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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Āyurveda Herbal theory in the Suśruta-saṃhitā･Sūtrasthā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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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simple translation and analysis of the Suśruta-saṃhit (The fascinating tales)･Sūtrasth na(The Introduction), I have summari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to the yurveda Herbal theory. 

1. The title of chapter 40 is ｢dravya-rasa-guṇa-vip ka-vijñanya(Medcation･Taste･Nature･Effects･Digestion)｣, and it states theoretical knowledge 

on materia medica. It says that ‘matt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hat it decides the curing effect. Although it does acknowledge the 

reason behind the doctors that emphasized things like ‘taste’, it mainly has a critical tone. The difference in philosophies and medical theory 

can be seen when we compare this to the Caraka-saṃhit , ‘theory on taste’.
2. The title of chapter 41 is ｢dravya-viśeṣa-vijñan ya(A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 Medica)｣, and the contents of the 

chapter have a similar tone to the thoughts of the S mkhya(數論派). All ‘matter’ was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five elements of 

earth, water, fire, wind, and ether, and the predominant element makes it have an earth, water, fire, wind, or ether nature. Earth has an 

unmoving and down going nature, and makes the body strong. Water has an irrigating nature, and moistens the tissue and induces 

secretion and excretion. Fire has an upward-going nature, and improves sight and complexion. Wind relaxes and dries the body, and 

makes the mind and body agile. Ether gives flexibility, porosity, and candidness. 

The title of chapter 42 is ｢rasa-viśeṣa-vijñ n ya(A Discussion on the Types of Rasa(taste))｣. “Rasa” is an important concept in yurveda. 

Sometimes it is translated as ‘one of the seven types of bodily tissue’ and seen as chyle(乳糜), and sometimes it is seen as the tastes 

that can be felt with the tongue such as spicy, sweet, sour, bitter, salty, and astringent(澁). Volume 1, chapter 42 of the Caraka-saṃhit 
is dedicated to the “types of taste”, and in chapter 26, it theorizes the concept of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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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건강과 장수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학
은 인간의 삶과 함께 했다. 때문에 인도에서도 역시 Āyurveda
라는 전통의학이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Āyurveda라 

총칭하는 인도의학의 기원이 어디까지 소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의료경험이 누적됨으로써 이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원리가 필요하였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추구한 Upaniṣad
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결과 인도의학의 경전
이 탄생하게 되었다.1)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슈르따-상히따)은 인도 전
통의학2)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의 하나로 Caraka-saṃhitā 

1) 矢野道雄. インド醫學槪論. 東京 : 朝日出版社. 1988 : 10-13.
2) 徐志泳. 인도 전통의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20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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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闍羅迦集, 짜라까-상히따)과 8세기에 성서된 Aṣṭāṅga- 
hṛdaya-saṃhitā(八心集, 아슈탕가-흐리다야-상히따)(內外
科를 종합하여 개괄)과 함께 ‘Āyurveda(아유르베다)’의 3대 
醫經으로 칭해지며3),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인도 ‘Āyurveda 
(아유르베다)’4) 정규 교육과정에서 채용하고 있는 주요 경전
이다.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슈르따-상히따)은 卷一 總
論은 46章, 卷二 病因論은 16章, 卷三 身體論은 10章, 卷四 
治療論은 40章, 卷五 毒物論은 8章, 卷六 補遺는 66章으로 
총 186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자가 Suśruta이기 때문에 이 
책을 Suśruta-samhita(수슈르따-상히따)이라 칭하기도 한
다. 현재 세상에 전해지는 본의의 형성은 기원후 3~4세기로 
보고 있다5).

Suśruta-saṃhitā는 산스크리트어로 씌어져 있기 때문
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1943년에 일본 다이찌하라 세
이겐(大地原誠玄)이 완역한 スシュルタ本集6)에서 제1권인 
｢總說｣부분을 번역하였고, 중국 廖育群은 阿輪吠陀-印度
的傳統醫學7)에서 ｢妙聞集･總論篇｣을 중국어로 번역하였기
에 이를 바탕으로 번역하였다.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
슈르따-상히따)의 ｢總說｣ 중 약물 지식에 관한 내용을 소
개하고자 한다.

Ⅱ. 本論

妙聞之論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슈르따-상히따)･

Sūtrasthāna(總說篇, 수뜨라스타나)

1. 약물의 지식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40장을 ｢dravya-rasa-guṇa 

-vipāka-vijñanīya(藥物･味･性･能･消化)｣라 명명하였고, 이
러한 방면에서 약물에 대해 이론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중
에 ‘물질’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로써 치병
의 성능을 결정하였다. ‘味’ 등을 강조한 各家의 學說에 대
해 합리적인 면을 인정하면서 또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
였다. 이는 Caraka-saṃhitā ‘味의 이론’에 대한 소개와 서
로 참조하면 양자가 철학방면과 의학이론 방면에 여러 차
이가 있음을 자연히 알 수 있다.

혹은 ‘acarya(軌範師)’가 말하길 모든 물질이 가장 중요
한 까닭은 무엇인가?

(1) 그것에 고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실로 물
질은 불변하지만 ‘味’ 등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미숙한 과실에 존재하는 ‘味’ 등의 속성은 그 과실이 익었
을 때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2) 그것에 恒久性이 있기 때문이다. 물질은 常住하지만 
속성은 반드시 상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약물을 膏藥 혹
은 散藥 혹은 煎藥 등으로 조제하여 실질상으로 변화가 없
고 원래의 ‘味’･‘香’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또한 변화하
는 것이 있다.

(3) 물질은 自種의 본질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성질의 물질은 결코 (水性 등) 다른 물질로 변하기 
않기 때문이고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다. 

(4) 물질은 모든 오관을 통하여 感受되기 때문이다. ‘味’ 
등의 속성은 각기 이에 대응하는 감관에 의해 감수된다. 

(5) 의존하기 때문이다. ‘味’ 등의 속성은 물질에 의존한다.
(6) 약물은 처방의 실마리를 푸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처방의 첫 착수는 약물 고유의 특권이다. 예를 들어 ‘vidārigandha 
(Desmodium gangeticum, DC. 鉤毛莢山螞蟥)’ 등 (族)을 채
집하여 분쇄하고 달이는 것과 같이 제약에 있어서 vidārigandha 
등이라 칭하는 약물 자체에 질박한 인소가 존재하는 것이
지 ‘味’ 등의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7) 醫典의 권위와 증거 때문이다. 醫典에서 약물은 처

3) 徐志泳. 인도 전통의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2007 : 59-60.
4) 廖育群.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沈陽 : 遼寧敎育出版社. 2002 : 19. “인도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Āyurveda(아유르베다)’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현상을 지배하는 법칙과 원리를 밝히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산스크리트어인 ‘Āyur’ ― ‘veda’의 음역(音譯)으로 ‘Āyus(생명)’과 ‘Veda(지식)’가 
조합된 ‘생명의 학’을 뜻하며, 양생보건과 질병의 인식과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유르베다’는 건강을 유지함과 더불어 인생의 4대 기본 목표인 ‘dharma(法)’, ‘artha(利)’, ‘kama(愛)’, ‘mokas(解脫)’을 달성하는 것이며 
아울러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Veda(지식)는 각 민족이 신을 찬양하거나 종교적인 詩歌의 내용을 담
고 있는 ‘Veda(베다)’는 고대 산스크리트어(梵語)로 창작되었고, 대략 일반적으로 B.C. 1500∼B.C. 1200에 Ṛgveda(리그베다), Yajurveda(야
주르베다), Sāmaveda(사마베다)와 Atharvaveda(아타르바베다)가 저작 되었다.

5) 徐志泳. 인도 전통의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2007 : 37.
6) 大地原誠玄 譯, 矢野道雄 校訂. スシュルタ本集. 東京 : たにぐち書店. 1993. 
7) 前揭書 : 阿輪吠陀-印度的傳統醫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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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mātuluṅga(Citrus medica, L. var, acida. 산성 
레몬수)’, ‘agnimantha(Premna integrifolia, L. 海邊小樹)’를 
기술할 때에도 ‘味’의 속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같다. 

(8) ‘味’ 등의 속성은 사물의 발생과정과 관련되기 때문
이다. ‘味’ 등은 만물의 발생과정에서 존재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식물에서 ‘味’ 등은 미숙하고, 충분히 성장
한 것에서 味 등이 성숙해진다. 

(9) 사용하는 약물의 같은 부분으로 여러 병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즉 약물의 일부분을 이용할지라도 여러 병을 치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hā-vṛkṣa(Euphorbla antiquorum, 
L. 大戟科)’의 乳液으로 여러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따
라서 ‘dravya 물질(實)’이 가장 중요하고 ‘kriyā 작용(業)’과 
‘guṇa 속성(德)’을 가진 質料因이 ‘實’의 特相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다른 acarya가 말하길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각종 
‘味’가 중요하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르길 (1) 베다가 전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Āyurveda
(아유르베다)’는 의학의 聖典이라 칭해지고 이 책에서 ‘味’
를 상위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은 ‘味’에 의존하고 
생명은 음식물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2) 의학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甘’･
‘酸’･‘鹹’의 味는 體風素의 부조를 치료한다고 한 것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3) ‘arumāna(比量. 推論)’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味’
를 통하여 약물이 甘藥이라고 추론한다. 

(4) 仙人의 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인의 말은 베
다와 같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감미를 齋戒해야 한다고 한 것과 같다. 따라서 여러 
‘味’가 중요한다. 物의 성질을 정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모두 ‘味’에 근거한다. ‘味’의 特相에 대해 다른 곳에서 서술
하기로 한다. 

또한 다른 acarya가 말하길 그렇지 않고 ‘vīrya(효능)’8)
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르길 약물
의 치료는 약물의 효능에 의해 그 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에 약물치료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吐劑･下劑･吐瀉劑

를 구성하는 淨化劑･鎭靜劑･‘saṅgrāhaka(收斂劑)’･‘agnidīpana(消
化劑)’, ‘prapīḍana(膿汁壓出劑)’･‘lekhana(除脂藥)’･‘bṛṃhaṇa(強
壯藥)’･‘rasāyana(長壽藥)’･‘vājikaraṇa(催淫劑)’･‘śvayathukana 
(發泡劑)’･‘vilayana(溶解藥)’･‘dahana(燒灼藥)’･‘dāraṇa(破潰
藥)’･‘mādana(麻醉藥)’･‘prāṇaghna(劇藥)’･‘viṣapraśamana
(解毒藥)’과 같은 것은 藥力이 우월함을 통하여 그 특효를 발
휘한다. 그러나 ‘vīrya(효능)’에는 溫性, 冷性이 있고, 또한 溫･
冷･濕･乾･淡･粘･軟･苛性 8종이 있다. 이러한 ‘vīrya(효능)’은 
자신의 힘과 속성의 우월함으로 味를 압도하여 자신의 작용
을 영위한다. 예를 들어 五大根9)은 澁味와 苦의 後味이지
만 溫熱性의 ‘vīrya(효능)’이 있기 때문에 악화된 體風素를 
진정시킨다. 마찬가지로 ‘kulattha(Dolichos biflorus, L. 雙花
扁豆)’에 澁味가 있고 ‘palaṇḍu(Allium cepa, L. 洋蔥)’에 辛
味가 있지만 脂濕性이기 때문에 악화된 체풍소를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사탕수수의 즙액은 甘味이지만 冷性의 ‘vīrya 
(효능)’이 있기 때문에 체풍소를 증강시킨다. 蓽茇은 辛味
이고 菴摩勒果는 酸味이고 岩鹽은 鹹味이지만 부드럽고 냉
성의 冷性의 ‘vīrya(효능)’이 있기 때문에 악화된 膽汁素를 
진정시킨다. ‘kākamāci(Solanum nigrum, L. 龍葵)’는 苦味이
고, 魚類는 甘味이지만 溫熱性 ‘vīrya(효능)’이 있기 때문에 
膽汁素를 증가시킨다. 蘿蔔은 辛味를 갖고 있지만 濕潤性 
‘vīrya(효능)’이 있기 때문에 粘液素를 증가시킨다. ‘kapittha 
(Feronia Elephatum, 木사과屬)’는 酸味가 있고, ‘kṣāudra(茶
褐色의 小蜜蜂)’의 蜜은 甘味가 있지만 건조성의 ‘vīrya(효능)’
이 있기 때문에 악화된 점액소를 진정시킨다. 이상 기술한 
것은 그 예증을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偈頌하길 :

“體風素를 진정시키는 味일지라도 乾･輕･冷性이 있
을 때에는 그 味는 악화된 체풍소를 소멸시키지 못한
다. 膽汁素를 진정시키는 味일지라도 苛性･熱性･輕性이 
없으면 그 味는 膽汁素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낳지 못
한다. 粘液素를 진정시키는 味일지라도 濕･重･冷性이 
있으면 粘液素를 증가시킨다.”10)

따라서 약물의 ‘vīrya(효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8) 前揭書 : 入門ア-ユルヴェ-ダ. 990 : 43. “vīrya : 잠재력, 약물의 효능을 뜻한다. 예를 들어 따뜻하게 하고, 病素를 경감시키고, 소화 작용을 
자극하는 등 체내에 기록된다. vīrya는 uṣṇa(溫性)과 śīta(冷性)으로 2가지로 나누고, 8가지로 나누면 śīta(寒性)･uṣṇa(熱性)･snigdha(油性)･
rūkśa(乾性)･guu(重性)･laghu(輕性)･manda(鈍性)･tīkśṅa(銳性)이다.”

9) ‘kanthakarika(Solanum xanthocarpum)’, ‘goksura(Tribulus terrestris)’, ‘prsni(Urarialogopoides)’, ‘brhati(Solanum indicum)’, ‘saloparni(Desmodium 
gangeticum)’ 등 5종 약. 

