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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look at the basic bibliographic details, such as the publication period, of the 20th century Joseon dynasty royal
prescription book, Eoyong Tangjechaeg (御用湯劑冊). Through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royal family members who were given
the prescriptions from the royal prescription book, as well as the doctors who gave the prescription, we aim to study its purpose as
well as its value in terms of medical history. By studying this piece of medical literature, we will be able to shed light on the Joseon
dynasty’s royal Korean medicine practices as it passed through the turbulence of history during times such as the Korean Empire
(1897-1910) and the Japanese colonial era (1910-1945). We illustrate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royal Korean medicine at the
time, and also consider the trends of royal prescriptions as well as their significance from a Korean medicinal sta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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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어용탕제책(御用湯劑冊)이라는 처방집에 대한 연구이다.

어용탕제책은 편저자, 간행 시기 및 편찬 목적이나 책
의 활용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어용탕제책의 
“御用”은 ‘임금이 쓰는 물건’을 의미하며, “御”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 조선 왕족을 일컫는 명칭인 ‘王公族’에 국한되
어 사용되어 왔다는 점 등을 통해서, 본 처방집의 조선 왕
실과의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또한, 처방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1931년에서 1948년 사이에 투약된 처방
전을 1948년 이후에 필사하여 성책한 자료로 추측되었다.

이왕직 전의국은 일제강점기 조선 왕실 사람들의 의료 
활동을 위한 의약 기관이었다. 조선 시대 ‘내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1897년 대한제국 시기에는 ‘태
의원’으로 불리웠다가, 1910년 ‘이왕직 전의국’이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왕으로 격
하되고, 이왕가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왕직
의 관제가 마련되었다. 이왕직은 일본의 황실업무를 담당하
는 宮內省의 하부기구로 궁내대신의 감독을 받아 조선 왕
족과 공족의 집안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1) 총 14개 조
항의 1911년 이왕직 관제를 살펴보면, 이태왕은 診候調藥 
및 위생에 관한 일을 맡은 奏任인 典醫 2인과 치료에 종사
하는 判任인 典醫補를 분속하고, 왕세자는 전의 1인과 전의
보를 분속하도록 규정되었다.2)3)

과거 ‘내의원’은 조선 시대 왕실의 의약 기관으로서, 왕
실 구성원들의 의료 활동뿐만 아니라 의서 편찬을 비롯한 

1)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한국문화. 2007;40(40):324-325.
2) 순종실록부록 1권. 순종 3년 12월 30일 양력 1번째 기사.
3) 박혜리.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기록관리와 이왕직 기록의 활용방안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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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4) 내의원일기 그
리고 승정원일기와 같은 문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왕실 
사람들의 치료 기록을 자료로 남겨 왔다. 이와 같은 일기류
의 자료에서는 왕실 사람들을 진찰한 어의에 대한 정보나 
왕실 의료의 진찰 과정, 진단과 처방이 기술되어 있으며, 
질병의 증후나 병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5) 내
의원일기 등의 일기류는 왕실 의료의 면모를 상세하게 엿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으나, 그 처방의 구체적
인 약재 구성 내역 등에 대한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기류와는 별도의 왕실 처방전 혹은 왕실 처방
집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어
용탕제책이 기존연구에서 일부 활용된 바가 있었으나,6)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다.

어용탕제책은 처방명과 그 처방의 약재 구성이 기록되
어 있는 처방전을 모아서 묶은 처방집으로, 일부 처방에는 
1931년 및 1937년에서 1948년도까지 “皇后陛下”와 “王大
妃殿下” 등에게 약을 투여한 날짜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용탕제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처방집에 수록된 처방을 복용한 왕실 인물과 처방을 내
린 의사를 찾고자 한다. 이 처방집을 누가, 어떠한 방식과 
목적으로 成冊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왕실 의학의 복원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제강점기라는 격동기를 헤쳐나가는 왕
실 한의학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처방집에 
수록된 개별 처방에 대한 연구 진행을 통해서, 왕실 한의학 
처방의 경향성과 그 변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사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
해 본고를 앞으로의 조선 근대 왕실 한의학 연구의 초석으
로 삼고자 한다.

Ⅱ. 본론

1. 어용탕제책의 개론 및 내용 구성

1) 어용탕제책의 서지사항

어용탕제책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소
장7) 되어 있으며, 寫本 상태로 線裝 1冊 15張으로, 28×30.5 
cm 정도의 크기이다. 어용탕제책은 한 권의 책이지만, 디
지털 장서각에 ‘장서각 아카이브 이미지 책목록’과 ‘이미지 
PDF’의 두 가지 파일로 올려져 있다. 두 파일은 스캔 과정
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두 파일의 비교를 
통해서 ‘장서각 아카이브 이미지 책목록’에 기재된 쪽수와 
내용을 원본으로 확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어용탕제책의 표지 및 첫 페이지

류희영의 연구에서는 어용탕제책에 대해 “내의원에서 
활용하여 쓴 加味方劑群”이라고 기술하였다.8) 그러나 본 
처방집에 수록된 탕제가 투약된 시기가 1937년부터 1948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어용탕제책은 이왕직 전의국 

4) 김중권. ｢朝鮮朝 內醫院의 醫書編刊 및 醫學資料室에 관한 硏究｣. 한국서지학회. 2009;42:345-380 
5) 류희영, 류영수. ｢內醫院 記錄 中 精神病類에 關한 文獻的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0;1(1):71.
6) 류희영, 상게논문.
7)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LIB_318246 (2020.8.21.)
8) “내의원에서 활용하여 쓴 加味方劑群”에 대해 류희영의 연구에서는, “內醫院 御製湯劑冊 手抄本 戊寅新記”이라고 미주를 달았다. 류희영, 류영수. 

｢內醫院 記錄 中 精神病類에 關한 文獻的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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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왕실에서 사용된 한약 중 탕제의 처방전을 필사해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용탕제책
을 일종의 왕실 처방집으로 생각한다.

조선 후기 왕실 처방전은 한 매의 종이에 하나의 처방이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후기 내의원 의관들은 
임금이 복약할 처방을 상의하여 결정한 뒤, 그 처방전을 임
금에게 바쳤다. 영조 8년에 임금이 내의원 의관들에게 자신
에게 투약한 한약에 대해 ‘의관들 각자 복약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는 약을 아뢰도록 하라’고 명한다. 그러자 내의원 
首醫 권성징은 ‘어전에서 물러난 뒤, 의관들끼리 충분히 논
의하여 처방전을 정한 뒤에 올리겠다’고 아뢴다.9) 고종대에 
와서는 아예 “처방전을 正書하여 들이겠나이다(方文正書以
入)”라는 문구가 정형화되어 10회에 걸쳐 사용되며, 이 문
구는 순종 대인 1907년에도 2회 사용 된다.10) 이와 같이 
입진한 뒤에 작성한 처방전을 낱장의 종이에 써서 왕에게 
올렸던 조선과 대한제국의 관례는, 일제강점기에 들어 대한
제국의 전의들로 구성된 이왕직 전의국에서도 계승되었다. 
전의국의 처방전 역시 낱장의 종이의 한 면에 처방 내역이 기
록되어 있는데, 그 크기는 24.3×38.2 cm 혹은 26.5×21 cm
로 직사각형이다.

이에 반해 어용탕제책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28×30.5 cm
의 크기로, 가로로 긴 종이를 반으로 접어 線裝한 책이다. 
그리고 반으로 접혀 묶인 종이의 앞뒷면에 별개의 처방전
이 기록되어 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종이의 모양 및 반으
로 접힌 종이의 앞뒷면 모두에 처방을 기록한 점이 전의국
의 처방전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과는 차이가 난다. 이를 통
해서 어용탕제책이 낱장으로 존재하던 왕실 관련 처방전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하여, 필사한 뒤 이를 成冊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왕실의 수많은 처방들 중 일부만을 선별하
여 成冊했다는 것은, 그 선별의 기준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어용탕제책의 경우에는 특정한 왕실 구성원 
한 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처방된 내역 중 중요하다고 여
겨지는 것들을 선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본
고의 다음 목차에서 어용탕제책에 모아진 처방을 복용한 
왕실 인물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 밝혀나갈 것이다.

