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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에서의 우황고 활용 양상 연구
-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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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use of Woohwanggo(牛黃膏, niuhuanggao) in Joseon Dynasty
– Focused on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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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tudied the use of Woohwanggo in the Joseon royal family through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which contains detailed records of royal medical treatment. The study found that Woohwanggo was mainly used for diseases
related to vexing heat (煩熱), fumigating heat (薰熱), night fever (夜間發熱), and heat syndrome (熱證) from smallpox, and measles
in the royal family of Joseon.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Woohwango was used in various ways within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including the way it was taken with various types of tea, the way it was made into liquid form, and the
way it was used as an external agent for skin diseases. Further findings were compared to the medical books, and the dosage
characteristics of Woohwango in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were discussed. and the medical perception
of King Yeongjo (英祖), which was examined during the study, wa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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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서에 수록된 특정 처방에 대한 설명은 주로 해당 처방
에 대한 개괄적인 표현들이다. 어떤 처방에 대한 강령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와 같은 의서의 서술 방식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임상적 상황에서의 진단과 처방은 의서의 내용과 다
소 상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가 행해
지는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서를 바탕으로 처방을 이해함과 더

불어 특정 처방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는 것은 처방에 대
한 이해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승정원일기는 굉장한 의학적 가치를 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내에는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의 상태, 의료 행위가 행해진 당시 상황과 치료 과
정, 그 과정 속에서 행해진 대화 등이 생동감 있게 서술되
어 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를 통해 특정 처방의 활용례
를 살펴보는 과정은 어떠한 처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를 활용한 여러 의학적 연구가 있어 왔다. 
박주영1) 등에 의해 승정원일기 전 시기 기록을 통틀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김동율 등2)
이 진행한 경종에 관한 연구나 김혁규 등3)이 진행한 인조

1) 박주영. ｢조선 후기의 국상에 임하는 왕실 가족의 식이보양과 질병 치료｣.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 김동율, 김남일, 차웅석. ｢承政院日記醫案을 통해 살펴본 景宗의 奇疾에 대한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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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 김민선 등4)의 인목왕후에 대한 연구, 방성혜 
등5)의 인현왕후에 대한 연구, 강도현의 효종의 질병과 사
인에 대한 연구6), 김동율의 장희빈의 죽음이 경종의 건강
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7), 박주영의 장렬왕후 치병기록
에 관한 연구8), 박주영 등의 명성왕후의 복약 기록 연구9)
와 같이 특정 인물에 대한 질병, 치료 기록을 연구한 것이
다. 특히 승정원일기가 갖는 임상적, 의학적 의미에도 불
구하고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거서화중탕의 
임상적 활용을 연구한 김동율 등10)의 연구처럼 특정 처방
에 대해 연구하거나 우종원 등의 청강 김영훈의 월경 관련 
질환 처방에 관한 연구11)와 같이 처방을 중심으로 사료를 
바라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었다.

현재도 그렇듯 발열의 증상을 해결하는 것은 질병 치료
의 핵심 중 하나이다. 따라서 조선 왕실에서도 여러 원인으
로 인해 발생하는 발열을 치료하고자 다양한 방식을 활용
했었고, 우황고도 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우황고는 
기본적으로 부인의 熱入血室證12), 産後發熱13)에 사용되는 
처방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승정원일기
를 바탕으로 확인해본 결과 우황고는 熱入血室證 외에도 
다양한 熱證을 해소하고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牛黃膏’라는 키워드를 바탕
으로 승정원일기의 모든 시기 기록을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키워드가 등장한 기사뿐만 아니라, 당
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전, 후 기사들을 포괄적으로 살
펴보았으며 왕조실록의 기록이나 다른 선행 연구들을 참
고하기도 하였다. 이후 조사한 자료를 문서화 하여 분석하
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우황고가 사용된 熱證에도 일정
한 구분이 있었고, 기타 독특한 활용법이 있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황고가 활용된 熱證을 세분하여 

살펴보고, 기타 특이한 활용법들을 정리한 후, 조사 과정에
서 발견된 사항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황고가 쓰인 병증

1) 煩熱

煩熱은 답답하면서 열이 나는 것으로, 화열이 울체되면서 
답답하고 편안하지 못한 증세를 느끼는 것이다14). 煩熱의 
증세에 우황고를 복용한 기록은 승정원일기 내에서 다양
하게 나타나지만, 인조가 재위 기간 전반에 걸쳐 煩熱의 증
세에 우황고를 복용한 기록이 특징적이다. 인조는 으레 煩
熱의 증세가 나타나면 우황고를 복용해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15) 煩熱에 우황고를 자주 복용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인조가 煩熱에 우황고를 복용했던 사례를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조의 外感과 煩熱 : 인조 21년

인조 21년(1643) 12월 27일, 며칠 동안 날씨가 몹시 추
웠다며 인조의 건강상태를 묻는 것에 대해 ‘그 증상이 지금
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며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알린다16). 
이전에 앓았던 증상에 대해 지난번에 인조가 이미 나았다
고 대답하였으나 증상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인조에 말에 

3) 김혁규, 김남일, 강도현, 차웅석. ｢조선 仁祖의 질병기록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5(1):23-41.
4) 김민선, 하동림, 김남일. ｢조선 인목왕후의 진료 기록 연구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91-104.
5) 방성혜, 차웅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11.
6)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 김동율. ｢張禧嬪의 죽음이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 박주영. ｢조선 장렬왕후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9) 박주영, 국수호, 김남일, 차웅석. ｢현종 비 명성왕후의 복약 기록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9;32(1):11-20.
10) 김동율, 정지훈, 차웅석. ｢청강 김영훈의 거서화중탕 임상 활용에 대한 연구 - 1915~1924 김영훈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143-158.
11) 우종원, 김동율. ｢청강 김영훈의 월경 관련 질환 처방에 관한 연구 - 病因 血中氣滯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1-17.
12) 동의보감 ｢婦人｣ [牛黃膏] “治産後熱入血室. 朱砂･鬱金 各三錢, 牛黃 二錢半, 牧丹皮 二錢, 甘草 一錢, 龍腦 五分. 右爲末, 蜜丸皂子大. 每一

丸, 井水化下.” 
13) 동의보감 ｢婦人｣ 産後發熱 “産後血虛, 熱入血室, 以致發熱煩躁, 晝輕夜重, 或譫語如見鬼, 或往來寒熱, 宜用柴胡四物湯･凉血地黃湯･牛黃膏.”
14) 조정원. 東洋醫學大事典4.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88.
15)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11월 5일, “則皆以爲自前受鍼之後, 例有煩熱之候, 而有牛黃膏進御之時”
16)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2월 27일, “藥房提調右參贊臣李景奭, 副提調行都承旨臣許啓曰, 數日來日氣寒甚, 伏未審聖候調攝, 若何? 臣等無任憂慮, 

敢此問安”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0, VOL. 33, No. 2 https://doi.org/10.15521/jkmh.2020.33.2.129

- 131 -

의관들은 우려를 표하며 어의인 최득룡 등이 입시하여 증
상을 살펴본다17). 살펴본 결과 인조에게 ‘外感의 증상’은 
이미 풀렸으나 餘熱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餘熱을 치료하
기 위한 柴胡四物湯 가감방과, 煩熱이 심할 때 복용하기 위
한 우황고 반 제를 지어 들인다18).

날씨가 며칠간 몹시 추웠다는 점, ‘외감의 증세는 이미 
풀렸다’라고 한 최득룡과 유후성의 의견으로 미루어 볼 때 
인조는 外感에 의한 熱證을 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熱
證을 해소하고자 柴胡四物湯을 복용하게 함과 동시에 煩熱
이 심할 때(且煩熱最甚之時)에는 우황고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우황고도 같이 처방하게 된 것이다.

(2) 인조의 耳鳴과 煩熱 : 인조 23년

인조 23년(1646) 10월 23일의 기록에서도 인조가 煩熱
에 우황고를 복용한 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인조는 10월 
13일 風寒에 노출되어 왼쪽 귀에서 鐘鼓소리와 함께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등 이명 증세를 앓아 18일부터 소뿔뜸
을 뜬다19).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
고 오히려 煩熱의 증세가 나타나자, 뜸을 정지하게 된다20). 
이명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風寒에 노출된 것이므
로 外感에 의해 煩熱과 이명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한 의관
들은 和解의 효능을 기대하고 人蔘敗毒散 3첩을 처방한
다21). 人蔘敗毒散 복용 후 煩熱의 증세가 일시적으로 완화
되며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지만, 22일 다시 煩熱이 오르게 
된다22). 이에 23일 인조의 주 증세는 煩熱이며 이명 또한 
煩熱에 의한 것이라 진단하여 四物湯 가감방에 小柴胡湯을 
합제한 것 5첩을 처방한다. 여기에 ‘필요할 때 복용’할 수 
있도록 우황고도 조제하여 들이게 된다23). 이후 24일, 인

조의 이명 증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열나는 증세는 
완화된다24). 우황고가 熱證에 사용되는 처방이고 현재 인
조가 煩熱의 증세를 앓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필요할 때 복
용한다’는 것은 煩熱이 심하게 오를 때 복용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인조는 으레 煩熱의 증세가 나타나면 우황고를 복용하기
도 하였다. 앞선 두 사례에서도 인조는 煩熱이 겸하여 나타
나는 증상이나 煩熱이 주가 되는 증상에 모두 우황고를 복
용하였다. 선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조는 熱이 많은 체질이
며, 煩의 증세를 만성적으로 앓았음을 알 수 있다25). 이러
한 체질적 특징을 지닌 인조의 질병에 있어 煩熱의 증세는 
자주 동반되었을 것이며, 이를 해소하고자 우황고를 자주 
복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질병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인조
는 煩熱이 오르면 우황고를 간간이 복용하였는데, 이는 煩
熱이 주는 심리적인 답답함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면
장애 등을 해소하고자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26).

