三和子鄕藥方과 조선초 權仲和가 徐贊에
게 명하여 편찬케 한 鄕藥間易方, 그리고 鄕藥濟生集成方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보았을 때 더욱 중요하다. 특히 향약
제생집성방은13) 金希善(?∼1408) 등이 수집한 책을 중심
으로 하여, 김희선과 권중화, 조준 등이 종래의 의료경험 
및 기존의서들을 바탕으로 삼고, 採集, 補充하여 濟生院에
서 태조 7년(1398)에 편찬하고, 이듬해(1399)에 김희선이 
강원도에서 간행한 의약서이다. 총 30卷으로 뒤에 牛馬醫方
을 덧붙 으며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인데 향약집성방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크게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陽村集 권 17에 權近이 쓴 서문과 발문에는 향약제생
집성방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에서 생
산되지 않는 약물을 얻기 어렵다. 나라의 풍속에 간간
이 一草로써 一病을 치료하려 효력을 보았다. 일찍이 
三和子鄕藥方이 있었으나 너무 간략하 다. 이제 判
門下 권중화가 서찬에게 명령하여 簡易方을 저술하
게 하 는데 세간에서 널리 쓰이지 않았다. 태조가 개
국한 다음 博施濟衆할 뜻으로 궁한 백성들이 병에 의
약을 얻지 못하는 것을 측은히 생각하여 오던 차에 좌
정승 평양백 조준과 우정승 상락백 김사형이 태조의 
마음을 헤아려 제상원을 두기를 청하고, 中樞 김희선
을 시켜 향약을 채취하여 民疾을 널리 고치게 하 으
며, 또 각 도에 醫學院을 두어 교수를 보내어 질병을 
치료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官藥局官에게 특명을 내리
어 여러 가지 약방문을 검토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얻은 경험방을 채집하여 그 종류에 따라서 門으로 나
누어 향약제생집성방을 편집하고, 끝에 牛馬醫方을 
덧붙여 김희선이 관찰사로 재직중인 강원도에서 간행

12) 世宗實錄 세종 15년(1433) 6월 11일(임진) ...自農, 黃而下, 代有醫官 以掌萬民之疾 而名醫師之診病用藥 皆隨氣施巧 初非拘以一法 蓋百里不
同俗 千里不同風 草木之生 各有所宜 人之食飮嗜欲 亦有所習 此古昔聖人嘗百草之味 順四方之性而治之者也...(中略)...昔判門下臣權仲和嘗加採輯 
著 鄕藥簡易方 其後又與平壤伯趙浚等 命官藥局 更考諸方 又取東人修驗者 分門類編, 鋟榟以行 自是藥易求而病易治 人皆便之 然方書之出於中國
者尙少 藥名之異於中國者頗多 故業其術者 未免有不備之嘆 恭惟我主上殿下 特留宸慮 命揀醫官 每隨使如京 廣求方書 且因申奏 就太醫院 考正藥
名之謬 宣德辛亥秋 乃命集賢殿直提學兪孝通 典醫正盧重禮 副正朴允德等 更取鄕藥方編 會諸書搜檢無遺 分類增添 歲餘而訖 於是舊證三百三十八 
而今爲九百五十九 舊方二千八百三 而今爲一萬七百六 且附以針灸法一千四百七十六條 鄕藥本草及炮製法 合爲八十五卷以進 名曰 鄕藥集成方 刊行
廣傳 命臣採序之...(中略)...自今伊始 因此方書 飮餌得效 起呻吟變札瘥 以致登壽城, 召和氣於無窮者 寧不知聖朝仁心仁政之所自歟.

13) 현재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1399년 간행의 향약제생집성방(보물1235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29.6 cm, 
가로 16.8 cm이다. 책의 장황은 개장된 線裝本으로 四周單邊으로 되어 있고 半郭은 세로가 21.2 cm, 가로가 13.6 cm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
은 12행 24자이며 版心題는 간략하게 “鄕方”으로만 되어 있다. 이 책은 전체 30권중 卷4-卷6의 1책만 남아있으며, 匡郭의 크기는 약간씩 차
이가 있다. 현재 총 30권 중 권 4~5(보물1235호)와 권6(보물1178호) 3권 2책만 한독의약박물관과 가천박물관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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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라 하 다.

향약집성방은 이러한 향약제생집성방을 기초로 편찬
된 것이다. 권채가 언급한 舊證 3백 38가지, 舊方 2천 8백 
3가지는 향약제생집성방의 증세와 처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약집성방은 우리나라에서 自生하는 약초로 우
리의 풍토와 체질에 알맞은 향약 개발과 적용에 가장 종합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헌인 것이다.

2. 인쇄와 보급에 관한 기록

조선전기 의서의 편찬과 간인은 교서관이나, 내의원 등 
주로 중앙에서 담당하여 각 고을 관청에 분사하면 그 관에
서는 다시 필요한 만큼 간인해서 백성들에게 배포하거나 
주자소에서 印刊하여 분급하기도 하고 책판을 소재하고 있
는 읍에서 인출하여 중앙에 上送하거나 지방에 분급하기도 
하 다. 1433년에 처음 편찬된 향약집성방은 전라, 강원 
양도에서 분간하게 한 책이다.14) 이는 이 책의 분량이 방
대하여 나누어 간행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권채의 서문, 실록의 기록에는 이 책이 편찬 직후에 바로 
간행되었다는 언급이 없고 약 2개월 후에 분간을 명했음을 
알 수 있다. 편찬 이후 필시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
단되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거질의 책을 판각하고 인쇄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
려해 본다면 1434년경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
로 추측할 뿐이다. 

향약집성방은 편찬이후 1442년, 1454년, 1456년, 1478
년, 1479년에 보급하거나 다시 인쇄하여 배포하는 기록이 
있으며, 동의보감이 발간 된 이후인 1633년에도 목활자
로 재간행 되었다.

