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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Manual for Medical Officials of State Council (議政府藥房式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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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officials of State Council’ (議政府藥房) (MOSC) were bureaucrats who was part of a State Council and provided regular

medical care to the State Council’s bureaucracy. The Manual for Medical Officials of State Council (議政府藥房式例) (MMOSC) is a rare

resource that records the actual work of the MOSC in the 19th century.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history of the title of

‘medical official’ (藥房, yakbang) in the Joseon Dynasty and analyzes the role of MOSC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MMOSC. It

argues: 1) The MOSC system was established before other similar medical office systems. Subsequently, the Medical Office of Ritual

Minister (禮曹藥房) and Medical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s Minister (忠勳府藥房) were established, followed by Medical Office of

General Office (都總府藥房) and Medical Office of Managing Royal Family (宗親府藥房). 2) The MMOSC was first written in 1812 and

was augmented in 1832 and 1840. This timeline can be verified through written seal at the end of the literature. 3) In addition to the

medicine-related work, the medical office also did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govern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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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에 ‘藥房’이란 용어는 내의원과 같은 의학 관청

을 지칭하기도1) 하지만 관직명의 하나로 五上司나 軍門 등

에서 진료하던 의학 관청 소속이 아닌 의학 관료를 부를 

때에도 쓰였다. 여기서의 ‘五上司’란 議政府, 忠勳府, 宗親

府, 中樞府, 儀賓府2)를 말하며, ‘軍門’이란 訓鍊都監 등 각

종 軍營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침 시술을 하는 ‘鍼醫’에 상

대적인 개념으로 약을 쓰는 ‘藥醫’ 역할을 하는 의학 관료 

중에 별도로 관직명이 없는 이들을 ‘藥房’내지 ‘醫員’이라 

부른 셈이다. 조선시대에 의학 관청에 속한 內醫院, 典醫監, 

惠民署가 아닌 관청 소속의 藥房이라 ’外司藥房‘으로 부르

기도 하였다.3)

약방 직제는 �經國大典 권4 兵典�에 규정된 이래 여러 

문헌에 나온다.4) 약방 직제에 대해서는 기존 의학사 연구

자들에 의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金은 �經國大典�, �續大

典�, �大典會通�의 규정으로서 직제를 설명하였고,5) 孫은 �經

國大典 兵典�의 규정과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가지고 各

司醫員으로 개괄하였다.6) 朴과 安은 18세기 약방의 현원에 

대해서 姜渭聘이 저술한 �惠局志�를 통하여 소개한 바 있

다.7)

1) 세종조에 典醫監에 속하였던 內藥房이 內醫院으로 분리 독립한 이래로 내의원을 지칭하면서 약방이라 부르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내의원제조는 
약방제조로 부르는 식이다. 

2) 약방이 설치되어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부르는 관청을 말한다면 약방이 없는 의빈부 대신 도총부나 기로소를 넣어 부를 수 있다.

3) �惠局志･考課� ｢祿試조｣에 “外司藥房鍼醫, 付於回試之下”란 표현이 나온다.

4) �經國大典 권4 兵典� ｢番次都目조｣. 본고에서 �經國大典� 원문은 최항, 노사신, 강희맹(1485). “經國大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
서 (2020.4.13.)를 활용하였다.

5)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417-418. 법전의 경우 �병전� ｢正三品衙門 五衛조｣로만 직제로 설명한다.

6)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서울:수서원. 1988:189-190. 법전의 경우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조｣으로만 직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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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房의 역할은 관청에 소속되어 관청 소속 관원들의 진

료에 종사하고 煎藥 등을 공급한 주체로만 파악될 뿐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의 유일본 �議政府藥房式例�는 議政

府藥房에 대한 제규정집으로서 藥房의 역할 등에 대한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1차 자료이다. 이 문헌의 원문 영인

본이 보급된 바 있으나8) 소장기관의 간략한 해제만 이루어 

졌을 뿐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를 통하여 �議政府藥房式例�를 개괄하면서 그 내용

을 고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藥房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

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문헌은 議政府藥房에 대한 내용

이지만 다른 五上司의 약방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다른 藥房들에 대한 별도의 1차 자료가 

희귀한데다, 본 문헌의 내용과 분량이 다른 문헌들보다 상

세하고 많기 때문이다.9)

본고에서는 ‘藥房’ 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법전과 여

러 사료를 통해 약방의 제도사적인 변천을 살폈다. 다음으

로 �議政府藥房式例�의 서지 사항과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

다. 본 논고의 분석 자료가 특정 시기 상황만을 반영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藥房만을 전문으로 다룬 희소

한 자료라는 면에서 의약제도사 연구에 있어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Ⅱ. 본론

1. 各司藥房의 제도 변천

1) �經國大典� 이전

�經國大典� 이전의 藥房 직제는 �朝鮮王朝實錄�에 단편

적으로 기술되었다. 議政府藥房은 各司藥房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설치된 직임으로 1429년(세종 11) 11월 이전에 이미 