2) 어용탕제책의 내용 구성

어용탕제책에 수록된 처방은 총 28개이다. 긴 종이 한 
장을 접었을 때 생긴 앞면과 뒷면에 각각 하나의 처방을 
기록하여, 한 장에 2개의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장서각아
카이브에서는 길게 접은 종이 한 장을 하나의 “페이지”로 
칭하고, 먼저 페이지의 쪽수를 숫자로 표기한 뒤 앞면의 경
우에는 영문 a 그리고 뒷면에는 b를 붙이고 있다. 1페이지
의 첫 번째 처방인 가미양위탕의 쪽수를 1a로 표기하고, 1페
이지의 2번째 처방인 가미건비탕을 1b로 나타내는 방식이
다. 본고에서도 장서각아카이브에서 사용한 페이지 구분을 
통해, “1a 가미양위탕”과 같이 어용탕제책의 처방을 구분
하고자 하였다. 

어용탕제책에는 동일한 처방명이 다수 존재하며, 처방
명, 구성 약재와 그 용량이 기재되어 있다. 증상에 따른 간
단한 약재 가감법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작은 글씨로 약
이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 날짜(입진일)가 기록되어 있다. 
입진일의 경우에는 투약된 날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2 참고) 이와 같은 어용탕제책의 투약 기록은, 본 
처방집의 작성시기와 약을 복용한 인물 및 처방한 의사 등
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구성 약재, 용량 처
방
명

증상에 따른 
 약재 가감 입진일

그림 2. 어용탕제책처방 기록 방식

9) 承政院日記 영조 8년(1732) 7월 24일 무신, “上曰, 各以意見陳達當進之湯劑. 聖徵曰, 加減補中益氣湯似好, 當退而爛熳商議, 別爲方文以進矣.” 
강조와 밑줄은 필자.

10) 이 정형화된 문구가 처음 사용된 承政院日記 기사는 다음과 같다. 承政院日記 고종 28년(1891) 7월 5일 정묘, “<○> 藥房口傳啓曰, 卽伏
聞入診醫官所傳之言, 則中宮殿夜間諸節, 漸次向復, 而腹中未寧之候, 尙有餘祟. 諸醫官皆以爲當進加味異功散云, 故方文正書以入, 一貼製入之意, 
敢啓.” 강조와 밑줄은 필자. 순종연간의 기사는 承政院日記 순종 1년(1907) 8월 10일 기사, “○ 太醫院口傳奏曰, 卽伏聞入診醫官所傳之言, 
則今日當改進理氣湯云. 故方文正書以入, 一貼同爲製入之意, 敢奏. 答曰, 知道.”; 承政院日記 순종 1년(1907) 8월 12일 신미, “○ 太醫院口傳
奏曰, 卽伏聞入診醫官所傳之言, 則今日當改進交感溫膽湯云. 故方文正書以入, 一貼同爲製入之意, 敢奏. 答曰, 知道.”



20세기 조선 왕실 처방집 어용탕제책(御用湯劑冊) 연구

- 26 -

3) 어용탕제책처방의 투약 시기

어용탕제책에 기입된 날짜는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날짜 표기 관행을 따라 양력이고, 음력의 경우 별도로 표기
되어 있다. 1a “가미양위탕”의 “昭和十三年一月二十六日”에
서와 같이, 보통 일제강점기에 일왕의 연호 뒤에 사용되는 
날짜는 양력이다. 昭和라는 일왕 연호 외에 9b 생맥군자탕
의 “丙戌一月三十一日”과 같이 육십갑자의 연도로 표기된 
뒤에 사용된 날짜 역시 양력으로 볼 수 있다. 8a 십전대보
탕에는 “四月三日癸未陰二月二十九日”이라는 날짜가 기록되
어 있는데, 부가적으로 “계미년 음력 2월29일”이라고 설명
하여 앞에 기록된 4월 3일이 양력임을 보여준다. 9b 생맥
군자탕에 기록된 “丙戌一月三十一日”의 경우, 1월 31일은 
양력에만 존재할 뿐, 한 달의 최대일수가 30일인 음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육십갑자의 연도 표기와 함께 쓰인 날자 표기가 양력이
라는 사실을 통해 “丁丑”을 1937년, “甲申年”을 1944년, 
“丙戌”을 1946년, “丁亥”를 1947년, “戊子”를 1948년으로 
특정할 수 있다. 본 처방집에 기록된 순서대로 처방명과 투
여된 것으로 생각되는 날짜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표 1 참고).

탕제가 투약된 시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1931년, 
1937~1940년, 1942년~1944년, 1946~1948년이고, 1941년
과 1945년의 처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록된 최초의 
투약 시기는 6a 순기팔물탕의 “昭和六年”으로 1931년이며, 
이 이후로 1936년까지의 처방은 수록되지 않았다. 1937년 
2월(“丁丑二月”)에 처방된 5a 가미평위산이 기록되어 있고, 
1948년 8월 1일(“戊子八月一日”) 처방된 14b의 “생맥군자
탕”이 마지막 기록이다. 이를 통해서 어용탕제책이 필사
한 처방전은 1931년 및 1937년 2월부터 1948년 8월 사이
에 투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용탕제책은 표
지에 “戊寅新記” 즉 ‘戊寅年(1938년)부터 새로 기록’했다고 
적혀져 있다. 이것은 1938년부터 어용탕제책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장서각 한국학도
서관 전자도서관 서지에서는 昭和13(1938)~30(1948)에 

필사된 것으로 책의 간행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11)
어용탕제책의 처방을, 투약 기록과 그 날짜 및 기록 방

식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1938~1941년 사이에 투약된 1a~3a까지의 처방전을 하나
의 그룹으로 묶어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昭和’로 연도가 
표기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투약된 연월일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2a 가미군자탕과 3a 가미육군자탕의 경우는 
각각 두 해에 걸쳐진 투약일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昭和’는 일제의 연호로,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로는 사
용되지 않은 단어이다. 어용탕제책에서도 9a 대방풍탕부
터 14b 생맥군자탕까지의 12개의 처방에 대해서는 ‘소화’가 
아닌 ‘간지’를 사용해서 연도를 표기하였다. 9a~14b까지의 
처방들을 또 다른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1945년 일제강점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9a 대방풍탕의 경우, 투여일이 1944년으로 되
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록된 것은 1945년 이후 상황으로, 
‘소화’라는 단어 대신 간지를 사용한 연도 표기법과 기록 
방식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3b~8b까지의 처방을 앞의 두 그룹과는 별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 두 그룹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에 비해서 시간 순서가 일정하
지 않다. 주치나 투약 목표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투약
일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혹은 구체적인 날짜는 없고 대략
적인 연도만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3b~8b까지의 모든 처
방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안
에서도 기록 방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a~3a까지의 첫 부분의 5개의 처방은 어용탕제책의 
표지에서 “戊寅新記”라고 밝힌 것과 같이 1938년[昭和十三
年]부터 시행된 순차적인 치료를 차례대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본래의 어용탕제책을 집필한 목적에 가장 근접한 
기록이 아닐까 생각된다. 3b~8b까지의 그룹은 1938년 이
전의 처방과 치험례에 대한 추가적 보충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며, 처음 어용탕제책의 집필 목적에서 약간 벗
어나서 논리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1) 장서각 한국학도서관 전자도서관 서지에서 어용탕제책에 대해 “昭和十三年(1938) 一月~二十三年(1948) 八月間의 湯劑記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발행사항에 “昭和13(1938)~30(1948) 寫”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https://lib.aks.ac.kr/search/DetailView.ax?sid=1&cid=318246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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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처방명 투여일 양력 연도
1a 加味養胃湯 昭和 13년 1월 26~27일, 2월 8~10일, 13년 3월 8~9일 1938
1b 加味健脾湯 昭和 13년 1월 28~30일, 2월 1일~8일, 2월 11일~14일, 2월 16일~28일, 3월 1일~6일 1938
2a 加味君子湯 昭和 13년 8월 2~21일

