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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al book Yosandangsinjipeuibangkeumnangjibo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below as Yosandang, 樂山堂) is housed in the Handok
museum of Medicine and Pharmacy. At the end of the Yosandang, written in manuscript, contains a rhymes of herbal medicine (藥性歌). The
rhymes of herbal medicine is a record of song form about herbal medicine. Song-forms were widely used because they were easy to sing
and memorize.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records of song forms in Korean medical books, which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herbal medicines, acupuncture points, and diagnosis. Although Yosandang is not a widely known medical book,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a cross section of late Joseon Korean medicine. So, this paper considers rhymes of herbal medicine in Yosandang.

Yosandang is a medical book of the late Joseon period written by doctor Byun Gwangwon in 1806. This book consists of 6 books and 14
volumes, 13 of which are rhymes of herbal medicine. The rhymes of herbal medicine in Yosandang is 7 words-2 phrases for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is almost 80 years earlier than the same form of Bangyakhabpyeon (方藥合編).

The first part of rhymes of herbal medicine in Yosandang is considered to refer to the rhymes of herbal medicine in Jejungsinpyeon (濟衆
新編), and the last part seems to be based on the contents of Donguibogam (東醫寶鑑). In other words, rhymes of herbal medicine in
Yosandang could be considered as the result of trying to contain herbal medicine knowledge as a new 7 words-2 phrases form based on the
Jejungsinpyeon (濟衆新編) and Donguibogam (東醫寶鑑).

Unlike the previous rhymes of herbal medicine made during the compilation of medical books led by the late Joseon government, the rhymes
of herbal medicine in Yosandang is a new type of rhymes created based on individual efforts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has a medicine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can show some aspects of Korean medicine in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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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약성가는 본초에 관한 歌賦형식의 기록이다. 가부형식은 
따라 부르기 쉽고 또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었

다. 한의서에 특히 가부형식의 기록들이 많은데 가부형식은 
본초뿐만 아니라 經穴, 診斷, 方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었다. 그 중 약성가는 본초에 대한 지식을 쉽게 기억
하기 위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약성가 가운데 方
藥合編에 수록된 약성가가 유일하게 7言2句라고 알려져 
있었다. 최근 저자는 한독의약박물관의 韓獨藥史館 所藏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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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요산당이라 함)라는 서적을 발견하였다. 이 책은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筆寫本 의서이다. 이름 
자체도 흥미를 끌지만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의서
라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중 서적 말미에 수록된 藥性
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 약성가 또한 7言2句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서적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장처 : 한독의약박물관, 분류번호 한-33
저자 : 변광원(卞光源)
형태 : 필사본, 15.0×26.0 cm, 22行25字
발문의 간기 : 1806년

최근 박훈평의 연구를 통해 저자 변광원에 대한 일부 행
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변광원(1781~1816)은 字가 汝靜
으로 典醫直長을 지냈으며, 父는 卞重觀(1745~1801)으로 
英祖50년(1775년) 增廣試 醫科에 합격하여 正祖 1년(1777년) 
典醫監正을 지낸 인물이고, 丈人은 白成一(1744~1805)로 
正祖1년(1777년) 內鍼醫를 지냈다.1) 하지만 변광원이 저
술한 의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개된 바가 없었다.

약성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박상현은 靑囊訣
의 藥性賦에 대해 연구하였으며2), 박성식은 東武遺藁의 
藥性歌에 대해 연구하였고3), 신현규는 한의학서적에 수록
된 다양한 약성가를 書誌學的 측면에서 연구하였으며4), 오
재근은 조선 의서에 기록된 약성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와5), 醫鑑重磨의 약성가에 대해 연구하였고6), 이정화는 
濟衆新編 약성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7), 황종순은 萬病
回春과 壽世保元 약성가가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
구하여8), 약성가가 수록된 서적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기
는 하지만 그동안 요산당에 대해서는 약성가가 수록된 사
실이 알려지지 않아 이 책에 대해 언급한 기존의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선후기 한의학의 한 단면을 보여주

고 있는 요산당 약성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요산당은 14卷6冊의 필사본이다. 標題는 누락되어 알 
수 없고, 裏題는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로 되어 있다. 조
선 후기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문신인 權訪(1740~1808)의 
序文이 있는데, 간기를 보면 ‘聖上六年丙寅端陽’으로 되어 
있어 1806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자 변광
원의 跋文도 있는데, 발문의 간기 또한 ‘丙寅三月’로 되어 
있어 원서적은 1806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한다.

