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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Foods could be materia medica through food-therapy in oriental medicine. Sikryochanyo is a food-therapy book totally. 
Therefore, there are many kinds of food are treated as materia medica. 

Method : Finding out cases of food-therapy with Five-Grain(RIce, Barley, Millet, Soy, Panicum miliaceum) in Sikryochanyo
Result : In Sikryochanyo, there were many methods of food-therapy with Five-Grain. Five-Grain were treated as materia medica 

even though they were usual food as normal meal. 

Conclusion : Five-Grain used in Sikryochanyo as many types of themselves and they had objectively effects comparing with Materia 
Medica. 
Key words : Sikryochanyo, Jeon Soonyi, Food-Therapy, Five-Grain

Ⅰ. 緖論

飮食은 인간이 生命을 유지토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
질이다. 物資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飮食을 얼마만큼 
섭취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같은 풍요의 시대에는 
무엇을 어떻게 섭취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
해 사람들은 飮食이 健康에 미치는 影響에 관심을 갖게 되
었고, 飮食物을 섭취할 때 그 맛과 治療效果를 동시에 기대
하는 時流가 발생되었다. 

飮食을 통한 治療, 즉 食治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 朝鮮時代에 典醫監 醫官인 全循義가 1460년에 食療纂
要라는 食治專門醫書를 간행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全
循義는 序文에서 “食品으로 治療하는 것을 우선하고, 食品
으로 治療가 되지 않으면 藥으로 治療한다. 病을 治療하는

데 당연히 五穀과 五肉, 五果, 五菜로 다스려야지, 어찌 마
른 풀과 죽은 나무의 뿌리에 治療方法이 있을 수 있겠느
냐!”1)며 食餌療法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食療纂要에 관한 先行硏究로는 신승운의 ‘朝鮮 初期의 
醫學書 食療纂要에 대한 硏究’2)가 있으나 이는 書誌에 
관한 硏究이며, 김종덕의 ‘食療纂要에 대한 四象醫學的 
考察’3)은 四象醫學에 국한하여 硏究하 고, 신재혁의 ‘食
療纂要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한 食治에 대한 考察’4)은 돼
지고기를, 홍윤정의 ‘食療纂要中 닭고기를 이용한 食治에 
대한 硏究’5)는 닭고기를, 심현아의 ‘食療纂要中 五菜를 

1) 全循義撰, 金鐘德譯. 食療纂要. 수원. 농촌진흥청. 2004. pp.33-34
2) 신승운. 朝鮮初期의 醫學書 食療纂要에 대한 硏究. 서지학회. 

vol.40. 2008.
3) 金鐘德. 食療纂要에 대한 四象醫學的 考察. 四象體質醫學誌. 제17

권. 제1호.2005.
4) 신재혁, 송지청, 엄동명. 食療纂要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한 食治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3). 2011.
5) 홍윤정 외 3인. 食療纂要 中 닭고기를 이용한 食治에 대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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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食治 硏究’6)는 五菜를 硏究하여, 본 연구에서 五穀
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五穀은 원래 쌀(米(稻)), 보리(麥), 조(粟), 콩(豆), 기장
(稷)을 意味하므로 食療纂要에 실려 있는 五穀(米(稻), 
麥, 粟, 豆, 稷)이 어떻게 食治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1. 底本은 2004년 농촌진흥청에서 출판된 全循義 著, 金
鐘德 譯, 食療纂要로 하 다. 

2. 食療纂要에서 米(稻), 麥, 粟, 豆, 稷을 포함한 處方
을 검색하 다.

3. 검색결과를 主治症, 재료, 만드는 법, 服用時間, 服用
形態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考察하 다. 

Ⅲ. 本 論

第1章 諸病門

1. 諸風門

治卒風不得語 大豆 煮汁如飴 或濃煮 食之7)
【主治症】卒風不得語
【재료】大豆
【만드는 법】대두를 삶아 엿 같은 즙을 내거나 혹은 진

하게 삶는다. 
【服用形態】煮汁如飴 或濃煮
 

2. 傷寒門

得傷寒後 白粳米 煮稀粥 入紫蘇四七 葉 生薑錢二七片 同煮 
熱喫微汗即愈 不問陰陽二證 皆可用8) 

【主治症】傷寒
【재료】白粳米 紫蘇四七 生薑錢二七片 
【만드는 법】멥쌀을 삶아 묽은 죽을 쑤고 蘇葉 28개 잎

과 동전크기 정도로 자른 생강 14조각을 같이 넣고 삶는다.
【服用形態】煮稀粥

3. 心腹痛門

治卒心痛 陳廩米 研取汁服之9)
【主治症】卒心痛
【재료】陳廩米
【만드는 법】묵은 쌀을 갈아서 즙을 취한다.
【服用形態】研取汁
 

4. 脅痛門

治脅痛如打 大豆一升 炒令焦 以酒二升煮令沸熟 取酒飮醉
妙10)

【主治症】脅痛如打
【재료】大豆一升 酒二升
【만드는 법】대두 1되를 타도록 볶아서 술 2되를 넣고 

끓여서 익힌다.
【服用形態】煮
 

5. 脾胃門

治嘔吐湯飮不下 粟米半升 搗粉 沸湯和丸 桐子大 煮熟 點小
塩食之 亦治反胃11)

【主治症】嘔吐湯飮不下, 反胃
【재료】粟米半升, 塩
【만드는 법】좁쌀 반 되를 찧어 가루 로 만들어 끓는 

물에 오동나무 열매 크기로 환을 만들어 삶아 익힌다.
【服用形態】點小塩食之

治脾胃虗弱 嘔吐不下食 漸加羸瘦 粟米四合 白麵四两 拌和令
均煮 作粥 空心食之 每日一服 極養腎氣和胃12)

【主治症】脾胃虗弱 嘔吐不下食 漸加羸瘦
【재료】粟米四合 白麵四两
【만드는 법】좁쌀 4홉 흰 가루 4량을 휘저어 잘 섞은 

다음 삶아서 죽을 쑨다.
【服用時間】空心食之 每日一服
【服用形態】粥

健脾胃 大豆炒末 常食之13)

6) 심현아 외 2인. 食療纂要中 五菜를 이용한 食治 硏究. 大韓韓醫學
原典學會誌 24(5). 2011.