10) 前揭書 : スシュルタ本集 ｢第40章｣.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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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消化作用이 중
요하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르길 消化力의 정상･비정
상에 의해 음용하는 약물이 정상적으로 소화될 때 좋은 영
향을 끼치고 상반될 때에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 또한 어떤 
사람은 모든 味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혹자는 
甘･酸･苦味만이 소화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物의 속성에 따라 논하는 것은 
물론이고 ‘Āyurveda(아유르베다)’의 권위와 증거에 의해서
도 酸味는 소화의 결과일 수 없고 소화력이 약하여 담즙소
에 변질을 일으키기 때문에 酸味를 생한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鹹味 역시 다른 소화의 산물로 점액
소가 불완전하게 소화된 결과 이것이 변질되어 鹹味를 생
성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甘味는 甘味의 소화 산물이고 酸
味는 酸味의 소화 산물로 일체의 味는 모두 이와 같은 味
의 소화 산물이라 하였다. 그리고 예증을 들어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즉 우유를 솥에 넣고 끓여도 甘味를 잃지 않고, 또한 米･
麥･綠豆 등의 씨를 뿌려도 장차에도 여전히 그 自性을 잃
지 않는 것과 같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약한 味는 강한 味에게 
압도를 당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중설이 분분하여) 정
론과 확실한 설이 없기 때문에 이는 ‘sinddhānta 논증된 단
안(極成說)’이 아니다. 그 다음은 ‘Āyurveda(아유르베다)’에
서 甘과 辛이 소화된 후에 甘味라 칭해지는 것은 무겁고, 
辛味라고 칭해지는 것은 가볍다고 하였다. 地･水･火･風･空
의 성질은 重性과 輕性 2가지로 구분되는데 地･水는 중하
고 그 나머지는 경하기 때문에 소화에도 경･중 두 가지가 
있다11). 

이에 偈頌하길 : 

“물질이 끊임없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地性･水性이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甘性’소화라 한다. 그러나 물질
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火性･風性･空性이 현저하게 나
타날 경우 ‘辛性’소화라 한다. 위에서 서술한 것은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진 논자의 학설을 개괄한 것이다. 賢者
는 물질･味의 속성･효능･소화 이 4가지가 관건이 되는 
요소로 보았다. 약물을 복용할 경우 일부분은 약물 자
체에 의하고, 일부분은 약의 ‘vl̅rya(효능)’에 의하고, 
또한 일부분은 味와 소화력에 의해 病素의 부조를 일

으키거나 혹은 없앤다. 藥力이 없으면 소화가 있을 수 
없고, 약미가 없으면 약력이 있을 수 없다. 약물이 없
으면 약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물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육체와 정신 사이에 상호 의존하
는 관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物과 味 사이에도 상
관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8가지의 ‘vl̅rya(효
능)’도 物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vl̅rya
(효능)’은 味에 의존하지 않고 味는 無性을 性으로 삼
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음식물 등은 5大로 이루어진 몸
에서 소화되는 것이지 6味는 아니기 때문에 약물이 그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약물에 의존한
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저명한 약을 말하자면 의론과 
생각의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 賢醫는 ‘A̅yurveda(아유
르베다)’에 따라 이를 사용한다. 賢者는 물론 약물의 
뚜렷한 현실적인 특징과 효과를 이론적으로 탐구하지 
않는다. 천 가지 이론을 가지고도 ‘vidārigandha(鉤
毛莢山螞蟥)’ 등 족이 緩下劑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현
자는 단지 추리에 의거하는 것을 그치고 ‘A̅yurveda
(아유르베다)’가 말하는 바에 따라 처치한다.”12) 

2. 약물의 특성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41장은 ｢dravya-viśeṣa- 
vijñanīya(약물의 특성을 논함)｣이라 하였다. 그 내용은 철
학유파 가운데 ‘數論派’의 사상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 

모든 ‘物’은 地･水･火･風･空 5원소의 결합에 의해 생기고 
이 다섯에서 어떤 원소가 다를 것보다 현저하게 우월한지
에 따라 이것이 地性, 火性, 風性, 空性이 된다. 그 중에서 
질이 크고, 촉지하기 쉽고, 또한 실질이 넉넉하고, 농 하면
서 惰性이 있고, 비유동성으로 소화가 重性이고, 굳세고, 강
열한 기미가 있으며, 약간 澁味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甘味
를 띠는 것이 地性이다. 이러한 物은 不動性이고 힘을 강하
게 증진시키고 특히 下降性을 가지고 있다. 

冷･濕･潤･惰･重･流動･濃密･軟･粘･多漿性을 나타내고, 약
간 澀味 혹은 酸味 혹은 鹹味를 가지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甘味를 띠는 것이 水性이다. 이러한 물은 신체를 윤활하게 
하고, 원기를 부여하고 조직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조직 사
이의 결합을 긴 하게 하며 분비와 배설을 촉진시키는 작

11) 소화 과정이 긴 음식물을 ‘消化 重性’이라고 하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짧으면 輕性이다. 동물의 부위에 따라 肉에도 輕重의 속성에 차이가 있
고, 가공방식으로 輕重의 속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12) 前揭書 : スシュルタ本集 ｢第40章｣.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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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있다. 
熱性과 苛性을 가지고 그 질이 극히 미세하여 촉지하기 

어렵고, 乾･粗･輕･淡한 性이 있으며, 색과 기타 속성이 다
양하고, 약간의 酸味･鹹味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苦･澀味이
며 특히 上升性이 있는 것이 火性이다. 이러한 물은 소작･화
농･破潰･赤引13)작용을 나타내고 시력을 강하게 하고, 안색
에 광채가 나게 하여 건강미를 발휘한다. 

그 질이 극히 미세하고, 乾･粗･冷･輕･淡性을 가지고 다양
한 촉감을 부여하고, 약간 苦味가 있지만 특히 澁味가 있는 
것이 風性이다. 이러한 것은 신체를 깨끗하게 하고, 경쾌하
게 하고, 이완시키고, 건조시키고 생각이 민첩한 정신 상태
를 부여한다. 

그 질이 粘滑･極微･柔軟하고 彌漫性을 가지고, 명징하고 
순정하며 味感을 부여하지 않고 음향성이 풍부한 것이 空
性이다. 이러한 것은 柔軟性･多孔性･淡泊性을 부여한다. 

이상 서술한 것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사물일지라도 여
러 가지 약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개의 
경우에 응하여 각종 특이한 용법 및 목적을 고려하여 본연
의 약효와 약성을 가진 약물을 사용하면 치료의 공을 거둔
다. 이러한 약물의 작용이 계속되는 기간을 ‘kāla(作用時)’
라 하고, 약물의 공능을 ‘karman(作用)’이라 하며, 약의 작
용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vīrya(효능)’이라 하고, 약물에 따
라 작용하는 물체를 ‘adhikaraṇa(作用基 즉 5대로 이루어진 
인신)’라 하고, 약을 작용시키는 수단을 ‘upāya(藥方)’이라 
하고, 약물의 작용이 완성되는 것을 ‘phala(效果)’라 한다. 

이러한 약물에서 下劑는 地･水性이 우세하고 地와 水는 
그 性이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 따라서 
유비하자면 下劑는 하강성을 잘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吐劑는 風･火性이 뛰어나고 風과 火는 그 성이 가볍다. 가
볍기 때문에 상승하고 따라서 吐劑 역시 상향성이 우세하
다고 한다. 吐瀉 두 성질이 우세한 것은 상승･하강성을 갖
추고 있다. 鎭靜劑은 空性이 우세하다. 收斂劑는 風性이 우
세한데 그 원인은 風은 말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消化
劑는 火性이 우세하다. 除脂藥은 風･火性이 우월하다. 強壯
劑는 地･水性이 우월하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유비에 의해 약물치료를 수행한다. 

이에 偈頌하길 :

“體風素의 부조는 地･火･水性으로 구성된 약물로 진
정되고, 膽汁素의 부조는 地･水･風性으로 구성된 약물
로 신속히 제거되고, 粘液素의 부조는 空･火･風性의 약
물로 진정된다. 體風素는 空･風性의 약물에 의해 증가
하고, 膽汁素는 火性의 약물로 인해 激化되고, 粘液素
은 地･水性의 약물에 의해 늘어난다. 이처럼 어떤 약물 
속에 5원소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세한 성질인지를 확실
히 알 수 있고, 流休原素가 부조한 경우 두 종 혹은 그 
이상의 약물을 치료용으로 채용한다.”14) 

冷･熱･潤･乾･軟･苛･粘･淡 8가지 성질을 약물의 ‘vīrya(효
능)’이라 하는데, 그 중에 苛･熱은 火性이, 冷･粘은 水性이, 
潤은 地･水性이, 軟은 水･空性이 우세하다. 

乾은 風性이, 淡은 地･風性이 우세하다. 消化에서 輕･重
의 성질에 대해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熱･潤은 體
風素의 부조를 제거하고, 冷･軟･粘은 膽汁素의 부조를, 苛･
乾･淡은 粘液素의 부조를 제거한다. 消化에서 重性은 체풍
소 및 담즙소의 부조를 제거하고, 소화에서 輕性은 점액소
의 부조를 없앤다. 이러한 가운데 軟･冷･熱은 촉각에 의해, 
粘･淡은 시각과 촉각에 의해, 潤･乾은 시각에 의해, 苛는 
입속에 불쾌감을 주는 것에 의해, 消化의 重性은 배설이 촉
진되고 점액소가 부조해지는 것에 의해, 消化의 輕性은 대
소변이 막히고 체풍소의 부조에 의거하여 알 수 있다. 같은 
성질을 가진 5원소는 특유한 미로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地大는 감미이면서 消化가 重性이고, 水大는 감미･濕性
인 것과 같다. 

이에 偈頌하길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약물에 존재하는 성질
은 인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인체에서 流體原
素의 정상상태･증가･감쇠는 약물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
이다.”15) 

3. 味의 종류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42장은 ｢rasa-viśeṣa-vijñānīya 
(미의 종류를 논함)｣이라 명명하였다. rasa는 ‘Āyurveda(아
유르베다)’에서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다. 어떤 때에는 ‘味’

13) 그 뜻은 알 수 없다.
14) 前揭書 : スシュルタ本集 ｢第41章｣. 158. 
15) 上揭書 : ｢第41章｣.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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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7가지 체조직’의 하나라 하여 일반적으로 ‘乳糜’라 번역
하였고, 어떤 때는 미각으로 맛볼 수 있는 辛･甘･酸･苦･鹹･
澁味 등 각종 맛이라 하였다. Caraka-saṃhitā 제1권, 제
42장에서는 ‘味의 종류’를 전문적으로 논술하였고, 제26장
에서는 ‘味’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론화시켰다. 이를 서로 참
고하면 ‘Āyurveda(아유르베다)’의 약물이론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空･風･火･水･地 5대는 각기 ‘聲･觸･色･味･香’으로 나뉘고 
또한 (空에 聲, 風에 聲･觸, 火에 聲･觸･色이 있는 것과 같
이) 늘어난다. 따라서 ‘味’는 水性이 된다. 5원소가 만물 속
에서 서로 결합되어 5원소가 상호 포함되고 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5원소가 모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5원소
에서 우열과 증감이 있기 때문에 水性 등과 같은 명칭이 있
게 된다.

‘味’는 水性이지만 기타 4원소와 결합하여 성숙되어 甘･
酸･鹹･辛･苦･澁 여섯 相으로 나뉜다. 이러한 ‘味’가 서로 결
합함으로써 63종으로 구별된다. 그 중에 甘味는 地･水의 성
질이 많고, 酸味는 地･火의 성질이 많고, 鹹味로 이루어진 
것에는 水･火의 性이 盛하고, 辛味는 風･火의 性이 성하고, 
苦味는 風･空性이 많고, 澀味로 이루어진 것은 地･風性이 
많다. 그 중에 甘･酸･鹹은 체풍소가 부조한 것을 제거하고, 
甘･苦･澁은 담즙소가 부조한 것을 제거하고, 辛･苦･澀은 점
액소의 부조를 제거한다. 체풍소는 風性, 담즙소는 火性, 점
액소는 水性이다. 이러한 味들은 동류의 미에 의해 미의 증
가를 가져오고, 異類의 미에 의해 약해진다. 혹은 사람들이 
말하길 우주 만물에는 冷･熱 두 가지 性이 있기 때문에 미
에도 冷･熱 두 가지 성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 甘･苦･澁은 
水性이고, 辛･酸･鹹은 火性이고, 甘･酸･鹹은 濕･重性이고, 
辛･苦･澁은 乾･輕性이고, 水性의 미는 冷하고 火性의 미는 
熱하다. 

冷･乾･輕･淡･排泄障礙性은 체풍소 성질의 특징이다. 삽미
와 체풍소는 동족이다. 삽미는 冷性을 통하여 체풍소의 냉
성을 증강시키고, 乾性을 통하여 체풍소의 건성을 증강시키
고, 輕性을 통하여 체풍소의 경성을 증강시키고, 淡性을 통
하여 체풍소의 淡性을 증강시키고, 排泄障礙性을 통하여 체
풍소의 상응하는 성질을 증강시킨다. 

熱･苛･乾･輕･淡은 담즙소에 있는 성질의 특징이다. 辛味
는 膽汁素와 동족이다. 辛味는 그 熱性을 통하여 담즙소의 
열성을 증강시키고, 苛性･乾性･輕性･淡性은 담즙소의 苛性･
乾性･輕性･淡性을 증강시킨다. 

甘･濕･重･冷･粘은 점액소의 특성이다. 감미와 점액소는 
동족이다. 甘味는 甘性을 통하여 점액소의 甘性을 증강시키
고 濕性･重性･冷性･粘性을 통하여 점액소의 濕性･重性･冷
性･粘性을 증강시킨다. 辛味와 粘液素는 異族이다. 辛味는 
粘液素와 상반되는 성질 즉 辛性을 통하여 점액소의 甘性
을 압도하고, 通過 乾性･輕性･熱性･淡性을 통하여 濕性･重
性･冷性･粘性을 압도한다. 이상 언급한 것은 그 일례에 불
과하다. 