서문에 이어 요산당 목록9)이 있는데, 권1, 권2는 小兒
篇, 권3은 入式篇, 권4, 권5는 身形篇, 권6부터 권12까지는 
雜病篇, 권13, 권14는 湯液篇으로 되어 있다. 각 卷頭에는 
“密陽卞光源汝貞甫忘拙謹撰”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藥性歌는 권13이 수록된 6책 ｢湯液篇卷之一｣에 수록되어 
있다(그림 1). ｢탕액편｣은 湯液篇序例와 藥性歌로 나뉘며, 
湯液篇序例는 採藥法, 乾藥法, 修製法, 制方法, 秤藥法, 用根
梢法, 忌銅藥法, 不見火藥, 六陳良藥, 諸經引導藥, 五臟補瀉
法, 湯散丸法, 煮藥法, 服藥法, 服藥食忌, 藥中五味, 藥性三
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東醫寶鑑 ｢탕액편｣ 湯液序
例를 발췌한 것이다. 약성가는 7言2句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10)에서 7言2句 약성가를 특징으로 삼은 黃度淵
의 方藥合編(1884년) 약성가보다 80여년 앞선 것이다(그
림 2).

1) 박훈평 편저.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212, 219, 205-206.
2) 박상현. ｢抄寫本 靑囊訣에 대한 연구 -藥性賦와 用藥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 박성식. ｢東武遺藁 藥性歌에 대한 硏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2.
4) 신현규, 황대선, 권삼수, 김용진. ｢旣成韓藥書 11종의 起源에 대한 書誌學的 根據와 改正 方案에 대한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20(1) 

:103-111.
5) 오재근. ｢조선 의서 수재 藥性歌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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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록에는 15卷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 卷13과 卷14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어 14卷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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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권13 湯液篇序例

그림 2.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권13 藥性歌 부분

변광원은 동의보감 ｢탕액서례｣의 三品藥性의 내용을 
발췌하여 ｢藥性三品｣을 서술하면서

上藥一百二十種爲君 無毒久服不傷 養命延年 ○中藥一
百二十種爲臣 有無毒斟酌其宜 遏病補虛 ○下藥一百二
十五種爲佐使 多毒不可久服 專主攻擊毒烈之氣 欲除寒
熱邪氣破積聚 用之疾愈卽止也

라 하였고, 약성가 항목이 365首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
제로는 366首를 수록하고 있다.

약성가의 구성을 보면 우선 大字로 7言2句의 약성가를 
기재하였는데, 내용은 濟衆新編 약성가와 유사하다. 또한 
大字 아래 小字雙行의 설명문이 있으며 약성가 본초를 설
명하였다. 내용은 동의보감 ｢탕액편｣과 제중신편에서 
발췌한 것이다.

人參과 黃芪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보감, 제
중신편과 비교해 보면 다음(표 1)과 같다.

서적 내용

동의보감

人參 심性微溫一云溫味甘一云味苦無毒 主五藏氣不
足 安精神定魂魄 明目開心益智 療虛損 止霍亂
嘔噦 治肺痿吐膿消痰 ○讚曰三椏五葉 背陽向
陰 欲來求我檟樹相尋 一名神草 如人形者 有神 
○此物多生於深山中背陰近檟漆樹下濕潤處 中
心生一莖 與桔梗相似 三四月開花 秋後結子 二
月四月八月上旬採根 竹刀刮 暴乾 ○此物易蛀
惟納器中密封口 可經年不壞 和細辛密封 亦久
不壞 ○用時去其蘆頭 不去則吐人本草 ○人參動
肺火凡吐血久嗽 面黑氣實血虛陰虛之人勿用 代
以沙參可也丹心 ○人參苦微溫 補五藏之陽 沙參
苦微寒 補五藏之陰也丹心 ○夏月少使發心痃之患
也本草 ○夏月多服 發心痃丹心 ○入手太陰經湯液

제중신편 人參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심肺中實
熱 並陰虛火動 勞嗽吐血 勿用肺虛氣短少氣虛喘煩熱 去蘆用之 反
藜蘆忌鐵