인조뿐만 아니라 煩熱에 우황고를 복용한 사례는 인조의 
왕세자가 十味導赤散과 함께 복용한 사례27), 명성왕후가 
煩熱의 증세에 우황고를 자주 복용한 사례28), 인원왕후 김
씨가 煩熱에 스스로 복용한 사례29) 등이 있다.

2) 熏熱

熏熱은 훈증되듯이 열이 나는 증세를 의미한다. 熏熱과 
관련하여 우황고를 복용한 사례는 숙종 재위 후반기 기록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숙종은 본인에게 화증이 있어 
한겨울에도 부채를 놓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熱이 많은 
체질이다30). 또한 선행된 연구에서는 숙종 재위기간 전반

17)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2월 27일, “頃日, 以旣已差愈, 勿爲議藥爲敎, ... 須知餘症之如何, 方可更爲議藥. 謹與崔得龍等諸御醫相議, 別紙書入之
意, 敢啓.”

18)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2월 27일, “則外感之症, 大勢已爲和解, 而餘熱尙多, 宜進淸熱之劑, 柴胡四物湯,...且煩熱最甚之時, 牛黃膏兼爲進服亦當
云, 湯藥五貼及牛黃膏半劑, 劑入, 何如? 答曰, 依啓.”

19)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0월 17일, “忽然有鍾鼓流水聲, 流水聲非細流聲, 大水急流聲, 亦有鍾聲, 昨朝亦如之... 先以牛角灸, 薰于當處, 以散風寒
之氣, 宜當, 而今日則有拘忌, 自明日受灸之意, 敢啓, 答曰, 知道.”

20)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0월 19일, “則間日受灸, 宜當云, 今日則姑停, 而煩熱之候”
21)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0월 19일, “則皆以爲聖候感冒, 已過八･九日. 今宜爲先和解, 人蔘敗毒散, 加知母･生地黃酒洗各一錢, 黃芩酒炒七分, 荊

芥穗三分, 三貼進御, 則其於耳鳴之候, 亦可有益云.”
22)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0월 22일, “答曰, 耳鳴雖未減歇, 煩熱比昨有加, 今日勢難連灸矣. 且感冒之症, 已爲差愈, 湯藥停止, 可也.”
23)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0월 23일
24)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10월 24일, “答曰, 熱勢頗減, 而耳症與昨無異, 且湯藥去夜已爲盡服矣”
25) 김혁규, 김남일, 강도현, 차웅석. ｢조선 仁祖의 질병기록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23-41.
26)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20일
27)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0월 16일, “世子未寧症候中, 煩熱之候頗減, 而未至快愈云, 前日入送十味導赤散･牛黃膏等藥, 趁卽進用後, 似當收效”
28)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5월 9일, “大王大妃殿煩熱之候, 每進牛黃膏”
29) 승정원일기 영조 4년 2월 5일, “上曰, 時有煩熱之候, 故牛黃膏, 自內進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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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治病 기록을 살펴본 바 感冒咳嗽, 暑病, 胸膈塞 등
의 증상을 겪어왔고31), 특히 재위 후반기인 숙종 39년을 
기점으로 感冒, 咳嗽, 熏熱, 口淡, 煩轉, 呻吟, 困惱, 煩渴, 
膝痺, 膈間淡飮 등의 증세가 숙종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을 언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확인한 숙종의 질병 특징과 
숙종의 우황고 복용상 특징에 공통된 바가 있어,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숙종의 일시적 熏熱 : 숙종 40년

숙종 40년(1714) 5월 7일 기사에 따르면 숙종은 이전 
날 해가 진 후로 훈열이 더해지자 月經調牛黃膏를 복용한
다. 우황고를 복용한 후 숙종에게 나타났던 훈열의 증상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32). 해당 기록은 숙종이 熏熱이라고 명
시된 증상에 대해 우황고를 복용한 첫 사례로, 당시 숙종에 
대한 진료기록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
로 熏熱의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숙종의 胸膈痞塞과 熏熱 : 숙종 40년

앞선 연구에 따르면 숙종은 많은 정무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이 되어 숙종 26년(1700) 5월
부터 胸膈痞塞의 증상을 겪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上腹飽
滿之候 등으로 변하며 말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고
질적인 증상이 5월 11일에 이르러 훈열과 함께 발생하여 
침수가 불안해지자 숙종은 우황고를 복용했지만 증상이 완
화되지는 않았다33). 하지만 이후 다시 입진하여 증상을 물
어보는 약방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보면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34).

(3) 숙종 말년의 熏熱 : 숙종 41년~숙종 42년

해당 시기에는 숙종에게 熏熱과 더불어 숙종이 고질적으
로 앓던 困惱, 膈間不淸利, 腹部飽滿, 浮氣 등의 증상이 복
합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이다. 이러한 기록은 승정원일기
숙종 41년(1715) 2월(9일, 10일, 11일, 12일, 20일, 28일), 
3월 10일, 5월 29일, 6월(1일, 23일), 12월 2일, 숙종 42년 
12월(2일, 3일)에 걸쳐 등장한다. 해당 시기에 인조는 야간
에 느껴지는 熏熱 때문에 우황고만을 복용하거나35), 月經
調進牛黃膏36), 忍冬茶37)나 忍冬蟬退茶38), 井華水39)와 우황
고를 같이 복용하기도 하였다. 복용량 또한 3丸40)부터 7丸41)
까지 다량 복용하였으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양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영조가 숙종이 말년에 화가 오르는 때에 우
황고를 자주 복용하여 일시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기록42)은 
해당 시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숙종은 이 시기에 
우황고를 단독으로 복용하기보다는 忍冬茶와 함께 복용하
는 모습을 보였다. 忍冬茶는 煩熱과 熏熱에 특징적으로 사
용될 수 있는 차로43), 숙종의 熏熱이 주로 야간에 발생하
였기 때문에 복용이 간편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
는 忍冬茶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유롭지 못한 성격과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건
강을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한 숙종은44) 여러 고질적인 질
병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괴로운 말년을 
보냈다. 숙종을 괴롭히던 주요 증상 중 한 가지는 熏熱이었
으며, 熏熱 외에도 숙종은 困惱, 膈間不淸利, 腹部飽滿, 침
수불안 등 다양한 질환을 겪었다. 이러한 증상들은 숙종으
로 하여금 원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45) 우황고를 노쇠한 
말년에 장기간 복용하도록 하였다.

30) 숙종실록 숙종 14년 7월 16일
31) 고대원. ｢조선 숙종의 치병에 관한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2)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5월 7일, “藥房口傳啓曰, 伏聞差備醫官所傳之言, 晩後有熏熱之候, 月經調牛黃膏云. 伏未審卽今果已減歇否, 敢啓. 傳曰, 

熏熱之候, 今已減歇矣”
33)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5월 11일, “夜間小腹左右及腰背膨急, 仍成膈氣, 且有熏熱, 寢睡全失, 進服牛黃膏, 亦不減歇云”
34)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5월 11일, “藥房口傳啓曰, 晩後熏熱困惱, 不復發作, 而飽滿之氣, 亦復何如? 敢啓傳曰, 晩後雖有熏熱困惱之候, 不至大段, 

飽滿之氣, 猶未盡減矣.”
35)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2월 9일
36)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3월 10일
37)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2월 10일, 11일 등
38)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12월 2일
39)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6월 23일
40)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2월 11일
41) 승정원일기 숙종 40년 6월 23일
42) 승정원일기 영조 3년 8월 25일
43) 김종오. ｢조선시대 藥茶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4)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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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夜間發熱

우황고는 야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發熱 증세에도 응
용되었다. 승정원일기 내에서도 우황고를 夜間發熱에 사
용한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목왕후의 暑證과 夜間發熱 : 인조 10년

인목왕후 김씨는 선조의 계비로, 선행 연구자에 의해 인
목왕후의 질병과 진료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정리되었
다46). 인목왕후 김씨는 1632년(인조10) 5월 28일 부근부
터 6월 28일 사망하기까지 熱證을 앓았다. 주로 호소했던 
증상은 심한 發熱과 함께 나타나는 복통, 설사 등이었는데, 
그 원인은 더위를 먹은 병인 暑證이었다. 인목왕후의 증상
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사용됨과 동시에47) 주로 호소했던 
증상인 發熱의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우황고를 자주 활용
하였는데, 활용 사례가 기록된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살펴
보면 표 148)과 같다.

