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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ly existing Bonchojeonghwa (本草精華) is a manuscript without the preface and the epilogue, composed of 2 books in 2 
volumes. This book is a quintessence of knowledge on science of medicinal ingredients (medicinal phytology / herbal science) as well as 

an trial of new development in Chosun medical science. I.e. this book includes surprising change representing medical science in Chosun 

dynasty as a single publication on science of medicinal ingredients. It holds a value essential to clinician as a specialized book in medicinal 

ingredients, and includes richer content on medicinal ingredients than any other books published before. In addition, it is away from boring 

list-up of superfluous knowledge as seen in Bonchokangmok(本草綱目) published in China, and well summarizes essential knowledge 
which can be used within a range of medicines available in Korea.

This book has an outstanding structure that can be even used in today’s textbook on science of medicinal ingredients, as it has clear 

theory, system and classification. Because it handles essential learning points prior to prescription to disease, it is possible to configure new 

prescription and adjustment of medicinal materials. Moreover, this book can play a good role for linguistic study at the time of publication, 

because it describes many drugs in Hangul in many parts of the book.

Bonchojeonghwa includes a variety of animals, plants and mineral resources in Korea, like Bonchokangmok, which was recently 
listed in UNESCO. As such, it has a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as well as pharmacy in Korean Medicine. It has various academic 

relationships all in biologic & abiologic aspects. It has importance in sharing future biological resources, building up international potential, 

setting up the standard for biologic species under IMF system, and becoming a base for resource diplomacy. We should not only see it as 

a book on medicinal ingredients in terms of Oriental Medicine, but also make an prudent approach to it in terms of study strengthening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After bibliographical reviewing on the features & characteristics of the only existing copy of Bonchojeonghwa housed in Kyujanggak(奎
章閣)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ollowings are noted. First, Bonchojeonghwa is a specialized book on medicinal ingredients 
voluntarily made by private hands to distribute knowledge on drugs in the desolate situation after Imjinoeran (Japanese Invasion in 1592), 

without waiting for governmental help. Second, it raised accessibility and practicality by new editing. Third, it classified 990 different kinds of 

drugs into plant, animal, and mineral at large, and classified more in detail into 15 ‘Bu’ and 48 ‘Ryu’ at 258 pages. Fourth,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is estimated to be around 1625~1633, at the time of Injo’s reign in 17th century. Fifth, it contains the existing & up-to-date 

knowledge at the time of publication, and it is possible to see the supply-demand situation by Hangul descriptions in 149 places in the 

book. By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linguistic evidences of 17th century, explains well when the book was published.

Key words : Bochojeonghwa(本草精華), Bonchokangmok(本草綱目), biological resources, environment, IMF, private medicine, animal, plant, 

mineral, old Hangul, Kyujanggak(奎章閣), early 17th century

Ⅰ. 서론

본초학의 발달은 유사 이래 이 땅에도 많았지만, 전문적

인 본초서가 그리 흔한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개는 여타 
치방서적(治方書籍)에서 볼 수 있듯이 단방요법(單方療法)
으로 조금씩 다루거나1), 본초에 관해 전문적으로 정리하

1) 이와 같은 예는 너무도 많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나
타난 제서들이 그러하거니와 최근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인구에 
회자되는 濟衆新篇ㆍ廣濟秘笈ㆍ醫門寶鑑ㆍ方藥合編등이 그
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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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지라도 종합의서에 포괄되어 있는 경우2) 기 때문에 
실제의 이용에는 불편하 다. 간혹 본초만을 전문적으로 다
룬 서적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에서 펴낸 본초서를 재
간행하거나 일부를 베끼는 수준의 정리 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제대로 맞지 않았다. 또한 비록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본초에 관한 정리를 하 다 할지라도, 그 약물의 정도가 몇 
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에는 불편함을 피할 수 없
었다. 그리하여 의약(醫藥)을 업으로 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처방을 하기 위해, 약성(藥性)을 제대로 알고 방약(方藥)을 
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 던 
것이 바로 본초정화(本草精華)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조
선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기존 
본초지식의 총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시의 우리 의학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지표가 되기도 한다. 즉, 본
초정화는 본초학의 단일서적으로서 조선시대 의학을 대표
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고, 
본초전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임상가의 필
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 이전의 어떤 
서적보다 풍부한 본초지식이 함유되어 있으면서도, 앞서 중
국에서 발간된 본초강목(本草綱目)처럼 호번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지
식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은 현재 쓰이고 있는 약물들의 발전
바탕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 방제서적에서 쓰
던 약물지식들이 어떠한 근거에서 조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당시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약재들은 어떠한 것들
이 유통되고 수출입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더
구나, 이 책은 이론과 체계가 분명하고 분류가 명확하여 오
늘날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본초학의 교과서적인 구
성으로, 질병에 따른 방제구성에 앞서 필수적인 학습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처방의 
구성과 약재의 가감까지도 용이해지므로, 본초정화의 출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는 매우 크다.

하지만, 현존하는 본초정화에는 서문과 발문이 없기 때
문에 이 책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잡히지 않는다. 더구나 
의서는 물론이고 실록이나 개인문집과 같은 여타한 서적
에도,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유관한 기록이 아무 것도 없다. 그만큼 이 책은 그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비록 공개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책이 필사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동안 활자로 발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책의 임상적 활용과 본초학
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책에는 한글
로 향약명(鄕藥名)을 여러 군데 적고 있기 때문에 조선중
기의 언어학적인 연구에서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초정화는 최근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바 있는 
본초강목처럼, 우리나라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광물 자원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
체가 약물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박물학적인 의미를 지
니고 있다. 그것은 곧 유생물과 무생물의 모든 차원에서 다
양한 학제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미래의 생
명자원을 공유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적 역량을 구
축하며, IMF체제에서의 생물종자의 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
니라, 자원외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그리하여 우리는 꼭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약
물을 다루는 본초서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여타 학문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유일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본초정화를 중심으로, 이 책의 장정과 표지가 어떠
한 염색을 하고, 재질은 무엇이며, 문양은 왜 이렇게 새겼
는지, 우리 전통의 장정의 형식으로서의 특징은 어떠한지 
또, 책의 종류와 양식은 어떠한지 등의 서지학적인 특징을 
먼저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문의 체제와 내용의 
분석을 통해 자료의 특징과 성격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본
다. 이러한 가운데 연대추정과 더불어 이 책의 의사학적 가
치를 규명해서, 미래의 한의학적 발전에 작으나마 비젼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의학이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본론

1. 서지사항

1) 책의 장정과 표지

2) 예를 들면, 鄕藥集成方 말미에 실려 있는 ｢鄕藥本草｣나 東醫寶
鑑에 실려 있는 ｢湯液篇｣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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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색

먼저 이 책의 표지가 특이하다. 조선의 고서는 가장 흔하
게 볼 수 있는 것이 황벽(黃蘗)이나 울금(鬱金), 그리고 황
련(黃連)과 치자(梔子) 등으로 황염(黃染)하고 콩물을 발
라 말려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고상하고 아
름다운 황색을 띠어 표지를 아름답게 하고, 콩물을 고르게 
발라 종이의 질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만든다. 이러한 표지
의 제작법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보기 어렵고 조
선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표지제작법이다. 중국은 귀한 
책에는 여러 가지 천에다 물감을 들여 그것을 표지로 삼았
고, 일본은 간혹 천이나 가죽으로 표지를 만들지만, 어느 
곳이나 조선처럼 종이에 물감을 들여 표지를 만드는 경우
는 없다. 그런데 본초정화의 표지는 이런 황염을 한 것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쪽물을 들 다. 쪽물은 대개 그 색이 곱
고 시원한 느낌을 줘서 여름옷을 물들일 때 많이 사용했는
데, 쪽의 약물적 특성이 피부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쪽의 본초명은 청대
(靑黛)로 쪽물은 색 자체에 방충과 방부의 기능이 있어 한
지를 염색하는 데도 많이 쓰 는데, 이 책의 표지가 바로 
이러한 쪽물을 들 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 을 
개연성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덕분인지 하권의 뒤표지 아
랫단에 불과 1cm가량의 단 한군데만 좀이 슬어 있는 걸 제
외하곤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

사진 1. 본초정화의 표지.

(2) 재질

표지를 만드는 목적에는 이렇게 책을 미려하게 보이게 
하는 방편도 있지만, 책을 튼튼하게 잘 보존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본문에 쓰이는 종이보다 두껍게 하
여 속의 내용을 보호하고, 오래도록 사용해도 잘 닳지 않도
록 튼튼하게 만든다. 원래부터 두꺼운 장지(壯紙)를 만들어 
표지를 삼거나, 본문과 같은 종이를 여러 겹으로 두껍게 눌
러 붙여 표지를 만든다. 하지만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두꺼
운 장지를 만들어 표지를 삼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여러 
겹의 종이를 눌러 붙여서 두껍게 만들어 쓰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여러 겹을 만들어 쓸 때도 고급의 경우는 새 종이
를 겹쳐서 만들지만, 보통의 표지는 다른 곳에서 쓰 던 낡
은 책에서 뜯어낸 폐지로 새 표지를 삼는다. 다 종이가 귀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만, 오히려 이런 표지가 값진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런 폐지들은 다른 책 
속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책이 사라진 경우는 
이로 인해 과거에 있었던 책을 유추하여 고증할 수도 있다. 
요즘도 가끔 표지로부터 예전의 책을 복원하거나, 이를 통
한 연구논문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본초정화는 이런 낡은 책을 뜯어서 표지를 만
들거나, 여러 겹의 종이를 눌러 붙인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새 장지를 사용해서 표지를 만들었다. 그만큼 고급스러운 
표지를 만든 셈이다. 그것은 여느 일반적인 표지와 다르게 
이 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당히 애쓴 흔적을 보여준다
는 얘기다. 본초정화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할 일은 아니
지만 이 책의 편찬자가 첫 글씨부터 마지막 글씨까지 단정
하게 써 내려갔다는 점은 표지에 있어서도 그만큼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대개의 필사본 서책들이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정성을 들여 글을 쓰게 마련이지만, 
뒤로 갈수록 글자가 삐뚤어지고 휘갈겨 쓰게 되며 줄이 맞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초정화는 
마치 인쇄라도 한 듯이 1권의 처음부터 2권의 마지막까지 
단 한글자도 흐트러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줄이 고르고 글
자의 높이조차 일정하게 줄이 맞춰져 있어 필사본으로 이
만큼 수려한 책은 아마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만한 정성을 들 다면 그 장정 또한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을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 표지에 공을 들여 만들었다
는 것이 이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표지의 고급스러움이 
전혀 생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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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양

표지에 문양을 내는 것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로 이
어졌던 금색과 은색의 사경(寫經)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개 금니(金泥)나 은니(銀泥)로 불경(佛
經)을 베껴 옮기는 과정에서 쓰 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것은 1979년 화엄사(華儼寺)에서 발견된 신라의 화엄
사경(華儼寫經)의 표지화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문양을 만드는데 고급재료가 들어간 신앙적 차원에서 이뤄
졌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 표장화(表裝畵)는 보살과 연꽃무
늬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경을 위해 책의 표
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실용적이지 못하다. 더
구나, 조선의 서책들은 그러한 종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학문적 접근을 위해 표지를 만들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여
러 본을 만들 필요도 있기 때문에 서적에 많은 비용을 들
여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으며, 조선시대 주류를 이루었던 
유가적 덕목으로도 사치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오히려 서책
의 표지는 그릇이나 옷감, 그리고 기왓장에서처럼 일상에서 
상용되는 무늬가 사용되었을 것이고,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표지를 장정하는 방법을 선택하 으리라고 본다.

비록 표지에 문양을 넣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지
에 쓰인 그 무늬 자체는 다양한 무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
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 가운데서도 본초정화
에 쓰인 ‘사격만자문(斜格卍字文)’의 기원은 한민족의 가장 
오래된 전통문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런 
사격(斜格)무늬는 훨씬 고대로 올라가서 신석기시대의 빗살
무늬토기에서 그 연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빗살무늬토기
는 하구나 해변을 중심으로 곳곳에 발견되며, 중국의 대륙문
화와는 차별화되는 한반도 문화이다. 그것은 북유럽의 핀란
드, 북부 독일 일대에서 번 했던 캄케라믹(Kammkeramik, 
櫛文土器)이 동으로 전파되어 시베리아를 지나 들어온 것
으로,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계지역으로는 바이칼호지역이나 
연해주지역을 유력시하고 있다.3) 그러므로 이란과 인도를 
거쳐 중국의 남방으로 전래되는 민무늬토기(無文土器)와는 
발전과정 자체가 다르다.

한편 한국의 빗살무늬토기와 시베리아의 빗살무늬토기는 
제작방법, 문양의 구성방법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
며, 방사성 탄소연대측정치가 연해주(沿海州)보다 더 오래
된 연대를 나타내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빗살무늬토기의 
자생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4) 하지만, 신석기문화를 이
루고 있는 빗살무늬토기를 고고학계에서는 청동기 이후 서

기전 1세기 전후에 농경을 배경으로 전개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문화의 융성으로 대부분은 이에 흡수되거나 동화
되어 버렸다고 추정한다. 물론 토기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토기에 새겨진 무늬는 그 후 꾸준히 확장되고 발전되어 
다방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무늬로 전해진다. 고구려 고
분벽화에서도, 백제의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볼 수 있는 기
와무늬, 공주 수촌리 환두대도의 손잡이 무늬, 경주의 미추
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황금보금 등에서 보이
는 고대유적 뿐만 아니라, 충주의 장미산성(薔薇山城), 성
남의 정자동 건물지, 나전상(螺鈿箱)의 바닥판 모서리 등에
서 보이는 사격자(斜格子)무늬들은 고려시대 유물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더욱 다양하게 확장되
어 보다 정교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초정화의 표지문양은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문양임을 알 수 있다. 본초정화의 무늬는 
표지문양을 만들어 주는 능화판(菱花板)을 눌러 찍어 무늬
를 만들었는데, 이는 다른 조선 후기의 서책들에서 많이 보
듯이 실용적 차원에서의 이루어진 ‘사격만자문’이다. 비록 
오랜 세월을 반 하듯 그 무늬는 많이 사라져서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표지 안쪽에 마감하기 위해 덧댄 종이인 
내표지(內表紙) 틈으로 보이는 겉표지의 내측은 그 무늬가 
뚜렷하다. 이 ‘사격만자문’에 포함되어 있는 ‘만(卍)’자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등장하여 독립적으로 쓰이거
나, 칠보(七寶)나 연화(蓮花) 및 천도(天桃) 등과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 는데,5) 사격(斜格)의 형태를 가지
며 사방연속의 정형화된 모양으로 틀을 잡게 된다. 그러므
로 본초정화의 표지는 이 시기에 엮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본초정화의 성서시기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잡을 수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는 물론 
내용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별개의 사항이 밝혀졌
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내용에서 이 
책의 성서시기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음 <사진 2>의 ‘본초정화의 표지문양’은 본초정화
의 원본을 탁본하 어야 하나, 규장각의 사정상 그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인 양곡유고(亮谷遺稿)의 표
지를 탁본(拓本)한 것6)으로 대신한다. 양곡유고는 조선 
중기의 이의길(李義吉, 1596∼1633)의 시문집인데 3권 1
3) 빗살무늬토기, 네이버 지식사전.
4)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즐문토기)], 네이버 백과사전.
5) 한국고서의 표지문양. 한국콘텐츠진흥원.
6) 鄭炳浣, 韓國의 冊版紋樣,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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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활자본으로 되어 있으며, 정조 13년(1789) 이 운(李
榮運)이 편집하여 간행하 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술 빚는 방법을 설명한 ｢제양주방(題
釀酒方)｣과, 주위에서 일어난 기사(奇事)와 전설 등 이야기
를 모은 ｢기문(記聞)｣이 있다. 이는 음식이나 약물의 법제
로 술이 자주 사용되는 방제(方劑)의 특성상 그 시대적 변
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당시 생활상도 
의학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2. 본초정화의 표지문양.