醫員 1명과 助敎 2명이 있었다.10) 조선 초기의 관제에서는 

助敎는 종9품관이다.11) 議政府藥房의 초기정원이 3원이었

고, 六曹醫員도 이러한 예를 따랐다는 점에서, 후일 議政府

와 六曹醫員의 �經國大典� 정원이 3원이 된 것은 이러한 

개설 당시의 상황과 관련되어 보인다. 禮曹藥房은 1430년 

12월에 개설되었는데 사용할 唐藥의 경우 議政府藥房처럼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무역하게 하였다.12) 1465년(세조 11)

8월 중추원 부사 이변의 상소에서 약을 맡아보는 의원이 

있는 관서로 내약방･의정부･육조･전의감･혜민국･생약포･충

훈부･개성부가 언급된다.13) 이를 통하여 약방이 의정부와 

육조에 이어 세 번째로 충훈부에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經國大典�(1485년 시행)

�권4 兵典� ｢番次都目조｣에 각 의원(약방)의 정원과 都

目, 加階14)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그림 1). 당시 인사는 

1･4･7･10월 4차례 이루어졌고, 출근일수는 900일을 채워

7) �惠局志･式例� ｢分差조｣. �惠局志�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청구번호: 奎7361)본을 복사하여 활용했다. �惠局志�는 1권 1책의 선장본으로 28장으
로 된 필사본이다. 혜민서의 관청지로서 연혁, 솔속, 고과, 식례, 지공 5부분으로 분류되어 내용이 기술되었다. 1719년 惠民署主簿였던 강위빙에 
의해 처음 저술되어, 1747년 惠民署교수인 변석화와 惠民署主簿인 변태황의 중수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박훈평, 안상우. ｢혜민서 관청지 혜국
지 편제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20-122, 130.

8) 국사편찬위원회 편. �각사등록 63�. 과천:국사편찬위원회. 1992:506-514.

9) 현존하는 약방 관련 1차 문헌으로는 전의감 편의 �審藥事例�(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韓古朝68-36)와 종친부 편의 �藥房謄錄�(서울대 규장각 소
장. 奎 13004)이 있는데 둘 다 유일본이다. �審藥事例�에는 예조･충훈부･의정부약방이 지급받는 봉급과 물품이 기술되었고, �藥房謄錄�은 宗親
府藥房이 유사당상과 종친들에게 인삼 등을 나누어 주는 내역이 실려 있다. 그러나 둘 다 약방 관련한 내용은 소략하다. 이외 영조의 명으로 만
들어진 �탁지정례�의 �각사정례�에서 해당 관서의 내용 중에 약방 관련 소용 물품 내역이 나온다. �심약사례�는 불분권 1책의 필사본으로 77장 
겹장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은 경상감영심약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여 전체 1/3을 차지하며 총 25종의 심약과 약방이 수록되었다. 편자는 전의감
으로 추정되며 작성시기는 1873년 12월 24일 이후이다. 박훈평. ｢심약사례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62-64. �약방등록�은 8장 분량
의 필사본이다. 본문에 대군과 왕자군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순종은 1820년에 대군이 죽었고, 헌종과 철종은 남자후손이 없으므로1820년 이후 
문헌임을 알 수 있다. 宗親府는 1864년에 宗簿寺와 합치면서 直長, 參奉 등의 원역을 새로 두는데 본 문헌의 朝官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1864년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훈평 역주. �역주 약방등록 내의원정례�. 서울:퍼플. 2015:3-11.

10) �世宗實錄� 1429년(세종 11) 11월 17일 기사. 본고에서 �朝鮮王朝實錄� 원문과 번역문은 실록청(1413-1935).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
회. 조선왕조실록 DB(2020.4.13.)를 활용하였다.

11) �太祖實錄� 1392년(태조 1) 7월 28일 기사.

12) �世宗實錄� 1430년(세종 12) 8월 10일 기사.

13) �世祖實錄� 1465년(세조 11) 8월 15일 기사. 내약방은 내의원의 전신, 개성부는 양도월령의가 분차되며, 생약포는 약재를 비치하여 당약 수입
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14) 도목은 정기 인사행정으로 1년에 2차례 하면 양도목, 4차례 하면 사도목 식으로 부른다. 가계는 관계를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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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官階가 올라갔으나 7품 이하는 450일만 채우면 되었

다.15) 각사약방이 �兵典�에 수록된 까닭은 軍職인 西班계

에 임명되어서 오위에 속한 관직으로 녹봉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종8품은 각 衛의 副司猛, 종9품은 각 위의 副司

勇에 임명되었다.

그림 1. �經國大典 권4�의 약방규정16)

�經國大典�에서 규정된 약방의 총원은 遞兒職17) 12원인데

종8품 7원, 종9품 2원, 무품 3원으로 다음과 같다(표 1). 

