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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iterature review focuses on external treatments for the throat, as found in the classic Korean text, Hyang-Yak-Jib-Sung-Bang･

Throat. Sections of the text related to external treatment of throat disorders were reviewed. Examples of frequently used external 

methods include gargling, application of powder, and brushing of the throat. These methods are still used in modern Korean Medicine 

treatments for Ear-Nose-Throat (ENT) disorders. 

This discussion is provided with intention to invigorate the ancient practices of throat treatments, by highlighting benefits and 

results of the therapeutic protocols described in Hyang-Yak-Jib-Sung-Bang･Throat.

Discovering new effective herbal medicines and developing more precise external treatments will advance ENT treatment in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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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世宗 15년(1433년)에 간행된 鄕藥集成方은 定宗 1년
(1399년) 제생원에서 간행한 鄕藥濟生集成方 30卷의 舊
症과 舊方을 기본으로 鄕藥의 모든 方門들을 수집하고, 方
書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분류 첨가하여 兪孝通, 盧重禮, 朴
允德 등에 의하여 85卷 30冊으로 만들어 졌다. 

근래에 鄕藥集成方에 한 연구로 이경록은 “조선 초
기의 의료는 중국 의료를 자발적으로 수용하 다. 하지만 
조선 의학자들은 향약 처방과 향약 본초가 중국 의료와 다
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고유 의술의 효용성을 
인정하여 조선만의 의료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성하 다. 특
히 향약집성방에서는 조선의 향재로 동아시아 의료의 모

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기존의 향약 의
서와는 구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처럼 조선에서 자신만
의 지역성을 더욱 자각하게 되면서 조선 의료는 이제 ‘東
醫’라고 인식되기 시작하 다. 조선 의료가 동의로 상징되
자 ‘鄕藥’이란 표현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다. 향약집
성방 이후에 ‘향약’이란 서명을 갖는 의서가 없는 이유
다. 그러므로 향약집성방 편찬에서 드러나는 조선 초기 
의료의 역사적 함의는 鄕藥이 東醫로 발전한 것이다.”1)라
고 하 다. 이처럼 鄕藥集成方은 鄕藥의 硏究에 있어서 
중요한 서적의 하나이다. 

外治療法은 內治療法의 상 되는 개념2)으로서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한의외치요법학회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학 
등 여러 연구 단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3). 

外治療法에 한 연구는 1996년 송병기, 이경섭, 임은미
의 “姙娠惡阻의 外治法에 한 考察”4)( 한한의학회지)로

1) 이경록. ｢鄕藥에서 東醫로 : 향약집성방의 의학이론과 고유 의술｣. 역사학보. 2011;(212):275. 
2) 신광호. 한의외치요법학. 서울: 성의학사. 2000:3.
3) 박태열, 고우신. ｢馬王堆醫書, 黃帝內經, 金匱要略에 나타난 中國 古代 外治療法｣.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4):618.
4) 송병기, 이경섭, 임은미. ｢姙娠惡阻의 외치법에 한 고찰｣. 한한의학회지. 1996;17(1):44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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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하여 2014년 김건우외 3인의 “아토피 피부염 외
치치료제 처방 개발을 위한 실험적 연구”5)( 한본초학회
지) 등에 이르기 까지 婦人科, 皮膚科, 耳鼻咽喉科 등의 
역에서의 硏究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 앞서 鄕藥集成方･齒門의 外治法에 
관한 연구6)를 발표하 고, 그 후속연구로 鄕藥集成方 咽
喉部分에서의 外治療法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확인
하여 鄕藥集成方36卷･咽喉門에 나타난 外治療法에 하
여 文獻的인 硏究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하여 향후 耳鼻咽
喉科領域에서 外治療法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鄕藥集成方･咽喉門에 咽喉閉塞不通, 喉痺, 馬喉痺, 咽
喉腫痛, 咽喉生癰, 咽喉生瘡, 懸癰腫, 喉中生穀賊, 尸咽喉, 
狗咽, 咽喉中如有物妨悶, 咽乾, 咽喉頸外腫痛의 13종류에 
疾病에 하여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鄕藥集成方･咽喉門에 기록된 處方을 分
析하여 外治療法에 해당하는 灌, 灌潄, 納喉中, 塗, 塗蜜含, 
剌出血, 傅, 傅項上, 瀉, 塞鼻竅, 塞耳鼻, 摻, 安牙窮頭, 熨, 
點, 貼, 吹, 吹喉, 探吐之, 含, 熏 등 21종류의 처치방법의 
활용빈도와 특징 등을 분석하 다. 

Ⅱ. 本論

鄕藥集成方･咽喉門의 原文을 분석하여 疾患別 病症에 
따른 處方과 外治方法을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 다. 