(4) 장정

글이 완성된 서책의 내지(內紙)와 표지(表紙)를 함께 묶
는 것을 장정(裝幀)이라 하는데, 본초정화는 명주실을 붉
게 홍염(紅染)한 끈을 5번을 꿰매어 장책(裝冊)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전통적 양식인 오침안정법(五針眼釘法)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정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또는 
조선 초기에 있었던 권축장(卷軸裝)이나 절첩장(折帖裝) 또
는 호접장(蝴蝶裝)이나 포배장(包背裝)에서 볼 수 없는 선장
(線裝)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 말기부터 나타나는 대
개의 장정들이 이러한 선장을 많이 이용하 다. 그런데 중국
이나 일본은 책의 크기에 따라 짝수로 구멍을 뚫어 묶는데, 
사침안정법(四針眼釘法), 또는 육침안정법(六針眼釘法)을 쓴
다. 드물게는 팔침안정법(八針眼釘法)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홀수로 묶어서 꿰매는 오침안정법의 철법(綴法)은 
없다.7) 그러므로 홀수로 꿰맨 오침안정법으로 장정한 서책
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철법으로, 현재
까지 전통적인 책을 장정하는 양식으로 고착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가장 흔한 우리나라 옛 서적의 장정 형식이다.

이렇게 선장하는 방식으로 만든 서책은 기존의 포배장의 
양식을 개선한 것이다. 포배장이 책의 내용인 몸통을 종이

끈으로 꿰매고 그 위에 겉장을 둘러 책의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책등을 둘러서 덮어 싸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는 동
안에 겉장의 표지가 잘 떨어져 나가서 속 내용까지 훼손되
거나 제목을 알 수 없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리하여 포
배장의 장정법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선장이 그 자리를 대
신하게 되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포배장의 방식은 
완전히 없어지고 선장만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포배장의 
방식으로 장정이 된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조선중기 이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 조선후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장의 방식으로 만든 서책도 오래 
되거나 자주 사용하다 보면 명주실로 만든 끈이 삭거나 낡
아져 잘 떨어지므로, 기존의 서책에 이 끈을 자주 갈아주게 
될 정도로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따라서 본초정화
의 장정을 위해 묶은 끈이 전혀 퇴색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아직 낡아져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묶인 끈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새로 장정을 하 던 것으로 보인다.

(5) 제목

이렇게 만들어진 표지에는 ‘本草精華’라고 네 글자의 제
목이 상권과 하권에 써져 있었다. 그런데 표제(表題)의 필
체가 본문의 필체와 다르다. 그것은 본초정화를 편찬한 
사람과 표제를 쓴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것
은 책이 완성되고 표제를 다른 사람이 써주지 않았다면, 책
의 완성시기와는 다른 표지를 사용했다는 얘기다. 즉, 원래
의 표지는 없어지고 후대의 누군가 이미 낙장이 된 것을 
새롭게 다시 엮으면서 최근에 표지를 만들어 선장을 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겉표지를 한 장지(壯紙)의 안쪽
에는 표지를 마감하는 내지(內紙)를 붙 는데, 이 내지와 
본문의 종이가 미세하지만 약간 다르다. 그것은 종이의 질
감까지는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종이를 만들 때 썼던 채의 받침이 만들어내는 무늬간격이 
차이가 나고, 종이가 만들어진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줄 수 
있는 색깔의 차이가 미세하게나마 있기 때문에, 이 책의 표
지로 사용된 내지와 본문으로 사용된 종이가 서로 다르다
는 얘기다. 그러므로 본문을 다 기록하고 장책(裝冊)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그렇지만 본초정화를 선장으로 꾸민 
것은 이미 이전에 장정했던 것을 후대에 누군가가 다시 엮
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책이 서문과 발문도 
7) 천혜봉, 한국서지학, 113쪽, 민음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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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상태라는 것이 놀랍다. 이것은 대개 책이 완성되고 다
른 사람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그 책의 가치를 평가받고 그 
책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본인
이 직접 서문을 쓰지 않는 관례가 많이 있기는 하다. 대표
적인 예로 동의보감은 허준이 완성시켰지만 그 서문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던 이정구(李廷龜)가 쓰지 않았던가. 
이런 점을 상기했을 때 아직 서문과 발문을 쓰지 않은 채
로 책이 엮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동의
보감처럼 발문이 없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에 발문은 원
래 없었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실제로 발
문은 책의 끝에 본문 내용의 대강이나 간행 경위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은 글이기 때문에, 항상 책의 마지막에 
위치해야 하는데 본초정화는 마지막에 여백을 두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빈칸만 있을 뿐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다. 
이는 상권의 마지막엔 전혀 빈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
권의 마지막에는 2장의 빈칸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도 확인
된다. 그러기에 그 빈칸은 본초정화의 내용이 혹시 빠졌
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본초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을 위해 
비워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래부터 발문이 없었
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서문도 없이 책이 엮어지게 된 것은 납득하기 어
렵다. 왜냐하면 뒤에 이에 대해 충분하게 다시 언급하겠지
만 내용을 보더라고 표지만큼이나 온갖 정성을 들여서 당
시 우리가 쓰고 있던 본초의 최신 정보까지 담아서 내놓은 
이 책이라면 서문 정도는 마땅히 들어가 있을 법하기 때문
이다. 그래서 혹시 서문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낙장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이 비록 
낡아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나머지 부분이 
거의 손상됨이 없이 깨끗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측면
에서 원래 서문과 발문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본문의 형태는 온전하면서도 표지 및 서문
과 발문이 모두 빠진 것을 놓고 볼 때, 이 책의 원래 장정
(裝訂)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고서에서 흔하게 볼 수 있
는 선장이 아니라, 고려 말부터 널리 퍼져 조선중기 이후로 
사라진 포배장(包背裝)8)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포배장의 장정방법상 본문은 꿰매고 표지는 그 
위에 풀로 덧씌웠으므로, 오래 사용하는 사이에 내용은 고
스란히 남아 있어도 표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큰 폐단이
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심(版心)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호접장(蝴蝶裝)처럼 이제(耳題)를 붙여서 내용을 쉽게 알

아볼 수 있는 목록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접장에서 
포배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책의 장정이 갖는 
특징은 이 책이 쓰인 연대가 어느 시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본초정화는 호접장의 특
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포배장과 선장의 이행과정상의 중간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조선중기 무렵을 전후한 어느 시기
로 그 연대를 추측해 볼 수 있기도 하다.

2) 책의 종류

책의 종류로 말하자면 이 책은 손으로 쓴 서사본(書寫
本)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필사본(筆寫本)이다. 그 가
운데서도 원본(原本)처럼 단순한 기록 또는 증거용으로 필
사한 것이 아니고, 내용의 군데군데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주석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의 편자
(編者)가 자신의 뜻에 따라 글 내용을 엮고 고안한 것이므로 
고본(稿本) 또는 고본(藁本)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목록과 
인용서목 그리고 본문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 모두 같은 
필적으로 끝까지 쓰 으며 군데군데 교정하고 첨삭한 내용도 
같은 필체로 쓰 으므로, 편자 자신이 모든 과정을 엮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필(自筆)에 의해서 쓰인 고본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른바 수고본(手稿本)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본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
같은 필체로, 붓에 묻는 먹물의 상태를 똑같이 유지하며, 
한결같은 크기로 쓰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은 필경사(筆耕士)가 따로 이 책을 고스란히 베꼈을 가능
성도 있다. 지금이야 글이나 글씨를 쓰자면 컴퓨터로 쓰는 
경우가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부조봉투에 대필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전엔 책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는 흔하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기
에 이 책이 필경사가 썼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일
정한 필체를 유지하고 있다. 대개의 필사본이 처음에는 깨
끗하게 쓰다가 나중에는 줄도 맞지 않고 글씨도 휘갈겨 쓰
는 경우를 많이 본다. 지루하게 책을 쓰다보면 나중엔 아무
래도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지금도 노트필기를 하다보면 처
음엔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 쓰다가 나중엔 엉망이 되는 것
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책은 1권 첫 장부터 2권 끝장까
8) 천혜봉, 한국서지학, 111쪽, 민음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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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결같은 필체로 깨끗하게 써졌기 때문에, 필경을 전문
으로 하는 사람의 손을 빌려 써졌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을 비껴갈만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곽(匡郭)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 책의 서미(書眉)부분이다. 서미에는 군데군데 약물 이름
이 해당되는 위치에 한글이 적혀 있고, 그 중 일부는 한자
어 표기로 되어 있다. 상권과 하권을 통틀어 166군데나 되
는 꽤나 많은 부분인데, 17군데는 한자어로 참고 될 만한 
메모를 하 고, 나머지 149군데는 한글로 약물의 이름을 
표기하 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한글로 표기된 부분이 
본문에 쓴 기록과 같은 필적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여 이 책을 수고본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의 필적
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이 책만 
가지고 여기에 쓰인 한글도 한자와 같은 필체로 보기가 쉽
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서미에 한글의 약물이름을 쓰지 않
고 본문의 약물이름 아래에 한글을 썼다면 같은 필체로 보
아도 무난하지만, 본문 밖의 공간에 한글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다른 사람이 이를 표기하 을 가능성도 있
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본문과 서
미의 사항이 따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책을 한 사람이 같은 필체로 끝까지 쓴 수고본이
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비록 이렇게 서미에 쓰여 있는 한글표기가 한자표기의 
필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이 책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또한 포착되는 바가 없다. 그러기 때
문에, 한글로 약물이름을 표현한 것이 이 책의 편찬자와 다
른 필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편찬
자의 자필로 쓴 수고본이라는 사실도 여전히 유효하다. 보
통의 경우에 있어서 필적은 동일한 사람이 썼다 하더라도 
언제나 같을 수는 없으며, 더구나 본초정화처럼 책의 저
술은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달 
또는 여러 해라는 시간적인 차이로 필적의 차이가 날 수밖
에 없다. 하지만 이 책의 편찬자는 서미에 기록된 17군데의 
한글을 제외한 모든 한자의 필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
된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이 책의 활용면에서 편찬자는 
지면의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미
의 공간 또한 후대의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
찬자의 의도에 따라 작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서
미의 한글로 기록된 것도 편찬자의 계획에 의한 기록이라고 
본다면 결국 같은 필체에 의한 작업의 결과로 여겨진다.

지면의 낭비 없는 활용은 공간 활용에 관한 획기적인 아
이디어에 있다. 본문 중에서도 약물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
나고 빈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그대로 비워두는 것이 아니
라, 가급적 필요한 다른 약물의 정보들이나 경험에서 지득
한 보충 정보로 잘 메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당시만이 아니라 
현대의 관점에서도 파격적인 판심(版心)의 활용이다. 앞서
도 언급했지만 보통 옛 서적들은 한 면에 두 쪽의 내용을 
적고 가운데 부분인 판심을 바깥으로 접어서 묶는 방식인
데, 판심은 양쪽 면의 중앙부위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그 
책의 제목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을 판심제(版心題)
라 하는데 본초정화에서는 이 판심제를 본문의 약물 이
름들을 적어놓음으로써 내용의 목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리하여 이 판심제만 보고도 이 면에 기록된 약물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으므로, 구태여 일
일이 책을 펼쳐 약물을 찾지 않아도 책을 잡고 판심만 봐
도 들어있는 약물을 알 수 있게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 다. 
보통 책이름만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활용은 진
보적이고도 획기적이어서 공간 활용에 얼마나 충실했나를 
잘 알 수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판심의 활용이 편찬자의 
생각이라면, 서미의 활용도 편찬자의 의도라는 것은 짐작하
기 어렵지 않다.

또한 자세히 살폈을 때 더러 필체가 아주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본초정화의 기록이 책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편찬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적이 다른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 기록의 시간적 
차이가 잘 나타나있는 것은 ｢목록(目錄)｣과 ｢인용서목(引
用書目)｣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
인용서목｣에서는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고, ｢목록｣에서는 목록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용서목
｣의 경우를 살펴보면 열거된 서적들의 편찬 시기나 해당 
저작자들의 국명이 맞지 않기도 하거니와, 애초에 예상된 
지면에 적절한 배열이 되지 않아 <사진 3>의 ‘본초정화
의 인용서목’에서 보듯이 마지막 셋째 줄의 5개의 명대 서
적들은 나중에 끼워 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책
의 본문에서도 칸과 줄의 배열이 아주 일정한 것처럼, 처음
에는 인용서목 또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배열했지만, 나
중에 명대의 서적들을 나열할 무렵에는 칸이 모자라 작은 
글씨로 좁게 기록하 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맨 끝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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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옹경소(繆希雍經䟽)’는 명말(明末)의 무희옹이 지은 신
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䟽, 1623)를 말하는 것으로, 본문에
는 이후의 청대(淸代)서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진 3. 본초정화의 인용서목.

｢인용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차이는 ｢목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목록을 작성하
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본문의 내용
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
나는 본문의 내용을 모두 기록한 다음에 본문내용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만일 전자와 같이 본문의 내용
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목록을 작성하 다면, 동일 약물에 
대한 언급이 되므로 같은 제목을 목록과 본문에 똑같이 달
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서로 다른 제목이 
붙어있다는 것은 일단 기록할 약물들을 정해 놓은 다음에 
내용은 내용대로 목록은 목록대로 따로 정리해 나가는 후
자의 방식을 택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것은 본문을 작성하
는 시기가 목록을 작성하는 시기와 다르게 작업이 이루어
졌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 책에서 마지막으
로 언급하고 있는 ｢보유(補遺)｣편의 ‘연초(烟草)’가 그것이
다. ｢목록｣에는 ‘연초’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있는 ‘자위(紫葳)’가 ｢보유｣편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보유｣편의 ‘연초’는 ｢목
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록｣에 없는 ‘연
초’가 ｢보유｣편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위’까지 이 책이 완
결되었다는 것이고, 이 책이 엮어진 나중에 ‘연초’가 기록될 

사유가 생겼다는 것이 된다. 아래 <사진 4>의 ‘본초정화
의 목록’과 <사진 5>의 ‘본초정화의 보유편’을 비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진 4. 본초정화의 목록.

사진 5. 본초정화의 보유편.

이러한 이 책의 기록에 따른 시간적 차이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작연대를 추정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방금 얘
기한 목록과 참고문헌에서 볼 수 있는 저자의 의도변화를 
고려한 시간적 차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의 약물이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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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의 시대적 추이를 고려한 시간적 차이다. 전자는 
그 사람의 평생을 두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몇 십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범위를 규정할 수 있지만, 후자
는 한글표기에 관한 조선시대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몇 백 년이라는 범주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본초정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별히 왕명을 받들어 만드는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서는 
개인적 역량이 성숙될 때까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야 
그 사람의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서책을 낼 수 있다. 본초
강목만 해도 이시진(李時珍)이 그의 나이 50살이 되어서
야 집필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야 완성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간행조차 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본초정화 역시 본초에 대한 어느 정
도의 지식적 역량이 성숙되어서야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
문에, 책을 집필하고 완성하기까지 그의 생애의 후반부에 
들어서 최소 1년 이상을 소비하여야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편찬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편찬
자의 의도변화를 고려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앞의 ‘책의 장정’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중기라는 가늠을 통해 그 이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본초정화의 내용들이 동의보감에 들어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최소한 동의보감이 만들어질 무렵이거나 그 이후에 
완성된 서적임을 짐작할 수는 있겠다. 물론 이러한 가설에
도 문제점은 있다. 비록 동의보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책이 동의보감에 채택되지 않
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의보감은 
중앙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졌지만 본초정화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한적한 어느 지방에
서 만들어져 제대로 출판도 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혔던 것
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의 ‘책의 
장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선중기의 어느 때라는 관점에
서 조금 더 나아가, 일단 동의보감과 비슷한 시기를 상정
할 뿐이며 그 이상의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

3) 책의 양식

(1) 형태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정을 거친 내용검토가 기본이지만, 외형적인 

모습을 알아보는 것은 그것의 형태적인 양식을 말해주는 
서지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
초정화(本草精華)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
어 있는 것이 유일하므로, 일단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서
지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순서이겠다. 이를 다음 <표 1>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서지정보’를 통해서 알
아보면 다음과 같다.