이 내용으로 볼 때 충훈부 다음으로 宗親府와 都摠府에도 

藥房이 개설되었다.

소속 관서 품계와 정원

宗親府 종8품 1원, 종9품 1원

議政府 종8품 2원, 무품 1원

六曹 종8품 2원, 무품 1원

忠勳府 종8품 1원, 종9품 1원

都摠府 종8품 1원, 무품 1원

표 1. �經國大典�의 약방규정

3) 영조시대 - �續大典�, �新補受敎輯錄�

영조대 간행된 �續大典�(1746년)에서는 �경국대전�과 

달리 �권4 兵典� ｢正三品衙門 五衛조｣에도 각 관청의 藥房

에 대한 정원이 수록되었다(그림 2). �兵典� ｢番次都目조｣

에도 정원 기록이 있는데, �經國大典�의 내용과는 都摠府가 

빠지고 耆老所와 中樞府가 추가된 점이 다르다.18) 番을 드

는 차례는 새로 長番이 되었고, 4도목은 유지되었다.

그림 2. �속대전 권4�의 약방규정19)

�續大典�에서 규정된 有品職 약방의 총원은 7원으로 종8

품 6원, 종9품 1원이다.

소속 관서 품계와 정원

宗親府 종8품 1원, 종9품 1원

議政府 종8품 1원

六曹 종8품 1원

忠勳府 종8품 1원

中樞府 종8품 1원

耆老所 종8품 1원

표 2. �續大典�의 유품직 약방규정

15) 관계와 관직의 품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직으로는 8품인 의관이어도 그보다 높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1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한 이미지이다.

17) 근무평정에 따라 갈리는 직임. 구임직과 상대되는 용어이다. 

18) 惠民署 관련 내용도 추가되었는데 이는 의학 관청 소속으로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19) 김재로(1746). “續大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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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년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편찬되어 영조 때 증보를 

거친 �新補受敎輯錄�으로 �續大典�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

다. 長興庫에서 약첩지용으로 각 관청에 보내는 명목이 있

는데 宗親府･議政府･忠勳府･中樞府가 언급되면서 신미년

(1758년)의 규정이라 하였고, 中樞府에 바치는 종이 품질

을 논하면서 계축년(1733년)의 일이라 하였다.20) 즉 中樞府

藥房의 개설과 都摠府藥房의 혁파는 1733년 이전이 된다. 

4) 정조시대 - �惠局志�, �大典通編�

�惠局志�는 혜민서 관청지로서 1719년 처음 저술되어 

1778년(정조 2)에 重修되었다. �惠局志･式例� ｢分差조｣에 

약방 관련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續大典� 직후 시기의 약

방 직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표 3). 약방의 현원은 총 

10원이다. 내용에 당시의 減省에 대한 기록이 있어 변천사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宗親府藥房은 신묘년(1771

년)에 전교에 의해 줄였다는 내용이 있고,21) 육조약방이 

모두 없어져 禮曹에만 남아있다는 내용, 守禦營과 摠戎廳의 

藥房은 지금은 없앴다는 내용이 있다. 議政府藥房의 정원은 

�續大典�과 다른데 �續大典�은 유품직 의관만 기록하고 있으

므로 종8품 외에 무품관 1원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전인 �大典通編�(1784년)의 관련 규정은22) �續大典�

과 같으므로 정원의 변화상을 볼 수 없다.

소속 관서 정원

宗親府 1원

議政府 2원

忠勳府 1원

中樞府 1원

禮曹 1원

耆老所 1원

訓鍊都監 1원

御營廳 1원

禁衛營 1원

표 3. �惠局志�의 약방규정

5) 고종시대 - �審藥事例�, �六典條例�

�審藥事例�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유일본(청구기호 

韓古朝68-36)으로 심약을 비롯한 여러 의관 직임의 약재 

진상과 요록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헌이다. 

내용이 1856년부터 1873년까지에 걸쳐 편찬되었다.23) 藥

房으로는 宗親府･議政府･禮曹･忠勳府藥房이 수록되었다. 당

시 잠시 減下되었던 宗親府藥房을 제외한 다른 약방들에게 

1년 동안 지급된 봉급, 물품들이 상세하다.24)

�大典會通�(1865년)의 藥房 규정은 이전 시기 법전과 

동일하고, �六典條例�(1867년)는 �兵典� ｢兵曹조｣에 藥房 

규정이 있는데 기존 법전과는 宗親府의 종9품 1원이 빠진 

점이 다르다.25)

소속 개설시기 정원 혁파 시기

宗親府 經國大典 이전 2 → 1 고종조

議政府 1429년 이전 3 → 2 고종조

六曹 1430년 8월 3 → 1 고종조

忠勳府 1430~1465間 2 → 1 고종조

都摠府 經國大典 이전 2 1733년 이전

中樞府 1733년 이전 1 고종조

耆老所 1719년 이전26) 1 고종조

訓鍊營 1594년27) 이후 1 고종조

御營廳 1657년28) 1 고종조

禁衛營 1694년29) 1 고종조

守禦營 1626년30) 이후 1 1727년 이전31)

摠戎廳 1624년32) 이후 1 1727년 이전

표 4. 각 약방의 개설, 정원, 혁파

2. �議政府藥房式例�의 서지

1) 형태

본 문헌은 표지에다 별도의 표첨지를 붙여 책제를 “議政

府藥房式例 全”이라 하였다. 不分卷 1책의 필사본이다. 규

20) �新補受敎輯錄 公典� ｢雜令조｣.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 �신보수교집록� 서울:청년사. 2000:516-518.