7)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37
8)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48
9)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49
10)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52
11)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64
12)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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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治症】脾胃虛弱
【재료】大豆
【만드는 법】대두를 볶아 분말로 만든다.
【服用時間】常食之
【服用形態】末

利胃宜脾補不足 稷米 作飯食之14)
【主治症】脾胃不足
【재료】稷米
【만드는 법】기장쌀을 밥을 짓는다.
【服用形態】飯
 

6. 腰痛門

治脚氣衝心 心煩悶乱不識 大豆一升 水三升 濃煮取汁 服半升 
如未定 可更服半升 即定15)

【主治症】脚氣衝心 心煩悶乱不識
【재료】大豆一升 水三升
【만드는 법】대두 1되에 물 3되를 넣고 진하게 삶아 즙

을 취한다.
【服用形態】汁

治脚氣 心煩 脚弱 頭目眩冒 痺濕筋急 黒豆二升炒熟 投酒一
斗中 密覆 經宿 飮之16)

【主治症】脚氣心煩 脚弱 頭目眩冒 痺濕筋急 
【재료】黒豆二升 酒一斗
【만드는 법】검은콩 2되를 볶아 익히고 술 1말에 넣어 
봉하고 하룻밤 재운다.
【服用形態】酒
 

7. 咽喉門

患纏喉風 食不能下 大麥 以麵作稀糊而嚥之 滑膩易下 兼助胃
氣17)

【主治症】纏喉風 食不能下
【재료】大麥
【만드는 법】보릿가루로 묽은 죽을 쑨다. 
【服用形態】稀糊

主養腎氣 粟米 飯粥 任意服之 餘見脾胃腰痛18)
【主治症】腎氣虛弱
【재료】粟米
【만드는 법】좁쌀로 밥이나 죽을 쑨다.

【服用時間】任意
【服用形態】飯 粥

8. 諸暑門

治中暑 小麥麵 調冷水服之19)
【主治症】中暑
【재료】小麥麵
【만드는 법】 가루를 냉수에 탄다.
【服用形態】麵
 

9. 諸熱門

主下氣壓熱 菉豆 煮食之20)
【主治症】氣逆, 發熱
【재료】菉豆
【만드는 법】녹두를 삶는다.
【服用形態】煮

10. 嘔吐/咳逆門

治脾胃氣弱 食不消化 嘔逆反胃 湯飮不下 粟米半升 杵末和水
丸 如桐子大 煮熟下小塩 空心和汁服之21)

【主治症】脾胃氣弱 食不消化 嘔逆 反胃湯飮不下 
【재료】粟米半升
【만드는 법】좁쌀 반 되를 찧어 분말로 하여 물을 넣고 

오동나무 크기로 丸을 만들어 끓이고 익히면서 소금을 조
금 넣는다.

【服用時間】空心服之
【服用形態】丸

11. 霍乱門

治霍乱後 吐逆不止 稻米 清水研 服一椀22)
【主治症】霍乱後吐逆不止 
【재료】稻米
【만드는 법】쌀을 맑은 물에 간다.

13)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68
14)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72
15)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84
16)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91
17)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03
18)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10
19)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24
20)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27
21)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34
22)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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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用形態】清水研

主霍乱卒熱心煩渴 粟米泔汁 飮數升立差 或以新研米 清水濾
取汁服之 兼治轉筋大腹胃冷者 不可多食23) 

【主治症】霍乱卒熱心煩渴 
【재료】粟米泔汁 粟米
【만드는 법】좁쌀 뜨물 혹은 새로 갈은 쌀을 맑은 물에 

걸러서 즙을 취한다.
【服用形態】汁

治乾霍乱 黍米二合 水淘淨水 研澄取白汁 呷盡即差24)
【主治症】乾癨亂
【재료】黍米二合
【만드는 법】기장쌀 2홉을 깨끗한 물에 씻어 일어 갈아

서 白汁을 취한다.
【服用形態】白汁

12. 黃疸門

治黃疸 皮膚眼睛如金色 小便赤 小麥 杵取汁服 升和水 取汁
服五合 治酒黃25)

【主治症】黃疸皮膚眼睛如金色小便赤
【재료】小麥
【만드는 법】 에 물을 넣고 짓찧어 즙을 낸다
【服用形態】汁

13. 水腫門

治身體浮腫 大豆一升 水五升 煮取汁三升 去滓納酒五升 更煮
取三升 分三温服 不差更合服26)

【主治症】身體浮腫 
【재료】大豆一升 水五升 酒五升
【만드는 법】대두 1되에 물 5되를 넣고 삶아 즙 3되를 

취한 후, 찌꺼기를 버리고 술 5되를 넣고 다시 삶아 3되를 
취한다.