원서명 本草精華
현대어서명 본초정화
청구기호 奎 12097-v.1-2

편저자(한자) [著者未詳]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편저자(한글) [저자미상]

간행연도 [刊年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28.7×19.2cm 책권수 2卷 2冊
匡郭 四周單邊, 半葉匡郭:23.2×14.7cm,

11行 32字, 注雙行
表紙, 版心, 
卷頭書名

序, 跋, 
卷首, 卷末

表題紙, 內題紙 附
藏書記, 內賜記 刊記

합철 印記
소장본 藥名을 諺文으로 표기함

四部분류 子部 醫家類
M/F번호 M/F78-103-246-F

표 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서지정보

즉,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의 크
기가 28.7×19.2cm인 본초정화(本草精華)는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인데, 한 가닥의 선으로 사방이 둘러쳐져 
크기가 23.2×14.7cm인 네모 칸 안에 내용이 11행 32자씩 
기록되어 있으며, 주석은 두 줄로 되어 있고 약물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했다는 특징적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
은 서지정보로는 이 책을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하므로 이 
표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판심(版心)

이 책은 표지를 제외하면 상권과 하권을 합쳐 모두 272
쪽(136장)인데, 판심을 장식하는 어미(魚尾)가 없이 처음
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양의 광곽을 가지고 있다. 어미는 판
심을 장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모양새가 다양
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리하여 시대마다 지역마다 유행하는 
모양새가 어미가 어떻게 생겨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책
의 제작연대와 지역을 추정하는 단서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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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미의 모양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본초정화는 판
심을 장식하는 어미가 애초에 없는 그냥 밋밋한 공간일 뿐
이다. 다음 <사진 6>의 ‘동의보감과 본초정화의 판심비
교’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듯이, 판심에 아무런 장식이 
없기 때문에 유행하던 시대를 전혀 알 수 없다. 더구나, 본
초정화와 같은 이런 판심의 양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걸쳐 다른 판본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는 본초정화가 유일하기 때문에 비교할 기준이 없는 셈이
므로, 결국 판심으로 가능한 시대추정은 전혀 할 수 없다.

동의보감

본초정화

사진 6. 동의보감과 본초정화의 판심비교.

하지만 바로 그것이 본초정화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 왜냐하면 판심에 단지 책의 제목이나 각 편을 가르는 

편명의 제목이나 권수를 써넣는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었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의 경우
는 판심에 써넣었던 글자가 반으로 접혀서 일부러 자세히 
살피기 전에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책을 펼쳤을 때 좌우의 
판심제를 합쳐서 봐야만 한 글자가 완성되는데, 그것도 글자
의 왼쪽부분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부분은 왼쪽에 있어서 
언뜻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판심에 들어가
는 판심제에는 보통의 경우에 책의 제목만 파악할 수 있도
록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조금 더 표시하자면 해당하는 
책의 권수(卷數)나 장수(張數)를 표시하는 숫자가 들어가도
록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본초정화는 판심제가 쓰
이는 곳을 좌우로 둘로 나누고, 오른쪽 면은 앞면에 놓이도
록 하고 왼쪽 면은 뒷면에 놓이도록 하여, 주로 앞면에 각장
에 수록된 약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하권의 ｢보유｣편 2쪽을 제외한 본문의 모든 곳이 같다.

만일 해당 약물에 대한 설명이 짧게 되면 자연히 한 장
에 여러 약물의 이름이 많이 실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판심제의 한 면에 약물 이름을 다 실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넘치는 것은 판심제의 나머지 뒷면에 기록하 다. 
이로 보면 판심제를 둘로 나눴던 이유가 약물의 이름을 앞
면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칠 때 더 기록하기 
위하여 나눠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미가 있을 
자리에 한 글자라도 약물의 이름을 써넣는 것이 공간의 확
보라는 측면에서 훨씬 실용적이다. 본초정화만이 갖는 이
러한 독특한 양식은 책의 양식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
지의 획기적인 개혁을 이룬 셈이다. 즉, 첫째는 판심제를 
약물의 목록으로 사용하여 판심제의 활용도를 높 고, 둘째
는 기존의 포배장이나 선장에서처럼 접었을 때 글자가 둘
로 나뉘어 판심제의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
했다. 책의 양식에서의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본초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즉, 본초의 약물을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는 편리성을 높여주었고, 원하는 약물의 성질과 활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도를 한층 높 으며, 그만큼 본초
약물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므로, 
본초정화는 형성된 양식 그 자체로서도 본초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3) 광곽(匡郭)

판심에 대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본초정화의 제작
형식은 이러한 판심의 양식을 갖추었는데, 엄 히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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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초정화의 판심은 판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다른 
책들에서 볼 수 있는 선장의 양식은 한 장의 종이에 광곽
을 그리되, 가운데 판심제를 써놓을 수 있는 자리를 제외한 
그 양쪽의 공간에 글을 써넣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다 쓴 
종이의 중앙을 바깥으로 접어서 묶으면 책이 완성되는데, 
이때 중앙의 판심의 가운데가 바깥으로 나와 판심제가 절
반으로 접힌다. 여기서 판심제의 공간이 반으로 접히면 바
깥의 광곽도 반으로 접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접힌 오
른쪽과 왼쪽의 광곽으로 둘러쳐진 선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약간의 차이지만 각도의 빗나감이 있기 때문에 묶인 
쪽에 해당하는 서배(書背)에 가까울수록 앞뒷면의 광곽의 
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쪽인 서구(書口)
에 해당하는 판심에 가까울수록 앞뒷면의 광곽의 선은 일
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목판본이든 인쇄본이든 혹은 필
사본일지라도 이러한 광곽의 양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본초정화는 이러한 통념을 깨는 광곽을 가지고 
있다. 즉, 앞뒷면의 광곽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 일치하
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인
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장의 종이를 펼쳐놓고 광곽을 
그려서 글을 쓰고 접은 것이 아니라, 종이를 접은 위에 광
곽을 그리고 글을 썼기 때문이다. 즉 136장에 광곽을 그리
지 않고 272면에 광곽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앞뒤 양쪽 
면에 배치된 판심 위아래 쪽의 광곽에 그려진 먹의 두께도 
선장이나 포배장에서는 같을 수밖에 없지만, 이 책에서는 
앞면에 광곽을 그리고 다시 뒷면에 새로 먹을 찍어 광곽을 
그렸기 때문에 두께가 같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136장
에 그리지 않고 272면에 그렸을까? 그것은 판심의 활용에 
있다. 포배장이나 선장에서는 판심을 바깥으로 접었을 때 
그 작업이 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계처럼 정
확하게 중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일 판심의 부위가 사선으로 접어진다면 판심
제를 써넣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본초정화
처럼 약물의 목록을 기록하는 데는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
고 좁아지기도 하여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판심제
에 해당하는 부분을 목록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정한 공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쪽 면을 따로따로 그렸어야 하는 것
이 바로 본초정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4) 인기(印記)

한편, 본초정화의 형태적인 양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

는 일이지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 소장하고 있었던 흔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느 책
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인기(印記)’에 관한 것이다. 본초
정화에 있는 인기는 세 가지의 장서인(藏書印)이 세 군데
에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상권의 목록 시작부분의 서미(書
眉)에 오른쪽에는 ‘조선총독부도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之
印)’이라고 찍혀있고, 왼쪽에는 ‘서울대학교도서(서울大學校
圖書)’라고 나란하게 찍혀 있다. 두 번째는 상권의 본문이 
시작되는 초부에 ‘경성제국대학도서장(京城帝國大學圖書章)’
만 하나 찍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권의 시작인 
목부(木部)의 서미에 오른쪽에는 ‘조선총독부도서지인’이라 
되어 있고, 가운데는 ‘경성제국대학도서장’이라고 찍혀 있으
며, 그 왼쪽에는 ‘서울대학교도서’라고 찍혀 있다. 결국 같은 
3개의 도장이 상권에는 2군데로 나눠 찍혀 있고, 하권에는 
한 군데에 몰아서 찍혀 있는 셈이다. 그것이 어떻게 찍혀 있
든 3개의 장서인은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 그리고 서울
대학교라는 소장처를 알려주는 표시가 된다. 이를 도표로 나
타내면 다음 <표 2> ‘본초정화의 인기(印記)’와 같다.

印記의 위치 사용된 藏書印의 종류
上卷 目錄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

草部 京城帝國大學圖書章
下卷 木部 朝鮮總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 

서울大學校圖書

표 2. 본초정화의 인기(印記)

그러므로, 이 책은 ‘조선총독부 ⟶ 경성제국대학 ⟶ 서울
대학교’의 순차로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인기에서 
먼저 ‘조선총독부도서지인’이라는 장서인부터 알아보자. 조
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도서를 관리하던 것은 규장각(奎章
閣)의 도서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일제는 1910년 
8월 조선을 병탄함과 동시에 규장각을 폐지하고, 소장하고 
있던 도서는 이후 1910년 8월말부터 1911년 6월까지 10개
월간, 이왕직(李王職)의 서무계(庶務係) 내에 도서실을 두
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1911년 6월에는 조선총
독부 취조국(取調局)이 이를 강제로 인수하 는데, 1912년 
4월에는 총독부 안에 참사관실(參事官室)이 설치되자 취조
국에서 관리하던 규장각도서를 참사관실로 이관하 다. 이
때, 규장각 도서를 관리하기 위해 참사관실에서는 ‘분실(分
室)’을 두고 이들 도서를 인수하 는데, 이때 1만 6천 981
부(部)의 14만 6천 618책(冊)9)이라는 대규모의 도서가 넘
어갔다.10) 이후 조선총독부의 참사관 분실에서는 규장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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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보충하여 1913년 3월 31일부터 새로 등사(謄寫)하거
나 약간의 도서들을 구입했는데, 모두 371부 1,623책으로 
아마 여기에 본초정화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본초정화는 규장각 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목록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참사관 분실은 약간의 문헌수집을 시작하
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전래의 금석문, 한국본고도서, 각 
지방의 읍지, 고문서, 책판 등을 구입하거나 초사(鈔寫)하

는데, 이 가운데서 고문서의 구입과 초사한 분량만 59종 
691책이다. 그러므로 본초정화는 이 당시에 수집된 59종 
691책 가운데 하나 음을 알 수 있다. 총독부 참사관 분실
에서는 이들 도서에 대해 ‘조선총독부도서지인’의 장서인을 
날인하고, 도서를 구분하고 분류하 으며, 도서번호를 기입
하여 도서카드를 작성하고, 간략한 해제를 쓰는 등의 도서
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행11)하 다. 이때 관리되었던 모든 
도서는 총괄하여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라고 명명하 는
데, 본초정화의 본문에 찍혀있는 ‘조선총독부도서지인’의 
장서인과 ‘奎7409’의 관리번호는 이때 붙여진 것으로 여겨
진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후로 조선총독부가 경성제국대
학으로 이들 도서를 이관할 때까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즉, 총독부의 참사관 분실에서는 다시 1922
년 11월에 이들 규장각도서를 총독부내의 학무국(學務局)
에 이관시켰고, 학무국에서는 학무과(學務課)에 분실을 두
어 규장각도서의 관리를 전담케 하 지만, 경성제국대학에 
이관될 때까지 단지 보관만 하 을 뿐12)이었다.

사진 7. 본초정화 상권 목록.

사진 8. 본초정화 하권 목부.

다음으로 ‘경성제국대학도서장’의 장서인에 대해 알아보
자. 조선총독부에서 경성제국대학에 규장각도서가 이관되는 
것은 1928년부터 1930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
졌는데, 그 마지막 작업이 1930년 9월에 있었으며 이때 당
시 동아일보에는 이관된 책이 15만 책13)이었다고 한다. 하
지만 신용하14)는 실제로 이때 경성제국대학이 조선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인수한 규장각도서는 16만 1천 561책이었
다고 한다. 경성제대는 1936년경에 이들 규장각도서를 정
리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론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이
때 인수한 도서에 ‘경성제국대학도서장’의 장서인을 날인하
고 참사관 분실에서 이미 정리한 도서에 한해 도서원부(圖
書原簿)를 작성하 을 뿐이다. 현재의 규장각도서에 ‘조선
총독부도서지인’과 함께 ‘경성제국대학도서장’의 장서인이 
날인된 것은 이때 찍힌 것15)이라 한다. 그러므로 본초정
화에 찍힌 ‘경성제국대학도서장’은 조선총독부에서 인수하
고 6년이나 지난 1936년 이후에야 날인되었음을 알 수 있
다.

9) 參事官分室 圖書受入別 調査, 1914년 10월 26일 조사(愼鏞廈, 奎
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硏究, 73쪽에서 재인용)

10) 愼鏞廈,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硏究, 奎章閣, 72-74
쪽, 1981, 서울.

11) 愼鏞廈, 上揭書 75쪽.
12) 愼鏞廈, 上揭書, 76쪽.
13) 東亞日報, 昭和 5년(1930) 9월 24일자, 2면기사. ‘正宗創建의 奎

章閣, 京城帝大로 넘어가(녯날 우리 모든 책을 모흔 규장각, 제국
대학도서관으로 옮겨간다)’

14) 愼鏞廈, 上揭書, 77쪽.
15) 愼鏞廈, 上揭書,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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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본초정화 상권 초부.

이렇게 규장각도서와 함께 관리되던 본초정화는 해방
이 되고 나서 서울대학교 부속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국립 서울대학교가 1946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서울대학교에서 경성제국대학의 모든 시설을 접수하게 되
자, 자동적으로 규장각도서도 서울대학교가 접수하여 그 부
속 중앙도서관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직후의 혼란
스러웠던 사정으로 이들 도서에 대한 정리 사업은 바로 시
행되지 못했다. 더구나 1950년 한국동란 중에는 부산과 경
남 등으로 긴급하게 소개(疏開)하 고, 이때 미처 챙기지 
못한 서적들은 서울대학교 부속 중앙도서관 서고에 그대로 
남겨둔 채 피란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전시상황에
서도 커다란 문제없이 거의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기에, 다
른 규장각도서와 함께 본초정화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
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장각도서의 정리 작업은 예산의 부
족으로 더디기만 하여 결국 1975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 
동숭동캠퍼스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국고(國庫)의 지원을 받아 정
리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규장각도서에 ‘서울대
학교도서’라고 찍히는 장서인 날인은 1980년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81년 7월에 완결16)되었으니, 본초정화에 찍
히는 ‘서울대학교도서’의 장서날인은 이때 찍힌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초정화에 날인된 장서인은 
결국 ‘조선총독부도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之印 ; 1913년 3월 
이후) ⟶ 경성제국대학도서장(京城帝國大學圖書章 ; 1936
년경) ⟶ 서울대학교도서(서울大學校圖書 ; 1980년 8월 
~1981년 7월)’로 그간의 이동사항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일
제강점기의 국권침탈 이후 6.25의 한국동란이라는 아픈 역
사를 겪으면서도 굳건하게 버텨왔던 흔적을 보여준다. 따라
서 이전에 어느 누가 어떤 연유로 처음 이 책을 썼는지, 어
느 집안에서 누구의 손에 있었던 것이 어떠한 경로로 수집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913년에 조선총독부의 참사관 분
실에서 수집된 이래 경성제국대학과 서울대학교를 거쳐 현
재까지 규장각도서와 함께 귀중한 우리 유산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1990년 5월에 서울대학교 내에 
규장각 건물을 새로 짓고 동년 6월 5일부로 서울대학교 도
서관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는데,17) 이로부터 현재까지 서울
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
는 본초정화 원본이다.