21) 다른 관서의 약방과는 다르게 존재했던 종9품관이 혁파되었을 것이다.

22) �大典通編� 원문은 조두순(1865). “大典會通”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3.)를 활용하였다.

23) 박훈평. ｢심약사례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63-64.

24) 典醫監 편(1873). “審藥事例”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2020.4.13.).

25) 본고에서 �大典會通�과 �六典條例� 원문은 김치인(1784). “大典通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3.). 고종(1867). “六典
條例”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3.)를 활용하였다.

26) �承政院日記� 1719년(숙종 45) 1월 15일 기사. 본고에서 �承政院日記� 원문은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
기 DB(2020.4.13.)를 활용하였다.

27) 訓鍊都監이 처음 설치된 해이다. 서영보, 심상규 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역. �국역 만기요람 2�.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71:196. �萬機要
覽�은 순조의 명으로 서영보와 심상규가 1808년 찬한 책으로 재용편과 군정편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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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각에 소장중인 유일본으로 청구기호는 奎 17199이다. 표

지에 책이 만들어진 시기나 작성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그

림 3). 전체는 22장 겹장의 분량인데 필사 면에 별도의 계

선이 없다. 책의 크기는 50×32.5 cm이다.33) 원문 글자는 

10행 25자로 하여 正字로 쓰였으며 일부 細字로 가필되거

나 添注한 경우가 있다. 본문 첫 장에는 ‘朝鮮總督府圖書之

印’과 ‘서울大學校圖書’라는 장서인이 있다.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었다. 본문에는 고문서에 발행 기관인 議政府의 인장

이 면마다 3-5곳에 찍혀있다.

그림 3. �議政府藥房式例� 표지34)

2) 내용의 편제와 구성사항

본 문헌에는 별도의 서･발문, 목록은 없고 본문은 시기가 

다른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節目｣은 전체의 첫 부분으로 전체 원문의 22장중 17장 

분량으로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먼저 前文과 14조의 절목으로 된 ｢節目｣, 6항목으로 된 ｢약

채의 봉상｣[藥債捧上], ｢약방의 해마다의 수입과 지출 총계｣

[藥房年例捧上上下都數]의 3부분으로 나뉜다. 말미에 “壬申 

七月”에 작성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다음 면에 수결이 있다.

그림 4. �議政府藥房式例�｢節目｣의 前文

｢新節目｣은 전체의 둘째 부분으로 1장 분량으로 짧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전문과 4항목으로 된 ｢불우비 항목

의 고정 봉상에 대한 질｣[不虞備條應捧上秩]이다. 말미에 

“壬辰 正月”에 작성되었다는 기록과 수결이 있다.

｢新定式｣은 전체의 셋째 부분으로 4장 분량이다. 여기에

는 전문과 5항목이 실렸다. 말미에 “庚子 十二月”에 작성되

었다는 기록과 수결이 있다.

28) 御營廳의 鍼醫와 藥房은 1657년(효종 8)에 설치되었다. 서영보, 심상규 저. op. cit. p. 295.

29) 禁衛營의 鍼醫와 藥房은 1694년(숙종 20)에 설치되었다. 서영보, 심상규 저. op. cit. p. 261.

30) 守禦營이 처음 설치된 해이다.

31) �承政院日記� 1727년(영조 3) 11월 10일 기사. 新營藥房을 혁파하였다.

32) 摠戎廳이 처음 설치된 해이다. 서영보, 심상규 저. op. cit. p. 327.

33) 책의 기본 서지사항은 규장각의 서지정보에 의한다. 다만 분량은 전체 22장인데 서지정보는 21장으로 되어있어 오류이므로 수정하였다. 의정
부(1840). “議政府藥房式例 서지정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3.).