昭和 15년 8월 8~13일 1938, 1940
2b 加味蔘蘇飮 昭和 14년 9월 25~26일

昭和 14년 11월 5~7일 1939
3a 加味六君子湯 昭和 14년 9월 27~30일, 10월 1~8일

昭和 16년 8월 5일 1939, 1941
3b 歸茸君子湯 -

立冬後 進
4a 加味金水煎 -
4b 加味正氣散 -
5a 加味平胃散 丁丑二月 12) 1937
5b 益胃升陽湯 (1937년 2월 혹은 3월)13) 1937
6a 順氣八物湯 昭和 6년 1931
6b 加味正氣散 -
7a 生脈益氣湯 -
7b 生脉君子湯 -

中伏後 進
8a 十全大補湯 四月三日癸未陰二月二十九日(양력 4월 3일, 음력 2월 29일)

春分後 進 1943
8b 加味消風散 -
9a 大防風湯 甲申年 5월 3~4일 1944
9b 生脈君子湯 丙戌 1월 31일 1946
10a 加味正氣湯 丁亥 3월 17일 1947
10b 加味十全湯 丁亥 4월 25일 14) 1947
11a 生脈益氣湯 丁亥 8월 3일 1947
11b 加味養胃湯 丁亥 10월 30일 1947
12a 加味養胃湯 丁亥 10월 31일 1947
12b 加味正氣湯 丁亥 11월 10일 1947

(1948.1.18. 전의 홍재호 사망)
13a 加味正氣湯 戊子 3월 13일 1948
13b 十全大補湯 戊子 4월 21일 1948
14a 加味正氣湯 戊子 7월 12일 1948
14b 生脈君子湯 戊子 8월 1일 1948

표 1. 어용탕제책처방 투여일 정리 

2. 어용탕제책처방과 관련 인물

1) 처방을 복용한 인물: 순정효황후 윤씨

어용탕제책에 수록된 처방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실 인물에게 투여된 수많은 처방 중에서 특정 인물에게 
투여된 처방을 선별하여 모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처방을 복용한 왕실 인물을 순정효
황후 윤씨(純貞孝皇后 尹氏, 1894~1966)로 추정해보았다.

(1) “皇后陛下”와 “王大妃殿下”

먼저, 어용탕제책13a 가미정기탕에는 “皇后陛下”, 5a 
가미평위산에는 “王大妃殿下”가 치료대상으로 기록되어 있

12) 5a 加味平胃散 부분에서는 “丁丑二月日日三服 卽有效”라고 기록되어 있어, 처방된 날짜가 누락되고, “日”만이 기재되어 있는 필사의 오류를 확
인 할 수 있다.

13) 5a 加味平胃散이 “丁丑二月”에 처방되었지만 처방한 날짜는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加味平胃散의 후속처방으로 5b 益胃升陽湯이 투약되었으므
로, 익위승양탕은 2월 혹은 3월에 투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 10b 加味十全湯의 처방연도에 대해 먼저 “丁酉”라고 썼다가 “酉”를 지운 뒤 그 옆에 “亥”라고 쓴 것을 확인 할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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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용탕제책에 수록된 처방 투약 시기인 1938년 1월
부터 1948년 8월까지 “황후폐하”로 지칭될 수 있는 인물은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인 순종의 비 순정효황후 윤씨이다. 이 
당시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인 고종의 비는 사망한 상태였다. 
또한, 5a 가미평위산이 투약된 “왕대비전하” 또한 순정효황
후 윤씨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이다. 조선시대에 “王大妃”는 
‘왕조 체제에서 전왕의 왕비이며 현왕의 어머니인 여성을 
높여서 부르던 왕실 호칭’15)이다. 어용탕제책 방제들이 처
방된 기간인 1931년~1948년 기간 동안 일제식민지 통치 
체제 하에서 조선왕에 해당되는 인물(李王)은 ‘英親王 이은
(1897년~1970년 5월 1일)’으로, 순종의 비인 순정효황후
는 영친왕의 어머니 격에 해당된다.16) 즉, “황후폐하”는 순
종을 중심으로 한 명칭이고, “왕대비전하”는 영친왕을 중심
으로 순정효황후 윤씨를 부르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참고
로, 樂善齋日誌에서는 순정효황후를 가리키는 용어로 “大
妃殿下”라고 칭하기도 했는데17), 이는 어용탕제책의 “王
大妃殿下”와 같은 뜻이다. 

(2) “御有眩暈”의 생략된 주어

어용탕제책에는 “皇后陛下”와 “王大妃殿下”라는 인물 
이외의 다른 투약대상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 표현이 
모두 순정효황후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어용탕제책에 수
록된 나머지 처방전 역시 모두 순정효황후에게 투약되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순정효황후에게 투약된 처방을 모아 만든 책 속에서, 영
친왕 내외 혹은 고종이나 순종 등의 다른 인물에게 투약된 
처방전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처방전에 그것이 순
정효황후 이외의 인물에게 투약된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정효황후 이외의 다른 투약대상이 명시되
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어용탕제책에 수록된 처방 모두
가 순정효황후 한 사람에게 투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조선 시대부터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왕족의 일상생활과 주요 활동 내역을 기록하던 

각종 일기류의 기록 방식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승정원일기나 승녕부일기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에 기록된 편년체의 왕실 일기들에서는, 왕공족의 구성원 
중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과의 행위와 구분될 
필요가 있을 때 서술어와 함께 주어를 병기하는 형식을 나
타낸다. 이와 같은 기록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여러 자료
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1911년부터 1919년 1월까지의 日記18)의 기록을 보면, 
고종의 생존 당시에는 고종과 순종의 구분이 필요하므로, 
1917년 6월 17일자 일기의 “午後零時三十分 昌德宮 王殿下 
御親電自事務室譯進辭意如左 …(중략)… 午後八時五十五分 
太王殿下親電于東京霞關離宮昌德宮殿下辭意如左…(하략)
…”19)와 같이 문장의 앞에 고종인 太王殿下와 순종인 王殿
下가 명기되어 각각의 행위가 구분되었다. 

반면에 1919년 고종의 사망 이후에는, 순종 한 사람만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기 위한 일기가 작성되기 시작한다. 
李王職內直所(朝鮮)에서 1919년 12월부터 편년체로 작성
하기 시작한 일기는 御起寢 ･ 御動靜 ･ 御藥進供 ･ 御就
寢 과 같이 미리 특정 항목들이 인쇄된 일기작성용 용지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말미의 기타사항에 관련된 항목에서
만 서술형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때 “起寢”과 “動靜” 등의 
앞에 붙인 “御”는 왕공족을 높이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로, 명사뿐만이 아니라 1917년 6월 17일자 기사의 “御親
電”과 같이 동사의 앞에도 붙인다. 순종이 사망한 뒤에는 
순정효황후 한 사람의 하루 일과를 기록한 樂善齋日誌가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도 1919년 이후부터 작성된 
순종의 일기와 동일한 작성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20) 

순종의 일기와 순정효황후의 낙선재일지에서 御起
寢  등의 항목을 채워 넣을 때는 그것이 ‘누구의 행위’인지
를 특정하지 않는다. 이 일기 혹은 낙선재일지 자체가 
특정한 왕공족 1인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므로, 이미 기재된 
내용이 그 인물의 행위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종에 대한 일기에서는 해당 항목에 등장인물이 여러 
명 존재해서 누구의 행동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를 제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왕대비[王大妃]”.
16) 순종 사후 李王이 된 영친왕이 순종의 배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순종의 비인 순정효황후 윤씨는 원래 영친왕의 형수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왕실의 위계상 순정효황후 윤씨가 영친왕의 전대 왕인 순종의 비로 영친왕의 어머니격에 해당된다.
17) 樂善齋日誌 昭和四年 五月 二十四日, “六 問安參入其他事項. 一大妃殿下大禮記念章証一葉”
18) 당시 고종이 거처하는 궁인 덕수궁 소속의 德壽宮近侍係에서 작성한 日記는 고종뿐만 아니라 순종의 일상생활과 주요 활동 내역에 대해서까