요산당
人蔘味甘大補氣 止渴生津調榮衛 심生於深山中背陰近
檟漆樹下濕潤處 三掗五葉 中心生一莖 與桔梗同 三四月開花 秋後
結子 二四八月上旬採根 竹刀刮 暴乾 去蘆用 一名神草 如人形者 
有神 忌鐵及藜蘆 ○肺中實熱 並陰虛火動 勞嗽吐血 勿用肺虛氣短
而少氣虛喘煩熱 用更治霍亂嘔噦 安魂定志也

표 1. 동의보감 ｢탕액편｣ 人參 항목과 제중신편, 요산
당 人參 약성가 비교

人參 약성가를 살펴보면 요산당 약성가는 제중신편
약성가와 유사하며, 본초에 대한 설명은 동의보감 ｢탕액
편｣ 人參 내용과 제중신편 人參 약성가 小字 내용을 가
져온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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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본초순서

동의보감

黃芪 너삼불휘性微溫味甘無毒 主虛損羸瘦 益
氣長肉 止寒熱 療腎衰耳聾 治癰疽久敗瘡 排膿
止痛 又治小兒百病 婦人崩漏帶下諸疾 ○生原
野處處有之 二月十月 採根陰乾本草 ○治氣虛盜
汗自汗 卽皮表之藥 又治咯血 柔脾胃 是爲中州
之藥 又治傷寒 尺脈不至 補腎藏元氣 爲裏藥 是
上中下內外三焦之藥也 ○入手少陽經足太陰經足
少陰命門之劑湯液 ○肥白人多汗者 服之有功 蒼
黑人氣實者 不可服正傳 ○綿軟箭幹者佳 瘡瘍生
用 肺虛蜜水炒 下虛塩水炒用入門

제중신편 黃芪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단너
휘得防風 其功愈大 用綿軟箭幹者 以蜜水浸炒用之

요산당 黃芪性溫收表汗 托瘡生肌虛莫少단너삼불휘原野處處生 
二月十月 採根陰乾 用綿軟箭幹者 以蜜水浸炒用之 ○得防風 其功
愈大 又治小兒百病 婦人崩漏帶下 咯血之症 補脾爲中州之藥也

표 2. 동의보감 ｢탕액편｣ 황기 항목과 제중신편, 요산
당 黃芪 약성가 비교

黃芪 약성가 또한 요산당 약성가는 제중신편 약성가
와 유사하며, 본초에 대한 설명은 동의보감 ｢탕액편｣ 黃
芪 내용과 제중신편 黃芪 약성가 小字 내용을 가져온 것
을 알 수 있다. 다만 향명의 경우 요산당과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이 각기 다른데, 이는 요산당이 작성되었던 시
기의 표현이나 필사본 서적이 필사된 시기의 표기가 반영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方藥合編 약성가가 최초이며 유일한 7言2句라
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처럼 요산당은 方藥合編보다 앞
선 시기에 정형화된 7言2句 약성가를 수록하고 있으며, 약
성가 내용을 살펴보면 제중신편 약성가와 유사하고, 本草 
설명은 동의보감과 제중신편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찰에서는 요산당 약성가를 제중신편 약성가
와 비교해 보았으며, 제중신편 약성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의보감 ｢탕액편｣ 本草 내용과 비교해 보았다.

1. 형태비교

1) 약성가의 본초 항목수

최근 오재근의 연구에 의하면, 제중신편 약성가는 壽
世保元과 萬病回春에서 303首를 가져오고 83首는 新增
하여 총 386首를 수록하였다11). 한편, 요산당에 수록된 
약성가 366首 가운데 267개 항목은 제중신편 약성가와 
동일하다.