1442년에는 예조에서 함길도의 새로 설치한 각 고을에 補
註銅人經이나 향약집성방, 本草, 和劑 등의 醫方을 
보내어 생도들에게 가르치게 건의하여 시행한 기록이 있
고,15) 1454년에도 함길도에 다른 의서와 함께 향약집성방 
5건을 보내주기도 하 다. 그 당시 함길도 도절제사가 아뢰
기를, “본도에는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없고, 또 方書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횡액으로 병에 걸려서 일찍 죽
습니다. 지금 여러 鎭을 새로 설치하여 더욱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변방의 장수와 군인 백성들이 약을 구할 길이 없사
오니, 청컨대 方書와 이 道에서 생산되지 않는 鄕藥과 唐藥
을 보내 주소서.”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 고 예조
에서 和劑方과 拯急遺方, 鄕藥集成方의 각 印本 5건
과 약재를 아울러 하송하여16) 그대로 따른 것이다.

또한 세조 2년인 1456년에는 전의감 제조 강맹경이 의
서를 보급하는 일로 아뢴 기록에는 책판이 소재한 고을에
서 인쇄하여 바치게 한 기록도 보인다.

“醫業은 반드시 여러 方書를 고루 보아 같고 다른 것
을 참고하여 때로 익혀야 일이 정통하고 능숙하여져서 
약을 쓰고 증세를 진찰하는 것이 착오를 가져오지 않
는 것입니다. 지금 방서가 희소하여 習讀官 15인이 두
어 책을 함께 보고 있으니, 읽는 것이 이미 전일하고 
精하지 못하며, 또 때로 복습하고 연구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내의원에 쌓여 있는 여러 方書와 三醫司의 醫
書를 적당히 習讀廳에 주고, 중국본[唐本] 방서는 많
이 얻기가 쉽지 않으니 본국에서 간행하고, 和劑方, 得
效方, 永類鈐方, 鄕藥集成方, 衍義本草, 銅人經, 加減十
三方, 服藥須知, 傷寒指掌圖 등의 책을 所在邑으로 하
여금 事宜에 따라 인쇄하여 보내어 本廳에 비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17)

이를 두고 보면 당시 향약집성방의 책판이 지방 고을
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처음에 강원도와 전라
도에 분산하여 간행하게 했으므로 감 이 있던 전주와 원
주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成宗代에 들어서면 이 책의 책판이 중앙의 典校署
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18) 지방에서 옮긴 것인지 새로
이 판각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때에 좌부승지 
이경동이 올린 상소와 시행을 명한 내용은 이를 충분히 짐
작하게 한다. 이경동은 “지난번에는 북경에 가는 사람들이 
사사로이 약재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唐藥이 私家에 흩어
져 있는 것이 자못 많았는데, 지금은 법이 엄하여 당약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비록 무역하게 하 으나, 약

14) 世宗實錄 세종15년(1433) 8월 27일(정미)
15) 世宗實錄 세종24년(1442) 2월 25일(병진)
16) 端宗實錄 단종2년(1454) 2월 5일(병술)
17) 世祖實錄 세조2년(1456) 8월 26일(계해)
18) 成宗實錄 성종 9년(1478) 10월 29일(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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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燕京에서 나지 않아 무역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의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중국과 풍토나 기후가 같지 아니하고 사람의 성질도 달라
서, 중국의 약이 우리나라 사람의 성질에 맞지 아니하는 것
이 있습니다. 지금 전교서에 향약집성방의 板本이 있는
데, 그 글이 향약을 위주로 하 으니, 청컨대 이 책을 인쇄
하여 中外에 널리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향약 쓰는 것을 
알게 하면, 중국에 힘입지 아니하여도 넉넉할 것입니다.”19) 
라고 하 다. 왕은 중국약재보다 향약을 쓰는 것이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 고 이경동은 여러 도에 유시를 내려 갖
가지 약을 채취하도록 청하 다. 왕은 이어서 향약집성방
을 다시 인쇄하여 반사하도록 하 다. 이듬해인 1479년에
도 향약의방을 편찬하여 널리 민간에게 배포할 것을 청하
기도 하 다.

현전하는 향약집성방의 조선전기 판본은 이 시기 즈음에 
인쇄되어 반사한 책일 가능성이 높다. 반사한 기록이나 실물
을 확인할 수 없지만 비교적 인쇄 빈도가 높고 반사가 이루
어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초기 간행이후 수십 년이 지
난 이후 다시 간행하는 것은 향약집성방 보다 먼저 간행되
었던 향약구급방의 간행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20) 

유희춘의 미암일기에도 향약집성방 39책을 빌려다 
본 기록이 남아있다. 1567년 10월 1日 礪山 李宜慶의 부탁
으로 향약집성방 39책을 가지고 와서 빌려주므로 내가 
이 오랫동안 빌릴 수 있는 方書를 얻게 되었다21)고 한 기
록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를 즈음해서 한 가지 더 살
펴볼 수 있는 것으로 1576년경에 간행된 攷事撮要 書冊
市準 條에 향약집성방의 인쇄에 드는 종이수량과 가격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쇄에 드는 종이는 99첩 16장이
며 값은 면포로 5疋半이 든다고 하 다. 

한편 향약집성방은 조선후기에 들어 무척 구하기 어려
웠던 책으로 보인다. 이규경(1788~1856)은 그의 오주연
문장전산고에 이 책을 고증하 는데 17세기에 편찬된 김
휴의 해동문헌총록에 수록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높은 가치

