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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의학유서 편찬에 사용된 참고의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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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dical Reference Books Used in the Medical Compilations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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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major medical compilations of the Joseon Dynasty, Hyangyak-jipseongbang, Uibang-yuchwi, and Dongui-bogam, directly cited
a total of 376 kinds of medical books. Among them, 11 medical books were commonly referred: Gyeongheom-yangbang, Deukyobang,
Saminbang, Seonmyeongnon, Seongje-chongnok, Seonghyebang, Eoui-chwaryo, Yeongnyu-geombang, Wisaeng-bogam, Cheongeumbang,
and Tangaek-boncho. Most of them were medical classics and formularies representing the period from the Song to the early Ming
Dynasties, which most likely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Joseon’s medical tradition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e reason why the majority of the medical reference books was formularies seems to be that prescription practices and the use of
medicinals value knowledge with accumulated experience over a long period, whereas medical ideas and doctrines change with time.
Besides, except for Eoui-chwaryo compiled in the Goryeo Dynasty, the three significant compilations referred to Chinese medical books,
which indicates that the compilers made efforts to accommodate the newly introduced foreign knowledge. At the same time, the former
compilations, Hyangyak-jipseongbang and Uibang-yuchwi, later appeared as primary references in Dongui-bogam’s Medical Formularies
of Successive Generations. However, in order to avoid overlapping the same contents, the compilers tried to form a differentiated
version by extracting only the uniqu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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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조선 의학유서 간행 전통

조선 전기 의서(醫書)의 편찬과 간인(刊印)은 교서관(校
書館)이나 내의원(內醫院) 등 주로 중앙 관서에서 주관하
여 편찬하거나 간인을 주관하여 각 고을 관청에 인본을 분
사(分賜)하였다. 해당 관서에서는 다시 필요한 양만큼 원각
본을 번각(翻刻) 인출해서 일반에게 배포하는 방식이었다. 
혹은 주자소에서 인간(印刊)하여 분급하기도 하고, 책판을 
소재하고 있는 읍에서 인출하여 중앙으로 올려 보내거나 
지방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1433년에 처음 편찬된 향약집
성방(鄕藥集成方)은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나누어 간행하

였다.1) 책의 분량(전85권)이 너무 방대하였기 때문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도 초간은 내의원에서 이루어졌으

나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곧이어 호남관찰영인 전주(完營
版)와 경상감영이 있던 대구(嶺營版)에서 동시에 거듭 간
행하게 하였다. 이는 방대한 의서를 빠른 시간 내에 간행시
키기 위해 소용되는 물자와 인력을 분담시켜 작업의 효율
성을 높이고, 삼남지방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일
반에 보급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의방유취는 애초부터 반포용 의방서가 아니
라 왕정의 치세에 고람(考覽)을 위한 참고문헌으로 편찬되
었다. 당초 365권이나 되는 분량을 단번에 인쇄하기에 원
활치 않았을 것이며, 집현전 학사와 의관이 총동원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교정과 개편 작업이 왕대를 바꾸어 이루어질 

1)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8월 27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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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많은 공력과 긴 기간이 소요되었기에 편찬이 완료
된 이후에도 곧바로 인간하여 반포하지 못했다. 결국 34년
에 걸친 오랜 교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1477년 을해활자
로 초간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30여질 밖에 인출할 수 없
었기 때문에 경향 각지에 널리 배급하지 못하였고, 사고(史
庫)와 주무 관서에만 제한적으로 비치되었을 것이다.2)

이렇듯 조선조에 간행된 대형의방서 혹은 의학유서는 의
원이나 개인이 실제 임상진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펴낸 것
이라기보다는, 조정에서 간행한 공인규격처방서 혹은 참고
용 의서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조선조를 대표하는 거대의방서 3종, 즉 향약
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에 인용의서로 등재된 문
헌들은 당대 의약지식의 기반을 이루었던 주요 참고의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조선왕조실록에 의서에 대해 언급된 사례가 다수 눈에 
띤다. 1442년에 예조에서는 함길도의 새로 설치한 각 고을
에 보주동인경(補註銅人經)이나 향약집성방, 본초(本
草), 화제(和劑) 등의 의방(醫方)을 보내어 생도들을 가
르치도록 건의하였다.3) 또 1454년에는 함길도에 다른 의서
와 함께 향약집성방 5건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당시 함길
도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아뢰기를, “본도(本道)에는 의술
(醫術)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없고, 또 방서(方書)도 없기 때
문에, 사람들이 많이 횡액으로 병에 걸려서 일찍 죽습니다. 
지금 여러 진(鎭)을 새로 설치하여 더욱 서울에서 멀리 떨
어져 변장(邊將)과 군민(軍民)들이 약을 구할 길이 없사오

니, 청컨대 방서(方書)와 이 도(道)에서 생산되지 않는 향
약(鄕藥)과 당약(唐藥)을 보내 주소서.”라고 하였다.4)

아울러 세조 2년에 전의감 제조 강맹경이 의서를 보급하는 
일로 조정에 아뢴 기록에는, 화제방(和劑方)･득효방(得效
方)･영류검방(永類鈐方)･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연
의본초(衍義本草)･동인경(銅人經)･가감십삼방(加減十
三方)･복약수지(服藥須知)･상한지장도(傷寒指掌圖)
등의 책을 소재읍(所在邑)이 인쇄하여 바치게 한 기록도 
보인다.5) 위와 같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통해, 여기 언
급된 의서들이 조선 전기 의학유서의 대표적인 참고의서로 
활용되었을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의 3대 의학전서의 편찬에 주로 인용된 
참고의서를 실제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 의학전서에 
이용된 주요 참고의서 상호간의 비교 고찰을 통해 조선조 중
국의학과 차별화된 동의학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한의학 발전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의학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
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대별로 거대 의방서 편찬에 이용된 
주요 참고의서의 중요도와 그것들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편찬 
시기를 달리하는 이들 3대 의학전서의 참고문헌을 비교 고찰
해 봄으로써 각각의 참고의서가 조선조 전 기간에 걸쳐 어떠
한 영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또
한 이들 3대 의학전서의 편찬과정과 특색을 살펴봄으로써 각
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의학전서가 지니는 의학사 및 문헌 가
치와 참고의서의 인용방식상 특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림 1. 세종실록과 의방서 관련 기사
2) 따라서 허준과 같은 왕명을 받은 소수의 의관만이 의방유취를 참고할 수 있었으며, 실제 임진전쟁 이전 의방유취를 활용한 책은 당대를 제외하

곤 분문온역이해방, 의문정요 등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동의보감을 끝으로 후대 문헌에는 직접 인용되지 못했다.
3) 세종실록 세종 24년(1442) 2월 25일(병진)
4) 단종실록 단종 2년(1454) 2월 5일(병술)
5) 세조실록 세조 2년(1456) 8월 26일(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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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약집성방 간행과 여말선초 향약방의 흡수

1)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간행6)

그림 2.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 향약집성방
조선전기간본, 경남도유형문화재 610호

향약집성방의 편찬은 세종 13년(1431) 가을에 시작하여 
세종 15년(1433) 6월 11일에 완료되었다. 권채의 서문에 
의하면, 신해년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 전의 노중례, 
(전의)부정 박윤덕 등에게 명하여 다시 향약방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향약집성방의 간행에 관한 공식 기록은 이 언급
이 전부다. 더군다나 책의 간행을 위한 판각이나 인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이 책을 같은 해 8월에 전라도
와 강원도에 나누어 인쇄할 것을 명한 기록만 남아있다.7) 
권채가 쓴 향약집성방의 서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신농(神農)과 황제(黃帝) 이후 대대로 의관(醫官)
을 두어 만백성의 병을 맡아 보게 하였다. 유명한 의
사가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쓰는 데는 모두 기질에 따라 
방문을 내는 것이요, 처음부터 한 방문에만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백 리나 천 리쯤 서로 떨어져 있으
면 풍속이 다르고, 초목이 생장하는 것도 각각 적당한 
곳이 있고,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도 또한 습성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이 많은 초목의 맛을 보고 
각 지방의 성질에 순응하여 병을 고친 것이다. 오직 

우리나라는 하늘이 한 구역을 만들어 대동(大東)을 점
거하고, 산과 바다에는 무진장한 보화가 있고 풀과 나
무에는 약재를 생산하여 무릇 민생을 기르고 병을 치
료할 만한 것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나, 다만 
옛날부터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여 약을 시기에 맞추어 
채취하지 못하고,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하고 먼 것을 
구하여, 사람이 병들면 반드시 중국의 얻기 어려운 약
을 구하니, 이는 7년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약은 구하지 못하고 병은 이미 어
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간의 옛 늙은이가 한 
가지 약초로 한 병을 치료하여 신통한 효력을 보는 것
은, 그 땅의 성질에 적당한 약과 병이 서로 맞아서 그
런 것이 아닐까. 천 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펴지 못
하는 무명지를 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인
데, 하물며 나라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랴.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다.