1. 咽喉閉塞不通

咽喉閉塞不通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咽喉閉塞不通 比金散 白殭蠶, 蛇蛻皮 摻

立通散 蚰蜒, 礬石, 白梅肉 吹
又方 桑上白耳 含

聖惠方

咽喉閉塞, 津液不通 升麻丸 升麻, 馬蘭子, 白礬, 馬牙硝, 玄蔘 含
咽喉不通 射干, 當歸 含

又方 赤馬糞汁, 生薑汁, 童子小便 灌
咽喉閉塞及噎, 湯水難下 又方 芥子 塗

又方 無槵子皮 含
咽喉閉塞腫痛, 水米不通 蝸牛蟲 含

又方 蛇蛻皮 熏
又方 蛇蛻皮 含
又方 馬勃 灌
又方 白礬 含

咽喉閉塞, 喘息不通 地龍 瀉
又方 蠐螬 點

直指方 喉閉 遠志散 遠志 吹
事林廣記 熱極喉閉 枯礬 摻
居家必用 喉閉 鯖魚膽 吹
靈苑方 急喉閉逡巡不救 鯖魚膽 點

外臺秘要 喉閉 射干 含

표 1. 咽喉閉塞不通에 사용된 外治法

咽喉閉塞不通에 사용된 20회의 外治方法에서 가루낸 약
물을 뿌려주는 摻法이 2회, 가루낸 약물을 인후에 불어 넣
는 吹法이 3회, 약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는 含法이 8회, 含

法과 유사한 灌法과 瀉法이 각 1회, 塗法이 1회, 點法이 3
회, 勳法이 1회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咽喉閉塞不通을 치
료하는 데에는 含法을 가장 많이 사용하 고, 다음으로 吹

5) 김건우, 박지원, 심부용, 김동희. ｢아토피 피부염 외치치료제 처방 개발을 위한 실험적 연구｣. 한본초학회지. 2014;29(4):13-20.
6) 김용진. ｢鄕藥集成方･齒門의 外治法에 관한 硏究｣.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28(4):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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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과 點法과 摻法을 사용하 다. 
含法에 사용된 藥物로는 白礬과 射干이 2회이고, 나머지 

當歸, 馬蘭子, 馬牙硝, 無槵子皮, 蛇蛻皮, 桑上白耳, 升麻, 
蝸牛蟲, 玄蔘 등은 1회씩 사용되었다. 

吹法에 사용된 약물은 蚰蜒, 礬石, 白梅肉, 遠志, 鯖魚膽
이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나머지 방법에 있어서도 2회 이
상 사용된 약물은 없어, 咽喉閉塞不通에 사용된 外治法에 
따른 주요 外治藥物을 찾아내지 못하 다. 

다만 咽喉閉塞不通에 사용된 약물로는 白礬(枯礬 포함, 
含法 摻法)과 蛇蛻皮(摻法 勳法 含法)가 3회, 射干(含法)과 
鯖魚膽(吹法 點法)이 각 2회로 나타나 활용 빈도가 높았다.

咽喉閉塞不通에 많이 활용된 蛇蛻皮, 白礬, 射干의 효능
과 주치는 아래와 같다. 

蛇蛻皮는 退翳, 祛風, 祛風, 辟惡, 殺蟲, 消腫, 定驚의 효능으

로 疥癬, 瘰癧, 目翳, 小兒驚風, 喉痺, 諸瘡癰腫 등을 主治한다.
白礬은 生津, 解毒, 祛風痰, 殺蟲, 燥濕墮痰, 定痛止痒, 止

血化腐, 止瀉, 解熱 등의 효능으로 疥癬, 口舌生瘡, 急喉痺, 
白帶, 鼻衄, 蛇咬傷, 牙關緊急, 癲癎, 中風失音 등을 主治한다.

射干은 瀉火, 消痰, 淸熱解毒, 開胃, 祛痰利咽, 明目, 散
血, 利腸, 鎭肝, 下食, 行鬱氣의 효능으로 熱毒痰火鬱結, 咽
喉腫痛, 咳嗽氣喘, 痰涎癰盛 등을 主治한다.

이러한 약물의 주치로 보아 咽喉閉塞不通에 사용된 외용
약은 약물자체로도 인후병에 사용될 수 있는 약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재들을 직접 인후부위에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외치법을 활용하여 편리하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게 하
는데 활용하 다.