【服用形態】汁, 酒

主消腫下氣 菉豆 煮食之27)
【主治症】浮腫 氣逆 
【재료】菉豆
【만드는 법】녹두를 삶는다.
【服用形態】煮

14. 諸渴門

主心痛止渴 粳米汁 温冷 任服之28)
【主治症】心痛而渴 
【재료】粳米
【만드는 법】쌀뜨물을 받는다.
【服用時間】任服
【服用形態】米汁

主止渴 粳米二升 淘取泔飮之或研取白汁 恣飮以止爲度29)
【主治症】渴症
【재료】粳米二升
【만드는 법】쌀 2되를 씻어 일은 뜨물을 취하거나, 혹

은 갈아서 白汁을 받는다. 
【服用時間】恣飮
【服用形態】白汁

治痟渴口乾 粟米 炊飯食之30)
【主治症】痟渴口乾
【재료】粟米
【만드는 법】좁쌀로 밥을 짓는다.
【服用形態】飯

主胃痺 熱中痟渴 青粱米 炊飯食之 以米煮汁 飮之亦可31)
【主治症】胃痺 熱中痟渴 
【재료】青粱米 
【만드는 법】청량미로 밥을 짓거나, 삶아 즙을 낸다. 
【服用形態】飯, 汁

主痟渴除熱 大麥作麵 止痟渴32)
【主治症】痟渴 發熱 
【재료】大麥
【만드는 법】보리로 국수를 만든다
【服用形態】麵

23)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39
24)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42
25)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44
26)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48
27)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49
28)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58
29)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59
30)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59
31)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60 
32)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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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痟渴口乾 小麥 作飯或作粥食之33)
【主治症】痟渴口乾 
【재료】小麥
【만드는 법】 로 밥을 짓거나 혹은 죽을 쑨다.
【服用形態】飯, 粥

主熱中消渴 赤小豆 作粥食 冷煖任意34)
【主治症】熱中消渴 
【재료】赤小豆
【만드는 법】붉은 팥으로 죽을 쑨다.
【服用時間】任意
【服用形態】粥

15. 積聚門

治腹中氣塊 黍米新熟者 取四升 淘淨泔汁 生服一升 三四度35)
【主治症】腹中氣塊 
【재료】黍米
【만드는 법】새로 익은 기장쌀 4되를 취하여 쌀뜨물에 

깨끗하게 인다.
【服用形態】泔汁

16. 諸血門

治熱毒下血與或因食熱物發動 赤小豆 爲末水調服方寸匕36)
【主治症】熱毒下血 食熱物發動 
【재료】赤小豆
【만드는 법】붉은 팥을 분말로 하여 물로 반죽한다.
【服用形態】末

治卒下血 赤小豆一升 搗碎水三升 絞取汁飮之37)
【主治症】卒下血
【재료】赤小豆一升
【만드는 법】붉은 팥 1되를 찧어서 빻아 물 3되를 넣고 

꽉 짜 즙을 취한다.
【服用形態】汁

治鼻血不止 稻米 微炒黃爲末 每以新汲水 調下二錢38)
【主治症】鼻血不止 
【재료】稻米
【만드는 법】쌀을 약간 누렇게 볶아 가루를 낸다.
【服用形態】末

治鼻衄 小麥麵 調冷水服39)
【主治症】鼻衄 
【재료】小麥麵
【만드는 법】 가루를 냉수에 탄다.
【服用形態】冷水

17. 泄瀉門

主止泄 粳米 作飯及粥食之過熟佳40)
【主治症】泄 
【재료】粳米
【만드는 법】멥쌀로 밥이나 죽을 지어 푹 익힌다.
【服用形態】飯, 粥

主泄利 青粱米 炊飯食之 又以米煮汁飮之41)
【主治症】泄利 
【재료】青粱米
【만드는 법】청량미로 밥을 짓거나, 삶아서 즙을 낸다.
【服用形態】飯, 煮汁 

18. 諸痢門

断熱毒痢 米汁 任服之42)
【主治症】熱毒痢
【재료】米汁
【만드는 법】쌀뜨물로 만든다.
【服用時間】任服之
【服用形態】汁

治水糓痢 赤小豆一合 和蠟二两 頓服43)
【主治症】水穀痢
【재료】赤小豆一合 蠟二两
【만드는 법】붉은 팥 1되와 랍 2량을 넣고 섞는다.
【服用形態】 和蠟

33)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62
34)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72
35)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78
36)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81
37)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81
38)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82
39)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82
40)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88
41)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89
42)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91
43)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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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白痢不消 小麥麵 炒煮米麵 方寸匕服之44)
【主治症】白痢不消 
【재료】小麥麵 米麵
【만드는 법】 가루를 볶아서 끓인다.
【服用形態】煮

19. 諸淋門

治男女熱淋血淋 赤小豆椎三合 熳火炒熟爲末 煨葱一莖細剉 
煖熟酒服二錢匕45)

【主治症】男女熱淋血淋 
【재료】赤小豆三合 葱一莖
【만드는 법】붉은 팥 3홉을 약하고 뭉근한 불에 볶아 

익혀서 분말로 한다. 煨한 파 1줄기는 잘게 썬다.
【服用形態】末

治諸淋 小便常不利 陰中痛 糯米作餠食之46)
【主治症】諸淋 小便常不利 陰中痛 
【재료】糯米
【만드는 법】찹쌀로 떡을 만든다.
【服用形態】餠

20. 蠱毒門

治蠱毒 稻米 濃煎汁服之47)
【主治症】蠱毒
【재료】稻米
【만드는 법】쌀을 폭 끓여서 즙을 낸다.
【服用形態】煎汁

21. 小便不通門

主利小便 青粱米 炊飯食之 又以米煮汁飮之48)
【主治症】小便不利 
【재료】青粱米
【만드는 법】청량미로 밥을 짓거나, 삶아서 즙을 취한다.
【服用形態】飯, 煮汁

主利小便 粟米 赤小豆 小麥 白雄雞 右四味治 如常法食之49)
【主治症】小便不利 
【재료】粟米 赤小豆 小麥 白雄雞
【만드는 법】보통 요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服用形態】如常法食之