를 부여하 고, 찾아볼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의술에 대한 처방이 본국에서 저술한 것
이 많지 않다. 조선에 이르러 최초로 나온 의서가 新
增鄕藥集成方인데, 지금 전해온 것이 없으므로 그 내
력을 변증하고자 한다. 金烋의 海東文獻錄을 상고해 
보면, 신증향약집성방이 모두 75권이고 補遺가 10권
인데 세종이, 권중화가 지은 鄕藥簡易方과 조준이 
지은 향약집성방이 미비한 것이 많다 하여 醫官을 
선택해서 중국에 사신 보낼 때마다 따라가게 하여 方
書를 널리 구하고, 또 황제에게 주달하여 太醫院에 나
아가 약 이름이 착오된 것을 상고하여 바로잡고, 인하
여 直提學 兪孝通과 典醫監正 盧重禮 등에게 명하여 
다시 鄕藥方을 모으고 또 모든 의서를 열람하여, 舊證
은 3백 38이었는데 보태어 9백 59로 만들고, 舊方은 
2천 8백 3이었는데 보태어 1만 7백 6으로 만들었고, 
또 針灸法 1천 4백 76조를 붙이고, 향약과 本草 및 
炮製法을 합하여 85권을 만들어서 간행하여 널리 유
포시켰는데, 權採가 서문을 지었으니, 이 책이 우리나
라 의서 중에 가장 정 한 것이다.
金烋는 본관이 聞韶이고 여헌 장현광의 문인이니 이러
한 의서를 어디에선가 열람한 인연이 있었을 것이며, 
내의원이나 각처에 있는 史庫에 간직된 것이 있을 듯 
한데 찾아볼 수 없으니 탄식할 일이다. 만약 팔도에 
사는 오래된 가문이나 향교에 두루 찾는다면 구할 수 
있을 것이요 아마도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서울이나 시골에 있는 선비들을 만나기만 하면 
물어보는데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규장각의 西庫
冊目에 鄕藥集成方 30권이 있을 뿐이다.22)

그는 신증향약집성방이라는 서명을 썼지만 이는 곧 향
약집성방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향약제생집성방
에 대한 “신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글

19) 成宗實錄. 성종 9년(1478) 10월 29일(정사)
20) 원래 향약구급방은 고려 고종 연간에 大藏都監에서 처음 간행되었으나 1417년 7월 義輿縣에서 현감 崔自河에 의해 重刊 되었고, 이후 1427

년에는 전 判羅州牧事 黃子厚가 “향약구급방을 인쇄하여 外方에 나누어서 생명을 구제하는 길을 넓히라고 청하여 충청도로 보내 간행토록 
하기도 하 다(世宗實錄 세종 9년(1427) 9월 丙申). 의서는 처음 간행이후에 계속적으로 중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眉巖日記草. 一 丁卯(宣祖卽位年･1567年) 十月大 初一日壬午 陰而晴 ...又以李礪山宜慶之囑 持鄕藥集成方三十九冊來假 余得此久假書 乃積年願.
2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我東醫家經方之目. 本邦所纂述者無多. 入于國朝. 最初療病之書 有新增鄕藥集成方 而今無流行者 故爲辨其顚末 按金烋 

海東文獻錄 新增鄕藥集成方 凡七十五卷 補遺十卷 英廟以權仲和所著 鄕藥簡易方 及趙浚所撰 鄕藥集成方 猶有未盡備 命揀醫官 每隨使如京 廣求
方書 且因申奏 就太醫院 考正藥名之謬 仍命直提學兪孝通 典醫監正盧重禮等 更聚鄕藥方 編閱諸書 舊證三百三十八 而增爲九百五十九 舊方二千八
百三 而增爲一萬七百六 且附以針灸法一千四百七十六條 鄕藥 本草及炮製法 合爲八十五卷 錄梓廣傳 權採序 此是我東醫書中 必爲精密 而金烋 聞
韶人 而張旅軒顯光門生 則此書應閱覽而作緣起者也 內醫院及各處史庫 必有所藏 然未得一見 可歎 若遍求於八道古家及鄕校 則可得而似不至於絶種
矣 余或見京鄕人士 則問之 而始未聞有耳 奎章閣西庫冊目 有 鄕藥集成方三十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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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준이 지은 향약집성방은 곧 향약제생집성방을 의
미한다.

Ⅲ. 조선전기 간본 향약집성방의 

현황과 형태적 특징

그 동안 향약집성방은 조선후기인 1633년에 간행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전기에 간행
된 한국고서의 형태서지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
지만 목판본의 경우 그 판심이 상하대흑구인 것이 많고 지
질, 항자수, 글자모양 등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재까
지 확인된 조선전기 간본 향약집성방의 서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은 3권 1책만 남은 결본으로 이 
연구에서 내용 검토의 주 대상으로 삼은 책이다. 표지 장황
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원형에 가까우며 본문에 쓰
인 종이의 지질이 균일하다. 권수의 제목이 향약집성방으
로 권49부터 권51까지 3권 1책이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책의 판식은 사주쌍변, 반곽 21.0×13.5 cm, 유계, 12행 22자, 
주쌍행, 상하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의 판식이다. 27.0×18.5 cm
의 크기를 지닌 목판본이며 부분적으로 판목이 닳은 것을 
인쇄한 것도 있다.

그림 1.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

2. 한국국학진흥원소장본

본래 경북 안동의 농암종택 소장자료인 이 책은 목판본
으로 크기는 세로 26.5 cm, 가로 18.0 cm이다. 책의 장황
은 황지에 붉은 실을 이용하여 五針眼으로 장황한 線裝本
으로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고 界線이 있다. 半葉은 12행 
22자이며 版心題는 “鄕方”이다. 이 책은 전체 85권 중 卷
46-卷48의 1책만 남아있으며, 상하대흑구에 상하내향흑어
미를 기본으로 한다.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한 계
통의 판본으로 여겨진다.

그림 2. 한국국학진흥원소장본.

3. 허준박물관 소장본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27.5 cm, 가로 17.0 cm이다. 책의 
장황은 황지에 붉은 실을 이용하여 오침안으로 장황한 線
裝本으로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고 半郭은 세로가 21.0 cm, 
가로가 13.5 cm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은 12행 22자이며 
版心題는 간략하게 “鄕方”으로만 되어 있다. 이 책은 전체 
85권 중 卷10-卷12의 1책만 남아있으며, 판심의 상하대흑
구에 상하내향흑어미를 기본으로 하고 간혹 상하내향삼엽
화문어미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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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허준박물관 소장본.

