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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hanges to Korean medicine that occurred when ‘proprietary medicines’ (賣藥) swept through the
pharmaceutical marke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10-1945 C.E.). Proprietary medicin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ok
various forms including ready-made, over-the-counter, patent, and nostrum type pharmaceuticals.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medicine, which was the dominant form of medicine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forced to adapt to the rise of proprietary medicines.
We found that the prescription of Korean medicine herbal decoctions became more like proprietary medicine in the way that they were
formulated. In addition, prescriptions in Korean medicine books were reformulated with prescriptions and medicines from outside the
tradition. Proprietary medicines, many of which were made with secret recipes handed down in a family, also attracted attention. Such
prescriptions were made famous through advertisements and further influenced future Korean medicine doctors. New prescriptions took
advantage of the trust and authority existing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y introducing ginseng and traditional medicinal herbs
such as deer antler velvet (鹿茸, Cervi Parvum Cornu). This paper argues that proprietary medicin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istorted the concept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proprietary medicine, advertising, Formulation changes, Six Ingredient Formula with Rehmannia
(六味地黃湯), Four and Six Formula (四六湯), Stabilise the Spirit Pill (靈神丸)

Ⅰ. 서론

억압하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매약은 큰 열풍을 일

근대화기를 지나면서 서양의학은 조선 사회에 급격하게

으켰다.
‘지능형 개화기 한국어 사전’1)에서는 ‘매약’을 1. A medicine

들어오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시행된 식민지 의학
정책의 영향은, 당시 주류 의학이었던 전통적인 한의학 시
장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일본의 식민지 의학은, 기저에
서양의학의 우월성을 전파함과 동시에, 한의학을 폄하하고

sold by merchants only, but not by doctors 2. a patent
medicine 3. a nostrum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매약은, 의사의 진료행위 없이 자가 진단을 통해 자가 복용
되는 일반의약품의 범주, 특허 받은 약품, 그리고 과장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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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는 돌팔이가 처방하는 僞藥의 형태를 모두 나타낸다.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매약’의 의미가 매우 폭넓고 다양

1) ‘지능형 개화기 한국어 사전’은 우리말 사전이 포함하고 있는 어휘자료를 통합적 어휘 지식 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하여, 19세기 초부터 일본 강
점기 이전의 시대에 걸쳐 간행된 사전 중, 1880년에 출판된 한불뎐 과 1911년에 출판된 한영뎐 을 전자 입력하여 만들어졌다.
http://corpus.pusan.ac.kr/dicSearch/(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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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하게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약’은 현재까지도 광범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사용되어 오던 전통적인 개
별 한약재(單方)와 첩약형태로 포장된 한약 처방이 의약품

1. 연구 대상

시장의 전부였다. 근대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의약품 시장
이 형성되고, 기존의 한의학 시장도 변화를 겪는다. 전통적
인 한약 형태와 함께 ‘매약’이라는 새로운 의약품이 등장하
고, 다양한 형태의 한약과 서양 의약품 등이 혼재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약으로 만들어진 매약들은 제형 변화를 통해서 기성
일반의약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
였다. 또한, 기존 의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양한 한약 처
방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매약화 되었다. 기존 의서의 처방
을 합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거나, 가전비방
으로 각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처방을 활용하기도 하였
으며, 양약을 섞은 자양강장제류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매약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
는 한의학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제강점기
를 겪으면서 한의학은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인식된 바가 적
지 않다. 매약은 근대화로 인한 에피스테메(Episteme)2)의
변화, 자본주의의 발달과 매약업자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의 활성화, 식민지 조선 지배를 정당화
하기 위한 일본 제국의 식민지 의학 정책 등을 비롯한 복
합적인 상황의 결과물이다. 본고에서는 신문과 약보 등에
수록된 매약 광고에 등장하는 한약으로 만들어진 매약을
찾아보고, 약의 제형과 처방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육미지황환’이 매약으로 어떻게 활용되
었으며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한약으로 만
들어진 매약으로 등장한 이래 최근 임상에서까지 많이 활
용되는 ‘영신환’과 같은 매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치료 의학으로서의 한
의학의 지위와 당시의 ‘보약’이라는 개념에서의 변화 양상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3)의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동아일보>의 매약 광고와 함께, 다양한
약방과 제약회사의 약보를 기본 자료로 연구하였다. 1929년
12월 14일자 천은당약방의 광고에서는 한약 補劑로 십전대
보탕･육미탕･팔미탕 등의 대표적인 처방 몇 가지를 광고하
면서, “此外에 數百種漢方補材藥名及効能價金을 詳細히 記
載한 每月 發行하는 月報가 잇사오니 寄別하시면 即時無代
進呈 하겟습니다.”라고 하여, ‘월보’ 형식의 상세한 광고지
가 따로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단서를 바탕으로, 일
제강점기 당시 많은 수의 약방과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위
한 전단지와 사보의 일종인 약보를 발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약보는 당시 전국의 약업자들에게 배포되어 정보 제
공과 제품 홍보의 역할을 하였다. 개별적인 한약 건재, 기
존 탕약 처방, 한약으로 만든 매약 제품 등의 당시의 약방
과 제약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이 소개되어
있어 근대의 과도기적인 의약품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15종의 약보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26년 8월 조선제약합자회사, 1928년 11월
선제약보, 1930년 12월 고려삼정사월보, 1934년 11월 보
제의약시보, 1935년 6월 송도삼업사상보, 1935년 12월 고
려삼업조합월보, 1935년 12월 삼용당약재월보, 1936년 3월
호르몬월보, 1936년 12월 황금당약보, 1939년 8월 중외의
약신보, 1940년 2월 길촌만세당약보, 1941년 4월 천일약
보, 1942년 2월 태평양의약시보 이외에 날짜를 알 수 없는
만능삼업사사보, 평화당약보를 참고하였다.4) 이러한 일제강
점기 당시 약보와 선전지는 현재 남아 있는 원자료가 많지
않아서 자료가 불연속적이고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
러나 약보는 보다 전문적으로 한약을 취급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인 중에서도 추가적인 매약 광고를 원
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배포된 광고지로, 신문에 비해
넓은 지면을 활용하여 매약에 대한 상세하고 다양한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의 무의식적 체계,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기초를
에피스테메라 칭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에피스테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523&cid=60657&categoryId=60657(2020.5.20.)
3)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2020.5.20.)
4) 약보와 선전지의 모든 자료는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교수 김남일의 개인 소장본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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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문과 약보의 매약 광고 중에서 한약으

조선인들에게 식민지 규율 권력을 내재화시켜 가는 하나의

로 만들어진 매약을 추출하고, 제형의 변화나 처방 구성의

과정이었다.8) 그 때문에 사실상 일제강점기 한의학의 여러

특징 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의도에 따른
왜곡된 현상의 하나였다.

2. 매약과 한약의 제형 변화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서양 의약품에 대한 조선
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기존의 한약 처방을 먹기 편하게
제형 변화시키거나, 서양 의약품을 섞어서 만들어지는 자양

1) 일제강점기 한약 제형 변화의 배경

강장제와 같은 다양한 한약으로 만들어진 매약의 개발을
기존 한의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형의 서양 의

촉진했다.