예전에 판문하(判門下) 권중화(權仲和)가 여러 책
을 뽑아 모아서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을 짓고, 그 
뒤에 또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 등과 더불어 약국 
관원에게 명하여 다시 여러 책을 상고하고, 또 동인
(東人)의 경험을 취하여 분류 편찬하고 목판으로 간행
하니, 이로부터 약을 구하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쉬우
므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방서(方
書)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직 적고, 약명이 중국과 
다른 것이 많은 까닭에,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도 미
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히 이에 유의하여 의관(醫官)을 골라서 매양 사신을 
따라 북경에 가서 방서를 널리 구하게 하고, 또 황제
에게 신주(申奏)하여 대의원(大醫院)에 나아가서 약명
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며, 선덕(宣德) 신해년 가을
에 집현전 직제학 유효통(兪孝通), 전의(典醫) 노중례
(盧重禮), 부정(副正) 박윤덕(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향약방(鄕藥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내고 종류를 나누고 더 보태어 한 해를 지나서 완
성하였다.

이에 구증(舊證)은 3백 38가지인데, 이제는 9백 59
가지가 되고, 구방(舊方)은 2천 8백 3가지인데, 이제
는 1만 7백 6가지가 되었으며, 또 침구법(針灸法) 1천 

6) 향약집성방의 편찬 및 간행 경위는 옥영정(｢조선전기 향약집성방의 간행과 서지학적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16;29(1):55-69.)을 참고하
였다.

7) 世宗實錄 세종 15년(1433) 8월 27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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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 76조와 향약본초(鄕藥本草) 및 포제법(炮製法)을 
붙여서 합해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이름을 ‘향약집성
방’이라 하였다. 간행하여 널리 전하려고 할 때 권채에
게 명하여 서(序)를 짓게 하였다. 신 채는 그윽이 생
각하건대, 임금의 도(道)는 인(仁)보다 더 큰 것이 없
고, 인도(仁道)는 지극히 크며, 또한 여러 가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 거룩한 덕으로 지극
히 훌륭한 정치를 일으켜 위(位)를 지키고 정령을 내
는데 오로지 이 도의 큰 것에 따르고 있거니와, 의약
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까지 이와 같이 힘을 쓰니, 
인정(仁政)의 본말(本末)과 크고 작은 것을 남김없이 
다한 것이라 하겠다. 또 옛 임금이 혹은 몸소 약을 조
제하고, 혹은 수염을 잘라 약에 타서 은혜가 한 사람
에게 미친 것도 후세에서 오히려 칭찬하는데, 한 번 
의서를 편찬하여 널리 치료하는 방법을 보이고 억조창
생에게 은혜를 주고 만세에 덕택을 베푸는 것과 어찌 
같으리오. 그 규모와 시설은 실로 천태만상이다. 지금
부터 이 장서로 인하여 약을 먹어 효력을 얻고, 앓는 
사람이 일어나고 일찍 죽는 것이 변하여 수명을 얻고 
무궁토록 화기(和氣)를 얻게 하는 것이 어찌 성조(聖
朝)의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에서 나온 바를 알지 못
하리오.”8)

향약집성방의 편찬은 세종의 명에 의해서였다. 조선 개
국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기반 문헌이 요구되
었고, 의약 분야는 더욱 절실하였다. 권채가 서문에서도 밝
혔듯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구하기 어려운 
중국산 약재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질병 치료에 대한 토종 약재의 유용함을 
강조한 것은 백성을 위한 세종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규경(李圭景)은 17세기에 편찬된 김휴(金烋)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에 수록된 의서를 언급하면
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고, 그 책들을 찾아볼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의술에 대한 처방이 본국에서 저술한 
것이 많지 않다. 조선에 이르러 최초로 나온 의서가 신
증향약집성방(新增鄕藥集成方)인데, 지금 전해온 것이 
없으므로 그 내력을 변증하고자 한다. 김휴(金烋)의 해
동문헌록(海東文獻錄)을 상고해 보면, 신증향약집성
방이 모두 75권이고 보유(補遺)가 10권인데 세종
(世宗)이, 권중화(權重和)가 지은 향약간이방(鄕藥簡
易方)과 조준(趙浚)이 지은 향약집성방이 미비한 
것이 많다 하여 의관을 선택해서 중국에 사신 보낼 때
마다 따라가게 하여 방서(方書)를 널리 구하고, 또 황
제에게 주달하여 태의원(太醫院)에 나아가 약 이름이 
착오된 것을 상고하여 바로잡고, 인하여 직제학(直提
學) 유효통(兪孝通)과 전의감정(典醫監正) 노중례(盧
重禮) 등에게 명하여 다시 향약방을 모으고 또 모든 
의서를 열람하여, 구증(舊證 병의 증세를 말함)은 3백 
38이었는데 보태어 9백 59로 만들고, 구방(舊方 병의 
처방을 말함)은 2천 8백 3이었는데 보태어 1만 7백 6으
로 만들었고, 또 침구법(針灸法) 1천 4백 76조를 붙이
고, 향약(鄕藥)과 본초(本草) 및 포제법(炮製法)을 
합하여 85권을 만들어서 간행하여 널리 유포시켰는데, 
권채가 서문을 지었으니 이 책이 우리나라 의서 중에 
가장 정밀한 것이다.9)

여기서 이규경은 신증향약집성방(新增鄕藥集成方)이라
는 서명을 썼지만 이는 곧 향약집성방을 말한다. 앞서 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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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惟我國天作一區, 據有大東, 山
海寶藏之興, 草木藥材之産, 凡可以養民生, 而療民疾者, 蓋亦無不備焉, 但自古醫學疎廢, 採取不時, 忽其近而求之遠, 人病則必索中國難得之藥, 是奚
啻如七年之病, 求三年之艾而已哉! 於是藥不能得, 而疾已不可爲也. 唯民間故老, 能以一草療一病, 其效甚神者, 豈非宜土之性, 藥與病値而然也? 夫不
遠千里, 求伸無名之指者, 人之常情也, 況不出國中, 而可以療疾者乎? 人患不知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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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집성방, 刊行廣傳, 命臣採序
之. 臣採竊念君上之道, 莫大於仁, 而仁道至大, 亦有幾多般乎! 今我主上殿下, 以盛德興至治, 守位發政, 全體此道之大, 至如藥醫濟民之事, 拳拳若此, 
可見仁政本末, 巨細兼盡而無遺矣. 且古之人主, 有或躬自調藥, 或剪鬚和藥, 惠及一人者, 後世猶稱之, 豈若一修醫書, 廣示方論, 加惠兆民, 施澤萬世
哉! 其規模設施, 實相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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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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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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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기술된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세종대에 편찬한 향약
집성방이 이미 간행된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을 새로 증보하는 과정을 통해 편찬되었음을 입증한다. 따
라서 위의 글에서 조준(趙浚)이 지었다는 향약집성방은 
곧 향약제생집성방을 뜻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18세기에 이르러 김휴나 
이규경과 같이 방대한 문헌을 섭렵한 학자들조차 향약집
성방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향약집성방 수록 처방 가운데 상당
수가 동의보감의 단방과 탕액편 등에 수합됨으로써 향약 
의학이 규정 처방으로 등재되었기에 별도의 규격집에 대한 
필요성이 저감되었을 것이다. 둘째, 동의보감 간행과 보
급 이후,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85권에 달하는 거질의 향
약집성방이 민간에서 두루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금원(金元)시대 이후 다량의 중국 의방서가 
수용됨으로써 전시나 고립 지역 외에, 도회지나 궁중에서는 
향약을 구하기 보다는 당약방이나 화제방의 이용이 늘어났
기 때문일 것이다.

2) 여말선초 향약방의 흡수

향약집성방의 편찬 및 간행은 우리나라 고유 의학의 
독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향약 체계
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향
약집성방 이전에 편찬된 향약서로 고려 말에 간행된 삼
화자향약방(三和子鄕藥方)과 조선 초 권중화(權仲和)가 서
찬(徐贊)에게 명하여 편찬케 한 향약간이방(鄕藥間易方), 
그리고 향약제생집성방10)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보았을 
때 더욱 중요하다. 특히 향약제생집성방은 김희선(金希
善)과 권중화(權仲和), 조준(趙浚) 등이 종래의 의료 경험 
및 기존 의서들을 바탕으로 삼아 채집 및 보충하여 제생원
(濟生院)에서 태조 7년(1398)에 편찬하였다. 뒤에 우마의
방(牛馬醫方)을 덧붙였으며, 총 30권의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향약집성방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크게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다. 향약집성방의 참고의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11)

10) 현재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1399년 간행의 향약제생집성방(보물 1235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29.6 cm, 
가로 16.8 cm이다. 책의 장황은 개장된 선장본(線裝本)으로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반곽은 세로가 21.2 cm, 가로가 13.6 cm이며 계선이 있
다. 반엽은 12행 24자이며 판심제는 간략하게 ‘鄕方’으로만 되어 있다. 이 책은 전체 30권 중 권4~권6의 1책만 남아있으며, 광곽의 크기는 약
간씩 차이가 있다. 현재 총 30권 중 권4~5(보물 1235호)와 권6(보물 1178호) 3권 2책만 한독의약박물관과 가천박물관에 남아 있다.