4.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

기존의 연구에서23) 목판본 12행 21자본으로 언급하고 
있는 판본이다.

5. 개인소장본

최근(2015년 9월) 고서경매에 출품된 권73-75의 3권 1책
이다. 12행 22자이며 표지는 개장하 고 전체크기는 24.5×16.0 
cm의 크기를 지닌 목판본이다.

6. 기타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에 수록된 조선전기 간본과24) 이
인 의 청분실서목에 기록된 것이다. 김두종의 한국의학
사의 것은 사진만 수록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목판본으로 12행 22자의 판식으로 그 
첫장이 권75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실물확인이 어
렵지만 이인 의 청분실서목에도 조선전기 간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25) 그는 이 책이 성종에서 선조 사이 각

본으로 권 37~39, 46~48, 47~49, 79~80이 남아있고 사주
쌍변, 유계, 매 반엽 12항 22자, 광곽 길이 20.0~21.5 cm, 
너비 14.5 cm, 흑구본임을 밝히고 있다.

그림 4. 개인소장본.

그림 5. 한국의학사에 수록된 조선전기 간본.

이상과 같이 향약집성방의 현존본 현황을 확인 가능한 
범위내에서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된 향
약집성방의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23) 김중권.「鄕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서지학연구. 2006;35:193.
24) 김두종. 韓國醫學史. 서울:탐구당. 1981:216.
25) 이인 . 淸芬室書目. 鄕藥集成方 殘本 十一卷 四冊 成宣間刻本 兪孝通等撰 存卷三十七至九, 四十六至八, 四十七至九, 七十九至八十. 四周雙邊, 

有界, 每半葉12行 行22字 匡郭長20.0糎~21.5糎 廣14.5糎, 黑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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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版本 冊數  수록 권 간행년도 소장처
鄕藥集成方 木板本 1책 권49-52 성종연간 산청한의학박물관
鄕藥集成方 木板本 1책 권46-48 성종연간 한국국학진흥원
鄕藥集成方 木板本 1책 권10-12 성종연간 허준박물관 
鄕藥集成方 木板本 1책 권73-75 성종연간 개인소장
鄕藥集成方 木板本 1책 성종연간 한독의약박물관
鄕藥集成方 木板本 1책 권75~ 성종연간 미상 (한국의학사 사진)
鄕藥集成方 木板本 4책 권37~39, 46~48, 47~49, 79~80 성종연간 미상 (청분실서목 수록)

표 1. 향약집성방 조선전기본의 현황

향약집성방의 조선전기본은 모두 목판본으로 1633년
간행의 목활자본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소장처를 달리하지
만 중복되는 책의 동일한 인면을 확인해본 결과 인면에 드
러나는 광곽, 계선, 판심, 글자모양 등이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판본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출하 을 것
으로 여겨진다. 다만 인쇄용지나 장황 등은 반사처, 소장자
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편 인쇄를 위하여 제작되는 목판의 판각방식은 향약
집성방 조선전기본을 특징지을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처음 
인쇄를 시작할 때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산청한의학박물
관 소장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판 1면에 2장을 판각한 흔
적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광곽의 
바깥쪽 여백에 다른 장의 일부가 인쇄 것이 그것이다. 한면
에 다른 면의 일부가 실수로 인쇄된 것으로 이는 1장의 목
판에 2장을 판각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향약집성방 
인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목판제작 경비의 절감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광곽의 바깥쪽 여백에 다른 장의 일부가 인쇄된 흔
적(권52의 제17장 후면).

Ⅳ. 조선전기 간본 향약집성방의

내용적 특징

1. 구성체제

권채의 서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록에는 향약제생집성
방의 구증이 338종인 것을 959종으로, 구방이 2,803종이
었던 것을 10,706종으로 증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한 針灸法 1416조, 鄕藥本草 및 炮製法을 더하여 모두 85
권으로 만들었다. 이 책의 편찬방식은 각 권 본문에는 각종 
질병을 頭記하고 있으며 冒頭에 ‘論’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
은 주로 太平聖惠方, 直指方, 聖濟總錄, 醫方集成, 
婦人良方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론’ 다음에는 治
療法을 서술하고 있는데 출전을 먼저 적어놓고 각종 처방
을 나열한 후 침구법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기
존 목활자본과 비교검토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서지적인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형태적인 판식의 변화
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는 내용의 변화를 파악해보는 의미
도 있다.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은 1책으로 권49, 50, 51
을 포함하고 있다. 1633년에 간행된 목활자본과 대조해보
면 판식의 형태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그림 7, 8).

다음은 목활자본 권49의 본문내용 일부(제 1장 前後面 
제 2장 前面)와 목판본 권49의 동일한 부분(제 1장 前後面과 
제 2장 前後面)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옮겨 본 것이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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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藥集成方卷第四十九
※灸瘡腫痛
聖惠方論曰夫灸瘡膿潰已後更焮腫急痛者
此中風令故也
聖惠方治灸瘡腫急
  栢百皮三兩  當歸一兩  薤白一握〇右
  剉以猪脂一斤同煎薤白令黃燋絞去滓候
  冷塗之亦治風水中瘡中及火瘡亦妙
千金方治灸瘡
  蠟三兩  松脂五兩〇右合煎塗紙貼之日
  三又方車釭貼塗瘡上
治灸瘡腫痛急
  竈下黃土搗末以水和煑令熱漬之
治灸瘡中風冷腫痛
  向火灸之瘡得熱則瘡快至痛土日六十灸

鄕藥集成方卷第四十九
※灸瘡腫痛
聖惠方論曰夫灸瘡膿潰已後更焮腫急痛者此中風令
故也
聖惠方治灸瘡腫急
    栢百皮三兩  當歸一兩  薤白一握
    右剉以猪脂一斤同煎薤白令黃燋絞去滓候冷塗
    之亦治風水中瘡中及火瘡亦妙
千金方治灸瘡
    蠟三兩  松脂五兩
    右合煎塗紙貼之日三
又方車釭貼塗瘡上
治灸瘡腫痛急
  竈下黃土搗末以水和煑令熱漬之
治灸瘡中風冷腫痛
  向火灸之瘡得熱則瘡快至痛土日六十灸愈
治鋮灸瘡血出不止
  人屎燒灰以傳之
又方蜣蜋死者爲末以猪脂和塗之
※灸瘡欠不差
聖惠方論曰夫灸之法中病則止病己則瘡差若病勢未
除或中風冷故久不差也

  愈
治鋮灸瘡血出不止
  人屎燒灰以傳之又方蜣蜋死者爲末以猪
  脂和塗之
※灸瘡欠不差
聖惠方論曰夫灸之法中病則止病己則瘡差
若病勢未除或中風冷故久不差也

표 2.

