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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s a primary historical record that has provided a great deal of information about
what the Joseon Dynasty was like. However, as of yet,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 medical officers in Joseon dynasty, such as their
government posts and official ran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 in to the activities, government posts, and official ranks of the
medical personnel by examining Yeongjosillok.

Methods : First, I selected historical records containing ‘醫’ in Yeongjosillok. Then, I organized medical officers’ name by reading
each record. I screened historical records in Yeongjosillok with their names to analyze their activities, government posts, and official
ranks. When there was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I referred to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Results : I found 262 historical records in Yeongjosillok containing ‘醫’. Then I found 26 people who served as medical officers in
Yeongjosillok. Also, l found that 11 government posts and 7 official ranks were awarded to them throughout the 110 historical records
in Yeongjosillok and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Conclusion : Through this study, I was able to examine the detailed activities of unknown medical officers by studying the historical
records in Yeongjosillok and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Under the Joseon Dynasty's class-based society,
the middle class had various restrictions. However, I found that medical officers that belonged to the middle class received exceptional
treatment despite their soci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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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신분제도가 자리 잡힌 
사회로 신분 사이에는 넘기 힘든 벽이 존재했다. 주요 관직 
역시 문관(文官), 무관(武官), 기술관(技術官) 등으로 구별
되었으며, 각 관직과 직책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했다. 양
반계급에 속하는 문관･무관과 달리 중인계급에 해당하는 

기술관은 신분제도에 따른 법제 하에서 일정 이상의 품계
를 수여받을 수 없었으며, 일정 이상의 관직에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醫官은 기술관 중 하나로 중인 계급
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동의보감의 저자인 許浚
은 파격적인 승진으로 양반계급의 불만을 일으킨 인물이었
다. 御醫로서 공을 인정받아 정3품 이상인 당상관에 올랐
고, 임진왜란 공신 책봉에서도 호성공신 3등에 책정되었으
며, 종1품 숭록대부의 품계도 받은 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신분제에서 중인 계급으로서 의사의 지위적 한계는 접수▸2020년 11월 10일 수정▸2020년 11월 23일 채택▸2020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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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존재하였으나, 그럼에도 건강과 목숨을 다루는 의사
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선시대 의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간혹 
의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의서나 의학이론
으로 유명한 특정 의사들에 집중되거나, 의관보다는 ‘내의
원(內醫院)’을 중심으로 한 연구1)2)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의학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텍스트인 조선왕조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관에 대
한 연구보다는 哲宗의 질병에 관한 고찰3), 純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4), 高宗의 질병에 관한 고찰5), 純祖의 질병에 관한 
연구6), 조선중기제왕들의 질병과 사인연구7) 등 왕을 중심
으로 살펴본 질병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앞서 세종실록(世宗實錄)을 바탕으로 기사에 등
장하는 의관에 대한 연구8)가 있었으나, 세종대에 해당하는 
연구로 조선초기의 의관에 대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조선후기를 대표하여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영
조대의 기록을 통해 의관들의 활동 및 관직과 품계를 정리
하고자 한다.

Ⅱ. 방법 및 대상

1. 연구방법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조실록(英祖實
錄)에서 ‘醫’가 포함된 모든 기사를 검색한다.

2) 각 기사에서 등장하는 의관을 정리한다.
3) 각 인물의 인물명을 검색어로 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검색하고, 각 인물의 활동사항과 관직 및 품계를 확
인한다.

4) 각 인물의 인물명을 검색어로 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
서 제공하고 있는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검색하고, 그 내
용을 참고한다.

2.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따라 영조실록 기사 검색을 통해 파악한 
의관(醫官)은 총 26명이었다. 이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권성징(權聖徵), 김수규(金壽煃), 김응삼(金應三), 김이형
(金履亨), 김적기(金迪基), 김정신(金鼎新), 류광익(柳光翼), 
류상(柳鏛), 방진기(方震夔), 방태여(方泰輿), 서명위(徐命
緯), 오도형(吳道炯), 이엽(李燁), 이이해(李以楷), 이춘부(李
春敷), 이태원(李泰遠), 정윤검(鄭允儉), 정이주(鄭爾柱), 진
필웅(秦必雄), 최덕령(崔德鈴), 최익명(崔益明), 허관(許寬), 
허신(許信), 허온(許溫), 허추(許礈), 현제강(玄悌綱).

