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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의약 어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 재물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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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review for the study of medicinal vocabulary contained in the literature on the 
names of objects - focusing on Jaemulbo

Hun-Pyeong Park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Various materials related the names of objects were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medicine-related vocabulary contained
in these data is important data for examining the practice of medicine at the time. Jaemulbo (Genealogy of talent and things) is a
document on the names of things written by Lee Man-young in 1798. Through this study, the medical vocabulary in Jaemulbo was
broadly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following claims are made:

1. Jaemulbo provides a wealth of information on the medical terminology used in the 19th century.
2. The selection of medical vocabulary included was mad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ools such as cultured books and dictionaries.
3. Jaemulbo is an example of using Jingyuequanshu (Whole book of Jingyue) before 1790.
4. Jaemulbo reflects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pharmacology after Donguibo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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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 후기에는 기존에 축적되어온 문헌 지식과 경험 사
실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재정리한 편찬물인 
類說과 類書류가 다량으로 출현하였다. 조정에서도 정치 운
영의 필요성에 의해 자료집 형태인 備考류가 편찬되었다.1) 
物名이란 사물의 성질과 이름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분류하고 
풀이한 것으로 물명 관련 자료는 대개 유서류에 속한다.2)

심경호는 이러한 유서의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첫째 “原
書를 읽지 않고 지식 축적을 할 수 있는 교양서”, 둘째 “작
문과 작시 용례의 길잡이, 사물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한 사
전 성격의 공구서”라 하였다.3)

物名 관련 자료는 해당 문헌이 편찬된 시기의 의약 관련 
어휘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의
약 어휘 자료는 당시 의학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1차 
사료이다. 논자는 특히 李晩永의 才物譜에 중점을 두어 
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의약 어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을 하려 한다. 재물보는 조선 후기의 다른 물명류 자료에 
비해 가장 풍부한 의학 어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4)

1) 類書란 “초록을 하고 그 자료를 새로운 분류 규칙에 따라 체계화한 결과물”이며, 類說이란 “필기류에 속하지만 類書처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재
편된 결과물”이다. 備考란 정책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과거의 典章 등의 용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편. 조선후기 유서와 지식의 계보학 파주:경인문화사. 2019:17-19.

2) 정승혜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 후기 물명류 자료는 39종이 알려져 있다. 이 중 1613년에 나온 파경물명을 제외하면 모두 18세기 이후 자료이
다. 정승혜.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2014;18:82-86.

3) 심경호. ｢한국 유서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2007;47:85-136. 심경호. ｢연세대 소장 유서 및 한자어휘집의 가치｣. 동방학지. 2009;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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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는 이만영에 의해 1789년(정조 22)에 편찬되었
다. 남종진에 따르면 이만영은 韓山李氏 進士 李興重의 아
들로 1748년(영조 24)에 태어났다. 그는 生員이 되어 孝陵
參奉, 玉果縣監을 지내고 1817년(순조 17)에 사망하였다.5) 
재물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한문학과 국어학 분야에
서 많이 이루어졌다.6) 그 외에 건축사에서도 연구되었고,7) 
최근 들어 완역 작업도 시작되었다.8)

본고에서 활용하는 재물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8
권 8책본)을 주 텍스트로 하고, 버클리대 소장본(불분권 4
책본)을 부 텍스트로 삼았다.9) 전자는 내용이 가장 충실한 
이본이고, 후자는 전자에 없는 ｢考據諸書｣ 내용이 있다.

Ⅱ. 본론

1. 인용의서

재물보는 의약 관련 어휘라 하여 의서만 인용하지 않
고 다른 분야의 책도 인용하여 어휘 뜻을 풀이하였다. 다만 
의약 관련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의서를 참조한 사례가 없
다. 인용의서는 당시 지식인 계층에 보급된 의서를 파악하
는데 유용하다. 나아가 해당 중국 의서가 조선에 수용된 시
기에 대한 문헌적인 증거가 된다.

