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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of 93 mineral medicines are mentioned in the Chinese Bonchodogam(本草圖鑑). In Donguibogam(東醫寶

鑑), 77 mineral medicines are listed, where 18 are from soil origin, 4 from gem origin, and 55 mineral medicines

were originated from stone. In the Herblogy(本草學), which is the textbook used in most oriental medicine col-

leges in Korea, a total of 23 mineral medicines are listed. Of those, Cinnabaris, Alumen, Melanteritum, Realgar,

Orpimentum, Sulfur, Lime from Donguibogam, additional eight which are Talcum, Calomelas, Minium, Calamina,

Stannum, Hydrargyrum, Lithargyrum, Hydrargyrum Chloratum from Bonchodogam and Gypsum, Natrii Sulfas, Tal-

cum, Cinnabaris, Sulfur, Arsenicum Sublimatum, Realgar, Calomelas, Minium, Calamina, Borax, Aurum, Glauberi-

tum from Herblogy were selected as the mineral medicine applicable as external atopic dermatitis treatment.  Most

of the mineral medicines were generally regarded as toxic materials, and therefore, they were elaborately processed

to remove toxicity before use. In accordance,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effectively remove toxicity from

toxic mineral medicines. In addition, detoxification can be applied to those mineral medicines classified based on

the index material or high content compounds, and if efficacy can be evaluated through various analytical methods,

this can be applied to diverse inflammatory diseases as well as atopic dermatitis.

Key words : mineral medicine, mineral medicine for external use, dermatitis, Bonchodogam(本草圖鑑), Dongui-

bogam(東醫寶鑑)

본 조사에서 사용된 중국 본초도감(本草圖鑑)에서는 총 93종의 광물성 약재가 보고되었고,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는 총 77종이 수재되었는데, 토부(토부) 18종, 옥부(玉部) 4종, 석부(석부) 55종으로 나누어 기술되었으며, 현재 전국

한의과대학 교재인 본초학(本草學)에서는 23종이 수재되었다. 이 중 아토피피부염 외용제로 활용 가능한 약물은 동의

보감(東醫寶鑑)에서는 주사(朱砂), 반석(礬石), 녹반(綠礬, 靑礬), 웅황(雄黃), 자황(雌黃), 석류황(石硫黃, 崑崙黃), 석회(石

灰, 惡灰) 등 7종이 선별되었고, 本草圖鑑에서 15종으로 東醫寶鑑에서 선별된 광물약재 7종과 활석(滑石), 경분(輕粉),

연단(鉛丹), 노감석(爐甘石), 석(錫), 수은(水銀), 밀타승(密陀僧), 은주(銀朱) 등이 선별되었다. 本草學에서는 석고(石膏),

망초(芒硝), 활석(滑石), 주사(朱砂), 유황(硫黃), 비석(砒石), 웅황(雄黃), 경분(輕粉), 연단(鉛丹), 노감석(爐甘石), 붕사(硼

砂), 금박(金箔), 한수석(寒水石) 등 14종이 선별되었다. 전반적으로 한의학적 이론인 이독치독(以毒治毒)에 의해 독성

이 있는 약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정교한 독성제거 방식 즉 수치 방식을 통한 독성제거를 실시한 후 사

용되었다. 따라서 약물로 사용하는 경우 비독성 약물을 제외한 독성 약물은 현대적 방식에 의해 독성제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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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주요성분 또는 많은 함량을 가진 화합물 위주로 분류한 광

물약재 역시 유의적인 결과 도출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실험 및 분석기법을 통하여 효능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아

토피피부염뿐만 아니라 염증성 질환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광물 약재, 외용성 광물 약재, 피부염, 본초도감, 동의보감

1. 서 론

한약은 크게 식물성 약재, 동물성 약재, 광물성 약재

로 분류된다. 이 중 광물성 약재는 광범위한 의미로는

‘토(土)’, ‘석(石)’, 및 ‘옥(玉)’ 등을 포함하며, 협의적

의미로는 광석(鑛石)을 의미한다(高天愛 외, 2014; 許

浚, 2005; 韓醫科大學 本草學 編纂委員會, 2005). 한의

학(혹은 중의학)에서 광물성 약재는 질병의 예방과 치

료 방면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호남

성 장사 마왕퇴(馬王堆)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오십이

병방(五十二病方)에서는 광물학에 관한 내용이 최초로

기재되어 있으며( 健民, 2005), 웅황(雄黃), 단사(丹沙)

(또는 주사(朱砂))등 광물약 20종이 기재된 바가 있다.