11) 향약집성방에서 인용된 참고의서는 김중권(｢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연구. 2006;35:183-229)의 221~222면에 있는 표를 참
고하였다.

순번 서명(한글) 서명(한자) 인용빈도 순번 서명(한글) 서명(한자) 인용빈도
1 성혜방 聖惠方 1331 67 양씨산유 楊氏産乳 17
2 성제총록 聖濟總錄 419 68 집성방 集成方 17
3 천금방 千金方 364 69 향약간이방 鄕藥簡易方 17
4 도경 圖經 357 70 금궤구현 金櫃鉤玄 16
5 일화자 日華子 335 71 명당경 明堂經 16
6 부인대전양방 婦人大全良方 262 72 별본주 別本註 16
7 약성론 藥性論 260 73 손진인식기 孫眞人食忌 16
8 도은거 陶隱居 207 74 별록 別錄 15
9 진장기 陳藏器 170 75 승금방 勝金方 15
10 득효방 得效方 166 76 신효방 新效方 14
11 주후방 肘後方 166 77 의림방 醫林方 13
12 경험양방 經驗良方 144 78 상한지장도 傷寒指掌圖 12
13 당본주 唐本註 139 79 어의촬요 御醫撮要 12
14 자생경 資生經 139 80 상한류요 傷寒類要 11
15 본초 本草 127 81 성효방 聖效方 11
16 맹선 孟詵 120 82 창과정의 瘡科精義 11
17 외대비요 外臺秘要 108 83 태산구급방 胎産救急方 11
18 백일선방 百一選方 104 84 산거사요 山居四要 10
19 삼화자방 三和子方 96 85 촉본주 蜀本註 10
20 직지방 直指方 96 86 포박자 抱朴子 10

표 1. 향약집성방 참고의서와 인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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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집성방은 예기, 사기, 열자 등 다양한 역대 
문헌을 참고하였지만, 위 표에서는 3회 이상 인용된 주요 
의학서만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향약집성방은 민간
에서 전승된 있지 않다. 예컨대, 의방유취는 153종에 달

하는 중국과 고려 의서가 ‘인용제서(引用諸書)’에 향약 의
서만 채록하였기 때문에, 의방유취나 동의보감과 달리 
인용서가 별도로 정리되어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고려
조에서 펴낸 것은 어의촬요(御醫撮要), 비예백요방(備預

21 촉본 蜀本 84 87 고금록험방 古今錄驗方 9
22 식료 食療 80 88 동원시효방 東垣試效方 9
23 경험비방 經驗秘方 75 89 엄씨제생방 嚴氏濟生方 9
24 본조경험 本朝經驗 65 90 위생방 衛生方 9
25 삼인방 三因方 58 91 보동비요 保童秘要 8
26 발수방 拔粹方 54 92 약대 藥對 8
27 손진인 孫眞人 53 93 영류령 永類鈴 8
28 매사방 梅師方 50 94 최원량해상방 崔元亮海上方 8
29 연의 衍義 48 95 수월노반경 修月魯般經 7
30 식의심경 食醫心鏡 46 96 왕악산서 王嶽産書 7
31 주씨경험방 朱氏經驗方 46 97 해약 海藥 7
32 자모비록 子母秘錄 45 98 광제방 廣濟方 6
33 수진방 袖珍方 44 99 동인경험 東人經驗 6
34 경험방 經驗方 43 100 별설 別說 6
35 신효명방 神效名方 41 101 영원방 靈苑方 6
36 위생보감 衛生寶鑑 41 102 이간방 易簡方 6
37 담료방 澹療方 37 103 전씨방 錢氏方 6
38 진주낭 眞珠囊 37 104 초우세 初虞世 6
39 산보방 産寶方 36 105 동인경 銅人經 5
40 옥룡가 玉龍歌 35 106 본사방 本事方 5
41 뇌공 雷公 34 107 산경 産經 5
42 천금익방 千金翼方 33 108 장중경 張仲景 5
43 화제방 和劑方 33 109 위주독행방 韋宙獨行方 5
44 두문방 斗門方 31 110 제생방 濟生方 5
45 향약구급방 鄕藥救急方 31 111 단방경원 丹房鏡源 4
46 소씨병원 巢氏病源 28 112 소문약증 素問藥證 4
47 양로봉친서 養老奉親書 28 113 속십전방 續十全方 4
48 연하성효방 烟霞聖效方 28 114 외과정요 外科精要 4
49 거가필용 居家必用 27 115 외과정의 外科精義 4
50 식의심감 食醫心鑑 26 116 의방대성 醫方大成 4
51 위생십전방 衛生十全方 26 117 최씨 崔氏 4
52 집험방 集驗方 25 118 향약고방 鄕藥古方 4
53 간이방 簡易方 24 119 구급방 救急方 3
54 경험후방 經驗後方 24 120 남양활인서 南陽活人書 3
55 향약이간방 鄕藥易簡方 24 121 박물지 博物志 3
56 서죽당방 瑞竹堂方 22 122 백요방 百要方 3
57 어약원방 御藥院方 22 123 산보제방 産寶諸方 3
58 간요제중방 簡要濟衆方 21 124 세원록 洗寃錄 3
59 영류검방 永類鈐方 21 125 심존중 沈存仲 3
60 향약혜민방 鄕藥惠民方 21 126 십전박구방 十全博救方 3
61 병부수집 兵部手集 20 127 왕씨박제방 王氏博濟方 3
62 선명론 宣明論 20 128 장문중 張文仲 3
63 소병 蕭炳 20 129 장자화 張子和 3
64 의방집성 醫方集成 20 130 천옥집 川玉集 3
65 광리방 廣利方 18 131 최씨해상집 崔氏海上集 3
66 금궤방 金匱方 18 132 필효방 必效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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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要方), 간기방(簡奇方)이다. 위 표를 보면, 고려조부터 
내려온 향약의서는 9종이며 그 인용빈도도 높다(음영 표
시).12) 이를 통해 향약집성방은 의방유취나 동의보감
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약의서류 인용의 비율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향약집성방은 나머지 두 의서와 편찬 
의도가 달랐던 것이다.

아래의 글은 향약집성방에 향약방이 대거 수용된 과정
과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멀어서, 이 땅에서 나지 않는 약
종을 누구나 구득하기 어려운 것이 실로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라 풍속이 가끔 한 가지 약초를 가지고 한 
가지 병을 치료하되 그 효험이 매우 신통했었다. 일직
이 삼화자(三和子)의 향약방(鄕藥方)이 있었는데, 
이는 자못 간단하게 요령만 뽑아 놓아, 논병(論病)하
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간략함을 결점으로 여겼더
니, 요전에 지금의 판문하(判門下) 권중화(權仲和)가 
서찬(徐贊)이란 사람을 시켜 거기에다 수집을 더하여 
간이방(簡易方)을 편저(編著)하였다. 그러나 그 책
은 아직도 세상에 널리 퍼지지 못했었다. 삼가 생각하
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인성(仁聖)한 자품으로 천
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시고, 널리 은혜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려는 생각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이 하
였으나, 매양 가난한 백성이 병이 나도 치료할 수 없
음을 염려하여 몹시 측은하게 여겼었다. 좌정승 평양
백(左政丞平壤伯) 조준(趙浚)과 우정승 상락백(右政丞
上洛伯) 김사형(金士衡)이 위로 성상의 마음을 체득하
고 ‘서울에 제생원(濟生院)을 설치하고 노비를 지급하
여 향약을 채취시켜서, 약을 만들어 널리 펴서 백성이 
편히 쓸 수 있게 하기’를 주청하매, 중추(中樞) 김희선
(金希善)이 그 일을 도맡았었다. 각 도에도 또한 의학
원(醫學院)을 설치하고 교수(敎授)를 나누어 보내어 
이와 같이 약을 쓰게 하여 영구히 그 혜택을 입게 하
였다. 또 그 방문에 미비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특
명관(特命官) 권공(權公)･약국관(藥局官)과 함께 모든 
방문을 다시 상고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한 