Ⅲ. 본론

1. 활동사항

의관의 활동내역을 영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
였으며, 기사가 간략하여 사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승
정원일기 기사를 참고하였다. 활동사항은 진료 대상에 따
라 왕을 진료한 경우, 왕가를 진료한 경우, 외국사신을 진
료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王을 진료한 의원의 활동

(1) 김수규(金壽煃)

영조실록 영조 25년 기사를 보면, 의관 김수규가 영조
의 맥을 진찰하였고, 영조가 맥의 증후를 물었으나 귀가 어
두워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9).

1) 신유아. ｢조선시대 내의원의 기능과 의관(醫官)의 지위｣. 역사와 실학. 2018;65(65):149-191.
2) 이규근.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997;3:5-50.
3)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 日省錄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2;25(2):11-27.
4) 김훈, 이해웅. ｢朝鮮時代 純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49-160.
5) 이해웅, 김훈. ｢朝鮮時代 高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125-134. 
6) 김훈, 이해웅.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2):107-126.
7) 윤한용, 윤창렬.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硏究｣. 2001;14(1):125-151.
8) 송지청, 엄동명. ｢세종대 의원 활동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1):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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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신(金鼎新)

김정신은 灸醫로 영조의 몸에 뜸을 떠 치료하였다10).

(3) 류상(柳鏛)

승정원일기 철종 13년 기사에 류상이 숙종의 어의(御
醫)였다는 기록이 있으며11), 숙종이 천연두를 앓았을 때 
류상이 약을 써서 치료한 공로를 인정하여 영조가 류상의 
손자를 등용한 일이 있었다12).

(4) 류광익(柳光翼), 서명위(徐命緯), 오도형(吳道炯), 정
윤검(鄭允儉)

의관 류광익, 서명위, 오도형, 정윤검은 영조 말년에 영
조의 건강이 악화되자 입시하였다13).

(5) 이태원(李泰遠)

이태원의 활동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영조 
42년 영조가 병에서 회복하자 이태원에게 상을 내린 것으
로 보아14) 영조를 직접 치료한 것을 알 수 있다.

2) 王家를 진료한 의원의 활동

(1) 권성징(權聖徵)

권성징은 숙종 15년에 침술을 인정받아 내의원의 침의

(鍼醫)로 활동을 시작하였고15), 영조대에는 首醫로 활동한 
인물이다. 영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권성징은 영조 4년
에 효장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관리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으나,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렸다하여 감옥에서 풀려났고16), 영조 5년 그 죄를 사유 
받았으며17), 이어 영조 6년에는 왕대비전의 침실에 들어가 
증후를 진찰하였다18).

(2) 김응삼(金應三)

김응삼은 영조 6년 빈궁의 홍진을 치료하여 증세를 회복
시킨 바 있으며19), 영조 12년 김응삼의 아버지 김후(金垕)
가 아들이 首醫라는 이유로 지중추부사의 관직을 받은 사
실이 있었다20).

(3) 김이형(金履亨)

영조 18년에 御醫에 임명된21) 김이형은 영조 28년에 왕
세자의 얼굴과 팔에 붉은 반점이 일어나자 진찰을 맡았으
며22), 3일 후 영조가 불러 왕세자의 병에 차도가 있는지를 
묻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조섭을 잘하면 된다고 대답하
였다23).