춘추전국시기의 산해경(山海經)에는 64종의 광물 약재

가 기재되어 있으며(예태일, 전발평, 2008), 신농본초경

(神農本草經)에는 46종의 광물 약재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박종희, 2014). 명조시기 李時珍의 본초강목(本草

綱目)에서는 이미 223종의 광물 약재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李時珍, 2014), 역대 본초학에 수재된 광물 약

재는 370여종에 다다른다. 중화본초(中華本草) 제2권에

는 114종의 광물약이 16종류로 분류되고 있고

(   , 1999), 20세

기에 들어 중국은 중초약(中草藥)으로 12,807종을 보고

하였는데, 그 중 광물 약재는 80종으로 보고되었다. 최

근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광물 약재는 40여종으로,

광물 약재의 수량은 식물성 약재과 동물성 약재에 비

해 적은 편이나, 의료적 가치로 말하자면 동량의 약재

들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한의학에

서는 10여종의 약물만 임상에서 활용될 뿐 많은 광물

약재는 독성으로 인한 수치의 복잡성과 채취의 난해함

으로 인하여 중요성이 점차 사장 되 가고 있는 실정이

며, 이와 관련된 기초 및 임상 연구(박지하 외, 2013;

이제성, 2015; 이선용, 2007) 역시 소수에 불가하다.

아울러 국내 매장되어 있는 광물성 약재에 대한 기초

조사 역시 전무한 실정이어서 그나마 사용되는 광물

약재는 중국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광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역시 광물 약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노력

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광물 관련 의학적 연구는

세계적으로 초기 진입 상태이며, 지역적 특성이 있어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의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에서는 광물이 지닌 독성과 소화의 난해성으

로 인하여 임상에서 외치 즉 피부에 관련된 증상에 활

용된 바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광물 약재에 대한 기

본적인 문헌조사와 더불어 특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

시되고 있는 아토피피부염에 활용 가능한 광물 약재를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식물성 약재는 보고된 바가 많아 광물 약재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

성 약재와 복합 혹은 단독 사용을 통하여 보다 유의적

인 아토피피부염 외용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본 론

2.1. 한방의약서에 기재 광물성 약재

광물은 지질작용으로 형성된 천연 단순 물질 혹은

화합물이다. 광물은 비교적 일정한 화학 조성을 가지

고, 일정한 물리화학적 조건 범위 내에서 암석과 광석

의 기본 단위로 조성되어 있다. 현재에 알려진 광물은

3,000종이며, 대부분 고체 상태의 무기물이며, 고체 광

물 중 대부분은 정질광물이다. 이외에 생물류 화석, 광

물가공품 및 순수 화학제품 등이 있다. 그 주요 화학

성분은 무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무기화합물류 약

재라고도 불린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청

해기분실열(淸解氣分實熱) 효능으로 외감열병(外感熱病),

고열번열(高熱煩熱) 등의 증상에 활용되고 있는 석고와

사열통변(瀉熱通便), 윤조연견(潤燥軟堅)하는 망초(芒硝)

등이며, 산어지통(散瘀止痛), 속근접골(續筋接骨)의 효

능을 가지고 있고 중의상과(中醫傷科) 약 중 하나인 자

연동(自然銅), 청심진량(淸心鎭 ), 안신해독(安神解毒)

하는 주사(朱砂) 등은 중의학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있는 대표적 광물 약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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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약재는 역대로 본초학에서 하나의 분류로 통합

되지 않고,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는 상품(上品),

중품(中品), 하품(下品) 3종류로 분류(박종희, 2014)하

였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화부(火部), 수부(水部),

토부(土部), 금석부(金石部), 석부(石部) 등으로 분류(李

時珍, 2014)하였으며, 뇌공약대(雷公藥對)에서 대부분의

광물약은 석부와 금석부로 분류하였다(高天愛 외,

2014). 최근 임상에서는 약물의 효능에 따라 분류하였

는데, 광물중약여임상(鑛物中藥 臨床)에서는 청열약(淸

熱藥), 사하약(瀉下藥), 리수삼습약(利水 濕藥), 용토약

(涌吐藥), 안신약(安神藥), 평간식풍약(平肝息風藥), 활혈

거어약(活血祛瘀藥), 지혈약(止血藥), 이기약(理氣藥), 화

담지해평천약(化痰止咳平喘藥), 조양약(助陽藥), 수렴약

(收斂藥), 소적약(消積藥), 외용약(外用藥) 등 14류로 분

류하였다(高天愛 외, 2014). 이 밖에 최근에는 현대 과

학의 발전에 따라 포함된 주요 성분 또는 많은 함량을

가진 화합물 위주로 분류하여 약재학(藥材學)(南京藥學

院藥材學校敎硏組, 1960), 광물약여단약(鑛物藥 丹藥)

(劉友樑, 1962), 광물약천설(鑛物藥淺說)(李 , 1981),

광물약분석(鑛物藥分析)(趙中杰, 1991)등의 여러 저서

에서는 신류약( 類藥), 농류약(弄類藥), 연류약(鉛類藥),

동류약(銅類藥), 철류약(鐵類藥), 개류약( 類藥), 규류

약(硅類藥), 류류약(硫類藥), 록류약( 類藥)과 기타 광

물약 등으로 분류하였다. 신류약( 類藥)으로는 웅황(雄

黃)/자황(雌黃)/여석(與石)/신석(信石)(또는 비석(砒石))/비

상(砒霜)이 기재되어 있으며, 농류약(弄類藥)으로는 수

은(水銀)/영사(靈砂)(또는 진사(辰砂))/경분(輕粉)/홍분(紅

粉)이 포함되어 있다. 연류약(鉛類藥)으로는 홍단(紅丹)