약품의 도입과 근대화와 일제강점기로 인한 인식의 변화는,

과거 수천 년간 탕약 형식의 복용 방식을 고수해 오던

한약의 제형 변화를 가져온 배경이 되었다. 또한, 제형 변

한약은 일제강점기 매약 열풍과 함께 한약 제제의 변형이

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발전은 일제강점기 한약

두드러지게 된다. 이것은 한약의 제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의 제형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을 무시하고, 복용의 간편성을 우선시하는 인식의 변화를

‘약’에 대해서 달여 먹는 ‘한약 탕제’의 개념 위주로 생각

바탕으로 한다. 劑形을 바꾸는 것은 처방은 같으나 형태를

했던 조선 사람들에게 ‘金鷄蠟’과 같은 서양 의약품은 신선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의학적으로 제형에 변화를 주는 것

한 충격이었다. 금계랍은 말라리아에 사용하는 키니네라는

은 緩急･輕重이 서로 다른 病證에 따라 적용하는 일종의

약으로,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

가감 방법이다.9) 과거 의서에서는 제형의 변화도 藥力과

는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 학질에 특효

藥性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그

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과거에 한의학에서 湯･丸･散劑 등의 제형은 처방에

시작했다.5) 1886년 2월 22일 <漢城周報 제4호>에 조선

따라서 맞춰져 있었다.

최초의 광고를 냈던, 독일 상사 世昌洋行6)에서는 금계랍을

일제강점기의 근대화를 거치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을 바

도매로 판매할 사람을 대상으로, ‘회사에 와서 사면 금계랍

탕으로 하는 편리함과 간편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을 도매금으로 싸게 주겠다’7)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강점

되었다. 각각의 제형의 특성을 파악해서 처방과 병증에 맞

기 전염병의 유행과 함께, 서양 일반의약품이 대중적으로

는 제형을 선택하기보다는, 복용의 편리하고 간편함을 먼저

판매되고 민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서양 의약품은

생각하는 제형 위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화

조선인들에게 직접 달여서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

과정에서의 매약은 에피스테메의 변화를 보여준다. 근대화

편하게 복용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 좋은 ‘신약’으로 인식되

는 서양의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의학과

기 시작했다. 서양 의약품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tablet으로

의약품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다.

타원형 혹은 원형의 알약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이미지

한의학과 전통적인 탕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약은 새로운

이다. 입안에 한입에 털어 넣은 알약이 정제된 일정한 약효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모습

를 보장할 것이며, 그로 인해 약을 먹는 순간 병이 나을 것

을 한약으로 만든 매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주었다. 서양 의약품의 효과와 복용
의 간편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2) 기존 丸劑 처방의 이용과 湯劑 처방의 丸劑化

한의학에 대한 일방적인 폄하와 같은 식민지 의학 정책의
영향력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서구적인 근대 의료 체계가

六味地黃丸은 일제강점기에 ‘육미환’, ‘육미정기수’ 등의

조선의 전통적인 한의학 체계를 대체하는 과정은, 일제가

다양한 매약으로 만들어져 활용된, 과거 대부분의 의서에서

5)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의사학. 2011;20(1):53-82.
6)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100년 . 서울:한국광고단체연합회. 1996.
https://www.adic.or.kr/lit/report/show.do?ukey=60774 (2020.5.20.)
7) <독립신문> 1897년1월12일자 광고.
8) 김진균, 정근식.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 서울:문화과학사. 1997(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9) 박성규, 김윤경, 오명숙. 處方劑型學 . 서울:영림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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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항상 등장하는 주요 처방이다. 신문 광고와 약보에서

기력을 증진하고 양기를 좋게 합니다. 임질 뒤에는 반

도 매우 높은 빈도수로 광고되고 있다. 조선매약주식회사의

드시 쓸 약이외다. 탕제보다 먹기에 편하고 효력이 멀

‘육미환’은 1921년부터 1929년까지 60여 회에 걸쳐 <동아

리 갑니다.

12)

일보>에서 광고되었으며, 평화당 약방에서도 ‘육미환’을 광
육미환. 림질･대하증에 効力一等當選淋藥13)

고하였다. 1922년 독일 여덕양행에서는 ‘606’ 등의 서양 의
약품과 함께 다양한 매약을 판매하였는데, 기존 의서에서의
처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광동육미환’이 유일했다.

육미환은 腎經이 虛하고 肺經에 火氣가 생기여 精神이
*明치 못하며 口味가 업스며 消化가 不良하고 夢事가
頻*하며 夢泄이 잇고 房後에 困勞함을 感하며 盜汗이
흐르는 等에 모두 조흐며, 濕痰, *喀痰에 神效할뿐아니
라, 衰弱한데 補하기를 잘하고, 陽氣를 조화지게 합니
다. 그럼으로 淋疾뒤 感氣뒤에도 씁니다.14)
육미지황환은 처음부터 환제 형태로 의서에 기록되어 있
었던 만큼, 먹기 간편하고 미리 만들어진 처방을 원했던 매

그림 1. 1922년2월11일 <동아일보>, 독일 여덕양행약재부

약 업자들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한약으로 된 매약 처
방이었을 것이다. 다수의 약방의 약보와 신문 광고에서 탕

六味地黃丸은 宋代 錢乙이 지은 小兒藥證直訣 에서 등

제를 환제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의서 처방

장한다. 육미지황환은 팔미지황원에서 육계와 부자를 제외

을 탕제와 환제의 제형을 넘나들면서 판매하는 광고에서,

한 숙지황･산수유･산약･복령･택사･목단피로 이루어진 처방

육미지황환과 육미지황탕은 거의 빠지지 않고 수록된 대표

을 육미지황원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東醫寶鑑

시작하였다.10)

적인 처방이었다. 육미와 같은 계열의 처방으로 팔미지황환

｢雜病篇卷之四･虛勞･腎虛藥｣에 등장하는 六

역시 육미와 함께 항상 수록되어 있었다.

味地黃元은 ‘허로로 腎氣가 쇠약하여 늘 초췌하고 도한, 발

주로 탕약으로 달여지던 기존의 한약 처방들이 환제로

열이 있으며, 오장이 모두 상하여 허약하고 허번이 있으며,

제형이 변화되어 광고되고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탕약

骨蒸으로 사지가 무기력하고 맥이 沈ㆍ虛한 경우를 치료한

으로 달인 약보다는 매약으로 만들어진 약에 대한 수익이

다.’11)라고 하였다. 조선매약주식회사에서 ‘滋腎潤肺補血益

더 높았기 때문에, 당시의 매약업자들로서는 한약으로 만든

氣之劑’로 광고되는 ‘육미환’의 다음과 같은 주치･효능을 보

매약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당연했다. 약방에서는 기존에

면, 의서에 적혀 있는 육미지황원의 효능에서 크게 벗어나

첩약으로 포장해서 탕약으로 달여 먹을 수 있게 판매하던

지 않으며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방들을 이용하여, 약재를 분말로 만들고 환으로 빚어 변
화된 제형으로 판매하였다. 동일 처방에 대해서 탕제와 환

육미환은 소아로부터 청년시대에까지 장복할수록 좋은

제의 두 가지 제형으로 광고했다.