2. 喉痺

喉痺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喉痺 如聖散 白殭蠶, 天南星 灌, 含
纏喉風及喉痺 如聖丸 大黃, 白礬, 馬勃, 陳白梅皮, 蝸牛 吹, 含

纏喉風, 一切喉痺急危 如聖散 白殭蠶 含
急喉痺, 逡巡不救 皂莢 點, 塗

喉痺 白礬, 白附子 塗
喉痺水漿不入 生惡實 塗, 納喉中 

又方 糯米 貼
喉痺腫盛, 語聲不出 生薑汁, 蜜 含

聖惠方 喉痺立効 蝸牛, 白梅 含

千金方
喉痺卒不語 羊蹄 傅

喉痺 杏仁 含
喉痺卒不語 大豆 含

又方 商陸 傅
喉痺及毒氣 大蒜 塞耳鼻

經驗秘方 喉痺口瘡, 腮臉腫痛 消毒丸 白殭蠶, 牛蒡子 含
喉風 威靈仙, 天南星, 白殭蠶 灌潄

直指方 喉風, 喉痺 南星防風散 綠礬 含
瑞竹堂方 喉風單雙乳蛾 墻上土蜂窠 點

急喉風 燈草, 鹽 吹
得効方 潤關住痛 生薄荷 安牙窮頭
醫林方 纏喉風 白礬, 烏雞子淸 灌

金匱鉤玄 纏喉風 桐油 探吐之
又方 速志 傅項上

經驗方 喉痺 靑艾 傅
鄕藥惠民方 喉痺 蛇蛻皮 吹
本朝經驗 喉痺 又方 亦芍藥 塗蜜含

又方 大蒜 含, 納
又方 桔梗, 射干, 薄荷 含

集驗方 纏喉風及喉痺, 牙宣, 牙癰, 口瘡 蠶退紙 含
千金翼 喉痺 手大指 剌出血

표 2. 喉痺에 사용된 外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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喉痺에 활용된 30회의 외치방법에서 含法이 10회로 가
장 많았고, 點法(傅法, 貼法 포함)이 8회로 그 다음 이었고, 
灌法과 吹法과 塗法이 각 3회로 나타났고, 安法, 塞法, 探
吐, 刺出血이 각 1회로 나타났다. 

喉痹의 外治方法에서 특이한 점은 聖濟總錄의 如聖散
처럼 咽喉가 막혀 있을 경우에 작은 나무 롱으로 약물
을 불어 넣어 침을 흘리게 한 다음 생강 등 다른 약물을 
입에 머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
하지 않고 여러 가지 外治方法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은 聖濟總錄에서 喉痺를 치료하는 如聖散
과 纏喉風과 喉痺를 치료하는 如聖丸과 急喉痺 逡巡不救를 
치료하는 방법과 喉痺로 음료수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
료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本朝經驗에서도 喉痺의 치료에 
又方에서 塗蜜含하는 방법과 含하거나 納하는 방법 등을 
활용되었다. 

이것은 喉痹처럼 症狀이 위급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위급한 상황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含法에 사용된 약재들은 白殭蠶만 2회 사용되었고, 桔梗, 
綠礬, 大豆, 大蒜, 蜜, 薄荷, 白梅, 射干, 生薑汁, 蝸牛, 牛蒡
子, 蠶退紙, 杏仁은 1회씩만 사용되었다. 기타 다른 방법에 
사용된 약재들도 부분이 1회씩만 사용되었다. 

喉痹의 外治에 사용된 약물 전체를 살펴보면 白殭蠶이 4
회, 白礬이 3회, 大蒜과 蝸牛와 天南星이 각각 2회이고 나
머지 桔梗, 糯米, 大豆, 大黃, 桐油, 燈草, 馬勃, 蜜 등은 1
회씩 사용되었다.

3. 馬喉痺

馬喉痺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脾肺不利 馬銜鐵 含
又方 生薑, 蜜 含

神効名方 走馬喉痺 生白礬 按

표 3. 馬喉痺에 사용된 外治法

馬喉痺에서는 2회의 含法과 1회의 按法을 사용하 다. 
神効名方에서 馬喉痺에 按法을 사용하는데 인후에 약

물을 넣기가 어려우므로 느릅나무의 가지에 솜으로 감싼 
면침에 약물을 찍어 인후에 바르는 방법을 활용하 다. 이
는 사용방법의 편리성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4. 咽喉腫痛

咽喉腫痛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咽喉腫痛 蛇蛻散 蛇蛻皮, 馬勃 含
咽喉卒腫, 
食飮不通 搗薤膏 薤 傅