(또는 연단(鉛丹))/밀타승(密陀僧)/연(鉛)/연분(鉛粉)/연상

(鉛霜)/연회(鉛灰)가 있으며, 동류약(銅類藥)으로는 홍동

(紅銅)/동(銅)/황동(黃銅)/동녹(銅綠)/동청(銅靑)/담반(膽礬)/

녹염(綠鹽)/편청(扁靑)/증청(曾靑)/공청(空靑)/남동광(藍銅

鑛)/녹청(綠靑)/공작석(孔雀石)/적동설(赤銅屑)/적동회(赤

銅灰)/동회(銅灰)/자동광(紫銅鑛)/청동(靑銅)/향동(響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철류약(鐵類藥)으로는 자연동(自

然銅)/황철광(黃鐵鑛)/자석( 石)/자석(磁石)/우여량(禹餘

粮)/조반( 礬)(또는 녹반(綠礬))/사함석(蛇含石)/갈철광(

褐鐵鑛)/능철광(菱鐵鑛)/침철광(針鐵鑛)/철(鐵)/철락(鐵落)/

철설(鐵屑)/생철말(生鐵末)/침사(針絲)/철선분(鐵線粉)(또

는 철수(鐵銹))/철분(鐵粉)/철장(鐵 )/철정(鐵精)/황반(黃

礬)/철화분(鐵華粉)이, 개류약( 類藥)으로는 석고(石膏)/

하석고(石膏)/자석영(磁石英)/현정석(玄精石)/하현정석

( 玄精石)/담추석(淡秋石)/화예석(花 石)/한수석(寒水

石)/남한수석(南寒水石)/방해석(方解石)/문석(文石)/북한

수석(北寒水石)/이석(理石)/아관석(鵝管石)/석회(石灰)/장

석(長石)/종유석(鐘乳石)/공공얼(孔公蘖)/석상(石床)/유화

(乳花)/은얼(殷蘖)/만년회(万年灰)/천화(泉華)/두상회석(豆

狀灰石)이, 규류약(硅類藥)으로는 활석(滑石)/활석분(滑

石粉)/백석영(白石英)/양기석(陽起石)/음기석(陰起石)/석

면(石棉)/청몽석(靑 石)/금몽석(金 石)/은몽석(銀 石)/

부석(浮石)/해부석(海浮石)/운모석(雲母石)/수운모(水雲母)/

흑운모(黑雲母)/금운모(金雲母)/청정석(靑晶石)/청금석(靑

金石)/금정석(金精石)/은정석(銀精石)/맥반석(麥飯石)/복

룡간(伏龍肝)/우량토(禹粮土)/황토(黃土)/동벽토(東壁土)/

연와니(燕窩泥)/지장(地漿)/감토(甘土)/팽윤토(膨潤土)/몽

탈석(蒙脫石)/석류자석(石榴子石)/해남보석(海藍寶石)/조

모녹(祖母綠)/마노(瑪瑙)/금광석(金鑛石)/인공천축황(人工

天竺黃)/부회목(不灰木)/각섬석석면(角閃石石棉)/백악(白

堊)이 있으며, 려류약( 類藥)으로는 백반(白礬)/고반(枯

礬)/적석지(赤石脂)/백석지(白石脂)/토황(土黃)/연활석(軟

滑石)/뇌석(腦石), 납염류약( 鹽類藥)으로는 망초(芒硝)/

현명분(玄明粉)/대청염(大靑鹽)/진주염(珍珠鹽)/식염(食鹽)/

해염(海鹽)/광명염(光明鹽)/백염(白鹽)/흑염(黑鹽)/추석(秋

石)/자뇌사(紫腦砂)/감화( 花)/박초(朴硝)/마아초(馬牙草)/

피초(皮硝)/석감(石 )/면감(面 ), 류광류약(硫鑛類藥)

으로는 류황(硫黃)/천생황(天生黃)/승화류(升華硫)/흑류

황(黑硫黃), 자광류약( 鑛類藥)으로는 노감석(爐甘石)/

자( ), 석광류약(錫鑛類藥)으로는 석(錫)/석광(錫鑛)/양

화석( 化錫), 갑광류약(鉀鑛類藥)으로는 초석(硝石)/은

초(銀硝)/정장석(正長石), 화석류약(化石類藥)으로는 용

골(龍骨)/하용골( 龍骨)/오화용골(五花龍骨)/용치(龍齒)/

하용치( 龍齒)/용각(龍角)/석연(石燕)/석해(石蟹)/석별(石

鱉)/호박(琥珀)/길다과화석(吉多果化石), 기타 광물약으

로는 붕사(硼砂)/무명이(無名異)/금(金)/황금(黃金)/금박(金

箔)/은(銀)/은박(銀箔)/황석지(黃石脂)/옥(玉)/연옥(軟玉)/

홍연옥(紅軟玉)/비취(翡翠)/묘안석(猫眼石)/송석(松石)/녹

송석(綠松石)/금강석(金剛石)/석암(石岩)/진묵(陣墨)/석뇌

유(石腦油)/제( )/지사(地 )/정저니(井底泥)/빙( )/천수

(泉水)/온수(溫水)/섬유석(纖維石)/황석(晃石)/로염(鹵鹽)/뇨

사( 砂)/염담수(鹽膽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高天愛

외, 2014; 南京藥學院藥材學校敎硏組, 1960; 劉友樑,

1962; 李 , 1981; 趙中杰, 1991).