그림 7. 1633년 간행 목활자본 권49 첫 장(장서각소장본). 그림 8. 조선전기 간행 목판본 권49 첫 장(산청한의학박물
관 소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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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惠方治灸瘡灸不差宜用止痛生肌解火毒
  黑豆半升水五升煮成濃汁去豆放溫以綿
  褁指頭欵欵洗瘡四面令極淨候瘡中膿出
  瘡痂目落之時便摻止痛生肌散
止痛生肌散
  石膏一錢燒過  牡蠣半兩燒過  滑石一
  錢〇右搗爲細末凡用之時切護瓜甲勿今
  中風仍須洗瘡令淨然後像之薄薄令編以

聖惠方治灸瘡灸不差宜用止痛生肌解火毒
      黑豆半升水五升煮成濃汁去豆放溫以綿褁指
      頭欵欵洗瘡四面令極淨候瘡中膿出瘡痂目落

之時便摻止痛生肌散
  止痛生肌散
    石膏一分燒過  牡蠣半兩燒過滑石一分
    右搗爲細末凡用之時切護瓜甲勿今中風仍須洗
    瘡令淨然後像之薄薄令編以軟綿帛繫之候肌生
    漸可用栢皮膏
  栢皮膏治灸瘡久不差
    栢樹白皮末四兩猪脂半斤煉爲油  伏龍肝末四兩
    右同熬成膏濾去滓入甆器中收每用時薄薄塗之

  軟綿帛繫之候肌生漸可用栢皮膏
栢皮膏治灸瘡久不差
  栢樹白皮末四兩  猪脂半斤煉爲油  伏
  龍肝末四兩〇右同熬成膏濾去滓入甆器
  中收每用時薄薄塗之上以油單隔軟帛褁
治灸瘡膿壞久不差
  臈月猪脂一升  紛一兩  薤白一握〇右
  先用脂煎薤白令黃去滓傾入甆合中入粉
  攪令勻每取故帛上塗貼日再昜之又方白
  蜜一兩鍊過  鳥賊魚骨一錢末〇右相和
  塗放瘡上
治灸瘡多時不差痒痛出黃水立効
  楸葉或根皮搗爲末傳瘡上卽差
千金方凡灸瘡不差
  日別灸上六七壯自差又方石灰一兩搗末

    上以油單隔軟帛褁
    治灸瘡膿壞久不差
    臈月猪脂一升  紛一兩  薤白一握
    右先用脂煎薤白令黃去滓傾入甆合中入粉攪令
    勻每取故帛上塗貼日再昜之
  又方白蜜一兩鍊過  鳥賊魚骨一分末
    右相和塗放瘡上
    治灸瘡多時不差痒痛出黃水立効
    楸葉或根皮搗爲末傳瘡上卽差
千金方凡灸瘡不差
    日別灸上六七壯自差
  又方石灰一兩搗末絹篩和猪脂令相得微火上煎數

1633년 간행 목활자본 권49 제 1장의 前後面과 제 2장 前面
의 내용

조선전기 간행 목판본 권49 제 1장 前後面과 제 2장 前後面

조선전기본 향약집성방의 전체구성이나 내용은 1633
년에 간행된 목활자본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15행 18자
의 목활자본에 비해 12행 22자본인 목판본이어서 글자배열
과 본문의 띄어쓰기, 첫 부분 병명의 표시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목판본에서 항을 바꿔 쓰거나 구분해서 쓴 내
용이 목활자본에서는 “〇”표시를 하고 그대로 이어서 쓴 경
우가 많다. 그 결과 동일한 책의 내용이지만 목판본의 2張
에 수록된 내용이 목활자본에서는 1張半에 수록될 수 있게 
되었다. 거질의 책이므로 종이 등 인쇄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전기의 목판
본에서 수량을 표시 할 때는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것과 달리 후기의 목활자본에서는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 다. 수량표시의 단위어 중에 “分”이 목활자
본에서는 “錢”으로 바뀐 것도 눈에 띈다.

2. 주요내용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 향약집성방 권49-권51의 내용
을 기존의 연구문헌을26) 참고하여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권49에는 諸損傷門(9종), 蟲獸傷門(1종)이 수록되
었다. 권48의 끝 부분부터 시작되는 諸損傷門으로 분류되는 

26) 김중권. ｢鄕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서지학연구. 2006;35:196-197.
유호동 등저. 국역향약집성방. 제3책.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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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에 대한 것을 이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각종 해충과 짐승에 의해서 상했을 경우의 병증을 소개하
는 蟲獸傷門으로 구분된 내용으로, 총 제손상문 9종, 충수
상문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권 49에서는 뜸 치료를 한 뒤 붓고 아픈 것에 대한 
병증부터 소개하고 있다. ‘구창’이라고도 하는데 聖惠方과 
千金方 등에서 원인과 증상, 처방을 인용하 으며 증상은 
세세하게 구분하여 각각 다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뜸자리가 상한 것에도 부으면서 조여드는 증상에 대
한 처방, 뜸자리가 헌것에 대한 처방, 침 놓은 자리나 뜸자
리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멎지 않는 증상에 대한 것, 뜸자
리 헌 것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이 부분
의 병증이 피부에 관련 된 것이기에 처방은 주로 약을 만
들어서 피부에 바르는 것이 주된 처방이다. 柏皮膏, 止痛生
肌散 등의 처방이 보인다.27)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냄새가 나는 병증에 대한 것이
다. 증상은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입냄새에 대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巢氏病源에 의하면 입냄새의 원인이 오장육부의 
기능 장애라고 언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千金方, 三
和子方, 得效方 등의 내용을 인용하 다. 구취에 대한 
처방이라 주로 양치를 하거나 먹는 처방이다.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그 원인이 기혈이 고
르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으며 역시 피부에 관한 병이기에 
처방된 약재 등으로 목욕을 하거나 피부에 바르는 것이 대
부분이다. 처방 내용은 聖惠方에서는 죽엽과 복숭아나무
껍질을 달인 물에 목욕하도록 하고 있고 千金方에서는 
떡갈나무잎 달인 물로 씻고 흰 호리병박을 태운 연기를 쏘
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처방 중에 미신과 관련된 처방이 
있어 눈에 띈다.28) 