45) 승정원일기 영조 3년 8월 25일, “雖以往事言之, 各殿進御甚多, 龍麝之藥, 極是耗散之材, 雖有一時淸快之效, 眞氣之消散, 當復如何?”
46) 김민선, 하동림, 김남일. ｢조선 인목왕후의 진료 기록 연구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91-104.
47) 해당 시기에 내의원에서는 인목왕후의 증상이 변함에 따라 수많은 처방을 응용하였다. 인목왕후가 상당히 노쇠한 시기이기도 하며, 사망 직전

에 겪었던 질환인 만큼 상황이 급박하였을 것이기에 증상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1일 15번째 기사를 보면 당시 인목왕후의 증세가 虛火인지 實火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며, 그에 따라 補瀉, 처방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다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48) 원문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에 실린 한국고전번역원 해석을 참고하였다.
(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node?dataId=ITKC_ST_P0)

49) 慈殿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없으나, 해당 시기의 범주 내에서는 대부분 인목왕후가 우황고를 복용하였기에, 본 사례 또한 인목왕후의 복용 기록
으로 포함하였다.

시기
(인조 10년(1632)) 원문해석

6월 3일49) …어제 정오쯤에 열이 잠시 멈추었는데 저녁부터 열기가 또 심해져 밤사이 침수(寢睡)가 불안하였다. 
우황고를 복용하고 납설수(臘雪水)를 탄 녹두죽(菉豆粥)을 들었다.…

6월 11일 …열은 지금 조금 내렸다. 방금 흰죽을 조금 들었고 우황고 반의 반 환을 복용하였다.…

6월 20일

… 이처럼 열을 다스리는 일이 시급한 때에는 우황고가 가장 증세에 맞는데 전날 조금 복용한 것으로
는 효험을 보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정화수에 타서 올립니다. 자전께서 비록 기
꺼이 복용하려 하지 않으시지만 각별히 권하시어 기어이 다 마시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또 
사혈탕(瀉血湯)에서 숙지황(熟地黃)을 제거하고 대신 적작약(赤芍藥)을 넣고 연교(連翹), 패모(貝
母), 목통(木通) 각 1전씩을 보태어 넣어 달인 물에 서각(犀角) 가루, 우황 각 1전씩을 타서 복용하
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6월 20일 …방금 들여보낸 우황고를 두 차례에 다 들었고, 방금 전에 또 들었다.…

표 1. 인목왕후의 우황고 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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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목왕후는 증세가 매우 위중하였기에 시기를 가리
지 않고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밤 사이에 
熱이 올라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해당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조 10년 6월 3일

6월 3일 당시 인목왕후는 낮 동안 열이 나는 증세가 없
었다가, 저녁이 되어서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열기

로 인해 야간에 침수가 불안해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인목왕후는 우황고와 납설수를 탄 녹두죽을 복용한다. 6월 
2일의 기록이나 6월 3일 증세를 자세히 묘사한 기록이 승
정원일기와 인조실록 모두에 설명된 바가 없어, 인목왕
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녁부터 시
작된 열기로 인해 침수가 불안해졌으며, 성질이 차고 高熱, 
毒 등을 다스리는 납설수50)와 熱病, 煩渴 등을 다스리는 
녹두죽51)을 복용하였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야간에 열이 
극심하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이러한 

50) 동의보감 ｢水部｣ [臘雪水] “性冷, 味甘, 無毒. 治天行時氣, 瘟疫, 酒後暴熱, 黃疸, 解一切毒. 又洗眼去熱赤.”
51) 동의보감 ｢寒下｣ [綠豆粥] “治傷寒, 熱病, 煩渴. 煮作粥, 常服之.”

6월 20일

…방금 삼가 자전에 저녁 문안을 한 것과 관련하여 비답하신 하교를 받들어 보니, 아침에 어의가 전한 
탑전에서의 하교 및 정오 무렵에 차비문 밖에서 전교하신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황고를 복
용한 뒤에 복통과 설사의 증세가 있고 열기가 조금은 빠져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으니 더욱 
민망하고 우려됨이 지극합니다. … ‘크게 허한 가운데 이런 큰 열이 있으면 평소의 예대로 약을 쓸 
수 없습니다. 듣건대 미음과 육미다(六味茶)를 지금 막 연이어 드셨다고 하니, 독삼탕(獨蔘湯)과 산
약연자죽(山藥蓮子粥)을 함께 달여 올려 갈증이 날 때에 얼음을 넣어 복용하여 기운을 부지하는 것
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사
혈탕(瀉血湯)을 두 차례 이미 들었다.” 하였다.

6월 21일 …기후가 아침과 같다. 우황고를 두 차례 복용했다.…

6월 22일
…방금 의관에게 하교하신 것을 들으니 자전의 복통이 매우 중하며 대변도 이 때문에 보지 못하고 계
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이는 바로 은미하게 외감(外感)의 증세가 있어 뱃속에 열이 성
하게 된 결과입니다. 우황고로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약을 이전처럼 밖에서 
지어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6월 22일
…기후가 낮과 같다. 방금 잠시 침수에 들었다. 흰죽을 3술 들고 타락죽 4, 5술을 들고, 우황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한 종지를 복용했다. 그리고 방금 평소와 같은 대변을 보았으며 임자죽(荏子粥) 두세 술
을 들었다.…

6월 22일 …아침과 같다. 양죽(䑋粥)을 조금 들고 우황고를 조금 복용했다.…
6월 22일 …기후가 낮과 같다. … 우황고를 복용했다.…
6월 23일 …침수가 조금 편안하다. 우황고를 한 차례 복용하고 양죽(䑋粥)을 조금 들었다. 5경에 타락죽(駝酪粥)

을 조금 들었다. 기후가 어제와 같다.…
6월 23일 …침수가 자못 편안하다. 우황고를 복용하고 양죽을 조금 들었다. 5경에 타락죽을 조금 들었다. 기후가 

어제와 같다.…

6월 23일
…기후가 낮과 같다. 방금 타락죽을 조금 들었다. 낮 문안 뒤로 얼굴에 열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으나 대단한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우황고를 조금씩 자주 복용했다. 오늘은 
자주 미음을 들었으며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도 복용했다. 20일과 21일 사이에는 분명하게 글자를 
볼 수 없었는데 어제부터 보는 것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오늘은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6월 26일
…지난밤 초경부터 3, 4경까지 땀이 전에 비해 더욱 흠뻑 나고 침수도 조금 편안했으며 기후가 새로워
졌던 것은 설사를 여러 차례 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아침 문안 때에 빠뜨렸으므로 말하는 것이다. 방금 
열기가 있는 듯하여 우황고 - 2자 원문 빠짐 - 및 청심원(淸心元), 독삼탕(獨蔘湯)을 복용했다.…

6월 26일

…열기가 이미 내려갔으나 원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나 신들이 
감히 경솔하게 취사할 수 없습니다. 또 원기의 허실, 설사의 경중, 여열의 다소(多小)에 대해 끝내 
정확한 것을 자세히 살필 수 없어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성상께서 다시 하교하
기를 기다려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 의원들이 ‘청피다(靑皮茶)는 체기(滯氣)를 깨뜨리는 것으로 - 2자 
원문 빠짐 - 임시로 구급하는 것이니 연이어 쓸 수는 없으며, 우황고는 열이 성할 때가 아니면 지나
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삼가 듣건대 대내에서 열이 날 때에 독삼탕에 청심원을 타서 복용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마땅합니다.…

6월 27일 …자전에 낮 문안을 하였는데, 비답 내에 아침 이후 설사를 세 차례 하였고 입 안이 특히 심하게 마
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상께서 우황고를 들여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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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인목왕후는 우황고를 복용하여 夜間에 극심하게 
나타나는 發熱 증세를 다스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인조 10년 6월 22일, 23일

인목왕후는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질병을 앓다가 6월 
28일에 사망하게 된다. 6월 20일 즈음에 들어서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원인은 극심한 熱로 추
정되며52), 그로 인해 복통과53)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54). 이후 증상이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 
기절하기에55) 이른다. 인목왕후는 瀉血湯을 3첩 복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熱과 함께 동반되는 정신이상 증세
에 차도가 있지 않았고56), 이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으로 보인다57). 이후 인목왕후의 증상에 대해 補中益氣
湯과 우황고를 지어 올렸고58), 복용한 다음 인목왕후는 낮 
동안 다소 증상이 완화되었는지 잠깐 잠에 들게 된다59). 
이후 인목왕후는 저녁에 우황고를 한 차례 더 복용하게 되
고60), 복용 후 23일 첫 문안에 대해 침수가 조금 편안했다
고 대답한다61).