본 조사에서 사용된 중국 본초도감(本草圖鑑)에서는

총 93종의 광물성 약재가 보고되었고(중국본초도감 편

찬위원회, 2001),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총 77종이

수재되었는데(許 浚, 2005), 토부(土部) 18종, 옥부(玉



234 박지원·김동희

部) 4종, 석부(石部) 55종으로 나누어 기술되었으며, 현

재 전국 한의과대학 교재인 본초학(本草學)에서는 23

종이 수재되었다(한의과대학 본초학 편찬위원회, 2005).

2.2. 동의보감(東醫寶鑑) 기재 광물성 약재(77종)

2.2.1. 토부(土部) 18종

복룡간(伏龍肝), 동벽토(東壁土), 서벽토(西壁土), 호

황토(好黃土), 적토(赤土), 백악(백선토)(白堊(白善土)),

해금사(海金沙), 정저사(井底沙), 유월하중열사(六月河中

熱沙), 도중열진토(道中熱塵土), 토봉과상토(土蜂 上土),

단철조중회( ), 동회(冬灰, 藜灰), 상시회(桑

柴灰), 백초회(百草灰), 백초상(조돌묵)(百草霜, 墨),

당묵( 墨, 下墨), 양상진(梁上塵, 懸龍尾, 烏龍尾)

2.2.2. 옥부(玉部) 4종

옥설(玉屑), 파려( ), 산호(珊瑚), 진주(眞珠)

2.2.3. 석부(石部) 55종

주사(朱砂), 운모(雲母), 석종유(石鍾乳), 반석(礬石),

녹반(綠礬, 靑礬), 흑반(黑礬, 礬), 공청(空靑, 楊梅靑),

증청(曾靑), 석담(石膽, 膽礬), 웅황(雄黃), 자황(雌黃),

활석(滑石), 우여량(禹餘粮, 太一餘粮), 자석영(紫石英),

적석지(赤石脂), 석류황(石硫黃, 崑崙黃), 석고(石膏), 방

해석(方解石), 자석(磁石), 자석모(磁石·毛), 양기석(陽

起石), 한수석(寒水石, 凝水石, 鵲石), 밀타승(密陀僧),

박초(朴硝, 硝石朴, 皮硝, 生硝), 망초(芒硝, 盆硝), 마아

초(馬牙硝, 英硝), 현명분(玄明粉), 풍화초(風化·硝), 염

초(焰硝), 붕사(鵬砂, 蓬砂), 식염(食 ), 염탕(鹽湯), 염

정( 精, 泥精), 태음현정석(太陰玄精石), 청염(靑 ), 청

몽석(靑 石), 화예석(花蘂石, 花乳石), 망사( 砂, 北庭

砂), 비상(砒 , 信石), 대자석(代 石, 血師), 불회(목不

灰木), 석회(石灰, 惡灰), 석연(石燕), 석해(石蟹), 노감석

(爐甘石), 아관석(鵝管石), 사함석(蛇含石, 蛇黃), 수포석

(水泡石, 浮石), 임석(淋石), 무명이(無名異), 오고와(烏

古瓦), 백자설(白磁屑), 고전(古 ), 백맥반석(白·麥飯

石), 수중석자(水中石子)

2.3. 본초도감(本草圖鑑) 기재 광물성 약재(93종)