2) 본초의 배열 순서

요산당 약성가의 본초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제중신
편 약성가의 본초 배열 순서와 유사한 전반부와, 제중신
편 약성가의 본초 배열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적 본초순서

제중신편
人參, 黃芪, 白朮, 茯苓, 甘草, 當歸, 川芎, 
… 白芷, 藁本, 香附子, 烏藥, 枳實, 枳殼, 
白蔲, 靑皮, 陳皮, 蒼朮, 厚朴, 南星, … 澤
瀉, 木通, …

요산당
人參, 黃芪, 白朮, 茯苓, 甘草, 當歸, 川芎, 
… 白芷, 藁本, 烏藥, 白蔲, 香附子, 陳皮, 
靑皮, 枳殼, 枳實, 蒼朮, 厚朴, 南星, … 澤
瀉, 木通, …

표 3.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본초 배열 순서

이처럼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본초 순서를 보면 
요산당 약성가의 전반부 210개는 제중신편 약성가를 
참조해서 약성가를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후반
부는 약성가 본초의 수록 순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련번
호를 만들어 비교하면 210개까지는 순서의 차이가 10개 내
이나 이후부터는 차이가 많으며 제중신편에 있는 약성가
가 요산당에 없는 경우와 요산당에 있는 약성가가 제
중신편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전반부는 제중신편
을 참조해서 만들고, 후반부는 제중신편과 무관하게 작성했
음을 알 수 있다.

3) 본초 분류의 특성

제중신편 약성가에는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등의 다
양한 약재를 다루었는데, 요산당 약성가에는 牛肉, 羊肉, 
猪肉, 免肉, 鴨肉와 같은 동물성 약재나, 鯉魚, 鯽魚, 烏賊
魚, 海藻, 昆布 등과 같은 海産物이 포함된 약재, 蔥白, 韭, 
石蜜, 大蒜, 豆豉, 술, 쌀 등과 같은 곡식류에 해당하는 약
재는 다루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 부분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1) 오재근, 윤창열. ｢조선 의서 중의 약성가에 대한 연구 -제중신편, 의종손익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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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唐藥 鄕藥의 표기

방약합편에는 唐藥, 鄕藥을 표기하는 대신 唐藥은 음각
으로 판각하고 鄕藥은 양각으로 판각하였고, 제중신편에
서는 鄕藥에 대해서는 별도 판각의 형태나 표시가 없고, 唐
藥에 대해서는 약물이름 위에 ‘唐’자를 써서 唐藥을 표시하
였다. 제중신편에서 당약으로 표시된 약재는 대부분 요
산당에서도 ‘唐’자를 써서 唐藥임을 표시하였다. 제중신편
에 唐藥으로 되어 있는 약재 가운데 요산당에서 唐藥으
로 표시되지 않은 약재는 石斛과 萆薢 2개 뿐이었다.

5) 제중신편의 新增과 요산당의 加入

제중신편의 新增 약성가는 총 83首이다. 신증 약성가
는 壽世保元이나 萬病回春에 수록되지 않은 약재들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제중신편 新增 약성가 가
운데 海桐皮와 萊菔 두 약재는 수세보원에도 수록되어 
있는 약재들이다. 기존 서적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新
增”이라 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중신편과 
수세보원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康命吉이 
새롭게 내용을 작성하면서 新增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라 생
각한다. 

서적 약성가
수세보원 海桐皮苦 霍亂久痢 疳䘌疥癬 牙痛亦治
제중신편 海桐皮苦 腰脚麻痺 瀉痢疳癬 善除風氣

표 4. 수세보원과 제중신편 海桐皮 약성가 비교

서적 약성가
수세보원 萊菔根甘 下氣消穀 痰癖咳嗽 兼解麵毒
제중신편 萊菔甘溫 消食止渴 痰癖利關 肺痿勞嗽

표 5. 수세보원과 제중신편 萊菔 약성가 비교

그런데 제중신편의 新增 약성가는 대부분 요산당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海桐皮, 石決明, 荔枝, 絲瓜, 忍冬 
항목만 新增 약성가이면서 요산당에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요산당에는 113首 항목의 약성가에 ‘加入’이란 표
기가 있는데, 이는 제중신편의 新增 약성가와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13首 중 99首는 
제중신편에 보이지 않는 항목이다. 특이한 점은 113수 
가운데 14수는 이미 제중신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加
入’이라 표시하였는데, 이들은 제중신편의 新增 약성가 

海桐皮, 萊菔 같은 예로, 제중신편 약성가에 보이기는 하
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加入’으로 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6) 약성가의 운율

제중신편이나 방약합편의 약성가에는 가부 형식의 
운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요산당
약성가에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글자 순서를 바꾸
지는 않았다.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黃芪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요산당 黃芪性溫收表汗    托瘡生肌虛莫少