34) 이하 �議政府藥房式例�의 이미지는 별도로 제공받았다. 규장각 DB에서는 서지정보만 제공하고 이미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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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의 편자와 작성 시기

책 표지에 “議政府藥房”이란 관서명이 등장하고 본문 내

용 중에 ‘本府’라는 용어가 의정부를 지칭하면서 나오므로 

원문의 작성자는 議政府에 속한 원역일 것이다. 내용 각 부

분의 말미에 議政府 三政丞･堂上官35)･司錄36)의 수결이 나

오므로 의정부 내부 결제를 거쳐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문

서임을 알 수 있다. 약방에 대한 내용이므로 담당자였던 약

방 본인이 편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절목 말미에 “壬申 七月”, 신절목 말미에 “壬辰 正月”, 신

정식 말미에 “庚子 十二月”이라는 기록이 있다. 임신년, 임

진년, 경자년의 순서만 알 수 있을 뿐 이 정보만으로는 작

성 시기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내용에 사용된 용어와 사례를 분석하면 명확한 

시기 추산이 가능해진다. 먼저 임신년 내용 중에 “度支定

例”, “懿昭廟”, “均役廳”이 나온다. �度支定例� 중에 의정부 

관련 정례가 편찬된 것은 1752년(영조 28)이므로 이를 참

고했다면 본 문헌의 임신년은 1752년 이후가 된다. 懿昭廟

는 思悼世子의 장남인 懿昭世孫의 묘로 1752년 4월에 조성

되었다. 均役廳은 1752년 9월에 설치된 기구이다. “임신 7

월”은 이 이후이므로 1752년이 아닌 1812년(순조 12)부터 

추산되는 임신년이 가능한 연도이다. 임신년이 1752년이 

될 수 없는 증거는 이 외에도 “錄事廳婢貢減”에 관한 내용

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이 내용은 1755년 단행된 身貢 

減縮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懿昭廟는 1871년 懿寧園으로 

승격되므로 이 이전이어야 한다. 즉 임신년은 1812년만 가

능하다. 임신년이 1812년이므로 임진년은 1832년(순조 32),

경자년은 1840년(헌종 6)으로 특정된다.

말미의 수결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재검증이 가능하다. 

수결은 삼정승과 양당상관, 사록이 대상이었는데 일부가 빠

진 채로 문서의 결재가 이루어졌다(그림 5).

즉 특정된 시기에 해당 인사가 임명되지 않아 공석이었

거나[未差], 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참 등의 상황이었

어야 한다.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당시 삼정승 등이 누구

인지 왜 有故가 생겼는지 알 수 있다(표 5).

그림 5. �의정부약방식례� ｢절목｣의 수결

표 5. 수결 대상 원역과 有故 사유37)

수결대상원역 1812년 7월 1832년 1월 1840년 12월

領議政 金載瓚 未差 未差

左議政 韓用龜 未差 未差

右議政 金思穆 (病) 金履喬 趙寅永

左參贊 朴宗來 未差 李志淵

右參贊 洪明浩 李勉昇 金弘根

3. �議政府藥房式例�의 내용

본문의 내용 순에 따라 개괄하였다.

1) ｢節目｣

처음의 前文은 당시 심각해진 포흠[사적인 유용] 문제에 

직면하여 절목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35) 정3품 通政大夫 이상의 官階를 가진 관료

36) 議政府에 소속된 정8품관으로 봉록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37) �승정원일기� 1812년(순조 12) 7월 13일, 1832년(순조 32) 1월 16일, 1840년(헌종 6) 12월 15일 기사.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0, VOL. 33, No. 1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21

- 27 -

약방의 오래 된 浦欠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빚

을 내어 쓰는 폐단으로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오로지 수입이 채워지지 않고 지출이 절제가 없

으며 원역들이 독단으로 가져다 쓰고는 예하[선 지급]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議政府式例�와 �度支

定例�에 의거하여 추가로 節目을 마련하고 악습을 없앤

다면 이전의 수많은 폐단들이 거의 바로잡힐 것이다. 그

러므로 여러 가지 실행할 사례들을 조목조목 아래에 나

열한다. 1년 동안 고정적인 수입 및 지출의 규모, 윤달

의 유치[비축]에 대한 조목, 불우비[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모두 아래에 기록해 놓는다. 지금 이후로 새로 

만든 정식을 한결같이 지켜서 시행해야 하며, 이것을 영

구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38)

이후 14항목의 절목이 이어지는데 호조와 강계에서 바친 

인삼[戶曺江界所納人蔘] 항목, 정승과 당상관의 자리가 비

었을 때 드리지 못한 唐材값, 부안에서 받는 둔전세전, 1년 

소출의 항목, 진배용 약의 첩지 항목, 司檢이 새로 올 때의 

당재값, 각 고을에서 해마다 상납하는 청밀과 자초용 값에 

대한 항목 등이다.

다음 ｢약채의 봉상｣[藥債捧上]은 새로 제수된 병마사나 

군수 등에게서 받는 약채･참알채･고풍채 등의 내용으로 6항

목이다.

다음의 ｢약방의 해마다의 수입과 지출 총계｣[藥房年例捧

上上下都數]는 인삼의 수입과 지출[人蔘捧上上下], 각 댁에 

드리는 인삼[各宅分封], 원역의 월급[員役朔下] 등 14항목

으로 구성되었다.