다음으로 味의 特相에 대해 설명한다. 甘味는 만족을 주
고, 기쁘게 하고, 포만케 하고, 활기를 부여하고, 입속에 점
착시키는 감이 생기게 하고, 점액소를 증가시킨다. 酸味는 
이를 자라게 하고, 타액을 분비하고 식욕을 돋게 한다. 鹹
味는 점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유연성을 준다. 辛味는 혀끝을 
자극하고 전율･두통･콧물을 일으킨다. 고미는 인후가 마르
는 감이 생기게 하고, 구강속의 끈끈한 기운을 없애고, 식욕
을 증진시키고, 몸이 떨리는 듯한 쾌락을 느끼게 한다. 澀
味는 입속을 마르게 하고, 혀를 굳게 하고, 인후를 막히게 
하고, 심장에 경련과 압박감이 생기게 한다. 

이로써 味의 性德을 설명하였다. 甘味는 乳糜･血･肉･脂
肪･骨･骨髓･活力素･精液･乳液을 늘게 하고, 시력을 증강시
키고, 모발의 발육을 좋게 하고, 안색과 피부의 색을 좋게 
하고, 체력을 증강시키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혈액과 ‘rasa
(乳糜)’를 정화하고, 늙은이와 어린이･부상자･허약자에 적
합하고, 벌과 개미 등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고, 갈증･실신･
작열감을 없애고, 六根을 깨끗하게 하고, 내장 기생충의 발
생을 촉진시킨다. 甘味에 이와 같은 性德이 있지만 과도하게 
甘味를 좋아할 때에는 기침･호흡곤란･‘극심한 alasaka(腸鳴)’･
구토･口甘･날카로운 소리･내장기생충･갑상선종 등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瘤腫･象皮病･방광 및 항문의 장애･眼炎 등을 생
기게 한다. 

酸味는 용해성이 있고, 소화를 돕고, 체풍소의 부조를 진
정시키고, 순조롭게 通利시키고, 내장에 溫感을 체표 면에 
冷感과 촉촉함을 부여하고, 대체로 쾌감을 낳게 한다. 酸味
에 이러한 性德이 있지만 酸味를 너무 좋아하면 이빨이 뜨
고, 눈이 감기고, 피부에 좁쌀 같은 것이 솟고, 점액소를 해
소시키고, 몸이 이완된다. 마찬가지로 酸味에 열성이 있기 
때문에 부상･화상･咬傷･골절･종창･捻挫･變位를 일으키고, 독
충의 오줌에 습격당하거나 혹은 독충이 지나간 부위, 혹은 
절단･절개･천자･탈구 등의 부위가 화농한다. 인후･胸･심장
부위가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 

鹹味는 정화제이고, 소화를 돕고, 용해성과 濕潤性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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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신을 너그럽게 하고, 또한 熱性이 있으며, 기타 모든 
味와는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腸管 등을 깨끗이 씻고, 몸
은 유연하게 한다. 鹹味는 이러한 性德을 가지고 있지만 과
도하게 탐닉하면 지체의 가려움･쉽게 사라지는 蕁麻疹･종
양이 생기고, 피부의 색깔이 악화되고, 음위, 감관의 장애 
등과 구강과 눈에 염증, 대출혈, 악성통풍, 風濕 및 신물을 
토하는 등이 생긴다. 

辛味는 건위제이고 소화를 돕고 식욕을 촉진시키고, 淨化
劑이고, 비만･권태･점액소의 부조･내장기생충･독･癩病性 피
부병･瘙癢을 진정시킨다. 관절 인대의 강직을 풀어주고, 상
처의 딱지를 앉게 하는 제제가 되고, 유즙･정액･지방에 대
해 유해하다. 辛味가 이와 같은 性德이 있지만 남용하게 되
면 현훈･정신착란을 발생시키고 咽喉･口蓋･口脣을 마르게 
하고, 지체에 열을 발생시키고, 힘을 잃게 하고, 震顫･동통･
자통을 일으키고, 手･足･脅･背에 체풍소성 심한 통증을 유
발한다. 

苦味는 악화된 病素를 치료하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健
胃劑･淨化劑가 되고, 瘙癢･쉽게 사라지는 蕁麻疹･갈증･실신･
열병을 치료하고, 모유를 정화하고, 대소변･汗･脂･膏･膿汁의 
양을 감소시킨다. 苦味에 이와 같은 性德이 있지만 남용할 
때에는 지체와 項部의 무감각･경련･안면마비, 극심한 두통･
현훈이 생기고 끊어질 듯한 아픔과 입에 악취가 풍긴다. 

澀味는 수렴성이 있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지혈약･정화
(소독)제･용해제가 되고, 吸收性･壓出性･상처의 건조성이 있
다. 澀味는 이와 같은 性德을 가지고 있지만 남용하면 심장
에 동통이 생기고, 갈증이 나고, 腸鼓･언어불수･項筋 마비･肢
體震顫･상처부위의 瘙癢･경련을 일으킨다. 

(이하 각 味에 포함된 구체적인 약은 생략함) 

6가지 ‘味’가 조합된 것은 모두 63개로 즉 두 가지 조합
이 15개, 3가지 조합이 20개, 4가지 조합이 15개, 5가지 
조합이 6개, 1종인 것이 6개, 6가지 조합이 1개이다. 구체
적인 용법은 따로 기술한다. 

이에 偈頌하길 : 

“강한 사람은 6味 가운데 어떠한 味를 이용하더라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흡사 激化病素가 강한 사람에게
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같다.”16) 

4. 액체의 용법

Suśruta-saṃhitā 제1장, 제45장은 ｢virecanadravya- 
vikalpa-vijñānīya-adhyāya(액체의 용법)｣이라 명명하였다. 
각종 水･乳･酪･酪漿･酥･油･蜜, 甘蔗汁･酒･尿 등 10가지 액
체의 성질과 효능을 강술하였다. 

1) ‘jalavarga (水의 종류)’ 

‘āntarīkṣa-pānīya(天水)’의 味는 말할 수 없다. 甘露와 
같고, 살아 있는 것에 활력과 만족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
키고, 회복시키고, 피로를 치료하고, 쇠약･갈증･정신착란･실
신･권태･잠･작열감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하다. 

天水는 땅으로 내려와 그 위치에 따라 6味 가운데 하나
의 미를 얻는다. 즉 河･湖･池･瀦水･深井･井･水源･泉･透過水･
灌溉地･小池 등 머무는 땅의 상태에 따라 받는 味도 달라
진다. 

어떤 사람은 赤･褐･黃白･黃･青･白色의 흙이 있는 곳에서 
각기 甘･酸･鹹･辛･苦･澀味의 물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설은 정확하지 못하다. 地･水･火･風･空 5원소가 서로 출
입하여 각 원소의 증감에 의해 물의 맛이 생긴다. 地性이 
가장 강한 곳의 물은 酸･鹹味가 되고, 水性이 풍부한 곳의 
물은 甘味가 되고, 火性이 많은 땅의 물은 辛･苦味가 있다. 
風性이 강한 곳에는 澁味가 있고, 空性이 우세한 곳은 그 
미를 구분할 수 없다. 

대개 ‘空’은 분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天水가 없을 
경우에 空性이 풍부한 땅의 물은 맛이 분화되지 않아 음료
로써 가장 좋다. 

天水는 雨水･霰水17)･露水･雪水인 4가지가 있다. 그 중에 
雨水는 消化의 輕性을 띠기 때문에 최상이다. 雨水 또한 갠
지스 강에서 유래한 것과 바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뉜다. 
갠지스에서 유래한 빗물은 대체로 ‘aśvin(雨季 9~10월)’에 
내린다. 갠지스 강에서 유래한 물과 바다에서 유래한 물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식별할 수 있다. sali米로 밥을 지어 악
취가 없고 시지도 않은 것을 은 항아리에 넣어두고 비가 
올 때 바깥에서 비를 맞혀보아 ‘muhūrta(48분)’가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이 빗물이 갠지스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밥에 빗물이 스며들어 색깔이 변하면 바다에서 

16) 上揭書 : ｢第42章｣. 166. 
17) ‘軟雹’라 하기도 한다. 백색 불투명한 구형 혹은 원추형의 고체성 강수. 직경이 2~5 mm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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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다에서 유래한 빗물은 이용해
서는 안 된다. 바다에서 유래한 빗물일지라도 雨季에 내린 
것이라면 갠지스에서 유래한 빗물고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 
갠지스에서 유래한 빗물이 가장 좋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모은다. 우계에 깨끗한 흰 베를 펼쳐서 베에 떨어진 물 
혹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을 깨끗한 항아리에 모아서 다
시 이를 金･銀製 혹은 陶器에 저장한다. 이 물은 어떤 때에
라도 사용할 수 있고, 天水를 얻지 못할 때에는 地水를 사
용할 수 있다. 地水는 空性이 풍부하다. 

地水에는 深井水･河水･湖水･池水･源水･泉水･井水 7가지
가 있다. 雨季에는 天水와 泉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현저한 性德을 가지고 있다. 秋季에는 어떠한 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모든 물이 깨끗하게 변한다. 冬季에는 
湖水나 池水, 春季에는 深井水 혹은 源水, 夏季는 春季와 
같고, 前雨季는 井水 또는 기타 모든 물과 오래되었을지라
도 빗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있다. 

“蟲･尿･屎･卵･屍 등이 썩어서 오염된 물, 풀잎이 쌓
여 혼탁해진 물, 진흙물 혹은 독이 들어있는 물, 혹은 
雨季에 새로운 물을 마신 사람이 갑자기 안팎으로 병
이 든 경우이다.”18)

‘śāivāla(Vallisneria spiralis, L. 苦草)’･泥･‘haṭha(Pistia 
Stratiotes, L. 大薸)’･연잎 등에 덥혀 있고, 햇빛･달빛･바람 
등에 쏘이지 않고, 香･色･味를 띠는 것은 수질이 나쁘다. 
이러한 물은 觸･色･味･香･力用･消化 등 여섯 가지의 결점
이 있다. 그 중에 粗･粘･熱 및 치아를 상하게 하는 느낌이 
있으면 촉각 상 결점이 있다. 泥･沙, 여러 가지 색깔이 있
는 것은 시각 상으로 결점이 있다. 감지할 수 있는 맛이 있
으면 미각에 결점이 있다. 악취가 있으면 嗅覺 상 결점이 
있다. 마셔서 설사･둔중감･疝痛･객담이 나타나면 ‘vīrya(효
능)’ 상 결점이 있다. 마신 후에 소화에 오래 걸리거나 소화
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면 소화 방면에 결점이 있다. 

天水는 이러한 결점이 없다. 물이 오염되었으면 끓이고, 
태양의 열에 가온하고, 벌겋게 달군 鐵塊･砂･土塊를 넣어 
정화시키고, 蓮의 꽃술･‘campaka(Michelina Champaca, L. 
黃蘭)’･‘pāṭalā(Stereospermum suaveolens, DC. 青睡蓮)’의 
꽃 등으로 방향을 가한다. 

“금･은･동･황동･보석으로 만들었거나 토제 그릇에 화
환으로 장식하고 방향이 있은 물을 담은 것을 마신다. 
오염되었거나 부적당한 계절에 모은 물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물은 病素의 부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에 
불리한 것을 절 로 마셔서는 안 된다. 오염된 물이나 
정화되지 않은 물을 마신 사람은 갑자기 水腫･황달･나
병성 피부병･소화불량･천식･해수･비염･疝痛･腹部腺腫･
복수 및 기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발생한다.”19) 

불순한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에는 ‘hataka(Strychnos 
potatorum, L. 馬錢子屬)’･‘gomedaka(黃玉의 종류)’･‘śaivāla 
(Vallisneria spiralis, L)’･蓮根･布･진주･摩尼(寶石) 7가지가 
있다. 물병 받침 기물에는 ‘phalaka(木製盤)’･‘tryaṣṭaka(三腳
八角臺)’･‘muñjavjlaya(Saccarum Munja, Roxb. 葉으로 만든 圓
盤)’･‘udakamañcika(木製臺)’･‘śikya(吊棚)’ 5가지가 있다. 물을 
냉각시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법이 있다. ‘pravātasthāpana 
(吹曝)’･‘udaraprakṣepaṇa(灌水)’･‘yastikābhramaṇa(攪拌)’･
‘vyajana(扇風)’･‘vastra-uddharaṇa(透布)’･‘vālukāprakṣepaṇa 
(모래에 묻는 것)’･‘śikya-avalambana(懸吊)’이다. 

“냄새가 없고 느끼지 못하는 맛, 갈증을 멈추게 하
고, 순정하면서 차고, 투명하면서 소화가 잘되고 또한 
쾌감을 주는 물이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20) 

서쪽으로 흐르는 냇물은 건강에 좋고, 그 물은 소화에 적
합하다. 반대로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은 권장할 수 없는데 
이는 소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쪽으로 흐르는 물
은 특별히 소화에 적합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중성
이다. Sahyā산에서 발원하는 강은 나병성 피부병이 생기고, 
Vindhya산에서 발원하는 강은 나병성 피부병과 황달이 생
기고, Malaya산에서 발원하는 것은 내장기생충이 생기고, 
Mahendra산에서 발원하는 것은 象皮病･복수가 생기고, Himālaya
에서 발원하는 것은 심장병･水腫･두통･象皮病･甲狀腺腫이 
생기고, 동부 Avanti 여러 州와 서부 여러 주의 강물은 치질
을 생기게 하고, Pāriyātra산에서 발원하는 것은 건강에 적
합하고, 힘을 주고. 무병하게 한다.

“순정하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은 소화에 적합하다. 

18) 上揭書 : ｢第45章｣. 179. 
19) 上揭書 : ｢第45章｣. 179-180. 
20) 上揭書 : ｢第45章｣.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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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āivāla(Vallisneria spiralis, L. 苦草)’에 덥히고 
오염되고 천천히 흐르는 강물은 不消化性이 있다. 사막
지 의 강물은 苦味와 鹹味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물에 
약간의 澀味와 甘味가 있으면 消化性이 있고 신체를 강
장시키는데 적합하다.”21) 

모든 地水는 새벽에 길어야 한다. 이른 아침의 물은 청정하
고 차갑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이 성질이 가장 좋다.