약이외다. 기운이 허하여 식은땀을 흘리고 수족이 매

18세기 후반 한양에 거주하던 양반 유만주의 일기인 欽

양 차며, 양기가 좋지 못하야 조루몽설이 되거나, 상초

英 에서는 ‘탕제가 아닌 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

에 화기가 있어, 두통현훈이 나며, 폐가 조하고 객혈있

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약제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직종이

는데 다시 없이 좋은 약이외다. 무병한 이가 장복하면

생겨났다.’15)16)고 기술하고 있다.

10) 오로사, 이언정, 송봉근, 김영학, 금영학. ｢팔미지황환과 육미지황환의 효능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동의생리학회. 동의병리학회지. 1996;
10(2):12-17.
11) 治虛勞, 腎氣衰弱, 久新憔悴, 寢汗發熱, 五藏齊損, 瘦弱虛煩, 骨蒸痿弱, 脈沈而虛. 東醫寶鑑 ｢雜病篇卷之四･虛勞･腎虛藥｣
12) <동아일보> 1921.11.13.
13) <동아일보> 1933.4.25.
14) <동아일보> 1922.3.31.
15) 김호.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衛生과 의료 - 欽英 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1998;11:120-123.
16) 欽英 1785.10.28. “藥林朝至 添丸劑以山藥之雪 試更略擣稍乾始合丸 以咎短未了 特貽江山文章 大玄二笏 以稱丸勞仍賞丸劑之直 十一兩三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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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약이 탕약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환
제로 제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약방에서는 약재, 건재를 직
접 매입하고, 기계를 이용해 분말로 만들고, 이를 배합하여
丸, 丹, 散 형태의 매약으로 만드는 부서를 따로 두었다.
1941년 4월 25일자 천일약보 110호에 따르면, 천일약방에
서는 ‘製藥粉末部’의 부서를 만들어 ‘唐草材各種을 精選하야
電氣機械에 作末하야 又는 去皮, 去滓하야 正味一斤式作封
하야 판매하고, 製造賣藥部에서는 엄밀한 감독하에 고귀한
약재를 배합 제약하야 판매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약방에서는 한약 건재를 취급하
던 약종상의 역할에서부터 약재를 배합하고 제조하여 환･산
제로 만들거나, 새로운 매약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매약을 만들어
내는 것은 수익과도 직결되는 것이었는데, 회사와 각 매약의
처방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환제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그림 2. 태평양의약시보. 1942년 2월호

3) 새로운 제형의 등장

일반 첩약과 비교할 때 보통 1-2원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1920년의 1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약

조선 시대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던 제형은 탕제였을

7100원 정도의 가격이고, 1930년의 1원은 12000원 정도이

것으로 보이지만, 약재를 갈아서 만들어 낸 산제나 환제 역

다.17) 연도 및 약방과 제약회사에 따라 육미지황환과 육미지

시 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다. 반면에 엑기스나 정

황탕의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모든 환제는 탕제보

제, 팅크제 등의 제형은, 좀 더 발전된 기술력을 요구하는

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며, 탕제의 경우에 特製, 上製, 中上

새로운 제형이다. 엑기스(エキス)18)는 액체 형태의 농축액

등으로 표시하여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두기도 하였다.

이나 진액을 의미하는 단어로 extract(추출물)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농축물(濃縮物, Concentrate)은 화학물질에서 용

표 1. 六味地黃丸과 六味地黃湯의 가격 비교
발행년도 약보명
1921년 동아일보
김창상회
1925년 보약전문공사
1928 선제약보
1930 고려삼정사월보
1935 송도삼업사상보
1936 황금당약보
1940 길촌만세당약보
1941 천일약보
1942 태평양의약시보

가격 (1제 기준)
환) 4원 50전
탕) 2원 80전
환) 3원
탕) 2원 40전
특제 2원 50전
중상 2원 30전
특 3원 60전
환) 3원 50전
탕) 2원 70전
특제 3원
상제 2원50전
5원
3원
환) 6원
탕) 5원 50전

매 등을 제거하여 주요 고체 성분의 농도를 높인 물질이며,
주스 등의 용액이나 현탁액에서 액체를 제거한 것이다. 농
축물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게와 용량이 감소하여 수송에
유리하다. 정제(tablet, 錠劑)19)는 분말 상의 의약품을 작
은 원판 모양으로 압축하여 복용하기 쉽게 만든 것을 말한
다. 용량이 정확하고, 복용･휴대･보관이 편리하며 대량생산
에도 적합하다. 보통 의약품을 그대로, 혹은 부형제나 결합
제 등을 가하여 과립 상으로 성형하고, 이것을 압축기에 걸
어서 제정한다. 팅크제(tincture)20)는 生藥에 알코올을 가
하여 유효성분을 침출한 액체를 말한다. 생약의 거친 가루
에 침출제를 가하여 상온에 방치한 후 헝겊으로 걸러 못
쓰는 것은 제거하고 유효성분의 함량을 조절하여 만들며,

文 及自始春至今 湯劑之直 五兩九十三文 約自今用標取藥”
1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
https://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sp(2020.5.20.)
18) 위키백과. “농축물”.
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B6%95%EB%AC%BC(2020.5.20.)

- 103 -

일제강점기 매약을 통해 본 한약의 제형 변화와 새로운 한약 처방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2) 의서 기원 처방의 제형 변화: 정기수

생약의 휘발성 및 비휘발성 성분을 함유한다. 일제강점기
한약을 활용한 매약은, 탕･환･산제의 기존 제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형으로 만들어지면서 발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1) 單方의 엑기스, 정제화
하수오, 익모초, 음양곽과 같은 약재들은 동의보감에서도
單方으로 기록되어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단일 약재를
달여 먹는 방식으로 활용되던 단방들이 엑기스나 정제와
같은 제형 변화를 통해서 매약으로 출시되었다.
신정약방에서는 富木兄弟商會에서 제조한 하수오정을 판
매하였다. 하수오정은 “남녀가 젊어지는 補血長命의 靈藥”
으로 소개되었는데, “나쁜 성분은 제거하고 유효성분만을