소해부석(小海浮石), 우여량(禹餘糧), 맥반석(麥飯石),

사함석(蛇含石), 유황(硫黃), 마노(瑪瑙), 노감석(爐甘石),

주사(朱砂), 웅황(雄黃), 백반(白礬), 연분(鉛粉), 동록(銅

綠), 녹염(綠鹽), 소령단(小靈丹), 석염(石鹽(大靑鹽)), 백

석영(白石英), 백석지(白石脂), 청몽석(靑 石( 石)),

운모(雲母), 호박(琥珀), 매박(煤珀), 남동광(藍銅鑛(曾靑)),

추석(秋石), 연단(鉛丹), 활석(滑石), 금박(金箔), 은주(銀

朱), 박초(朴硝), 담반(膽礬), 백강단(白降丹), 홍분(紅粉),

경분(輕粉), 불회목(不灰木), 옥(玉), 백악(白堊), 석고(石

膏), 응성석고(應城石膏(石膏)), 대자석(代 石), 무정자

석(無丁 石(代 石)), 개망초( 芒硝(玄精石)), 복룡간

(伏龍肝), 갈철광(褐鐵鑛), 광명염(光明鹽), 화예석(花 石),

적석지(赤石脂), 장석(長石), 금정석(金精石), 비석(砒石),

인공비석(人工砒石(砒石)), 자뇨사(紫 砂)( 砂)), 밀타

승(密陀僧), 이석(理石), 음기석(陰起石), 황석지(黃石脂),

양기석(陽起石), 한수석(寒水石), 자석영(紫石英), 녹청(綠

靑), 자석(磁石), 회마노(灰瑪瑙(瑪瑙)), 자황(雌黃), 석광

(錫鑛), 용골(龍骨), 오화용골(五花龍骨(龍骨)), 용치(龍

齒), 아관석(鵝管石), 여석(礖石), 종유석(鐘乳石), 붕사(硼

砂), 동록괴(銅綠塊 (銅綠)), 대해부석(大海浮石(海浮石)),

방해석(方解石), 석영(石英(白石英)), 석고현정석(石膏玄

精石(玄精石)), 석해(石蟹), 백뇨사(白 砂), 자연동(自然

銅), 금몽석(金 石), 편청(扁靑), 황동광자연동(黃銅鑛

自然銅), 무명이(無名異), 강석(薑石), 점토활석(粘土滑

石(滑石)), 점토자석영(粘土紫石英), 인공주사(人工朱砂),

수은(水銀), 석회(石灰), 소석(消石), 은박(銀箔), 녹반(綠

礬), 석(錫), 신국(神 ), 기제빙편(機製氷片).

2.4. 본초학(本草學) 기재 광물성 약재(23종)

석고(石膏), 망초(芒硝), 활석(滑石), 자연동(自然銅),

천축황(天竺黃), 청몽석(靑 石), 주사(朱砂), 자석(磁石),

대자석(代 石), 양기석(陽起石), 우여량(禹餘糧), 유황(硫

黃), 비석(砒石), 웅황(雄黃), 경분(輕粉), 연단(鉛丹), 노

감석(爐甘石), 붕사(硼砂), 금박(金箔), 복룡간(伏龍肝),

한수석(寒水石), 해부석(海浮石), 화예석(花 石)

3. 토의 및 결론

이 중 아토피피부염 외용제로 활용 가능한 약물은

아토피피부염이 염증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제창(諸瘡),

개선(疥癬), 악창(惡瘡), 개라(疥癩), 살개선(殺疥癬), 양

(瘍), 개(疥), 소(瘙) 등의 증상과 청열(淸熱), 강화(降火),

소종(消腫), 조습(燥濕), 해독(解毒), 지양(止痒), 렴창(斂

瘡), 생기(生肌), 살충(殺蟲), 료창(療瘡) 효능에 근거(홍

창의, 1994; 馬紹堯, 1999; 王保方, 2000; 林俊華 외,

2002; 劉建國 외, 2003; 謝 娟 외, 2007)하여 선별하

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주사(朱砂), 반석(礬石),

녹반(綠礬, 靑礬), 웅황(雄黃), 자황(雌黃), 석류황(石硫

黃, 崑崙黃), 석회(石灰, 惡灰) 등이 선별되었고(許 浚.

2005)(Table 1), 본초도감(本草圖鑑)에서 15종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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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東醫寶鑑)에서 선별된 광물약재 7종외에 활석(滑

石), 경분(輕粉), 연단(鉛丹), 노감석(爐甘石), 석(錫), 수

은(水銀), 밀타승(密陀僧), 은주(銀朱) 등이 선별되었다

(중국본초도감 편찬위원회. 2001)(Table 2). 본초학(本

草學)에서는 석고(石膏), 망초(芒硝), 활석(滑石), 주사(朱

砂), 유황(硫黃), 비석(砒石), 웅황(雄黃), 경분(輕粉), 연

Table. 1. Anti-atopic dermatitis mineral medicines described in Donguibogam

약명(藥名) 기미(氣味) 효능(效能) 주치(主治)

반석(礬石)

성량(性凉), 

무독(無毒)

외용해독살충(外用解

毒殺蟲), 조습지양(燥

濕止痒). 내복지혈지

사(內服止血止瀉), 

거제풍담(祛除風痰)

치후비(治喉痺), 중아( 牙), 구창(口瘡), 급악창(及惡瘡), 

개선(疥癬), 다입인후(多入咽喉), 구(口), 치약(齒藥)

주사(朱砂) 성미한(性微寒), 

일운량(一云凉), 

무독(無毒), 일운

미독(一云微毒)

진심안신(鎭心安神), 

청열해독(淸熱解毒)

 주백병(主百病), 양정신(養精神), 안혼백(安魂魄), 익정

신(益精神), 명목(明目), 열택인면(悅澤人面), 통혈맥

( ), 진심(鎭心), 안신(安神), 살정매(殺精魅), 사

악귀(邪惡鬼), 중악(中惡), 심(心), 복통(腹痛), 제개(除

疥), 루(瘻), 제창(諸瘡), 거식육(去息肉), 윤심·폐(潤

心·肺), 구복통신명(久服通神明), 불로(不老), 경신(輕

身), 신선(神仙)

녹반(綠礬)

성량(性凉), 

무독(無毒)

조습살( ), 

보혈소적( ), 

해독렴창( )

치후비(治喉痺), 중아( 牙), 구창(口瘡), 급악창(及惡

瘡), 개·선(疥·癬), 다입인후(多入咽喉), 구(口), 치

약(齒藥)

자황(雌黃)

조습(燥濕), 

살충(殺蟲), 

해독(解毒)

성평(性平), 

미신(味辛), 

유독(有毒)