지 편년체로 서술하여 기록한 일기이다. 이외에 간혹 순종의 비나 덕혜옹주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 日記 (大正六年)六月十七日.
20) 현재 樂善齋日誌는 樂善齋日誌가 작성되기 시작한 1929년 3~5월의 내용만이 장서각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御用湯劑冊 順氣八物湯의 

조문 중 “御有眩暈進此方多數復和 有日記中參看 昭和六年”라는 구절을 통해 1931년에도 순정효황후에 대해 작성된 모종의 “일기”가 존재했
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樂善齋日誌와 같이 순정효황후에 대한 일기는 계속해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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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일기에 기록된 사항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다. 1923년 3월 23일자 일기의 御起寢 항목에 기록
된 “午前九時”는 순종의 기상 시간을 가리킨다. 御藥進御･
漢藥 항목에는 “午前十時 歸茸君子湯”이라고만 기재되어 있
는데, 이 귀용군자탕 역시 순종에게 진어된 처방으로 볼 수 
있다.21)

이와는 달리 1923년 4월 29일자 일기에서는 御藥進
御･漢藥 항목에 먼저 “午前十時 歸茸君子湯”라고 기입한 뒤, 
이어서 “妃殿下 午後一時 烏雞丸六句”와 “德惠阿只氏午後八
時 蔘蘇飮”22)을 추가적으로 부가했다. 烏雞丸은 순정효황
후에게 그리고 蔘蘇飮은 덕혜옹주에게 투약된 것이므로, 이 
약들이 귀용군자탕과는 달리 순종에게 처방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妃殿下”와 “德惠阿只氏”를 표기한 
것이다. 투약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상이 명확
한 구체적인 예들은 이밖에도 다수 있다. 순종에 대한 기록
인 1922년 6월 12일자 일기 御藥進御･漢藥 항목의 “取
露六味湯”23)이 순종에게, 1929년 5월 23일자 낙선재일지 
御藥進供･漢藥 24) 항목의 “歸茸君子湯”25)이 순정효황후에

게 투약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어용탕제책에서 특

정인을 명시하지 않고 투여한 날짜만 기록되어 있는 처방
들이 사실 순정효황후에게 투여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
다. 어용탕제책의 6a 순기팔물탕에서 주어를 명기하지 않
고 “御有眩暈”이라고만 적은 부분을, 일제강점기의 특정 왕
족 1인에 대한 일기류의 기록물을 남기던 관행과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어용탕제책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된 5a 가미평위산의 “王大妃殿下有五色痢用此三貼”이나 
13a 가미정기탕의 “皇后陛下 畧有咳嗽感候”에는 주어와 서
술어가 함께 들어가 있다. 반면에, “御有眩暈”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御有”의 “御”는 대명사가 아니라 접두사이
며, 대한제국시기에 ‘황제를 비롯한 황태자나 친왕 등의 황
실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御有”를 사용한 것
이다. “御有眩暈”의 경우, 주어를 생략하고 서술어만 표기한 

것이며, 책 전체의 맥락상에서 주어가 명백하다는 전제를 
보여준다. 주어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훈으로 순기팔물탕을 
복용한 주체가 순정효황후임을 독자가 알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이미 어용탕제책에 5a 가미평위산과 13a 가미정기탕이 
순정효황후를 가리키는 “대왕비전하”와 “황후폐하”에게 투
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복약한 사람이 생략 되어 
있는 순기팔물탕 역시 순정효황후에게 투약된 것이다.

(3) 순정효황후 이외 왕실 인물의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28개의 처방 중에서 2개의 처방에서
만 ‘순정효황후’를 지칭하는 주어가 등장한다는 점은 나머
지 26개의 처방이 다른 왕실 사람들에게 처방된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왕실 처방은 기본적으로 ‘전의’에 의해서 내려진다. 어
용탕제책에 기록된 처방 투여 날짜는 1931년부터 1948년
에 이르는 기간인데, 이 시기 처방을 복용했을 만한 ‘왕족’
은 순정효황후와 영친왕 부부이다.26) 이왕직 전의 3인 중
에서, 1931년~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에서는 홍재호가, 
일본 동경에서는 일본 군의관 출신인 高階虎治郞와 岡本陽
七이 전의로 활동하였다. 홍재호는 영친왕의 전의이면서 동
시에 “故 李王妃”인 순정효황후 윤씨의 전의이기도 했다.

어용탕제책에 수록된 처방이 순정효황후가 아닌 영친
왕 내외에게 투약되기 위해서는, 전의 홍재호에 의해서 진
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영친왕 내외가 조선에 체류
하는 기간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영친왕은 일본군 장성으로 
대부분의 생애를 일본에서 보냈다. 1931년부터 1943년까지
의 기간 동안 영친왕 내외는 총 6회에 걸쳐 보통 10여일 
정도의 짧은 일정27)으로 조선을 방문했다. 해방 이후로 
196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되
었다. 어용탕제책의 각 처방이 이루어진 날짜와 영친왕 
내외가 한국에 있던 시기를 대조한 결과, 6개의 처방28)을 

21) 日記 (大正十二年)三月二十三日.
22) 日記 (大正十二年)四月二十九日, “御藥進御 漢藥 午前十時 歸茸君子湯; 妃殿下 午後一時 烏雞丸六句; 德惠阿只氏午後八時 蔘蘇飮”
23) 日記 大正十一年六月十二日, “御藥進御 漢藥 午前十時 取露六味湯”
24) 日記의 “御藥進御”는 樂善齋日誌에 “御藥進供”로 되어 있다.
25) 樂善齋日誌 昭和四年五月二十三日, “御藥進供 漢藥 午後三時十分 歸茸君子湯”
26) 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은 ‘왕공족’으로 불렸다. ‘왕족’은 고종과 순종, 영친왕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이고, ‘공족’은 왕족을 제외한 고종과 순

종의 형제 및 그 가족들이었다.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는 전의를 두어 왕족을 치료하도록 하였으며, 공족에게는 전의를 분속하지 않았다.
27) “그러나 귀국 성묘 여행은 항상 十일 정도의 짧은 여정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여독의 피로가 겨우 풀릴만 하면 다시 동경으로 출발해야하니 이

해도 四月 二十五日 아까사까에 돌아갔다. 서울에 체재하는 기간은 겨우 삼사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겨를도 얻지 못하는 수가 많
았다.” 김영곤. 英親王殿下 3. 서울:省文社. 1970:234.

28) 3b 歸茸君子湯, 4a 加味金水煎, 4b 加味正氣散, 6b 加味正氣散, 7a 生脈益氣湯, 8b 加味消風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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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영친왕이 한국에 없던 시기에 처방되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친왕의 조선 방문 내역은 동아일
보기사 등의 자료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몇몇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영친왕은 1934년에 조선을 방문하여 4월 14일에 경
성역에 도착한 뒤 16일에는 함흥으로 향했다.29) 그 이후 
1938년 4월 18일~5월 15일30) 동안 조선에 체류하게 된
다. 영친왕이 일본에 있던 시기인 1937년 2월에 처방된 5a 
가미평위산과 그 후속처방인 5b 익위승양탕은, 영친왕 내외
가 복용했을 가능성이 없으며, 순정효황후의 대하증을 치료
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944년부터 1962년까지 
영친왕 내외는 조선을 방문하지 못했다. 따라서, 1944년부
터 1948년까지 어용탕제책에 수록된 탕제들은 모두 영친
왕 내외에게 처방된 것이 아니다.