그림 3. <동아일보> 1923.2.28. 六味精氣水

추출하여 화학적으로 만들어 낸 精製”임을 강조하는 광고를
기존 의서의 처방 탕약은 ‘정기수’ 형태로 제형 변화하여

하고 있다.
대성당 약방에서는 익모초 엑기스를 만들고 대리점으로
신정약방에서도 판매되었다. 1920년대 초에 익모초 엑기스
는 1931년대 이후에 익모초 엑기스정으로 제형이 변화 되
었다. 익모초 엑기스 정은 “익모초를 복용하면 포태를 한다
는 것은 한방의학에도 증명된 것이오나 재래 복용방법이
완전치 못하야 약효가 충분치 못하였음을 깨달은 우리 약
방은 현대 과학적 설비로 최신학리를 응용하야 전유효 주
성분을 완전히 뽑아 가장 이상적인 엑기스정으로 조제하야
익모초의 위대한 효능에 가장 완전한 제조 방법을 다하였
으므로 수일만 복용하오면 현저히 효과가 나는 현대에 다
시 없는 부인병에 가장 귀한 령약입니다.”라고 광고하였다.
대성당약방에서는 음양곽으로도 엑기스 정을 만들었는데,
1932년 3월 9일자에 처음으로 광고하기 시작하여 1933년
까지 補腎强壯, 補精强壯劑로 36건 광고하였다. 음양곽 엑
기스 정 역시, “신비한 한방의술과 현대의학과의 완전한 융
합에 의하여 창제된 획기적 흥양강장제”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형이 변화된 단방의 광고에서는, 기존 탕전 방식
으로는 약효가 충분한 약을 만들 수 없으며, 현대 과학적인
방식으로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만들어 낸 엑기스와 정제가
더 효과 있는 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판매하는 형태가 등장하였다. 1923년 1월 23일부터 1923
년 6월 6일까지 藥種貿易商 蒼生堂乾材局에서는 六味精氣
水라는 약을 총 24번에 걸쳐 광고하였다. 창생당건재국에서
는 十全大補湯 六味湯 八味湯 倍四物湯 倍雙和湯 水土湯과
같은 기존의 처방을 첩약 1제로도 팔고, 이를 ‘정기수’ 형태
로 바꾸어 75전을 추가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十
全大補精 六味精 八味精 倍四物精 倍雙和精 水土精이라 하
여, 복용 상 편리하고 효력이 신속함을 강조하였다. 十全大
補精 3원55전 六味精 3원55전 八味精 3원75전 倍四物精 1
원95전 倍雙和精 3원15전 水土精 3원35전으로 가격이 책
정되었다. 광고에 그려진 병에 든 액체 형태의 모습과 ‘정
기수’라는 매약의 명칭이 비록 한자는 다를지언정 정기제
(丁幾劑) 제형과 비슷하게 읽힌다는 점에서, 정기제 혹은
팅크제 제형의 매약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기
제는 팅크제로 생약에 알코올 등으로 유효성분을 침출한
액체를 말한다. 광고에서도 지금까지의 한방약은 복용 상
불편하므로, 오랜 기간 연구하여 서양의 물약(西洋水藥)과
같은 형태의 정기수로 제조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기수 형태는 복용 상 편리하고, 효력이 기존의 탕제보다
신속하며, 첩약 1제가 정기수 450 g 2병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21)

19)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정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769&cid=40942&categoryId=32820(2020.5.20.)
20)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팅크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0983&cid=40942&categoryId=32820(2020.5.20.)
21) <동아일보> 1923.2.28. 정기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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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형 변화의 한의학적 의미

만들어진다. 체적이 작고 복용과 휴대 및 저장이 비교적 편
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전통적인 한약의 제형은 그 한약이 적용되는 질병의 양
상과 경중에 따라 맞춰져 있었다.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동의보감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하

느끼는 복용의 간편함과 편리성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

부의 병을 없애려면 환을 매우 크고 빛나며 둥글게 만들어

었다.

야 하고, 중초를 치료하려면 그보다 작아야 하며, 상초를

東醫寶鑑 에서는 “약성에 환제로 쓸 것이 있고, 산제로

치료하려면 매우 작게 만들어야 한다. 걸죽한 밀가루 풀을

쓸 것이 있다. 물로 달여야 하는 것이 있고, 술에 담가 써

쓰는 것은 천천히 풀어지게 하여 하초로 곧바로 도달하게

야 하는 것이 있으며, 고약으로 써야 하는 것이 있다. 또한,

하려는 것이다. 술이나 식초를 쓰는 것은 모이고 흩어지는

하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탕이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남성과 반하로 습을 없애려 할 때는

술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모두 그 약성에 따라 어

생강즙으로 그 독을 조절한다. 묽은 밀가루 풀로 환을 만드

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22)고

는 것은 쉽게 풀어지기 때문이다. 물에 하룻밤 담갔던 증병

하였다.

湯液本草 에 따르면 “湯者 蕩也 去大病用之, 散者 散也

으로 만드는 것도 쉽게 풀어지기 때문이다. 물을 조금씩 떨

去急病用之, 丸者 緩也 不能速去之.”라고 하여 탕약은 쓸어

어뜨려 환을 만들어도 쉽게 풀어진다. 졸인 꿀로 환을 만들

내린다는 의미(蕩)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면 천천히 풀어져 약 기운이 경락을 운행한다. 밀랍으로 환

보기 위한 큰 병에 많이 쓰인다. 또한, 탕약의 경우 약재의

을 만들면 풀어지기가 어려워서 서서히 효과가 난다.”23)
제형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한의학적인 관점

가감이 쉬워 환자의 病證에 맞추어 적용하기가 수월하다.
산제는 약재를 분말로 분쇄한 후 골고루 혼합하여 건조

을 바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약효

시킨 분말을 말한다. 복용이 간편하고 약성이 강해서 급한

에 맞는 적합한 제형을 의서에 명시된 한의학적 이론을 바

병에 쓰며, 소량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거 의서에서

탕으로 하여 의사가 결정하여 제공하였다면, 근대 이후에는

나오는 산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가 아니다. 현재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 먼저 고려되는 상황이

의 산제는 제분기술의 발달과 함께 약재가 미세입자로 갈

다. 환자가 느끼는 복용의 간편함과 편리함이 제형 선택에

려진 분말 파우더의 상태이다. 과거의 제분기술로는 현재의

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근대화에 따라 상

입자 크기로 만들어 낼 수 없었으며, 거칠게 갈아서 만든

업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의료 서비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약이었을 것이다. 현재의 미세한 입자 크기의 산제의 경우

보인다. 근대화된 의학은 의료인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따뜻한 물속에 넣어서 마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고, 복용이 간편하고 먹기

다. 반면에 과거의 산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끓는 물에

좋아야 하는 환자의 입장을 우선시하였다.

우려먹는 것을 말한다. 산제는 단기간에 대량으로 복용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제형 변화가 의학적인 약효를 완

고, 날카롭게 작용하는 약이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매우 많

전히 고려하지 않고 복용의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 먹을 수도 있으며, 鬱證 해소에 많이 사용된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약품은 유효성분 함량, 체내

약물을 분쇄하고 세말하여 꿀이나 물 혹은 다양한 부형

흡수 속도, 약효 발현･지속 시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질

제로 이용하여 만든 원형의 고체 제형이 丸製이다. 환제의

환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제형의 선택이 달라진다. 가장 적

경우 흡수가 완만하여 작용이 오래 지속 되며 그 효과 역

합한 제형을 선택하고자 하며, 약효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 완만하여 만성 허약성 질병에 많이 적용된다. 허로를 치

새로운 제형 기술을 개발･연구하고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

료하는 보약 계열의 약들이 환제로 많이 만들어진 것이 그

의 매약에서 나타나는 기존 탕제 제형의 단순 환제 형태나

예이다. 실제로

동의보감 ｢허로문･오장허｣에서는 폐허에

혹은 간단한 알코올 추출로 만들어지는 엑기스 형태로의

쓰이는 인삼황기산을 제외하고, 모든 약이 환･단의 형태로

변형은, 앞서 의서에서 언급되는 한의학적 제형이 갖는 의

22) 藥性, 有宜丸者, 宜散者, 宜水煮者, 宜酒漬者, 宜膏煎者. 亦有一物兼宜者, 亦有不可入湯酒者, 幷隨藥性, 不得違越. ≪序例≫ 東醫寶鑑 ｢湯液篇卷
之一･湯液序例･湯散丸法｣
23) 去下部之疾, 其丸極大而光且圓, 治中焦者次之, 治上焦者極小. 用稠麪糊者, 取其遲化, 直至下焦也. 或酒, 或醋, 取其收其散之意也. 犯南星, 半夏,
欲去濕者, 以生薑汁, 以制其毒也. 稀麪糊爲丸, 取其易化也. 水浸宿蒸餠者, 取易化也. 滴水丸者, 又易化也. 煉蜜丸者, 取其遲化而氣循經絡也. 蠟丸
者, 取其難化而旋旋取效也. ≪東垣≫ 東醫寶鑑 ｢湯液篇卷之一･湯液序例･湯散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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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매약을 통해 본 한약의 제형 변화와 새로운 한약 처방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미에 대한 추구보다는,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적응