治夜多小便 一夜十餘行 純糯米滋一片 臨卧炙令軟熟啖之 仍
以温酒下 不飮酒者湯下 多啖愈佳 行坐良允待心 間空便睡 當夜
便止50)

【主治症】夜多小便一夜十餘行 
【재료】純糯米滋一片
【만드는 법】인절미를 구워서 부드럽게 한다.
【服用時間】臨卧
【服用形態】炙

22. 諸汗門

治盜汗有效 陳浮麥 不拘多少爲末 每服二錢 米飮調服 又取小
麥同棗煎服 亦可51)

【主治症】盜汗
【재료】陳浮麥 小麥 棗
【만드는 법】오래된 의 쭉정이를 분량에 상관없이 적

당량을 분말로 만든다. 또한 을 대추와 같이 달인다.
【服用形態】末

止汗方 陳糯米 不以多少 麥麩炒黃色爲末 米飮 調下不拘時一
服有效52)

【主治症】汗證
【재료】陳糯米 麥麩
【만드는 법】오래된 찹쌀 적당량을 기울과 함께 황색

이 되도록 볶은 다음 분말로 만든다.
【服用時間】不拘時
【服用形態】末
 

23. 諸瘡癤門

治癉毒煩熱風疹 亦主消腫下氣壓熱 菉豆 生研汁服 亦煮食之53)
【主治症】癉毒煩熱 風疹 消腫下氣 壓熱 
【재료】菉豆
【만드는 법】녹두를 날로 간다 또는 삶는다.
【服用形態】研汁, 煮

44)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192
45)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08
46)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12
47)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14
48)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20
49)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28
50)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30
51)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31
52)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31
53)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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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癰疽門

排癰腫膿血 赤小豆作粥 如常法 投蜜食之54)
【主治症】排癰腫膿血 
【재료】赤小豆
【만드는 법】붉은 팥으로 보통의 방법대로 요리하여 꿀

에 넣는다. 
【服用形態】粥 蜜

25. 犬猘犬咬門

治狂犬咬 毒入心 悶絶不識人 黒豆煮汁服之 甚良55)
【主治症】狂犬咬 毒入心 悶絶不識人 
【재료】黒豆
【만드는 법】검은 콩을 삶아 즙을 낸다.
【服用形態】煮汁

26. 妊娠諸病門

治妊娠腰中痛 大豆(一云 黒豆)一升 酒三升 煮取七合 去滓 
空心服56)

【主治症】妊娠腰中痛 
【재료】黒豆一升 酒三升
【만드는 법】大豆(一說에는 검은 콩) 1되를 술 3되에 

넣고 삶아 七홉을 취하고, 찌꺼기를 제거한다.
【服用時間】空心服
【服用形態】煮

治妊娠胎動不安 糯米三合 阿膠四分 炙末糯米粥 投阿膠末 調
和空心食之57)

【主治症】 妊娠胎動不安
【재료】糯米三合 阿膠四分
【만드는 법】찹쌀 3홉을 준비하고 아교 4푼을 불에 굽

고 빻아서 분말로 만든다. 찹쌀로 만든 죽에 아교분말을 넣
고 잘 젓는다.

【服用時間】空心食之
【服用形態】粥 

治妊娠忽下黃汁如膠 又如小豆汁 糯米一升 黃耆五两 水七升 
煎取二升 分四服58)

【主治症】妊娠忽下黃汁如膠又如小豆汁 
【재료】糯米一升 黃耆五两 水七升
【만드는 법】찹쌀 1되, 황기 5량을 물 7되에 넣고 달여 

2되를 취한다.

【服用形態】煎

27. 産後諸疾門

治産後中風困䔍 或背强口噤 或但煩熱苦渴 或身頭背重 或身
痒極嘔逆直視 此皆虚熱中風 且産後得依 常稍服之 以防風氣以消
結血 又治産後風虚 五緩六急 手足頑痺頭旋目眩 血氣不調 

大豆三升 熬令極熟 候無聲 器盛 以酒五升沃之 熱扱有得二升 
盡服之 温覆令小汗出 身潤即瘉59)

【주치증】産後中風困䔍 或背强口噤 或但煩熱苦渴 或身
頭背重 或身痒極嘔逆直視 此皆虚熱中風 且産後得依 常稍服
之 以防風氣以消結血 又治産後風虚 五緩六急 手足頑痺頭旋
目眩 血氣不調

【재료】大豆三升 酒五升
【만드는 법】콩 3되를 완전히 익도록 볶아 소리가 나지 

않기를 기다려 그릇에 담고 술 5되를 붓고 달여서 2되를 
얻는다.

【服用形態】熬, 熱 

28. 落胎半産門

治孕婦月數不足 子死腹中 母欲悶絶者立出 大豆三升 醋九升 
煮濃汁三升 頓服60)

【主治症】孕婦月數不足子死腹中母欲悶絶
【재료】大豆三升 醋九升
【만드는 법】콩 3되 식초 9되를 삶아 진한 즙 3되를 취

한다.
【服用形態】汁

治胎衣不下 大豆大半升 酒三升 煮取折半分三服61)
【主治症】胎衣不下
【재료】大豆大半升 酒三升
【만드는 법】콩 큰 것으로 반 되에 술 3되를 부어 삶아

서 반으로 조린다. 
【服用形態】煮

54)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49
55)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60
56)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71
57)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74
58)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76
59)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81
60)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95
61)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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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小児諸病門

治小児下痢 日夜數十度 漸困無力 黍米一合 雞子一枚 蠟一分 
細切煮黍米粥 臨熟 下雞子蠟攪均 令熟食之62)

【主治症】小児下痢 日夜數十度 漸困無力 
【재료】黍米一合 雞子一枚 蠟一分
【만드는 법】기장쌀 1홉 계란 1개 랍 1푼을 잘게 절

단한다. 기장쌀로 죽을 끓이는데 익으려고 할 때 계란과 
립을 넣고 고루 섞는다.

