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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의학적 효능연구는 전통고의서 문헌에 나타난 닭관련 약처방을 분석 정리하여 재래닭의 의학적 효능을 
구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필사본 한의서를 중심으로 재래닭 관련 처방을 번역하고 
정리 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필사본 고의서는 당대의 명의가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정립된 자신만의 고유처방을 
출판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서 직접 기술하여 자손대대로 전래한 처방중심 고의서이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처방중심의 고의서는 관리부실에 의한 손망실로 거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소실로 인해 그 존재조차 확
인되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한의서에 기술된 다양한 닭처방과 약리작용을 분석하여 대체의학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분석된 내용을 구분 정리하여 DB를 구축하고 처방 및 혼합약재에 대한 치료방법을 유용
성 평가를 통해 다양한 기능성식품개발의 근거로 마련하고자한다. 현존하는 재래닭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체계가 미
흡하여 국가 지식 자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전문인력양성 및 지식문화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신성
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일익하고자 한다. 고의서에 나타난 재래닭관련 처방지식을 정제화하여 다학제간의 융복합연구 
시스템을 통한 재래닭의 약리작용 연구와 유용성을 평가하고 기능성식품이나 대체의학의 실용화 방안 역시 제시하고
자 한다.

주제어 : 전통의학문헌, 재래 닭, 의학, 약리작용, 융복합연구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icken-related prescription shown in the literature summarized by standing 
tradition deliberate aim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efficacy of native chickens. Therefore, The old traditional 
medicine books of native chickens translate and organize the relevant prescriptions. The manuscript old 
documents is prescribed by the old central documents sourced direct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descendants technical publishing contemporary situation sake of the development of this unique formulation not 
only contemporary who established himself through numerous trials and errors. Browse almost circular in 
traditional medicine prescription, which i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is difficult, and because of the loss 
can not be confirmed even its existence.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analysis and separated by organized to 
establish a database on the basis of prescription and mixed herbs in a variety of functional foods developed 
through usability evaluation methods of treatment. Therefore, the management systems of native chickens related 
to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foster the continued expansion and specialized training and knowledge 
of the future growth engine industry through the added value of cultural projects of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Finally, convergence research and evaluate the usefulness of native chickens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systems, and practical measures of functional foods and alternative medicine are present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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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재래닭의 정의

재래닭이란 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닭으로, 다른 

품종의 닭과 분리 사육 되어 순수 통을 유지해온 닭을 

일컫는다. 하지만 원산지는 외국일지라도 국내에 도입된 

후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된 품종의 닭도 재래

닭에 포함된다. 재래닭은 사육 유래가 명확하고 계  번

식 내역  세 별 순계능력 검정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한 최소한 7세  이상 순수 통으로 유지되어온 확실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1].

1.2 재래닭의 기원과 변천과정

닭이 우리나라에 래된 경로나 사육 기원은 명확하

지는 않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신라 시조인 

박 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과 김알지가 탄생할 때 

숲속에서 닭이 울었다고 하여 이 숲을 계림(鷄林)으로 부

른 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닭이 사육되고 있었다고 추

측된다[2]. 

3세기 엽 국의 삼국지 지동이  (魏志東夷傳)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 우리나라에 장미계(長尾鷄)가 존

재하 음을 짐작할 수 있고 해동역사(海東繹史)에도 닭

에 한 기록이 보인다[3]. 한 조선시 에 편찬된 양

잡록(衿陽雜 )과 농가집성(農家集成) 등에 당시 수십 

종의 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세기 엽에 술

된 임원경제지 (林園經濟志)에도 닭에 한 기록이 있다

[4].

1973년 경주의 신라고분  천마총에서 세계 최 로 

완형란(完形卵)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면역학  는 축

산학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양계역사상 단히 요한 

자료이다. 출토된 원형란의 란크기는 재래닭 계란과 

꿩알의 간정도이고 소란은 그 크기가 꿩알과 같았다

<Table1>. 그런데 원자연구소의 방사성탄소 측정에 의

하면(천마총은) 서기 2040±70년으로 밝 졌다. 한 학

자들의 역사  고찰로 볼 때는 서기 500년경의 소지왕

(471～49)이나 지증왕(500～513)때로 추정하고 있다[5].