中医方剂大辞典 에서 사육탕25)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해 나가는 변화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판단된다. 실제 일

도 임상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사육탕과는 다른 처방이

제강점기의 제형 변화로 인해 약효의 감소나 부작용이 발

수록되어 있으며, ‘사물탕합육미’ 형태의 처방을 찾을 수가

생한 사례를 찾을 수는 없으나, 당시의 제형 변화는 약 복

없다. 과거 의서에서도 사물탕과 육미를 합방하는 형태의

용의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성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제

처방을 찾기는 어려우며, 근대에 이르러 만들어진 처방이며

형이 갖는 의학적인 효과나 의미에 대한 판단하에 진행되

매약 광고를 통해서 임상가에 더욱더 널리 퍼졌을 가능성

었던 것은 아니며, 한약 제형 변화의 초기 단계로 생각된다.

이 있다.
과거 의서에서 사물탕, 육미지황탕 등의 처방은 모두 치

3. 새로운 한약 처방의 경향성

료약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육탕은,
일제강점기 일반 대중들에게 건강보조기능식품으로서의 매
약의 역할과 새롭게 정의되는 보약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

1) 처방의 합방

음을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동아일
‘한약으로 만든 매약’은 기존 한의학에서 사용되었던 한

보>에서 건강에 관련되어 질문을 받고, 의사가 답해 주는

약 처방에 다른 처방을 합방하거나 새로운 약재를 가미하

형식의 ｢衛生顧問｣ 코너26)에서 ‘나는 몸이 약하답니다. ‘부

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초기 상한론 고방에서 보

루도ㅣ제’와 ‘사육탕’ 어떤 것이 좋을요?’라는 질문에

이듯이 몇 가지 약재로 구성된 날카로운 처방에서, 후대로

대해, 유홍종이라는 의사가 답하기를 ‘몸이 약하거든 먼저

갈수록 좀 더 다수의 약재로 구성된 대방 혹은 여러 처방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서 그 약해진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의 합방으로 변화하게 되는 경향성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

받아야 속치됩니다. 부루도ㅣ제나 사육탕의 우열은 사용해

다. 구성 약재 수가 많아질수록 처방의 타겟 증상과 질환이

보시기 전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부루도ㅣ제

더 넓어지고, 좀 더 부드러운 처방이 될 수 있다. 의사의

(부루도제)는 당시 살찌게 하는 약, 강장약, 보신보양 등27)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되는 일반의약품의 특징을 생

으로 흔히 사용하는 약이었으며, 이 같은 자양강장제와 같

각해 볼 때, 약효가 부드럽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야 했다.

은 범주의 약으로 ‘사육탕’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

처방을 합치거나 혹은 약재를 추가로 가미해서 만들어내는

었음을 알 수 있다. 몸이 약한 경우에 일반인이 자가 진단

한약 처방은 매약으로 만들어지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을 통해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자양강장제, 건강기능식

한약으로 만든 매약의 다양한 한약 처방들이, 기존 한약

품 정도의 약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나 한의학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신약이 아님을 보
여주며, 이들은 기존 한의학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발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처방들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매약으로 만들어지면서, 매약 처방이 나중에 후대의 한의사
들에게 유명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 四六湯
사육탕은 調血･化血･活血･補血하는 사물탕과 滋腎 補腎
하는 육미지황탕을 합방한 처방으로 補血, 調益榮衛, 補腎
水, 滋陰의 효과를 지닌다.24)

24) 박보경, 장규태, 김장현. ｢사육탕가미방이 흰쥐의 학습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4;18(1):215.
25) 彭怀仁. 中医方剂大辞典 . 北京:人民卫生出版社. 2005:388.
石室祕錄 ｢卷四｣ 四六湯. 蒼耳子4兩 蒼朮4兩 薏仁4兩 茯苓4兩 熟地4兩 元參4兩. 補腎健脾, 散風去濕.
26) <동아일보> 1929.11.1. ｢衛生顧問｣
27) <동아일보> 1927.6.29. ｢가뎡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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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약보에 수록된 四六湯

표 3. 약보에 등장하는 水土湯

발행년도
약보명

사육탕 주치효능

발행년도
약보명

1928
선제약보

氣血이 俱虛하야 元氣가 虛弱하고 身體가
羸瘦하며 四肢가 倦怠하고 精神이 不爽하
며, 陽氣가 좋지 못하고 或 房後에 甚히
困疲하며, 其他 모든 隱隱한 痛症이 大疾
을 成하랴함에 大効

1930
陰虛火動 百體痿弱 房勞過度 小便不利
고려삼정사월보
腎氣强壯之劑, 男子用
이 약은 六味湯과 四物湯을 合한 것인데
1934
氣血俱虛體虛羸瘦, 元氣衰弱, 四肢倦怠, 陽
보제의약시보
氣無力 等症 或 房事後에 甚히 困疲한데와
모든 大病이 날듯한데 신효함
腎氣强壯之劑, 男子用
이 약은 六味湯과 四物湯을 合한 것인데
氣血俱虛 身體羸瘦 元氣衰弱 四肢倦怠 陽
氣無力 或 犯房事後에 甚히 疲困한데와 모
1936
든 大病이 날것가티은은히 압흔데 神效함
황금당약보 니다
每日 2回式1回1貼을 空心服하시고 房事가
자조되시는 분에게 더할수업시 조흔 藥입
니다
氣血이 俱虛하야 元氣가 虛弱하고 身體가
羸瘦하며 四肢가 倦怠하고 精神이 不爽하
1940
며, 陽氣가 조치 못하고 或犯房後에 甚히
길촌만세당약보
疲困하며, 其他 모든 隱隱한 痛症이 大病
을 成하랴함에 大効함
本劑는 四物에 六味를 加한 것인데 氣血俱
1942
虛, 身體消瘦 四肢倦怠 陽氣無力 或은 房
태평양의약시보 後疲勞症과 大病이 되려 날것가티 은은히
압흔데 神效함니다

醫鑑重磨

28),

醫宗損益

29),

宜彙

30)에서

의휘 가 1871년,

의감중마 가 1922년으로,

근대화 시기 이후의 의서이다. 본 처방은, 육미환 반제에
비아환 1제를 합한 처방이다. 이것은 사물탕에 육미를 합한
사육탕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처방이다. 醫宗損益 에
서는 小兒諸熱에서 ‘허열로 수척해질 때 지나치게 찬 약을
써서는 안 되고, 따뜻한 약으로 보해서도 안 되니, 수토단
(즉 육미원 반제에 비아환 1제를 합한 것)을 쓴다.’31)고 하
였다.
28)
29)
30)
31)