(4) 방진기(方震夔)

동궁의 두환을 치료한 공을 인정받아 관직을 받았다는 기록
을 통해24), 방진기가 직접 동궁을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實] 英祖 25년 5월 2일 ○上命藥房入診, 下詢脈候於醫官金壽煃, 壽煃重聽, 上曰: “予羨壽煃之褎如.” (이하생략)
10) [實] 英祖 40년 3월 29일 ○上受炙. 加醫官金鼎新資.
11) [承] 哲宗 13년 3월 22일 ○壬戌三月二十二日辰時, 上御熙政堂. (중략) 昔我肅宗大王, 經重症平復後, 御醫柳鏛, 坐戶泣, 泣有聲, 肅宗大王驚問

之.(이하생략)
12) [實] 英祖 47년 4월 20일 ○命錄醫官柳鏛之孫, 鏛曾於肅廟經痘時, 用其藥, 聖躬痊安, 上思其功故也.
13) [實] 英祖 42년 3월 3일 ○戌時, 藥房都提調金相福, 提調朴相德, 副提調徐有隣, 率醫官吳道炯･鄭允儉･柳光翼･徐命緯入侍.(이하생략)
14) [實] 英祖 42년 6월 15일 ○癸丑/上詣太廟永寧殿展拜訖, 命大臣奉審, 命廟司殿司陞敍, 守僕米布題給, 仍還宮. (중략) 內局提調李昌壽熟馬, 首醫

李泰遠熟馬面給.
15) [承] 肅宗 15년 윤3월 12일 ○又以內醫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鍼醫有闕, 代以鍼醫權聖徵, 術業頗精云, 入屬本院, 付軍職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16) [實] 英祖 4년 12월 28일 ○敎曰: 壽夭豈人? (중략) 首醫權聖徵, 雖允臺啓而竄配, 庚子以後, 旣無行者, 難乎復創, 一體削職放送, 削(藉) [籍] 局方.
17) [實] 英祖 5년 5월 1일 ○宥內醫院首醫權聖徵.(이하생략)
18) [實] 英祖 6년 6월 28일 ○乙丑/王大妃殿, 氣逆顫掉, 証候危急 (중략) 以大東朝下敎, 醫官權聖徵, 玄悌綱入侍王大妃寢內, 診候.(이하생략)
19) [實] 英祖 6년 2월 1일 ○嬪宮疹候平復. 藥房提調趙顯命及醫官李燁, 金應三等, 各賞賫有差.
20) [實] 英祖 12년 4월 26일 ○以李壽沆爲大司諫, 趙顯命爲知經筵, 朴㻐爲掌令, 兪最基爲持平, 李重新爲咸鏡南道兵使, 金垕爲知中樞府事. 垕卽首醫

應三之父也. 凡醫譯之爲知樞者, 必待有功勞, 而如垕之濫, 曾所未有也.
21) [承] 英祖 18년 8월 8일 ○乾隆七年壬戌八月初八日巳時, 上御熙政堂. (중략) 金履亨, 以金有鉉之孫, 當初自上, 特除內醫, 而中間在喪, 今纔終制, 

術業亦精明, 此等世醫, 尤可信任. 此二人, 御醫陞差, 似好矣.(이하생략)
22) [實] 英祖 28년 10월 17일 ○王世子坐養正閣, 內局入診. 醫官金履亨曰: “仰瞻玉色, 癍色紅潤隱暎者盡出, 症候極順矣.”
23) [實] 英祖 28년 10월 20일 ○下御熙政堂, 內局入侍. 上問金履亨曰: “召爾者, 欲知東宮症候之無慮與否也. 此後保無他慮乎?” 履亨曰: “小無可慮, 

而只在調攝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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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엽(李燁)

이엽은 영조 1년 동궁의 두환을 치료한 공으로 관직에 
제수된 바 있고25), 영조 3년과 영조 6년에는 빈궁의 홍역
을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6)27). 영조 7년에는 화평옹
주가 마마(천연두)를 앓았는데, 이엽이 痘醫로서 이를 치료
하였다28). 

(6) 현제강(玄悌綱), 정이주(鄭爾柱), 허신(許信)

영조 6년에 왕대비전이 구역증이 나고 몸을 떨면서 위급
한 증후를 보였기에 여러 의관이 입시하여 진찰하였는데, 
현제강과 권성징은 직접 침실에 들어가 진찰하였으며 정이
주와 허신은 차비문 밖에서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29).