“낮에는 햇빛에 영향을 받고 밤에는 달빛을 쬐어 수
렴성과 瀉下性이 없는 물이 천수와 같다. 좋은 용기에 
모은 天水는 3病素의 부조를 치료하고, 힘을 늘리고, 장
수를 누리게 하고, 기억력을 증강시키고 뇌를 건강하게 
하여 물의 효력은 용기가 어떠한지와 관련된다. 月長石
의 영향을 받은 물은 순정하고 담즙소의 부조를 치료
하며 洛叉를 물리치고, 清涼劑･興奮劑이고, 열병･작열
감과 독을 사라지게 한다.”22)

冷水는 실신･膽汁素性 및 일사병의 타는 듯한 감･중독･
혈액부조･알코올중독･현훈･이완･천식･구토･상부에서 일어나
는 대출혈에 적합하다. 脅腹의 극심한 동통･비염･體風素性
질병･喉頭腫･腹脹･不消化･下劑를 사용한 직후･급성열병･딸
꾹질･油脂를 음용하였을 때에는 냉수를 피해야 한다. 

河水는 체풍소성･수렴성 건위제이고, 消化에 輕性을 나타
내고 비만을 없앤다. 반대로 이러한 물에 瀉下시키는 성능
이 있고, 감미가 있으면 消化의 重性으로 粘液素의 부조를 
일으킨다. 

湖水는 갈증을 멈추고 체력을 증강시키고 澀味와 甘味가 
있고 消化는 輕性이다.

池水는 체풍소성이고 甘味와 澀味가 있고, 소화에 의해 
신미가 생긴다. 

瀦水는 체풍소와 점액소의 부조를 치료하고 苛性･辛味가 
있으며 담즙소성을 나타낸다. 

深井水는 苛性이고 담즙소성이 있으며 점액소의 부조를 
제거하며 건위제로 소화의 輕性에 속한다. 

井水는 소화력을 촉진시키고 수렴성이 있으며 감미이지
만 점액소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源水는 점액소 부조를 치료하고 소화를 돕고 쾌감을 주
며 소화의 輕性에 속한다.

泉水는 감미가 있고 담즙소의 부조를 진정시키고 溜飮이 
생기지 않게 한다. 

透過水는 辛味･苛性이 있고 점액소의 부조를 치료하며 
소화는 輕性이고 건위한다. 

灌溉地의 물은 감미가 있지만 소화는 重性이고 病素의 
부조를 초래한다. 

小池水도 이와 같고 특히 病素의 부조를 일으키기 쉽다. 
海水는 냄새가 나고 鹹味이며 모든 病素의 부조를 일으

킨다. 
沼澤地의 물은 여러 가지 病素의 부조를 일으키고 瀉下

性이 있어 유해하다. 
乾地의 水는 각 病素의 부조를 일으키지 않고 무해하며, 

소화 후에는 산성을 띠고 갈증을 멈추게 하고 기쁨을 느끼
게 한다. 

中性地의 물은 건위시키고 소화를 돕고 맛이 좋으면서 
시원하며 消化는 輕性이다. 

끓인 물은 통상 건강에 적합하고 粘液素･脂肪質･체풍소
의 부조와 변비를 다스리고, 소화를 돕고, 이뇨제이고, 천식･
해수･열병을 없앤다. 1/4을 끓여서 증발시킨 뜨거운 물은 
動亂하지 않고, 氣泡가 없고, 순정하고, 소화에 輕性이 되는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賢醫는 하룻밤이 지난 끓
인 물을 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물은 酸性
을 띠고 점액소의 부조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갈증이 있
는 환자에게는 유해하다. 음주로 생기는 각종 질병, 담즙소 
부조로 생기는 각종 질병 및 3病素의 부조로 일으키는 질
병에는 끓인 후 냉각시킨 물을 권한다. 

야자열매 속에 있는 과즙은 소화가 重性이고, 지방성이며 
맛이 좋고 쾌감을 느끼게 하고, 건위･이뇨에 효과가 있고, 
또한 강정제로 膽汁素 부조와 갈증을 치료한다. 타는 듯한 
감･열병･이질･대출혈･인사불성･酒醉 혹은 중독으로 일으키
는 고통 및 갈증･구토･현훈에 대해 각종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식욕부진･비염･오심･부종･肺勞･소화불량･복수･나병성 
피부병･열병･눈병 등의 경우와 瘍･당뇨병에 대해서는 소량
의 물을 사용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은 ‘jalavarga(물의종류)’이다. 

2) ‘kṣīravarga (乳의 종류)’ 

“소･산양･낙타･양･물소･말･사람 및 코끼리에서 얻은 

21) 上揭書 : ｢第45章｣. 180-181. 
22) 上揭書 : ｢第45章｣.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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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즙은 여러 초약의 정수로 구성된 기쁜 마음과 생기
를 (음용하는 사람에게) 주고, 소화의 重性, 甘味･粘･
冷･濕･滑･완하･軟한 여러 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젖
은 세상에 살아있는 것에 해 말하자면 건강에 유익
하다고 할 수 있다.”23) 

모든 젖은 살아있는 것의 종족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체풍소･담즙소와 혈액에서 유래한 각종 질병과 정
신성 질병에 대해 하등의 장애가 없다. 만성열병･해수･천
식･贏瘦･폐병･腹部腺腫･정신착란･복수･인사불성･현훈･醉狂･
焦熱感･渴･심장병･방광병･황달･만성下痢･치질･疝痛･吐糞病･
赤痢･下痢･부인과병･유산･대출혈･피로･쇠약을 치료하고, 禍
害를 물리치고, 몸을 강화하고, 強精･催淫･長命･健腦시키는 
약이 되고, 유착작용이 있고, 滋養灌腸劑로 젊음을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원기를 고무하고 살찌게 하고 吐瀉藥이 된
다. ‘ojas(活力素)’와 같은 性德이 있기 때문에 활력소를 증
가시키고 老･幼･다친 사람･약자･굶주린 사람･방사과도･운
동과도한 사람, 수척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

“牛乳는 장의 점액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적고, 지
방질이 풍부하고, 消化는 重性이고 장수시키는 약이다. 
또한 출혈을 치료하고, 性이 冷하고 감미가 있으며 
소화 후에도 감미를 가지고 있다. jl̅vanl̅ya라 칭해지
는 우유는 담즙소와 체풍소의 부조를 치료하는 젖에서 
최상이라 칭해진다.24) 

山羊乳는 우유와 같은 性德이 있다. 특히 肺癆환자
에게 좋다. 또한 소화를 돕고 消化는 輕性이며 수렴성
이 있고 천식･해수･ 출혈을 치료한다. 산양은 몸집이 
작고 辛･苦味를 먹으며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젖은 만병을 치료한다.25) 

駱駝乳는 지방질이 매우 적고 熱性으로 약간 鹹味를 
띠고 있고, 맛이 있으면 消化는 輕性이다. 종양･腹部腺
腫･치질을 치료하고 내장기생충･나병성 피부병과 독을 

없앤다.26) 
羊乳는 甘味이고 지방이 풍부하며 消化는 重性이고 

담즙소와 점액소의 부조를 초래한다. 체풍소의 부조 및 
이것에 따르는 기침에 유효하다.27) 

水牛乳는 점액의 분비성이 풍부하고 味甘하며 체풍
소의 부조를 없앤다. 또한 최면제와 청량제로 우유에 
비해 지방이 많고 소화는 重性이다.28) 

馬乳는 熱性이 있고 強壯劑로 수족에 있는 체풍소의 
부조를 치료한다. 또한 그 미는 甘･酸하고 지방질이 적
으며 뒷맛은 鹹하고 소화는 輕性이다.29) 

人乳는 味甘하고 뒷맛이 澀하면서 冷하고 또한 催嚔
用과 點眼用으로 쓰고, 그리고 흥분제이고 소화는 輕性
으로 건위약이다.30) 

象乳는 감미로 強精劑이며 뒷맛이 澀하고 소화는 重
性이다. 또한 지방이 풍부하고 강장제가 되고 性이 冷
하며 시력을 강하게 하고 힘을 늘린다.31) 

새벽에 분비되는 젖은 消化가 重性으로 위에 정체하
고 냉각한 성질을 나타낸다. 이는 야간에 달의 성질이 
되고 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반 로 낮에는 태양이 작
열하고 운동을 하고 바람을 쏘이기 때문에 저녁에 짜
는 젖에는 체풍소를 조정하고, 피로를 풀고, 시력을 강
하게 한다. 생 젖은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는 重性이고, 
데운 젖은 생 젖보다 소화가 輕性이고 분비를 촉진시
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젖은 예외에 속하여 생것이 
건강에 좋다. 갓 짜낸 신선하고 따뜻한 젖은 그 성질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것은 해가 된다. 과도하게 달인 젖은 
소화가 重性으로 비만을 일으킨다. 악취가 나고, 신맛이 
나고, 색깔이 변하고, 맛이 없고, 짠맛이 있는 젖 즉 
응고된 모양을 나타내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32)

이상은 젖의 종류에 관한 기재이다. 

23) 上揭書 : ｢第45章｣. 182. 
24) 上揭書 : ｢第45章｣. 183. 
25) 上揭書 : ｢第45章｣. 183. 
26) 上揭書 : ｢第45章｣. 183. 
27) 上揭書 : ｢第45章｣. 183. 
28) 上揭書 : ｢第45章｣. 183. 
29) 上揭書 : ｢第45章｣. 183. 
30) 上揭書 : ｢第45章｣. 183. 
31) 上揭書 : ｢第45章｣. 183. 
32) 上揭書 : ｢第45章｣.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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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dhivarga (酪의 종류)’ 

酪에는 甘･酸･過酸 3가지가 있다. 酪의 뒷맛은 澁하고 
지방질로 熱性이 있으며 비염･間歇熱･이질･식욕부진･배뇨
곤란 및 贏瘦를 없애고, 성욕을 자극하고, 원기를 북돋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甘酪은 분비를 매우 촉진시키고 점액소와 지방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다. 酸酪은 점액소와 담즙소의 부
조를 일으키고, 過酸酪은 혈액을 악화시킨다.33) 

완전히 응고되지 않은 酪은 溜飮을 일으키고, 소
변을 과다하게 배설시키고, 3病素의 부조를 일으킨다. 
牛酪은 지방이 풍부하고 소화 후에 감미를 띠고 소화
를 돕고 힘을 증진시킨다. 또한 체풍소의 부조를 치료
하고 정화작용이 있으며 식욕을 돋운다. 山羊酪은 점액
소와 담즙소의 부조를 치료하고 소화는 輕性이고 체풍
소의 부조와 肺癆를 치료한다. 또한 치루･천식･기침에 
좋고 소화력을 자극하여 증진시킨다. 水牛酪는 소화된 
뒤에 감미가 있고 성욕을 자극하며 체풍소와 담즙소의 
부조를 진정시킨다. 또한 점액소를 증가시키고 특히 지
방질이 풍부하다. 駱駝酪은 소화 후에 신미가 있고, 苛
性으로 消化는 重性이고 瀉下시키는 성질이 있다. 또한 
체풍소의 부조･치질･나병성 피부병･내장기생충･복수를 
치료한다. 羊酪은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조와 치질을 격
화시킨다. 소화 후에는 감미가 있고 분비과다 및 病素
의 증식을 가져온다. 馬酪은 소화를 돕고 눈에 좋지 않
으며 病素를 증식시킨다. 또한 지방질이 모자라고, 열
성이 있고, 澁味가 있으며 점액과 뇨의 분비를 감소시
킨다. 人酪은 지방질이 풍부하고 소화 후에 감미를 띠
고 힘을 불어넣고 흥분제이며 소화는 重性이다. 또한 
눈에 매우 좋고, 病素의 부조를 없애며 그 성질이 가장 
좋다. 象酪은 소화가 輕性이고 소화된 후에는 점액소의 
부조를 치료하며, 그 ‘vl̅rya(효능)’은 열성이 있고, 다른 
것의 소화를 방해한다. 또한 뒷맛이 澁하고 배변량을 
증가시킨다. 이로써 牛酪 등에 한 논술을 마친다.”34)

“이러한 모든 酪 가운데 牛酪이 품질이 가장 좋다. 
체풍소의 부조를 치료하고, 점액소를 생기게 하고, 지
방이 풍부하고, 몸을 살찌게 하지만 담즙소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충분히 여과된 酪은 식욕을 촉진시킨다. 
또한 젖을 달여서 만든 酪이 良性이라 할 수 있다. 체
풍소와 담즙소의 부조를 치료하고 식욕을 일으키게 하
고 몸의 조직･소화력･체력을 증진시킨다. 酪精은 소화
가 重性이고 성욕을 자극하고 체풍소의 부조를 진정시
킨다. 그러나 소화력을 해치고 점액소와 정액을 증가시
킨다. 無脂酪은 지방질이 결핍되어 변비와 소변을 막히게 
하고 체풍소를 증가시킨다. 또한 소화를 돕고 酪精에 
비해 소화는 輕性이고 澁味가 있고 식욕을 자극한다. 
秋･夏･春에 酪을 쓰서는 안 되고, 冬季･冷季･雨季에 酪
을 상용한다. ‘mastu(乳清)’은 갈증과 쇠약을 치료하고 
소화는 輕性이며 消化管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다. 乳
清에는 酸･澀･甘味가 있고, 制淫劑이고 점액소와 체풍
소의 부조를 없앤다. 또한 기쁨과 만족을 주고 배설물
을 신속하게 내려 보낸다. 또한 힘을 보태고 식욕을 증
진시킨다.”35) 

甘酪･酸酪･過酸酪･凝固不全酪･煮乳酪･酪精･無脂酪 등 모
두 7가지가 있다. 이러한 酪의 종류에 속하는 乳淸의 성질
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酪의 종류에 관한 기술에 여
기에서 끝을 맺는다. 