주악창(主惡瘡), 개라(疥癩)

웅황(雄黃) 성평(性平), 

한(寒), 

미감(味甘), 

고(苦), 

유독(有毒)

해독살충(解毒殺蟲), 

조습거담(燥濕祛痰), 

절학( )

주중악·복통(主中惡·腹痛), 귀주( ), 살정물(殺精

物), 악사기(惡邪氣), 요서루(療鼠瘻), 악창(惡瘡), 

저(疽), 치(痔), 사기(死肌), 개선(疥癬), 닉창(瘡), 거비

중식육(去鼻中息肉), 급절근파골(及絶筋破骨), 살백충독

( ), 승오병(勝五兵), 해려로독(解藜蘆毒), 우

제사·훼독(尤制蛇· 毒)

석류황(石硫黃)

성대열(性大熱), 

미산(味酸), 

유독(有毒)

외용(外用) : 해독살

충(解毒殺蟲), 

요창(療瘡)

주심·복적취(主心·腹積聚), 사기(邪氣), 냉벽(冷癖), 

요·신구냉(腰·腎久冷), 냉·풍완비(冷·風頑痺), 각

냉·동·약·무력(脚冷·疼·弱·無力), 견근·골(堅

筋·骨), 장양도(壯陽道), 제두독·악창(除頭禿·惡瘡), 

하부닉창( ), 살개·선·충(殺疥·癬· ).

석회(石灰)
성온(性溫), 

미신(味辛), 

우독(有毒)

조습살충(燥濕殺蟲), 

지혈지병(止血止痛)

주저(主疽), 양(瘍), 개(疥), 소(瘙), 악창(惡瘡), 아질(癩

疾), 과( ), 선(癬), 백반(白瘢), 역양(瘍), 반(瘢), 

자(疵), 치루(痔瘻), 영췌( 贅), 우자( 子), 제창(諸瘡), 

요수골저(療髓骨疽), 살치충( ), 거흑자(去黑子), 

식악육(蝕惡肉), 제분자(除粉刺), 치산후(治産後), 음호

불합(陰戶不合), 요금창(療金瘡), 지혈(止血), 생기(生肌), 

능타태(能墮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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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鉛丹), 노감석(爐甘石), 붕사(硼砂), 금박(金箔), 한수

석(寒水石) 등 14종이 선별되었다(韓醫科大學 本草學

編纂委員會, 2005)(Table 3).

전반적으로 한의학적 이론인 이독치독(以毒治毒)에

Table. 2. Anti-atopic dermatitis mineral medicines described in Chinese Bonchodogam

약명(藥名) 기미(氣味) 효능(效能) 주치(主治)

노감석(爐甘石)

감(甘), 온(溫)
거예( ), 

조습렴창(燥濕斂瘡)

목적장예( ), 난혈풍안(爛血風眼), 

피부습창(皮膚濕瘡), 궤양구불수구(潰瘍久不收口)

연분(鉛粉)

감(甘), 신(辛), 

한(寒)

소적(消積), 

해독(解毒), 

생기(生肌)

감적(疳積), 궤양(潰瘍), 개선(疥癬), 옹저(癰疽), 

탕상(傷)

은주(銀朱)

신(辛), 온(溫)
공독(攻毒), 

조습(燥濕)
개선악창(疥癬惡瘡), 사기복통( )

경분(輕粉)

신(辛), 냉(冷)

해독(解毒), 

이수(利水), 

통변(通便)

대·소변폐(大·小便閉), 수종(水腫), 복창(腹脹), 

하감(下疳), 개선(疥癬), 피부궤양(皮膚潰瘍)

밀타승(密陀僧)

함·신(鹹·辛), 

평(平)

소종살충(消腫殺蟲), 

수렴방부(收斂防腐), 

추담진경(墜痰鎭驚)

창상(創傷), 경간(驚癎), 구리(久痢), 궤양(潰瘍), 

습진(濕疹), 치창(痔瘡)

점토활석(활석)

(粘土滑石(滑石))

감(甘), 한(寒)

청열(淸熱), 

삼습(渗濕), 

소서(消暑)

서열번갈(暑熱煩渴), 소변불리(小便不利), 황달(黃疸), 

수종(水腫), 피부습진(皮膚濕疹)

수은(水銀)

신(辛), 온(溫), 

유독(有毒)

살충(殺蟲), 

공독(攻毒)
개선(疥癬), 매독(梅毒), 악창(惡瘡), 치루(痔漏)

석(錫)

감(甘), 한(寒), 

유독(有毒)

해비독(解砒毒), 

해창독(解瘡毒)
악독풍창(惡毒風瘡), 비상중독(砒霜中毒)

(omittion of the mineral medicines overlapped in Donguibo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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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atopic dermatitis mineral medicines described in the Herblogy

약명(藥名)

학명(學名)
성분(成分) 효능(效能) 주치(主治)

석고(石膏)

Gypsum
주요 성분은 함수황산칼슘(CaSO4 

· 2H2O)이며, 그 중 CaO 

32.57%, SO3 46.30%, H2O 

20.93% 이다. 황산칼슘이외에 미

량의 Fe2+, Mg2+ 가 있다.