3) 외국사신을 진료한 의원의 활동

(1) 진필웅(秦必雄)

영조 1년에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 도중에 병이 심해지자 
영조는 진필웅을 보내 치료하게 하였다30).

4) 기타 활동

(1) 김적기(金迪基)

김적기는 영조 48년에 영조에게 송절차(松節茶)를 올림
에 있어 내의원의 송지절(松枝節)을 썼다고 상소하여 본

초강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내원에서 사용하였기에 의심
하여 살펴보라고 하였으나, 영조가 듣지 않았다고 하였다31).

(2) 이이해(李以楷)

영조가 자신이 지금까지 복용한 인삼이 몇 근인지 묻자 
이이해가 영조 28년부터 42년까지 인삼 백여 근을 복용하
였다고 대답하였다32).

2. 관직과 품계

관직은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대표 경관
직(京官職)과 외관직(外官職)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품계는 
각 인물이 영조대 처음 받은 품계와 최고 품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의관 관직

(1) 경관직

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付事)

중추부의 정3품 관직이다. 정원은 8명이며, 약칭으로 첨
지 또는 첨지사라고 부른다. 중추부가 관장하는 일이 없었
기 때문에 문･무관 가운데 소임이 없는 자를 이에 소속시
켜 우대하였다33). 첨지사를 역임한 인물로는 방태여(方泰
輿)34), 최덕령(崔德鈴)35), 허온(許溫)36) 등이 있다.

24) [實] 英祖 1년 6월 13일 ○以李聖龍爲執義, 張鵬翼爲刑曹參判, 趙榮世爲輔德, 趙德隣爲校理, 羅學川爲弼善, 方震夔爲漣川縣監, 李燁爲楊口縣
監.(이하생략)

25) [實] 英祖 1년 6월 13일 ○以李聖龍爲執義, 張鵬翼爲刑曹參判, 趙榮世爲輔德, 趙德隣爲校理, 羅學川爲弼善, 方震夔爲漣川縣監, 李燁爲楊口縣
監.(이하생략)

26) [實] 英祖 3년 11월 23일 ○錄嬪宮疹患時, 藥院諸臣之勞, 賞賜有差. (중략) 醫官李燁【加資, 熟馬, 銀子.】,(이하생략)
27) [實] 英祖 6년 2월 1일 ○嬪宮疹候平復. 藥房提調趙顯命及醫官李燁, 金應三等, 各賞賫有差.
28) [實] 英祖 7년 1월 12일 ○丙子/和平翁主患痘, 命推鞫姑停, 凡罪人致斃公事, 留置政院. 及丁亥下痘醫李燁等, 加資賞典.
29) [實] 英祖 6년 6월 28일 ○乙丑/王大妃殿, 氣逆顫掉, 証候危急 (중략) 以大東朝下敎, 醫官權聖徵, 玄悌綱入侍王大妃寢內, 診候. 因上敎, 藥房移

直廚院, 醫官許信, 鄭爾柱待令于差備門外, 不緊公事留院, 金吾, 秋曹堂上, 兩司會于賓廳, 時囚疏釋, 設侍藥廳, 權聖徵等待令.
30) [實] 英祖 1년 3월 19일 ○上幸館所, 接見勑使. 上勅中路病重, 送醫官秦必雄療治. 上欲躬臨上勑房問病, 上勑固辭不敢, 乃止. 上於待勅之際, 克盡

誠禮, 勑使大感悅.
31) [實] 英祖 48년 6월 9일 ○醫人金迪基上疏, 略曰: 向來松節茶進御時, 內院取松枝節, 以充其用云. 臣固知其必有所據, 而臣謹按 ≪本草綱目≫ 果