【服用形態】粥

治小児小便不通 肚痛 粟米一合 葱白三七莖 去鬚細切 以水煮
作稀粥 臨熟 投葱白攪勻 温食之63)

【主治症】小児小便不通 肚痛 
【재료】粟米一合 葱白三七莖
【만드는 법】좁쌀 1홉 총백 21뿌리를 준비하여 잔뿌리

를 제거하고 잘게 절단한다. 좁쌀을 물에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익으려고 하면 총백을 넣어 고루 섞는다. 

【服用形態】稀粥

治小児泄注 粱米 稻米 黍米 各三合 蠟如半彈丸大東流水二升 
煮粱米三沸 絞 去滓 以汁煮稻米三沸 絞去滓 以汁煮黍米三沸 絞
去滓 置蠟汁中 蠟消 每服半合 空心午後 各随児大小加减64)

【主治症】小児泄注 
【재료】粱米(靑梁米) 稻米 黍米各三合 蠟 東流水二升
【만드는 법】좁쌀 입쌀 기장쌀 각 3홉, 탄환 반 정도 

되는 랍, 동쪽으로 흐르는 물 2되를 준비한다. 粱米를 삶
아 3번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그 물에 稻米을 
삶아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버린다. 다시 그 물에 黍米를 
삶아 3번 끓으면 짜서 찌꺼기를 버리고 랍을 그 물에 넣
어 랍이 녹인다. 

【服用時間】空心午後
【服用形態】蠟汁

治小児重舌 粟米 作粥哺之65)
【主治症】小児重舌 
【재료】粟米
【만드는 법】좁쌀로 죽을 쑨다.
【服用形態】粥

Ⅳ. 考察

1. 五穀을 사용하여 治療한 病症

食療纂要에 있어서 五穀을 이용한 치료병증을 보면 諸
風門에 卒風不得語, 傷寒門에 傷寒, 心腹痛門에 卒心痛 , 脅
痛門에 脅痛如打, 脾胃門에 嘔吐 湯飮不下, 脾胃虗弱 嘔吐
不下 食漸加羸瘦, 脾胃不足, 腰痛門에 脚氣衝心 心煩悶乱 
不識人 脚氣心煩 脚弱 頭目眩 冒痺濕筋急 咽喉門에 患纏喉
風 食不能下 主養腎氣, 諸暑門에 中暑, 諸熱門에 氣逆 壓熱, 
嘔吐/咳逆門에 脾胃氣弱 食不消化 嘔逆 反胃 湯飮不下, 霍
乱門에 霍乱後 吐逆不止 霍乱 卒熱心煩渴 乾霍乱, 黃疸門에 
黃疸 皮膚 眼睛如金色 小便赤, 水腫門에 身體浮腫 浮腫氣
逆, 諸渴門에 心痛 渴症 痟渴口乾 胃痺熱中痟渴 痟渴而發熱 
痟渴口乾 熱中消渴, 積聚門에 腹中氣塊, 諸血門에 熱毒下血 
或因食熱物發動 卒下血 鼻血不止 鼻衄, 泄瀉門에 泄瀉 泄
利, 諸痢門에 断熱毒痢 水糓痢 白痢不消, 諸淋門에 男女熱
淋 血淋 諸淋 小便常不利陰中痛, 蠱毒門에 蠱毒, 小便不通
門에 利小便 夜多小便一夜十餘行, 諸汗門에 盜汗 汗證, 諸
瘡癤門에 癉毒 煩熱 風疹 浮腫氣逆發熱, 癰疽門에 排癰腫膿
血, 犬猘犬咬門에 狂犬咬 毒入心 悶絶不識人, 妊娠諸病門에 
妊娠腰中痛 妊娠胎動不安 妊娠忽下黃汁如膠 又如小豆汁, 産
後諸疾門에 産後中風 産後風虚五緩六急 手足頑痺 頭旋目眩 
血氣不調, 落胎半産門에 孕婦 月數不足子死腹中 母欲悶絶者 
立出 胎衣不下, 小児諸病門에 小児下痢 日夜數十度漸困無力 
小児小便不通 肚痛 小児泄注 小児重舌 등이 있는데, 모두 
29문에 총 59개의 병증이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62)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306
63)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308
64)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311
65) 全循義 著, 金鐘德 譯, 食療纂要. 수원. 農村振興廳. 2004.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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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病門 諸病症
諸風門 卒風不得語
傷寒門 傷寒

心腹痛門 卒心痛
脅痛門 脅痛如打
脾胃門 嘔吐 湯飮不下, 脾胃虗弱 嘔吐不下 

食漸加羸瘦, 脾胃不足
腰痛門 脚氣衝心 心煩悶乱不識人 脚氣心煩 脚弱 

頭目眩 冒痺濕筋急
咽喉門 患纏喉風 食不能下 腎氣虛
諸暑門 中暑
諸熱門 氣逆發熱
嘔吐/

咳逆門 脾胃氣弱 食不消化 嘔逆反胃 湯飮不下
霍乱門 霍乱後吐逆不止 霍乱卒熱心煩渴 乾霍乱
黃疸門 黃疸皮膚 眼睛如金色 小便赤
水腫門 身體浮腫 浮腫氣逆
諸渴門 心痛而渴 渴症 痟渴口乾 胃痺熱中痟渴 