청열사화(淸熱瀉火), 

제번지갈(제번지갈)

치열병장열불퇴(治熱病壯熱不退), 

번갈(煩渴), 신혼섬어( ), 

발광(發狂), 발반(發斑), 폐열천해(肺

熱喘咳), 중서자한(中署自汗), 위화두

통(胃火頭痛), 아통(牙痛), 

구설생창(口舌生瘡)

망초(芒硝)

Natrii Sulfas
황산나트륨 NaSO4 96~98%를 

함유하고, 미량의 염화(鹽化)나트

륨 NaCL, 염화 마그네슘 MgCL, 

황산마그네슘 MgSO, 황산칼슘 

CaSO4 등 무기염이 함유

사열통변(瀉熱通便), 

윤조연견(潤燥軟堅), 

청화소종(淸火消腫)

치실연변비(治實熱便秘), 대편조결(大

便燥結), 적체복통(積滯腹痛), 

장옹종통(腸癰腫痛).

외치유용(外治乳癰), 

치창종통(治瘡腫痛)

유황(硫黃)

Sulfur
순수한 것은 유황 Sulphur를 함

유하고, 또 텔루룸(Te)과 셀레늄

(Se)을 함유

외용(外用) : 해독

살충(解毒殺蟲), 

요창(療瘡)

치개선(治疥癬), 독창(禿瘡), 

음조악창(陰阻惡瘡)

활석(滑石)

Talcum 규산마그네슘[Mg3Si4O10(OH)2]으

로 규산 63%, 마그네슘 32%, 

수분5%를 함유, 소량의 점토, 석

회, 철 등을 함유

이수통림(利水通林), 

청열해서(淸熱解暑), 

거습렴창(祛濕斂瘡)

치열림(治熱林), 석림(石林), 요열삽

통(尿熱澁通), 서습번갈(暑濕煩渴), 

습열수사(濕熱水瀉),.

외치(外治), 습진(濕疹), 습창(濕瘡), 

비자( 子)

주사(朱砂)

Cinnabaris

주요성분으로는 유화수은(硫化水

銀) mercuric sulfide(HgS) 수은(

水銀) 86.2%, 유황(硫黃) 13.8%

를 함유하고, 기타 웅황(雄黃), 

인회석( 灰石), 역청질(瀝靑質) 

등을 함유한다.

진심안신(鎭心安神), 

청열해독(淸熱解毒)

치심계이경(治心悸易驚), 실면다몽(失

眠多夢), 전간발광(癲癎發狂), 소아경

풍(小兒驚風), 견물혼화(見物昏花), 

구창(口瘡), 후비(喉痺), 

창양종독(瘡瘍腫毒)

비석(砒石)

Arsenicum 

Sublimatum

주성분은 As2O3로, 무수아비산(無

水亞砒酸) 또는 백비(白砒)라고도 

하며 백색의 팔면체결정이다. 삼

산화이비소는 고열에서 승화하여 

정제가 비교적 쉽다. 

승화물을 비상(砒霜)이라 부르는

데 성분은 As2O3이다.

홍비는 As2O3이외에 홍색의 광물

질을 함유한 일종의 비석이다.

거담절학

( ), 

살충(殺蟲), 

식악육(蝕惡肉)

치한담효천(治寒痰哮喘), 학질( ), 

휴식리(休息痢), 치창( ), 

아력 주마아감(  走馬牙疳), 

선창(癬瘡), 

궤양부육부탈(潰瘍腐肉不脫)

웅황(雄黃)

Realgar 유화비소(硫化砒素) AsS를 함유

하는데 As 64.88%, S 25.12%이

며 기다 소량의 중금속염을 함유

한다.

해독살충(解毒殺蟲), 

조습거담(燥濕祛痰), 

절학( )

치개선(治疥癬), 독창(禿瘡), 

옹저(癰疽), 주마아감(走馬牙疳), 

파상풍(破傷風), 사충칩상(蛇蟲蟄傷), 

충적복통(蟲積腹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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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약명(藥名)

학명(學名)
성분(成分) 효능(效能) 주치(主治)

경분(輕粉)

Calomelas

주로 염화제일 수은 Hg2CL2을 

함유한다. 天然産을 각홍광(角汞

鑛) Horn-quicksilver이라 하며, 

대개는 인공적으로 만들며 무미

무색의 인편상(鱗片狀) 결정으로 

때로는 담황색을 띠기도 한다. 

화학적으로는 甘汞이라 하며 건

조품은 HgCL을 99.6%이상 함유

한다.