部四蒸木瓜圓方曰, “黃松節, 卽茯神中心木也”, 內院所用, 與 ≪本草≫ 所出不同者, 甚可疑也. 不可不一番考定, 以備他日之用也. 上不省.
32) [實] 英祖 42년 10월 11일 ○丁未/內局入侍. 上曰: “予所服蔘, 今至幾斤乎?” 醫官李以楷對曰: “自壬申至今過百餘斤矣.”
33)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62.
34) [承] 英祖 19년 11월 11일 ○以鄭壽期爲知事, 洪重疇爲同知, 洪萬運爲同知, 任珽爲僉知, 柳溆爲僉知, 方泰輿爲僉知, (이하생략)
35) [承] 英祖 16년 2월 8일 ○柳春馥爲五衛將, 林貴春爲忠翊將, 劉雲徵爲彌串僉使, 崔德齡爲僉知, (이하생략)
36) [承] 英祖 45년 9월 11일 ○兵批, (중략) 許溫･洪㫻爲僉知, 金明遇爲訓鍊主簿,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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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위

가. 부호군(副護軍)

조선시대 오위 도총부의 종4품 무직이다. 태종 초에는 섭
호군이라 하였다가, 오위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년)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
다37). 부호군을 역임한 인물로는 최덕령(崔德鈴)38)이 있다.

나. 부사과(副司果)

조선시대 오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부장 다음의 자리로, 
현직이 없는 문･무관 및 음관 관리들과 그 밖의 잡직 관리
로서 임명되었다39). 부사과를 역임한 인물로는 김이형(金
履亨)40), 정이주(鄭爾柱)41) 등이 있다.

③ 지사(知事)

경연･성균관･춘추관･돈녕부･의금부･훈련원･중추부의 정2
품 관직이다. 정원은 경연에 3명, 춘추관에 2명, 나머지는 
각 1명이다42). 중추부 지사를 역임한 인물로는 김이형(金
履亨)43), 현제강(玄悌綱)44) 등이 있다. 소속을 알 수 없는 
지사를 역임한 인물로는 권성징(權聖徵)45), 김수규(金壽

煃)46), 김응삼(金應三)47), 류광익(柳光翼)48), 방태여(方泰
輿)49), 서명위(徐命緯)50), 오도형(吳道炯)51), 이엽(李燁)52), 
이이해(李以楷)53), 이태원(李泰遠)54), 허신(許信)55) 등이 
있다.

④ 동지사(同知事)

조선시대 종2품 관직으로 지사의 보좌역을 맡았다. 돈녕
부에 1명, 의금부에 1~2명, 경연에 3명, 성균관에 2명, 춘
추관에 2명, 중추부에 8명을 두었다. 돈녕부 이외의 제아문
의 동지사는 모두 타관이 겸직하였다56). 소속을 알 수 없
는 동지사를 역임한 인물로는 김정신(金鼎新)57), 이춘부
(李春敷)58), 허신(許信)59) 등이 있다.

(2) 외관직

① 목사(牧使)

조선시대 관찰사 밑에서 지방의 행정단위인 목(牧)을 통
치한 정3품의 외관직이다. 주요 업무는 관할 지역의 농업장
려, 호구(戶口)의 확보, 공부(貢賦)의 징수, 교육의 진흥, 
군정의 수비, 송사의 처결 등이다60). 목사를 역임한 인물로 
김이형(金履亨, 坡州)61)이 있다.