재물보 이본들은 서로 간에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버
클리대 소장본의 경우 76종의 문헌이 수록된 ｢고거제서｣가 
목록 앞에 있다. 이 중에서 의서는 모두 4종이다(그림 1).10) 

의서는 아니지만 도가서로는 유일하게 黃庭經도 수록되
었다. 편자가 몸을 이해하기 위해 비록 도가서를 인용하였
지만 전통 유가의 입장에서 인용서를 최소한으로 국한한 
것으로 추정된다.11)

그림 1. 재물보･고거제서 의서류 부분

｢고거제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문에서 인용처로 
표시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재물보 권2의 身 항목에
서 結筋을 설명하면서 출전을 “本”이라 하였다(그림 2). 
“本”으로 표기된 인용 문헌은 명대 의가 이시진의 본초강
목이다.12) 그 증거로 肉 항목에서 “想肉兩脚羊”을 설명하
면서 “난을 일으킨 병사로 인육을 먹는 자가 인육을 일컬어 
양각양의 고기가 생각난다.”라 하였는데 이 내용은 본초강
목 人一･人肉에 나온다.13)

4) 才物譜의 완성은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으나, 원찬본은 전하지 않으며 현존본은 19세기의 필사본으로 19세기의 경험이 가필되었으므로 본고
의 부제를 19세기 조선의 의학용어라 하였다.

5) 1748년(영조 24) 2월 13에 태어나 1795년(정조 19) 生員이 되었고 순조대에 孝陵參奉, 玉果縣監을 지내고 1817년(순조 17) 6월 3일에 사망
하였다. 남종진 역. 이만영 저. 국역 재물보 1.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13-15. 저자는 牧隱 李穡의 손자 李季甸(文烈公波)의 12대손
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종합안내서비스 인문관계정보 만가보 가계도. http://kostma.aks.ac.kr/FamilyTree(2020.10.22.)

6) 방학수. ｢재물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신희범. ｢재물보와 광재물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울산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신중진. ｢사전학적 관점에서 본 물명고와 재물보의 영향 관계｣. 진단학보. 2014;120:105-127. 肖瀟. 才
物譜研究—以詞彙與文字爲中心.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李凡. ｢論朝鮮時代 才物譜 的名物學價值｣. 한자연구. 2018;20:117-137.

7) 한동수. ｢조선시대 유서 재물보에 수록된 궁실 부분 어휘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5:138-141.
8) 1-2권이 기간행되었고 연차적으로 완역될 계획이다. 남종진 역. 이만영 저. 국역 재물보 1, 2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
9) 재물보는 간행본이 아닌 필사본으로만 전해졌고 현존하는 이본은 11종이 알려져 있다. 남종진 역. op. cit. p. 6-11. 이들 이본은 모두 原撰本

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본 중에 도표와 지도가 더 상세한 본들이 있지만, 본고가 다루는 의학 관련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10) 버클리대학교 소장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DB. (2020.10.22)에서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청구기호. 35.12.
11) 재물보 의약 관련 내용의 주요 인용 문헌인 동의보감만 하더라도 내경편 용어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황정경 외의 다른 도가서들의 인용

이 더 있어야 한다.
12) 오재근은 선행연구에서 임원경제지가 본초강목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조선 후기의 본초학의 발전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오재근.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 의사학. 2012;21(2):193-226.이 상세하다.
13) 본초강목 人一･人肉 “乱兵食人肉者, 名人肉曰想肉兩脚羊.” 百度百科에서 “想肉兩脚羊”을 검색하였다. <https://baike.baidu.com/item/%E4%B 

8%A4%E8%84%9A%E7%BE%8A> (2020.10.23.)을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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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물보 권2 結筋 내용

｢고거제서｣에 수록된 의서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14)

소문 만병
회춘

경악
전서 동의보감

조선 간행 ○ ○ × ○
권/책 12/14(15) 10/10 64/미상 25/25
저자 漢

미상
明

龔廷賢
明

張介賓
朝鮮
許浚

표 1. 재물보･고거제서 수록 의서

경악전서와 본초강목을 제외하면 당시 조선에서 간
행된 의서이며, 이들 5종 모두 책의 규모가 큰 책들이다. 
간행되지 않았음에도 경악전서와 본초강목이 인용서로 
등장함은 당시 조선 지식인 계층에게 이들 책이 미친 영향

이 적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에서 경악전서의 최
초 도입은 1777년(정조 1)으로 추정되는데, 進賀兼謝恩正
使로 중국에 간 徐浩修 등에 의해 중국 현지에서 구입된 고
금도서집성을 통해서였다.15) 19세기 초반 이후 경악전서
는 조선에 널리 보급되었다.16) 재물보도 당시 경악전서
가 널리 보급된 하나의 사례이다. 현존하는 재물보 이본
들의 성립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본들의 차이가 
인용 문헌에 있지는 않기에17) 1789년 재물보 편찬 당시
에 편자가 경악전서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크다. 그렇다면 
재물보는 1784년 周命新의 醫門寶鑑18)과 더불어 1790
년 이전에 경악전서가 활용된 사례가 된다.