4) ‘takravarga (酪漿의 종류)’ 

酪漿에는 甘･酸味가 있고 뒷맛이 澀하고 熱性의 ‘vīrya(효
능)’이 있으며 소화는 輕性으로 지질이 모자라고, 소화를 돕
고, 毒･종양･赤痢･慢性下利･황달･치질･비장병･腹部腺腫･식욕
부진･간헐열･갈증･구토･오심･疝痛･지방과다･점액소 및 체풍
소 부조를 치료한다. 소화의 결과 감미가 생기고 쾌락을 주고, 
이뇨곤란, 지방의 과식에 기인한 병을 진정시키고, 制淫制
가 된다. 

“攪拌 등의 방법으로 乳脂를 분리시키고 물을 반쯤 
섞어서 너무 끈적이지 않는 것을 酪漿이라 하며, 甘･
酸･澀味가 있다. 교반을 통하여 乳脂를 전부 제거한 후에 
물을 섞는 것을 ‘ghola(純酪漿)’이라 한다. 瘍으로 고생
하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실신･현훈･焦熱感･ 출혈
성병과 여름에는 결코 酪漿을 사용할 수 없다. 寒季･소

33) 上揭書 : ｢第45章｣. 184. 
34) 上揭書 : ｢第45章｣. 184. 
35) 上揭書 : ｢第45章｣. 184-185. 



Āyurveda(아유르베다)의 약물 지식에 관한 연구

- Suśruta-saṃhitā･Sūtrasthāna (수슈르따-상히따･수뜨라스타나)를 중심으로 -

- 146 -

화력이 약하고, 점액소성 질병, 소화관의 장애, 체풍소 
부조의 경우에 酪漿을 권장한다.”36) 

甘性 酪漿은 체풍소를 격화시키고 담즙소의 부조를 진정
시킨다. 酸性 酪漿은 체풍소의 부조를 없애고 담즙소를 늘
여준다.

“체풍소가 부조하면 소금을 酸性 酪漿에 넣고, 담즙
소가 부조하면 砂糖을 甘性 酪漿에 섞고, 점액소가 부
조하면 三辛과 알칼리를 같은 양으로 섞어 마신다. 
‘takrakūrcikā(酪漿乳, 酪漿과 함께 달인 유즙)’는 수
렴성이 있고 체풍소를 증식시키며, 지질이 적고 소화가 
어렵다. 酪漿乳에 酪漿을 넣어 만든 ‘maṇḍa(乳脂)’는 
酪漿에 비해 소화가 輕性이다. ‘kilāṭa(乾酪, 酪漿乳를 
다려서 응결시킨 것)’은 소화가 重性이고 체풍소의 부조
를 없애며 강정･최면 효과가 있다. 암소의 ‘pl̅yūṣa(初乳, 
송아지를 출산하고 1주일 내에 나오는 젖)’와 ‘moraṭa(1
주일 후에 나오는 젖)’는 감미가 있고 강장제와 강정제
이다.”37)

신선한 ‘navanīta(乳脂)’는 소화가 용이하고 부드러우며 
甘･澁味와 약간의 酸味가 있으며 냉각성이 있고, 健腦･건위
제가 된다. 쾌감을 주고 수렴성이 있으며 담즙소와 체풍소
의 부조를 치료하고, 溜飮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肺癆･해
수･천식･瘍･치질･안면마비를 치료한다. 소화는 重性이고 점
액소와 지방질을 증가시키고 체력을 증진하고 살찌게 하고 
贏瘦를 다스리며 특히 소아에게 좋다. 신선한 乳脂는 또한 
지방질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감미가 있고 냉각성이 
매우 풍부하며 신체를 부드럽게 하고 시력을 좋게 하며 수
렴제가 되며, 대출혈과 눈병을 치료하고 위로와 기쁨을 준
다. ‘santānikā(乳精)’은 체풍소의 부조를 없애고 포만감을 
주고 체력을 북돋고 강정제이고 기름지게 하고, 식욕을 증
진시키고 미가 甘하여 소화 후도 감미를 띠고, 대출혈을 멎
게 하고 소화는 重性이다.

“여러 乳汁 가운데 가장 좋은 우유에서 얻는 酪 등
의 변형 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유 이외의 

유즙에서 얻는 변형 물은 각종 유즙이 갖고 있는 특성
에 의거하여 추측할 수 있다.”38) 

5) ‘ghṛta (酥)’ 

酥는 月의 성질이고 冷性의 ‘vīrya(효능)’이 있으며 또한 
그 질이 평온하고 감미로 분비작용이 적으며 濕潤性을 부
여하고, 吐糞病･정신착란･전간･疝痛･열병･변비･체풍소와 담
즙소의 부조를 진정시키며 소화력을 증진시킨다. 기억･智見･
통찰･얼굴의 아름다움･성량･애교･섬세함･활력의 근원･건강
미와 체력을 증진시키고 장수케 하고, 강정･健腦하며, 청춘
을 유지하고 소화는 重性이며 시력을 좋게 하고 점액소를 
증가시키고 禍를 없애고 毒을 죽이고 惡鬼를 물리친다.

“우유로 만든 酥는 그 질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고 
소화가 되고 나면 감미를 띠고 冷性이며, 체풍소와 담
즙소의 부조를 치료하고 해독제이며, 시력을 매우 좋게 
하고 또한 강장제이기도 하다. 山羊의 酥는 소화를 돕
고 눈에 좋으며, 체력을 증진시킨다. 해수･천식･肺癆에 
유효하다. 水牛의 酥는 감미이고 출혈을 치료하고 소
화는 重性이기 때문에 점액소를 증식시킨다. 또한 체풍
소와 담즙소의 부조를 없애고 냉각성이다. 駱駝의 酥는 
소화에 의해 辛味를 나타내고 腫瘍･내장기생충과 독을 
없애고 또한 소화를 돕고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조를 없
애고, 나병성 피부병･腹部腺腫 및 복수를 치료한다. 羊酥
는 소화가 輕性이고 담즙소의 격화를 일으키지 않게 
한다.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조･부녀병･肺癆･震顫에 유
효하다. 馬酥는 소화가 輕性이고 열성의 ‘vl̅rya(효능)’이 
있고, 澁味를 띠고 점액소의 부조를 치료한다. 또한 소
화를 돕고 또한 배뇨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人乳로 만든 酥는 시력에 크게 유익하고 지고 무상한 
甘露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체와 소화력을 증 시키고, 소
화는 輕性이고 해독시키는 공효가 있다. 象酥는 澁味가 
있고 소변의 배설장애를 일으키고 또한 苦味가 있어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소화는 輕性이고 점액소의 부조･
나병성 피부병･독･내장기생충 등을 없앤다.”39)

36) 上揭書 : ｢第45章｣. 185. 
37) 上揭書 : ｢第45章｣. 186. 
38) 上揭書 : ｢第45章｣. 186. 
39) 上揭書 : ｢第45章｣.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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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으로 만든 酥는 수렴성이 있으며 대출혈･현훈･실신을 
치료하고 눈병에 유효하다. ‘sarpimaṇḍa(酥皮)’는 미가 甘하
고 催瀉性이 있고 여성생식기･耳･眼 및 두부의 심한 통증
을 치료하고, 방광에 주사하고, 催嚔･點眼에 사용한다.

오래된 酥는 瀉下性이 있고, 소화된 후에 신미를 띠고 3
병소의 부조를 없애고, 실신･지방과다･정신착란･복수･열병･
독･종양･전간, 여성생식기･耳･目･두부의 심한 통증을 치료하
고 소화를 돕고, 방광에 주사하거나, 催嚔･點眼에 권장된다. 

이에 偈頌하길 :

“상술한 酥는 內障眼･천식･비염･열병･기침을 치료하고 
실신･나병성 피부병･정신착란･‘graha(魔物)’로 인한 전간
을 치료한다. 11년 내지 100년이 지난 酥는 ‘kumbhasarpis 
(壺酥)’라 하여 洛叉를 물리친다. 이보다 오래된 것을 
‘mahāghṛta(大酥)’라 한다. 大酥는 체풍소가 과다한 사
람이 마시면 점액소 부조를 치료하고 체력을 북돋고 
정화제가 되고 뇌를 건강하게 하여 기억력을 증강시키
고, 內障眼에 특효가 있다. 이러한 大酥는 모든 악령을 
퇴치시키는데 권장할 수 있다.”40)

6) ‘tāila (油類)’

油는 火性으로 열을 생기게 하는 작용이 있고, 苛性이 있
고 미는 감하고 소화된 후에 감미를 나타내고 강장제이고 
만족과 기쁨을 주고, 조직에 퍼지고, 미세하면서 맑고, 소화
는 重性이고 緩下性과 溶解性이 있고, 성욕을 자극하고 피
부를 깨끗하게 하고, 뇌를 튼튼히 하여 기억력을 강하게 하
고, 용모가 부드럽고 근육이 단단하게 하고, 안색이 좋게 변
하고 체력이 증강하고 시력을 기르고 배뇨를 방해하고, 지
방과다를 교정하고, 뒷맛이 苦･澁하고, 소화를 돕고, 체풍소
와 점액소의 병적인 적취를 퇴치하고, 내장기생충을 구제하고 
성이 寒하기 때문에 담즙소의 부조를 일으키지 않고, 腔･
頭･耳의 심한 통정을 진정시키고, 자궁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切･裂･刺･挫傷･墜落･관절의 염좌･손상･壓潰･골절･
분쇄골절･알칼리로 인한 腐蝕傷･燒傷･脫臼･破傷･打撲傷･惡性
骨折 및 짐승에 물렸을 경우 ‘tilatāla(胡麻油)’로 灌注劑･塗擦
劑 혹은 藥湯浴劑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이 油는 灌腸･下劑･催嚔･耳眼點注･음식의 조리 및 
체풍소를 진정시키는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41) 

篦麻子油는 감미･열성･자극성이 있고 소화를 도우며, 뒷
맛이 辛澁하고 그 질은 미세하고 소화관의 정화제이고, 피
부를 건강하게 하고 성욕을 자극하고 소화되고 나서 감미를 
띠고, 젊음을 유지하고, 질과 정액을 정화하고, 신체를 건전
하게 하고, 지력를 증진시키고 容色을 아름답게 하고 기억･
체력를 증진시키고 체풍소와 점액소의 부조를 없애고 인체 
하부에 자리한 病素의 부조를 치료한다.

‘nimba(Melia Azadirachta, L. 楝屬)’･‘atasī(Linumusitatissimum, 
L. 亞麻)’･‘kusumbha(Carthamus tinctorius, L)’･‘mūlaka(Rhaphanus 
sativus, L. 大根)’･‘jīmūtaka(Andropogon caricosus, L.)’･
‘vṛkṣaka(Holarrhena acutangula, Wall. 夾竹桃科)’･‘kritavedhana 
(Luffa acutangula, Roxb)’･‘arka(Calotropis gigantea, Br. 羅
摩科)’･‘Kampillaka(Mallotus philippinensis, Muell)’･‘hastikarṇa 
(Butea superba, Roxb. 荳科)’･‘pṛthvīka(Nigella sativa, L)’･
‘pīlu(Salvadora persica, L)’･‘karañja(Pongamia glabra, Vent. 
五葉藤)’･‘iṅgudī(Balanites Roxburghii, Planch. 苦木科)’･‘śigru 
(Moringa pterygosperrna, Grtn. 山葵科)’･‘sarṣapa(Brasica alba, 
Boiss. &. B. nigra, Koch. 芥子)’･‘suvarcalā(Cleorne viscosa, 
L)’･‘viḍanga(Embelia Ribes, Burm)’･‘jyotiṣmati(Cardiospermum 
Halicacabum, L)’ 등의 종자에서 얻은 기름은 자극성이 있
고 소화는 輕性이고 온열을 생기게 하는 ‘vīrya(효능)’이 있
고, 미는 辛하고 소화된 후에 신미를 띠고, 瀉下性이 있고, 
체풍소와 점액소의 부조, 내장기생충･나병성 피부병･뇨붕
증･두통을 치료한다.

“그 중에 ‘kṣāuma-tāila(亞麻仁油)’는 체풍소의 부
조를 치료하고 감미가 있고, 체력을 증진시키고 소화에
서 신미를 생산하고 눈에는 효과가 없지만 기름지게 
하고 온열하게 하고 소화는 重性으로 담즙소를 증가시
킨다.42) 

‘sārṣapa-tāila(芥子油)’油는 구충제이고 瘙癢과 나
병성 피부병을 치료하고, 소화는 경성이다. 이는 점액
소 부조･지방과다･체풍소 부조를 제거하는 除脂劑로 맛
이 맵고 소화를 돕는다.43) 

‘iṅgudl̅-tāila油(Balanites Roxburghii, Planch. 

40) 上揭書 : ｢第45章｣. 187-188. 
41) 上揭書 : ｢第45章｣. 188. 
42) 上揭書 : ｢第45章｣.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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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木科)’는 구충 효과가 있고, 약간 고미가 있으며 소
화는 輕性이고, 나병성 피부병을 치료하고 시력･정액･
체력을 약화시킨다.44) 

‘kāusumbha-tāila(紅花油)’는 소화된 후에는 辛味
가 있고 모든 病素의 부조를 생기게 하고 또한 출혈을 
일으키고 자극성이 있고 눈에는 불리하며 溜飮이 생긴
다.”45)

‘kirātatiktaka(Swertia Chirata, Ham. 當藥屬)’･‘atimuktaka 
(Diospyros Embryopteris, Pers. 柿屬)’･‘vibhītaka(Terminalia 
belerica, Roxb. 川楝)’･‘nālikera(Cocos nucifera, L. 椰子)’･
‘kola(Zizyphus Jujuba, Lamk.)’･‘akṣoḍa(Juglans regia, L. 
胡桃)’･‘jīvantī(Trema orientalis, Bl.)’･‘piyāla(Buchanania 
lalifolia, Roxb. 山樣屬)’･‘karbudāra(Bauhinia acuminata, L)’･
‘sūryavallī(Gynandropsis pentaphylla, DC)’･‘trapusa(Cucumis 
sativus, L. 胡瓜)’･‘ervāruka(Cucumis Melo. L. 甛果)’･‘karkāru 
(冬瓜의 변종)’･‘kuṣmāṇḍa(Benincasa cerifera, Savi. 冬瓜)’ 
등에서 얻은 기름은 감미가 있고 ‘vīrya(효능)’과 소화에 있
어서 모두 甘性이고, 체풍소와 담즙소 부조를 치료하고 냉
각성의 ‘vīrya(효능)’이 있고 분비를 촉진하고 대소변의 배
설작용을 왕성하게 하고 소화력을 약하게 한다. 