每日 2回式1回1貼을 服用하시요
수토환
1942
少年强壯劑, 人蔘入 小兒用
태평양의약시보 本劑는 肥兒丸에 六味를 加한 것으로 八九
才少年의 補材藥으로 第一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매약 광고를 통해 보는 육미지황환은 본래
처방 그 자체로 유명한 처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매약
으로도 흔하게 사용되었던 만큼, 다양하게 응용되어 다른
처방과의 합방을 통해 새로운 처방으로 구성되어 매약으로
만들어진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처방으로 四六湯
앞서 기존 의서의 다양한 한약 처방을 모두 ‘정기수’ 형

찾아 볼 수 있다. 각 의서들의 간행시기를 보면 의종손익
이 1868년,

수토탕) 이 藥은 八九歲의 小兒로서 氣質
이 虛하고 身體가 弱한데 絶妙한 功效가
잇는 것입니다. 故로 此藥一二劑만 먹여두
1928
면 發育이 充分하고 身體가 健全하여지며
선제약보
元氣가 튼튼하야집니다
수토환) 八九歲小兒로 氣質이 虛하고 身體
가 弱한데 쓰면 發育이 充分하는 藥
1930
수토탕) 小兒諸疳 惡寒發熱 四肢羸瘦 大小
고려삼정사월보 便黃
수토환) 營養充實之劑, 八九歲用
1934
八九歲小兒로 氣質이 虛하고 身體가 弱한
보제의약시보 데 쓰면 發育이 充實합니다. 이 약은 六味
湯에 肥兒湯을 合한 것입니다.
營養充實之劑, 八九歲用
八九歲小兒로 氣質이 虛하고 身體가 弱한
1936
데 쓰면 發育이 充實합니다. 이 藥은 六味
황금당약보 湯에다가 肥兒湯을 合한 것입니다.

과 水土丹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水土丹
수토단은

수토탕 주치효능

태로 판매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광고를 보면 그 여러
처방 중에서 ‘육미정기수’를 대표적인 명칭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육미지황탕이 그 당
시에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성 일반의약품의 범주에서 매약의 기본은 보관
이 어렵고, 환자가 직접 달여서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
수해야 하는 탕약의 제형에서 탈피하는 것이었다. 육미지황
환은 기존 한의학 의서에서도 탕제가 아닌 환제의 제형으
로 만들어지는 처방이라는 점에서, 매약으로 만들기에 적합
했다. 기존 의서의 제형이 환･단･산제인 경우에 매약업자들

醫鑑重磨 ｢卷六･局方類選 篇下･小兒 養老･中統十五方･肥兒丸｣
醫宗損益 ｢卷之十二. 亥集･小兒･諸熱｣
宜彙 ｢卷之二･小兒急驚･小兒諸病總論･瘦瘠｣
虛熱瘦瘁, 不可過涼, 亦不可溫補, 宜水土丹 (卽六味元半劑合肥兒丸一劑者也). ≪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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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약으로 만들기에 접근성이 매우 높은 처방들이었다.

사육탕이 다수 광고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매약 광고가

처방 역시 다양한 허로 증상에 사용 가능한 보익제였다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사육탕이라는 처방을 널리 알렸으며 그

점에서 당시에 선호되는 매약 처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 현재 임상가에서까지 사육탕의 활용도를 높였을 가능

한편, 별주부전(토끼전)은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조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사육탕과 같은 매약으로

선 후기 판소리 계열의 소설로 우화소설이다. 아픈 용왕이

만들어진 처방의 유래와 임상에서의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토끼의 생간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의사의 대사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2) 새로운 처방의 등장, 가전비방 : 영신환
생의 말을 들으실진대 方文이나 하여 올리리이다. 상
한 병에는 柴胡湯이요, 陰虛火動에는 補陰益氣煎이요,

靈神丸은 지금까지도 많은 한의원에서 소화제로 사용되

열병에는 升麻葛根湯이요, 원기부족증에는 六味之湯이

고 있는 약으로, 1913년 조선매약주식회사에서 출시하였다.

요, 체증에는 養胃湯이요 ... 천병만약에 對症投劑함이

현재 임상가에서 사용되는 영신환의 처방은 여러 가지가

다 당치 아니하옵고, 神效할 것 한가지가 있사오니 토

있으나, 그 중에서 김상욱 선생이 전해주었다고 기록하고

끼의 생간이라.

있는 최삼섭 임상강의록33)에 등장하는 영신환이 대표적으
로 알려져 있다. 酸査肉･麥芽･甘草･陳皮･白豆久･香附子･丁

대중적인 판소리 계열의 소설책에서 원기부족에 ‘육미지

香･乾薑･肉桂･草果･白檀香･貢砂仁･白朮･神曲･蓽撥･枳實･茯

탕’을 쓴다고 표현한다는 점은, 그만큼 ‘육미지탕’이 일반인

苓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 중에도 복용이 가능하다고 알

들에게 익숙하게 많이 알려진 처방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려져 있을 정도로 완만한 약성의 소화제로서, 장거리 여행

또한, 육미의 가미방으로 보이는 가미지황탕은 고종이 장

중의 不伏水土症이나 음주 후 숙취 해독에도 사용한다. 이

복한 보약으로 유명하다. 승정원 일기에서 가미지황탕을 검

약은 신경성 한성 장과민성으로 배꼽 주위나 아랫배가 아

색한 결과, 순조대에 16번, 철종대에 26번, 고종대에 35번

프고 당기고 장이 꼬이는 느낌이 나거나 급체 산통에 사용

검색되었다. 육미지황원으로 검색한 결과는 총 13번32) 등

한다고 하였다. 영신환은 行氣 시키면서 소화 기능을 활발

장하고, 육미환으로 검색하면 영조대 2건 등장한다. 육미를

히 해주는 약으로, 원방은 탄자대이나 산제나 오자대로 만

가미한 다양한 처방을 실제로 사용한 예를 찾는다면 좀 더

들어 30-50환 정도 식전, 식후에 온수로 복용한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장수와 양생에

한의학대사전에 등장하는 영신환34)은 산사 550 g, 창출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커갔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

225 g, 감초 170 g, 향부자･목향･곽향･진피･계피･약용 효

기에 따라 건강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육미지황환

모 각 100 g, 대황 50 g, 멘톨 4.7 g, 장뇌 1 g, 사탕･알콜

과 같은 보약에 대한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적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전의 영신환은 健胃消化劑로

보인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매약이 보약과 자양강장제 위주

식욕이 부진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헛배가 부르고 아픈

로 시장이 커나가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유명한 처

데 쓴다.