痟渴而發熱 痟渴口乾 熱中消渴
積聚門 腹中氣塊
諸血門 熱毒下血 或因食熱物發動 卒下血 

鼻血不止鼻衄
泄瀉門 泄瀉 泄利
諸痢門 断熱毒痢 水糓痢 白痢不消
諸淋門 男女熱淋血淋 諸淋小便常不利陰中痛
蠱毒門 蠱毒

小便不通門 小便不利 夜多小便一夜十餘行
諸汗門 盜汗 汗證

諸瘡癤門 癉毒煩熱 風疹 浮腫氣逆 壓熱
癰疽門 排癰腫膿血

犬猘犬咬門 狂犬咬毒入心悶絶不識人
妊娠諸病門 妊娠腰中痛 妊娠胎動不安 

妊娠忽下黃汁如膠又如小豆汁
産後諸疾門 産後中風 産後風虚 五緩六急手足 

頑痺頭旋目眩 血氣不調
落胎半産門 孕婦月數不足子死腹中 母欲悶絶者立出 

胎衣不下
小児諸病門 小児下痢 日夜數十度 漸困無力 小児小便不通 

肚痛 小児泄注 小児重舌

표 1. 五穀 내용이 들어간 諸病門과 諸病症

2. 五穀에 따른 病症分類

1) 콩

(1) 大豆

食療纂要에서 大豆는 모두 8번 언급되었다. 諸風門에
는 卒風不得語에 사용하 고, 脅痛門에는 脅痛如打에 사용
하 으며, 脾胃門에는 脾胃不足에 사용하 다. 腰痛門에는 

脚氣衝心 心煩悶乱不識人에 사용하 고, 水腫門에는 身體浮
腫에 사용하 으며, 妊娠諸病門에는 妊娠腰中痛에 사용하
다. 産後諸疾門에는 産後中風 産後風虚 五緩六急 手足頑痺 
頭旋目眩 血氣不調에 사용하 다. 또한 落胎半産門에는 孕
婦月數不足子死腹中 母欲悶絶者立出 胎衣不下에 사용하
다.

大豆에 대하여 本草綱目에는 “성질이 平하고 맛은 달
며 毒이 없다. 中風口歪나 熱毒으로 인한 눈병을 다스리고, 
身面浮腫, 腹中痞硬, 水痢가 그치지 않을 때, 男子의 便血이
나 모든 下血, 잇몸 아플 때, 胎衣不下를 治療한다.”66)고 
하 다. 

食療纂要과 本草綱目에서 大豆를 이용하여 身體浮腫
과 胎衣不下를 治療하는 效能이 同一하다.

(2) 赤小豆

食療纂要에 赤小豆는 모두 5번이 언급되었다. 諸渴門
에는 熱中消渴에 사용하 으며, 諸血門에는 卒下血, 熱毒下
血與或因食熱物發, 에 사용하 고, 諸痢門에는 水糓痢에 사
용하 고, 諸淋門에는 男女熱淋 血淋에 사용하 으며, 癰疽
門에는 排癰腫膿血에 사용하 다.

赤小豆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平하고 맛은 달
고 시며 毒이 없다. 水腫을 내리고, 癰腫과 피고름을 나가
게 한다. 또 惡寒發熱과 熱中消渴을 治療하고, 泄瀉를 멎게 
하며, 小便을 잘 나오게 하고 배의 脹滿을 내리며, 찌꺼기
를 토하는 것을 治療한다. 熱毒을 治療하고 血을 깨뜨린
다.”67)고 하 다. 

本草綱目과 食療纂要에 모두 赤小豆를 이용하여 消
渴과 排癰腫膿血을 治療하는 效能이 同一하다.

2) 쌀

(1) 粟米

食療纂要에서 粟米는 모두 7번 언급되었다. 脾胃門에 
嘔吐 湯飮不下 脾胃虗弱에 사용하 고, 諸氣門에는 主養腎

66) 大豆(釋名菽)【氣味】甘 平 無毒【主治】中風口歪 熱毒攻眼 身面
浮腫 腹中痞硬 水痢不止 男子便血 一切下血 牙齒疼痛 胞衣不下,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39)

67) 赤小豆(釋名赤豆,紅豆)【氣味】甘 酸 平 無毒【主治】下水腫 排癰
腫膿血 寒熱熱中消渴 止泄痢 利小便 下腹脹滿 吐逆卒澼 治熱毒 散
惡血(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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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에 사용하 으며, 嘔吐/咳逆門에는 脾胃氣弱 食不消化 嘔
逆反胃 湯飮不下에 사용하 으며, 霍乱門에 霍乱卒熱 心煩
渴에 사용하 다. 諸渴門에는 痟渴口乾에 사용하 고, 小児
諸病門에는 小児小便不通 肚痛, 小児重舌을 治療하 다. 

粟米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짜
며 毒이 없다. 腎氣를 기르고 脾胃의 熱을 없애며, 氣를 더
한다.”68)고 하 다. 

本草綱目에서 粟米를 이용하여 脾胃의 熱을 없애고, 腎
氣를 더하는 효능과食療纂要의 腎氣를 더해주는 效能이 
類似하다.

(2) 粳米

食療纂要에서 粳米는 3번 언급되었다. 諸渴門에는 心
痛而渴에 사용하 고, 泄瀉門에는 止泄에 사용하 고, 諸痢
門에는 止痢에 사용되었다.

粳米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쓰며, 毒이 없다. 氣를 더하여 답답한 것을 없애고 갈증과 
설사를 멎게 하며 속을 따뜻하게 하여 胃氣를 고르게 하고 
肌肉을 살지게 한다.”69)고 하 다. 

食療纂要에서 粳米를 이용하여 泄瀉를 그치게 하고 갈
증을 멎게 하는 治療 效能이 本草綱目과 同一하다.

(3) 陳廩米

食療纂要에서 陣廩米는 1번 언급되었는데, 心腹痛門의 
卒心痛에 사용하 다. 

陳廩米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짜고 시며 毒이 없다. 下氣하여 煩燥를 없애고 胃를 고르게 
하며, 泄瀉를 멎게 한다.”70)고 하 다.