‘madhūka(Bassia latifolia, Roxb. 赤鐵科)’･‘kāśmarya(Gmelina 
arborea, L. 馬鞭草科)’･‘palaśa(Butea frondosa, Roxb. 荳
科)’ 등의 기름은 甘･澁味가 있고, 점액소 및 담즙소의 부
조를 치료한다. 

‘tuvaraka(Cajanus inticus, Spr. 木豆屬)’ 등의 기름은 온
열의 ‘vīrya(효능)’을 생산하고 미는 甘澁하고 뒷맛은 고미
이고, 체풍소와 점액소의 부조를 제거하고 나병성 피부병･
지방과다･비뇨기병･내장기생충을 치료하고, 上下에 있는 病
素의 부조를 치료한다. 

‘sarala(Pinus long ifolia, Roxb)’･‘devadaru(Pinus Deodara, 
Roxb. 히말라야소나무)’･‘gaṇḍīra(Euphorbia antiquorum, L)’･
‘śimśapā(Dalbergia Sissoo, Roxb)’･‘aguru(Aquilaria Agallocha, 
Roxb)’ 등의 樹脂에서 얻은 기름은 苦･辛･澁味가 있고, 惡
性瘍의 정화제이고, 내장기생충･점액소 부조･나병성 피부병 
및 체풍소의 부조를 없앤다. 

‘tumbī(Lagenaria vulgaris, Ser. 葫蘆)’･‘kośāmra(Mangifera 

sylvestica, Roxb. 야생망고)’･‘dantī(Baliospermum axillare, Bl. 
巴豆屬)’･‘dravantī(앞 종의 변종)’･‘śyāmā(Ipomaea Turpathum, 
Br)’･‘saptalā(Andrographis paniculata, Nees. 爵狀科)’･‘nīlikā 
(Indigof'era caerulea, Roxb)’･‘kampillaka(Mallotus philippinensis, 
Muell)’･‘śaṅkhinī(Andrographis paniculata, Nees의 변종)’ 
등에서 얻은 기름은 苦･辛･澁味이고 상체의 病素가 부조한 
것을 치료하고 내장기생충･점액소부조･나병성 피부병･체풍
소부조･악성종양의 정화제이다. 

‘yavatika(Andrographis panieula, Nees. 穿心蓮)’의 기름
은 모든 病素의 부조를 치료하고 약간 苦味가 있고 소화를 
돕고, 除脂劑가 되고, 지력을 증진하고 보건에 적당하고 장
수케 한다. 

‘ekāiṣikā(Mentha arvensis, L. 薄苛)’油는 감미가 있고 
냉각성이 매우 풍부하여 담즙소의 부조를 제거하고 체풍소
를 격화시키고 점액소를 늘린다. 

‘sahākara(Mangifera indica, L 망고)’油는 약간 苦味이고 
방향성이 심하고, 체풍소와 점액소의 부조를 제거하고, 혀
의 감촉이 거칠고, 달고, 깔깔한 감이 있고 망고 즙처럼 담
즙소를 증진시키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이 과실(종자)의 기름은 종자와 같은 성
질･작용이 있어 이에 준하여 다른 기름의 성질･작용을 
알 수 있다.”46) 

이상에서 언급한 식물의 기름은 모두 기름의 특유한 성
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모두 체풍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胡麻油는 다른 모든 기름보다도 권장할만하다. 胡麻 
이외의 식물에 해서도 그 기름을 칭할 때 ‘tila(胡
麻)’에서 유래한 ‘tāila(油)’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중
요한 것은 호마유의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47) 

가축･습지동물･수생동물의 膏･脂･骨髓는 소화가 重性이
고, 溫熱을 발생시키고, 미는 甘하고, 체풍소의 부조를 없앤
다. 야수･單蹄동물･육식동물 등의 膏･脂･骨髓는 소화가 輕
性이고, 冷却性이며, 澁味가 있고, 대출혈을 치료한다. pratuda 

43) 上揭書 : ｢第45章｣. 189. 
44) 上揭書 : ｢第45章｣. 189. 
45) 上揭書 : ｢第45章｣. 189. 
46) 上揭書 : ｢第45章｣. 191. 
47) 上揭書 : ｢第45章｣.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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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啄禽類 매･앵무새･올빼미･까마귀･공작 등)･메추라기 등은 
점액소의 부조를 치료한다. 

7) ‘madhu varga(蜜類)’

蜜은 감미가 있고 뒷맛이 澁하고, 입을 마르게 하는 성질
이 있고, 냉각성이며, 소화력을 증진하고, 피부의 색을 개선
하고, 힘을 북돋우고, 소화가 쉽고,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비만을 교정하고, 쾌감을 주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정화제
이고, 瘢痕이 생기게 하는 작용이 있고, 

또한 강정제이고, 수렴성이 있고, 시력을 강하게 하고, 
모세관으로 스며들고, 담즙소와 점액소의 부조를 없애고, 
지방과다･비뇨기병･딸꾹질･천식･해수･이질･구토･갈증･내장
기생충･독을 제거하고, 기쁨을 주고, 3病素의 부조를 다스
린다.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점액소 부조를 없애고, 粘性･
감미이기 때움에 체풍소와 담즙소의 부조를 치료한다. 

“蜜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있다. ‘pāuttika 
(puttikā라는 작은 黑峰에서 채집한 것)’･‘bhrāmara 
(bhramara라는 큰 黑峰에서 채집한 것)’･‘kṣāudra 
(kṣudra라는 작은 갈색벌에서 채집한 것)’･‘mākṣka 
(mākṣka라는 보통 꿀벌에서 채집한 것)’･‘chātra(우산
모양의 벌집을 만드는 꿀벌에서 채집한 것)’･‘ārghya 
(ārghā라는 黃蜂에서 채집한 것)’･‘āuddālaka(uddālaka
라는 땅벌에서 채집한 것)’･‘dāla(蜜腺식물의 꽃에서 나
는 꿀)’이다.48) 

이러한 꿀 가운데 ‘pāuttika’꿀은 특히 입을 마르게 
하고 성질이 온열하고, 유독한 물질이 내포되어 있다. 
체풍소･혈액･담즙소를 증식하고 峻下劑이고 溜飮이 생
기고, 또한 마취작용이 있다. ‘bhrāmara’꿀은 점착성과 
감미가 있고, 소화는 重性이다. ‘kṣāudra’꿀은 특히 냉
각성을 가지고 있고 소화는 輕性이고, 瘦化劑로 유효하
다.49) 

‘mākṣka’꿀은 앞의 ‘kṣāudra’꿀에 비해 소화의 輕性
이 현저하고 또한 건성이기 때문에 우량품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천식 등 여러 병에 이 꿀을 권장할만
하다.50) 

‘chātra’꿀은 소화된 후에 감미를 나타내고 소화는 
重性이 冷･粘性이 있고, 출혈을 치료하고 또한 白皮
病･비뇨기병･내장기생충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어 그 
품질이 앞에 것보다 좋음을 알 수 있다.51) 

‘ārghya’꿀은 澁味가 있고 소화된 후에 辛味를 나타
내고 눈에 매우 좋고, 다른 꿀에 비해 점액소와 담즙소
의 부조를 치료하는데 더욱 적합하고, 강장제이고 또한 
고미가 있어 체풍소의 부조가 생기지 않는다.52) 

‘āuddālaka’꿀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목소리를 좋게 
하고, 나병성 피부병 및 독을 제거하고, 澁味가 있고, 
溫熱을 생하고, 酸味가 있어 膽汁素를 증가시키고, 苦
味가 있어 소화를 촉진하다.53) 

‘dāla’꿀은 구토･비뇨기병을 치료하고 입을 마르게 
하는 성질이 있고, 갓 채취한 꿀은 몸을 비만하게 하
고, 점액소의 부조를 없애는 효과는 크지 않고 또한 瀉
下性이 있다.54) 

오래된 꿀은 지방과 비만을 제거하고 수렴성이 있고 
瘦化性이 매우 풍부하다. 熟蜜은 3病素의 부조를 치료
하고 未熟한 꿀은 酸性이 있고, 병소의 부조를 일으킨
다. 꿀과 기타 각종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모든 꿀은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으로써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55) 

그러나 꿀은 미･성질･효능･소화에 있어서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된 꽃의 꿀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유독한 꿀벌에서 채집한 것이기 때문에 溫
熱한 상태로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꿀은 독이 섞여있기 때문에 온열성 약제와 함
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열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溫
劑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하계에 이를 사용하면 마
치 독물처럼 작용하여 환자를 사망케 한다.”56) 

48) 上揭書 : ｢第45章｣. 192. 
49) 上揭書 : ｢第45章｣. 192. 
50) 上揭書 : ｢第45章｣. 192. 
51) 上揭書 : ｢第45章｣. 192. 
52) 上揭書 : ｢第45章｣. 192-193. 
53) 上揭書 : ｢第45章｣. 193. 
54) 上揭書 : ｢第45章｣. 193. 
55) 上揭書 : ｢第45章｣.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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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은 성질이 미세하고 냉각성이 있고 또한 각종 약용식
물의 꿀로 되어있기 때문에 溫劑 또는 특히 天水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溫劑와 함께 吐劑에 꿀을 동시에 사용하면 위
에서 소화되지 않고 머물러 있지도 않아 상술한 바와 
같은 폐해가 생길 수 있다. 소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던 간에 꿀보다 유해한 것은 듣지 못했다.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약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꿀이 독약과 같이 
모든 것을 멸망시킨다.”57)

8) 甘蔗類

사탕수수는 미가 감하고 소화 후에도 감미를 나타내고, 
소화는 重性이고, 냉각성이 있고, 軟滑性으로 체력을 증진
시키고 강정의 효과가 있고, 또한 이뇨제이고, 대출혈을 멎
게 하고 내장기생충과 점액소를 생기게 한다. 감자에는 여
러 종류가 있어 즉 다음과 같다.

“pa ̄un ̣draka･bhl ̅ruka･vams ́aka･s ́ataporaka･   
kāntāra･tāpasekṣu･kāṣṭhekṣu･sūcl̅patraka･nāipāla･
dl̅rghapatra･nl̅lapora･kośakṛt.58) 

이상 12종은 별한 것으로 아래에 그 성질을 기술
한다.59) 

‘pāuṇdraka’와 ‘bhl̅ruka’는 냉각성이 있고 미는 甘
하고 軟滑性이 있고, 몸을 비만하게 하고, 점액소를 증
가시키고, 緩下性이 있다. 신물과 속쓰림을 일으키지 
않고 소화는 重性이고 강정제이다.60) 

‘vamśaka’는 앞의 두 종과 성질이 같고, 약간 알칼
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ataporaka’는 ‘vamśaka’
와 비슷하지만 약간 溫熱性이 있어 체풍소의 부조를 치
료한다.61) 

‘kāntāra’와 ‘tāpasekṣu’의 성질은 ‘vamśaka’에 준
한다. ‘kāṣṭhekṣu’는 전자와 성질이 같지만 체풍소를 
격화시키는 것이 다르다.62) 

‘sūcl̅patraka’･‘nāipāla’･‘dl̅rghapatra’･‘nl̅lapora’
는 체풍소를 기르고 점액소와 담즙소의 증가를 제거하
고 澁味가 있고, 신물과 속 쓰림을 일으키지 않는다.63) 

‘kośakṛit’는 소화가 重性이고 냉각성이 있고 출
혈과 肺癆를 치료한다. 뿌리가 가장 달고 가운데도 달
다.64) 

사탕수수의 끝과 마디에 鹹味가 있다. 이빨로 씹어
나 나오는 즙은 입속에 좋은 맛을 느끼게 하고, 신물과 
속 쓰림을 일으키지 않고, 점액소를 증가시키고, 체풍
소와 담즙소의 부조를 예방하고, 강정제이다.65)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로 압착한 것
은 소화가 重性이고 신물과 속쓰림을 일으키고, 변비가 
생긴다. 사탕수수 즙을 달인 것은 소화가 중성이고 軟
滑性･瀉下性 및 자극성이 있고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
조를 없앤다.”66) 

사탕수수 즙을 달인 ‘phāṇita(농후한 액)’은 소화가 重性
이고 미가 감하고, 분비를 촉진시키고, 몸을 비대하게 하고, 
制淫劑이고 3病素의 부조를 일으킨다. ‘guḍa(糖蜜)’은 알칼
리성이 있고, 미는 감하고. 냉각성이 심하지 않고. 軟滑性이 
있고, 오줌과 혈액의 정화제이고, 담즙소 부조를 제거하는 
작용이 현저하지 않고, 체풍소의 부조를 제거하고 지방과 
점액소를 늘리고 체력을 강하게 하고 또한 강정시키는 효
과가 있다. 