다음은 뼈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삼킨 것에 대한 내용이다. 
뼈가 목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聖濟總錄을 인용한 것을 
보면, 이 병이 생긴 이치에 따라 처방한다고 하며 의학적이
지 않은 허황된 진단과 처방이 있는 것도 보인다.29) 그러
나 聖濟總錄, 外臺秘要, 聖惠方, 百一選方, 肘後方, 
得效方 등의 인용 내용을 살펴보면 엿 적당한 양을 삼켜 

함께 넘기도록 하는 처방 등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과 관련된 병증들이다. 내용은 말에게 물리

거나 밟혀 상한 것, 말에게서 난 것(땀, 털, 오줌 등)이 상
처에 들어간 것, 말뼈에 상한 것(찔린 것)과 말의 피(血)가 
헌데로 들어간 것이 있다. 말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뜸을 뜨
거나 상처에 닭 피를 바르는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학적이지 않은 처방도 존재한다.30) 말의 땀
이 헌데에 들어간 경우에는 聖惠方와 續十全方, 肘後
方 등에서 처방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말뼈에 상한 
경우는 찜질을 하거나 약을 달여 바르는 처방이 있고, 말의 
피의 경우 뿐만 아니라 百一選方에서는 소, 말, 비둘기 
등의 여러 동물들의 독한 피가 들어가 상한 경우의 처방도 
소개하고 있다.

蟲獸傷門 부분에서는 개에게 물린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개에 물린 경우는 광견병 걸린 개
에게 물린 것에 대한 것으로, 聖惠方에서는 광견병이 유
행하는 시기와 유의사항, 증상과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개
에게 물린 것에 대한 처방, 물린 자리가 덧나서 차후 증상에 
같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처방 등 여러 증상에 따른 처
방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聖濟總錄, 本
草, 경험후방 등에서 여러 처방을 제시하 으며 특히 자
생경에서는 뜸을 이용한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권49에서는 몸에 상처가 나
거나 냄새가 나는 것 등의 증상과 처방을 다양하게 소개하
고 있다. 주로 상한 곳에 바르거나 약재를 복용하는 처방이 
대부분이다. 병증에 따라서 입을 헹구는 처방도 있으며 연
기를 쪼이는 방법도 있으나 미신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처
방도 몇몇 눈에 보인다. 그러나 침과 뜸을 이용한 방법은 
크게 띄지 않는다.

권50은 권49에 이어서 蟲獸傷門의 병증 10종을 소개하
고 있다. 내용은 산짐승에게 상한 것(범, 곰에게 상한 것), 
뱀에게 물린 것, 살모사에게 물린 것, 청와사에게 물린 것, 
왕지네에게 물린 것, 거미에게 물린 것, 벌에게 쏘인 것, 그
리마의 오줌이 묻어 헌데가 생긴 것, 사공에게 쏘여 생긴 
헌데, 사슬독에 대한 것이다.

산짐승에게 상한 것은 범과 곰, 뱀에 의한 것이다. 범과 

27) 한의학대사전. 구창에 오래동안 효험이 없을 때의 처방. 
28) 정월초하루날 오줌을 받아 겨드랑이를 씻어주면 좋다. 유호동 등저. 국역향약집성방. 제3책.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206.
29) 고기그물로는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물을 무서워하고 범은 짐승을 잡아먹기 때문에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런 이치에 따

라 여러 가지 뼈가 걸린 것을 고기그물이나 범뼈로 치료한다. 유호동 등저. 국역향약집성방. 제3책.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207. 
30) 닭볏 피를 내어 상처에 3-5방울 떨군다. 만일 어미말에게 상했으면 암탉을 쓰고 망아지에게 상했으면 수탉을 쓴다. 유호동 등저. 국역향약집

성방. 제3책.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212.



朝鮮前期 鄕藥集成方의 간행과 서지학적 특징

- 66 -

곰에게 물리거나 발톱에 긁힌 것에 대한 내용은 聖惠方, 
肘後方, 경험양방 등에서 인용하 으며, 聖惠方에서는 
칡뿌리를 달인 물로 상처를 씻고 마시도록 처방하고 있으
며 경험양방에서는 백반가루를 상처에 넣도록 했다. 특이하
게도 범에 상한 상처를 치료하는 처방중에 梅師方에서 
인용한 처방에는 좋은 술을 늘 몹시 취하도록 마시고 게워
내는 방법도 있다(뭘 게워내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음).