한편, 영친왕은 “창덕궁 병상에 도착해 보니 지난 번 우
리가 왔을 때 지시한 것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3월
에 왔을 때 전하[필자 : 영친왕]는 ｢간호원을 둘 것｣, ｢전
의뿐만 아니라 이름 있는 양의를 불러 치료할 것｣, ｢한약뿐 
아니라 양약도 드릴 것｣ 등을 시종들에게 자상히 지시했었
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오랜 관습의 개선이란 
이렇게도 힘드는가. 우리는 아연하고 답답할 뿐이었다.”31)
라고 말할 정도로 한의학보다는 서양의학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때문에, 처방이 투여된 시기에 영친왕이 한국에 있
었다고 해도 단기간 동안 굳이 전의 홍재호의 진찰을 받고 

한약 처방을 복용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상을 정리 하면, 어용탕제책은 왕족이 복용한 처방을 
모아 만든 처방집으로, 왕족 중에서 영친왕 내외가 조선에
서 이 한약처방을 복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용탕제
책에서 “皇后陛下”와 “王大妃殿下”에게 처방되었다는 표현
으로 미루어보아, 실제 순정효황후 1인에 대한 처방을 모은 
기록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낙선재일지에서는 3~5월 
사이에 순정효황후에게 “烏鷄丸”을 진어32)한 기록이 빈번
하게 등장하지만, 어용탕제책에는 이 丸劑가 수록되어 있
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를 책의 제
목의 ‘湯劑冊’ 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때, ‘순정효황후에게 
썼던 탕제 처방전을 묶은 책’으로, 어용탕제책에 탕제 이
외의 다른 한약 제형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처방을 내린 인물 : 전의 홍재호

어용탕제책의 처방을 내린 인물로 생각되는 전의 홍재
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洪在皥는 1907년에 대한제
국의 典醫로 임명33)된 뒤, 1911년에 李王職典醫로 또다시 
임명되어34)35) 근무하다가 1913년에 사직했다.36)37) 그는 
1914년에 의생면허를 취득하고38) 1920년 5월 4일에 “贊
和醫院”을 개원했었다.39) 그러나 그가 1925년 10월부터 

29) ｢李王殿下日程 今夕京城驛에 着御 十六日에는 咸興行次｣, 동아일보 1934.4.14, 석간 2면 4단.
30) “이왕전하(李王殿下)께옵서는 동비전하(同妃殿下)를 어동반하시고 지난 四月十八일에 어선묘차로 경성에오셔서 …중략… 오월 十五日에는 동경

에로 다시 떠나셨는데”. ｢李王殿下께옵서 本社에 金一封下賜 本報의 光榮惶恐不已｣, 동아일보 1938.5.3, 석간 2면 1단.
31) 이방자. (李方子 回顧錄)歲月이여 王朝여 제 3판. 서울:정음사. 1986:125.
32) 1923년 4월 29일자 일기의 御藥進御･漢藥  항목에서는 歸茸君子湯이 투약된 사실과 순정효황후에게 烏雞丸이 그리고 덕혜옹주에게 蔘蘇飮

이 투약되었다고 기록했다.樂善齋日誌 昭和四年三月一日부터 五月六日까지는 매일 烏鷄丸만 복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三月二十一日에는 “午
後 三時十分”이라고 투약시간만 기록되어 있고 처방명은 없으며, 五月五日에도 마찬가지로 “午後 三時十分”으로 투약시간만 기록되어 있어서 
매일 투약된 烏鷄丸이라는 처방명은 생략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五月六日에는 오계환이 투약되었으며, 五月七日에는 “漢藥 午後 三時三十
分 烏鷄丸, 歸茸君子湯”이라고 기재되어 오계환과 함께 귀용군자탕이 투약되었다. 五月八日부터 十八日까지는 한약투약시간만 기재되었고 처방
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十九日에는 귀용군자탕이 투약되었고, 二十日에는 투약시간만 있고 처방명은 없으며 二十一日에는 귀용군자탕이 기
재되어 있다. 도로 二十二日에는 투약시간만 있고, 二十三日에는 귀용군자탕이 기재되어 있다. 二十四日부터 三十一日까지 역시 투약시간만 있
을 뿐 처방명은 없다. 정리하면 3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오계환이 투약되었고,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오계환과 귀용군자탕이 함께 
투약되었으며, 5월 19일부터 31일까지는 귀용군자탕만 투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승정원일기 순종 1년 10월 26일 갑신 1907년, “정3품 서병효(徐丙孝)를 시종원 전의장(侍從院典醫長)에 임명하고 …… 소산선(小山善), 종2
품 이해창(李海昌), 정3품 박준승(朴準承)･홍재호(洪在皥)･박창종(朴昌宗)을 시종원 전의(侍從院典醫)에 임명하고, 9품 서정호(徐廷鎬)를 시
종원 제약사(侍從院製藥師)에 임명하며(正三品徐丙孝任侍從院典醫長 …… 小山善, 從二品李海昌, 正三品朴準承･洪在皥･朴昌宗任侍從院典醫).”

34) 조선총독부관보 제0201호, 발행일 明治44年2月7日, 기사제목 明治44年2月1日, 작성일 1911년 02월 01일, 4면, “任李王職典醫,敍高等官四等 
徐丙孝 任李王職典醫,敍高等官五等 從六位勳五等 小山善 任李王職典醫, 敍高等官六等 勳五等 金瀅培 任李王職典醫, 敍高等官六等 洪哲普 任李
王職典醫, 敍高等官八等 朴準承 任李王職典醫, 敍高等官八等 洪在皞”

35) 조선총독부관보 1911.2.2 每日申報 1911.2.3. “1911년 02월 01일 徐丙孝, 小山善, 金瀅培, 洪哲普, 朴準承, 洪在皥가 同典醫에, 金倫求가 李
王職 技師에 임명되다.”

36) 조선총독부관보 제0201호, 발행일 大正2年 4月 5日, 기사제목 大正2年3月31日, 작성일 1913년 03월 31일, 4면, “免本官 李王職典醫 洪在皞”
37) 조선총독부관보 1913.4.5. 연월일 1913년 03월 31일 “李王職事務官 李起泓 同 李龍漢 同 徐相璿 同 朴叙陽 同典祀 張浩鎭 同 李康周 同 賛

侍 徐丙協 同 李恩雨 同 李圭元 同 典醫 洪在皥가 辭職하다.”
38) 조선총독부관보 제0494호, 발행일 大正3年 3月 26日, 기사제목 醫生免許, 12면, “洪在皞”.
39) 동아일보 ｢洪在皥氏 開院(贊和醫院)｣. 1920년 05월 04일, 3면 9단, “한의계의 태두 홍재호洪在皥씨는 이번에 수은동삼십오번디 授恩洞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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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까지 이왕직 典醫補 혹은 典醫로 근무했던 사실 또
한 확인된다. 1925년 10월에 발간된 朝鮮人事興信錄에 
그가 이왕직 典醫補로 기록되며 다시 등장한 뒤,40) 1926년 
4월에 순종이 승하한 뒤 그 국상절차를 기록한 [純宗孝皇
帝]御葬主監儀軌(1926)에도 典醫補41)로 기록되어 있다. 
1928년 8월에 故 李王妃附 근무명령을 받은 뒤42) 1929년도
의 樂善齋日誌 4월과 5월자 일지에도 그가 여전히 “典醫補”
로서 순정효황후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43)

그는 1931년 4월에 李王職 典醫로 임명되었는데, 1931
년 4월부터 1935년까지의 朝鮮人事興信錄에 홍재호가 
“李王職 典醫”로 등재되어 있다.44) 그리고 1937~1940년간
의 기록에도 그가 이왕직의 典醫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확인 된다.45)46)47)

漢城日報 第五百八十九號, 1948년 1월 18일, 1면 8단
에서, “ 人事  洪在皥氏(典醫)十六日苑西町七六의三 自宅에
서 別世”로 기록하고 있어, 그의 사망일을 알 수 있다. 어
용탕제책의 처방이 홍재호가 전의가 된 이후인 1931년부
터 1948년까지 투약된 처방전인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이 
전의일 당시에 투약했던 처방전 중 특기할 만한 것들을 선
별하여 이를 成冊한 것으로 보인다. 어용탕제책에서의 마지
막 투약일자는 1948년 8월 1일로 홍재호의 사망 이후라는 
점에서, 본 처방집이 홍재호에 의해서 모두 처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13a~14b까지의 1948년 이후의 4개의 처방은 

홍재호가 처방한 탕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어용탕제책의 필사자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어용탕제책을 필사하여 만든 이
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본 처방집의 필체로 
미루어볼 때 어용탕제책은 한 사람이 온전히 필사한 결
과물이 아니라, 필체가 다른 2명 이상의 인원이 필사에 참
여하였고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 된다.