咽喉卒腫痛, 
頭面腫 杏仁, 雞子 傅, 塗

喉卒腫痛, 
不下食 生地龍 塗

又方 白麵 塗
又方 大豆 含

聖惠方
咽喉腫痛 牛旁子 含

又方 馬牙硝 吹
咽喉不利, 

腫塞, 氣道不通 生艾葉 傅

三因方 喉閉熱腫, 
語聲不出 神効散 荊芥, 萞麻子 含

瑞竹堂方 乳蛾及風熱上攻,
咽喉腫痛 一捻金散 直殭蠶, 

防風, 白礬 吹喉
簡易方 咽喉腫痛 金消圓 黃蘗皮, 荊芥穗,

射干, 黃芩 含
烟霞聖効方 乳蛾幷咽喉閉

寒腫痛 靑金散 白礬, 銅緣, 
草鳥頭 吹

肘後方 咽喉卒腫, 
食飮不通 黃蘗 傅

표 4. 咽喉腫痛에 사용된 外治法

咽喉腫痛에 사용된 14회의 외치방법에서는 含法이 5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傅法이 4회, 吹法이 3회, 塗法이 2
회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비록 4종류의 외치방법을 사용
하 지만 모두 여러 번 활용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含法에 사용된 약재들은 荊芥만 2회 사용되었고, 나머지 
大豆, 馬勃, 萞麻子, 射干, 蛇蛻皮, 牛旁子, 黃芩, 黃蘗皮는 
1회씩 사용되었다. 

吹法에 사용된 약재들에서도 白礬만 2회 사용되었고, 나
머지 銅緣, 馬牙硝, 防風, 直殭蠶, 草鳥頭는 각 1회씩만 사
용되었다. 

전체적으로 外治方法에 활용된 약재들에서 含法에 사용
한 荊芥와 吹法에 사용한 白礬을 제외하고, 黃柏은 含法과 
傅法에 한 번씩 사용되었다. 나머지 약재들은 1회씩만 사용
되어 外治에 사용된 藥材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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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咽喉生癰

咽喉生癰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喉癰及懸癰 鹽花散 鹽花, 白礬 點

喉癰及傷寒熱
病後咽痛 馬牙硝散 馬牙硝 含

聖惠方
咽喉卒生癰腫, 

飮食不通 又方 韭 熨, 塗
又方 赤小豆 塗

표 5. External Treatment Drugs and Methods That Were
Used to Carbuncle in Throat

咽喉生癰에서는 點法, 含法, 熨法, 塗法을 각각 1회씩 활
용하 다. 특히 聖惠方에서는 熨法을 상용한 뒤에 바로 
塗法을 사용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가지 외치 
방법을 사용하 다. 

咽喉生癰에 사용된 약재들은 鹽花, 白礬, 馬牙硝, 韭, 赤
小豆가 각각 1회씩만 사용되었다.

6. 咽喉生瘡

咽喉生瘡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咽喉中生瘡 地黃湯
生地黃, 竹茹, 玄蔘, 
雞蘇苗, 赤茯苓, 
升麻, 麥門冬

含

咽喉生瘡, 
連舌頰痛 薔薇根飮

薔薇根皮, 升痲, 
生乾地黃, 黃蘗, 

鉛白霜
熱漱

喉中熱塞, 
及舌上齶生瘡 大靑煎

大靑, 黃蘗, 升痲, 
射干, 薔微根, 

生地黃, 麥門冬, 
苦竹葉, 玄蔘, 白蜜

含

外臺秘要 喉中及口舌生
瘡爛 襄荷根 含漱

표 6. 咽喉生癰에 사용된 外治法

인후가 허는 咽喉生瘡에서는 3번의 含法과 1번의 熱漱를 
사용하 는데 含法과 漱法의 사용법이 유사하니, 모두 含漱
法을 활용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咽喉가 헌데에는 藥材
를 달인 물로 양치하여 咽喉에 너무 과한 자극을 주지 않
으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咽喉生瘡에 사용된 외치법은 다른 부분과 달리, 單味劑가 
아닌 地黃湯, 薔薇根飮, 大靑煎 등의 복합처방을 달여 함수
하는 방법을 활용한 점이 특이하다. 

7. 懸癰腫

懸癰腫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懸癰生瘜肉 乾薑散 乾薑, 半夏 塗
懸癰, 咽中妨悶, 

懸長 白礬散 白礬, 鹽花 點
懸癰腫長生,
瘜肉及舌腫 羊蹄草 含, 塗

又方 童子小便, 銅錢 含
懸癰腫長 鹽 塗 

又方 鹽 點

표 7. 懸癰腫에 사용된 外治法

懸癰腫에 활용된 외치방법으로는 點法과 含法과 塗法이 
각 2회 사용되었다.

懸癰腫에 사용된 약재로는 鹽이 點法과 塗法에서 모두 3
회 사용되었고, 나머지 白礬, 羊蹄草, 童子小便, 銅錢은 1회
씩만 사용되었다.

8. 喉中生穀賊

喉中生穀賊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舌下暴腫, 嚥物妨悶疼痛 白礬 傅
又方 馬牙硝 含

直指方 穀賊 脂麻 點

표 8. 喉中生穀賊에 사용된 外治法

喉中生穀賊에 활용된 외치방법으로는 含法과 傅法과 點
法이 사용되었다. 