뱀에게 물린 것에 대한 내용에는 비과학적인 처방이 적
지 않다.31) 聖惠方에서는 뱀을 만났을 경우 유의 사항을 
소개할 때 이름을 다르게 불러야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뱀의 종류와 뱀에게 물렸을 때 처방 등에 대
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뱀에게 물린 것뿐만 아니라 물린 후 뱀의 이빨
이 살 속에 남아 있는 경우, 뱀이 입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
는 경우도 소개하고 있다. 처방 방식은 상처부위에 바르거
나 붙이는 것과 먹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
자면, 聖惠方에서는 지렁이와 왕지네를 찧어 물린 자리에 
붙이거나 쑥뜸을 뜨도록 했고, 뱀이 입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돼지의 꼬리 끝을 베어 나온 피를 입안에 
떨구도록 했다. 뱀에게 물린 것에 대한 처방은 聖惠方 뿐
만 아니라 肘後方, 勝金方, 三因方, 姚氏方, 直指
方 등에서도 인용하 다. 더 나아가 뱀의 종류인 살모사에
게 물린 것에 대해서 聖惠方에는 살모사의 생김새와 유
의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청와사에게 
물린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聖惠方에서 위와 같은 형
식으로 언급되어 있다(이 두 부분은 聖惠方에서만 인용
하 다).

다음으로는 벌레에 의해 상한 내용이다. 먼저 왕지네에게 
물린 것은 聖惠方와 경험후방 등에 의해 증상과 처방이 
나와 있다. 이 외에도 지네 등이 귀에 들어간 것을 빼내는 
방법도 나와 있다. 거미와 관련해서는 물렸거나, 물리고 난 
후 헌것에 대한 것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는데 聖惠方, 本
草, 千金方 등에서 증상에 따른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과학적이지 않는 처방이 있는데 聖惠
方의 처방이 그러하다.32) 

벌에게 쏘여서 난 병에 대해서는 聖惠方, 肘後方, 千
金方, 得效方 등에 증상과 처방에 대해 나와 있다. 특히 

聖惠方는 벌의 종류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처방 내용은 꿀과 돼지기름을 달여서 먹는 것과 기와를 갈
아 침에 개어 상처에 바르는 등의 것들이 있다. 또 그리마
의 오줌이 상처에 들어갔을 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聖
惠方에서는 보리를 잘 씹어 붙이는 것, 풋차나 작설차를 
가루 내어 날기름에 기어 바르는 것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공’이라는 벌레는 聖惠方에 의하면 강남에 있다는 독
벌레인데, 단호, 역이라고 한다고도 한다. 쏘이고 난 후 증
상을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처방은 聖惠方, 梅師方, 千
金方을 인용하 는데, 방법은 상처에는 주로 약재를 바르
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벌레의 독을 치료할 경우에는 파로 
뜸을 뜨거나 여러 약재를 달인 즙을 마시는 처방이 소개되
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슬’이라는 벌레의 독에 대한 병이다. 聖
惠方에는 사슬에 대한 내용과 사슬로 인한 병증의 과정과
원인,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千金方에 의
하면 쑥 뜸을 뜨거나 마늘을 먹는 등의 처방이 있다.

권50은 정리하자면 각종 짐승과 벌레들에게 상했을 때의 
처방을 모아 둔 내용으로 짐승들의 생김새나 벌레들에 대
해서 처방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인 내용도 섞여 있다.33) 주로 인용된 것은 聖惠方
이다.

권51은 그리마, 지네, 납거미, 쐐기 벌레, 개미 등 여러 
가지 벌레에게 물린 것에 대한 것과 中諸毒門에 대한 내용 
1종과 中諸毒門(9종)으로 되어있다. 권51에서 소개하고 있
는 여러 벌레에 물린 것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충수상문
에 대한 내용은 정리된다. 그 다음부터는 독에 중독된 것을 
해독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권의 주된 내용은 독에 중독
되었을 때에 대한 것이다.

권51의 충수상문은 여러 가지 벌레에게 물린 것에 대한 
내용이다. 聖惠方에서는 지네, 그리마, 납거미, 개미 등의 
벌레에게 물린 것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왔다. 그에 대한 처
방은 경분을 생강즙에 개어 바른다거나, 참깨를 갈아 물린 
자리에 바르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나방과 개
미 등이 귀에 들어간 경우에 대한 내용도 있으며 지렁이에
게 물린 것에 대해서는 박신방에서 어느 중의 치료법을 
소개한 것을 인용했는데 이는 미신 적인 내용이라 할 수 

31) 유호동 등저. 국역향약집성방. 제3책.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219.
32) 거미에게 물려 온몸이 헌것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좋은 술을 마시고 취한다음 한쪽으로만 눕지 않게 몸을 굴려주면 거미새끼가 다 나와 낫는다

고 하고 있다. 유호동 등저. 국역향약집성방. 제3책.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225.
33) 예를 들면, 뱀을 만나면 뱀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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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외에도 千金方, 속십전방 등의 내용을 인용하
다.
中諸毒門에서 소개하고 있는 병증은 수독(水毒)을 푸는 

것, 약물 과다(변방사람들의 방법, 여러 약중독을 푸는 것), 
술에 대한 것(심하게 취한 것, 술중독, 술주정, 숙취, 술을 
끊는 법)이다.

聖惠方에 의하면 수독은 사공독과 증상이 비슷하다 하
으나 몸에 헌 곳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했다. 

그 증상은 오한과 두통으로 시작 되었다가 10일 이내에 위
독해지고 양독일 경우 20일 안에 죽게 된다고 되어있다. 중
독으로 인한 병이라 처방은 약재를 먹어서 치료하는 방법
이 대부분이다. 聖惠方에서는 오가피나무 뿌리를 태워 가
루 내어 물이나 술에 타먹는 것 이외에 많은 처방이 있고, 
전상공에서는 배나무 잎을 찧어 술에 마시도록 했으며 이 
외에도 肘後方, 聖濟總錄에서도 이 병에 대한 증상, 처
방을 인용하 다.