앞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목왕후는 20일 즈음을 기점
으로 열이 극심해져 여러 정신적인 증상을 앓게 되어 수면
에 장애가 생겼다. 이후 瀉血湯을 비롯하여 여러 처방을 응
용하였으나 증상이 크게 완화됨을 느끼지 못하였는지 증상
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에 인목왕후에게 補中益氣湯과 
우황고를 처방하게 된다. 복용 이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편
해진 인목왕후는 낮 동안 잠깐 잠에 들었고, 그날 밤 다시 
우황고를 복용하고 침수가 편안해짐을 느낀다. 인목왕후는 
결국 병환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지만 인목왕후의 
복용 기록을 통해 우황고가 夜間發熱, 그와 동반되어 나타
날 수 있는 정신이상과 같은 熱性 질환에 효과적으로 활용
되어왔음은 확인해볼 수 있다.

(2) 인현왕후 말년의 夜間發熱 : 숙종 26년

인현왕후는 인경왕후의 뒤를 이은 숙종의 계비로, 숙종 
7년(1681) 왕비로 책봉된다. 하지만 이후 숙종 15년(1689)
에 폐위가 되는 일을 겪고, 숙종 20년(1694)에 왕비로 복
위되는 등 다사다난한 삶을 보낸 왕비이다. 힘든 삶을 살았
던 인현왕후는 복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숙종 27년(1701) 
8월 14일에 사망하게 된다. 인현왕후가 병에 걸리고 사망
하기까지의 약 1년 6개월 동안의 발병 양상이나 치료에 대
한 기록이 승정원일기 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기록들은 모두 선행된 연구에 의해 자세히 정리되었다62). 
해당 연구는 인목왕후의 발병 기록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환도혈 주변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통증의 시작’ 
단계(숙종 26년 3월 26일~)

② 기존에 있던 통증과 함께 나타난 경련, 구토, 번열의 
증세를 앓기 시작한 ‘경련의 시작’ 단계(숙종 26년 4월 14
일~)

③ 통증이 심하던 부위에서 고름이 보이기 시작한 ‘첫 번
째 화농’ 단계(숙종 26년 5월 12일~)

④ 며칠 전부터 통증이 나타나던 우측 협하 부위에서 새
로운 화농처가 나타난 ‘두 번째 화농’ 시기(숙종 26년 6월 
21일~)

⑤ 기존의 고관절, 슬관절의 통증 및 고름 배출 외에도 
발열, 오한, 오심, 구토, 설사, 복통, 식욕부진, 불면, 환부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복통, 구토, 설사’의 단
계(숙종 26년 6월 말~ 숙종 27년 7월 초)

⑥ 숙종 27년 7월 8일부터 사망하기까지인 8월 14일까
지의 ‘흉격비색(胸膈痞塞)’의 단계

각 시기마다 인현왕후는 특징적인 질병을 앓았으며, 그에 
따라 치법을 조금씩 달리 사용해왔다. 하지만 전 시기를 아

52)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0일 10번째 기사, 6월 21일 7번째 기사
53)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2일 9번째 기사
54)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0일 6번째 기사
55)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2일 4번째 기사
56)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2일 8번째 기사
57)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1일 4번째 기사, 6월 22일 4번째 기사
58)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2일 8번째 기사, 9번째 기사
59)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2일 12번째 기사 
60)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2일 마지막 기사
61)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3일 3번째 기사
62) 방성혜, 차웅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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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는 인현왕후 발병 양상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夜
間에 虛煩의 증세가 자주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증세는 인
현왕후의 증세가 발현된 숙종 26년(1700) 3월 26일의 기
록부터 사망까지인 27년(1701) 8월 14일의 기록에 걸쳐 
수차례 등장한다. 인목왕후는 야간에 나타나는 虛煩의 증세
로 인하여 잠을 설치고, 이로 인하여 우황고를 복용하게 된
다63). 인현왕후는 우황고만 단독으로 복용하기도 하였으나, 
냉약64), 정화수65), 우황을 탄 인동차66), 금은화차67) 등과 
함께 복용하기도 하였다. 모든 기록에서 복용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선 기사들을 바탕으로 볼 때 대체로 2丸
가량 복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복용 후에는 열이 다소 감소
하여 잠에 드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복잡한 삶을 살았던 인현왕후는 사망 직전 약 15개월간 
시기별로 다양한 병을 앓아 왔으며, 특히 전 기간에 걸쳐 
夜間에 나타나는 虛煩에 의해 수면장애를 겪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인현왕후는 우황고를 약 2丸씩 다양한 방
식으로 복용하였고, 우황고의 약효를 바탕으로 虛煩의 증세
가 완화되어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이다.

(3) 숙종의 夜間熏熱 : 숙종 41년

앞서 숙종은 熱이 많은 기질적 특징 때문에, 우황고를 자
주 복용했음을 확인했다. 숙종 말년기에 나타났던 수많은 
증상 중에서 熏熱은 특히 야간에 숙종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은 종종 밤사이에 熏熱이 더해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주로 인동차와 함께 우황고를 복용
하여 熏熱의 증세를 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복용량 또한 
2丸 정도를 복용하였던 인현왕후랑은 다르게 5丸68), 심지
어는 7丸에 이르기까지69) 다량 복용하기도 하였다.

대체로는 복용 후에 熏熱이 더 더해지지 않아 잠에 드는 
모습을 보이며70), 단독으로 복용하기보다는 인동차71)나 월
경수72) 등과 함께 복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숙종은 夜
間에 나타나 점점 심해지는 熏熱의 증세를 해소하고자 차 
종류와 함께 우황고를 다량 복용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숙종은 夜間熏熱
이 밤마다 나타나자, 애초에 잠들기 전에 우황고를 복용하
고 자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73), 이는 우황고가 
夜間發熱의 증세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방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황고가 夜間에 나타나는 發熱 증세에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던 이유는 우황고가 血分의 熱을 풀어준다는 점과 
더불어 환제로 빚어 복용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우황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膏의 형태이다. 하지만 
우황고는 다른 膏劑와는 다르게 꿀로 반죽하여 환으로 만
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74). 이
처럼 환제의 형태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우황고는 탕약
이나 다른 형태의 처방보다 야간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었
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의보감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의 인
조시기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조 17년(1639) 8월, 
인조는 감기의 증세를 앓는다75). 이로 인해 인조는 다양한 
증상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는 夜間에 나타나는 
煩熱의 증세, 이로 인해 나타나는 수면장애 등도 있었다76). 
당시 약방 도제조였던 최명길은 인조의 상태에 대하여 우
황고를 밤사이 번열로 인하여 침수가 불안할 때에 간간이 
사용하면 구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며77) 우황

63)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3월 30일, 4월 20일, 7월 27일, 8월 17일, 8월 20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숙종 27년 1월 3일, 
1월 5일

64)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3월 30일
65)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4월 20일
66)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7월 27일
67)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8월 17일, 20일, 25일
68)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2월 20일, 3월 10일, 5월 29일, 6월 1일
69)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6월 23일
70)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2월 9일, “夜間調進牛黃膏後, 熏熱無加, 寢睡差勝云”
71)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2월 10일 등
72)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3월 10일 등
73)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1월 9일, “...伏聞夜間, 聖候就寢時, 忍冬茶, 牛黃膏四丸, 又爲調進...”
74) 동의보감 ｢婦人｣ [牛黃膏] “治産後熱入血室. 朱砂･鬱金 各三錢, 牛黃 二錢半, 牧丹皮 二錢, 甘草 一錢, 龍腦 五分. 右爲末, 蜜丸皂子大. 每一丸, 

井水化下.”
75)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16일, “藥房都提調崔鳴吉, 提調南以雄, 副提調李基祚啓曰, 聖侯[候], 何如? 感冒向差, 則汗症復如前乎? 抑固有稍斂

之勢乎? 敢稟. 答曰, 氣候及汗症, 與昨無異.”
76)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19일, “藥房都提調崔鳴吉, 提調南以雄, 副提調李基祚啓曰, 昨日受針後, 夜間復有熱候乎? 畏風之候, 未知比前, 何

如? 答曰, 夜間煩熱, 比昨有加, 畏風之症, 頗似減歇矣.”
77)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20일, “且牛黃膏, 能除煩熱, 若夜間煩熱寢睡不安之際, 間間進御, 則不無救急之效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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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복용을 권장하였다. 인조는 환약, 즉 우황고를 복용하
겠다 하고 20일 밤에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78), 이후 21일 
지난 밤 번열이 대단하지 않았다며 증상이 다소 완화된 듯
한 모습을 보인다79). 즉 실제로 우황고가 夜間發熱에 효과
적이며, 이를 내의원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4) 천연두나 홍역, 수두의 熱證

천연두나 홍역 등 전염성 피부질환은 조선시대 사람들을 
괴롭혔던 주된 질병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 증상들과 
더불어 피부에 붉은 발진, 수포가 생기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피부에 나타나는 수포와 붉은 발진은 곧 血分의 熱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血分의 熱, 나아가 피부에 있는 熱이 
해소되어 수포와 발진이 나타난 부위가 안정적으로 딱지를 
만들며 떨어지면 병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연두나 홍역, 수두와 같은 증세에서도 우황고가 사용되
었다. 다만 우황고를 전염성 피부질환과 함께 동반되는 發
熱의 증세보다는 피부병을 앓은 이후 피부 사이에 남아 있
는 微熱, 餘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微熱, 餘熱은 
문자 그대로 본다면 ‘미약한 열’, ‘남아있는 열’ 정도의 의미
이다. 우황고와 관련하여 微熱, 餘熱이란 표현은 주로 승
정원일기 내에서 병후 조섭 단계, 특히 수두나 홍역 등 피
부병의 증세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피부병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황고를 통
해 피부 사이에 나타나는 微熱이나 餘熱을 해소하여 딱지
의 수렴을 빠르게 하고, 병후 회복을 돕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왕실의 의관들 또한 수두나 홍역으로 인한 증세가 회복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우황고를 비롯하여 찬 성질의 약을 
사용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80) 실제로 

우황고를 사용한 사례도 승정원일기 내에 수차례 등장한
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도세자의 천연두 : 영조 32년

영조실록에 따르면, 영조 32년(1756) 당시 왕세자였던 
사도세자는 11월 17일을 기점으로 천연두를 앓는다81). 당
시 사도세자의 증세는 영조가 차라리 ‘산에 들어가 알지 못
한 채 조금 낫기를 기다려 돌아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82). 이러한 영조에 걱정에도 불구하
고 사도세자는 발병 후 약 일주일을 넘긴 시점인 25일, 천
연두를 극복하고 완쾌한다83).