喉中生穀賊에 사용된 약재는 白礬, 馬牙硝, 脂麻가 1회씩 
사용되었다.

9. 尸咽喉

尸咽喉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尸咽 生薑 含

표 9. 尸咽喉에 사용된 外治法

風熱毒으로 목 안이 허는 尸咽喉(목 안이 헐고 부으며 
가렵고 아픈 증상)에는 부분 內服藥으로 치료하 고 外
治方法으로는 生薑을 含法으로 사용하 다. 이로보아 尸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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喉의 治療는 內治方法이 더욱 좋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狗咽

狗咽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咽喉忽覺氣塞, 
喘息不通 獨頭蒜 塞鼻竅

표 10. 狗咽에 사용된 外治法

狗咽에서도 부분 內服藥을 服用하 고, 外治方法으로
는 마늘로 콧구멍을 막는 塞法을 사용하여 咽喉에서 고름
이 나오게 하는 치료방법을 사용하 다.

11. 咽喉中如有物妨悶

咽喉中如有物妨悶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咽喉中如有灸臠 杵糠湯 確杵頭 含
千金方 咽喉中痛癢 生薑 含

표 11. 咽喉中如有物妨悶에 사용된 外治法

咽喉中如有物妨悶에서는 2회 모두 含法을 활용하여 치료
하 다. 사용된 藥物로는 確杵頭와 生薑을 사용하 다.

12. 咽乾

咽乾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濟總錄 咽乾口瘡牙癰 射干膏
射干, 升麻, 梔子仁, 
玄蔘, 小豆卷, 黃蘗, 
赤蜜, 地黃汁, 大棗

含

표 12. 咽乾에 사용된 外治法

咽乾에서는 射干膏를 입안에 머금게 하는 含法을 사용하
다. 다른 곳에서의 含法은 부분 몇 종류 되지 않는 藥

材를 머금었는데 여기에서는 射干膏라는 처방으로 射干, 升
麻, 梔子仁, 玄蔘, 小豆卷, 黃蘗, 赤蜜, 地黃汁, 大棗의 9가
지 藥材를 사용하 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13. 咽喉頸外腫痛

咽喉頸外腫痛에서는 熨法과 傅法을 활용하여 치료하 다.

咽喉頸外腫痛
書籍 症狀 處方 內容 方法

聖惠方 咽乾口瘡牙癰 又方 牛房, 鹽 熨
又方 皂莢 傅

표 13. 咽喉頸外腫痛에 사용된 外治法

Ⅲ. 總括 및 考察

鄕藥集成方･齒門에 外治方法에 사용된 藥物의 사용빈
도는 白礬, 生白礬이 8회로 가장 많고, 鹽(鹽花)이 6회, 黃
蘗이 5회, 白殭蠶, 射干, 生薑(生薑汁), 升痲가 4회, 馬牙硝, 
蜜(白蜜, 赤蜜), 薔微根, 玄蔘이 3회, 大豆, 大蒜, 馬勃, 麥
門冬, 蛇蛻皮, 生地黃, 蝸牛, 牛旁子, 皂莢, 天南星, 荊芥(荊
芥穗), 杏仁이 2회 사용되었고 나머지 56종류의 약물들은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鄕藥集成方･齒門에 外治方法으로 3회 이상 활용된 약
물의 약성 및 효능은 다음과 같다.(鄕藥集成方･鄕藥本草
를 인용함.)

白礬(味酸, 寒, 無毒, 主寒熱, 洩痢白沃, 陰蝕惡瘡, 目痛, 
堅骨齒, 除固熱在骨髓, 去鼻中息肉. 맛은 시고 성질은 차며 
독이 없다. 주로 추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 설사, 이질, 백
탁, 음식창, 악창, 눈이 아픈 것 등을 치료하며 뼈와 이빨을 
든든하게 하고 골수에 있는 열은 없애며 코 안의 군살을 
낫게 한다.)

鹽(味鹹, 溫, 無毒. 主殺鬼蠱邪疰毒氣, 下部䘌瘡, 傷寒寒
熱, 吐胸中痰癖, 止心腹卒痛, 堅肌骨. 맛이 짜고 성질이 따
뜻하며 독이 없다. 귀고, 사주, 독기, 하부의 익창, 상한, 추
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 등을 치료하며 가슴속의 담벽을 
게우게 한다. 또한 갑자기 명치 밑이 아픈 것을 멈추고 살
과 뼈를 든든하게 한다.)