2. 의약 관련 항목 고찰

1) 人譜(권 2-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재물보의 구성은 권1에 太極, 
天譜, 地譜가 권2-5가 人譜이고, 권6-8이 物譜이
다. 이 중 人譜, 物譜에 의약 관련 항목이 기재되었다. 
조선 후기 물명 자료에서 人과 物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중
이 天과 地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다. 장유승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 책의 체제가 본초강목의 영향을 받았다 분
석하였다.19) 정승혜는 재물보 표제항의 목록과 배열 차
례가 본초강목과 동일함을 지적하였다.20)

권 2에서는 113항목에 걸쳐 인체 각 부위의 명칭, 증
상, 상병명의 용어를 해설한다(표 2).21) 예를 들어 “感冒”
는 “感氣病”으로 “輪感”은 “感氣輪痛”으로 “海鼻淵”은 “곳불”
로 해설하였다. 내용이 풍부하여 당시 의학 용어의 뜻과 활

14) 박훈평. ｢조본 황제내경소문 판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4;27(2):77-82. 양영준, 안상우. ｢조선의서 증보만병회춘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6;19(2):119-143. 박훈평.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 
25-37. 경악전서 인용본은 명확하지 않아 미상이다.

15) 정조실록 1777년 2월 24일 기사. 古今圖書集成에 경악전서의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1777년 이전에 도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
확한 문헌적인 근거는 없다. 조선왕조실록 내용은 실록청(1413-1935).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202010.23.)를 
활용하였다.

16) 예를 들어 洪奭周의 洪氏讀書錄(1810년)에 그가 읽은 醫家류 책으로 나온다. 丁若鏞의 시 ‘소장공 동파 시에 화답하다 和蘇長公東坡’에도 
“채소부에 빠뜨린 게 많은, 장경악 그는 웃기는 사람이야. 和蘇長公東坡, 菜部多脫落, 我笑張景岳”라는 구절이 나온다. 홍석주 저, 리상용 역주. 
역주 홍씨독서록 서울:아세아문화사. 2006:229-230. 茶山詩文集 권5･시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2020.10.23.)를 
활용하였다.

17) 병기된 한글과 일부 항목의 설명 차이이다.
18) 유준상. ｢의문보감을 통해 살펴본 주명신의 의학사상 고찰｣.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19, 23.
19) 장유승.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체계｣. 한국고전연구. 2014;30:193-196.
20) 정승혜. op. cit. p. 88.
21) 재물보 원문과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2020.10.22.) 활용하였다. 청구기호. 한古朝91-23. 재물보 목차 구성의 의미에 대

해서는 남종진의 해제에 상세하다. 남종진에 따르면 천, 지, 인, 물의 분류는 동아시아 三才論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太極을 따로 둔 점이 
독특한데 “삼라만상의 근원적 요소를 먼저 배치한 결과”라 하였다. 人譜의 人에서는 물질적 존재인 人體에 관련된 어휘들을 배열하였고 人倫
과 民에서는 身分, 관계, 계층 등에 관련된 어휘를 배열하열다. 物譜에서는 일상에 소용되는 각종 물건, 동식물에 대한 어휘를 배열하였다. 
남종진 역. op. cit. p. 28-30.



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의약 어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 재물보를 중심으로

- 40 -

용에 대한 정보가 많다. 조선시대 문헌 중에서 전문 의서가 
아니면서 이렇게 풍부하게 의학 용어를 수록하여 해설하는 
사례는 희소하다.22)

대분류 하위 분류

人
(113)

身, 頭, 髮, 鬢, 眉, 面, 面部流年圖, 目, 耳, 鼻, 
口, 唇, 舌, 齒, 涎, 咽喉, 頰, 頤, 鬚髥, 項, 肩, 
腋, 臂, 手, 胸, 乳, 腰, 腹, 脅, 膘, 臍 背, 尻, 前
陰, 陰囊, 後陰, 臀, 股, 膝, 脛, 足, 皮, 肉, 骨, 
血, 脈, 經絡, 十二經穴, 五臟, 心, 肺, 脾, 肝, 腎, 
六腑, 精, 氣, 神, 息, 汗, 眠, 夢, 容, 拜, 揖, 言, 
笑, 哭, 嘆息, 嘯, 呼, 疾, 中風, 中濕, 中寒, 感冒, 
瘟疫, 痎瘧, 內傷, 煩燥, 火症, 痰飮, 咳嗽, 痢疾, 
癨亂, 嘔吐, 積聚, 疸, 疝症, 關格, 淋疾, 痔漏, 勞
瘵, 癲狂, 中惡, 客忤, 厥症, 眩暈, 健忘, 邪祟, 消
渴, 痛風 脚氣, 癰疽, 瘡, 龜胸, 體氣, 蚘蟲, 死, 
年, 男, 女, 小兒, 老人