병에서 일차적으로 회복된 이후 사도세자는 병후 조섭의 
단계에서 微熱이 왕래하는 증세를 앓는다. 병후에 딱지가 
떨어지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微熱이 왕
래하는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다84). 이에 왕세자는 
26일85), 27일86), 28일87) 糯米茶와 함께 우황고를 복용하
고, 29일 微熱이 왕래하는 증세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말을 
하며88) 점차 천연두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微熱이 왕래하는 증세
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도세자는 12월 1일89)과 2일90)에 
추가적으로 우황고를 복용하였고, 12월 4일에 이르러 복용
을 정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91) 병이 다 나았음을 밝힌다. 

(2) 정순왕후의 수두 : 영조 35년

수두나 천연두와 같이 딱지가 져야 회복되는 피부병 증
세에 대하여 우황고를 활용한 사례는 정순왕후의 치료 기
록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영조 35년(1759) 당시 매우 어린 나이에 왕비로 책봉되었

78)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20일, “且牛黃膏, 能除煩熱, 若夜間煩熱寢睡不安之際, 間間進御, 則不無救急之效云. 此藥亦爲劑入, 何如? 答曰, 依
啓. 丸藥自今次爲進服矣.”

79)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21일, “夜來熱候加減, 何如? 寢睡不安之候與昨無異乎? 敢稟. 答曰, 去夜煩熱, 不至大段.”
80) 승정원일기 순조 5년 2월 30일, “亦無熱候, 而但痘後, 無論餘熱有無, 例用涼劑”
81) 영조실록 영조 32년 11월 17일 경술 1번째 기사
82) 영조실록 영조 32년 11월 22일 을묘 1번째 기사
83) 영조실록 영조 32년 11월 25일 무오 1번째 기사
84)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1월 26일, “微熱之候, 猶有往來. 諸醫皆以爲午間, 糯米茶, 調牛黃膏五丸, 進服爲宜云矣”
85)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1월 26일, “諸節一向安順, 而微熱之候, 猶有往來. 諸醫皆以爲午間, 糯米茶, 調牛黃膏五丸, 進服爲宜云矣.”
86)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1월 27일, “而微熱之候, 往來不已, 糯米茶, 調牛黃膏, 隨時進服之意, 惶恐敢啓.”
87)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1월 28일, “而微熱之候, 猶有往來, 糯米茶, 調牛黃膏, 連進之意, 惶恐敢啓. 傳曰, 知道.”
88)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1월 29일, “牛黃膏進服之後, 微熱往來之候, 若何? 令曰, 少減矣.”
89)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2월 1일, “今日則微熱之候, 若何? 令曰, 微有往來之氣矣. 晩曰, 牛黃膏夕間進服, 如何? 令曰, 當進服矣.”
90)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2월 2일, “而微熱之候, 往來猶未已, 糯米茶, 調牛黃膏, 連爲進服之意. 惶恐敢啓. 傳曰, 知道.”
91)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2월 4일, “微熱之候, 亦爲差減. 諸醫皆以爲糯米茶･牛黃膏, 不必連進, 今姑停止, 更觀前頭熱候往來, 間間進服爲宜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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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 나이였던 정순왕후는 영조 35년(1759) 6월 12일, 
수두의 증세를 앓게 되는데92), 천연두가 아닌 수두인 만큼, 
병환이 깊지 않았는지 약 5일 만인 6월 16일 수두에서 회
복하게 된다93). 정순왕후가 수두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황고는 말 그대로 ‘딱지’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었는데, 이
는 6월 15일의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의
관들은 정순왕후의 상태를 ‘皮膚間熱’이 있는 상태로 보았
다94). 즉 한차례 수두가 지나간 후 피부 사이에 남아 있는 
熱이 정순왕후의 피부 증세를 일으키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6월 15일 다소 완화되자 정순왕후는 우황고
를 정지하겠다는 하교를 내린다95).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
관들은 딱지가 수렴되는 때에는 우황고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며 우황고를 지어 들이겠다 말하고96), 우황고 2丸과 
糯米茶를 처방한다97). 즉 내의원의 의관들이 정순왕후의 
수두에 의한 피부 질환 원인을 피부 사이에 남아 있는 熱 
때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우황고를 활용한 것이다.

(3) 정조의 천연두 : 영조 37년

영조 37년(1761) 11월 27일, 당시 왕세손이던 정조가 천
연두에 걸리게 된다98). 한동안 병을 앓던 왕세손은 12월 7일
에 이르러서야 천연두의 증세가 회복된다99). 12월 7일, 즉 영
조실록에 따라 천연두가 平復된 이후 왕세손은 천연두로 인
해 발생한 딱지를 수렴시키고자 우황고를 복용하기 시작한
다100). 특히 12월 8일에는 현재의 왕세손 상황에서는 단지 
淸熱함이 중요하다며 우황고와 糯米茶를 복용케 하며 우황고
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101). 이후 12월 9일 추가적

으로 糯米茶와 우황고를 복용한 왕세손은102) 딱지가 대부분 
떨어지며 증상이 거의 회복된 모습을 보인다. 증상이 대부분 
회복되어서인지, 10일에는 우황고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화차와 安神丸103)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며104), 11일에 
이르러서는 복용을 정지하며 회복되었음을 알린다105).

(4) 순조의 수두 : 순조 1년

순조는 정조의 갑작스런 승하로 인하여 11살의 어린 나
이에 즉위한 왕이다. 순조는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순조 1년(1800) 11월에 홍역 내지 수두를 앓게 된다. 당시 
발병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11월 19일 입진
한 약원에게 그저께부터 발병했다고 말하는 대목을 보면 
11월 중순 즈음부터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106). 순조의 증
상에 대해 다소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오천근, 이유감, 조종
협 등은 風熱로 인한 증세로 홍역 같으나 홍역은 아니라고 
하였으며107), 20일 입진한 이유감은 ‘홍역의 과립’이라 하
며 증상 자체를 홍역의 증세로 보았다108). 또한 22일에는 
홍면겸과 김시중은 수두라고 하기도 하는 등, 순조의 증상
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109), 순
조의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수두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
다. 의원들의 여러 노력 끝에 11월 29일 순조의 증세가 平
復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하나110), 이후 지속적으로 의관들
이 입진하여 증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아, 완벽하게 회복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의관이 입진하던 
중 12월 10일에 이르러 순조의 증상이 완벽히 회복되었는
지111), 더이상 의관들이 입진을 하지 않게 된다.

92) 영조실록 영조 35년 윤6월 12일 경인 1번째 기사
93) 영조실록 영조 35년 윤6월 16일 갑오 1번째 기사
94)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6월 17일, “...而卽今症候, 不過皮膚間熱...”
95)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6월 15일, “下敎于藥房曰, 今日氣候差勝, 牛黃膏將調進, 入侍其止之”
96)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6월 15일, “而當收斂落痂之時, 承候之節, 尤爲緊重, 臣等率諸醫, 更爲入侍, 有不可已”
97)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6월 15일, “中宮殿牛黃膏調進, 糯米茶前入事.”
98) 영조실록 영조 37년 11월 27일 신유 1번째 기사
99) 영조실록 영조 37년 12월 7일 신미 2번째 기사
100)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2월 7일 
101)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2월 8일, “諸醫以爲諸節一向平順, 而卽今調治, 惟在淸熱, 糯米茶調牛黃膏二丸, 晩後進服爲宜云.”
102)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2월 9일, “...糯米茶調牛黃膏二丸進服之意, 惶恐敢啓. 答曰, 知道.”
103) 安神丸은 인삼이 들어가므로 온전한 凉劑가 아니기에 우황고에 비하여 淸熱의 효능이 약하다는 인식을 승정원일기 순조 5년 2월 30일 기