외용(外用) : 살충(

殺蟲), 공독(攻毒), 

염창(斂瘡)

내복(內服) : 거담

소적(祛痰消積), 축

수통변(逐水通便)

외용(外用) : 치개선(治疥癬), 

완선(頑癬), 염창( ), 매독(梅毒), 

창양(瘡瘍), 습진(濕疹)

내복(內服) : 치담연적체(治痰涎積滯), 

수종고창(水腫鼓脹), 

이변불리(二便不利)

한수석(寒水石)

Glauberitum
청열강화(淸熱降火

), 이규(利竅), 

소종(消腫)

치시행열병(治時行熱病), 적열번갈(積

熱煩渴), 토사(吐瀉), 수종(水腫), 

요폐(尿閉), 치육( ), 단독(丹毒), 

탕상(湯傷)

금박(金箔)

Aurum
진심(鎭心), 

안신(安神), 

해독(解毒)

치경간(治驚癎), 전광(癲狂), 

심계(心悸), 창독(瘡毒)

연단(鉛丹)

Minium 주요성분은 사산화삼연 Pb3O4으

로 이론적으로는 PbO2를 34.9% 

함유한다. 그러나 우량품은 

23~25%를 함유하고 있다.

해독(解毒), 

생기(生肌), 

타담진경(墮痰鎭驚)

치옹저궤양(治癰疽潰瘍), 

금창출혈(金瘡出血), 구창(口瘡), 

목예( ), 탕화작상(湯火灼傷), 

경간전광(驚癎癲狂), 학질( ), 

이질(痢疾), 토역반위(吐逆反胃)

노감석(爐甘石)

Calamina

주성분은 탄산아연(ZnCO3)으로 

소량의 산화칼슘 0.27%, 산화마

그네슘 0.45%, 산화철 0.58%, 

산화망간 0.01%를 함유한다. 하

노감석( 爐甘石)의 주요성분은 

산화아연을 함유한다.

해독명목퇴예

( ), 

수습지양염창

(收濕止痒斂瘡)

목적종통 목연적란(目赤腫痛 目緣赤爛),

예막노육( ), 궤양불염(潰瘍不

斂), 농수림리( ), 습창(濕瘡), 

피부소양(皮膚瘙痒)

붕사(硼砂)

Borax 사붕산나트륨 Na2B4O7ㆍ10H2O을 

함유한다.

※연말(硏末)하여 사용하거나 

하(초)( (炒))하여 사용한다.

청열소담(淸熱消痰), 

해독방부(解毒防腐)

치인후종통(治咽喉腫痛), 구설생창(口

舌生瘡), 목적예장( ), 골경(骨

硬), 일격( ), 해수담조(咳嗽痰稠)

복용간(伏龍肝)

Terba Flava 

Usts
온중조습(溫中燥濕), 

지구지혈(止嘔止血)

치구토반위(治嘔吐反胃), 복통설사(腹

痛泄瀉), 토혈(吐血), 육혈( ), 

변혈(便血), 요혈(尿血), 

임신악조(姙娠惡阻), 붕루대하(崩漏帶下), 

옹종궤양(癰腫潰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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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독성이 있는 약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

우 정교한 독성제거 방식 즉 수치 방식을 통한 독성제

거를 실시한 후 사용되었다. 따라서 약물로 사용하는

경우 비독성 약물을 제외한 독성 약물은 현대적 방식

에 의해 독성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의 주요성분 또는 많은

Table. 3. Continued

약명(藥名) 기미(氣味) 효능(效能) 주치(主治)

노감석(爐甘石)

감(甘), 온(溫)
거예( ), 

조습렴창(燥濕斂瘡)

목적장예( ), 난혈풍안(爛血風眼), 피부습

창(皮膚濕瘡), 궤양구불수구(潰瘍久不收口)

연분(鉛粉)

감(甘), 신(辛), 

한(寒)

소적(消積), 해독(解毒), 

생기(生肌)

감적(疳積), 궤양(潰瘍), 개선(疥癬), 옹저(癰疽), 

탕상( )

은주(銀朱)

신(辛), 온(溫) 공독(攻毒), 조습(燥濕) 개선악창(疥癬惡瘡), 사기복통( )

경분(輕粉)

신(辛), 냉(冷)
해독(解毒), 이수(利水), 

통변(通便)

대·소변폐(大·小便閉), 수종(水腫), 복창(腹脹), 

하감(下疳), 개선(疥癬), 피부궤양(皮膚潰瘍)

밀타승(密陀僧)

함·신(鹹·辛), 

평(平)

소종살충(消腫殺蟲), 

수렴방부(收斂防腐), 

추담진경(墜痰鎭驚)

창상(創傷), 경간(驚癎), 구리(久痢), 궤양(潰瘍), 

습진(濕疹), 치창(痔瘡)

점토활석(활석)

(粘土滑石(滑石))

감(甘), 한(寒)
청열(淸熱), 삼습(渗濕), 

소서(消暑)

서열번갈(暑熱煩渴), 소변불리(小便不利), 

황달(黃疸), 수종(水腫), 피부습진(皮膚濕疹)

수은(水銀)

신(辛), 온(溫), 

유독(有毒)
살충(殺蟲), 공독(攻毒) 개선(疥癬), 매독(梅毒), 악창(惡瘡), 치루(痔漏)

석(錫)

감(甘), 한(寒), 

유독(有毒)

해비독(解砒毒), 

해창독(解瘡毒)
악독풍창(惡毒風瘡), 비상중독(砒霜中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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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을 가진 화합물 위주로 분류한 광물약재 역시 유

의적인 결과 도출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실험 및 분

석기법을 통하여 효능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아토피피

부염뿐만 아니라 염증성 질환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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