방문을 채집하여 부문으로 분류 편집하여 향약제생집
성방(鄕藥濟生集成方)이라 이름하고, 우마의방(牛馬
醫方)을 부록하였는데, 김중추(金中樞)가 강원도 관
찰사(江原道觀察使)로 있을 때 공장(工匠)을 모아 인
쇄하여 널리 전파하니, 모두 구득하기 쉬운 약물이요, 
이미 증험한 방문들이다. 이 방문에만 정통하다면 한 
병에 한 약물만 쓰면 되니,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나
지 않는 구하기 어려운 것을 바라겠는가.13)

위 글은 권근(權近)의 양촌집(陽村集) 권17에 수록된 
향약제생집성방 서문이다. 향약집성방은 정종 재위 때 
간행된 향약제생집성방을 토대로 증보하여 편찬되었기에 
그 편찬 의도와 사상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채가 향약집성방 서문에서 언급한 구증(舊證) 338가
지, 구방(舊方) 2,803가지는 애초 향약제생집성방에 수록
되었던 병증 항목과 치료 처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약집성방은 중국의 공정처방서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 자생하는 향약초로 응용 가능한 처방을 선별하고 
전래의 향약 경험을 결합하여 우리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향약 의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로 편찬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의방유취(醫方類聚) 인용제서와 금원(金元)

의학서의 수용

1) 의방유취 인용제서의 의미

향약집성방에 이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의학유서로 의
방유취를 들 수 있다. 이 책에는 중국의 역대 의방서와 삼
국시대 이래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고유의 향약의서들
이 153종이나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의 역대 대표
적인 의방서와 당송 시대에 이미 실전된 비장의서들이다. 의
방유취 권두에 배치된 ‘인용제서(引用諸書)’에 있는 참고의
서 목록은 조선시대 의학유서에 등재된 최초의 참고의서 목
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 이외에도 향약의서인 간기방과 제중입효방을 각 1회씩 인용하였다.
13) 權近. ｢鄕藥濟生集成方序｣. 陽村集 권17, “吾東方遠中國, 藥物之不産玆土者, 人固患得之之難也. 而國俗往往能以一草而療一病, 其效甚驗. 甞有

三和子鄕藥方, 頗爲簡要, 論者猶病其略, 曩日今判門下權公仲和, 命徐贊者, 尤加蒐輯, 著簡易方. 其書尙未盛行于世. 恭惟我主上殿下, 仁聖之資, 受
命開國, 博施濟衆之念, 靡所不至, 每慮窮民病莫得醫, 深用惻然. 左政丞平壤伯趙公浚, 右政丞上洛伯金公士衡, 上體聖心, 請於國中置濟生院, 給之奴
婢, 採取鄕藥, 劑和廣施, 以便於民, 中樞金公希善, 悉掌其事. 諸道亦置醫學院, 分遣敎授, 施藥如方, 俾其永賴. 又患其方有所未備, 迺與權公特命官
藥局官, 更考諸方, 又採東人經驗者, 分門類編, 名之曰鄕藥濟生集成方, 附以牛馬醫方, 而金中樞觀察江原, 募工鋟榟, 以廣其傳, 皆易得之物, 已驗之
術也. 苟精於此, 則可能一病用一物, 何待夫不産而難得者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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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방유취 인용제서

순번 서명(한글) 서명(한자) 순번 서명(한글) 서명(한자)
1 황제내경소문 黃帝內經素問 78 보동비요 保童秘要
2 영추 靈樞 79 선명론 宣明論
3 운기 運氣 80 동원시효방 東垣試效方
4 유편 遺篇 81 동원내외상변 東垣內外傷辨
5 명당구경 明堂灸經 82 난실비장 蘭室秘藏
6 침경 針經 83 탕액본초 湯液本草
7 침구경 針灸經 84 비위론 脾胃論
8 난경 難經 85 어약원방 御藥院方
9 난경본의 難經本義 86 득효방 得效方
10 상한론 傷寒論 87 담헌방 澹軒方
11 상한론주해 傷寒論注解 88 상한지장도 傷寒指掌圖
12 오장론 五臟論 89 갈씨주후방 葛氏肘後方
13 금궤방 金匱方 90 담료방 澹療方
14 왕숙화맥결 王叔和脈訣 91 자오유주 子午流注
15 왕씨맥경 王氏脈經 92 침경지남 針經指南
16 용수보살안론 龍樹菩薩眼論 93 옥룡가 玉龍歌
17 소씨병원 巢氏病源 94 위생보감 衛生寶鑑
18 천금방 千金方 95 연수서 延壽書
19 천금익방 千金翼方 96 성제총록 聖濟總錄
20 천금월령 千金月令 97 거가필용 居家必用
21 해상선방 海上仙方 98 필용전서 必用全書
22 복수론 福壽論 99 필용지서 必用之書
23 오장육부도 五臟六腑圖 100 발수방 拔粹方

표 2. 의방유취 인용제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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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식의심감 食醫心鑑 101 서죽당방 瑞竹堂方
25 산보 産寶 102 소아창진방 小兒瘡疹方
26 소아약증 小兒藥證 103 왕씨집험방 王氏集驗方
27 성혜방 聖惠方 104 의방대성 醫方大成
28 사시찬요 四時纂要 105 의방집성 醫方集成
29 동인경 銅人經 106 남북경험방 南北經驗方
30 화제국방 和劑局方 107 수진방 袖珍方
31 간요제중방 簡要濟衆方 108 성옹활유구의 省翁活幼口議
32 왕악산서 王岳産書 109 영류검방 永類鈐方
33 수진비결 修眞秘訣 110 창과통현론 瘡科通玄論
34 소아약증직결 小兒藥證直訣 111 경험비방 經驗秘方
35 보단요결 寶丹要訣 112 안과용목총론 眼科龍木總論
36 대전본초 大全本草 113 의경소회집 醫經溯洄集
37 삼인방 三因方 114 천옥집 川玉集
38 위생십전방 衛生十全方 115 격치여론 格致餘論
39 신교만전방 神巧萬全方 116 국방발휘 局方發揮
40 통진자상한괄요 通眞子傷寒括要 117 경험양방 經驗良方
41 남양활인서 南陽活人書 118 의림방 醫林方
42 무구자활인서 無求子活人書 119 연하성효방 烟霞聖效方
43 상한활인서 傷寒活人書 120 수친양로서 壽親養老書
44 상한백문가 傷寒百問歌 121 십사경발휘 十四經發揮
45 상한백증가 傷寒百證歌 122 찬도맥결 纂圖脈訣
46 조도방 助道方 123 시원단효방 施圓端效方
47 시재의방 是齋醫方 124 오씨집험방 吳氏集驗方
48 쇄쇄록 瑣碎錄 125 신효명방 神效名方
49 자생경 資生經 126 사림광기 事林廣記
50 이간방 易簡方 127 산거사요 山居四要
51 옥함경 玉函經 128 신효방 新效方
52 여거사간이방 黎居士簡易方 129 침구광애서괄 鍼灸廣愛書括
53 여거사결맥정요 黎居士決脈精要 130 외과집험방 外科集驗方
54 단병제강 斷病提綱 131 이상속단방 理傷續斷方
55 왕씨이간방 王氏易簡方 132 소아두진방 小兒痘疹方
56 인재직지방 仁齋直指方 133 추로방 追勞方
57 직지소아방 直指小兒方 134 급구선방 急救仙方
58 직지맥결 直指脈決 135 비전외과방 秘傳外科方
59 상한류서 傷寒類書 136 서씨태산방 徐氏胎産方
60 외과정요 外科精要 137 선전제음방 仙傳濟陰方
61 태산구급방 胎産救急方 138 외과정의 外科精義
62 주씨집험방 朱氏集驗方 139 창과정의 瘡科精義
63 이희범맥결 李晞范脈訣 140 옥기미의 玉機微義
64 엄씨제생방 嚴氏濟生方 141 권선서 勸善書
65 엄씨제생속방 嚴氏濟生續方 142 구선활인심 臞仙活人心
66 관견대전양방 管見大全良方 143 운화현추 運化玄樞
67 부인대전양방 婦人大全良方 144 수역신방 壽域神方
68 수월노반경 修月魯般經 145 신은 神隱
69 상한명리론 傷寒明理論 146 금단대성 金丹大成
70 유문사친 儒門事親 147 위생이간방 衛生易簡方
71 치병백법 治病百法 148 금궤구현 金櫃鉤玄
72 삼법육문 三法六門 149 어의촬요 御醫撮要
73 십형삼료 十形三療 150 비예백요방 備預百要方
74 치법잡론 治法雜論 151 간기방 簡奇方
75 잡기구문 雜記九門 152 의경소학 醫經小學
76 상한직격 傷寒直格 153 소학의경 小學醫經
77 소문현기원병식 素問玄機原病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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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원서의 인용제서에 있는 순서를 따랐으며, 여기에는 
총 153종의 참고의서가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의약서이지
만 이밖에도 도교수련서, 불교 관련 서적 등도 포함되어 있
어 다양한 서적에서 의약 관련 내용을 수록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참고의서의 저술시기를 살펴보면, 금원대(金元代)와 
명대(明代) 의서가 전체 중 약 30%를 차지한다(음영 표
시).14) 전체적으로 송대와 금원대 의서가 많다. 의방유취
는 송대 조정에서 편찬한 처방서를 들여와 편집 원칙에 따
라 분류 및 정리하고, 아울러 금원대의 의학, 특히 금원사
대가의 발전적인 학설과 실제 임상을 받아들였다.15) 1445
년 편찬 시점으로 보면, 당대 최신 의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금･원･명대 의서가 50여 종이나 수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방유취가 금원명초의 최신 의학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의방유취 채집본(採輯本)