이처럼 천마총(天馬塚)에서 계란이 출토된 것을 미루

어 보아 서기 400～500년경 이 부터 닭이 사육되어져 

왔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왕릉에 부장품으로 매장될 만

큼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6].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나라 닭의 기원은 약 2000년 으로 추정되며 동남

아시아에서 직  도입되었거나 국 남부와 북부지방을 

거쳐 유입되어 정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

1900년 이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던 모든 닭은 거의 

재래닭 일변도 다. 당시 재래닭은 국에 걸쳐 리 사

육되고 있었으나 자 자족하던 원시 인 양계형태에 불

과했다[8]. 재래닭은 그럼에도 개량종이 사육되기 까지

는 농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다[8]. 

1910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일

본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개량종이 국내에 도입

되기 시작했다. 1910년도 사육수는 280만수 다. 기에

는 계란과 계육의 주소비자가 일본인들로 조선총독부의 

개량품종 확  보 을 한 권장시책으로 일본 본토의 

계란 부족을 보충하기 한 수단이 되었다. 일본에서 도

입된 번식력이 좋은 개량종들 때문에 재래닭은 산란수가 

고 성장이 더디다는 이유로 차츰 수 으로 려나게 

되었다[9].

1950년 6.25 쟁 때문에 재래종 닭은 거의 사라졌으

며 쟁 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의 원조기 으로부

터 외국 개량종이 일시에 량으로 도입됨으로써 순수한 

재래닭은 차 자취를 감추어 갔다. 게다가 1960년   북

미 등 서양에서 개량된 상업용 종계가 량 수입되면서 

재래닭은 물론 국내의 닭 개량사업도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60년  이후 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축

산물 수요가 증가되면서 닭고기와 계란소비가 증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개량종 닭이 국내에

서 량으로 사육되게 되었다[10]. 이에 따라 양계산업은 

규모화 는 업화로 발 하게 되었으며 이와는 상

으로 재래닭의 사육감소는 더욱 가속화되어 멸종지경까

지 이르게 되었다. 이후 재래닭은 양계산업의 양 , 질  

변모에 묻  1980년 가 되기까지 거의 잊힌 상태로 지

내왔다[11]. 

근래에 오면서 국민소득과 생활수 의 향상으로 축산

물 소비에 있어서도 기호에 맞고 양보다는 질을 찾는 성

향이 높아지면서 재래종에 한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다

[12]. 이와 함께 재래닭에 한 심이 높아지고 증가되

는 수요를 해 사육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재로서는 재래닭이 차지하는 비 이 아직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규모로 사육되고 있는 수입 개량종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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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을 부각시키기에 손색이 없으며 고유 유 자원으로

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10].

<Table 1> External shape of excavated
           Cheonmachong
Sample 

forms

Cheonmachong The Control Group

Large 

eggs
small eggs Eggshell

Traditional 

eggs

 eggs of 

Pheasant

Major axis 48.2㎜ 44.6㎜ 53.6㎜ 40～44.5㎜

Minor axis 36.5㎜ 33.8㎜ 39.2㎜ 32.5～35.2㎜

Weight 33.8gr 24.7gr 44.7gr

Volume 42.1㎠ 31.6㎠ 42.3㎠

Thickness 0.943㎜ 0.324㎜

2. 재래닭의 종류

2.1 재래 오계(烏鷄)

재래오계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 지방으로서, 인도, 

국, 한국, 일본 순으로 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

형과 자세는 코친(Cochin)종과 닮아서 둥 고 몸매가 미

끈하다. 체조직에 멜라닌색소가 침착되어 다리, 피부  

골격이 흑색이므로 오계(烏骨鷄)란 명칭이 붙었다[13]. 

2.2 연산오계

연산오계는 충남 논산군 연산면 화악리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의 재래종의 표 인 닭이다. 1980년 4월 천연

기념물 265호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식량기구(FAO)에도 

품종 등록이 되어있을 정도로 정평이 나있다. 烏鷄는 

《東醫寶鑑 湯液編》에 烏雄鷄肉이라 하여 “性微溫, 無

毒. 主心病肚病, 除心腹惡氣, 及風濕攣痹. 補虛羸, 安胎. 