“오래된 糖蜜은 미가 감하고 純淨하여 담즙소와 체풍
소의 부조를 없애고, 淨血劑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좋
은 것이 풍부하여 새것보다 건강에 보다 적합하다.”67)

56) 上揭書 : ｢第45章｣. 193. 
57) 上揭書 : ｢第45章｣. 193. 
58) 上揭書 : ｢第45章｣. 193-194. 
59) 上揭書 : ｢第45章｣. 194. 
60) 上揭書 : ｢第45章｣. 194. 
61) 上揭書 : ｢第45章｣. 194. 
62) 上揭書 : ｢第45章｣. 194. 
63) 上揭書 : ｢第45章｣. 194. 
64) 上揭書 : ｢第45章｣. 194. 
65) 上揭書 : ｢第45章｣. 194. 
66) 上揭書 : ｢第45章｣. 194. 
67) 上揭書 : ｢第45章｣.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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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yaṇḍikā(凝固性糖蜜)’･부분적으로 結晶化된 ‘khaṇḍa
(糖蜜)’･‘śarkara(砂糖)’ 및 ‘vimala(精糖)’ 가운데 뒤쪽으로 
갈수록 냉각성과 軟滑性이 있고 소화는 重性이고, 감미가 강
하고, 強精하고, 대출혈을 치료하고 갈증을 치료하는 힘이 강
하다.

“이러한 糖類에서 그 질이 純精할 수록 감미가 더욱 
강하고, 軟滑性･소화 重性･냉각성･緩下性이 풍부하다. 
凝固性糖蜜･부분적으로 결정화된 糖蜜･砂糖의 水溶液
의 성질은 각기 이러한 糖類 자체의 특성에 의해 표시
하였다. 砂糖은 밀도가 높고, 純淨하고, 알칼리성이 없
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것을 賢醫는 알아야 한다.”68) 

蜜에서 얻은 ‘madhuśarkarā(砂糖)’도 구토･이질을 치료
하고, 입을 마르게 하고, 病素의 부조를 없애고, 기쁨을 주
고 澀甘의 맛이 있고, 소화 후에는 감미를 띤다. ‘yavāsa糖
(Alhagi maurorum, Desv. 荳科)’은 甘澀味가 있고 뒷맛이 
苦하고 점액소 부조를 없애고 緩下性이 있다. 

“상술한 모든 糖類는 焦熱感을 진정시키고 출혈을 
멎게 하고 구토･실신 및 갈증을 치료한다. ‘madhūka 
(Bassia latifolia, Roxb. 赤鐵科)’꽃에서 나는 액즙
을 달인 농후한 糖液은 체풍소 및 담즙소를 늘리고 점
액소의 부조를 치교하고, 미가 甘하지만 소화 후에 삽
미를 띠고 방광의 병을 생기게 한다.”69) 

9) ‘madyavarga(酒類)’

“술은 모두 담즙소를 증가하고 酸味가 있고 소화를 
돕고, 식욕을 촉진시키고, 瀉下性이 있고, 점액소와 체
풍소의 부조를 없애고 쾌감을 주고 방광의 정화작용이 
있다. 消化輕性･酸敗性･溫熱性 및 자극성이 있고 감관
을 예민하게 한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변의 

배설작용을 촉진한다. 아래에 각종 주류의 특징을 서술
한다.70) 

‘mārdvl̅ka(葡萄酒)’는 酸敗가 생기지 않고 감미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있어도 賢醫는 이를 금하지 않
는다. 이는 미가 감하고, 혀의 감촉이 거칠고 뒷맛이 
澁하고 소화는 輕性이고 소화가 쉽고 緩下性이 있어 
肺癆와 間歇熱을 치료한다.71) 

‘khārjūra(戰捷木酒)’와 포도주는 약간 다르고 체풍
소를 증가시킨다. 이는 맑고 식욕을 당기게 하고 점액
소의 부조와 지방과다를 없애고, 소화는 輕性이다. 또
한 미는 澀甘하고 쾌감을 주고 향기가 있어 감관의 작
용을 예민하게 한다.72) 

‘surā(米酒)’는 기침･치질･이질･비뇨기병 및 체풍소
의 부조를 치료한다. 유즙, 혈액과 폐로에 해 효과가 
있고, 몸을 살찌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śvetā’酒(흰쌀
로 만든 것)는 기침･치질･이질･천식･비염을 치료하고 尿･
점액･乳･血･肉을 늘린다.73) 

‘prasannā酒(米酒의 上淸液)’은 구토･식욕부진･심장 
및 복부의 刺痛과 疝痛을 없애고 점액소 및 체풍소의 
부조･치질･이뇨곤란･변비를 다스린다.74) 

‘yavasurā(麥酒)’는 담즙소를 늘리고 점액소의 증가
가 적고 건조성이 있고, 체풍소를 자극한다.75) 

‘madhūlika(小麥酒)’는 소변의 배설에 장애를 일
으키고, 소화는 重性이고 점액소를 늘린다.76) 

‘ākṣikl̅(川楝酒 : Terminalis belerica 종자를 달
인 즙을 섞은 米酒)’는 건조성이 있고 점액소를 심하게 
늘리지 않고 강정제･소화제이다.77) 

‘kohala酒(大麥으로 제조)’는 입에 맞고 3病素를 늘
리고 완화성이 있고 강정제이다.78)

‘jalaga酒(jalaga밥에 효모를 넣고 발효시켜서 증
류한 것)’는 수렴성이 있고 또한 온열성이 있으며 소화
를 돕고 맛이 거칠고 갈증과 점액소성 종양을 치료한
다. 또한 쾌감을 주고 下痢･복창･치질･체풍소성 肺癆를 

68) 上揭書 : ｢第45章｣. 195. 
69) 上揭書 : ｢第45章｣. 195. 
70) 上揭書 : ｢第45章｣. 195-196. 
71) 上揭書 : ｢第45章｣. 196. 
72) 上揭書 : ｢第45章｣. 196. 
73) 上揭書 : ｢第45章｣. 993 : 196. 
74) 上揭書 : ｢第45章｣. 196. 
75) 上揭書 : ｢第45章｣. 196. 
76) 上揭書 : ｢第45章｣. 196. 
77) 上揭書 : ｢第45章｣. 196. 
78) 上揭書 : ｢第45章｣.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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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한다.79) 
‘vakvasa酒(‘jalaga’酒보다 효모의 양이 많고 유동

성이 적다)’는 주정성분이 적어 通利를 저애하고, 체풍
소의 교란을 일으킨다.80) 

糖蜜로 만든 ‘gāuḍa-sl̅dhu(糖酒)’는 소화를 돕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입맛이 부드럽고 취하지 않으며 
소화는 重性이고 맛이 澀甘하고 건위제가 된다.81) 

砂糖으로 만든 ‘śarkara-sl̅dhu(糖酒)’는 맛이 감하고 
식욕을 증진하고 소화를 돕고 방광의 정화제가 되고, 
또한 체풍소의 부조를 없애고 소화 후에는 감미를 나
타내고, 쾌감을 주고 감관의 작용을 예민하게 한다.82) 

사탕수수 즙을 끓여서 만든 ‘pakvarasa-sl̅dhu(糖
酒)’는 위의 것과 같고, 체력을 증진하고 피부의 색깔
을 개선하고, 緩下性이 있고, 腫瘍을 치료하고, 소화를 
돕고, 쾌감을 주고 식욕을 촉진시키고 점액소에서 유래
한 치질 등에 효과가 있다.83) 

사탕수수 즙을 식혀서 만든 ‘śl̅tarasa-sl̅dhu(糖酒)’
는 비만을 없애고 부종･복수를 삭히고 피부의 색깔을 
개선하고 소화 작용을 촉진시키고, 목소리에 좋고, 배
뇨곤란･변비를 치료하고 치질 등에 효과가 있다.84) 

川楝으로 만든 ‘ākṣika-sl̅dhu(糖酒)’는 황달을 치료
하고 瘍에 좋고 수렴성이 있고 소화는 輕性이고, 미는 
澀甘하고 膽汁素 부조를 치료하고, 淨血劑이다.85) 

‘jāmbava糖酒(Eugenia Jambolana의 과실로 만든 
것)’는 분비를 멈추게 하고 수렴성이 있고 체풍소의 부
조를 일으킨다. ‘surāsava(물 시 곡주를 사용하여 당
밀･꿀･약물의 분말을 발효시킨 것)’는 자극성이 있고, 
쾌감을 주고 이뇨제이고,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조를 없
앤다. 입맛을 좋게 하고 오랫동안 취하게 하고 風氣를 
진정시킨다.86)

‘madhvāsava(꿀로 만든 약주)’는 소화가 輕性이 峻
下劑이고 비뇨기병･피부병･독을 없앤다. 또한 미가 苦

澀하고 종양을 치료하고 자극성이 있고 감미를 품고 
있어 체풍소의 부조가 생기지 않는다. ‘māireya(Lythrum 
frutecosum, L의 꽃과 砂糖으로 만든 것)’는 미가 甘
하며, 소화는 重性이며 자극성과 수렴성이 있고, 마취
약이고, 치질･점액소성 腹部腺腫을 치료한다. 또한 장내 
기생충･지방과다 및 체풍소 부조를 없앤다. 포도 혹은 
사탕수수 액즙으로 만든 약주는 강장제이고, 담즙소 부
조를 없애고 피부의 색깔을 개선한다. ‘mādhūka(Bassua 
latifolia, Roxb. 赤鐵科)’의 꽃과 당밀로 만든 糖酒는 
속 쓰림과 신물이 생기고, 소화력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혀에 닿으면 거친 감이 있고 澀味가 있고 점액소의 부
조를 없애고 체풍소와 담즙소의 교란을 일으킨다. 球莖･
뿌리 혹은 과실로 만든 약주의 성질은 그 원액의 성질
로 미루어 알 수 있다.87) 

新酒는 분비를 촉진하고 또한 緩下性이 있고 소화는 
重性이고, 체풍소 등의 부조를 일으킨다. 또한 新酒에는 
좋지 않은 냄새가 있고 맛도 좋지 않아 불쾌감을 주고, 
또한 속 쓰림과 신물이 생긴다. 반 로 오래된 술은 향기
가 있고 소화를 돕고 쾌감을 주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내장의 기생충을 구제한다. 또한 영양의 수송관을 잘 
통하게 하고 소화는 輕性이고 체풍소와 점액소의 부조
를 치료한다.88) 

‘ariṣṭa(粉劑 신에 煎劑를 사용)’는 여러 가지 약
물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性德이 풍부하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 病素를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조를 치료하고, 또한 緩下性
이 있고, 담즙소의 부조를 막는다. 또한 疝痛･복창･복
수･비장병･열병･소화불량･치질에 유효하다.89) 

蓽茇族의 약물로 만든 ‘ariṣṭa’는 腹部腺腫을 치료
하고 점액소에서 유래한 질병을 치료한다.90) 

良醫는 용의주도하게 각종 약주의 성질과 조제법을 
고려한 후에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 짙은 것, 신물과 

79) 上揭書 : ｢第45章｣. 196. 
80) 上揭書 : ｢第45章｣. 196. 
81) 上揭書 : ｢第45章｣. 196-197. 
82) 上揭書 : ｢第45章｣. 197. 
83) 上揭書 : ｢第45章｣. 197. 
84) 上揭書 : ｢第45章｣. 197. 
85) 上揭書 : ｢第45章｣. 197. 
86) 上揭書 : ｢第45章｣. 197. 
87) 上揭書 : ｢第45章｣. 197-198. 
88) 上揭書 : ｢第45章｣. 198. 
89) 上揭書 : ｢第45章｣. 198. 
90) 上揭書 : ｢第45章｣.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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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쓰림을 일으키는 것, 악취가 나는 것, 맛이 좋지 않
은 것, 마신 후 마음이 좋지 않은 것, 새로운 것, 자극
성이 있는 것, 열이 생기는 것, 좋지 않은 용기에 담은 
것, 약물성분이 적은 것, 하룻밤이 지난 것, 투명하지 
않는 것, 끈적거리는 것,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91) 

약물의 성분이 적고, 새롭고, 끈적거리고 무거운 술은 
점액소의 부조를 일으키고 특히 소화에 해롭다. 반 로 
약의 성분이 지나치게 많은 술은 담즙소를 교란하고 
자극성･熱性･酸敗性이 있다. 또한 마음이 편치 않고, 거
품이 나고, 악취가 나고, 내장기생충을 생기게 하고, 맛
이 없고 소화는 重性이다. 마찬가지로 하룻밤이 지난 
술은 체풍소의 부조를 일으킨다.92) 

모든 病素와 서로 수반할 때에는 이러한 病素의 부
조를 일으킨다. 오랫동안 보존하여 맛이 있으면 소화를 
돕고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조를 없애고 식욕을 일으키
고 純淨하면서 향기가 있고 원기를 돋우는 술은 사용
할 수 있다. 술은 맛과 효능에 따라 종류가 많지만 술
의 성질은 幽微하고 열성･자극성･彌滿性이 있기 때문
에 消化火와 만나 심장에 이르고, 동맥의 관을 따라 상
행하여 감관과 정신을 교란시켜 갑자기 그 ‘vl̅rya(효
능)’을 마비시킨다. 점액질의 사람이 음주를 하면 한참 
뒤에 취하고, 체풍질의 사람은 천천히 취하고 담즙질의 
사람을 빨리 취한다.93) 

純質94)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신이 순결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양기가 왕성해지고 장식을 좋
아하고, 노래와 독송을 하고 부부 간의 애정과 성교를 
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95) 

激質96)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쉽게 화를 내고, 자신
을 망각하고, 폭력적으로 흐르고, 잔소리와 논쟁을 그
치지 않는다.97) 

翳質98)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순결해지지 않고 잠이 
오고, 질투심이 생기고,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고심을 
하고 헛된 말을 토한다.99) 

‘śukta(糖蜜･꿀･酸粥･乳精 등의 혼합물을 토기 항아
리에 담아 등겨 속에 파묻어 발효시킨 것)’는 출혈을 
일으키고 峻下性이 있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목소리가 
잠기고,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粘液素性 황달･내장기생
충을 제거하고 소화는 輕性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śukta’
를 증류시킨 것은 자극성과 열성이 있고, 이뇨제가 되
고, 쾌감을 주고, 점액소 부조를 없애고 소화 후에 辛
味를 띠며 특히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100) 