⒜ 7b 생맥군자탕과 ⒝ 9b 생맥군자탕를 비교해보면 이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 9b 생맥군자탕의 字體는 ⒜ 
7b 생맥군자탕과 비교했을 때, 글자에 각이 지고 선이 날카
로우면서 획이 굵은 특징을 지닌다. 두 처방에 공통으로 나
타나는 “白”자를 놓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는데, ⒜ 7b 생맥군자탕의 두 번째와 아홉 번째 약재인 “白
伏令”과 “白朮”의 “白”은 삐침과 글자의 모서리 부분을 날카
롭지 않게 둥글려 쓴 데 반해, ⒝ 9b 생맥군자탕의 두 번째
와 다섯 번째 약물인 “白茯苓”과 “白朮”의 “白”은 그 삐침과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다. 또한, 양쪽에 공통된 약물 중 生
薑과 大棗를 비교해보아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7b 생맥군자탕의 “生薑三片 大棗二枚”는 ⒝ 9b 생맥군
자탕의 “生薑三片 大棗二介”와 그 字體가 확연히 다르다.

화의원을 내이고 열심시술한다더라.”
40) 朝鮮人事興信錄 1925.10, 181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8&itemId=im&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 

1&brokerPagingInfo=&position=6&levelId=im_114_00741). 
박훈평 편저. 일제강점기 의생 총목록 1 - 永年醫生.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7:475.

41)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 “典醫金東錫金二十七圓 典醫補洪在皥金十五圓.”
42) 朝鮮人事興信錄 1925.10, 181쪽. 
43) 樂善齋日誌 昭和四年 五月 一日, “陪從員 : 午前 十一時四十分 池部御用掛, 洪典醫補拜診”; 五月十三日, “陪從員 : 午前 十一時三十五~十一時

四十五 嚴事務官 洪典醫補 內人尹明雲.” 
44) 朝鮮人事興信錄 1925.10, 181쪽. “1931.4-1935 李王職 典醫”. 박훈평 편저, 상게서: 475.
45) “李王職 人名錄 (昭和 12년 8월 말 현재) 典醫 6 等 8 級 正 7 勳 6 洪在皥”, “故李王妃附 …… 전의 6 等 8 級 正 7 勳 6 洪在皥 전의 屬 住

永秀”. 이상은 昭和 12년 즉 1937년 8월 말의 李王職 人名錄 내용을 잡지 삼천리에서 1938년에 인용한 것. 
삼천리 제10권 제5호, 1938년 05월 01일, “李王職 總財産 2億萬圓說, 李王職이란 엇든 곳인가의 解說 等”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 
m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ma_016_0650_0580

46) 동아일보 ｢醫學上의 鴻寶인 ｢醫方類聚｣ 世宗朝時代에 燦然한 業績[寫]//古今에 類例가 없는 二百六十卷의 巨秩 巷間에서 이 珍籍의 存在를 
몰음은 遺憾, 朝鮮文化에 아름다운 結實//李王職典醫洪在皞氏談[寫]｣, 1939년 05월 04일, 2면 1단, 李王職典醫洪在皞氏談[寫], “이 국보적(國
寶的) 문헌에 대하여 현 창덕궁(昌德宮)의 고이왕비부(故李王妃附) 이왕직전의(李王職典醫) 홍재호洪在皞씨를 찾으니 홍씨는 다음과 같이 소
감을 발하엿다.” “三十여년간을 전의(典醫)로 잇는 나도 아직 다 읽지 못하엿습니다.” 

47) 官報, 官報. 1940年10月26日  彙報 p13/25 “官廳事項. ◉官吏創氏. 本年八月二日. 李王職典祀 劉海鍾ハ 河西ト. 同九日. 李王職典醫 洪在皥ハ 
德山ト. 孰モ創氏シタリ.” http://dl.ndl.go.jp/info:ndljp/pid/2960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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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필체의 비교

특히, ⒜ 7b 생맥군자탕의 처방전 서체 중에, ⒝ 9b 생
맥군자탕의 서체가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 7b 생
맥군자탕의 가미법인 “暑感咳嗽”에 사용된 필체는 ⒝ 9b 생
맥군자탕의 서체이다. “加 白扁豆”의 “白”을 보면, ⒜ 7b 생
맥군자탕의 두 번째 약재인 “白伏令”에서의 “白”과 달리 ⒝ 9b 
생맥군자탕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약물인 “白茯苓”과 “白
朮”의 “白”과 동일한 서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7b 생맥군자탕 처방전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처방 구성 
등에 대한 필사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暑感咳嗽” 가미법이 
추가적으로 쓰여지는 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사람 이
상의 필사자가 하나의 처방전의 필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 7b 생맥군자탕과 ⒝ 9b 생맥군자탕에 사용
된 필체의 비교를 통해 어용탕제책이 필체가 다른 2인이 
필사한 처방전을 묶어 成冊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
나의 처방전을 필사하는데 두 명 모두가 참여하기도 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모서리를 각지고 날카로우며 직선적인 필체
를 지닌 필사자(⒝ 9b 생맥군자탕의 작성자)를 “제2의 필
사자”로 칭하고, 그에 비해 삐침과 모서리를 둥글려 써서 
상대적으로 덜 날카롭고 덜 직선적인 필체를 지닌 필사자
(⒜ 7b 생맥군자탕의 작성자)를 “제1의 필사자”로 칭할 것
이다. 그리고 표지의 “戊寅新記”는 제1의 필사자의 필체로 
생각된다. 

처방을 내린 사람과 필사자, 편찬자가 동일 인물인지 혹은 
이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추후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어용탕제책처방 고찰 및 의사학적 가치

1) 어용탕제책처방의 특징

어용탕제책의 처방은 6가지의 대표 처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군자탕 6개, 정기산 2개, 정기탕 4개, 양위탕 3개, 
익기탕 2개, 대보탕 3개가 있으며, 그 밖의 처방들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같은 처방명을 가지고 있는 처방
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페이지에 따른 처방의 구분이 필
요하다. 어용탕제책 처방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서 왕실 처방의 경향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a 가미양위탕와 1b 가미건비탕의 투약일을 대조하면 두 
처방이 번갈아가면서 후속처방으로써 연속적으로 투약되었
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b 가미삼소음과 3a 가미육군자탕
의 투약날짜를 대조하면 가미삼소음의 후속처방으로 가미
육군자탕이 투약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미양위탕
과 가미건비탕으로는 소화기 질환을, 가미삼소음과 가미육
군자탕으로는 호흡기계 질환을 치료하고자 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4개의 
처방전에는 탕제의 주치 혹은 투약 목표에 대해서 적혀 있
지 않다.