治折傷, 幷癰疽”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東醫寶鑑 雜病

編》에서는 ”治中風語澁, 及風寒濕痹“로 기재되어 있어, 

다양한 효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14]. 오계 에서 

계룡산 자락을 본산으로 하는 연산오계가 약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물론 깃털, 피부, 자 , 

동자, 심지어 발톱까지 모두 검정색의 닭이다[9]. 

2.3 횡성 약닭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그린 <계 만추도>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통 재래닭 에 하나이다. 조선시 까지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횡성약닭은 한 번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불이 나는 것 같다고 해 ‘화계(火鷄)’라고도 

불렸다. 게다가 이 닭은 불처럼 강력한 색 때문에 화계라

는 이름이 더 잘 어울렸다[15].

염에 효능이 있어 민간에서는 약으로 이용되었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귀족들의 음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몸집만 큰 육계가 량으로 들어온 이후 화계의 

수는  어 들었다. 지 은 횡성에 100여 마리 정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2.4 현인닭

경기도 주에 치한 인농원에서 10년 간 복원한 

우리나라 부지방의 재래닭이다. 총 15가지 색상을 지

닌 인닭은 ‘코리아 인흑계’(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라

는 학명을 받고, 세계  자원으로 등록되었다.

2.5 대전 황봉

1990년부터 황 농장 표 고낙정씨에 의해 충청

지방의 토종 재래닭이 수집되었으며 이후 단일 계통으로 

통이 고정되었다. 600여 평의 공간에 8동의 비닐하우

스와 9개의 부화 막사를 운 하고 있으며, 2006년 황 으

로 상표등록을 하 으며, 이를 해 1,200여 마리까지 사

육하기도 하 으나 2012년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로 농장

이 을 계획하면서 2012년에는 240마리만 유지하고 있

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황자계육(黃雌鷄肉)이라 하여 

런 암탉 고기 성분이 평하고(따뜻하며), 맛이 달고(시

며), 독이 없고, 소갈, 빈뇨증, 설사, 이질에 효과가 있다. 

오장과 골수를 보하며 정수와 양기를 돕고, 소장을 덥힌

다. 한 “털빛도 고, 다리도 런 것이 좋다”라고 알

려졌다[12].

3. 재래닭의 계종별 특징

체 인 깃털 색깔 갈색종, 흑색종, 백색종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갈색종  깃털 색깔이 진한 갈색인 

갈색종, 연한 갈색인 황갈색종이 있다[9]. 

3.1 갈색종

수탉은 머리와 목  등의 깃털은 황갈색 는 갈색

이며 어깨  등부 는 암갈색 는 흑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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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탉의 가슴과 다리는 갈색 는 흑색이고 가슴털

은 녹흑색 띠를 이루고 있으며, 날개의 짧은 털은 갈색 

는 흑색이며, 날개의 긴털 끝부  분은 흑갈색 는 흑

색, 꼬리는 녹흑색 띠를 이루고 있다.

암탉은 회갈색으로 각 깃털마다 검은 무늬가 있으

며 꼬리는 흑색, 등과 날개는 회갈색 바탕에 흑조가 있으

며 때로는 은회색 바탕에 흑조가 있는 것도 있다. 

3.2 흑색종

흑색종은 원래 우모가 흑색이기는 하지만 다소 녹색

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볏은 색 는 암 색이고 부리 

 정강이는 회흑색이다.

3.3 백색종

백색종은 우모가 순백이지만 때로는 흑색 반 을 띠

며, 목과 날개에 황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는데 부리와 정

강이는 황색이다.

3.4 회갈색종

깃털 체가 황갈색에 흑색반 과 무늬가 서로 혼

합되어 있으며 볏은 선홍색, 정강이는 회흑색이 일반

이다.