2) ｢新節目｣

처음의 前文은 불우비에 대한 항목을 기록하게 된 까닭

으로 다음과 같다.

이 절목은 본 의정부약방의 불우비에 대한 것이다. 불우

비를 매년 추가로 사용하여 점점 유지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오로지 약색들이 제대로 檢束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태를 그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지 모르겠다. 예전 중추부에

서 吏房錄事에게 맡기는 관례대로 이방녹사를 통해 불우

비를 지급하게 한다면 아껴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고정 수입 중 불우비에 대한 항목을 아래에 기록한

다. 이방녹사에게 맡기되 삼가고 단속하며 써야 하며, 이

것을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39)

다음 ｢불우비 항목의 고정 봉상에 대한 질｣[不虞備條應捧

上秩]은 불우비 금액과 불우비의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이다.

3) ｢新定式｣

처음의 前文은 당시 領議政과 左議政이 임명되지 않아 

남게 된 돈으로 폐단을 구제할 자금으로 쓴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본 의정부약방의 오래된 폐단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으로 말하건대 

고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고정 지출이 모자

라 삼정승과 당상관에 보내는 唐材값도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사태가 정말 심각하고 어려

울 뿐더러 원역들 월급이 밀리고 있는 것들이 매우 답답

한 지경이기 때문에 두 정승 자리가 비어서 남은 인삼 

10달치의 항목으로 인삼 1근을 대신한 돈 1,280냥을 내

어주어 폐단을 구제하는 자금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시행

할 항목을 아래에 나열하니 이것을 기록하여 차례차례 

傳掌하고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40)

이어서 별도의 제목이 없이 1~7월까지의 고정 수입에서 

38) 해당 원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정현 연구원이 번역하고 논자가 교열하였다. 이하 �의정부약방식례�의 번역문도 그러하다. “ 藥房之年來舊逋, 
莫可收拾, 而債用之弊, 至於難保之境者, 專由於捧上不實, 用下無節, 而員役軰私相取用, 圖得預下之致. 今依 ≪本府式例≫ 及 ≪度支定例≫, 更爲
節目, 而刪去謬習, 則從前無限之痼弊, 庶可矯革. 故諸般擧行事例, 條列于下. 一年內, 應捧上應上下數爻, 及閏朔留置條, 與不虞備用下, 並錄于左. 
自玆以往, 一遵新定式施行, 以爲永久不易之典爲齊.”

39) “右節目, 爲本府藥房不虞備. 每年加用, 漸至難保者, 專由於藥色軰不能檢束之致也. 若此不已, 則勢將不知至於何境。故依樞府例付吏房錄事, 使之用
下, 則庶可節用. 故應捧上不虞備條, 列錄于下. 付之吏房錄事爲去乎, 恪勤照檢用下, 以爲永久遵行爲齊.”

40) “本府藥房之年來痼弊, 今不必一一枚擧, 而以目下事勢言之. 應入不能, 當應下至有相位堂上唐材價停封之擧. 言念事體誠甚苟艱兺除良, 員役軰朔下退
等亦, 極可悶乙仍于, 兩相位位虛人蔘十朔條壹斤, 代錢壹千貳佰捌拾兩出給, 以爲捄弊之資, 而應行事件條, 列于後爲去乎, 以此載之, 次次傳掌, 永久
遵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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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당자에게서 인계받은 것, 고정 지출의 내역, 윤달에 지

출할 비용, 금년의 정승 자리가 비어 남는 인삼 대신의 금

액, 미진한 항목은 추후에 다듬기로 함의 5항목이 나온다.

4) 의정부약방에 대한 고찰

｢節目｣의 ‘호조와 강계에서 바친 인삼’조에서 ‘久任藥房’

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인삼을 두 약방이 한 자리에 입회하

여 같이 살피라는 내용이 있으므로41) 당시 議政府藥房이 2원

임이 확인된다. ｢節目｣의 ‘해마다의 고정지출[每年應上下]’

에서도 약방은 2원이다.42)43)

議政府藥房은 의원이므로 소속 관원에게 당연히 의료시

술을 시행하였을 것이다. 본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議政

府藥房의 역할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議政府 소속 관원에게 약재와 물품 등을 나누어 봉

진하였다. 삼정승･당상관･사인･검상･사록에 대하여 각 항목

마다 정해진 시기와 물품이 봉진되었다(표 6).