黃蘗(味苦, 寒, 無毒. 主五臟腸胃中結熱, 黃疸腸痔, 止洩
痢, 女子漏下赤白, 陰傷蝕瘡, 療驚氣在皮間, 肌膚熱赤起, 目
熱赤痛, 口瘡. 久服通神. 根一名檀桓, 主心腹百病, 安魂魄, 
不飢渴. 入服, 輕身延年通神. 生山谷. 惡乾漆. 맛은 쓰고 성
질은 차며 독이 없다. 오장이나 장위 속에 열이 몰린 것, 
황달, 장치, 설사, 이질, 여자의 적백하, 음부가 상한 것, 음
식창, 놀래는 것, 피부와 살이 달아오르면서 벌겋게 붓는 
것, 눈에 열이 있으면서 피지고 아픈 것, 입안이 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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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다 치료한다. 장기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뿌리를 
일명 단환이라고도 하는데 가슴과 배의 온갖 병을 치료하
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배고픔을 모르게 한다. 목이 마르지 
않게도 한다. 장기간 먹으면 몸이 거뜬해지고 오래 살며 정
신이 맑아진다. 산골에서 자라며 건칠과는 상오약이다.) 

白殭蠶(味醎, 辛, 平, 有毒. 主小兒驚癎夜啼, 去三蟲, 滅黑
䵟, 令人面色好, 男子陰痒癢病, 女子崩中赤白, 産後腹痛, 滅
諸瘡瘢痕. 四月取自死者. 맛은 짜고 맵고 성질은 평하며 독
이 없다. 소아의 경간과 야제증을 치료하고 3충을 죽이며 
주근깨와 기미를 없앤다. 이것을 먹으면 얼굴빛이 고와지고 
남자의 음부에 생긴 헌데, 여자의 적백붕루, 산후복통이 낫
는다. 또한 여러 가지 헌데도 치료하고 허물자리도 없앤다. 
음력 4월에 저절로 죽은 것을 모아쓴다.)

射干(味苦, 平, 微溫, 有毒. 主欬逆上氣, 喉痺咽痛, 不得消
息, 散結氣, 腹中邪逆, 食飮大熱. 療老血在心脾間, 欬唾, 言
語氣臭, 散胸中熱氣. 入腹令人虛. 一名鳥扇, 一名烏翣, 一名
烏吹, 一名烏吠, 一名草薑. 生川谷田野, 三月三日採根, 陰乾.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며(약간 따뜻하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기침, 기가 치미는 것, 후비, 목안이 아프고 숨을 제 로 
쉬지 못하는 것, 기가 몰린 것, 뱃속에 사기가 치미는 것, 
음식에 체하여 열이 몹시 나는 것 등을 치료한다. 어혈이 
심비에 있어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뱉는 것, 말할 때 입안
에서 냄새가 나는 것 등을 낫게 하고 가슴속의 열을 내린
다. 장기간 먹으면 허해진다. 일명 오선, 오포, 오삽, 오취, 
초강이라고도 한다. 개울가나 산골, 들판에서 자라며 음력 
3월초에 뿌리를 캐어 그늘에서 말린다.) 

生薑(味辛, 微溫, 主傷寒頭痛鼻塞, 欬逆上氣, 止嘔吐. 久
服去臭氣, 通神明. 九月採. 秦椒爲之使. 殺半夏, 莨菪毒. 惡
黃芩, 天鼠糞. 맛은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 상한으로 
머리가 아프고 코가 메며 기침이 나면서 기가 치미는 것을 
치료하고 토하는 것을 멈춘다. 장기간 먹으면 나쁜 냄새를 
없애고 정신을 맑게 한다. 음력 9월에 캐며 천초를 사약으
로 쓴다. 반하와 낭탕근의 독을 풀고 황금 천서분과는 상오
약이다.) 

升痲(味甘, 苦, 平, 微寒, 無毒. 主解百毒, 殺百精老物殃
鬼, 辟溫疫瘴氣邪氣, 蠱毒入口皆吐出, 中惡腹痛, 時氣毒癘, 
頭痛寒熱, 風腫諸毒, 喉痛口瘡. 久服不夭, 輕身長年. 一名周
麻. 生山谷, 二月, 八月採根曝乾.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
하고(약간 차다고도 한다) 독이 없다.

여러 가지 독을 풀고 백정로물과 악귀를 없앤다. 또 온역

이나 장기를 미리 막기도 하고 사기나 고독을 토해버리게
도 하며 중악, 복통, 돌림병, 두통, 추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 풍종, 여러 가지 독, 목안이 아픈 것, 입안이 허는 것 
등을 치료한다. 장기간 먹으면 몸이 거뜬해지고 늙지 않으
며 장수한다. 일명 주마라고도 한다. 산골짜기에서 자라며 
음력 2월과 8월에 뿌리를 캐어 햇볕에서 말린다.)

馬牙硝(味甘, 大寒, 無毒. 能除五臟積熱, 伏氣. 末篩點眼
及點眼藥中用, 甚去赤腫障瞖, 澁淚痛.)