표 2. 재물보 권 2의 의약 관련 항목

그런데 특이하게도 재물보에는 치료 처방이 전혀 없다. 
十二經穴을 논하면서 혈위의 主治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救荒과 辟穀 관련하여서도 항목이 따로 없는 점도 독특하
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의학 습득 자체보다는 당시 
지식인의 교양 확보 수단으로 추정된다. 즉 재물보에 수
록된 어휘 선택은 교양서나 어휘사전 같은 공구서의 목적
에 부합하여 이루어졌다. 즉 이 책의 편자는 실제 치료법에
는 관심이 없었으며 경전 등의 문헌을 이해하고 지식인끼
리 서로 소통함에 주목적이 있었다. 심경호는 재물보에 
실린 金允秋의 서문을 빌려 어휘에 대한 탐구가 “格物致知”
의 일환임을 지적하였고, 사물의 이명을 계열화하여 “어휘
의 시소러스를 구축하였다.”고 평하였다.23) 조선 후기 성리
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물명학을 학문의 한 수단으
로 삼았다는 지적은 탁견이다. 물론 의약에 관한 이만영의 
자세를 가지고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兪晩株의 일기인 欽英(1775-1788)
에 대한 김성수의 연구를 보면 의약에 관심이 있던 18세기 
후반 향촌 지식인을 볼 수 있다. 유만주의 경우는 소문, 
동의보감, 황정경 등을 읽고, 자신과 주변인에게 실제 
처방을 하기도 하였다.24) 이만영과 유만주는 의약에 대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둘이 참고하는 책들이 상당 
부분 유사함은 당시 이 책들이 지식인들 사이에 보급되고 
활용되던 책임을 알 수 있다.

권 3(人譜 2)은 人倫이란 주제로 六親, 九族, 君, 臣 
등을 다룬다. 이 중 ｢臣｣은 조선시대 주요 관청과 관직 어
휘를 설명한다. 이 부분에 의약 관청과 관직 등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의원 어약 조제를 관장한다. , 내국약방 동일하다 , 
어약원 송나라 , 도제조 1원 , 제조 1원 , 부제조 1원, 
도승지가 겸한다.25) , 정 이하 10원은 의관이다.26)  〇 
식의 주나라 .27)

전의감 의약을 관장하여 궁궐 내에서 쓰는 것과 사여하
는 것을 공급한다. , 태의원 동일하다28) , 제조 2원 , 정 
이하 11원은 의관이다. , 교수 1원은 의관이다29) , 의사

는 상사와 하사가 있다 주나라 , 태의령승 진한 , 태의박
사, 조교 후한과 위 .30)

혜민서 의약을 관장하여 서민을 구활한다. , 양의 주나
라 , 혜민국 원나라 , 제조 2원 , 주부 이하 3원이다  , 
교수 1원은 의관이다. , 치종청 교수 1인  .31)

내용상 일부 오류가 있지만,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알려
진 의학 관련 관서와 관직 용어를 알 수 있다. 과거 중국의 
醫政 관련한 어휘의 사례는 재물보의 편자가 문헌 독서 
등에 활용하고자 의도했던 바임을 보여준다.

22) 정승혜에 따르면 일본 小倉문고 소장본인 朝鮮語彙는 23장 분량의 필사본으로 상병명, 증상, 신체 부위의 명칭이 기록되었다. 20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된다. 정승혜. op.cit. p. 101.

23) “진실로 부류끼리 모으고 많은 사항등을 분변하여 사문의 범위 안에서 종주가 되면서 격물치지지학에 보익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성인의 무리
가 해야 할 일이기에 통변의 선비가 여기에 힘써야 한다.” 심경호. op. cit. p. 25. 시소러스(thesaurus)란 “데이터 검색을 위한 키워드 간의 관
계를 나타내는 사전”이다.