砂糖 혹은 당밀 혹은 과실즙으로 만든 산성 발효액 
및 꿀을 섞어 만든 산성 발효액은 순차적으로 앞에 것
보다 소화가 重性이고 분비를 크게 촉진시킨다.101)

‘tuṣāmbu(쌀겨 혹은 보리로 만든 산성 발효액･죽)’
는 소화를 돕고 쾌감을 주고, 심장병･황달･내장기생충을 
퇴치하고, 이질･치질을 치료하고, 緩下性이 있다.102) 

‘sāuvl̅ra(보리로 만든 산성발효액･죽)’도 마찬가지이
다.103) 

米粉으로 만든 ‘dhānyāmia(산성발효액 또는 kāñjika)’
은 쌀겨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다. 이것을 외
용하면 타는 듯한 열감을 없애고, 내복하면 체풍소･점
액소의 부조 및 갈증을 없애고, 소화는 輕性이다. 이것
으로 含漱劑를 만들어 쓰면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거
담의 효과가 빠르고, 입속에 나쁜 맛과 악취를 내는 분
비물을 없앤다. 肺癆와 허약을 다스린다. 또한 건위제
가 되어 소화 작용을 촉진하고, 緩下性이 있고 灌腸用
에 적합하다.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104)

91) 上揭書 : ｢第45章｣. 198. 
92) 上揭書 : ｢第45章｣. 198. 
93) 上揭書 : ｢第45章｣. 198-199. 
94) 三德 가운데 ‘sattva(薩埵)’로 진리와 미덕을 대표한다. 
95) 前揭書 : スシュルタ本集 ｢第45章｣. 199. 
96) 三德 가운데 ‘rajas(羅閣)’로 활동적이고 맹렬하고 공격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97) 前揭書 : スシュルタ本集 ｢第45章｣. 199. 
98) 三德 가운데 ‘tamas(答摩)’로 어둡고 우둔하고 활동력이 없는 본성을 나타낸다. 
99) 前揭書 : スシュルタ本集 ｢第45章｣. 199. 
100) 上揭書 : ｢第45章｣. 199. 
101) 上揭書 : ｢第45章｣. 199. 
102) 上揭書 : ｢第45章｣. 199. 
103) 上揭書 : ｢第45章｣. 199. 
104) 上揭書 : ｢第45章｣.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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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尿類

소･물소･산양･양･코끼리･말･나귀･낙타의 오줌은 苛性･辛
味･熱性･苦味이고 뒷맛이 짜고, 소화는 輕性이고, 淨化劑이
고,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조를 치료하고, 내장기생충･지방
과다･독･腹部腺腫･치질･복수･나병성 피부병･종양･식욕부진･
황달을 치료하고, 쾌감을 주며 대체로 소화제이다. 

이에 偈頌하길 : 

“尿는 모두 미가 辛하고, 苛性과 熱性이 있고, 뒷맛
이 짜고, 소화는 輕性이고, 정화제이고, 점액소와 체풍
소의 부조를 치료하고, 내장기생충･지방과다･독을 제거
한다.105) 

또한 치질･복수･腹部腺腫을 치료하고 종양 및 식욕
부진을 치료하고, 또한 황달을 치료하고, 완하제가 되
고 쾌감을 주며 소화를 돕는다.”106) 

“소 오줌은 辛味가 있고 苛性･열성이 있으며, 알칼리
성에 속하기 때문에 체풍소의 부조를 일으키지 않는다. 
소화는 輕性이므로 소화 작용을 촉진하고 지력을 늘리
고 담즙소를 증식시키고, 점액소와 체풍소의 부조를 없
애고, 疝痛･腹部腺腫･복수･변비를 치료하고, 혹은 관장
을 할 때에 오줌으로 치료하면 소 오줌을 골라 사용한
다.107) 

물소 오줌은 치질･복수･疝痛･피부병･비뇨기병･吐瀉
요법이 불충분할 때･변비･종양･腹部腺腫 및 황달에 쓸 
수 있다.108)

산양의 오줌은 신미이고 뒷맛이 고미를 띠고, 체풍
소를 경미하게 자극하고, 기침･천식･肺癆･萎黃病･황달
을 치료한다.109)

양의 오줌은 알칼리성이고 苦･辛味이며 熱性이 있
고, 체풍소의 부조를 없애고, 기침･비장병･복수･천식･
肺癆･변비에 유효하다.110) 

말 오줌은 辛味가 있고 苛性 및 열성이 있고, 소화

를 돕고, 체풍소 부조 및 정신병을 치료하고 점액소 부
조를 없애고 내장기생충 및 頑癬을 구제하는데 적합하
다.111) 

코끼리 오줌은 고미를 띠고 鹹味이고, 완화제가 되
고, 체풍소의 부조를 물리치고, 담즙소의 부조를 일으
키고, 苛性이고 알칼리로 사용할 때와 白班病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112) 

나귀 오줌은 소화를 돕고, 중독･정신병을 치료하고, 
苛性이 있고 만성설사를 그치게 하고 내장기생충을 구
제하고 체풍소와 점액소의 부조를 없앤다.113) 

낙타 오줌은 종양･피부병･복수･정신착란･체풍소 부
조를 치료하고, 구충약이 되고, 치질을 치료한다. 사람
의 오줌을 해독제이다.114) 

이상 모든 액체를 략 기술하였다. 時･處의 차이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왕에게 음료를 봉헌할 자격이 
있다.”115) 

Ⅳ. 考 察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슈르따-상히따)･Sūtrasthāna 
(總說篇, 수뜨라스타나)에서는 약물의 지식의 종류과 관련
하여 藥物･味･性･消化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藥物은 한
의학에서 本草의 종류를 뜻하고, 味는 味를 뜻하고, 性은 
효능을 뜻하며, 消化는 소화력과의 관계를 뜻하므로 한의학
에서 脾胃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藥物’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나머지 味･性･
消化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여기는 의견, 味가 중요하다는 
의견, 效能이 중요하다는 의견, 消化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들 요소의 관계에 대하여 
신격화된 현명한 인물의 말을 빌어 “물질･味의 속성･효능･

105) 上揭書 : ｢第45章｣. 200. 
106) 上揭書 : ｢第45章｣. 200. 
107) 上揭書 : ｢第45章｣. 200. 
108) 上揭書 : ｢第45章｣. 200. 
109) 上揭書 : ｢第45章｣. 200. 
110) 上揭書 : ｢第45章｣. 200. 
111) 上揭書 : ｢第45章｣. 200. 
112) 上揭書 : ｢第45章｣. 200. 
113) 上揭書 : ｢第45章｣. 200-201. 
114) 上揭書 : ｢第45章｣. 201. 
115) 上揭書 : ｢第45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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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이 4가지가 관건이 되는 요소로 보았다. 약물을 복용
할 경우 일부분은 약물 자체에 의하고, 일부분은 약의 ‘vīrya 
(효능)’에 의하고, 또한 일부분은 味와 소화력에 의해 病素
의 부조를 일으키거나 혹은 없앤다. 藥力이 없으면 소화가 
있을 수 없고, 약미가 없으면 약력이 있을 수 없다. 약물이 
없으면 약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물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 말할 수 있다.”116)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주장과 그에 대한 총괄하는 내용이 함께 
기술된 것은 한의학에서 한의학 이론이나 약물 관련 지식이 
하나의 학파나 인물이 아닌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집단의 
지식이 융합되는 과정을 겪은 것과 유사한 과정을 겪으며 
지식이 축적되고 총괄되었다고 추측하게 한다.

약물 지식에 대한 내용 중 性과 消化와 관련된 부분은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가 생소할 뿐 한의학에서의 약물지식
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藥物과 味는 한
의학에서의 本草와 味의 관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藥物’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언급한 “혹은 ‘acarya(軌範
師)’가 말하길 모든 물질이 가장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에 고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실로 물질은 불
변하지만 ‘味’ 등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미숙한 
과실에 존재하는 ‘味’ 등의 속성은 그 과실이 익었을 때 다
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의 본초는 채취하는 시기, 장소, 가공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약물 개념을 확정하는데 비
하여, ‘藥物’을 중시하는 학파의 설명으로 볼 때 아유르베다
에서는 약재의 기원이 동일한가의 여부로 ‘藥物’을 확정하는 것
으로 보인다. 때문에 ‘味에는 고정성이 없다’는 표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味’에서 약의 효과가 나온다는 설명
은 한의학과 유사하며 이치에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Suśruta-saṃhitā 제1권, 제41장은 ｢dravya-viśeṣa- 
vijñanīya(약물의 특성을 논함)｣이라 하여 약물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약물에 대하여 地･
水･火･風･空 5원소의 결합이 어느 쪽에 우세한지에 따라 
地性, 火性, 風性, 空性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특
성의 결정에는 冷･濕･潤･惰･重･流動･濃密･軟･粘･多漿性 등
의 약물 質感, 味, 上昇下降과 작용력의 방향성 등이 영향
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마치 본초학 서
적인 藥品化義에 기재된 ‘藥母說’에서 본초와 관련된 지
식을 천연적으로 생성되는 약물의 表象과 고유한 성질을 

뜻하는 體色氣味(體 : 燥, 潤, 輕, 重, 滑, 膩, 乾; 色 : 靑, 
紅, 黃, 白, 黑, 紫, 蒼; 氣 : 膻, 臊, 香, 腥, 臭, 雄, 和; 味 : 
酸, 苦, 甘, 辛, 鹹, 淡, 澁)와 의가들의 주관적인 의식에서 
도출된 약리에 해당하는 形性能力(形 : 陰, 陽, 木, 火, 土, 
金, 水; 性 : 寒, 熱, 溫, 凉, 淸, 濁, 平; 能 : 升, 降, 浮, 沈, 
定, 走, 破; 力 : 宣, 通, 補, 瀉, 滲, 斂, 酸)으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유르베다에서 맛의 종류는 甘･酸･鹹･辛･苦･澁의 여섯 
종류가 기본이며,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63종으로 세분화된
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味는 空･風･火･水･地의 性을 내포
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 五味가 각각의 효능을 가지며 五
行 속성에 따라 인체를 구성하는 臟腑의 補瀉에 영향을 미
치는 것처럼 味와 空･風･火･水･地의 性에 따라 인체를 구
성하는 요소인 膽汁素, 粘液素, 體風素, 流休原素의 不調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의학에서의 生剋關係와 
유사한 味 상호간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味’와 
섞일 경우 그 속성이 약해진다는 정도의 기술만 되어 있다.

Suśruta-saṃhitā 제1장, 제45장은 ｢virecanadravya- 
vikalpa-vijñānīya-adhyāya(액체의 용법)｣이라 명명하였다. 
각종 水･乳･酪･酪漿･酥･油･蜜, 甘蔗汁･酒･尿 등 10가지 액
체의 성질과 효능을 강술하였다. 이러한 약물은 한의학에서 
보료로 빈용한 것에 비하여 독립적인 약물로 대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水에 대해서는 물이 있는 땅에 따라 地･水･火･風･
空 5원소의 구성이 달라 물의 맛이나 질이 달라진다고 하
였으며, 특히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나 눈과 같은 天水가 
없을 경우에 空性이 풍부한 땅의 물은 맛이 분화되지 않아 
음료로써 가장 좋다고 하였으니 암석에 공간이 많은 화산
암지대의 지하수가 좋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수질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觸･色･味･香･力用･消化의 여섯 가지를 제시
하였는데, 점성과 같은 촉감, 물의 색깔, 맛, 냄새, 설사 및 
산통과 같은 질환, 소화의 상태 등이 물의 질을 결정짓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치에 맞다.

Ⅳ. 結論

이상과 같이 논자는 인도전통의학의 3대 경전 가운데 하

116) 前揭書 : スシュルタ本集 ｢第40章｣.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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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슈르따-상히따)･總說篇
(Sūtrasthāna, 수뜨라스타나)에 관한 간단한 분석과 번역
을 통하여, 아유르베다의 약물지식을 개략적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였다.

1. Suśruta-saṃhitā(妙聞集, 수슈르따-상히따)･Sūtrasthāna 
(總說篇, 수뜨라스타나)에서는 약물의 지식의 종류과 
관련하여 藥物･味･性･消化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藥
物은 한의학에서 本草의 종류를 뜻하고, 味는 味를 뜻하
고, 性은 효능을 뜻하며, 消化는 소화력과의 관계를 뜻
하므로 한의학에서 脾胃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다. 藥物과 味는 한의학에서의 本草와 味의 관계와 약간
의 차이가 있다.

2. 제41장의 편명은 ｢dravya-viśeṣa-vijñanīya(약물의 특
성을 논함)｣이며, 그 내용은 철학유파 가운데 ‘數論派’의 
사상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 모든 ‘物’은 地･水･火･風･空 
5원소의 결합에 의해 생기고 이 5가지 원소가 다른 것
보다 현저하게 우월한지에 따라, 이것이 地性, 水性, 火
性, 風性, 空性이 된다. 즉 地性은 不動性과 下降性을 가
지고 신체를 튼튼하게 한다. 水性은 潤滑性으로 조직을 
촉촉하게 하고 분비와 배설을 촉진시킨다. 火性은 上升
性이 있고 시력과 안색을 좋게 한다. 風性은 신체를 弛
緩乾燥시키고 육체와 정신을 민첩하게 한다. 空性은 柔
軟性･多孔性･淡泊性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3. 제42장의 편명은 ｢rasa-viśeṣa-vijñānīya(味의 종류를 
논함)｣이며, ‘rasa’는 ‘Āyurveda(아유르베다)’에서 중요
한 개념의 하나이다. 어떤 때에는 ‘味’를 ‘7가지 체조직’
의 하나라 하여 일반적으로 ‘乳糜’라 번역하였고, 어떤 
때는 미각으로 맛볼 수 있는 辛･甘･酸･苦･鹹･澁味 등 
각종 맛이라 하였다. Caraka-saṃhitā 제1권, 제42장
에서는 ‘味의 종류’를 전문적으로 논술하였고, 제26장에
서는 ‘味’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론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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