(5) 내용

기록된 내용의 양식에서 보자면, 강령(綱領)과 본문(本
文) 및 보유(補遺)의 3가지는 양식이 같고, 나머지 목록(目
錄)과 인용서목(引用書目) 및 방민(方民)의 3가지는 앞의 
3가지와도 양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양식이 
제각각으로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강령과 본문 
및 보유는 기본적으로 각 지면구성을 사주단변(四周單邊)
의 광곽(匡郭)에 19행(行) 32자(字)로 똑같이 적용하 으
며, 계선이 없는 ‘무계(無界)’의 형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필사된 것이 마치 인쇄본인 것처럼 글자 수나 줄을 맞춘 
상태가 정확하다. 게다가 글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필체가 
흐트러지지 않는 똑같은 필치로 기록하 기 때문에, 마치 
직업적인 필경사가 작업한 것처럼 종과 횡으로 어그러짐이 
없다. 그리하여 본초정화가 필사본이면서도 인쇄본에서 볼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어, 독자로 하여
금 눈의 피로를 경감토록 하 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인식하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형태다. 이제 이를 앞
의 인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 
<표 3> ‘수정된 본초정화의 서지정보’와 같다.

서  명 本草精華
편저자 著者未詳

판본사항 筆寫本(手稿本), 2卷 2冊(上ㆍ下卷)
형태사항 包背裝, 136張, 四周單邊, 版心題目錄記入, 無界,半葉匡郭 : 23.2×14.7cm, 19行18) 32字, 注雙行外形 : 28.7×19.2㎝
간행연도 刊年未詳
인  기

上卷 目錄 : 朝鮮總督府圖書之印, 서울大學校圖書草部 : 京城帝國大學圖書章下卷 木部 : 朝鮮總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 서울大學校圖書

표 3. 수정된 본초정화의 서지정보

16) 愼鏞廈, 上揭書, 82쪽.
17) 東亞日報, 1990년 5월 30일자, 8면 기사. ‘奎章閣 40年 더부살이 

청산(새집마련 이사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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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목록과 인용서목 및 방민의 내용은 이와 같은 양
식에서 벗어나 있다. 우선 ‘목록’은 대개의 조선시대 문헌들
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하는 내용들이 3~4줄로 늘어서 있
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8줄로 나뉘어 약물의 이름이 21
개씩 빼곡하게 정렬되어 있다. 보다 간단히 말하자면, 21행 
24자로 되어 있는데 엄 하게 보면 각 줄마다 1글자의 간
격을 주어 각 약물의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21행 32자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약물의 이름이 
대개 2~3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는 면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990개의 본초약물을 단지 3
장을 조금 넘는 지면에 다 실을 수 있었다는 장점을 보이
고 있다. 하지만, 그 보다는 최소한의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글자를 축약시켜 가급적 많은 내용을 실음으
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쉽게 하 으며 찾고자 
하는 약물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이러한 구조는 당연히 본초를 인식하는 방법과 접근성
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처방구성과 약물의 가감을 손쉽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용서목’은 ‘목록’의 마지막 면의 뒷면에 1쪽 
분량으로 모두 표기하 는데, 목록보다는 글자를 크게 하고 
인용서목의 글자 수가 목록의 약물이름보다는 길어서인지 
칸을 넓게 벌려 놨다. 즉, 모두 34종의 서적들을 열거하
는데 3줄로 10책씩 책명을 나열하여 1면에 모두 표기하
다. 또한 전체적인 배열은 시대적 순서로 배치하여 각 시대
별 대표적인 본초서적을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배열은 다른 의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연한 배치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대에 와서나 본초서의 계통적인 발전구조를 도표로 나타
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는 각 본초서의 시대
적인 발전사항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초서
가 흔하지 않았던 점도 있기 때문에 각 서적을 비교대조하
기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각기 다른 시대의 발간연대를 
일일이 확인하여 시대 순으로 나열하 다는 것은 본초서의 
계통발달과 대표서적을 일괄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방민’은 ‘본초정화 강령(本草精華綱領)’의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의 ‘인용서목’과 마찬가지로 큰 글자로 
11행을 이루고 각 행은 32자로 이뤄져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을 큰 글자로 쓴 이유가 궁금하다. 만일 작은 글자
로 하 다면 한 쪽에 모두 담을 수 있는 분량을 구태여 두 
쪽으로 나뉘질 정도로 큰 글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이 책의 본문을 보면 군데군데 종이를 아끼려 
애쓴 흔적이 보일 정도로 공간배치를 상당히 활용했던 점
을 보면 이 ‘방민’에서만 넓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을 법도 하다. 그것은 제목처럼 큰 글자로 
하 다는 것에서 두드러져 보이게 하 다는 점에서 강조하
고자 하는 뜻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책의 발간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
냐하면, ‘방민(方民)’은 글자 그대로 ‘백성을 위한 방도’를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환경과 건강’이란 주제를 
담고 있는데, 병이 생겨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린다(治未病)’는 실천요강을 담고 있어, 한의학적 
처치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강조
되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초정화는 
본초서(本草書)이기 이전에 의서(醫書)라는 점에서 중요하
게 생각해야 할 덕목이다.

2. 체제 및 내용

1) 목록(目錄)

목록에는 상ㆍ하(上ㆍ下)의 두 부분으로 각 약물의 분류
항목에 따라 기록했는데, 상권에는 초부(草部) 산초류(山草
類)의 감초(甘草)에서부터 과부(果部) 수과류(水果類)의 
자고(慈姑)까지, 하권에는 목부(木部) 향목류(香木類)의 백
자인(柏子仁)에서부터 보유편(補遺篇)의 자위(紫葳)까지 열
거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열거하면 상권에는 초부
(草部), 곡부(穀部), 채부(菜部), 과부(果部)의 4개의 부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목부(木部), 충부(蟲部), 
인부(鱗部), 개부(介部), 금부(禽部), 수부(獸部), 인부(人
部), 금석부(金石部), 수부(水部), 화부(火部), 토부(土部)
의 11개의 부로 나뉘었으니 모두 15개의 부가 된다. 그리
고 하권의 마지막에 보유(補遺)편을 두고 있다.

각 부는 다시 류(類)로 나뉘었는데, 초부는 산초류(山草
類), 방초류(芳草類), 습초류(濕草類), 독초류(毒草類), 만
초류(蔓草類), 수초류(水草類), 석초류(石草類), 태류(苔類) 
등의 8개류로 나뉘고, 곡부는 마맥류(麻麥類), 서직류(黍稷
類), 숙두류(菽豆類), 조양류(造釀類) 등의 4개류로 나뉘고, 

18) 규장각 도서목록에는 ‘11행’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19행’의 잘못
이다. 다만, 내용 중의 ‘인용서목(引用書目)’ 1쪽과 ‘방민(方民)’의 
2쪽만이 11행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나머지 본문의 268쪽은 모
두 19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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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부는 훈채류(葷菜類), 유활류(柔滑類), 나채류(蓏菜類), 
지이류(芝栭類) 등의 4개류로 나뉘고, 과부는 오과류(五果
類), 산과류(山果類), 이과류(夷果類), 미과류(味果類), 나
과류(蓏果類), 수과류(水果類) 등의 6개류로 나뉘고, 목부
는 향목류(香木類), 교목류(喬木類), 관목류(灌木類), 우목
류(寓木類), 포목류(苞木類) 등의 5개류로 나뉘고, 충부는 
난생류(卵生類), 화생류(化生類), 습생류(濕生類) 등의 3개
류로 나뉘고, 인부는 용사류(龍蛇類), 어류(魚類), 무린어류
(無鱗魚類) 등의 3개류로 나뉘고, 개부는 구별류(龜鱉類), 
방합류(蚌蛤類)등의 2개류로 나뉘고, 금부는 수금류(水禽
類), 원금류(原禽類), 임금류(林禽類), 산금류(山禽類) 등의 
4개류로 나뉘고, 수부는 축류(畜類), 산수류(山獸類), 서류
(鼠類) 등의 3개류로 나뉘고, 특별히 인부를 하나로 하 으
며, 금석부는 금류(金類), 옥류(玉類), 석류(石類), 노석류
(鹵石類) 등의 4개류로 나뉘고, 수부는 천수류(天水類), 지
수류(地水類) 등의 2개류로 나뉘고, 화부와 토부는 각각 하
나의 부로 하여 모두 15개부에 48개류가 된다. 이를 간략
하게 보면 다음 <표 4>의 ‘본초정화의 약물분류’와 같
다.

上卷
草部 山草類, 芳草類, 濕草類, 毒草類, 蔓草類, 水

草類, 石草類, 苔類 등 8개류
穀部 麻麥類, 黍稷類, 菽豆類, 造釀類 등 4개류
菜部 葷菜類, 柔滑類, 蓏菜類, 芝栭類 등 4개류
果部 五果類, 山果類, 夷果類, 味果類, 蓏果類, 水

果類 등 6개류

下卷

木部 香木類, 喬木類, 灌木類, 寓木類, 苞木類 등 
5개류

蟲部 卵生類, 化生類, 濕生類 등 3개류
鱗部 龍蛇類, 魚類, 無鱗魚類 등 3개류
介部 龜鱉類, 蚌蛤類 등 2개류
禽部 水禽類, 原禽類, 林禽類, 山禽類 등 4개류
獸部 畜類, 山獸類, 鼠類 등 3개류
人部
金石部 金類, 玉類, 石類, 鹵石類 등 4개류
水部 天水類, 地水類 등 2개류
火部
土部

표 4. 본초정화의 약물분류

그러므로, 목록에 실려 있는 본초약물은 보유편의 9개 
약물을 포함하여 15개부 48개류 990종이 된다. 물론 각 약
물의 종류에서도 한 약물이 종자와 잎과 뿌리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부속약물로 다루기 때문에 이들까지 합하면 수천 
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적지 않은 약물이 간단히 분류되

어 불과 3장이 조금 넘는 공간에 모두 포함시킨 것은 우리
나라 본초분류의 목록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이렇게 
많은 약물이 일목요연하여 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각 부는 큰 글자로 하고 각 류는 한 
글자를 올려 씀으로써 약물의 목록과 구분되게 하 으니, 
분류대로 찾고자 하는 항목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물론 이전에 이러한 본초분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향약집성방의 ｢향약본초(鄕藥本草)｣를 위시하여 동의보
감의 ｢탕액편(湯液篇)｣에도 이러한 분류형식을 볼 수 있
다. 물론 이후로도 조선후기의 의문보감(醫門寶鑑)과 같
은 경우도 이러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각 시대
별로 약간씩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변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여럿이 있지만 가장 
10가지 이상 상세한 분류를 하고 있는 이들 몇 가지만 대
표적인 것으로 선정하 다.

우선, ｢향약본초｣를 살펴보면, ① 석부(石部) ② 초부(草
部) ③ 목부(木部) ④ 인부(人部) ⑤ 수부(獸部) ⑥ 금부
(禽部) ⑦ 충어부(蟲魚部) ⑧ 과부(果部) ⑨ 미곡부(米穀
部) ⑩ 채부(菜部) 등의 순서로 10개부가 나뉘어져 있다. 
다음 ｢탕액편｣은 ① 수부(水部) ② 토부(土部) ③ 곡부(穀
部) ④ 인부(人部) ⑤ 금부(禽部) ⑥ 수부(獸部) ⑦ 어부
(魚部) ⑧ 충부(蟲部) ⑨ 과부(果部) ⑩ 채부(菜部) ⑪ 초
부(草部) ⑫ 목부(木部) ⑬ 옥부(玉部) ⑭ 석부(石部) ⑮ 
금부(金部) 등의 순서로 15개부가 나뉘어져 있다. 또한 의
문보감에서는 ① 초부(草部) ② 목부(木部) ③ 과부(果部) 
④ 곡부(穀部) ⑤ 채부(菜部) ⑥ 금석부(金石部) ⑦ 토부
(土部) ⑧ 인부(人部) ⑨ 수부(獸部) ⑩ 금부(禽部) ⑪ 충
어부(蟲魚部) 등의 순서로 11개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시대적으로 조선전기나 후기보다는 분류항목이 조선중기에 
상당히 늘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조선중기에 본초에 
대한 상세한 인식이 가장 발달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이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기 분류 원칙
이 다르다. 각기 순서도 다르고 분류되는 각부의 숫자도 많
아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차이가 난다. 게다가 분류되는 명
칭도 차이가 조금씩 있다.

이들의 차이는 좀 더 자세히 보면 몇 가지의 차이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숫자의 차이는 명칭
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명칭의 차이는 하나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둘 또는 셋으로 나눈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것은 종의 기원적인 문제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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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로서가 아니라 생물학적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곡부(米穀部)와 곡부(穀部)의 경우나, 충어부
(蟲魚部)를 충부(蟲部)와 어부(魚部)로 나눈 경우나, 또는 
금석부(金石部)를 금부(金部)와 석부(石部)와 옥부(玉部)
로 나눈 것은 종(種)의 기원을 달리하는 견해차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원에 따라 비슷한 종류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약리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물론 나아가서 부(部)에서 뿐만 아니라 류(類)
로서는 더욱 세 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
한 분류원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약재를 
이용함에 있어 신중한 인식적 차원을 달리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수부(水部)ㆍ화부(火部)ㆍ토부(土
部)는 본초학적인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
제로 이들을 약재로 보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부
는 본초정화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의서에서는 다룬 적이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본초의 기미성분에 관한 표현을 전
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부와 토부에 있어서는 
동의보감에서만 본초정화와 마찬가지로 기미약성을 표
현하여 약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책에
서는 역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채취물
로서 일정한 약성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를 비슷한 시기면서도 조금 앞서 발간되었던 본초강목(本
草綱目)의 성향은 어떠한지 살펴보니, ① 수부(水部) ② 
화부(火部) ③ 토부(土部) ④ 금부(金部) ⑤ 석부(石部) ⑥ 
초부(草部) ⑦ 곡부(穀部) ⑧ 채부(菜部) ⑨ 과부(果部) ⑩ 
목부(木部) ⑪ 충부(蟲部) ⑫ 인부(鱗部) ⑬ 개부(介部) ⑭ 
금부(禽部) ⑮ 수부(獸部) ⑯ 인부(人部) 등의 순서로 16
개부로 나누고 있었다.

이를 본초강목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자면, 동의보감
이나 본초정화의 분류항목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 항목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본초강목의 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의보감과 본
초정화에서 보이는 약간의 차이를 구태여 비교하자면, 동
의보감은 ‘개부(介部)’를 ‘어부(魚部)’에 포함시키고, ‘화부
(火部)’를 분류항목에서 제외시켰으며, ‘석부(石部)’에서 ‘옥
부(玉部)’를 따로 구분하여 분류하 을 뿐이다. 또한 본초
정화는 ‘금부(金部)’와 ‘석부(石部)’를 ‘금석부(金石部)’로 
통합시킨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본초정화가 동의보감
보다는 본초강목에 보다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
의보감보다는 보다 원초적인 모습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화 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5>의 ‘조선시
대 본초목록과 본초강목과의 비교’와 같다.