3b 귀용군자탕은 입동(양력 11월 7(8)일)이후, 7b 생맥
군자탕은 중복(7월 26일) 이후, 8a 십전대보탕은 춘분(양
력 3월 20(21)일) 이후에 복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귀용군자탕, 생맥군자탕, 십전대보탕과 같은 일종의 보약은 
짧게 먹어서는 효과를 보기 쉽지 않으며, 장기간 복용한 뒤
에야 효과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환자가 특정 병증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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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경우 복용하는 대증지제와 평상시 건강을 위해 복
용하는 예방약의 개념으로 일종의 보약과 같은 개념의 약
을 조리지제로 부르기로 한다. 그런 점에서 위의 3가지 처
방은 조리지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어용탕제책의 다
른 처방에서 투약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조
리지제의 경우에 투약 날짜가 아닌 특정 절기 이후 지속적
으로 복용하는 기간 단위가 적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
동 중복 춘분과 같은 복용하는 시기를 언급한 위의 3가지
의 처방은, 특정 증상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
라, 계절에 따라서 정해진 조리지제를 복용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략 11월 7일 이후부터 3월 19일까지는 
귀용군자탕, 3월 20일 이후부터 7월 25일전까지는 십전대
보탕을 처방하였고, 7월 중순 중복 이후에는 생맥군자탕을 
처방했다. 이러한 계절별 조리지제로서 귀용군자탕은, 어
용탕제책 이전 시기인 1929년의 樂善齋日誌48)에서는 다
른 계절에 처방되었다. 낙선재일지 5월 7일, 19일, 21일, 
23일 기사에 등장하는 귀용군자탕은 순정효황후에게 처방
된 것이다.

 어용탕제책에서는 주치증이 따로 기록되어 있는 처방
이 다음의 6개 정도 있다.

정기탕은 감기증상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10a와 12b의 
가미정기탕은 감기증상에, 13a의 가미정기탕은 특별히 감기
의 기침 증상에 사용됨이 기록되어 있다. 4b의 가미정기산

의 경우에는 내상외감에 사용되고, 11b의 가미양위탕은 감
기증상과 더불어 체기가 있을 때 사용되었다. 이러한 약들
이 특정 증상 치료를 위한 대증지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5a 가미평위산에서는 “丁丑二月日日三服 卽
有效 王大妃殿下有五色痢用此三貼 繼進益胃升陽湯”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이 적혀있다. “丁丑二月”(1937년 2월)의 어떤 
날에 王大妃殿下의 “五色痢”에 대해 세 첩을 투약했고, 다
음날에는 그 후속처방으로 “익위승양탕”을 투약했다. 가미
평위산은 ‘日三服卽有效’라고 하여, 첩약의 복용량과 예후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 후속처방인 5b 익위승양탕에
는 아무런 설명도 존재하지 않지만, 가미평위산에 대한 설
명을 통해 이 탕약이 실증을 치료하는 가미평위산을 투약
한 다음날에 투약되어 허증 치료를 중심으로 나머지 증상을 
아울러 치료하기 위해 투약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6a 순
기팔물탕 역시 왕족의 현훈증상에 이 처방을 써서 여러 번 
효과를 보았다고 쓴 뒤, 1931년[昭和六年]의 일기를 참
조하라고 밝히고 있다.

2) 어용탕제책처방의 의사학적 특징

본고에서는 20c 조선 왕실에서 사용된 처방이라는 점에
서, 어용탕제책에 수록된 처방을 조선 중･후기의 기록인 
승정원일기와 승녕부일기 등과 같은 조선 왕실의 기록
물에서 그 사용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48) 樂善齋日誌는 1929년 3월부터 5월까지 창덕궁 낙선재의 일과를 정리한 일지이다. 국권 상실 이후 1912년 6월부터 순종이 주로 낙선재에서 
거주하였으며, 1926년 순종이 승하한 이후에는 순정효황후가 거주하고, 그 이외의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dir/view?catePath=&dataId=JSG_K2-4885

49) 大補湯, 十全湯으로도 검색해야 함

처방명 승정원일기 검색 건수
1a 加味養胃湯 167건 순조(117)
1b 加味健脾湯 14건 순조(14) 순조때 14건이 사용된 뒤 100여 년 만

에 御用湯劑冊에 재등장.
2a 加味君子湯 214건 순조(136)
2b 加味蔘蘇飮 6건 순조(6) 순조 때 6건 사용된 뒤 120년 만에 

다시 사용됨.
일제강점기인 明治44년(1911) 4월 25
일, 26일 일기 / 大正 2년(1913) 3월
23일 日記에도 다시 사용됨.

3a 加味六君子湯 402건 순조(237) 순조때 사용된 뒤 120여 년 만에 재
사용됨.

3b 歸茸君子湯 -
4a 加味金水煎 10건 철종(10) 철종대 사용된 뒤 70, 80년 만에 재

사용됨. 1915년 日記에서 39회 사용됨.
4b 加味正氣散 124건 정조(50), 

순조(56)

표 2. 어용탕제책처방의 ‘조선 왕실 기록’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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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탕제책처방이 과거 왕실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왔는
지를 검색한 결과, 이들 처방이 많게는 100여년에서 수십 년 
전에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처방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대방
풍탕과 순기팔물탕을 제외하고, 모든 처방이 승정원일기
와 승녕부일기, 그 밖의 일기 등의 조선 왕실의 기록물
에 등장한다.

7a와 11a의 생맥익기탕의 경우, 100여 년 전에 사용된 
이후로 각종 기록에서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으나, 어용탕
제책에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청강의감의 
주하병에서 “생맥익기탕”이라는 같은 처방명을 찾아볼 수 
있다.50) 가미평위산의 경우 정조때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그 후로 고종 때 다시 재사용되었다. 또한 가미소풍산도 순
조 때 사용된 처방이며, 고종 때 다시 사용되었다. 한편, 대
방풍탕이나 순기팔물탕 처방을 통해서는, 그 간의 왕실 처
방에서 적합한 처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처방
을 가져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6a 순기팔물탕에는 “昭和六年의 日記를 參看하라(有日記
中參看 昭和六年)”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것은 내의원일기
처럼 당시의 왕실 의료를 기록한 ‘日記’ 혹은, 승정원일기

처럼 왕족들의 생활 전반을 기록한 ‘日記’가 있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왕직에 소장된 왕공족에 대한 치료 
기록을 담은 일지인 일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은 
이왕직의 전의나 혹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소
수의 인물로 국한될 수 있다. 일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참고하라는 것은, 일기를 볼 수 있는 왕실 전의나 의관들을 
어용탕제책의 독자로 상정하고 작성되었음을 말한다.

어용탕제책 대부분의 처방을 과거 왕실의 처방에서 찾
아볼 수 있다는 점은, 일제강점기 왕실의 처방 역시 기존 
왕실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환자의 병증과 진단에 부합하
는 처방을 참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도 과거 
조선 왕실의 승정원일기나 내의원일기 등의 의학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처방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영조 47년 1월 29일자 기사에서는 “上曰, 
夕入侍時, 持內局日記, 政院日記以爲入侍, 摘奸承旨具㢞, 奉
審後入來, 讀奏祭物記及諸執事擧案畢, 上命讀社稷大祭祭報府.” 
라고 하여, ‘內局日記’, ‘政院日記’를 가지고 입시에 들어간
다는 문구가 있다. 내국일기나 승정원 일기 등의 자료
를 이용해서, 과거의 왕실 치료 기록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50) 이영훈. 晴崗醫鑑. 서울:성보사. 1984:338.

5a 加味平胃散 3건 정조(1) 고종(2)
정조와 고종 때 총 3회 사용되었음. 
승녕부일기에도 4회 사용됨/장서각에서 
판독한 승녕부일기(承寧府日記v1) (隆
熙元年)十月二十九日 등에서는 잘못 판
독되어 “加味平冒散”이라는 기재됨.

춘방일기(春坊日記)(1875~1906), 
일제때 일기에서 사용됨.

5b 益胃升陽湯
27건 인조(2) 효종(5) 

숙종 (2) 영조(15) 
정조(1) 순조(2)

순조연간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뒤에 100
년이 넘어서 御用湯劑冊에 재등장.

6a 順氣八物湯 -
6b 加味正氣散 4b 가미정기산과 같음 
7a 生脈益氣湯 2건 순조(2) 순조때 2건 사용된 뒤 120여 년 만에 

御用湯劑冊에 재등장.
7b 生脉君子湯 44건 순조(16) 

고종(28)
8a 十全大補湯49) 32건 효종(7) 숙종(12) 

영조(13)
영조대에 쓰인 뒤 150년 만에 御用湯
劑冊에 재등장.