의방유취채집본은 현존하지 않는 여러 종의 의서를 의
방유취에서 채록한 서적이다. 이 책은 고람(考覽) 즉, 비고
어람(備考御覽)용 의학유서로 편찬된 의방유취의 실제적 
효용성을 입증해주는 증거 자료 중 하나다. 조선의서지(朝
鮮醫書誌)의 저자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일제강점기에 수
원도립병원장을 지내며 한국의학문헌과 조선의학과 질병사
를 연구하였다. 그는 의방유취의 범례, 인용서목, 편찬 관
계자 약력, 간행 경위, 의방유취가 일본에 전해지게 된 
내력을 소개하였고, 의방유취 채집본의 편찬 및 복원 서
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의방유취에 수재된 당송 시기의 
실전 의서를 일본 고증의학파들이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저자는 문헌고증학적인 입장에서 의방유취 채집본의 중
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조선의서지에 수록된 의방유취 채집본에 대한 내역
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16)

14) 나머지는 시대 및 저자의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
15) 최환수, 신순식. ｢醫方類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1)｣.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997;3(1):469-470.
16) 위의 표는 三木榮. 조선의서지. 증수판. 大阪:학술도서간행회. 1973:47-48, 348-352에 기재된 내역을 상호 대조하여 집약하였으며, 최근 연

구성과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임.

순번 서명(한글) 서명(한자) 권책수/시대/저자
1 기파오장론 耆婆五藏論 1권 1책. 唐. 저자 미상.
2 상한괄요시 傷寒括要詩 3권 1책. 宋. 劉元寶 찬.
3 천옥집 川玉集 1권 4책. 宋. 저자 미상.
4 천금월령 千金月令 2권 1책. 唐. 孫思邈 찬.
5 간요제중방 簡要濟衆方 1권 1책. 宋. 周應 등찬.
6 신교만전방 神巧萬全方 12권 6책. 宋. 劉元寶 撰.
7 이간귀일 易簡歸一 1권 1책. 元. 徐若虛 撰.
8 위생십전방 衛生十全方 1권 1책. 宋. 夏德懋 撰.
9 오씨집험방 吳氏集驗方 1권 1책. 宋. 吳得夫 撰
10 관견대전양방 管見大全良方 5권 3책. 宋. 陳自明 撰.
11 주씨집험방 朱氏集驗方 10권 10책. 宋. 朱佐 撰.
12 경험비방 經驗秘方 8권 8책. 元. 저자 미상.
13 경험양방 經驗良方 15권 8책. 元. 저자 미상.
14 시원단효방 施圓端效方 3권 2책.
15 연하성효방 煙霞聖效方 2권 2책.
16 담헌방 澹軒方 1권 1책.
17 의림방 醫林方 1권 1책.
18 수월노반경 修月魯般經 1권 1책. 元. 저자 미상.
19 수월노반경후록 脩月魯般經後錄 1권 1책. 元. 저자 미상.
20 용수보살안론 龍樹菩蕯眼論 1권 1책. 隋~唐. 저자 미상.
21 창과통현론 瘡科通玄論 1권 1책. 明. 楊得春 찬.
22 소아약증 小兒藥證 1권 1책. 宋. 劉景裕 찬.

표 3. 의방유취채집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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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간기방, 비예백요방은 어의촬요와 함께 
근래 고려 의서로 규명 입증되었다. 신효방은 저자, 연대 
모두 미상이며, 오직 의방유취에만 수록되어 있다. 주후
방 현전 여러 판본과 내용이 서로 다른 고판본으로 보여 
연구가치가 높다. 따라서 여기 의방유취채집본에 열거된 
희귀본 의서들은 모두 일본의 고증의학파 학자들에 의해 
매우 학술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여겨져 본문에서 별도로 
발췌 복원연구된 참고의서들이다.

3) 의방유취 참고의서에 대한 중국측 연구

의방유취 참고의서에 관한 중국측 연구는, 소실된 의서 
중 의방유취를 통해 복원 가능한 서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절강중의연구원 의사문헌연구소의 성증수(盛增
秀)는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된 의방유취를 교열하는 과정
에서 의방유취에 수록된 150여 종의 의서 중 중의도서
연합목록(中醫圖書聯合目錄)에는 보지 못한 30여 종이 포
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송대 신교만전방(神巧萬全方), 
소아약증직결(小兒藥證直訣), 오씨집험방(吳氏集驗方), 
천옥집(川玉集), 왕씨집험방(王氏集驗方), 연하성효방
(烟霞聖效方), 경험양방(經驗良方), 경험비방(經驗秘方), 
시원단효방(施圓端效方), 담헌방(澹軒方), 명대 창과
통현론(瘡科通玄論) 등이다. 이를 통해 명대 이전에 소실
된 책을 의방유취를 통해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17) 이 

연구는 한국에서 아직 의방유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
행 연구 중 하나다. 이밖에도 이천(李倩)은 의방유취에 인
용된 의서의 연대 및 인용 빈도에 대한 초보적인 통계를 
통해 실전된 참고의서를 조사하여 의방유취의 문헌적 가
치에 대해 분석하였다.18)

구체적으로 실전된 서적에 대한 복원 및 검토를 진행한 
연구도 있다.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 통진자상한괄
요(通眞子傷寒括要), 창과통현론(瘡科通玄論), 수진비결
(修眞秘訣), 유문사친(儒門事親)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
었다. 우선, 양홍(楊鴻), 화중준(和中浚)은 용수보살안론(龍
樹菩薩眼論)을 통해 인도 대승불교의 창시자인 용수가 중
국 초기 안과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도의학이 중국 안과술 및 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
하였다.19) 녹명흔(逯銘昕)은 의방유취에 일부 실려 있는 
서적 중 중국에서는 이미 소실된 통진자상한괄요(通眞子
傷寒括要)의 체제와 성립 시기, 이론을 살펴보았다.20) 왕
려(王麗)는 명대에 소실되었지만 의방유취에 36종의 피
부궤양질병과 27종의 방제가 인용되어 있는 피부궤양 전문
서인 창과통현론(瘡科通玄論)의 내용을 분석하였다.21)

의방유취에 수록된 왕씨이간방(王氏易簡方), 유문사
친(儒門事親), 수진비결(修眞秘訣), 활인서(活人書)를 
다른 판본 혹은 서적과 비교 고찰한 연구가 있다. 유시각
(劉時覺) 등은 최근 발견된 속이간방맥론(續易簡方脉論)

17) 盛增秀. ｢從校點醫方類聚說起｣. 上海中醫藥雜誌. 1984;6:34-35.
18) 李倩. ｢醫方類聚所引中國古代醫籍硏究｣. 북경중의약대학 석사학위논문. 2006.
19) 楊鴻, 和中浚. ｢眼科文獻中“龍樹”與“龍木”關係考｣. 江西中醫學院學報. 2009;1:12-13. 楊鴻, 和中浚. ｢淺議龍樹與中醫眼科早期文獻托名關係｣. 中

國中醫眼科雜誌. 2009;1:49-50.
20) 逯銘昕. ｢通眞子傷寒括要考略｣. 中醫文憲雜誌. 2010;5:25-27.
21) 王麗. ｢醫方類聚引瘡科通玄論槪況｣. 中国中医药现代远程教育. 2012;10(24):92-93.