食療纂要에 陳廩米를 이용하여 心痛을 治療하는 것과
本草綱目의 煩渴을 治療하는 것이 差異가 있다.

(4) 糯米

食療纂要에서 糯米는 3번, 陳糯米 1번, 純糯米 1번이 
언급되었다. 糯米는 諸渴門에는 渴症에 사용하 으며, 諸淋
門에는 諸淋 小便常不利陰中痛에 사용하 고, 姙娠諸病門에
는 妊娠胎動不安 妊娠忽下黃汁如膠 又如小豆汁에 사용하
다. 陳糯米는 諸汗門의 汗證에 사용하 다. 純糯米는 小便
不通門의 夜多小便一夜十餘行에 사용하 다. 

糯米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쓰고 따듯하며 毒
이 없다. 밥을 지어 먹으면 溫中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熱이 
많이 나고 大便이 굳어지며, 氣를 더하여 설사를 멎게 하
고, 中氣를 補하여 霍亂후 吐逆을 그치게 한다.”71)고 하
다. 

食療纂要에 消渴과 諸淋등을 주로 治療하는 것과 本
草綱目에 中氣를 補하고 癨亂을 治療하는 것이 差異가 있
다.

(5) 靑梁米

食療纂要에서 靑梁米는 모두 4번 언급되었다. 諸渴門
에는 胃痺熱中痟渴에 사용하 고, 泄瀉門에는 泄利에 사용
하 으며, 小便不通門에는 小便不利에 사용하 고, 小兒諸
病門에는 小児泄注에 사용하 다. 

靑梁米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달며 毒이 없다. 胃痺 熱中消渴에 주로 쓴다. 泄利를 멎게 
하고 小便을 잘 나오게 하며, 氣를 더하여 中焦를 補하고, 
몸을 가볍게 하여 오래 살게 한다.”72)고 하 다. 

食療纂要에서 靑梁米를 이용하여 消渴을 치료하고 泄
瀉를 다스리며, 痢疾을 治療하는 것과 本草綱目의 胃痺 
熱中 消渴을 治療하고 泄瀉와 痢疾을 멎게 하는 治療 것이 
類似하다.

3) 밀

(1) 小麥

食療纂要에서 小麥은 2번 언급되었다. 黃疸門에는 黃
疸 皮膚 眼睛如金色 小便赤에 사용하 고, 諸渴門에는 痟渴
口乾에 사용하 다.

小麥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달
68) 粟米【氣味】鹹 微寒 無毒【主治】養腎氣 去脾胃中熱 益氣 (李時

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31)
69) 粳米【氣味】甘 苦 平 無毒【主治】益氣 止煩止渴止泄 溫中 和胃

氣 長肌肉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25) 
70) 陳廩米【氣味】鹹 酸 溫 無毒【主治】下氣 除煩渴 調胃止泄 補五

臟 澀腸胃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52)
71) 糯米 [時珍曰] 稻稌者 粳 糯之通称 其性粘軟 故謂之糯.[穎 曰] 糯

米緩筋 令人多睡 其性懦也【氣味】苦 溫 無毒【主治】作飯溫中 令
人多熱 大便堅 益氣止泄 補中益氣 霍亂後吐逆不止 (李時珍. 本草綱
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23)

72) 靑梁米【氣味】甘 微寒 無毒【主治】胃痹 熱中消渴 止泄痢 利小便 
益氣補中 輕身長年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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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毒이 없다. 여러 客熱에 갈증으로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멎게 하며, 煩熱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을 없애고 渴症
을 멎게 하고 목이 마르는 데에 쓰며, 小便을 잘 나오게 하
고 肝氣를 기른다.”73)고 하 다. 

食療纂要에서 小麥을 이용하여 消渴을 치료하는 것과
本草綱目에서 渴症을 멎게 하는 것이 類似하다.

(2) 麵

食療纂要에서 小麥麵은 3번 언급하 다. 諸暑門에는 
中暑에 사용하 고, 諸血門에는 鼻衄에 사용하 고, 諸痢門
에는 白痢不消에 사용하 다. 

麵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毒이 조금 있다. 虛를 補하는데, 오래 먹으면 사람을 튼튼
하게 하며, 腸胃를 두텁게 하고, 氣力을 강하게 한다.”74)고 
하 다.

食療纂要에는 小麥麵을 이용하여 中暑나 鼻衄, 白痢를 
치료하 고, 本草綱目은 中氣를 補하고 氣力을 강하게 하
여 五藏을 돕는 것이 差異가 있다.

(3) 陳浮麥

食療纂要에서 陳浮麥은 1번 언급하되었는데, 諸汗門의 
盜汗에 사용하 다. 

本草綱目에는 陳浮麥에 관한 내용이 없다.

4) 大麥

食療纂要에서 大麥은 2번 언급되었다. 咽喉門에는 患
纏喉風 食不能下에 사용하 고, 諸渴門에는 痟渴除熱에 사
용하 다.

大麥에 대하여 本草綱目에서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짜며 毒이 없다. 消渴을 다스리고 熱을 없애며, 氣를 補하
여 中氣를 고르게 하고, 虛熱을 補하며, 혈맥을 튼튼하게 
하고 顔色을 돕는다.”75)고 하 다. 

食療纂要와 本草綱目에서는 大麥을 이용하여 消渴을 
다스리고 열을 제거하는 治療 效能이 同一하다.

5) 菉豆 

食療纂要에서 菉豆는 3번 언급되었다. 諸熱門에는 下

氣 壓熱에 사용하 고, 水腫門에는 浮腫氣逆에 사용하 고, 
諸瘡癤門에는 癉毒煩熱 風疹 浮腫氣逆 壓熱에 사용하 다.