방이었던 육미지황환이 매약으로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유
명한 처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서에서 영신환을 찾아보고자 하였
으나, 그 출처를 찾기가 어려웠다. 醫鑑重磨35)에서 같은 처

반면에, 사육탕은 현재 임상가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방명의 영신환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적석지, 백반 등의 약

있지만, 이전의 의서에서는 찾기 힘든 처방이라는 점에 대

재 구성을 생각해 볼 때 같은 처방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매약 광고에서는

방의 약재 구성을 생각해 볼 때 ‘香砂平胃散’을 기본으로

32) 인조, 현종, 영조대에서 각각 2건, 숙종대 7건 등장한다.
33) 대전대학교 한의과 교수로 재직한 최삼섭 교수의 임상 특강의 강의록을 바탕으로 한다.
34)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2001. 네이버 지식백과. “영신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40818&cid=58505&categoryId=58527(2020.5.20.)
35) 醫鑑重磨 ｢百病總括 篇･內傷･食積胸悶噯氣酸, 甚則頭痛下泄穢｣
靈神丸. 赤石脂水飛 精選砂石乾微炒五兩, 枯白礬三兩. 右爲末, 鷄子黃白汁少, 加煉蜜作丸菉豆大, 每二十三十丸, 溫水下日三回. 右證同治, 加松花
一兩尤效. 又治酸過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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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맞지만, 광고에서처럼 古來에서 내려오는 本方이 있다

하여 소도지제 및 방향성 약재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에서 향사평위산은 食鬱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매약 광고를 통해서 한약에 대한

蒼朮ㆍ厚朴ㆍ陳皮ㆍ便香附 各一錢, 山楂肉ㆍ縮砂ㆍ枳殼ㆍ麥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보

芽ㆍ神麴ㆍ乾薑ㆍ木香 各五分, 甘草(灸) 三分. 右剉, 作一貼,

여준다. 마치 오래된 의서의 처방처럼 광고하면서 그 권위

入薑三, 蘿葍子(炒硏) 一撮, 煎服.36)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 신뢰를 얻었다.

영신환은 기존 의서 어디에서도 출처를 찾기 힘든 처방

이렇게 기존 의서에서의 출처는 불분명하고, 가전비방이

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매약으로 만들어지면서 매우

라는 이름으로 각 의원에서 비방처럼 전해 내려오던 처방

유명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신환은 임상가에서도 널

들이 매약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들은 특

리 알려진 처방으로 소화약으로서는 매우 다빈도로 처방되

허 약품이라는 매약의 특성을 보여준다. 매약 제조업자들은

고 있다.

앞서 사육탕이나 수토단과 같이 기존 처방을 응용하여 몇
가지 약재를 가미하거나 처방을 합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한편, 영신환 광고에서는 ‘보약’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처방을 만들어냈다. 처방을 합방하는 방식은 각 처방의 주

없는데, 백보환과 같이 비위를 다스리는 매약 대다수가 보

치 효능을 모두 나열하여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치료할 수

약으로 광고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소화를 돕는 영신환

있으면서도 완만한 약성을 보이며 부작용이 적어지는 특징

역시 보약이라는 표현을 충분히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지

을 통해 매약으로 만들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것은 한의학적인 이

비방으로 전해오는 유명하다는 처방을 찾아 나섰는데, 비방

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 처방으로 보

으로 전해오는 약들은 이미 각 지역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약을 다수 사용하는 內傷의 경우 食傷과 勞倦傷으로 나눌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선호되었다. 또한, 의서에 전해지듯이

수 있다. 食傷은 위가 허해 ‘不足’한 상황에서 補益해 주기

처방 구성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적

도 하고, 음식이 정체된 ‘有餘’한 상황에서는 消導를 통해

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매약 제조를 원하는 매약 업

정체된 것을 내려주어야 한다. 영신환은 소도지제에 속하는

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약으로서, 보약이라는 단어를 만병통치처럼 가져다 사용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3) 삼용이 들어간 매약과 양약을 섞은 매약
일반의약품인 매약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효능과 효
과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처방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큰 광고 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일반
인들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매약 광고를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었고, 약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
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광고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기
억에 각인 될 수 있었다.
‘인삼’과 ‘녹용’으로 대표되는 보하는 한약재는, 일반인들
에게 매약을 효과를 이미지로 심어주는데 좋은 방법이었다.

그림 4. <동아일보> 1920.8.4. 萬壽堂藥舖 靈神丸

일제강점기 다수의 매약에서 ‘삼용’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1933년8월18일자 동화제약 광고에서는 활명수와 영신환
을 광고하고 있는데, 本方靈神丸은 ‘古來本方 그대로 지은’
이라고 하여 광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신환
은 과거 의서에서 그 처방의 기원을 찾을 수 없는 처방으
로 오래된 처방은 아니다. 영신환이 가전비방으로 내려오던

것은 이 같은 광고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의서
에서 처방명 자체에서 蔘과 茸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인삼과 녹용이 동시에 들
어가 있는 처방들이 나름대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귀룡군자탕’과 같은 처방은 인삼과 녹용이 모두 들어간 보

36) 東醫寶鑑 ｢雜病篇卷之六･積聚･六鬱爲積聚癥瘕痃癖之本｣ 香砂平胃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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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승정원일기에서도 다수의 활용 예를 찾아볼 수 있

는 현재의 보약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다. 인삼과 녹용은 실제 왕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 가격

보인다.

도 비싸고 구하기 힘든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귀하고 효과

1930년 중반 이후의 ‘삼용’ 제품들은 補氣, 補陽의 효과

좋은 약재로 인식되었다. 왕실을 동경하는 일반인들의 태도

로 널리 알려진 인삼과 녹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동시

와 인삼과 녹용이라는 귀한 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

에, 비타민이나 알코올, 호르몬제제와 같은 다양한 성분 및

로 일제강점기의 ‘삼용’ 매약이 만들어지고, 광고되었음을

양약을 섞어 만들었다. 1929년 5월 김일영이 창립한 자선

확인할 수 있다. 1920~1940년대까지 <동아일보> 매약 광

당제약에서는 ‘삼용토닉’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고에서 인삼과 녹용을 주요 약재로 하여 매약의 이름에 ‘삼

<동아일보> 광고를 찾아보면, 자선당제약에서는 1929년

용’이 들어가는 매약은 다음과 같다.

임병약, 1930년에서 1933년까지 거담지해산을 광고하다가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삼용토닉을 중점적으로 광고하였

표 4. ‘蔘茸’ 이 들어간 매약

음을 알 수 있다. 삼용토닉은 인삼과 녹용을 알콜로 용해해

1920년대
蔘茸不老丹(廣濟堂大藥房), 蔘茸雙補丸(金昌商會), 蔘茸强壯丸
(天一藥房), 蔘茸補益水(模範賣藥)
1930년대 중후반
蔘茸トニク(토닉, 慈善堂製藥株式會社), 蔘茸 ホルモン(호
루몬, 皇漢製藥會社), 蔘茸必敦益(和平堂藥房), 蔘茸益壽丸
(大一藥房), 蔘茸에리도-제(三省聯合新藥硏究所), 蔘茸精
(朝鮮商會), 蔘茸ビタルミン液(비타루민액, 朝鮮賣藥株式會
社), 蔘茸強壯水(天一製藥株式會社)

서 정제한 강장제로, 일본인 매약 도매업자인 목촌약방과
일수 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에 목촌약방이 동경에 출장
소를 내고, 삼용토닉을 일본에 진출시켰는데 매우 성공하였
다. 드링크제로 500 cc용량으로 포장되어 가정상비용으로
사용되었다.38) 삼용토닉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 강점기에
주류 판매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알코올 5%가 포함된 삼
용토닉을 술 대신 복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39) 그
러나 삼용토닉의 인기를 단순히 알코올로만 볼 수는 없으

1920년대에는 보혜약방의 삼용보익환, 천일약방의 삼용

며, 인삼과 녹용으로 대표되는 기존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강장환, 모범매약의 삼용보익수의 3종류의 약품이 광고되었

바탕으로 새로운 ‘자양강장제’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에 대

다. 19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삼용’ 제품은 비슷한 상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품들이 서로 경쟁하며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1940년대로 가

자선당제약회사의 삼용토닉 출시 이후에, ‘삼용’이라는

면 모범매약의 삼용보익수만 꾸준히 광고하는 것을 알 수

단어가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삼용’으로 만들어진 유

있다.