8b 加味消風散 승정원) 3건. 고종(3)
장서각) 왕세자 순종(5) *풍열로 인한 가려움증 

고종 31년 12월 2일 갑진 1894년 
<○> 內醫院都提擧義和君堈奏, 今伏
聞入診醫官之言, 脈候縱臻勝度, 而風
熱尙緊, 餘祟搔癢, 終遲快差, 湯劑以
加味消風散議定矣.

9a 大防風湯 -
9b 生脈君子湯 7b 생맥군자탕과 같음
10a 加味正氣湯 4건 정조(3) 순조(1)
10b 加味十全湯 9건 숙종(2) 영조(7) 8a 십전대보탕과 같음
11a 生脈益氣湯 7a 생맥익기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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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참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799년
(정조23)에 어의 강명길에 의해 저술된 濟衆新編에서는 
내국일기의 내용을 인용해 정조에 대한 八味逍遙散의 치
료기록을 수록하고 있다.51) 또한 1868년(고종5)에 저술된 
어의 출신 의가인 황도연의 의종손익에서도 濟衆新編
의 八味逍遙散 관련 內局日記기록이 전재되어 있고,52) 
이외에도 영조와 순조의 치험례를 다룬 내국일기의 내용 
역시 인용되어 있다.53) 내국일기에는 구체적인 처방 내
역이 없기는 하지만, 처방명과 증상, 맥진, 치료 결과 및 가
미된 약물이 기록되어 있어 후대 의가들에게 의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처방 내역들은, 기록되고 문서화되어 후대의 의학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승정원일기나 내국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상세한 왕
실의 의학 기록들은, 후대의 왕실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의
학적 참고 자료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왕실 의료의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다만, 이
들 자료에는 처방 구성 내역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왕실 처방집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은 되었으나, 실
제 자료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어용탕제책은 특정 왕
실 인물을 대상으로 투여된 처방을 모아놓은 처방집으로서, 
처방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
을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왕실 의학의 한 단면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어용탕제책이라는 일제강점기 왕실 처방집
에 대해 연구하였다. 어용탕제책은 ‘御用’이라는 책 제목

과 본문의 皇后陛下, 王大妃殿下 등의 단어 등을 통해서, 
왕실 의학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처방집에 수
록된 28개의 처방에는, 처방의 약재 구성 내역과 함께 투여
된 날짜와 시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처방이 
투여된 날짜를 살펴보면, 1931년 및 1937년 2월부터 1948년 
8월까지의 기록이다. 처방의 복용 시기와 皇后陛下, 王大妃
殿下 등의 표현을 통해, ‘순정효황후’가 복용한 처방을 선별
하여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의 ‘왕족’이었던 
영친왕 내외는 대부분 일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용탕제
책의 대부분의 처방이 이루어진 시기에 조선에 없었던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처방이 투여된 시기에 영친왕이 한
국에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어용탕제
책의 처방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일제강
점기 일기류의 기록 작성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순정효황후 
이외의 다른 투약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어용탕
제책에 수록된 처방 모두가 순정효황후 일인에게 투약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순정효황후를 치료하던 전의는 홍재호였는데, 다만 
홍재호의 사망 시기 이후의 처방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으
로 미루어보아, 홍재호가 이 책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씨체가 한사람이 온전히 필사
한 것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나는 글씨체가 섞여 있다는 점
에서 필사자는 2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순정효황후에게 처
방을 내린 전의 홍재호가 필사자 중 한 명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어용탕제책에 수록된 순정효황후에게 투여된 28개의 
처방은, 대증지제와 조리지제로 나눠 볼 수 있다. 감기와 
체기 등의 증상에 맞춰서 정기산, 정기탕 등의 대증지제가 
투여되었는데, 이들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는 단기간만 투여
되었다. 조리지제의 경우는 절기에 맞춰서 장기간 투여되었
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11월 7일 이후부터 3월 19일까

51) 濟衆新編 卷之一･火･潮熱･八味逍遙散 “○甲寅, 上候, 頭部小癤, 晝夜煩燥, 寢睡不穩, 進御秦效, 詳載內局日記.” 承政院日記정조 18년(1794) 
7월~9월의 기사에도 이와 관련된 정조의 치료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때의 처방명은 “八味逍遙散”이 아니라 “加味逍遙散”으로 되어 있다. 承
政院日記 정조 18년(1794) 7월 28일~29일; 8월 1일~10일; 12일~17일; 26일~30일; 9월 3일~6일; 10~11일; 14일~16일; 19일; 24일.

52) 醫宗損益 卷之七･午集･火･潮熱･八味逍遙散 “○갑인년에 상(上)께서 머리에 작은 부스럼이 나서 번조(煩燥)로 줄곧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
셨는데 이 약을 지어 올렸더니 효험이 있었다고 ≪내국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중≫ (○甲寅, 上候, 頭部小癤, 晝夜煩燥, 寢睡不
穩, 進御秦效, 詳載內局日記. ≪濟衆≫).”

53) 醫宗損益 卷之二･丑集･五臟･腎病虛實･六味地黃丸 “○ 영조대(英祖代) 병술년(1766)에 왕명으로 이 약에 ‘만전탕(萬全湯)’이라는 이름이 붙었
다. ≪내국일기≫ (○英廟朝丙戌, 賜名萬全湯 ≪內局日記≫)”; 醫宗損益 卷之六･巳集･風･暴瘖･腎瀝湯 “영조대(英祖代) 병술년(1766)에 왕에
게 탕제를 진상할 때, 이 신력탕에 녹용･원지 각 1냥, 인삼･부자 각 5돈을 더 넣었다. 순조대(純祖代) 계해년(1803)에 동조(東朝)께서 오른쪽
에 마비증상을 약간 앓았는데, 신력탕에서 황기･오미자를 빼고, 자석･현삼･감초･지골피는 중량을 줄이고, 독활･비해･귤피･백출 각 1냥, 건강 7돈, 
진구 5.5돈, 인삼 2.5돈을 더 넣어 썼다. ≪내국일기≫ (英廟朝丙戌, 進御湯劑, 加鹿茸･遠志 各一兩, 人蔘･附子 各五錢. 純廟朝癸亥, 東朝微患, 
右部之麻痺, 去黃芪･五味子, 咸磁石･玄蔘･甘草･地骨皮, 加獨活･萆薢･橘皮･白朮 各一兩, 乾薑 七錢, 秦艽 五錢半, 人蔘 二錢半. ≪內局日記≫)”; 醫
宗損益 卷之八･未集･虛勞･虛勞通治･理中建功湯 “○ 정축년(1757)부터 병신년(1776) 사이에 진상한 약제가 거의 1만 첩에 이르렀다. ≪내국
일기≫ (○自丁丑, 至丙申, 所進幾至萬貼. ≪內局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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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귀용군자탕, 3월 20일 이후부터 7월 25일 전까지는 
십전대보탕을 처방하였고, 7월 중순 중복 이후에는 생맥군
자탕을 처방했다. 대증지제와 조리지제의 개념으로 구분되
는 처방에 대한 이해는, 왕실 의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보
이며, 앞으로의 왕실 처방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들 28개의 처방을 승정원일기와 승녕부
일기 등과 같은 과거 조선 왕실에서의 의학 자료에서 그 
사용례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대방풍탕과 순기팔물탕을 제
외한 모든 처방이 많게는 100여년에서 수십 년 전에 왕실
에서 사용되었던 처방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의원 
일기 등의 왕실 의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수 있으나, 처방 구성 내역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때문에 
별도의 왕실 처방집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은 되었으나, 실
제 자료의 존재가 미비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
이었다. 어용탕제책은 특정 왕실 인물을 대상으로 투여된 
처방을 모아놓은 처방집으로서, 처방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어용탕제책의 연구를 통해서 근대 왕실 한의학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에 개별 처방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왕실 한의학 처방의 
경향성과 그 변화에 대한 의사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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