24) 김성수.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 – 흠영으로 본 조선후기 의학｣. 한국문화. 2014;65:103-107.
25) 副提調는 都承旨가 아닌 承旨가 겸하므로 이는 오류이다. 박훈평 역주. 내의원 편.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퍼플. 2015:12.
26) 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2원), 부봉사(2원), 참봉의 10원이다. 박훈평 역주. op. cit. p.13. 
27) 재물보 권3･臣 內醫院 掌和御藥 , 內局藥房 同 , 御藥院 宋 , 都提調 一員 , 提調 一員 , 副提調 一員, 都承旨兼 , 正 以下十員醫官 〇 

食醫 周
28) 세종 조 내약방이 전의감 내에 있을 때에는 태의원으로 부를 수 있으나, 내의원의 분화 이후로 태의원은 내의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9) 전의감교수와 혜민서 교수는 의관인 1원 외에 의관이 아닌 이의 겸직 정원도 있었다. 
30) 재물보 권3･臣 典醫監 掌醫藥, 供內用及賜與 , 太醫院 同 , 提調 二員 , 正 以下十一員醫官 , 敎授 一員醫官 , 醫師上士下士 周 , 太醫

令丞 秦漢 , 太醫博士, 助敎 後魏 .
31) 재물보 권3･臣 惠民署 掌醫藥救活民庶 , 瘍醫 周 , 惠民局 元 , 提調 二員 , 主簿 以下三員 , 敎授 一員醫官 , 治腫廳 敎授 一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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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4(人譜 3)은 전편에 이어 人倫과 民의 주제를 다룬
다. 民은 다시 士, 農, 工, 賈, 方技로 나뉜다. 이 중 ｢方技｣ 
항목에서 醫, 藥餌, 鍼의 항목이 있다. “大夫內醫”의 뜻이 
“御醫”이며, “儒醫”가 “讀書之士, 習讀術者”라 해설하였다. 
鍼에서 “度”는 “受鍼七日以度”라 하였고, 火鍼은 “삼씨기름
을 잔에 가득히 담는다. 등심지 14가닥으로 등불을 켠다. 
침에 자주 삼씨기름을 발라서 등불 위에서 불살라 붉게 달
군다.”32)라 하였고, “燔鍼, 焠鍼, 燒鍼, 煨鍼도 동일하다.” 
하였다. 이 내용은 따로 인용 표시가 없지만 본초강목에
서 인용되었다.33) 이 밖에 “虛灸”를 “우각뜸”, “炷”를 “쑥 
부빈 것”, 拔火罐을 “뜸단지”로 해설하였다.

2) 物譜(권 6-8)

권 7은 羽蟲, 毛蟲 등 동물류를 권 8은 穀, 菜,34) 
果, 草, 木, 竹 등 식물류에 관련된 내용이다. 관련 항목에 
대하여 박물학적 지식을 기술하였기에 의학에 사용되는 약재 
어휘도 많이 기록되었다. 인용 문헌인 본초강목을 통하여 
이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35) 특히 권 8･草
는 당시 조선의 약물학 지식과 어휘가 많이 기록되어 유용
하다. 예를 들어 인삼에 대해서 “生蔘은 羅蔘으로 부르기도 
한다.”든지 “江蔘은 江界지역에서 나온 삼”, “北蔘 咸境道에
서 나온 삼”이라는 등 당시의 어휘를 보여준다(그림 3). 이
들 약물에 대해서도 主治 등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림 3. 재물보 권8･草

그런데 이러한 물명 관련 지식은 19세기 다른 물명류 자
료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柳僖(1773-1837)의 物名
攷는 재물보에 비교하자면 매우 유사한 체제인데 항목
이 더 세분화되었고 설명도 단순히 이명에 그치지 않고 식
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하였다.36) 그런데 재물보
에서는 앞의 人蔘 사례처럼 조선만의 명칭과 그에 따른 설
명이 추가된 경우가 있다. 재물보 권8에 수록된 草 항목
의 약재의 한글 이름이 동의보감 탕액편의 한글 이름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른 한글 이름을 재물보보다 
약간 뒤인 1820년경에 편찬된 유희의 물명고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37) 이름이 다른 일부는 특정 지역의 방
언일 가능성도 있으나, 동의보감 이후의 약물학 경험과 
지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32) 재물보 권4･鍼 “以麻油滿盞. 以燈草二七莖點燈.將鍼頻塗麻油, 燈上燒通赤.”
33) 본초강목 14 ･ 火鍼釋名 “其法麻油滿盞， 以燈草二七莖點燈，將鍼頻塗麻油燈上，燒令通赤. 用之不赤或冷，則反損人, 且不能去病也. 其鍼須用