사를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104)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2월 10일, “糯米茶･牛黃膏不必連用, 今日則金銀花茶調安神丸, 晩後觀勢進服爲宜云.”
105)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12월 11일, “...牛黃膏･安神丸旣已連進, 其在愼重之道, 今日則竝停止爲宜云.”
106) 순조실록 순조 1년 11월 19일 임진 1번째 기사
107) 순조실록 순조 1년 11월 19일 임진 1번째 기사
108) 순조실록 순조 1년 11월 20일 계사 1번째 기사
109) 순조실록 순조 1년 11월 22일 을미 1번째 기사
110) 순조실록 순조 1년 11월 29일 임인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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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동안 수두를 앓은 순조는 피부에 나타나는 熱
의 증세를 해결하고자 우황고를 자주 활용하였다. 11월 25
일112)과 26일113)에는 백비탕과 함께 사용하여 피부에 존
재하는 微熱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27일에는 微熱로 인한 
피부병과 농(膿)이 나는 증세가 지속 되자 금은화차를 和
解之劑라 하여 백비탕 대신 금은화차와 함께 우황고를 들
이기도 하였다114). 이후에도 순조는 餘熱이 물러나지 않는 
증세로 인하여 12월 8일까지 여러 차례 우황고를 복용하다
가 8일에 이르러 餘熱이 모두 물러났다며 우황고를 정지하
게 된다.115)

이 시기에 기록에서는 날씨를 고려하여 우황고를 사용하
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순조의 피부병이 
나타난 시기는 12월로 겨울이었다. 순조가 우황고를 복용하
던 중에 특히 날이 추워지자, 찬 성질의 우황고를 복용하는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116). 이러한 모습은 주변 기
후와 환경까지 모두 고려하는 한의학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우황고가 쓰인 방식

이처럼 다양한 熱證에 응용되었던 우황고는 그 처방 방
식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이 있었다. 우선 우황고는 처방명
과 다르게 丸의 형태로 처방되었다. 牛黃膏라는 처방의 명
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황고는 기본적으로 膏劑의 형태이
다. 하지만 승정원일기 내에서 실제로 사용된 모습이나 동
의보감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황고는 膏의 형태보다는 
주로 꿀로 반죽한 후 丸의 형태로 만들어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膏의 형태로 된 처방은 주로 경옥고처럼117) 膏劑
를 술이나 물에 타서 복용하거나, 끈적끈적한 성질을 이용
하여 황랍고처럼118) 외용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膏劑를 丸으로 빚어 사용했다는 점 자체도 
우황고만 갖는 복용 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

황고를 丸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이유는 앞선 사례들로 미
루어 보았을 때 일종의 해열제로써 구급의 용도로 쓰기 편했
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우황고를 丸의 형태로 만들어 보
관한 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황고는 기본적으로 우황고를 단방으로 복용하
거나119) 증상에 따라 다른 처방에 곁들여 복용하는 경우였
으나120), 이 외에도 승정원일기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바, 이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차와 함께 복용

우황고는 다양한 종류의 차와 함께 처방되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우황고는 膏를 빚어 皂子만한 크기의 丸으
로 만들어 복용하는 형태였다. 이렇게 빚은 환을 단순히 씹
어서도 복용할 수 있었겠으나, 끈적한 형태이기에 복용 상 
편의를 위해 주로 물에 타서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121). 특
히 食治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우황고를 단순한 물이 아
닌 약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 종류와 함께 복용하는 모
습을 보였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된 차는 인동차와 금은
화차였다.

(1) 인동차

우선 인동차는 선행된 연구에 따르면 忍冬만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차로, 煩熱이나 熏熱 등의 증세에 특징적
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牛黃 가루를 타서 다른 丸, 散劑와 
함께 복용한다고 되어있다122). 승정원일기 내에서 우황
고와 함께 인동차를 복용한 사례는 대부분 숙종 말년 숙종
에게 야간에 나타나는 熏熱의 증세에 사용된 것이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는 다르게 牛黃 가루를 타서 복
용하지는 않았다. 인동차에 들어간 인동이 熱을 발산시키고 

111) 순조실록 순조 1년 12월 10일 임자 1번째 기사
112) 승정원일기 순조 1년 11월 25일, “...似緣微熱而然, 俄於藥院, 與諸醫相議, 今日則百沸湯, 調牛黃膏二丸進用之意, 已爲議定矣.”
113) 승정원일기 순조 1년 11월 26일, “...而熱候猶未夬退, 百沸湯調進牛黃膏二丸, 似好矣”
114) 승정원일기 순조 1년 11월 27일, “...金銀茶自是和解之劑, 且濃煎金銀花... 牛黃膏二丸, 金銀花茶調入.”
115) 승정원일기 순조 1년 12월 8일, “入診仰審訖, 奏曰, 左右三部調均, 餘熱皆退, 今則牛黃膏, 不必更爲進御矣”
116) 승정원일기 순조 1년 12월 1일, “日氣如是極寒, 牛黃膏, 不必今日進御, 少觀今明間動靜, 未知何如.”
117) 동의보감 ｢身形｣ [瓊玉膏] “...然後每取一二匙, 溫酒調服. 不飮酒白湯下, 日進二三服....”
118) 동의보감 ｢手｣ [黃蠟膏] “治冬月手足皸裂作痛. 淸油五錢, 慢火煎沸, 入黃臘一塊再煎, 候熔入胡粉, 五倍子末各少許, 熬令紫色爲度. 先以熱湯洗

患處, 火上烘乾, 用藥付上, 以紙貼之, 其痛立止, 入水亦不落.”
119)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8월 23일, “...進牛黃膏二丸, 肌體溫熱, 寢睡不得安穩, 新舊腫口近處, 又有浮氣, 脚部前日受鍼處, 亦且酸痛云. ...”
120) 승정원일기 경종 3년 7월 15일, “...立秋雖入, 生脈散, 限今月劑入, 牛黃膏一劑, 亦爲劑入事, 敢達.”
121) 동의보감에서는 우물물에 타서 복용한다고 하였다. 
122) 김종오. ｢조선시대 藥茶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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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기에123) 숙종이 우황고와 함께 
인동차를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동차 외에도 숙종은 熏
熱과 더불어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때는124) 우황고와 함께 
인동선퇴차를 복용하기도 하였는데, 인동선퇴차는 승정원
일기 내에서 숙종만 복용했던 차이다. 자세한 구성은 알 수 
없으나 차의 이름을 통해 선퇴가 추가된 것을 추정해볼 수 
있으며 가려움증을 해소하고자 첨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인동차는 숙종 외에도 경종이 종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황고와 함께 복용하기도 하였는데, 경종은 특히 단순한 
우황고가 아닌 胎水調牛黃膏와 함께 복용하는 특이한 모습
을 보였다. 이 胎水調牛黃膏는 숙종이 복용한 인동선퇴차의 
경우와 비슷하게 승정원일기 전 기록을 통틀어 경종 시
기에만 나타나는 처방으로, 향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2) 금은화차

금은화차는 특정 시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숙종부터 
순조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 우황고와 함께 사용되었
다. 금은화차는 인동초의 전초로 만든 차로 煩熱이나 煩渴
에 사용된 차이다125). 즉 금은화차도 우황고의 효능을 돕
기 위한 식치 처방으로 사용된 것이다. 금은화차는 숙종 26
년(1700) 인현왕후의 夜間發熱 증세에 사용된 것이 대표적
이며126) 이 외에도 영조 19년(1743) 1월 5일 왕세자의 홍
진 증세에 사용된 사례127), 순조의 수두와128) 痘瘡 증세
에129) 사용된 사례가 있다.

(3) 나미차

糯米는 찹쌀을 의미하는데, 선행된 연구에 따르면 糯米茶
는 다른 곡물류를 이용한 차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수라를 대신하여 처방된 차이다130). 우황고와 
함께 처방된 糯米茶는 영조시기 기록에 등장하는데, 처방된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5가지 시기로 나눈다. 이를 간
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조 28년(1752) 10월 20일과 30일

영조 28년(1752) 10월에는 왕세자인 사도세자가 홍진의 
증세를 앓던 시기이다. 당시 해당 기간에는 주로 우황고와 
안신환을 증세에 따라 번갈아 복용하였고131), 10월 20일과 
132) 30일에는133) 우황고와 함께 나미차를 복용한다.

② 영조 30년(1754) 9월 21일~22일

영조 30년(1754) 9월, 당시 왕세자에게 나타났던 감모
의 증상134)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황고와 함께 나미차가 
사용되었다. 영조의 왕세자에게 감모에 걸린 후 21일에 이
르러 열이 왕래하는 증세가 나타나자 우황고와 함께 나미
차를 처방하였고135), 연이어 22일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
나자 같은 처방을 내리게 된다136). 