방약합편 黃芪性溫收汗表    托瘡生肌虛莫少

표 6. 제중신편, 요산당, 방약합편 黃芪 약성가 비교

2. 내용비교

1) 요산당과 제중신편의 약성가가 유사한 경우

요산당과 제중신편의 약성가를 비교해 보면 요산당 
약성가 366首 가운데 214首는 제중신편 약성가와 유사
하다. 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중신편 약성가에서 단순히 두 글자만 삭제하여 
7言2句를 만든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天門甘寒 肺痿肺癰 消痰止嗽 喘熱有功
요산당 天門甘寒肺痿癰    消痰止嗽喘熱功

표 7.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비교 1

天門冬의 경우 肺痿肺癰에서 肺자를 삭제하고 喘熱有功
에서 有자를 삭제하였다.

둘째, 제중신편의 약성가 순서를 바꾸어 7言2句를 만
든 경우이다.



조선후기 의서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 收載 藥性歌에 대한 연구

- 48 -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熟地微溫 滋腎補血 益髓塡精 烏髭黑髮
요산당 熟地微溫填髓精    補血滋腎黑髭髮

표 8.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비교 2

熟地黃의 경우 益髓塡精 烏髭黑髮에서 益자와 烏자를 삭
제한 후 순서를 바꾸었다.

셋째, 제중신편 약성가 중 2개 한자를 동일한 의미의 
1개 글자로 바꾸어 7言2句를 만든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白芍酸寒 能收能補 瀉痢腹痛 虛寒勿用
요산당 白芍酸寒能收補    瀉痢腹痛虛寒忌

표 9.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비교 3

白芍의 경우 虛寒勿用에서 勿用을 동일한 의미인 忌자로 
바꾸었다.

넷째, 제중신편 약성가 중 1개 글자를 유사한 의미의 
다른 글자로 바꾸어 7言2句를 만든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赤芍酸寒 能淸能散 破血通經 産後勿犯
요산당 赤芍酸寒能瀉散    破血通經産後忌

표 10.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비교 4 

赤芍의 경우 能淸能散에서 能자를 삭제하였으나 能淸散 
대신 能瀉散으로 바꾸었다.

다섯째, 제중신편 약성가 내용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7言2句를 만든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扁豆微凉 轉筋吐瀉 下氣和中 酒毒能化
요산당 扁豆微凉救霍亂    下氣和中化酒毒

표 11.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비교 5

扁豆의 경우 轉筋吐瀉를 霍亂으로 바꾼 후 救자를 넣어 
7言2句를 만들었다.

여섯째, 제중신편 약성가의 1句를 삭제하여 7言2句를 
만든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龍腦味辛 目痛喉痺 狂燥妄語 眞爲良劑
요산당 龍腦味辛定狂妄    更治喉痺與目痛

표 12.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비교 6

龍腦의 경우 本草의 性味, 效能, 主治 등과 상관없는 眞
爲良劑를 삭제하여 7言句를 만들었다.

일곱째, 제중신편 약성가 중 主治 또는 效能을 생략하
여 7言2句를 만든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黃栢苦寒 降火滋陰 骨蒸濕熱 下血堪任
요산당 黃栢苦寒下血堪    降火滋陰濕熱治

제중신편 牧丹苦寒 破血通經 血分有熱 無汗骨蒸
요산당 牧丹苦寒能破血    無汗骨蒸血分熱

표 13. 제중신편과 요산당 약성가 비교 7

黃栢의 경우 주치병증인 骨蒸을 삭제하여 7言句를 만들
었으며, 牧丹皮의 경우 효능인 通經을 삭제하여 7言句를 만
들었다.

2) 요산당과 제중신편의 약성가가 차이나는 경우

요산당 약성가 152首는 제중신편 약성가와 차이12)
가 있다. 서문에서 요산당을 저술하면서 제중신편과 더
불어 동의보감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요산당 약성가 중 
제중신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동의보감을 통해 살펴
보았다.

첫째, 제중신편에는 없고, 요산당에는 존재하는 경우
이다.

서적 약성가
제중신편
요산당 天雄大熱袪風濕 輕身健行破積聚

표 14. 요산당에만 수록된 약성가

12) 제중신편 약성가의 1개 句를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경우부터 전체 내용이 제중신편 약성가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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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雄은 제중신편 약성가에 없는데, 동의보감 ｢탕액편｣ 
天雄을 살펴보면

性大熱味辛甘有大毒 主風寒濕痺 歷節痛 强筋骨 輕身健
行 除骨間痛 破積聚 又墮胎13)

라 하여 요산당 약성가의 내용과 동일하다.