火著鐵造之為佳.” 維基文庫(2020). <https://zh.wikisource.org/wiki/Page:Gujin_Tushu_Jicheng,_Volume_014_(1700-1725).djvu/75>(2020.10.23.)
34) 조선 후기 문헌에서 항목이 菜인가 蔬인가에 따라 본초서의 영향인가 농서의 영향인가가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김일권의 전통 문헌의 동식물 

분류에 대한 항목 일람에서 착안하였다. 김일권. ｢전통시대 생물분류체계와 관련 문헌 자료 고찰｣. 한국학. 2015;38(1):142.
35) 조선 후기 물명서는 단순히 이칭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장유승은 그럼에도 재물보는 사물의 이칭과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려 하

였으므로 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았다. 장유승. op. cit. p. 186-187.
36) 물명고는 최근 완역본이 나왔다. 유희 저. 김형태 역. 국역 물명고 상하 서울:소명출판. 2019.
37) 한국한의학연구원. 내 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수퍼노바. 2017:730-750. 유희 저. 김형태 역. 국역 물명고. 서울:소명출판. 

2019:上374-421. 下5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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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명 동의보감 재물보 물명고
1 薺苨 계로기 계르기, 쟌대 겨로기
2 黃精 듁댓불이 둥구래, 쥿댓뿔희 죽대, 둥굴레
3 貫衆 회초밋불휘 사련고비 ×
4 玄參 × 묏참마 ×
5 地楡 외나물불휘 슈박나물 외나물, 수박나물
6 秦艽 망초불휘 망새根 망초
7 獨活 땃둘훕 강호리 당두릅
8 升麻 끠뎔가릿불휘 가땽둘 가땅두릅
9 玄胡索 × 방하꼿, 아주자기 녀계구슬
10 龍膽 과남플 뷔트리꼿 관음풀
11 白薇 아마존 효근새박 아마존
12 木香 × 파초향 ×
13 續斷 × 묏들뻐금셩취 ×
14 漏蘆 절국대 법구채 범고채
15 瞿麥 셕듁화 펴랑이꼿 패랭이꽃
16 葶藶 두루믜나이 한새낭이 ×
17 連翹 어어리나모여름 나모내날이 ×
18 商陸 자리공불휘 쟝녹 둥구래, 쥿댓뿔희
19 烏頭 × 놋져나물, 바곳根 ×
20 何首烏 온죠룡, 새박불휘 묏새박 ×
21 威靈仙 술위나물 어사리 어사리

표 3. 재물보･草 수록 약재 한글명 비교

이처럼 재물보는 19세기의 약물학 지식을 살펴보는 데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재물보나 물명고 이외
에도 다른 조선 후기 물명류 자료와 비교 연구가 보충되어
진다면 이루어진다면 조선 후기의 약물학 지식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38)

Ⅲ. 결론

본고를 통하여 이만영이 1789년에 편찬한 재물보에 
나오는 의약 어휘를 개략적으로 조사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의약 어휘 연구를 위한 예비
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새롭게 알았다.

첫째, 재물보는 19세기에 사용된 의학 용어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조선 후기 물명류 자료에 비
교하여 독특한 면이다.

둘째, 수록된 의약 어휘 선택은 교양서나 어휘사전 같은 
공구서의 목적에 부합하여 이루어졌다.

셋째, 재물보는 1790년 이전에 경악전서를 활용한 
사례이다. 재물보 편찬 당시인 1789년에 편자가 경악전
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재물보에는 동의보감 이후의 약물학 경험과 지
식이 반영되었다. 재물보 권8에 수록된 草 항목의 약재의 
한글 이름이 동의보감 탕액편의 한글 이름과 다른 경우
가 많다. 즉 재물보의 약물학적 지식은 19세기 약물 지식
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후 다른 물명류 자료들 및 인제지에 수록된 약물명
에 대한 어휘 등의 비교를 통한 후속 요구가 필요하다. 이
러한 결과물을 통해 조선 후기 의약 관련 상황과 지식인 
계층에서 활용한 의학지식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예비적 고찰이 다른 물명류 문
헌에 대한 의사학적인 관심을 촉발하기를 기대한다.

38) 의서의 범주에 속하는 인제지의 경우 동의보감의 약물학 지식 오류를 본초강목을 통하여 수정하는 사례가 있다. 재물보와 편집 연대
가 유사하므로 이 시기 물명 관련 저작들과 비교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전종욱, 조창록. ｢임원경제지 인제지의 편집 체재와 조선후기 
의학 지식의 수용 양상｣. 의사학. 2012;21(3):4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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