표 5. 조선시대 본초목록과 본초강목과의 비교19)
향약본초 동의보감 본초정화 의문보감 본초강목

본초분류

草部
米穀部 穀部

菜部
果部
木部

蟲魚部 蟲部 蟲魚部魚部 鱗部
× × 介部 ×

禽部
獸部
人部

× 金部 金石部 金石部 金部
石部 石部 石部
× 玉部 × × ×
× 水部 ×
× × 火部 ×
× 土部

합계 10개부 15개부 15개부 11개부 16개부

그런데, 조선초기의 향약집성방과 중기의 동의보감나 
본초정화, 그리고 후기의 의문보감에는 분류항목도 조
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배열에 순서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분류항목이 확장되고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은 지식정보의 발전단계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것
이지만, 각 서적마다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은 지식
정보가 제대로 교류되지 않거나 전승되지 않고 있다는 얘
기가 된다. 하지만 인류문화의 발전과정상 지식정보의 활발
한 교류와 전승은 지역적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융합
이나 통합 및 정복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된다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다. 하지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수많
은 전쟁을 거치면서도 한 왕조를 이어가는 끈질긴 역사적 
계승을 지켜온 것을 보면 중원의 문화와 더불어 단절될 까
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각 시대마다 본초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당시를 풍
미하는 독자적인 의미부여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독자적인 인식은 
19) <표 5>에서 빈칸은 분류명칭이 서로 같기 때문에 구태여 표시하

지 않은 것이며, 표현의 차이가 본초정화와 있는 것만 기록하여 
나타냈다. 또한 ‘×’표는 따로 분류한 명칭이 없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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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고 그리하여 주어지는 의미부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우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분류하고 
그 밖의 사항을 상호비교 하여야 각각이 가지는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가짓수는 다를지라도 크게 식
물류와 동물류, 그리고 광물류로 나뉘어 이들의 순서를 달
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본초자원의 대분류는 중
국이나 조선의 국경과 상관없이 시대를 불문한고 동물ㆍ식
물ㆍ광물로 나누어 인식하는 기본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삶의 원동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의문보감에서는 이러
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고, 향약집성
방에서는 먹는 위주의 ‘주식(主食)’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살아가는 기본물질인 ‘삶의 바탕’을 기본
으로 삼았으며, ‘본초정화’에서는 자리하여 살아가는 ‘삶
의 터전’을 중시하 으며, 중국의 본초강목에서는 삶의 
원동력을 ‘음양(陰陽)’으로 인식하 음을 볼 수 있다.

즉, 조선전기의 향약집성방은 광물류(石部), 식물류(草
部, 木部), 동물류(人部, 獸部, 禽部, 蟲魚部)를 먼저 내세우
고 주식류(果部, 米穀部, 菜部)를 표현하여 나누고 있다. 또
한 조선중기의 동의보감은 삶의 바탕(水部, 土部, 穀部)
을 중시하여 이를 먼저 내세우고 동물류(人部, 禽部, 獸部, 
魚部, 蟲部), 식물류(果部, 菜部, 草部, 木部), 광물류(玉部, 
石部, 金部)의 순서로 나눴고, 본초정화에서는 식물류(草
部, 穀部, 菜部, 果部, 木部), 동물류(蟲部, 鱗部, 介部, 禽
部, 獸部, 人部), 광물류(金石部)를 앞세우고 삶의 터전(水
部 火部 土部)을 뒤로 하 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삶의 원
동력에 대한 인식적 차원을 떠나 다만 본초 그 자체에 대
해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의문보감에서는 식물류
(草部, 木部, 果部, 穀部, 菜部), 광물류(金石部, 土部) 동물
류(人部, 獸部, 禽部, 蟲魚部)로 나뉘고 있다. 한편 본초강
목은 삶의 원동력을 음양(水部 火部)으로 먼저 표현하고 
광물류(土部, 金部, 石部), 식물류(草部, 穀部, 菜部, 果部, 
木部), 동물류(蟲部, 鱗部, 介部, 禽部, 獸部, 人部) 등의 순
서로 나열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물분류의 인식적 기초
는 당대 의학사상에 어느 정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
며, 조선전기는 당장 생계에 향을 미치는 것에 더 큰 의
미를 둔 반면에, 조선중기에 이르면 삶의 질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 고,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잡다한 것을 배제하고 
질병치료에 곧바로 응용될 수 있는 실학적 토양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인용서목(引用書目)

(1) 인용서목의 체제와 내용

이 책의 인용서목은 본초관련 서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진한대(秦漢代)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부터 명말
(明末)의 무희옹(繆希雍)의 신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疏)
에 이르기까지 모두 34종의 서적들을 각 시대별로 저작자
와 책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3칸으로 나뉘어 단 1
면에 수록해 놓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본초서가 발간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도
록 시대구분을 하 다. 그 아래로 한 칸 내려 저자를 나타
내줌으로써 어떤 사람이 본초학의 발전에 헌신하 는지 알 
수 있게 하 다. 또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서적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름아래 표시하 다. 그리하여 이것은 의
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나 동의보감의 ｢역대의방｣에서 
보여주듯이 의사학적 가치를 일괄하여 나타내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인용서목’이라기보다는 ‘역대본초서목’이라 하여
야 맞을 것 같다. 그것이 오히려 이 책의 편찬자가 의도하
는 본초학의 발전사를 나타낼 수 있고, 후대 본초를 공부하
는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
다.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용서목이 실제의 이름
보다 간략하게 축약되어 표현되어 있고, 대부분 시대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며, 분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자가 알고 있는 시대에 관한 오류가 약간씩 있
다. 이는 당시 본초서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 
의서들이 본초서로서는 다만 신농본초경만을 중시할 뿐, 
다른 본초전문서에는 그리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환경여건으로 보자면 이만해
도 편찬자가 당시로서는 대단히 많은 지식을 집약하여 이
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열거된 서적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은 본초서들이 나열되어 있
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
여 저자와 책이름이 일치하도록 하고, 원문에서 간략하게 
표현한 책명을 원명대로 표기하고, 맞지 않는 시대와 국가
명도 시대별로 재정리 하여 순서에 맞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진한대(秦漢代)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1종류
를 기록하고, 삼국시대(三國時代)는 위(魏)나라의 오보(吳
普)가 집필한 오보본초(吳普本草)와 이당지(李當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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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록(藥錄) 등 2종류를 기록하고,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는 남조(南朝)의 송(宋)나라 뇌효(雷斅)가 편찬한 뇌공포
구론(雷公炮灸論)과 양(梁)나라의 도홍경(陶弘景)이 주석
한 명의별록(名醫別錄) 및 북조(北朝)의 제(齊)나라 서
지재(徐之才)가 편찬한 뇌공약대(雷公藥對) 등 3종류를 
기록하고, 수당시대(隋唐時代)는 당(唐)나라 견권(甄權)의 
약성론(藥性論), 손사막(孫思邈)의 천금식치(千金食治)
,　소공(蘇恭)의 당본초(唐本草), 맹선･장정(孟詵․張鼎)의 
식료본초(食療本草), 양손지(楊損之)의 산번본초(刪繁本
草), 진장기(陳藏器)의 본초습유(本草拾遺) 등 6종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대십국시대(五代十國時代)는 오월(吳
越)의 대명(大明)이 편찬한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 전
촉(前蜀)의 이순(李珣)이 편찬한 해약본초(海藥本草), 후
촉(後蜀)의 한보승(韓保昇)이 편찬한 중광 공본초(重廣
英公本草), 남당(南唐)의 진사량(陳士良)이 편찬한 식성
본초食性本草 등 4종류를 기록하 다.

또한 송대(宋代)에는 마지(馬志)의 개보신상정본초(開
寶新詳定本草), 소공(蘇頌)의 본초도경(本草圖經), 장우
석(掌禹錫)의 가우보주신농본초(嘉祐補注神農本草), 진승
(陳承)의 본초별설(本草別說), 당신미(唐愼微)의 경사증
류대관본초(經史證類大觀本草), 구종석(寇宗奭)의 본초연
의(本草衍義) 등 6종류를 기록하고, 금원시대(金元時代)는 
금(金)나라의 장원소(張元素)가 편집한 결고진주낭(潔古
珍珠囊)과 이고(李杲)의 용약법상(用藥法象), 그리고 원
(元)나라의 왕호고(王好古)가 편찬한 탕액본초(湯液本草)
, 주진형(朱震亨)의 본초연의보유(本草衍義補遺), 오서
(吳瑞)의 일용본초(日用本草), 서용성(徐用誠)의 본초발
휘(本草發揮) 등 6종류를 나열하 으며, 명대(明代)는 왕
기(汪機)의 본초회편(本草會編), 원(寗原)의 식감본초
(食鑑本草),　 진가모(陳嘉謨)의 본초몽전(本草蒙筌),　 이
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왕 (汪穎)의 식물
본초(食物本草), 무희옹(繆希雍)의 신농본초경소(神農本
草經䟽) 등 6종류를 선정하여 모두 34종의 본초서적이 기
록되어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6> ‘본초정화의 인용서목’과 같다.

시대구분 서적명(편저자)
秦漢代 秦漢 神農本草經

三國時代 魏 吳普本草(吳普), 藥錄(李當之)
南北朝
時代

南朝 宋 雷公炮灸論(雷斅)
梁 名醫別錄(陶弘景)

北朝 齊 雷公藥對(徐之才)
隋唐時代 唐

藥性論(甄權), 千金食治(孫思邈), 
唐本草(蘇恭), 食療本草(孟詵ㆍ張鼎), 
刪繁本草(楊損之), 本草拾遺(陳藏器)

五代十國
時代

吳越 日華子本草(大明)
前蜀 海藥本草(李珣)
後蜀 重廣英公本草(韓保昇)
南唐 食性本草(陳士良)

宋代
開寶新詳定本草(馬志), 本草圖經(蘇頌),

嘉祐補注神農本草(掌禹錫), 
本草別說(陳承), 

經史證類大觀本草(唐愼微), 
本草衍義(寇宗奭)

金元時代
金 潔古珍珠囊(張元素), 用藥法象(李杲)
元 湯液本草(王好古), 本草衍義補遺(朱震亨), 

日用本草(吳瑞), 本草發揮(徐用誠)
明代

本草會編(汪機), 食鑑本草(寗原), 
本草蒙筌(陳嘉謨), 本草綱目(李時珍), 
食物本草(汪穎), 神農本草經䟽(繆希雍)

표 6. 본초정화의 인용서목

이처럼 각 시대별로 본초서의 발달순서에 따라 계통을 
정리하 다는 것은 단순히 인용서목으로서의 역할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계보가 형성되기까지의 당대 본초서를 망라
하여 살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내용 중에는 열
거한 본초서들만 인용된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서적들을 
본문에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열거된 인용서목은 본
문의 인용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인용서목’이라고 지칭한 것은 실제로 
본초학의 발달사를 나타내는 의사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
며, 당시에 이와 같이 정리한 본초의학사를 후대에 간략히 
계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역대본초서목(歷代
本草書目)’으로 판단하여야 옳을 것이다. 그래야 의림촬요
의 ｢역대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나 동의보감의 ｢역대의
방(歷代醫方)｣과 같은 의미부여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
서 본초정화의 ｢인용서목｣은 당대까지의 본초의학사를 정
리하는데 초보적인 접근을 하 다고 할 수 있으며, 본초의학
사의 계통을 밝혀나가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용서목｣에 의한 편찬시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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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본초발달사를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
는 서적이 무희옹(繆希雍)의 신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䟽)
라는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는 시대
적으로 가장 나중의 서적도 장개빈(張介賓)의 경악전서
(景岳全書)이다. 즉 이 두 책이 본초정화에 인용되었다
는 것은 편찬자가 본초정화를 완성할 당시의 서적으로는 
가장 최신의 서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본초정화를 완성하고 편찬자가 병이 들었는지 사망을 했
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후로 간행된 서적들은 책
이 완성되어 참고할 필요가 없었거나,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두 책의 간행시점과 이
후 본초서적들의 간행시점과의 차이는 본초정화가 편찬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당연히 그 차이
가 짧을수록 본초정화의 편찬시점은 명확해지고 멀어질
수록 불분명해진다. 우선 이들 서적의 간행시점을 살펴보
자. 신농본초경소는 모두 30권으로 명(明)나라 때 무희옹
(仲淳)이 천계(天啓) 3년(1623)에 지었는데 천계 5년(1625)
에 처음 간행되었고, 경악전서는 모두 64권으로 명나라 
때 장개빈(張介賓)이 천계 4년(1624)에 편찬하 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조선 중기로 이제 막 광해군(光海
君)의 폭정에서 인조반정(仁祖反正)의 성공으로 새로운 통
치기반을 다지는 때이고, 중국은 임진왜란으로 약화된 명나
라 말기의 희종(熹宗)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며, 
또한 동시에 청나라의 태조(太祖)가 개국하면서 새로운 지
평을 열어가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을 고려할 때, 상호간에 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한 향이 본초정화에 담겨 있어야 한다. 즉, 임진왜
란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국권을 회복하고 민
심의 이반을 다잡기 위해, 손상된 전반적 복구사업을 펼침
과 동시에 전후 만연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동의보감의 출현은 전후 초
토화된 의료상황을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
침서가 되었고, 실제로 임진과 정유의 양 왜란과 정묘와 병
자의 양 호란을 겪었으면서도 조선후기의 평균사망연령은 
오히려 높아졌으니, 조선중기부터 이 땅의 의료수준의 향상
을 이끌어온 동의보감의 역할은 다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입각하여 처방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물정보를 새롭게 정리한 본초정화도 비슷한 시기
에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인용서목에 따라 본초정화의 저술시기를 
가장 먼저 뚜렷하게 언급한 글이 있는데, ｢고의서산책｣에서

의 ‘대략 1800년 전후로 추정된다.’20)는 입장표명이 그것이
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바로 위의 
문장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로 ‘장경악(張景
岳) 등의 비교적 후대의 논설이 인용되어 있다는 점’과, 둘
째로 ‘근세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강낭콩(‘俗名江南豆
者’-豌豆)이 적혀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
지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 좀 더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경악 등’이라는 표현에서 ‘등’이 의미하는 것
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장경악’을 중요한 기점
으로 삼고 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장경악이 등장하는 것
은 본초정화 전체에서 딱 한군데이다. 맨 끝 편인 ｢보유
(補遺)｣의 마지막 약물로 등장하는 ‘연초(烟草)’에서다. 위
에서 언급했듯이 경악전서가 1624년에 편찬되었으니 조
선중기의 동의보감이 간행된 11년 후가 된다. 11년이면 
거의 동시대라 할 수 있는데 겨우 10년 차이로 거의 200년
을 훌쩍 넘어 1800년대 전후로 추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도가 지나치다.

다음으로 인용서목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근거
로 삼고 있는 ‘강낭콩’을 살펴보자. 이는 ‘완두(豌豆)’조의 
서미(書眉) 부분에 언급된 것으로 ‘속명은 강낭콩이다(俗名
江南豆者).’라는 기록을 말하고 있다. 결국 완두와 강남콩을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물론 ‘강남콩’이 ‘강낭콩’으로 언어
가 변했다는 것은 납득이 간다. 하지만, 그걸 인정한다고 
해도 강낭콩과 완두콩은 전혀 다르다. 외형적인 모습, 색깔, 
크기 등도 다르지만, 강낭콩의 학명은 Phaseolus vulgrais 
var. humilis ALEF.이며, 원산지가 아메리카의 열대 또는 
아열대(멕시코남부와 중앙아메리카)이고, 중국에는 16세기
에 포르투칼,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옥수수와 함께 전파
되었다.21) 멘델의 유전자 실험으로 유명한 완두콩의 학명
은 Pisum sativum L.N.이며, 원산지가 지중해 연안으로 고
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이미 재배되고, 중국에는 5세기경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이로 보면 완두콩과 강낭콩
이 전혀 다른 종자이며 색깔과 모양새가 확연이 다르기 때
문에 서로 헷갈려 잘못 알려질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외에
도 완두는 추위에 강하며 강낭콩은 추위에 약하여 생육조
건이 달라 파종과 수확시기도 다르다. 그러므로 해박한 본
초지식을 갖고 있는 이 책의 편찬자가 전혀 다른 이 둘을 
같은 것으로 표현할 리가 없다. 이를 눈으로 확인하면 다음 
20) 안상우, 고의서산책(41), ｢本草精華｣, ‘東方 백성의 本草’, 민족

의학신문, 2000년 8월 14일자 기사.
21) 강낭콩, 네이버 지식사전.
22) 완두콩,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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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의 ‘강낭콩(위)과 완두콩(아래)의 비교’와 같다.