③ 영조 32년(1756) 11월 25일~12월 6일

123) 동의보감 ｢草部｣ [忍冬] “今人用此, 以治癰疽熱盛煩渴, 及感寒發表, 皆有功.”
124) 승정원일기 숙종 42년 12월 2일, 3일
125) 김종오. ｢조선시대 藥茶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6)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8월 17일, 20일, 25일
127)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1월 5일, “藥房口傳再啓曰, 卽伏聞入診醫官退出後所傳, 則王世子症候, 一向平順, 而微熱往來之候, 猶未顯減. 牛黃三分, 

金銀花茶調進, 牛黃膏亦爲進服之意陳達云. 金銀花茶已煎入, 而牛黃膏一劑, 劑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128) 승정원일기 순조 1년 11월 27일
129) 승정원일기 순조 5년 2월 30일
130) 김종오. ｢조선시대 藥茶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1)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10월 21일, “而熱候往來, 猶未減歇. 諸醫皆以爲, 牛黃膏･安神丸, 隨症調進, 爲宜云, 此意惶恐敢啓. 傳曰, 知道.”
132)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10월 20일, “藥房口傳啓曰, 臣等與諸醫, 入診于東宮, 則症候諸節, 比昨一樣, 而癍形益有消減之勢, 煩熱之候, 往來無減. 

諸醫皆以爲, 糯米茶調進牛黃膏, 爲宜云. 此藥一劑劑入之意, 惶恐敢啓. 傳曰, 知道.”
133)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10월 30일, “三啓曰, 伏聞嬪宮入診醫女所傳之言, 則癍形幾盡消減, 諸節一樣安順. 諸醫皆以爲晩後糯米茶, 調進牛黃膏, 

爲宜云. 此藥一劑劑入矣. 又伏聞元孫宮入診醫官所傳之言, 則癍形已盡消減, 諸節幾如常時云矣. 此意惶恐敢啓. 傳曰, 知道.”
134)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9월 17일, “藥房口傳啓曰, 卽伏聞東宮入診醫官所傳之言, 則東宮連有感冒之候矣. 日昨諸節添加, 面部及體上癍疹發見云, 

臣等不勝驚慮之至. 此與尋常微感有異, 不可不及時診察議藥, 臣等卽與諸醫, 入診爲宜, 惶恐敢啓. 傳曰, 知道.”
135)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9월 21일, “藥房口傳啓曰, 卽伏聞東宮入診醫官所傳之言, 則熱候比昨漸有減勢, 而猶有往來, 糯米茶調牛黃膏, 間間進服

爲宜云, 惶恐敢啓. 傳曰, 知道.”
136)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9월 22일, “藥房口傳啓曰, 卽伏聞東宮入診醫官所傳之言, 則諸節與昨一樣. 而熱候猶爲往來, 糯米茶調牛黃膏, 間間繼進

爲宜云, 惶恐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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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2년(1756)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영조
의 왕세자가 천연두를 앓은 이후 회복하는 시기임을 앞서 
확인하였다. 당시 왕세자는 11월 25일과 27일, 28일, 30일, 
12월 1일, 2일, 6일에 우황고와 나미차를 함께 복용하며 
천연두를 앓은 이후에 나타나는 微熱의 증세, 피부 딱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 영조 35년(1759) 6월 13일~6월 15일

앞서 설명한 정순왕후의 수두 치료 시기에 해당하는 기
록이다. 해당 시기에서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우
황고와 나미차를 복용한다.

⑤ 영조 37년(1761) 12월 7일~12월 9일

앞서 설명한 영조 왕세손의 천연두 치료 시기에 해당하
는 기록이다. 이 시기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7일과 8일, 9일
에 나미차와 우황고를 복용한다.

영조 시기에 우황고와 함께 나미차가 처방된 것에는 영
조의 의학적 인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조
는 향년 83세로 굉장히 장수를 누린 왕이다. 당시 왕들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볼 때 영조는 대단히 장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영조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補法을 중시한 그의 의학적 견해 또한 주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조선 후기 보법 
중심의 치료 원칙이 확립되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정
도로 보법을 중시하였다137). 절대군주제였던 당시의 상황
을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영조의 견해가 처방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補法, 元氣의 보존을 중
시하던 영조의 입장에서 腦麝之劑인 우황고를 쓰는 것은 
당연히 우려되는 문제였을 것이며138), 유독 우황고 대신 
인삼이 들어간 안신환139)을 사용하려는 모습도 영조의 우
황고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곡물을 바탕으로 한 나미차는 우황고에 의한 元氣의 손
상을 최소화할 좋은 대안이 되었을 것이며, 補法을 중시한 
영조의 상황과 맞물려 자주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차 종류

이 외에도 우황고와 함께 사용된 차 종류가 몇 가지 있
는데, 우선 정순왕후의 치료 기록과 관련하여 홍화자차가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140), 영조 3년(1727) 4월 14일 인원
왕후의 熏熱 증세에 우황고와 함께 흑두죽엽차를 처방한 
기록141)이 있다.

2) 액상형으로 만들어 복용

우황고는 丸으로 빚어 사용한다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膏의 형태로 물이나 술 등의 액체에 타서 복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만일 병이 심하여 丸제를 복용하기 힘든 경우라
면 소량의 우황고를 물에 타서 입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
로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설명한 인목왕후
의 증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복용케 하기도 하였
다. 당시 인목왕후는 병을 앓다가 사망했을 정도로 증세가 
위중하였기에 우황고를 직접 복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량의 우황고를 녹
여 작은 그릇인 종지(鍾子)를 이용하여 입안에 흘려 넣는 
방식으로 복용하게 하였다142). 이는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우황고의 제형 상 특징을 이용한 복용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기 직전 위급한 질병의 경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복용해야만 했던 우황고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외용제로 활용

몇몇 膏劑는 그 형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외용제로 활용

137)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2007;16(2):151-160.
138) 승정원일기 영조 4년 2월 20일, “光佐曰, 牛黃涼膈元, 牛黃膏之屬, 累次進服云, 誠爲可憫. 腦麝之劑, 爲內間常用之藥, 勿用, 似好矣. 上曰, 予

意亦然.”
139) 승정원일기 순조 5년 2월 30일, “...亦無熱候, 而但痘後, 無論餘熱有無, 例用涼劑, 而安神丸則入蔘料, 故不可以純涼之劑論, 今日則進御牛黃膏

一二丸, 似好矣. ...”
140)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6월 13일, “...中宮殿進御紅花子茶停止, 牛黃膏一劑劑入, 糯米茶煎入事.”
141) 승정원일기 영조 3년 4월 14일, “再啓曰, 王大妃殿, 姑停進藥, 而諸醫等, 以爲熏熱之時, 牛黃膏, 黑豆竹葉茶, 間間調進爲宜云, 牛黃膏一劑, 黑

豆竹葉茶十貼, 劑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142)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2일, “侍藥廳, 慈殿晝問安. 答曰, 氣候與晝一樣, 卽者暫爲寢睡, 白粥三匙進御, 酪粥四五匙進御, 牛黃膏二巡一鍾子

進御, 卽者大便如常, 荏子粥數三匙進御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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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우황고 膏劑이나 주로 丸으로 빚어 사용한다
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는데, 특이하게도 膏劑
의 특성을 살려 우황고를 피부에 펴 바른 사례가 승정원
일기 영조 4년(1728) 12월 7일 기사에 한 차례 등장한다. 
영조는 안질이 나타나 며칠간 눈 주위에 불그레한 기운과 
함께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을 겪는다. 영조와 대화를 주고 
받던 이광좌의 말에 따르면 영조의 안질은 오랫동안 몸이 
상한 것이 원인이며, 이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간간
이 환부에 우황고를 발랐는데143) 우황고를 바른 이후에 일
시적인 편안함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부질환이 나타나면 
주로 熏洗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나 이러한 치료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영조는 임시방편으로 우황고를 발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처럼 우황고를 피부에 바르는 방식의 
활용법은 물론 주된 활용법은 아니나, 우황고의 찬 성질과 
膏劑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부에 나타난 熱證을 해소하려 
했다는 점은 여러 膏劑의 활용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
다고 생각된다.

Ⅲ. 고찰

이상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우황고의 활용 양상을 살
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우황고는 다양한 熱證에 응용되었음
을 확인하였고, 그 활용 방법에서도 다양함이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의서에 설명된 우황고
의 쓰임과 승정원일기 내에서의 쓰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어 고찰에서는 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우황고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의서들을 살펴보면 우황고

는 주로 熱證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
는 부인의 熱入血室證, 즉 여성의 열성 질환, 나아가 血分
에 열이 들어가며 발생하는 다양한 열성 증상들에 응용되
는 약으로 소개되어 있다. 동의보감 이후에 발간된 의서들
에서의 우황고는 처방의 기본은 유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증상에 응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제비급에서는 온
역에 헛것이 보이는 증세가 나타날 때 사용한다고 하여 급성 
열성 전염병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144), 의휘
에서는 화를 치료하는 약 중 하나로 우황고를 꼽았다145). 
의종손익이나 소아의방에서도 열이 심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에 응용하는 것은 같았으나 몇 가지 특이한 용례가 
등장한다. 먼저 의종손익에서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齒衂
의 증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146), 소아의방에서
는 우황고의 분량을 줄여 갓난아이의 丹毒147), 夜間發
熱148), 입술이 부어 벌리고 오므리지 못하는 증상(唇腫不
能開合)149), 온학150)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리해보면 의서에서는 주로 우황고를 기본적인 열성 질환, 
심한 熱證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내에서도 의서의 내용처럼 일반적인 열성 
질환, 혹은 출혈이나 헛것이 보이는 증상, 唇腫不能開合 등 
급성 질환에 우황고를 사용한 경우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우선 일반적인 열성 질환에 우황고를 사용하는 모습은 앞
서 설명했던 인목왕후 사망 전 약 한 달간의 治病 기록에
서 확인해볼 수 있다. 당시 인목왕후는 發熱의 증상을 잡기 
위해 우황고를 수차례 복용하였고151), 심지어는 發熱에 대
한 예방 차원으로 여러 차례 소분하여 복용하기도 하였는
데152), 이러한 복용 양상을 통해 일반적인 발열 증세에도 
우황고가 간편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급성 질환에 우황고를 사용하는 모습도 승정원일
기 내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인조 13년(1635) 4월 29일 
당시 병조 참지였던 李昭漢의 아버지인 판중추부사 이정귀