다음으로 약물의 과다에 대한 것이다. 약을 지나치게 많
이 먹은, 즉 흔히 현재의 약물과다로 볼 수 있는데 칡 뿌리
즙을 마시도록 하거나, 돼지고기, 염교 등으로 요리하여 먹
는 방법도 있다. 약물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따른 증상별로 
다양한 처방이 소개 되어 있으며 聖濟總錄, 外臺秘要 
등에서 인용해온 내용도 있다. 그리고 변방 사람들의 약 중
독을 푸는 것에 대한 내용은 聖惠方에서 소개하고 있는 
매우 독한 약에 중독 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
에서는 聖惠方의 내용만 인용하 다.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 약 중독을 푸는 것에 대한 부분
이다. 특히 성혜방에서 인용한 증상들만 해도 매우 많은데, 
약 30여 가지가 넘는다. 철쭉꽃중독, 버들 옻 중독, 백반 
중독, 금중독, 음식물 중독 득 여러 가지 수많은 중독과 해

독을 시도했는데도 별 효험이 없을 때의 증상과 처방을 소
개하고 있다. 聖惠方, 千金方, 百一選方, 聖濟總錄 
등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해독을 위해 약재를 복용하는 처
방이 주된 방법이다.

술에 대한 내용으로는 술에 매우 취하여 깨지 못할 때, 
술 중독, 술주정(주악), 술을 마신 뒤 생기는 병, 술을 끊는 
법에 대한 것으로 되어있다. 술을 마시고 깨어나지 못할 경
우 처방도 있지만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는 처방도 있으며 
술주정을 부릴 경우에도 깨도록 도와주는 처방이 있고, 술
을 마신 뒤 생기는 오한, 구토, 설사 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심지어 술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비과학적인 처방이 적지 않다고 한다.34) 대체로 이 
술에 대한 중독들은 聖惠方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51에서는 중독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
으며 약물과 특히 술에 대한 처방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처방의 내용들이 흔히 주변에
서 구할 수 있는 부추 뿌리, 닭의 알 등의 것들로 구성 되
어 있다. 이는 이 책의 의도가 손쉬운 처방, 값싼 처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병증
마다 3가지 이상의 처방이 소개되어 있다.35)

권49에서 권51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聖惠方으로 각종 병증에 대한 설명과 원인, 
유의사항(예방책)등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설명 되어 있으
며 처방 또한 다양하다. 특히 충수제문과 중제독문의 부분
에서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처방을 병증에 따라 요약해보면 다
음 표와 같다.

34) 유호동 등저. 국역향약집성방. 제3책.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245.
35) 김남일.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1999;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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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분류 병명 내용과 처방
49 諸損傷門 뜸 치료를 한 뒤 붓고 아픈 것(구창)

몸에 상처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것 등의 증상과 
처방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주로 상한 곳에 바
르거나 약재를 복용하는 처방이 대부분이다. 병증에 
따라서 입을 헹구는 처방도 있으며 연기를 쪼이는 
방법도 있으나 미신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처방도 
몇몇 눈에 보인다.

뜸자리 헌것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
뼈가 목에 걸린 것
여러 가지 물건을 삼킨 것
말에게 물렸거나 밟혀 상한 것
말의 땀이 헌 곳에 들어간 것
말뼈에 상한 것(찔린 것)과 말의 피가 상처에 들어간 것

蟲獸傷門 개에게 물린 것

각종 짐승과 벌레들에게 상했을 때의 처방을 모아 
둔 내용으로 짐승들의 생김새나 벌레들에 대해서 
처방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인 내용도 
섞여 있다. (특히 뱀과 관련된 부분)

50

蟲獸傷門

산짐승에게 상한 것
뱀에게 물린 것
살모사에게 물린 것
청와사에게 물린 것
왕지네에게 물린 것
거미에게 물린 것
벌에게 쏘인 것
그리마의 오줌이 묻어 상한 것
사공에게 쏘인 것
사슬 독

51 蟲獸傷門 여러 가지 벌레에게 물린 것
中諸毒門 수독을 푸는 것

중독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약물과 특히 
술에 대한 처방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약물 과다
변방사람들의 약중독을 푸는것
여러 가지 약중독을 푸는것
술에 심하게 취한 것
술 중독
술 주정
술 마신 뒤 생기는 여러 가지 병
술 끊는 법

표 3. 향약집성방 권49-권51의 내용 정리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
독과 관련하여 권51과 연결되는 권52에서는 中諸毒門(11
종)으로 음식물 중독, 남새나 버섯을 먹고 중독된 것, 6가지 
집짐승 고기를 먹고 중독된 것, 짐승의 간을 먹고 중독된 
것, 여러 물고기를 먹고 중독된 것, 종유석을 먹고 중독된 
것과 같은 특별한 약재나 술이 아닌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
서 중독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Ⅴ. 결언

이 글에서는 향약집성방의 서지학적 가치를 편간의 기
록, 형태적 특징, 내용의 비교라는 세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 다. 이를 통해서 향약집성방 초간본의 간행
이 이루어지까지 배경적인 사항과 의미, 현전하는 자료와 
그 가치에 대하여 점검해볼 수 있었다. 

실록과 서문의 기록, 향약집성방 간행과 관련하여 나타
난 몇 가지 사실과 현존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산
청한의학박물관 등에 소장된 조선전기 간본 향약집성방
은 15세기 후반인 성종년간에 간행한 판본임이 확인된다. 
이는 판각의 양식이나 국내외에 현존하고 있는 동일판본에 
대한 1차적 조사결과이다.

향약집성방 초간본의 편찬과 간행과정에 대하여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판본이나 형태적 특진 등 서지적 기반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기가 힘들었다. 초기의 완질 간본이 확
인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청한의학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허준박물관 등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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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선전기 간본 향약집성방은 이러한 아쉬움을 일부나
마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전통방식의 인
쇄에서 초간본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은 후대에 이어서 
간행되는 중간본, 후쇄본 등과의 관계 때문에 서지학 분야
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전기에 간행된 대
부분의 고문헌은 그 이후로 수백 년간 이어지면서 유지된 
각종 문헌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지만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에
서 이들에 대하여 가치부여가 없지는 않았지만 좀 더 조사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향약집성
방은 이와 관련한 초간본 연구, 역사문헌학적 연구를 위한 
접근점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약집성방은 의약서로서 많은 활용이 있었고 현재까
지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연구범위는 비단 
한의학뿐만이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국어사 등 매우 다양
하다. 이는 이 책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한의학적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쇄된 출
간물은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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