사진 10. 강낭콩(위)과 완두콩(아래)의 비교23).

그렇다면, 강낭콩이 ‘근세에 들어왔다’는 말은 어떨까? 
일부 식품학자들 간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논조는 중국에 완두콩이 들어온 것이 5세기경이라
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기록은 찾지도 않고 일
제강점기에 들여와 파종한 기록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
에 그렇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어째서 열대지방의 생육
조건을 갖고 있는 강낭콩보다, 한반도와 같이 추운 지방에 
적합한 생육조건을 가진 완두가 중국에서는 재배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천년이 지나도록 전해지지 않다가 일제가 들어
와서야 전해질 수 있는가? 그동안 중국의 가장 첫 번째 교
류국으로서 숱한 문물의 교역이 있어왔는데,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맞고 손쉽게 음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완두콩만 전
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는 우리나라의 완
두에 대한 기록을 찾으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
로 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로 여러 서적들에 옮겨지고 재인용됨으로써 빚어진 사태라
고 본다.

어쨌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찾아
보아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자. ｢고의서산책｣에서 언급한 
‘1800년 전후’에 근접한 기록으로는 이규경(李圭景 : 1788
∼1863)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통
해서 완두콩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

물편(萬物篇)｣의 ‘당동두급완두변증설(唐東豆及豌豆辨證說)’
에서 ‘당동두’와 ‘완두콩’을 얘기하고 있는데, 완두콩에 대해
서는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인용하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잠두라고 하는데, 색깔이 푸른 것이 녹두와 비슷하며, 요즘
에는 함경도지방에서 나온다(一名蠶豆, 色靑似菉豆而大, 今
出咸鏡道).’라고 언급24)하고 있어 완두에 대해 명확한 인식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조금 앞서 한치윤(韓致
奫, 1765~1814)의 해동역사(海東繹史)에도 비록 주식인 
쌀로 표현하고 있어 어색하긴 해도 콩으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이 쌀은 나락이 있으면서도 볏짚이 없고, 알
이 특별히 굵으면서 맛이 달다. 고려시대의 흑두, 연두, 비
두, 대두의 종류다(其米, 有秔而無稧, 粒特大而味甘. 高麗, 
黑豆ㆍ鷰豆ㆍ豍豆ㆍ大豆類也)’25)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층 
더 앞서서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
經濟)에서도 이규경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끝에 
‘함경도에서 나온다.’는 말에 이어서 ‘서울에는 적전26)에도 
있다(京中籍田亦有之).’27)고 하 다. 이보다 훨씬 앞서서 
고려시대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에는 
｢함창음(咸昌吟)｣에서 ‘김 상장(金上將)이 술을 들고 찾아
와서는 밤이며 완두콩 등을 먹여 주었다.’28)는 내용을 시로
써 풀고 있음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완두는 생활의 일부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동의보감의 ｢탕액편｣에도 비
록 한글이름으로는 ‘원두’라고 했지만 엄연히 본초명으로 
완두를 다루고 있다. 이때는 완두콩을 재배하지 않고 중국
에서 수입해서 썼을까? 향약명을 ‘원두’라고 하면서까지 수
입해서 썼을 수는 없는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
로 수급할 수 있는 토종 약재에 대해 한글로 향약명을 기
록한 ｢탕액편｣의 특성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가장 인식하기 쉬운 용어로 ‘완두창(豌豆瘡)’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무얼 말하는가? 완두를 모르고서는 완두
창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은가. 이는 우리가 현재 문헌적으
로 알 수 있는 조선초기의 창진집(瘡疹集)이니 의방유
취(醫方類聚)이니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이니 하는 것
은 물론이고,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거슬러 올라가 
태조 때의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과 그 이전의 

23)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강낭콩), 네이버 백과사전(완두콩)
2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한국고전종합DB.
25) 姜仁姬, 韓國食生活史, 181쪽, 三英社, 1996에서 재인용 후 번역.
26) 적전(籍田) ; 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짓던 논밭.
27) 洪萬選, 山林經濟, ｢治農｣, 한국고전종합DB.
28) 李穡, 牧隱集, ｢咸昌吟｣, 豌豆, 한국고전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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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까지 두루 ‘완두창’을 언급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예를 보면 적어도 이미 고려 때부터 우리는 
완두콩을 재배하여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다. 따라
서 ｢고의서산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경악’과 ‘강낭콩’으
로 본초정화의 작성시기를 1800년 전후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다면 왜 본초정화에서는 완두의 속명을 ‘강남콩(俗
名江南豆者)’이라 했을까? 이는 앞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서 언급한 ‘당동두급완두변증설’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
면 ‘8월초에 파종을 하는데, 땅은 또한 비옥하지 않아도 되
며, 강남에서 대개 이것을 파종한다(八月初種, 地又不可肥, 
江南多種此).’고 하 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중국의 양
자강(楊子江) 이남의 남쪽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
히려 북쪽지방에서 재배하는 완두콩을 결코 강낭콩으로 표
현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강남두’라고 해서 강낭콩으로 
인식하여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강낭콩은 채두(菜豆) 또는 
운두(雲豆)라고 하는데, 채두는 채소와 같이 크게 달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운두는 중국 남서부의 운남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지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이 산
발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와서 ‘강남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일제강점기에 대폭 재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
연히 훨씬 앞선 시기에 편찬되었을 본초정화에는 결코 
‘강낭콩’이 실려 있을 수 없는 작물이다.

한편, 한의학연구원의 해제에서는 위와 같은 견해에서 조
금 물러나 ‘조선후기’29)로 수정하여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즉, 본문에서는 ‘저자와 간행연대를 알 수 없는 필사본 2책
이다.’라고 하면서도 첫 타이틀은 ‘조선후기에 저술된 저자
미상의 필사본 본초서’라고 대명제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그 이유를 피력하고 있는데 ‘명(明)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이 나온 이후 조선 본초학의 연구과
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로 추정한다.’는 얘기다. 심
지어 이 글의 끄트머리에서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동의보감(東醫寶鑑)｢탕액편｣, 제중신편(濟衆新編), 광
제비급(廣濟秘笈), 의종손익(醫宗損益) 등에서 제기한 
우리나라의 토산약재연구의 맥락을 잇고 있으면서도…(후
략)’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1700년대 후반에 쓰인 
광제비급(1790)과 제중신편(1799)은 물론이고, 1800
년대 중반의 의종손익(1868)보다도 늦게 본초정화의 
편찬시기를 잡고 있음에 틀림없다. 즉, ｢고의서산책｣보다 
그 시기를 훨씬 늦게 잡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본초강목보다 늦다고 해서, 결코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까지의 늦은 시기로 잡을만한 하등의 이
유가 없기 때문에, ‘조선후기’라는 설정 자체가 전혀 의사학
적 고찰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동의보감(1613)보다 
앞선 시기에 출간된 본초강목(1596)보다 뒤에 있다고 
‘조선후기’라는 말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시대구
분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되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얘기가 ｢인용서목｣이라는 본류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다
시 원래로 돌아와서 ｢인용서목｣에 따른 편찬시기를 얘기해 
보자. 만일 본초정화가 조선 중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작품이라면, 현존하는 278종의 본초서적 가운데 177종이 
명ㆍ청(明淸)시대에 저작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인용서목｣
에는 청대에 편찬된 서적이 최소한 하나라도 들어 있어야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더구나, 본초강목이 편찬된 이후로 
청대의 본초서는 탄력이 붙어, 농작물로써 또는 음식으로써
의 본초를 다루는 분화ㆍ발전된 다양한 본초서적들이 등장
한다. 그 숫자로도 명대에 발간된 본초서를 능가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청대의 본초서가 본초정화의 ｢인용서목｣에 
등장하여야 한다. 물론 지역적 특성상 조선이 중국의 변방
에 있기 때문에 서적의 교류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조(仁祖) 때 정묘(丁卯)와 병자(丙子)의 두 호
란(胡亂)을 겪은 이후 효종(孝宗)의 북벌정책을 끝으로, 정
치와 경제 및 학문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조선과 청나라 간
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의학서적만 교류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중국은 조선의 동의보감까지 1700년대 중반부
터 여러 차례 간행하여 그들의 임상에 활용되었던 점을 볼 
때, 상호교류의 측면에서 중국의 의학 가운데서 유독 이미 
활발하게 분화ㆍ발전된 본초관련 서적만 우리나라에 들어
오지 않을 까닭이 없다. 게다가 명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청
나라로 중국의 판도가 새로이 재편되고 난 뒤의 본초서적
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명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본초서적도 
이 ｢인용서목｣에 실리지 않은 것을 보면, 본초정화는 명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경
악전서와 신농본초경소 이후로도 여러 본초서가 명말(明
末)에 간행되었는데, 고봉백(顧逢伯)의 분부본초묘용(分部
本草妙用, 1630), 무희옹(繆希雍)의 본초단방(本草單方, 
1633), 이중재(李中梓)의 본초도해(本草圖解, 1634)과 
본초통현(本草通玄, 1637), 장의(蔣儀)의 약경(藥鏡, 1641), 
서응규(徐應奎)의 본초가결뇌공포제(本草歌訣雷公炮制, 1644), 
29) 해제정보, 한국고전명저총서-본초정화(本草精華), 한국한의학연

구원, 2003년 9월 26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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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의(王思義)의 초목도회(草木圖會, 1644), 가구여(賈
九如)의 약품화의(藥品化義, 1644) 등30)이 있다.

물론 이들 서적들이 반드시 ｢인용서목｣으로 등재될 필요
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없고를 가려서 선
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초정화의 편찬자의 몫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본초정화의 편찬자가 이러한 책들을 보았
다면 적어도 본초단방 하나쯤은 목록에 올렸을 법하다. 
왜냐하면, 본초단방은 신농본초경소와 같은 무희옹의 
저작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본초단방은 목록에도 없
지만 본문에서도 한 번도 인용된 바가 없다. 그것은 본초
단방이 완성되기 이전에 본초정화가 완성되었다는 추론
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본초정화는 늦어도 1633년 이전
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책의 장정’에서 조선중기 무렵의 어느 시기
라고 추측하 고, ‘책의 종류’에서 밝혔듯이 동의보감과 
일치하는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본초정화가 동의
보감의 발간 당시나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인용서목｣을 통하여 본초정화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상한선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상한선은 ‘책의 장정’과 ‘책의 종류’를 
통해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1613년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 ｢인용서목｣을 통해 무희옹의 저작인 신농본
초경소와 본초단방으로부터 1625~1633년 사이일 것으
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으로 중국의 의서
가 조선에 전해지는 속도가 늦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하한선은 인조 때(1623~1649)를 넘
어서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초정
화가 편찬되는 시기는 17세기 초엽 인조시대라고 짐작할 
수 있다.

3) 강령(綱領)

강령은 채약법(採藥法), 제약법(製藥法), 인경보사(引經
報使), 약성승강(藥性升降), 사시용약례(四時用藥例), 기미
음양(氣味陰陽), 오기오미(五氣五味)의 7부분으로 나누어 
약물을 다루는 기초지식들을 4면에 걸쳐 작은 글씨로 상세
히 설명해 놓았다. 첫 번째, 약을 캐는 방법을 설명한 채약
법은 사물의 형체가 갖는 상(象)과 성숙의 시기 및 건조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약을 만드는 법을 설명한 
제약법은 탕제(湯劑)ㆍ환제(丸劑)ㆍ산제(散劑)의 용법과, 한
ㆍ토ㆍ하(汗吐下) 삼법의 상응과, 복약시기, 달이는 법, 복

약법 등을 열거하고 있다. 세 번째, 약의 힘이 어떻게 경락
을 이끄는지를 나타내는 인경보사는 12경락의 각각의 경락
에 따라 어떤 약물이 작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약의 오르내리는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약성승강은 약맛에 
따라, 차고 더움에 따라, 뿌리와 줄기에 따라, 날것과 익히
는 것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 작용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
다. 다섯 번째, 계절에 따라 약을 쓰는 예를 보여주는 사시
용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조화롭게 약을 가할 필요성을 
제시하 다. 여섯 번째, 기와 맛의 음양을 나타내는 기미음
양은 미와 기를 음양으로 나누고, 그 청탁(淸濁)과 후박(厚
薄) 및 온량한열(溫凉寒熱)에 따라, 인체의 표리(表裏)ㆍ상
하(上下)ㆍ좌우(左右)ㆍ내외(內外)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기미의 작용에 관해 표현하고 있는 
오기오미는 그 냄새와 형태, 그리고 오미(五味)ㆍ오곡(五
穀)ㆍ오과(五果)ㆍ오축(五畜)ㆍ오채(五菜)에 따라 정기(精
氣)에 미치는 향, 오장병(五臟病)에 쓰이는 음식의 작용
과 그에 따른 오미의 선택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령｣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내용이 번잡하고 방대한 
것을 요점을 잡아 축약시켜 놓았다. 원래의 글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여 그 가운데서 필요한 말들을 찾아서 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정리하고 요약하여 알기 쉽게 씀으로써 마
음에 새기고 충실하게 근간을 잡아나갈 수 있다. 그러기에 
제목을 ‘강령’이라한 것이 오히려 마땅한 것이며, 글자 그대
로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이 책의 이름인 ‘본초정화’에도 그러한 의미에
서 부합되는 것이다. 이는 의방유취(醫方類聚)가 편찬된 
이래로 우리 의학이 ‘간이명(簡而明)’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것까지 온갖 방물(方物)을 모아놓은 본초
강목 52권의 방대함 보다는 본초정화 2권이 임상적 활
용도가 높다. 그러기에 ‘정화(精華)’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
리는 이 책은 가장 조선다운 본초 실용서라고 볼 수 있다.