143)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2월 7일, “上曰, 眼患有加時, 則調服牛黃膏, 便小愈矣.”
144) 광제비급 ｢雜病｣ 溫疫 “瘟疫... 如見鬼狀, 用牛黃膏, 朱砂, 鬱金各三錢, 牛黃二錢半, 牧丹皮二錢, 甘草一錢, 龍腦五分, 右爲末蜜丸, 皂子大, 每

一丸, 井水化下.” 
145) 의휘 ｢火｣ 治火藥 “凡治火之藥, 淸心丸･牛黃膏･淸火湯･降火湯等劑, 可謂當劑...”
146) 의종손익 ｢血｣ 齒衄舌衄 “入門齒衂者, 齦屬胃, 齒屬腎, 二經相倂, 血出牙縫, 以涼水漱口則止, 少頃又出. ... 牛黃膏”
147) 소아의방 ｢小兒醫方｣ 初生遍身發丹毒 “初生遍身發丹毒 ... 金銀花･牛方子各五分, 薄荷少許. 右煎水, 牛黃膏一丸調服方見附錄.”
148) 소아의방 ｢小兒醫方｣ 諸熱 “諸熱 ... 晝靜夜熱者, 是血熱也, 宜犀角地黃湯. 生地黃一錢半, 赤芍藥･牧丹皮各一錢, 犀角七分, 黃芩･升麻･當歸各

五分, 薄荷少許, 牛黃膏一丸調服, 亦可方見附錄.”
149) 소아의방 ｢小兒醫方｣ 脣 “唇腫不能開合者, 急症也, 宜金銀花二錢, 甘草一錢, 燈心一團, 煎水, 牛黃膏二丸調服方見附錄”
150) 소아의방 ｢小兒醫方｣ 謔 “三陰經溫瘧, 或夜發者, 宜柴胡四物湯乾地黃･赤芍藥･半夏各一錢, 當歸･川芎･柴胡･黃芩各七分, 人蔘･甘草各五分, 生

薑二片, 牛黃膏一丸調服方見附錄.”
151)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11일, 20일, 21일, 22일, 23일, 26일
152) 승정원일기 인조 10년 6월 23일, “面上多有熱氣, 至今尙不盡減, 而不至大段, 牛黃膏小小頻數進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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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현기증으로 넘어지며 인사불성이 
되는 등 매우 위중한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을 해소하고자 
척담탕을 사용하지만 척담탕을 사용하여도 말이 통하지 않
으며 인사불성의 상태가 지속되는 등 정신적인 이상이 심
화 되자 급히 우황고를 사용한다153). 이정귀는 병세를 회
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 사망하게 되나, 위 사건을 바탕으로 
우황고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인 불안, 인사불성 등
의 급성 질환에도 활용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정원일기 내에서 우황고
를 활용한 사례는 드물었으며, 대부분은 熱로 인해 나타나
는 불편감, 수면장애 등을 급히 해결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조는 熱이 많고 煩의 증세가 자주 나타나는 
체질적 특성 때문에 우황고를 자주 복용함을 설명하였고, 
숙종 또한 그 기질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熏熱의 증세에 
우황고를 으레 복용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들에게 熱과 관
련된 증상이 나타난 까닭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각자
의 체질적 특성, 혹은 왕으로서 책임져야 할 과도한 업무로 
인해 나타난 건강 악화 때문이라는 점154)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淸熱의 효능이 있는 우황고를 복용하는 것이 근본
적인 치료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 우황고를 복용한 까닭은 바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丸으로 미리 제조해 둔 우황고를 급히 복용함으로써 일
시적인 상쾌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이처
럼 의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우황고의 활용 방식은 우황
고라는 처방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승정원일기의 의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補法을 선호하던 영조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우황고는 성질이 매우 찬 極凉之劑155)
이면서 腦麝之劑156)로 자주 복용하기 어려운 약이다. 이런 
인식은 물론 영조 이전 시기부터 있었을 것이나 승정원일
기 내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영조시기부터이며157), 
熱證에 으레 우황고를 복용한 인조나 숙종 등의 사례와 비

교하여 영조시기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조의 의학적 인식
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가 補法을 
선호한 왕이었다는 점, 영조 시기에만 우황고와 함께 원기
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나미차를 복용케 했다는 점, 특히 천
연두 등의 증세를 앓은 후에는 찬 약을 써야 한다며 삼이 
들어간 안신환을 꺼렸던 다른 시기 기록과는 달리158) 영조 
28년 사도세자의 천연두 증세에 있어서 안신환 내지 용뇌
안신환을 고려했다는 점159) 등은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물론 우황고라는 하나의 사례만을 가지고 본 것이기
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조선 왕실에서 우
황고의 활용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우황고가 
승정원일기 내에서 煩熱, 熏熱, 夜間發熱 등 다양한 열성 
질환에 응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煩熱이나 熏熱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례는 모두 熱證 자체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열
감으로 인해 느껴지는 답답함,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복용한 
것이었다. 夜間發熱에 우황고를 복용한 사례들 또한 열로 
인해 수면에 장애가 나타나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
데, 이 또한 熱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찰에서는 이러한 복용 양상의 이유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우황고가 
丸으로 되어 있기에 상비해두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었
다는 점이다. 미리 빚어 보관해둘 수 있다는 丸劑의 장점을 
이용하여 업무 중, 혹은 새벽에 熱이 오를 때 상비약처럼 
복용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왕이 처해있
던 상황이다. 왕들에게 나타났던 여러 熱證의 원인은 주로 

153)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4월 29일, “韓必遠以內醫朴頵言啓曰, 判中樞府事李廷龜, 病勢一樣, 而滌痰湯用之, 則少不見效, 昏迷不省人事, 語音不
通, 症勢甚重, 牛黃膏, 急急施用, 爲當, 詮次啓達. 傳曰, 趁速劑送.”

154)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8월 13일
155)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8일, “牛黃膏則極涼之劑, 不可種種進御”
156) 승정원일기 영조 3년 8월 25일, “龍麝之藥, 極是耗散之材, 雖有一時淸快之效, 眞氣之消散”
157) 승정원일기 영조 3년 8월 25일
158) 승정원일기 순조 5년 2월 30일, “...亦無熱候, 而但痘後, 無論餘熱有無, 例用涼劑, 而安神丸則入蔘料, 故不可以純涼之劑論, 今日則進御牛黃膏

一二丸, 似好矣. ...”
159)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10월 23일, “藥房口傳啓曰, 臣率諸醫, 入診于東宮, 則症候諸節, 一向平順, 熱候比昨雖減, 而猶有往來. 諸醫皆以爲, 牛

黃膏･龍腦安神丸, 依前隨症調進, 爲宜云, 此意惶恐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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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적인 문제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였던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긴 시간 동안 업무를 제쳐둔 채 치료에 매진하며 
근본적인 치료를 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우황고는 왕들이 일시적인 상쾌함을 얻고자 복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두나 홍역, 수두 등 피부질환에 있어서도 우황고가 
활용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병이 다 나아가는 과정
에서 회복 속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황고를 복용한 것
으로 보이며, 해당 질환들이 조선시대에 흔하게 나타났던 
만큼 관련 사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열성 질환에 응용되었던 우황고는 그 활용 방법
에서도 특이한 점이 있었다. 우황고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기본적으로 膏劑이다. 하지만 실제 활용에서는 膏劑 자
체로 활용하기보다 주로 丸으로 빚어 사용하였고, 이를 여
러 종류의 차와 함께 복용하거나 액상형으로 만들어 복용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용하였다. 한편 영조는 膏劑라
는 특성을 활용하여 눈에 바르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
였다.

추가로 영조의 의학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
었다. 본고에서는 영조 시기에는 주로 우황고와 함께 元氣
를 보충해줄 수 있는 나미차가 복용 되었고, 우황고가 元氣
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우황
고 대신 삼이 들어간 안신환을 고려하였다는 점 등을 발견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영조가 補法을 굉장히 선호하던 
인물이라는 점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승정원일기 내에서 우황고라는 처방
이 의서에 기록된 내용보다 폭넓고 실용적으로 활용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정원일기가 갖는 의학적 가치에
도 불구하고 그간 승정원일기를 통해 특정 처방의 활용 
양상을 조사하는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처방과 관련한 
연구는 문헌적인 조사보다는 약리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
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향후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여러 문헌적 연구가 이에 동반된다면 보다 발전된 방향으
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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