23 보동비요 保童秘要 2권 2책. 金. 劉完素 찬.
24 제생속방 濟生續方 8권. 宋. 嚴用和 찬.
25 왕씨집험방 王氏集驗方 5권 5책. 元. 王東野 찬.
26 활유구의 活幼口議 20권. 元. 曾世榮 撰.
27 영해묘결 嬰孩妙訣 2권. 宋. 湯民望 撰.
28 식의심감 食醫心鑑 1권. 唐. 昝殷 撰. 多紀元堅이 채집하여 森約之가 교정한 본을 羅振玉이 입수하여 

1924년에 활자 인쇄함.
29 산보 産寶 3권 1책. 宋. 昝殷 撰.
30 산서 産書 1권 1책. 宋. 王獄 撰.
31 쇄쇄록 瑣碎錄 3권. 宋 陳曄 撰 .
32 간기방 簡奇方 * 
33 신효방 新效方 * 
34 비예백요방 備預百要方 * 
35 주후방 肘後方 * 현전 판본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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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판본을 연구하여, 지금까지 의방유취 인용서라고 
알려져 있던 왕씨이간방은 속이간방맥론이 아니라 원
대 서약허(徐若虛)의 이간귀일(易簡歸一)이라 주장하였
다.22) 임상종합의서 유문사친과 관련해서는 초국강(肖國
鋼)이 의방유취에 실린 내용과 현재 통용되는 명대 판본
을 비교하여 의방유취에 수록된 유문사친이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갖추고 있음을 밝혔다.23) 손제(孫齊), 이신(李
晨)은 수진비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의방유취에 
인용된 내용과 정통도장(正統道藏)에 수록된 내용을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24) 이를 통해 의방유취가 수진비결
(修眞秘訣)의 많은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있어 수
진비결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였다. 
녹명흔(逯銘昕)은 시기별 활인서 판본을 비교 및 고찰하
여 의방유취가 활인서의 원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25) 이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서도 
한중일 삼국간에 의방유취에 수록된 문헌연구와 고증작
업이 이어지고 있어 재삼 학술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조명
되고 있다.26)

3. 동의보감 역대의방(歷代醫方)과 참고문헌

1) 동의보감의 편차(編次)를 근거로 한 참고문헌

동의보감은 의방유취가 나온 지 160여 년 만에 편찬
되었고, 조선 중기까지의 의학이 집대성된 한의서다. 동의
보감에는 편찬 당시까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학서가 총
망라되어 있으며, 이중 조선 고유 의서로서는 의방유취, 
향약집성방과 같은 대형 의방서가 역대의방(歷代醫方)에 
주요 참고문헌으로 올라 있다.

그림 4. 동의보감 역대의방

동의보감은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의 내용을 포괄
하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총괄하는 독특한 분류체계를 가
지고 있다. 첫째, 내경(內景)･외형(外形)･잡병(雜病)･탕액
(湯液)･침구(鍼灸)의 5대편(大篇)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마
다 소문(素問)과 영추(靈樞) 이하 역대 의서 중에서 해
당 주요 대목을 뽑아 인용함으로써 그 근거를 확실히 하였
다. 둘째, 구체적인 치료의 사례를 취사하여 해당되는 곳에 
인용의 근거를 밝혔다. 셋째, 구체적인 처방을 들어 해당되
는 곳에 인용의 근거를 밝혔다. 넷째, 목록은 크게 두 부분
으로 나뉘어, 총목이 있고 그 총목을 다시 세분하였다. 예
를 들면, ｢내경편(內景篇)｣ 1과 2의 경우에 “內景篇 第一 ; 
身形, 精, 氣, 神”, “內景篇 第二 ;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飮”이라고 나오는데, 위 신형(身形)에 30여 개의 소항목
으로, 정(精)은 18개의 소항목으로, 기(氣)는 30여 개의 소
항목이, 신(神)은 20여 개의 소항목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
상과 같이 각 항목에는 고금의 의방서를 취사선택하여 그 
항에 가장 적절하게 해당되는 병리론과 처방을 빠짐없이 
채록하고 그 서명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동의보감은 인
체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병증에 관한 고금의 처방
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였다. 다섯째, 동의보감에는 “역
대의방(歷代醫方)”이라는 제목 하에 모두 86종의 의서가 
나열되어있다. 그 내용을 보면 86종 중 중국의 의서가 83
종으로 한대(漢代) 이전의 의서 13종, 서진(西晉)~당대(唐

22) 劉時覺, 陳克平, 劉尙平. ｢續易簡方脉論和王氏易簡方續考｣. 中華醫史雜誌. 2000;30(4):197-199.
23) 肖國鋼. ｢試論醫方類聚對儒門事親文獻硏究的貢獻｣. 中醫文獻雜誌. 2007:4:20-22.
24) 孫齊, 李晨. ｢醫方類聚引修真秘訣研究｣.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14;2:147-199.
25) 逯銘昕. ｢從活人書版本看醫書刊刻的幾個特點｣. 中國典籍與文化. 2014;1:101-108.
26) 이 부분은 안상우, 김남일, 조정은의 ｢동아시아 醫方類聚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인문학연구. 2016;32:22-25면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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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 의서 19종, 송대(宋代) 의서 15종, 금(金)~원대(元代) 
의서 16종, 명대(明代) 의서 20종이요, 조선 의서로는 세종
대 집현전 학사 등 문관과 의관들이 함께 편찬하여 간행한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와 양예수가 지은 의림촬요(醫林
撮要) 등 3종 의학서가 들어 있다. 아래는 동의보감 역
대의방에 실린 중국 역대 의방서 및 조선 의서 목록이다.

순번 서명(한글) 서명(한자) 순번 서명(한글) 서명(한자)
1 천원옥책 天元玉冊 44 일화자본초 日華子本草
2 본초 本草 45 삼인방 三因方
3 영추 靈樞 46 성혜방 聖惠方
4 소문 素問 47 성제총록 聖濟總錄
5 채약대 採藥對 48 선명론 宣明論
6 채약별록 採藥別錄 49 원병식 原病式
7 지교론 至敎論 50 소문현기 素問玄機
8 약성포자 藥性炮灸 51 명리론 明理論
9 탕액본초 湯液本草* 52 유문사친서 儒門事親書
10 난경 難經 53 동원십서 東垣十書
11 상한론 傷寒論 54 의루원융 醫壘元戎
12 금궤옥함경 金匱玉函經 55 의가대법 醫家大法
13 내조도 內照圖 56 탕액본초 湯液本草*
14 갑을경 甲乙經 57 단계심법 丹溪心法
15 침경 針經 58 옥기미의 玉機微義
16 범왕방 范汪方 59 위생보감 衛生寶鑑
17 맥경 脉經 60 득효방 得效方
18 맥결 脉訣(西晉 王叔和) 61 백병구현 百病鉤玄
19 금궤약방 金匱藥方 62 속의설 續醫說
20 주후방 肘後方 63 상한쇄언 傷寒瑣言
21 약대 藥對 64 경험양방 經驗良方
22 집험방 集驗方 65 부인양방 婦人良方
23 외대비요 外臺秘要 66 의학정전 醫學正傳
24 병원 病源 67 의학권여 醫學權輿
25 천금방 千金方 68 의학집성 醫學集成
26 식료본초 食療本草 69 단계심법부여 丹溪心法附餘
27 본초습유 本草拾遺 70 양생주론 養生主論
28 소문주 素問註 71 영류검방 永類鈐方
29 현주밀어 玄珠密語 72 증치요결 證治要訣
30 명당도 明堂圖 73 의통 醫通
31 본초음의 本草音義 74 의림집요 醫林集要
32 고금록험방 古今錄驗方 75 의학강목 醫學綱目
33 본사방 本事方 76 의학입문 醫學入門
34 비용본초경사증류 備用本草經史證類 77 명의잡저 明醫雜著
35 본초보유 本草補遺 78 단계부여 丹溪附餘
36 활인서 活人書 79 본초집요 本草集要
37 신응침경 神應鍼經 80 고금의감 古今醫鑑
38 활유신서 活幼新書 81 만병회춘 萬病回春
39 맥결 脉訣(宋 劉元賓) 82 외과발휘 外科發揮
40 의설 醫說 83 의방집략 醫方集略
41 상한지미론 傷寒指迷論 84 의방유취 醫方類聚
42 소아방 小兒方 85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
43 직지방 直指方 86 의림촬요 醫林撮要

표 4. 동의보감 역대의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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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역대의방에 있는 순서를 따랐다. 역대의방에는 
총 86종의 참고의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대부분 
금원시대 및 명초 의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음영 표시).27) 
다만 위의 표에서 서명이 동일한 2종의 탕액본초 가운데 
9번은 殷 伊尹이 지었다는 전설적인 탕액고를 말하는 것이
며, 56번은 元의 왕호고가 지은 본초서를 말하는 것으로 구
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신 의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금･
원･명대 초기 의서가 36종이나 수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의림촬요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국의 향약 의약 전통을 계
승하려고 하였다.28)

정리하면, 향약집성방은 중국 뿐 아니라 고려 및 조선
의 각종 의학 처방을 다양하게 수집하고자 하였다. 의방유
취는 향약집성방 내의 처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
해 금원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다. 다만 방대한 
양과, 임상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의보감
은 이러한 조선조 의서의 전통을 수용 및 계승하면서 새로
이 수입된 명대 임상의학 성과를 수합하여 새로운 조선의
학, 즉 동의학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Ⅱ. 결론 : 조선 의학유서의