4) 방민(方民)

방민은 황제내경ㆍ소문(黃帝內經素問), 공자가어(孔子
家語), 회남자(淮南子), 도장경(道藏經), 동원십서(東
垣十書), 성제총록(聖濟總錄) 등을 인용하여, 지역 환경

30) 劉時覺, 宋元明淸醫籍年表, 88~100쪽, 人民衛生出版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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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체의 병리적 특성과 치료법, 본태적 생리와 특
성,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향, 정(精)과 혈(血)이 태아에 
미치는 향, 남녀의 수태차이 등에 관하여 2면으로 나누어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점을 간추려 설명했다. 이것은 결국 
환경변화에 따라 체질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됨
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른 질병적 특성도 나타나기 때문
에, 질병의 예방적 차원에서 주의하고 저마다의 특성을 가
려서 치료하여야 하는 원칙들을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서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 그러한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인(誘因)들을 원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지난 백년간 우리 의학의 체질적 기준을 세웠던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보다도 훨씬 앞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부족하여 
이를 공론화 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시켜나가기는 조금 부
족한 면이 있다. 그 환경적, 생리적, 병리적 특성을 얘기하
는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구체적인 방안이 되기에는 모호하면서도 대안을 확
실하게 설정할 수 있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
다고 하더라도 본초정화의 내재적인 사상적 의미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학적 발
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 환경과 각자의 체질적 특성을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
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5) 본문(本文)

(1) 본문의 체계와 내용

본문은 모두 15부(部) 48류(類) 990종(種)의 약물을 나
누어 258면에 걸쳐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대로 밋밋한 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본초정화의 본문에 포함된 본초약물의 지식정보를 전달하
기 위하여 몇 가지 장치를 더하 다는 특징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앞서 ‘형태적 양식’에서 언급했듯이, 판심제(版心題)
에 해당하는 공간에 책장(冊張)의 약물목록을 넣음으로써, 
내용의 검색을 위한 색인으로의 활용도를 높 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두 번째는 서미(書眉)에 해당하는 위쪽 여백에 
향약명(鄕藥名)의 한글화를 적용하여, 본초지식의 일반화와 
우리나라 산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표기 하

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나라 의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지식정보의 
편집을 통해서 원문을 축약하여 재배열한 것이 아니라, 편찬
자의 의견을 간단하게나마 곳곳에 표기함으로써 이 시대의 
본초약물에 관한 식견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특징 가운에 첫 번째 사항은 앞의 ‘형태적 양식’
에서 이미 자세히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
고, 세 번째 사항은 모든 책은 편찬자에 따라 자기 주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에 해당하는 
‘향약명 표기’는 이두(吏讀)와 같은 차자표기법(借字表記
法)으로 표기되지 않고, 순수한 한글 고어(古語)로 표기되
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한글 표기는 
한글의 쓰임이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들 향약
명의 한글표기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 하는 가늠이 가
능하다. 그러므로 이들 한글로 쓰인 본초명에 관한 분석은 
본초정화의 편찬시기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
가 된다. 하지만, 모든 본초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서미에 편찬자가 기록하여 표시한 것은 모두 
166군데지만, 17군데는 한자어로 표기되었으며 이는 관련
된 본초에 대해 참고할만한 것들을 덧붙이는 설명들이다. 
따라서 나머지 149군데만이 본초명에 관한 한글식 향약명 
표기이므로, 전체 990개 약물에 대해 약 15%에 불과하다.

(2) 향약명의 표기

본초정화의 서미에 기록된 149군데의 본초명은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시의 우리 약재에 대한 수급상황과 인
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이를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다. 즉, 이러한 한글
명 표기는 조선시대 지식계층이 쓰는 한문의 표기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쉽게 알려진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전문지식
의 일반화를 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한글로 
표기한다는 것은 조선의 산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오랫동안 일상에서 쉽게 접촉되
어왔던 약재임이 분명하다. 물론 본초정화에 기록된 990
가지의 약물들이 조선에서 수급되어온 약재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입되는 약재일지라도 쉽게 
처방될 수 있는 약재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된 
약재들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알고 있는 약재들이라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의 산야에 흔하게 존재하
는 것이어야 하므로 구태여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약



本草精華의 解題에 관한 醫史學的 접근

- 48 -

재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초정화에 실린 약재들 가운데 
적어도 한글로 표기된 약 15% 정도는 국산약재로 충당되
는 약재들임에 틀림없다.

이는 비록 태종 11년(1411)에 전의감(典醫監)에 통합되
어 그 이름조차 사라지고 말았지만, 여말선초부터 향약에 
대한 연구는 우리 약재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종약색(種藥
色)을 두고, 수입약재의 대체와 토산약재의 개발이라는 의
료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
集成方)을 비롯하여 세종시대에 향약에 대한 꾸준한 연구
를 통해 완성되었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나 향약
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을 통하여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약물들로 구성된 실용약재들이라는 것 또한 지나칠 수 없
는 귀중한 자료인 셈이다. 게다가 국어사(國語史)적인 측면
에서도 한글 고어(古語)의 발전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측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구된다. 거꾸
로, 세종시대에 창제된 한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 기 때
문에, 이들 향약명 표기로 본초정화의 시대적 위치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한글의 표기와 한자의 표기가 동
일인물이 작성한 것이라는 확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자
를 쓰는 필적(筆跡)과 한글을 쓰는 필적은 그 글자의 모양
과 쓰임새가 달라서, 같은 사람이 쓰더라도 한자와는 달리 
한글을 쓰는 필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글씨체에는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고유한 습성이 반

된다. 어릴 때에는 남의 글자를 흉내 내고 베끼기도 하지
만 성인이 되면 필체가 고정된다. 필적은 자획의 기울어지
는 각도와 글씨를 쓰는 속도, 글자의 간격과 크기, 자간 연
결방법, 붓의 이동방법, 문자의 여백, 오자, 심지어 글씨를 
쓰는 압력 등 무수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경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자획의 위치와 각도, 글씨가 시작하고 끝나
는 지점,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는 접필의 상태, 필순과 특
이한 습성을 살펴야 한다. 글씨를 정교하게 베끼거나 가필
(加筆)을 한다고 해도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똑같이
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31)

그리하여 본문을 한자로 기록한 사람과 동일인물이 한글
로 향약명을 썼을 때만이 같은 시기의 표현인 것이 입증되
는 것이며, 그와 함께 본초정화의 시대적 위치가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적확인은 한글이 세계에서 유래
를 찾아볼 수 없는 소리글자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필획

(筆劃)의 움직이는 방향성이 한자와는 전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한글의 
‘ㄷㆍㄹㆍㅇㆍㅌㆍㅎ’의 글자의 움직임은 한자로는 표기될 
수 없는 글자이며, 이 가운데서도 ‘ㄷㆍㄹㆍㅌ’은 유사한 필
력(筆力)을 가질 수 있지만, ‘ㅇㆍㅎ’과 같은 것은 한자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자를 쓰는 필체와
는 차이가 있다. 만일 이러한 필적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향약명의 한글표기와 한자표기를 한 사람이 다르다면, 향약
명의 한글표기는 본초정화가 편찬된 시기가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향약명의 한글표기에 따른 시대적 규명
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킬만한 표현
이 있는데, 초부(草部)의 만초류(蔓草類)에 있는 하수오(何
首烏)의 항목에 “江原道 온죠롱 黃海道 박불휘”라는 표현
이다. 이는 하수오를 “강원도에서는 ‘온죠롱’이라고 하고, 
황해도에서는 ‘박불휘’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황해
도’나 ‘강원도’라는 지명의 한자와 ‘온죠롱’과 ‘박불휘’라는 
향약본초명을 쓴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서미에 있는 한자를 쓴 사람과 한글로 향약명을 
쓴 사람은 동일인물이고, 그 기록인 한자와 한글은 동일한 
필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초정화를 편찬한 사람은 
한문으로 본문을 쓴 사람임과 동시에 서미에 기록된 한글 
향약명을 쓴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약재의 이름을 
한글로도 알아보기 좋게 서미의 여백에 같은 약물을 의미
하는 한글이름을 처음 편찬할 때부터 기록하 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글로 표현된 향약명의 분석
은 그 표기방식에 따라 이 책이 어느 시대에 썼는지를 규
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에 대해 본초강목(本草綱目, 1596), 동의보감(東醫
寶鑑, 1613),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1635), 산림경제
(山林經濟, 1718), 광제비급(廣濟秘笈, 1790), 제중신
편(濟衆新編, 1799), 방약합편(方藥合編, 1884) 등의 
비교를 통하여, 이32) 등은 “본초정화가 저술된 연대에 대
해서는 향약명만으로 정확한 추정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본초정화의 향약명 표기가 동의보감 표기
와 가장 유사하다는 점, ‘듁불휘’, ‘삽듀불휘’, ‘뎔가릿불
휘’, ‘무룹디기’, ‘여외오뜜’, ‘감뎻불휘’ 등의 예에서와 같
이 아직 구개음화가 진행되지 않은 향약명이 다수 기재된 

31) 서울신문,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32)살인사건의 유일한 증거 
‘글씨’｣, 2011, 11, 30일자, 23면 기사, 서울신문사.

32) 李德浩ㆍ嚴東明ㆍ金洪均, 本草精華의 鄕藥名에 關한 硏究,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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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둘흡’, ‘강흐리’에서와 같이 아직 원순모음화가 일어
나지 않은 점 등의 사실들로 미루어 짐작할 때, 본초정화
의 향약명은 대략 17세기 무렵의 표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생각된다.”라고 하 다. ‘17세기 무렵’이라고 넓은 범
위의 대체적인 표현을 한 것은 언어의 발전과정상 하루아
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은 당연하다. 하지만, 17세기 
당시의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 시간적 폭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곧 본초정화의 
편찬시기를 가늠하게 하는 추정치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은 앞서 2.-2)-(2)의 ‘｢인용서목｣에 의한 편
찬시기의 추정’에서 살펴본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초
정화의 편찬자가 누구인지, 어떤 연유로 어떻게 쓰게 되었
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17세기 무렵의 향약의 쓰임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
적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의 2.-2)-(2)의 ‘｢인용서목
｣에 의한 편찬시기의 추정’에서 내린 ‘17세기 초 인조시대’
를 입증하는 방증자료가 된다.

6) 보유(補遺)

 
마지막으로 보유는 말 그대로 빠진 부분을 보태어 채웠

음을 알 수 있는데, 모두 10종의 약물들을 2면에 걸쳐 나
누어 설명하고 있다. 목록에는 9종이었던 것이 이곳에 10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목록이 완성된 뒤에도 보충할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 그 마지막에 채워 넣은 것으로 여겨
진다. 그것은 곧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여 한꺼번에 본초
정화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모든 것을 혼자서 
작업한 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기 때문에 본초정화
는 미완의 서적이며 혹시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직 교정이 끝난 책이 아니다. 그것은 목록과 본문 사이에 
오차가 여러 군데 목격된다든지, 인용서목의 끄트머리에 몇 
가지의 서적들이 추가되어 있다든지, 본문의 내용에도 빈 
공간에 글씨를 작게 써서 억지로 내용을 삽입한 흔적이 보
이는 것 등으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일관된 필치로 정리한 것을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새로 고치면서 재정리하 음을 알 수 있으며, 현
재 규장각에 보존되어 남아있는 본초정화는 거의 마지막 
손질을 남겨둔 채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다.

여하간 보유(補遺)에 실린 이들 10종은 제니(薺苨), 자
삼(紫蔘), 삼칠근(三七根), 수선근(水仙根), 난초(蘭草), 대

계(大薊), 소계(小薊), 파초(芭蕉), 자위(紫葳), 연초(烟草) 
등이다. 이들은 각기 서미(書眉)의 여백에 해당 분류에 따
라 항목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
에 보충해 놓았는지를 밝혀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류항
목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약재의 분류에 따른 성질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다. 이 가운데 앞의 제니, 자삼, 
삼칠근, 수선근 등의 4종류는 초부(草部)의 산초류(山草類)
에 해당하고, 난초는 방초류(芳草類)에 해당하고, 대계와 
소계의 2종류는 습초류(濕草類)에 해당하는데, 다만 파초와 
연초는 미분류 되어 있다. 이들이 왜 미분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들 약물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던 것만
은 틀림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선 파초는 온대성 대형 
초본식물로 중국이 원산지라서 명의별록(名醫別錄), 당
본초(唐本草),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등에 이미 기록되
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에
서 재배되고 향약집성방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당시 새로 
수입된 본초강목에는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의보감은 아직 접하지 못해서 이를 미처 분류할 기준을 
찾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파초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
도 하고 시중에서 쓰이는 약재이므로 스스로 이를 분류하
여야 할 것이다. 즉, 본초정화의 특성상 약물의 분류만 
보아도 그 약물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기
도 하지만, 분류방식 또한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
다. 게다가 약재로 쓰이는 것은 뿌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
라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분류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곧 
이 책의 편찬자가 신체상 또는 거리상의 문제로 이를 직접 
목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의 편찬자
는 지역적으로는 적어도 남도에서는 살지 않았으며, 신체적
으로는 몸이 불편하거나 연령적으로 남도에까지 가서 확인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나이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의 편찬자가 동
의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혹시 접할 수 있
었다 하더라도 이미 본초정화의 완성을 거의 눈앞에 두
었을 때에야 동의보감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파초는 미분류 항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본초정화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초는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남초(南草)ㆍ연초(煙
草)ㆍ남령초(南靈草)33)ㆍ연다(烟茶)34) 등으로 불리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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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여기서 미분류되어 보유편에 실린 것은 최신 정보이
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담배가 조선에 들어와서 유행
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보다 늦
은 조선후기에 기록하 다면 충분히 연초의 식물 분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연초를 본초정화의 보유편 중에
서도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당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담았다는 얘기가 된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광
해군 10년(1618)에 일본을 거쳐 들어왔거나, 그보다 먼저 
북경(北京)을 왕래하던 상인들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
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재래종의 품종명이 일본에
서 도입된 것은 남초ㆍ왜초(倭草) 으며, 북경이나 예수교
인에 의하여 도입된 것은 서초(西草)라 한 것으로도 입증
된다.35) 그러기에 본초정화의 편찬자는 중국에서 도입된 
연초의 약성(藥性)과 기미(氣味)를 장개빈의 경악전서(景
岳全書, 1624)에서 가져온다.

편찬자가 경악전서를 인용하 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첫 번째는 인용서적에도 
있다시피 무희옹의 신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䟽, 1625)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된 것을 인용하 다는 것이다. 이것
은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최신 정보인 것을 의
미하며, 본초정화는 적어도 이들이 간행된 이후에 완성되
었다는 얘기가 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중국의 경악전서
나 신농본초경소가 인용될 정도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책보다 10년 이상 먼저 간행된 
조선의 동의보감, 1613은 전혀 반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스럽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동의보감보다 경악전서
나 신농본초경소를 접하기가 더 쉬웠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즉, 동의보감이 간행되어 일반 한학자나 의원의 손
에 들어오기는 그 파급속도가 느려서 접하기가 어렵지만, 
북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의 서적은 구하기가 쉬웠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인용서목에 소개되어 있는 서적들은 
당시로서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서적들이 많이 소개되
어 있고 본문에도 그것들이 충실히 인용되어 있다. 이것은 
본초정화의 편찬자가 상당한 지식계급이자 부유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초정
화의 편찬자는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살았었고, 연초에 대
한 것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담배와 함께 중국서적을 통
하여 그 기록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연초의 파급속도는 대단히 빨랐다는 것을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인조 13년(1635)에 장유(張維)가 

지은 수필평론집인 계곡만필(谿谷漫筆)에 있는 ‘남령초 
흡연(南靈草吸煙)’이라는 글이 그것이다. 이를 잠깐 소개하
면 “우리나라에는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물건이 들어왔는
데, 지금은 위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 가마꾼과 초동 
목수(樵童牧豎)에 이르기까지 피우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
이다. 이 풀은 본초(本草) 등 여러 책에도 나와 있지 않
다. 그래서 그 성질이나 효능(效能)을 알 수는 없으나, 다
만 맛을 보니 매우면서도 약간 독기(毒氣)가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을 복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저 태워서 
연기를 들이마시곤 하는데, 많이 들이마시다 보면 어지럼증
이 생기기도 하나 오래도록 피운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리하여 지금 세상에서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보면 백 사람이나 천 사람 중에 겨우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다.”36)라고 되어 있다. 즉 1615년경에 들어온 담
배를 20년 만에 거의 전 국민이 피울 정도로 대단한 파급
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이처럼 연초는 빠른 파급효과에 
비하여 그것에 대한 정보는 어두워, 아직 약리작용이나 분
류의 표준을 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초정화에 새로운 지식으로 긴급하게 선정되어 
실리기는 했지만, 그 분류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에서 책
이 완료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보유편을 통하여 본초정화는 당시로선 
최신의 약물정보까지 긴박하게 담아내려 했던 생생한 현장
성 있는 서적임을 알 수 있으며, 경악전서나 신농본초경
소와 함께 담배가 전해졌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책이 
완성된 시기는 1630년대쯤에 해당하는 17세기초반까지 거
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중국의 서
적의 사용이 용이했던 점을 통하여, 당시 의주를 중심으로 
한 만상(灣商 : 의주상인)들에 의해 서적의 구입이 손쉬웠
던 부유한 지식인 계층이 본초정화를 썼을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상업의 발달과정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활기를 띠고 중계무역의 형태로 사무역이 
발달했던 시기와 일치하며, 앞서 지적했던 서적의 형태나 
한글 향약명의 사용 시기 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은 충분하다고 본다.