蜜(石蜜-味甘, 平, 微溫, 無毒. 主心腹邪氣, 諸驚癎痓, 安
五臟諸不足, 益氣補中, 止痛解毒, 諸衆病, 和百藥. 養脾氣, 
除心煩, 食飮不下, 止腸澼, 肌中疼痛, 口瘡明耳目. 久服, 强
志輕身, 不飢不老, 延年神仙. 一名石飴. 生山谷及山石中, 色
白如膏者良.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며 약간 따뜻하기도 하
며 독이 없다. 명치 밑의 사기를 없애고 여러 가지 경간, 
치병을 치료하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부족증
과 기운을 돕고 비위를 보한다. 또한 통증을 멈추고 여러 
가지 독을 푸는 등 온갖 병을 다 치료한다. 그리고 온갖 약
을 조화시키고 비기를 자양하며 속이 답답한 것을 멈추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장벽(이질)과 살속이 아픈 것, 입안이 
허는 것 등도 치료한다. 또 귀와 눈을 밝게 한다. 장기간 
먹으면 의지가 강해지고 몸이 거뜬해지며 배고픔을 모르고 
늙지 않고 장수한다. 일명 석이라고도 한다. 산골 특히 벼
랑 위에 있다. 기름 같으면서 색이 흰 것이 좋은 것이다.)

玄蔘(味苦(酸)微寒, 無毒. 並腹中寒熱積聚, 女子産乳餘疾, 
補腎氣, 令人目明. 主暴中風傷寒, 身熱支滿, 狂邪忽忽不知人, 
溫瘧洒洒, 血瘕, 下寒血, 除胸中氣, 下水止煩渴, 散頸下核, 
癰腫, 心腹痛, 堅癥, 定五臟. 久服補虛明目. 强陰益精. 맛은 
쓰고 짜며 성질은 약간 차고 독이 없다. 뱃속의 한열사와 
적취를 없애고 유선염과 산후증을 치료하며 신기를 보하고 
눈을 밝게 한다. 또한 갑자기 생긴 중풍, 상한으로 열이 나
면서 속으로 치미는 것, 미치게 하는 사기로 깜짝깜짝 정신
을 잃는 것, 온학으로 몸이 오슬오슬 추운 것, 혈가 등도 
치료한다. 또 차서 몰린 피를 흩어지게 하고 가슴속에 기가 
몰린 것을 헤치며 수기를 빠지게 한다. 번갈증도 멈추고 가
슴과 배가 아픈 것도 치료하며 목에 멍울이 생긴 것과 옹
종, 단단한 징가 등도 삭이며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 장기
간 먹으면 허한 것이 보해지고 눈이 밝아지며 성욕이 세지
고 정이 불어난다.)

이상 藥材의 味는 酸, 苦, 鹹하고, 氣는 寒, 溫, 平, 無毒, 
有毒하며 辟溫疫瘴氣하고, 鎭痛의 效果가 있는 경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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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약재를 활용하여 현 에 맞는 새로
운 처방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鄕藥集成方･咽喉門활용된 外治方法을 보면 含法이 39
회, 漱法이 2회로 입에 머금고 있는 방법인 含漱法이 41회
로 가장 많았다. 바르는 종류로는 塗法이 13회, 點法이 8

회, 摻法이 2회, 貼法이 1회로 총 24회 사용되었다. 붙이는 
방법인 傅法은 10회 사용되었다. 약물을 불어 넣어주는 방
법으로 吹法이 9회, 灌法이 5회, 納法이 2회로 총 16회 사
용되었다. 기타 찜질하는 熨法과 코를 막는 塞鼻竅法이 각
각 2회씩 사용되었고, 剌出血法과 按法과 探吐法과 熏法이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含漱 바르기 붙이기 불어넣기 기타 혼합 계
咽喉閉塞不通 8 5 5 2 20