37)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83.
38) [承] 英祖 9년 7월 18일 ○兵批, (중략) 副護軍趙明翼･魚有鳳･金守經･崔德齡･金壽煃, 副司直沈䥃, 副司果李喆輔･朴致隆･李聖海･朴聖源.
39)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81.
40) [承] 英祖 18년 8월 10일 ○兵批, 以柳升鉉･李善泰爲副護軍, 尹得和･任珽･朴成玉爲副司直, 金履亨爲副司果.
41) [承] 英祖 25년 11월 5일 ○兵批, 副司直申晩･金尙重, 副司果李埴･申晦･鄭爾柱.
42)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54.
43) [承] 英祖 38년 9월 9일 ○兵批, (중략) 金履亨爲知中樞, 李師章爲兼司僕將, 李聃齡爲昌德將, 金益礪爲造山萬戶, 李策爲宣傳官.
44) [承] 英祖 6년 5월 1일 ○以玄悌綱爲知事, 趙持重爲同知, (이하생략)
45) [承] 英祖 7년 9월 12일 ○以長溪君棅, 光原君樍爲副摠管, 權聖徵爲知事, (이하생략)
46) [承] 英祖 27년 7월 3일 ○以金壽煃爲知事, 以長溪君棅爲都摠管, (이하생략)
47) [承] 英祖 18년 3월 3일 ○都目政事, 以朴明源･韓範錫爲摠管, (중략) 金有慶･金應三爲知事, (이하생략) 
48) [承] 英祖 50년 12월 5일 ○兵曹口傳政事, 知事單鄭允說･柳光翼･徐命緯･金世選･李世珪, 同知單許･康命徽.
49) [承] 英祖 22년 10월 23일 ○以方泰輿爲知事, 李殷春爲兼司僕將, (이하생략)
50) [承] 英祖 50년 12월 5일 ○兵曹口傳政事, 知事單鄭允說･柳光翼･徐命緯･金世選･李世珪, 同知單許･康命徽.
51) [承] 英祖 45년 10월 30일 ○以申暐爲大司憲, (중략) 吳道炯爲知事, 李齊嵒爲副摠管, 洪啓祐爲司禦, (이하생략)
52) [承] 英祖 13년 9월 11일 ○以金龍慶爲副摠管, 成殷錫･朴泰元･韓之雄･崔琡爲同知, 曺廷協爲景福假衛將, 李景說爲宣傳官, 金九衍爲衛率, 尹昌來

爲翊贊, 李燁爲知事.
53) [承] 英祖 42년 7월 21일 ○兵批, 判書朴相德進, (중략) 李以楷爲知事, 白東俊爲羽林將, (이하생략)
54) [承] 英祖 35년 3월 20일 ○以李昌誼爲都摠管, 安豐君栐爲副摠管, 李泰遠爲知事, (이하생략)
55) [承] 英祖 11년 5월 18일 ○以許信爲知事, 李亨宗･白賓爲同知, (이하생략)
56)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65.
57) [承] 英祖 46년 9월 26일 ○兵批, 判書李景祜進, 參判鄭厚謙服制, 參判趙重明入直進, 參知徐浩修侍衛進, 右副承旨申景濬進, 以徐海朝･金鼎新爲

同知, (이하생략)
58) [承] 英祖 50년 ○兵批, 判書趙曮進, 參判宋載禧病, 參議黃榦病, 參知李敬倫入直進, 右承旨申益彬兼進. 李景春･李昌儒･李春敷爲同知, (이하생략)
59) [承] 英祖 2년 3월 9일 ○兵批, (중략) 同知單許信. 僉知三單鄭震輔･宋廷蕃･金楶.
60)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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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첨절제사(僉節制使)

조선시대 병마절도사 및 수군절도사의 관할 하에 있는 
거진(巨鎭)의 방비를 맡은 종3품 무관직이다. 약칭으로는 
첨사라고 부른다. 큰 고을의 경우에는 목사나 부사가 겸임
하며, 국방상 요해지인 경우에는 따로 파견된다62). 첨절제
사를 역임한 인물로 서명위(徐命緯, 草芝)63), 류광익(柳光
翼, 草芝)64), 오도형(吳道炯, 草芝)65), 이태원(李泰遠, 所
斤)66) 등이 있다.

③ 현령(縣令)

조선시대 비교적 큰 현(縣)의 우두머리 관직으로 종5품
의 지방관이다67). 현령을 역임한 인물은 김응삼(金應三, 陽
川)68)과 이이해(李以楷, 龍仁)69) 등이 있다.

④ 현감(縣監)

조선시대 최하위 지방행정구역 단위였던 현(縣)에 파견
된 종6품의 지방관이다. 지방 수령 중 가장 낮은 직급이며, 
전국적으로 140명이 파견되었다. 임기 제한은 1,800일이고 
절제도위의 군직을 겸임한다70). 현감을 역임한 인물은 권

성징(權聖徵, 漣川)71), 방진기(方震夔, 漣川)72), 이엽(李
燁, 楊口)73), 허신(許信, 陽智), 현제강(玄悌綱, 陰竹)74) 
등이 있다. 허신의 경우, 의관 출신이라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을의 수령인 종6품 양지(陽智)현감으로 제수되
었기에 파직시켜달라는 상소를 사헌부에서 재차 올렸으나, 
영조가 허락하지 않았다75)76).