참고의서 고찰

지금까지 조선 3대 의학유서에서 참고한 의서를 살펴보
았다. 아래 표에서는 조선 3대 유서에서 참고한 의서 목록
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참고 여부를 하나의 표에 표시
하였는데, 총 376종에 달한다. 이를 통해 조선 의학유서가 
공통적으로 흡수한 전대(前代) 의학유서의 현황을 쉽게 알
아볼 수 있다.(이하 별첨 참고의서 비교표 참조)

조사결과 조선 3대 의학유서가 공통으로 참고한 의서는 
경험양방(經驗良方), 득효방(得效方), 삼인방(三因方), 
선명론(宣明論), 성제총록(聖濟總錄), 성혜방(聖惠方), 
어의촬요(御醫撮要), 영류검방(永類鈐方), 위생보감(衛
生寶鑑), 천금방(千金方), 탕액본초(湯液本草)로 총 11

종이다(비교표에서 음영으로 표시). 이것들은 대부분 송대
로부터 명초 시기를 대표하는 의방서와 의학명저들로 조선
조 내내 조선의 의학전통을 수립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갈씨방, 갈씨주후방, 주후방 및 남양활인서, 무
구자활인서, 활인서, 그리고 직지방, 인재직지방 등 동종모
본 계열의 서명이 보이지만 하나의 의학유서에 여러 이서명
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 다른 서명으로 간주하였다. 또 유사
서명 혹은 이서명으로 보일지라도 서로 판본이 다른 경우를 
예상해서 일단 별개의 참고의서로 집계하였기에 공통으로 
검출된 주요 의서 이외에도 몇 가지 의서는 훨씬 더 큰 영
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또한 위의 공통 참고의서들은 본초(탕액본초)와 종합의
학(위생보감), 병인병리(삼인방) 전문서를 제외하곤 대부분 
관찬 방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의학이론과 의학사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지만 처방과 용약은 오
랜 기간을 거쳐 경험이 누적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 까닭
에 주요인거서로 적용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제병
원후론이나 황제내경소문 같은 의경류나 의학이론서가 주
요 인거의서로 등장하기 하지만 인용수가 많지 않은 점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고려조에서 편찬된 어의촬요(御醫撮要) 이외에
는 모두 중국의서를 위주로 준용하고 있어 새로 도입한 외
래지식을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새로운 의학유서를 편
찬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전대 유서인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가 
후대 동의보감 역대의방에 주요문헌으로 등장하고 있지
만 실제로 대량 편입되지 않은 것은 기성 조선의서로 현존
하고 있기에 재삼 같은 내용을 거듭 중복할 필요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며, 특이사항만을 발췌하여 인용해 국소화함으
로써 차별화된 내용을 구성하려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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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 조선 3대 의서의 참고의서 비교표