관원44) 人蔘 草材 唐材45) 柴46) 炭47)

政丞
매달
8돈

매달
3근

매달
25냥

春60秋70 春2秋2

堂上
매달
6돈

매달
3근

新坐時
2근

매달
17냥
5전

上同
新坐時
春秋
40

上同

舍人
新坐時만

매달
4돈

新坐時만
매달
2근

新坐時만
매달
10냥

春25
秋55 

上同

檢詳 上同 上同 上同
春25
秋40

上同

司錄
매달
3돈

없음
매달
9냥

春20
秋20

上同

표 6. 의정부관원에게 봉진된 내역

이 때 실물 약재의 봉진은 인삼과 草材였고 唐材는 돈으

로 대신 보냈으며, 관원이 쓸 땔감과 숯도 공급하였다. 땔

감과 숯의 사례에서 각사약방이 관리하는 물품이 꼭 의약

에 관련된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三政丞, 二相, 舍人

(정4품), 檢詳(정5품), 司錄(정8품)에게 봉진하는 물품을 

보자면 품계에 따라 수량이 줄어든다.

둘째, 연례적인 약을 제조하고 분봉하였다. 본 문헌에서

는 醍醐湯･煎藥･生脈散･臘藥･益元散이 나온다. 生脈散과 臘

藥은 소속 관원에 봉진하는 내역에는 없고 ｢節目｣의 ‘인삼

의 수입과 지출[人蔘捧上上下]’에서만 언급되는데 “戶曹에

서 바치는 것. 生脈散과 臘藥에 쓰는 인삼 2근 戶曺納生脉

散及臘藥所入人蔘貳斤”라는 내용이므로 봉진 대상과 수량은 

알 수 없다(표 7). 앞서 봉진받은 물품의 사례처럼 품계에 

따라 수량이 줄어든다.

처방명 수량 분봉 대상

醍醐湯

7되 三相位 

5되 兩堂上

2되
左右舍人

檢詳
司錄 

益元散
30첩

三相位
兩堂上

20첩 司錄

煎藥

7되 三相位

5되 兩堂上

2되
左右舍人

檢詳
司錄

生脈散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臘藥

표 7. 의정부약방의 연례제조 약

1750년(영조 26)에 간행된 �度支定例�의 議政府定例 내

용 중에 ‘藥房所用’이란 항목에 臘藥･煎藥･六香膏･醍醐湯을 

만드는데 필요한 숯이 나온다.48) �度支定例�의 연례제조 

약과 �議政府藥房式例� 시기의 연례제조 약은 차이가 있다. 

즉 시기에 따라 藥種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度支定例�

에는 다른 관서의 藥房에 대한 定例도 있으므로 동시기 다

른 관서의 연례제조 약도 살필 수 있다. 宗親府, 中樞府, 忠

41) “戶曺江界所納人蔘, 兩藥房眼同監捧於公事堂上前.”

42) “藥房二員, 春等人蔘各壹兩式, 合貳兩, 冬等人蔘各玖戔式, 合壹兩捌戔.”

43) ｢절목｣의 ‘해마다의 고정지출’을 보면 약방의 솔속에 대해 알 수 있다. 藥色書吏 2인, 藥色庫直 2명, 催促使令 1명, (藥房)軍士 4명이다. “藥色
書吏二人, -중략- 藥色庫直二名, - 중략 - 催促使令一名, 軍士四名, 壹.”

44) 1員마다의 수량이다.

45) 실물이 아닌 錢文으로 대신한다.

46) 단위는 同이다.

47) 단위는 섬이다.

48) �度支定例 제4책� ｢議政府｣ 본고에서 �탁지정례�의 원문은 박문수(1750). “度支定例”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3.)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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勳府는49) 議政府와 동일하고 耆老所는 六香膏가 빠져있

고50) 都摠府藥房은 당시 혁파되어 藥房 관련 내용이 없

다.51) 이로써 비슷한 시기 各司藥房의 연례제조 약은 유사

했음이 확인된다. �議政府藥房式例� 시기에는 다른 各司藥

房도 六香膏를 연례제조 약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의정부에 상납되는 약재를 監捧하였다. 그 예로 ｢節

目｣의 ‘호조와 강계에서 바친 인삼’조에서 이러한 역할이 

보인다.52) 인삼 외에 紫草茸과 白蜜도 주요한 상납 약재였

다(표 8, 9). 滑石도 忠州에서 50근을 상납받았다. 상납되

는 약재는 연례제조 약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였지만 대부

분 인건비와 물품비로 사용하였다.

道名 郡縣과 해당 錢文

公忠 제천 6냥, 단양 6냥, 영춘 3냥 

黃海
강령 3냥 5전, 송화 4냥 5전, 장련 6냥

신계 3냥, 곡산 3냥, 평산 6냥

표 8. 紫草茸의 상납지

道名 郡縣과 해당 수량(단위 되)

京畿(4) 가평 1, 포천 2, 삭녕 3, 안성 3

公忠(10)
충주 3, 청풍 2, 단양 2, 청주 8, 영춘 2
제천 2, 옥천 3, 공주 3, 괴산 2, 영동 2

慶尙(22)

안동 3, 예천 2, 풍기 4, 의성 2, 예안 3
봉화 5, 청송 3, 순흥 3, 영양 3, 산청 2
함양 4, 안의 4, 영천 3, 청도 2, 현풍 2
대구 3, 금산 3, 문경 2, 상주 4, 합천 2

경주 8, 진주 10

黃海(7)
곡산 8, 금천 3, 수안 4, 신계 2

서흥 3, 황주 4, 평산 4

표 9. 白蜜의 상납지

넷째, 外任官이 議政府에 바치는 돈과 물품을 수납하였

다. 堂參債, 藥債, 參謁債의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觀察使를 

제외한 모든 외임관이 대상이었다. ｢약채의 봉상｣[藥債捧

上]에서 이러한 내역이 잘 나와 있다.53) ‘약채’라는 명목으

로 議政府藥房이 관리했지만 실제 의약과 관련된 항목으로 

지출되진 않았다.