둘째, 제중신편 약성가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동의보감

主暴中風 胸中大熱止煩悶 卒中風失音不語 痰
熱昏迷 止消渴 治破傷風及産後發熱 小兒驚
癎 一切危急之疾14)

제중신편 竹瀝味甘 除虛痰火 汗熱渴煩 效如開鎖
요산당 竹瀝味甘中風除    失音昏迷小兒驚

표 15. 竹瀝 약성가 비교

竹瀝의 경우 제중신편 약성가의 竹瀝味甘을 제외한 나
머지 내용은 요산당에 없다. 동의보감 ｢탕액편｣ 䈽竹
葉･竹瀝을 살펴보면 요산당 약성가의 中風除, 失音, 昏迷, 
小兒驚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셋째, 제중신편 약성가 중 2句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다.

서적 약성가
동의보감 性寒一云冷味酸澁無毒 消痰止痢 療陰蝕惡瘡 去

鼻中息肉 治急喉閉堅骨齒 主瘰癧鼠瘻疥癬15)
제중신편 白礬味酸 善解諸毒 治證多能 難以盡述
요산당 白礬味酸善觧毒    消痰止痢去惡瘡

표 16. 白礬 약성가 비교

白礬의 경우 제중신편 약성가의 治證多能 難以盡述을 
삭제하고 消痰止痢去惡瘡을 추가하였다. 동의보감 ｢탕액편｣ 
白礬 내용에서 消痰止痢m 療惡瘡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제중신편 약성가 중 1句만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동의보감

性微寒一云平 味苦無毒 治脚軟疼痺 四肢不遂 
排膿止痛 生肌長肉 破宿血 補新血 安生胎 落
死胎 調婦人經脈不勻 止崩漏帶下16)

제중신편 丹參味苦 破積調經 生新去惡 祛除帶崩
요산당 丹蔘味苦長肌肉    破積調經除崩帶

표 17. 丹參 약성가 비교

丹參의 경우 제중신편 약성가의 生新去惡 대신 요산
당에는 長肌肉이 들어왔는데, 동의보감 ｢탕액편｣ 丹參 
내용에서 長肌肉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제중신편 약성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本草의 
性味를 추가하여 7言2句를 만든 경우이다.

서적 약성가
동의보감 性熱味辛一云苦無毒 主風水毒腫 去惡氣 止心腹

痛 益精壯陽 治冷風麻痺 霍亂吐瀉轉筋17)
제중신편 沈香降氣 煖胃逐邪 通天徹地 衛氣堪誇
요산당 沉香性熱最降氣    通天徹地衛氣堪

표 18. 沈香 약성가 비교

沈香의 경우 제중신편 약성가에는 氣味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요산당에는 煖胃逐邪를 삭제하고 性熱을 추가하
였는데, 동의보감 ｢탕액편｣ 沉香 내용에서 性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樂山堂新集醫方錦囊至寶는 조선 후기의 卞光源이 1806
년 저술한 의서로, 현재 필사본이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다. 전체 구성은 6책 14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가운
데 6책 권13에 약성가가 수록되어 있다. 요산당신집의방
금낭지보에 수록된 약성가는 방약합편의 7言2句 형식으
로 되어 있으며, 방약합편 약성가보다 약 80여년 이른 시
기에 만들어진 약성가이다.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의 약성가는 전반부는 제중신
13) 허준.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17:2162.
14) 허준.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17:2231.
15) 허준.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17:2288.
16) 허준.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17:2096.
17) 허준.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법인문화사. 20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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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약성가와 내용이나 순서 등이 매우 흡사하고, 후반부는 
제중신편 약성가와 다른 모습으로, 주로 동의보감 ｢탕
액편｣의 본초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 약성가는 제중신편과 동의보
감을 바탕으로 7언2구 형식으로 본초학 지식을 담아내고
자 한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요산당신집의방금낭지보 약성가는 조선후기 官 주도의 
의서편찬 과정에서 등장한 기존의 약성가와는 별개로 19세
기 초반 개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7언2구 형식의 
약성가라는 측면에서 醫史學的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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