菉豆에 대하여 本草綱目에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毒이 없다. 모든 丹毒, 煩熱, 風疹과 熱을 내리고 독을 풀
며, 부은 것을 삭이고 기를 내리며 갈증을 풀어준다.”76)고 
하 다.

食療纂要와 本草綱目에서 모두 下氣하고 열을 내리
는 治療 效能이 類似하다.

6) 黍

食療纂要에서 黍米는 모두 4번 언급되었다. 霍亂門에
는 乾霍乱에 사용하 고, 積聚門에는 腹中氣塊에 사용하
고, 小児諸病門에는 小児下痢 日夜數十度漸困無力, 小児泄
注에 사용되었다.

黍米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
며 毒이 없다. 氣를 더하여 中氣를 補한다. 오래 먹으면 열
나고 답답하게 하기 때문이다.”77)고 하 다. 

食療纂要에는 乾霍亂이나 뱃속의 氣塊와 小兒의 痢疾
을 治療 고, 本草綱目에는 中氣를 補하는 것이 差異가 
있다.

7) 稷

食療纂要에서 稷米는 1번 언급하 는데, 脾胃門의 利
胃宜脾補不足에 쓰 다.

稷米에 대하여 本草綱目에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달
며 毒이 없다. 氣를 더하여 부족한 것을 補한다.”78)고 하
다.

食療纂要에는 脾胃의 부족한 것을 補하는데 쓰 고,本
草綱目에서는 氣를 補는데 주로 쓰여 效能이 類似하다.

73) 小麥(釋名來)【氣味】甘 微寒 無毒 【主治】諸客熱 止煩渴咽燥 利
小便 養肝氣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18)

74) 小麥麵【氣味】甘 溫 有微毒【主治】補虛 久食 實人膚体 厚腸胃 
强氣力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19) 

75) 大麥(釋名牟麥)【氣味】鹹 溫 微寒 無毒【主治】消渴除熱 益氣調
中 補虛熱 壯血脈 益顔色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20)

76) 菉豆【氣味】甘 寒 無毒【主治】丹毒火熱風疹 壓熱解毒 消腫下氣 
消渴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44)

77) 黍米(釋名赤黍名門)【氣味】甘 溫 無毒 【主治】益氣 補中 久食令
人多熱煩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29)

78) 稷米(釋名粢)【氣味】甘 寒 無毒【主治】益氣 補不足 (李時珍. 本
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1994. p.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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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五穀을 服用하는 形態에 따른 分類

五穀을 복용하는 형태에 따라 분류해보니 煮汁如飴 或濃
煮, 煮, 稀粥, 研取汁, 粥, 末, 飯, 汁, 麵, 丸, 水研, 白汁, 冷
水 和蠟 餠 煎汁, 熬, 熱, 炙, 蠟汁등의 21가지 형태가 있
다. 이 형태들은 대체적으로 복용하기가 쉽고 소화되기 좋
은 형태들로서 하나의 복용 형태가 여러 처방에서 쓰이기
도 하 다.

4. 五穀을 服用하는 時間에 따른 分類

服用하는 時間에 관해서는 空心食之(空心服 포함), 常食
之, 任意(任服, 恣飮 포함) 臨卧, 不拘時,, 空心午後 등이 있
다. 服用時間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
는 五穀을 常食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Ⅴ. 結論

食療纂要에서 五穀을 사용한 處方 考察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食療纂要에는 五穀을 이용한 處方이 29개의 門에서 
총 59개의 病症이었다. 諸渴門에서 8개의 病症에, 粳米, 
粟米, 大麥, 小麥, 赤小豆, 糯米, 靑梁米를 사용하 고, 
小兒諸病門에서 7개의 病症에 粟米, 稻米, 靑梁米를 사
용하 으며, 脾胃門에서도 7개의 病症에 大豆, 粟米, 稷
米가 사용되었다.

2. 사용한 五穀을 살펴보면 大豆가 8개의 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陳糯米, 純糯米를 포함한 糯米가 
粟米와 함께 6개의 門에서 사용되었으며, 赤小豆는 5개
의 門에, 稻米, 靑梁米는 4개의 門에 사용되었다. 粳米, 
黍米, 黑豆, 小麥麵, 綠豆는 3개의 門에서 사용되었으며, 
大麥과 小麥은 2개의 門에서, 稷米, 陳浮麥, 米汁이 1개
의 門에서 사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五穀을 복용하는 형태는 煮汁如飴 或濃煮 2번, 煮 8번, 
稀粥 2번, 研取汁 2번, 粥 10번, 末 5번, 飯 6번, 汁 7
번, 麵 2번, 丸 2번, 水研 2번, 白汁 2번, 冷水 1번, 和
蠟 1번, 餠 2번, 煎汁 1번, 熬 2번, 炒 2번, 炙 2번, 蠟

汁 1번, 如常法食之 1번이었고, 대체로 粥이나 飯, 그리
고 汁의 복용형태가 많이 제시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
다. 

4. 服用하는 時間에 관해서는 空心食之(空心服 포함), 常食
之, 任意(任服, 恣飮 포함), 臨卧, 不拘時, 空心午後 등이 
있으며,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5. 食療纂要에 사용된 五穀을 本草綱目 主治病症과 비
교해 본 결과, 同一한 경우로는 赤小豆, 粳米, 小麥, 大
麥등 4種이 있었다. 또, 類似한 主治病症을 보인 경우는 
大豆, 粟米, 靑梁米, 菉豆 등 4種이있었으며, 主治病症에 
差異를 보인 경우는 陳廩米, 糯米, 小麥麵, 黍米, 稷米등 
5種이 있었다. 

그리고 食療纂要에서는 主治病症을 언급하 으나 本
草綱目에서는 언급이 안 된 경우로는 陳浮麥 1種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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