다섯째, 藥房 소속 원역에 대한 재정을 지불하였다. 藥房 

직속의 원역 뿐 아니라, 약방 업무에 동원되는 원역에 대한 

노임과 물품도 공급하였다. 이 내용은 員役朔下 조에 상세

하다. 예를 들어 삼정승 댁에 속한 원역에 대해서 “陪吏･掌

務･綠事 5원과 水工의 무명값으로 錢文 11냥, 곁에서 모시

는 權頭 3명의 월급으로 錢文 9냥, 間陪使令 3명의 월급으

로 錢文 7냥, 驅從 6명의 월급으로 전문 15냥, 帶率驅從 

15명의 월급으로 전문 3냥”식으로 기술하였다.5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정부약방은 약재의 검수나 분

봉, 약의 연례 제조나 분봉 같은 의약 관련된 사무도 처리

하였을 뿐 아니라, 외임관이 바치는 돈과 물품의 관리 같은 

행정 관료로서의 소임도 하였다.

Ⅲ. 결론

議政府藥房은 議政府에 소속되어 소속 관원에게 의학적 

돌봄을 제공하면서, 정례적인 약물 공급을 하였던 의학 관

료였다.

�議政府藥房式例�는 19세기 議政府藥房의 실제 업무 등

이 기록된 희귀한 자료이다.

본고는 조선시대 藥房이라는 직임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議政府藥房式例�의 내용을 통하여 藥房의 역할에 대해 분

석했다. 이를 통해 藥房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첫째, 議政府藥房이 유사한 다른 藥房보다 가장 먼저 개

설되었다. 이어서 禮曹醫員과 忠勳府藥房이 설치되었고, 都

摠府와 宗親府藥房이 그 뒤에 개설되었다.

둘째, 본 문헌의 저술 시기는 1812년에 처음 쓰여서 1832

년과 1840년에 걸쳐 증보되었다. 이는 문헌 말미에 수록된 

수결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하다.

셋째, 藥房은 의약 관련된 업무 외에도 소속 관청의 행정

49) 이상의 관서는 모두 �度支定例 제4책�에 실려 있다.

50) �度支定例 제5책� ｢耆老所｣. 기로소 정례는 납약 등의 소입에 대하여 약재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당시 납약에 우황･진주･호박 등의 약재가 
실제로 들어갔음이 확인된다.

51) �度支定例 제7책� ｢都摠府｣

52) “호조와 강계에서 바친 인삼은 양 약방이 업무를 맡은 당상관 앞에서 안동하여 감독하여 받는다. 戶曺江界所納人蔘, 兩藥房眼同監捧於公事.”

53) “新除授兵水使牧府使府尹庶尹, 藥債參謁債, 錢文各拾參兩伍戔式. 新除授郡守判官縣令縣監僉使, 藥債參謁債, 錢文各玖兩伍戔式. 新除授萬戶, 藥債
參謁債, 㭍兩伍戔式. 新除授察訪, 藥債參謁債, 伍兩伍戔式. 差使員, 試暇古風債, 伍兩伍戔式. 方物差使員, 古風債參謁債, 㭍兩伍戔式.”

54) “三相位宅, 陪吏房掌務錄事五員水工木價, 錢文拾壹兩, 陪權頭三名朔下, 錢文玖兩. 間陪使令三名朔下, 錢文㭍兩. 驅從六名朔下, 錢文拾伍兩. 驅從
六名朔下, 錢文拾伍兩. 帶率驅從十五名朔下, 錢文參兩.” 배리는 삼정승을 곁에서 모시는 서리, 장무는 장관 밑의 수석 서리, 녹사는 관서의 상급
서리로 삼정승에게 배속되어 문서 취급과 기록, 공문서 전달 등을 하며, 수공은 물 긷는 하인, 권두는 의정부에 소속된 하례들의 우두머리, 구
종은 삼정승에게 배정된 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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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 하였다. 예를 들어 議政府藥房은 外任官이 議政府에 

바치는 물품의 관리를 하였고, 議政府 소속 관원들에게 숯

과 땔감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였다.

�議政府藥房式例�는 19세기 상황만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다. 당대의 다른 약방에 대한 추가적인 문헌의 발굴과 이

를 통한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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