순번 서명(한글) 서명(한자)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1 각기치법총요 脚氣治法總要 O
2 간기방 簡奇方 O O
3 간요제중방 簡要濟衆方 O O
4 간이방 簡易方 O
5 갈씨방 葛氏方 O
6 갈씨주후방 葛氏肘後方 O
7 갑을경 甲乙經 O
8 거가필용 居家必用 O O
9 격치여론 格致餘論 O
10 경험방 經驗方 O
11 경험비방 經驗秘方 O O
12 경험양방 經驗良方 O O O
13 경험후방 經驗後方 O
14 고금록험방 古今錄驗方 O O
15 고금의감 古今醫鑑 O
16 관견대전양방 管見大全良方 O
17 광리방 廣利方 O
18 광제방 廣濟方 O
19 구급방 救急方 O
20 구선활인심 臞仙活人心 O
21 국방발휘 局方發揮 O
22 권선서 勸善書 O
23 귀유방 鬼遺方 O
24 근효방 近效方 O
25 금궤구현 金櫃鉤玄 O O
26 금궤방 金匱方 O O
27 금궤약방 金匱藥方 O
28 금궤옥함경 金匱玉函經 O O
29 금단대성 金丹大成 O
30 급구선방 急救仙方 O
31 난경 難經 O O
32 난경본의 難經本義 O
33 난실비장 蘭室秘藏 O
34 남북경험방 南北經驗方 O
35 남양활인서 南陽活人書 O O
36 내외상변 內外傷辨 O
37 내조도 內照圖 O
38 뇌공 雷公 O
39 다경 茶經 O
40 단계부여 丹溪附餘 O
41 단계심법 丹溪心法 O
42 단계심법부여 丹溪心法附餘 O
43 단방경원 丹房鏡源 O
44 단병제강 斷病提綱 O
45 담료방 澹療方 O O
46 담씨소아방 譚氏小兒方 O
47 담료집험비방 澹寮集驗秘方 O
48 담헌방 澹軒方 O
49 당본주 唐本註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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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당천보단방도 唐天寶單方圖 O
51 대전본초 大全本草 O
52 도경 圖經 O
53 도서팔제성화경 道書八帝聖化經 O
54 도은거 陶隱居 O
55 도인방 導引方 O
56 동원내외상변 東垣內外傷辨 O
57 동원시효방 東垣試效方 O O
58 동원십서 東垣十書 O
59 동원용약진주낭 東垣用藥珍珠囊 O
60 동인경 銅人經 O O
61 동인경험 東人經驗 O
62 두문방 斗門方 O
63 두임방 杜壬方 O
64 득효방 得效方 O O O
65 만병회춘 萬病回春 O
66 매사방 梅師方 O
67 맥결 脉訣(西晉) O
68 맥결 脉訣(宋) O
69 맥경 脉經 O
70 맹선 孟詵 O
71 명당경 明堂經 O
72 명당구경 明堂灸經 O
73 명당도 明堂圖 O
74 명리론 明理論 O
75 명의잡저 明醫雜著 O
76 무구자활인서 無求子活人書 O
77 문험방 聞驗方 O
78 박물지 博物志 O
79 발수방 拔粹方 O O
80 백병구현 百病鉤玄 O
81 백일방 百一方 O
82 백일선방 百一選方 O
83 범승지 范勝之 O
84 범왕방 范汪方 O O
85 별록 別錄 O
86 별본주 別本註 O
87 별설 別說 O
88 병부수집 兵部手集 O
89 병원 病源 O
90 보구방 普救方 O
91 보단요결 寶丹要訣 O
92 보동비요 保童秘要 O O
93 복기정의 服氣精義 O
94 복수론 福壽論 O
95 본사방 本事方 O O
96 본조경험 本朝經驗 O
97 본초보유 本草補遺 O
98 본초 本草 O O
99 본초서례 本草序例 O
100 본초습유 本草拾遺 O
101 본초연의비급방 本草衍義備急方 O
102 본초음의 本草音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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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본초집방 本草集方
104 본초집요 本草集要 O
105 부인대전양방 婦人大全良方 O O
106 부인양방 婦人良方 O
107 비급방 備急方 O
108 비예백요방 備預百要方 O O
109 비용본초경사증류 備用本草經史證類 O
110 비위론 脾胃論 O O
111 비전외과방 秘傳外科方 O
112 사림광기 事林廣記 O
113 사시찬요 四時纂要 O
114 산거사요 山居四要 O O
115 산경 産經 O
116 산과보경집 産科保慶集 O
117 산보방 産寶方 O
118 산보 産寶 O
119 산보제방 産寶諸方 O
120 산육보경집 産育保慶集 O
121 삼법육문 三法六門 O
122 삼인방 三因方 O O O
123 삼화자방 三和子方 O
124 상정본초 詳定本草 O
125 상한론 傷寒論 O O
126 상한론주해 傷寒論注解 O
127 상한명리론 傷寒明理論 O
128 상한백문가 傷寒百問歌 O
129 상한백증가 傷寒百證歌 O
130 상한쇄언 傷寒瑣言 O
131 상한류서 傷寒類書 O O
132 상한류요 傷寒類要 O
133 상한지미론 傷寒指迷論 O
134 상한지장도 傷寒指掌圖 O O
135 상한직격 傷寒直格 O
136 상한활인서 傷寒活人書 O
137 새상방 塞上方 O
138 서씨태산방 徐氏胎産方 O
139 서운효험방 徐云效驗方 O
140 서죽당방 瑞竹堂方 O O
141 선명론 宣明論 O O O
142 선전제음방 仙傳濟陰方 O
143 성옹활유구의 省翁活幼口議 O
144 성제총록 聖濟總錄 O O O
145 성혜방 聖惠方 O O O
146 성효방 聖效方 O
147 세원록 洗寃錄 O
148 소공 蘇恭 O
149 소문 素問 O
150 소문약증 素問藥證 O
151 소문주 素問註 O
152 소문현기 素問玄機 O
153 소문현기원병식 素問玄機原病式 O O
154 소병 蕭炳 O
155 소씨병원 巢氏病源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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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소아궁기방 小兒宮氣方 O
157 소아두진방 小兒痘疹方 O
158 소아방 小兒方 O
159 소아약증 小兒藥證 O
160 소아약증직결 小兒藥證直訣 O
161 소아창진방 小兒瘡疹方 O
162 소품 小品 O
163 소학의경 小學醫經 O
164 속십전방 續十全方 O
165 속의설 續醫說 O
166 손상약구급 孫尙藥救急 O
167 손상약방 孫尙藥方 O
168 손용화 孫用和 O
169 손조방 孫兆方 O
170 손진인 孫眞人 O
171 손진인비급 孫眞人備急 O
172 손진인식기 孫眞人食忌 O
173 손진인침중기 孫眞人枕中記 O
174 쇄쇄록 瑣碎錄 O O
175 수역신방 壽域神方 O
176 수월노반경 修月魯般經 O O
177 수진방 袖珍方 O O
178 수진비지 修眞秘旨 O
179 수진신선방 修眞神仙方 O
180 수친양로서 壽親養老書 O
181 숭양자 嵩陽子 O
182 승금방 勝金方 O
183 승한방 乘閑方 O
184 시원단효방 施圓端效方 O
185 시재의방 是齋醫方 O
186 식료본초 食療本草 O
187 식료 食療 O
188 식물본초 食物本草 O
189 식보 食譜 O
190 식의심감 食醫心鑑 O O
191 식의심경 食醫心鏡 O
192 신교만전방 神巧萬全方 O O
193 신구경 神灸經 O
194 신은 神隱 O
195 신응침경 神應鍼經 O
196 신주동인경 新註銅人經 O
197 신효명방 神效名方 O O
198 신효방 新效方 O O
199 심존중 沈存仲 O
200 심존중필담 沈存仲筆談 O
201 십사경발휘 十四經發揮 O
202 십전박구방 十全博救方 O
203 십전방 十全方 O
204 십전보구 十全補救 O
205 십형삼료 十形三療 O
206 안과용목총론 眼科龍木總論 O
207 야인한화 野人閑話 O
208 야인한화주진인영험편 野人閑話朱眞人靈驗篇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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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약결 藥訣 O
210 약대 藥對 O O
211 약성론 藥性論 O
212 약성포자 藥性炮灸 O
213 양로봉친서 養老奉親書 O
214 양생주론 養生主論 O
215 양생필용방 養生必用方 O
216 양씨가장방 楊氏家藏方 O
217 양씨방 楊氏方 O
218 양씨산유 楊氏産乳 O
219 양제방 良濟方 O
220 양제비급 良濟備急 O
221 어약원방 御藥院方 O O
222 어의촬요 御醫撮要 O O O
223 엄씨제생방 嚴氏濟生方 O O
224 엄씨제생속방 嚴氏濟生續方 O
225 여거사간이방 黎居士簡易方 O
226 여거사결맥정요 黎居士決脈精要 O
227 연년방 延年方 O
228 연수서 延壽書 O
229 연의 衍義 O
230 연하성효방 烟霞聖效方 O O
231 영류검방 永類鈐方 O O O
232 영원방 靈苑方 O
233 영추 靈樞 O O
234 오씨집험방 吳氏集驗方 O
235 오장론 五藏論 O O
236 오장육부도 五臟六腑圖 O
237 옥기미의 玉機微義 O O
238 옥룡가 玉龍歌 O O
239 옥함경 玉函經 O
240 왕숙화맥결 王叔和脈訣 O
241 왕씨간이방 王氏簡易方 O
242 왕씨맥경 王氏脈經 O
243 왕씨박제방 王氏博濟方 O
244 왕씨이간방 王氏易簡方 O O
245 왕씨제중방 王氏濟衆方 O
246 왕씨집험방 王氏集驗方 O O
247 왕악산서 王嶽産書 O
248 외과발휘 外科發揮 O
249 외과정요 外科精要 O O
250 외과정의 外科精義 O O
251 외과집험방 外科集驗方 O
252 외대비요 外臺秘要 O O
253 외대연년방 外臺延年方 O
254 용수보살안론 龍樹菩薩眼論 O
255 운기 運氣 O
256 운화현추 運化玄樞 O
257 위생방 衛生方 O
258 위생보감 衛生寶鑑 O O O
259 위생속방 衛生續方 O
260 위생십전방 衛生十全方 O O
261 위생이간방 衛生易簡方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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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위주독행방 韋宙獨行方 O
263 유문사친서 儒門事親書 O
264 유문사친 儒門事親 O
265 유우석전신방 劉禹錫傳信方 O
266 유편 遺篇 O
267 의가대법 醫家大法 O
268 의경소학 醫經小學 O
269 의경소회집 醫經溯洄集 O
270 의루원융 醫壘元戎 O
271 의림방 醫林方 O O
272 의림집요 醫林集要 O
273 의림촬요 醫林撮要 O
274 의방대성 醫方大成 O O
275 의방유취 醫方類聚 O
276 의방집략 醫方集略 O
277 의방집성 醫方集成 O O
278 의설 醫說 O
279 의통 醫通 O
280 의학강목 醫學綱目 O
281 의학권여 醫學權輿 O
282 의학입문 醫學入門 O
283 의학정전 醫學正傳 O
284 의학집성 醫學集成 O
285 이간방 易簡方 O O
286 이산활태방 易産滑胎方 O
287 이상속단방 理傷續斷方 O
288 이씨본초 李氏本草 O
289 이주선생고아치법 耳珠先生固牙齒法 O
290 이희범맥결 李晞范脈訣 O
291 인재직지방 仁齋直指方 O
292 일화자본초 日華子本草 O
293 일화자 日華子 O
294 임해이물지 臨海異物志 O
295 임해지 臨海志 O
296 자모비록 子母秘錄 O
297 자생경 資生經 O O
298 자오유주 子午流注 O
299 잡기구문 雜記九門 O
300 장문중 張文仲 O
301 장씨육문방 張氏六門方 O
302 장우석 掌禹錫 O
303 장자화 張子和 O
304 장중경 張仲景 O
305 전상공협중방 錢相公篋中方 O
306 전신방 傳信方 O
307 전씨방 錢氏方 O
308 전씨소아방 錢氏小兒方 O
309 전영방 全嬰方 O
310 제생방 濟生方 O
311 제중입효방 濟衆立效方 O
312 조도방 助道方 O
313 주씨경험방 朱氏經驗方 O
314 주씨집험방 朱氏集驗方 O O



조선조 의학유서 편찬에 사용된 참고의서 고찰

- 126 -

315 주후방 肘後方 O O
316 중경 仲景 O
317 증치요결 證治要訣 O
318 지교론 至敎論 O
319 직언치병방 直言治病方 O
320 직지맥결 直指脈決 O
321 직지방 直指方 O O
322 직지소아방 直指小兒方 O
323 진실중방 陳室中方 O
324 진장기 陳藏器 O
325 진주낭 眞珠囊 O
326 집성방 集成方 O
327 집험방 集驗方 O O
328 찬도맥결 纂圖脈訣 O
329 찬도방 纂圖方 O
330 창과정의 瘡科精義 O O
331 창과통현론 瘡科通玄論 O
332 채약대 採藥對 O
333 채약별록 採藥別錄 O
334 천금방 千金方 O O O
335 천금수 千金髓 O
336 천금월령 千金月令 O
337 천금익방 千金翼方 O O
338 천옥집 川玉集 O O
339 천원옥책 天元玉冊 O
340 초우세 初虞世 O
341 촉본주 蜀本註 O
342 촉본 蜀本 O
343 최원량해상방 崔元亮海上方 O
344 추로방 追勞方 O
345 치법잡론 治法雜論 O
346 치병백법 治病百法 O
347 침경지남 針經指南 O
348 침경 針經 O O
349 침구경 針灸經 O
350 침구광애서괄 鍼灸廣愛書括 O
351 탕액본초 湯液本草 O O O
352 태산구급방 胎産救急方 O O
353 태청제초목방 太淸諸草木方 O
354 통진자상한 通眞子傷寒 O
355 통진자상한괄요 通眞子傷寒括要 O
356 포박자 抱朴子 O
357 필용전서 必用全書 O
358 필용지서 必用之書 O O
359 필효방 必效方 O
360 해상명방 海上名方 O
361 해상방 海上方 O
362 해상선방 海上仙方 O
363 해약 海藥 O
364 향약간이방 鄕藥簡易方 O
365 향약고방 鄕藥古方 O
366 향약구급방 鄕藥救急方 O
367 향약이간방 鄕藥易簡方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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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 O
369 향약혜민방 鄕藥惠民方 O
370 현주밀어 玄珠密語 O
371 화제국방 和劑局方 O
372 화제방 和劑方 O
373 활유신서 活幼新書 O
374 활인서 活人書 O
375 활인총괄 活人總括 O
376 황제내경소문 黃帝內經素問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