한양행의 ‘톤토닉’ 등이 같은 계열의 상품으로서 출시되었

1920년대 초 삼용보익수 광고에서는, ‘虛弱으로 口味를

다. 대체로 1930년대부터 ‘토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失하고 氣力이 疲困’한 증상을 치료함을 메인카피로 내세웠

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tonic water는 퀴닌이 들어간 쓴

다. 삼용보익수를 복용하면, ‘胃經을 補하여 口味를 實하게

맛이 나는 탄산수로,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하고, 元氣를 도와 疲困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삼용보익

서 매약 업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40) 금계랍

수는 1개월분에 4원, 2개월분에 7원50전에

판매되었다.37)

1921년 모범매약의 ‘삼용보익수’ 광고에서는, 사슴 뿔에

역시 퀴닌으로 만들어진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금계랍이 만
병통치제로 알려지게 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인삼의 몸통을 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다른 매약 광고에서

1920년대 초반의 ‘삼용’ 매약은 기존의 한약 처방을 기본

도 인삼과 사슴 디자인이 다수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범매약의 삼용보

일반 대중이 그리고 있는 보약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한편

익수만 하더라도 청나라 의가 吴世昌의 저서 奇方类编

으로, 이러한 매약 광고를 통해서 인삼과 녹용으로 대표되

에 수록된 延壽固精丸이라는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37) <동아일보> 1921.2.27. 蔘茸補益水
38) <매일경제> 1983.8.29. ｢재계산맥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661>. 산업자본(45)｣.
39) <보건뉴스> 2005.5.19. ｢박애당약국, 일인과 대등한 경쟁 벌여｣.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3475(2020.5.20.)
40) <보건뉴스> 2001.11.13. ｢이종근, 금계랍으로 ‘천국과 지옥’ 경험｣.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3463(2020.5.20.)
41) 医学百科. “延壽固精丸”
http://big5.wiki8.com/yanshougujingwan_89371/(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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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고정환은 광고에 수록된 처방 구성 그대로 菟丝子･肉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매약의 활성화는, 기존의 한

苁蓉･熟地･蛇床子･川牛膝･柏子仁･桂心･北五味子･远志･青盐

의학적 사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의 사고를 변화시켰

으로 만들어진다.

다. 전통적인 한의학에는 없던 ‘자양강장’이라는 새로운 개

이후에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삼용’매약은 대부분

념은, 허약체질, 육체 피로에 사용되는 영양제, 피로회복제

일본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품으로, 실제로 매약의 이

등으로 받아들여졌고, 신경쇠약과 정력이라는 일제강점기

름의 첫 부분 ‘삼용’을 제외하고는 일본어와 영어로 만들어

당시 유행하는 담론이 덧붙여지면서 한의학 이용의 변화를

졌다. 인삼과 녹용이라는 한약재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

가져오게 되었다.

만, 호르몬, 비타민, 토닉 워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한약은 매약이라는 기성 일반의약품의 열풍과 함께, 치료

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양강장변질제’의 초기 형태라고

의학의 자리에서 밀려나 ‘보약’과 ‘자양강장’이라는 시장을

할 수 있다. 각종 호르몬이나 비타민 제제를 섞어 만들어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의 자가 진

낸 자양강장제 형태의 매약이었다.

단을 통해 복용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효 못지않게

한약과 양약을 섞은 형태의 매약들은, 개화기의 새로운

중요한 것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부작용이 크지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으

않은 완만한 약성의 약이 더 적합하고, 한약 중에서 보약

로 보인다. 양약을 섞은 매약으로 활명수를 대표적으로 생

계열의 약이 이 같은 특성에 부합한다. 일제강점기 매약 중

각해 볼 수 있다. 삼용이라는 한약재의 권위를 빌려서 양약

에서 기존 의서에서 등장하는 처방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을 섞어 만든 자양강장제와 같이, 민영익이라는 궁중 의사

한약으로 만든 매약을 확인한 결과 ‘보약’이 차지하는 비중

가 만들어낸 비법 한약 처방이라는 한의학의 권위를 빌려

이 컸다. 양약을 섞어서 만드는 자양강장제 약의 비중 역시

오면서도 양약을 적절하게 섞어서 만들어낸 소화제였다.

점차 높아졌다. 자양강장제류는 보약 한약과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져 갔는데, ‘삼용’으로 만든 한약들이 자양강장제로
인식되어 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약으로 만든 매약은 기존의 한의학과 한약이 시대적･

Ⅲ. 결론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과도기의 모습으로, 새로운
한약의 모습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의학의 전

매약은 근대화가 가져온 규격화, 상품화된 의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및 복용의 편리함과 휴대의 간편함을 추구
하는 실용주의적인 사고와 맞물리면서 일제강점기 매약 광

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치하의
의도된 매약 광고를 접하게 된 일반인들에게는 한의학의
전체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매약은 보약 계열이 주

고의 급증과 함께 사회적인 열풍을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매약의 시작이 서양 의약품의 단순한 유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한의학의 한 부분
이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同病異治 개념을 바탕으로 한의사
의 진단을 통해 질병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처방이
내려지던 과거 한의학은, 매약이라는 상품화된 약품이 등장
하면서 증상과 약의 일대일 대응이 당연한 것이 되는 변화

를 이루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
의학으로서 한약의 위치를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주류 의
학으로서 모든 질환의 치료를 담당했던 한의학은, 단순한
보하는 약으로 기억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한의학의 치료 범위를 ‘보약’으로 한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매약과 매약 광고로 유명해진 사육탕, 영신환 등의

를 겪게 되었다. 같은 증상에도 서로 다른 治法과 처방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사가 환자 개개인의 체질, 특
성, 질병의 원인과 상태의 경중 등을 비롯한 다방면의 진단
을 통해 가장 적합한 처방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적 사고의 유입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同病異治의 개념
을 오히려 생소하게 만들고, 증상과 그에 해당하는 약을 도
식적으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매약을 활성화

한약 처방들에 대한 유래와 현재 임상에서의 활용도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 대중적인 판
소리 소설에까지 등장하고, 약재의 가미를 통해서 변형된
가감육미지황환 처방들이 왕실에서 다수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육미지황환은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대중적으로도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던 처방으로 보인다.
근대화 이후 매약 열풍과 함께 복용이 간편한 환제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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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매약으로도 활발하게 만들어
졌던 육미지황환은 사물탕, 비아환과 같은 처방과의 합방을
통해서 새로운 처방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영신환 역시
기존 의서에서 처방을 찾을 수 없으며, 일제강점기 새롭게
매약으로 만들어진 처방으로, 일종의 가전비방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매약의 열풍을 통해서 새로운 처방
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후대 임상 한의사의 처방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큰 열풍을 일으
킨 매약이라는 사회적 담론 이후의 한의학이 어떠한 변화
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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