33) 張維(1587~1638)의 谿谷集, 한국고전종합DB.
34) 李應禧(1579~1651년)의 玉潭詩集, 한국고전종합DB.
35) 담배, 네이버 지식사전.
36) 張維, 谿谷集, ｢谿谷漫筆｣, 한국고전종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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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적 특성 및 의사학적 가치

이상에서 살펴본 본초정화는 1913년에 조선총독부의 
참사관 분실에서 수집된 이래 경성제국대학과 서울대학교
를 거쳐 현재까지 규장각도서와 함께 귀중한 우리 문화유
산으로 관리되어 왔다. 민족문화유산이라 할 만큼 필사본임
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
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거의 훼손됨이 없이 깨끗하게 보존
되어 왔음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려한 모습
을 지닌 필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본이 아직까지 없는 
것을 보면 인쇄하기 직전의 기록이지만 어떤 사정에 의하
여 인쇄하지 못하 거나, 인쇄본이 있어서 이를 필사하 는
데 인쇄본은 사라지고 필사본만 남은 것으로 추측된다. 하
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거니와, 인쇄는 물론이고 이 책으로 인용되거나 유
사하게 필사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책이 출판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있을 수 없어 보인다. 그것이 어쨌거나 한의
학적 측면에서는 조선 중기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전문 본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도 여기에 기록된 향약명을 통하여 조선 중기의 언어체계
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고전서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
련 연구를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여태까지의 추적조사 결과 결코 가시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즉, 왜 이 
책이 인쇄되어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의 상태로 전해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본초의 분류방식이나 향약의 
정리, 그리고 임상에서의 활용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제까지의 조선의 본초서는 다른 의서 속에 본초에 대한 지
식정보가 끼어 있거나, 소략하게 몇 가지 정보를 겨우 담아
내고 있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결코 본초전문서로는 조선에
서 간행된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 존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본초정화가 간행되지 않았던 것은 납득이 가
지 않는다. 이렇게 본초에 관해 정리가 잘된 본초서를 한번
이라도 보았다면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물론이고 비록 전
문가는 아니더라도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심이 날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아쉽다. 게다가 이렇게 보존이 양호
한 상태인 것을 보면 분명 이 책을 귀하게 여겼을 터이니, 
책을 알아보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여하간 간행을 하지 못했던 것은 편찬자가 지병에 의해 
수명이 다했던지, 책을 지을 때와는 달리 완성하고 나서의 

출판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지, 변란이나 그 밖의 재난 등 
당시의 여러 가지 사유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그래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동의보감의 편찬이다. 그것은 동
의보감 보다 늦게 출간된 경악전서나 신농본초경소가 
인용되어 있으면서도, 본초정화보다 풍부한 약물이 들어
있는 동의보감이 전혀 참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다. 즉,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의주를 중심으로 한 변
방의 곳에서는 동의보감이 제대로 전파되기 어렵기 때문
에 이를 쉽게 접할 수 없었다는 거다. 그래서 본초정화가 
거의 완성될 지점에서야 동의보감을 접하게 되자, 혼자서 
오랫동안 이룩해 놓은 본초정화의 가치가 퇴색되고 만 
것은 아니었을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25권이라는 동의
보감을 구입하기 보다는 민간에서는 2권짜리 본초정화
가 더 환 되었을 것이다.

또한, 보다 풍부한 동의보감의 ｢탕액편(湯液篇)｣의 완
성은 본초정화를 비록 무력화시키고 말았지만, 동의보감
이 완성된 이후의 작품이니만큼 그것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149군데의 한글표기도 동의보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그 가운데서도 10군데는 아예 동의보감에도 없는 
표기가 있다. 또한, 약물 가운데서도 동의보감에 없는 약
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관찬서를 통해서가 아닌 민
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본초지식을 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게다가, 동의보감과 본초정화가 비록 체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동의보감은 대륙으로부터 새로 도
입된 본초강목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지만, 본초정화는 
본초강목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가 수용
되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본초정화의 의사학적 가치는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처
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찬된 단행본 ‘본초전문서’라는 점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4.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현재까지 알려진 본초정화는 앞서 1.-3)-(4)의 ‘인기
(印記)의 양식’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총독부 참사관 분실
에서 수집된 이래,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그 원본이 서울대
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이 완성된 이래 
단 한 차례의 출판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외의 다른 
인쇄본이 없으며 현재 규장각의 필사본이 원본이자 유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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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해방 후의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한국
동란의 위험에서도 다행스럽게 소실되지 않고 규장각에 소
장되어 있다는 그 자체로도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그러
던 것이 1988년 11월에 여강출판사(麗江出版社)에서 한국
과학기술사자료대계(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의 ‘의약학편
(醫藥學篇)’을 50편으로 엮었는데, 그 가운데 41권의 첫 번
째 서적으로 본초정화를 실은 것이 최초의 인본이다. 이
후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라는 이름에서 한국의학대계
(韓國醫學大系)로 이름만 바꾸고, 전혀 내용물은 바뀌지 않
은 채 현재까지 출판되어 있으며, 이것이 전국의 대학도서관
에 배포되어 관련 연구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한국의학대계 속에 인된 본초정화에는 원
본에 있던 상권 초부 산초류에 있던 ‘경성제국대학도서장’
의 장서인을 제거하고 싣는 바람에, 이본(異本)의 존재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 다. 더구나 원본에는 언제 어떻
게 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붉은색 물감이 책에 번
져 있는 채로 보관되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물감은 
책의 겉장에 떨어진 물감이고 그 물감을 수건 같은 것으로 
닦아냈기 때문에 겉장이 약간 손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강출판사 인본에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
다. 결국 원본을 대조해 본 결과 이는 여강출판사의 인과
정에서 원래 묻어 있던 붉은색 물감을 지우면서 장서인까
지 지웠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묻어 있는 물감을 제거하지 않으면 물감 때문에 글자를 알
아보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서 지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인본은 원본과 필체도 같고 광곽(匡郭)도 같은 점
으로 보아 같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도서로 

인된 것은 여강출판사본이 유일하다. 아래 <사진 11>과 
<사진 12>는 같은 자리에 있는 물감의 번짐과 장서인이 
지워진 모습을 보인다.

사진 1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본초정화.

사진 12. 여강출판사의 본초정화.

그러나 이러한 인본 출판이 처음에는 연구자들로부터 
열광적인 환 을 받은 바 있었지만, 규장각 소장본이 유일
한데다 종이로 이루어진 출판물의 한계가 있어 한의학의 
본초서로서는 유일한 조선시대 본초정화의 구보존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태 다. 그리하여 규장각에서는 
보관도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존가치가 높은 서적의 보호
를 위하여, 다른 규장각도서와 함께 본초정화도 마이크로
필름으로 이를 저장시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규장각도서의 일부는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 책은 작업
이 끝난 상태여서 필름으로의 열람은 자유롭다. 하지만 이
것 역시 규장각까지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에서 경향각지의 일반 열람이 자유롭지 못하며, 여강출판사
의 인본도 자료가 방대해서 개인 소장에는 애로사항이 
있어 실제 연구자에게는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이후, 여강출판사의 인본을 바탕으로 한국한
의학연구원에서는 본초정화의 구보존과 디지털시대에 
맞는 본초학의 실용화를 위하여, 한의학연구원의 안상우 박
사를 중심으로 2005년 12월에 CD로 DIGITAL 本草精華 
본초정화를 만들고, 동시에 보다 많은 이용자의 편리를 위
하여 연구원 사이트에 올린 바 있다. 이때 전문가를 동원하
여 활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까지 일일이 비교하면서 
전체 문장을 컴퓨터 작업을 거쳐 하나하나 입력하 다. 또
한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본초정화를 읽기 쉬운 한글
로 번역하 기 때문에, 이는 필요한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한글세대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그 활용도는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본
초정화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 기 때문에 학제간 연관연
구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한의학은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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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소유물만이 아니라, 국가지식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여서 
세계적 관심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사진 13. DIGITAL 本草精華 본초정화.

즉, 본초정화에 실린 약물학의 지식은 한의사에겐 본초 
그 자체에서 임상적 처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농학
에서는 전통약재의 개발로 농업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으
며, 식품학에서는 건강한 식생활과 약선(藥膳)의 개발로 웰
빙식품의 활용을 높일 수 있으며, 약학에서는 그동안의 화
학적 약물의 부작용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새로운 약물의 
개발을 꾀할 수 있으며, 국문학에서는 한글 향약명을 통하
여 한글의 발전과정과 조선시대 언어발달성향을 연구할 수 
있으며, 의상학에서는 염료의 개발과 화학섬유에서 얻을 수 
없는 피부에 위생적인 옷감을 개발할 수 있으며, 축산학에
서는 인체에 적합한 가공동물의 개량과 의학적 기여가 될 
수 있는 대소동물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수산업에서
는 인체에 유용하고도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서 이 
책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대 의학에서는 전통의학
에서 얻을 수 있는 치료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접
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떻게 접근하여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연구자의 
몫이 됨은 당연하지만, 전통지식의 현대적 접근과 활용은 
그 문화저변에 깔려있는 지식정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보고(寶庫) 앞에 
놓여 있으며 전투력 높은 무기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셈
이다. 좁은 의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문화적인 접
근을 통하여 다양한 변신을 꾀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한의학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
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이제 본초정화의 새로운 변신이 
다시금 요구된다. 우리 손에 의한 우리 의학의 지식정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즉, 보존가치가 있는 수려하고 활용도 높은 새로운 
출판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로써 필수분야인 본
초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새로
운 체제의 본초정화가 출간을 됨으로써 후대에 길이 소
장될 새 책이 우리 앞에 놓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었
던 새로운 본초정화는 적어도 향후 100년 뒤의 후손에게
도,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고 자랑할 거리가 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한국한의학연
구원에서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를 꾸준히 냈던 바, 이
번에 본초정화가 다시 교정과 교열작업을 끝내고 깨끗한 
국역되어 새롭게 손질된 국역 본초정화가 출간된다니 여
간 기쁜 일이 아니다. 모쪼록 관련 연구자의 깊은 관심이 
더하여져 우리 전통의학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Ⅲ. 결론

조선시대를 통틀어 본초학의 발전은 향약(鄕藥)의 개발
과 더불어 발전하 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수급하
여 쓸 수 있는 약재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조선에서 발
병하는 질환에 적절한 약물이 제 때에 손쉽게 쓰인다는 것
은, 질병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보다도 중요한 
현실이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에 맞고 우리에게 다용되는 
향약으로 구성된 처방을 써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백성을 살피는 필수
조건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관찬의서들은 이러한 방향
에 맞춰서 집필되고 편찬되었으니, 조선초기의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이나 조선중기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이 그 
대표적인 의방서(醫方書)다. 즉, 향약집성방에는 ｢향약본
초(鄕藥本草)｣를 두었고, 동의보감에는 ｢탕액편(湯液篇)｣
을 둔 것이 그 본보기다.

하지만, 이러한 방서들로 백성을 모두 잘 다스려 나가기
엔 의서편찬이 그리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합의서도 중
요하지만 각 질환에 따른 세분화된 의서들이 필요했다. 그
러므로 각도에 관찬 종합의서를 내려 보냄과 동시에 지방
에 파견되는 관리들을 통해 각종 구급방(救急方)들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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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체계의 확충과 의관의 양성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불편과 질병
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기본적인 약물에 대한 지식함
양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이후의 처참한 상황은 의료지식 정보의 파급
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초정화(本
草精華)는 국가의 손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물지식
의 정보전달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본초전
문서이다. 게다가 한층 세 하고 민간에서 절실히 필요한 
최신정보를 담아내고 있기에 그 활용도가 아주 높다.

그리하여 조선중기에 편찬된 본초정화는 시대를 반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
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책(製冊)에 있어 책의 표지는 쪽물을 들여 품
격을 높 고, 새 장지(壯紙)로 고급스런 재질을 가지며, 사
격만자문(斜格卍字文)의 무늬를 넣어, 오침안정법(五針眼釘
法)에 따라 장정을 하 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포배장(包背
裝)이었던 것을 선장(線裝)으로 다시 꾸민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책의 종류는 서사본(書寫本)이자, 필사본(筆寫
本)이며, 고본(藁本)이자, 수고본(手稿本)이다. 그러기 때문
에 편찬자는 늦은 나이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썼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흐트
러짐이 없는 수려한 필체로 기록하 다.

셋째로, 책의 양식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판심(版心)을 각 장의 색인으로 삼아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 는데, 이를 위해 한 장에다 광곽(匡郭)을 그
려 바깥으로 접은 것이 아니라 한 장을 접어 각 면마다 광
곽을 그려 판심제(版心題)를 색인으로 활용하 다. ② 인기
(印記)는 이 책이 수집되어 ‘조선총독부 ⟶ 경성제국대학 
⟶ 서울대학교’로 그간의 소장처의 이동사항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국권침탈 이후 6.25의 한국동란이라
는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도 굳건하게 버텨왔던 흔적을 보
여준다. ③ 책 내용의 양식은 목록(目錄), 인용서목(引用書
目), 강령(綱領), 방민(方民), 본문(本文) 및 보유(補遺)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본초약물에 접근하기 위한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넷째로, 이 책의 체제 및 내용면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목록은 식물류, 동물류, 광물류로 크게 대분
류하고, 15부(部)와 48류(類)로 나누어 990종(種)의 약물
을 258면에 걸쳐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 ② 인용서목은 의
사학적 의미에 따라 체계적인 분류를 하여 ‘역대본초서목’
의 뜻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편찬 시기는 17세기 초의 
인조 때인 1625~1633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③ 강령은 요
약하여 알기 쉽게 씀으로써 마음에 새기고 충실하게 근간
을 잡아나갈 수 있게 하 는데, 우리 의학이 ‘간이명(簡而
明)’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일
치한다. ④ 방민은 환경변화에 따라 체질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와 그에 따른 질병적 특성에 따른 예방적 차원
에서 주의해서 치료하여야 하는 원칙들을 표현하고 있다. 
⑤ 본문은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식
을 정리하고, 신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䟽)와 경악전서
(景岳全書)같은 최신 정보까지 섭렵하 는데, 149군데의 
향약명 표기가 한글로 쓰임에 따라 국산약재의 수급상황을 
짐작케 함과 동시에, 17세기 언어가 가장 많이 쓰이므로 이 
책의 편찬시기를 방증한다. ⑥ 보유는 본문에서 빠진 부분
을 보태어 채웠는데, 이로부터 이 책은 마지막까지 당시의 
최신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로, 조선 중기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전문 
본초서로, 국어학적인 측면에서도 당시의 언어체계를 연구
할 수 있는 중요한 고전서이며, 민간에 의하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약물학 사전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섯째로, 현재까지 원본이 규장각에 잘 보관되고 있고 그
간 인본의 출간이 있었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05
년 CD로 DIGITAL 本草精華 본초정화를 만든데 이어, 동
시에 이를 연구원의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접근성과 활용도
를 높 다. 또한 국역 본초정화를 금년에 출간함으로써 
학제간 연구의 바탕이 되도록 하여, 미래의 각 분야에서 우
리 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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