 

4. 연구내용

4.1 脣腫(순종)

細辛三戋煎水溫沉.  片刻腫大 生鷄拔頸沉唇頸宂寒則

易以他鷄若用鷄十五首則愈(세신삼 수온침. 편각종

자생계발경침순경용한즉역이타계약용계십오수즉유).

◆ 입술이 부으면

세신 세돈을 끓인 물에 따뜻하게 담근다. 순식간에 크

게 부운 것은 살아있는 닭의 목을 뽑아 피를 입술에 담그

고 입 둘 가 차가와 지면 다른 닭으로 바꾸어 만일 닭 

15마리를 사용하면 완 히 낫는다.

[Fig. 1] Medicine of chunzhong

4.2 吐血(토혈)

柿根燒末一戋五分人蔘末二戋淡水飮調服亦治下血. 男

雌鷄女雄鷄入海帶三条烹食(시근소말일 오푼인삼말이

담수음조복역치하 . 남자계여웅계입해 삼조팽식).

◆ 토혈

감나무뿌리 태운 분말 한돈 오푼, 인삼분말 두돈을 담

수로 마시고 조리를 잘하면 하 을 치료한다. 남자는 암

탉, 여자는 수탉을 다시마 세 기를 넣어 삶아 먹는다. 

[Fig. 2] Medicine of Hematem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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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瘧疾(학질)

諸瘧不二飮鷄心檳榔要一雌一雄若重二戋餘藥二戋常

山知母貝母毋各等分石剉酒一鍾煎至八分不可過熟熟則不

效露一宿臨發日五更溫服勿令婦人煎藥(제학불이음계심

빈랑요일자일웅약 이 여약이 상산지모패모무각등분

석좌주일종 지팔푼불가과숙숙즉불효로일숙임발일오경

온복물령부인 약).

◆ 학질(말라리아)

모든 학질에는 닭심장과 빈랑을 두 번 먹지 않는다. 

요한 것은 한 마리의 암컷, 한마리의 수컷이 만약 량이 

2 이면 나머지 약재는 이 으로 상산, 지모, 패모를 각

각 등분하여 갈아 술 한 종지기를 넣고 끓여 8푼이 되게 

한다. 완 히 익히지 않는다. 완 히 익히면 효과가 없다. 

밖에서 하루를 묵  발작일에 맞춰 오경에 따뜻하게 복

용한다. 부인으로 하여  약을 다리게 하지 말라.

[Fig. 3] Medicine of Malaria

4.4 泄瀉(설사)

硫黃滑席等分末溫水調服及痢症生鷄卵三介幷黃白

朝空心呑下則極妙(유황활석등분말온수조복 이증생계

란삼개병황백최조공심탄하즉극묘).

◆ 설사

유황, 활석을 같은 양으로 분말을 만들어 온수에 마시

고 이질증상에 생계란 세 개를 노른자와 흰자 모두 이른 

아침에 공복에 삼키면 매우 신묘하다.

[Fig. 4] Medicine of Diarrhea

5. 결론

통고의서 문헌에 나타난 재래닭의 약리작용에 한 

의안은 상보다 많았다. 이러한 근거로 추론해 보면 재

래닭은 우리 선조들때부터 우리의 실생활과 하게 연

되어 있었고 지 까지도 식생활에 많은 향을 주는 

식자재이다. 다만 조선시 까지는 재래닭이 우리 선조들

의 약재로 쓰인 반면 는 서양의학의 발달과 과학화

로 차 약재의 기능이 도외시되면서 식용으로 사용이 

편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에도 삼계탕을 시해서 옻닭 등 보양식

으로 쓰여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고의서의 처방  분석

을 통해 나타난 약리작용을 정리해보면 설사에 약재로 

쓰임이 두드러지고 풍토병인 학질에도 약재로 사용한 부

분이 보인다. 한, 입술이 붓는 경우나 뜸에도 계란이 약

재로 쓰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 에도 범 하

게 재래닭이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외에도 많은 처방이 닭의 벼슬, 피, 날개, 육, , 계

란 등을 이용한 사례가 보인다. 다만, 추후 이러한 처방을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져 과학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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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다면 앞으로 체치료나 약효성분이 가미된 기능

성식품 개발에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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