喉痺 12 7 4 8 4 5 40
馬喉痺 2 1 3

咽喉腫痛 5 3 4 3 2 17
咽喉生癰 1 2 1 1 1 6
咽喉生瘡 5 5
懸癰腫 2 2 2 1 7

喉中生穀賊 1 2 3
尸咽喉 1 1
狗咽 1 1

咽喉中如有物妨悶 2 2
咽乾 1 1

咽喉頸外腫痛 1 1 2
合計 40 19 14 16 10 9 108

표 14. 증상에 따라 활용된 外治 方法

이상으로 보아 인후질환에 사용된 외치방법으로 含漱法
이 40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狗咽과 咽喉頸外腫痛를 제
외한 모든 부분에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약가루를 바르거
나 붙이는 방법이 33회, 코나 귀에 불어 넣는 방법이 16회, 
기타의 방법이 10회로 활용되었다. 含漱法과 바르거나 붙이
고 불어넣는 방법 등은 현 에도 그 로 활용되고 있는 外
治法이라고 하겠다. 향후 이러한 방법들의 효능을 더욱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含漱法에 사용된 약물로는 射干이 6회, 玄蔘과 升痲와 
生薑이 각 4회, 蜜과 馬牙硝와 黃蘗과 玄蔘이 각 3회씩 사
용되었고, 大豆, 麥門冬, 白殭蠶, 白礬, 蛇蛻皮, 生地黃, 牛
旁子, 荊芥, 黃蘗 등이 각 2회씩 사용되었고, 기타 雞蘇苗, 
苦竹葉, 桔梗, 綠礬, 當歸, 大蒜, 大棗, 大靑, 童子小便, 銅
錢, 馬蘭子, 馬勃, 馬銜鐵, 無槵子皮, 薄荷, 白梅, 萞麻子, 桑
上白耳, 生地黃, 小豆卷, 羊蹄草, 襄荷根, 蝸牛, 蝸牛蟲, 蠶
退紙, 薔微根, 赤蜜, 赤茯苓, 竹茹, 地黃汁, 梔子仁, 杏仁, 確
杵頭, 黃芩 등이 1회씩 사용되었다.

射干은 欬逆上氣, 喉痺咽痛, 不得消息, 散結氣, 腹中邪逆, 
食飮大熱을 주치하므로 인후의 질병에 含漱劑로 많이 활용

된다고 생각된다.
玄蔘은 暴中風傷寒, 身熱支滿, 狂邪忽忽不知人, 溫瘧洒洒, 

血瘕, 下寒血, 除胸中氣, 下水止煩渴, 散頸下核, 癰腫, 心腹
痛, 堅癥을 주치 하므로 인후에 생긴 열을 없애는데 含漱劑
로 활용된다고 생각된다.

升痲는 解百毒, 殺百精老物殃鬼, 辟溫疫瘴氣邪氣, 蠱毒入
口皆吐出, 中惡腹痛, 時氣毒癘, 頭痛寒熱, 風腫諸毒, 喉痛口
瘡을 주치 하므로 해독의 의미로 含漱劑로 활용된다고 생
각된다.

특이사항으로 鄕藥集成方･齒門의 牙齒疼痛, 牙齒蚛孔有
蟲, 齒䘌, 牙齒風疳, 牙齒動搖, 齗間血出, 齒齗宣露에는 여러
가지 외치법을 다양하게 활용하 으나, 鄕藥集成方･咽喉門
에서는 喉痺와 咽喉腫痛 등 극히 일부분에서만 여러 가지 
外治法을 혼합하여 활용하 다.

기타 사항으로 인후가 허는 咽喉生瘡에서는 地黃湯, 薔薇
根飮, 大靑煎을 활용하고, 인후가 마르는 咽乾에서는 射干
膏를 활용하여 含漱하는 外治法을 사용한 점은 다른 부분
에서 單동의학총서 여강味劑를 주로 활용한 것과는 차별되
는 독특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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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

鄕藥集成方･咽喉門에는 咽喉閉塞不通, 喉痺, 馬喉痺, 
咽喉腫痛, 咽喉生癰, 咽喉生瘡, 懸癰腫, 喉中生穀賊, 尸咽喉, 
狗咽, 咽喉中如有物妨悶, 咽乾, 咽喉頸外腫痛의 13종류에 
疾病에 하여 언급하 는데 外治療法에 하여 연구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外治에 활용된 藥物은 白礬, 生白礬이 8회로 가장 많고, 
鹽(鹽花)이 6회, 黃蘗이 5회, 白殭蠶, 射干, 生薑(生薑汁), 
升痲가 4회, 馬牙硝, 蜜(白蜜, 赤蜜), 薔微根, 玄蔘이 3회, 
大豆, 大蒜, 馬勃, 麥門冬, 蛇蛻皮, 生地黃, 蝸牛, 牛旁子, 皂
莢, 天南星, 荊芥(荊芥穗), 杏仁이 2회 사용되었고 나머지 
56종류의 약물들은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이러한 약물들
의 氣味를 살펴보면 味는 酸, 苦, 鹹하고, 氣는 寒, 溫, 平, 
無毒, 有毒하며 辟溫疫瘴氣하고, 鎭痛의 效果가 있는 경우
가 많이 있었다. 

인후질환에 사용된 외치방법으로 含漱法, 약가루를 붙이
거나 바르는 방법, 코나 귀에 약물을 넣어주는 방법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들은 현 에도 그 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鄕藥集成方･咽喉門에서는 喉痺와 咽喉
腫痛 등 극히 일부분에서만 다양한 外治法을 활용하 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인후부분에 있어 더욱 효과
가 좋은 한방치료방법이 개발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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