⑤ 감목관(監牧官)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의 외
관직이다77). 감목관을 역임한 인물은 김수규(金壽煃, 羅
州)78), 김정신(金鼎新, 南陽)79), 이춘부(李春敷, 珍島)80), 
허온(許溫, 興陽)81) 등이 있다.

⑥ 찰방(察訪)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 외관직
이다82). 찰방을 역임한 인물은 정이주(鄭爾柱, 景陽)83)가 
있다.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26명의 의관들이 올
랐던 최고 관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61) [實] 英祖 35년 1월 6일 ○金履亨爲坡州牧使, 以首醫有功也.
62)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62.
63) [承] 英祖 44년 11월 3일 ○又啓曰, (중략) 徐命緯爲草芝僉使, 孫景胤爲蝟島僉使, 雙靑權管權大衡單付, (이하생략)
64) [承] 英祖 42년 6월 16일 ○下直, 知禮縣監李應重, 砥平縣監金季良, 草芝僉使柳光翼, 德浦僉使鄭允說.
65) [承] 英祖 41년 12월 23일 ○兵曹口傳政事, 草芝僉使吳道炯, 淸江僉使鄭以崇相換.
66) [承] 英祖 27년 7월 19일 ○以洛豐君楙爲都摠管, (중략) 以李泰遠爲所斤僉使, 以張敬周爲牛峴僉使, 以兪恪中爲順天監牧官, 副護軍李義璧･皮世

獜, 副司直朴㻐･尹東度.
67)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83.
68) [承] 英祖 7년 7월 16일 ○辛亥七月十六日午時, 上御時敏堂. (중략) 陽川縣令金應三, 雖爲差員, 而以其疲殘官力, 不能搜捉逃避之船, 事之狼狽, 

誠爲可慮矣.(이하생략)
69) [承] 英祖 33년 3월 21일 ○下直, 長興府使柳鎭恒, 龍仁縣令李以楷.
70)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83.
71) [承] 英祖 3년 8월 15일 ○有政. (중략) 以金東弼･宋成明爲承旨, 權聖徵爲漣川縣監, (이하생략)
72) [實] 英祖 1년 6월 13일 ○以李聖龍爲執義, 張鵬翼爲刑曹參判, 趙榮世爲輔德, 趙德隣爲校理, 羅學川爲弼善, 方震夔爲漣川縣監, 李燁爲楊口縣

監.(이하생략)
73) [實] 英祖 1년 6월 13일 ○以李聖龍爲執義, 張鵬翼爲刑曹參判, 趙榮世爲輔德, 趙德隣爲校理, 羅學川爲弼善, 方震夔爲漣川縣監, 李燁爲楊口縣

監.(이하생략)
74) [承] 英祖 2년 12월 29일 ○親政. (중략) 玄悌綱爲陰竹縣監, 沈進賢爲廣興主簿, (이하생략)
75) [實] 英祖 9년 4월 24일 ○乙亥/憲府【持平韓德良.】申前啓, 不允. 又啓: “陽智縣監許信出自醫官, 全無功勞履歷, 濫除荒歲字牧, 請罷職.” 不允.
76) [實] 英祖 9년 5월 5일 ○憲府申前啓, 不允. 陽智縣監許信事, 停啓.
77)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7.
78) [承] 英祖 1년 7월 12일 ○兵批, 行判書洪致中病, 參判李箕翊病, 參議金槹病, 參知南世珍進, 左副承旨柳復明進. 以朴致遠爲副護軍, 李鳳鳴爲副

司正, 趙尙協爲蔚山監牧官, 金壽煃爲羅州監牧官, 江華中軍單朴震奎.
79) [承] 英祖 27년 7월 3일 ○以金壽煃爲知事, (중략) 以金鼎新爲南陽監牧官, 以柳翼星爲水原監牧官, 副司直鄭匡濟･尹光毅･韓光肇･趙明鼎.
80) [承] 英祖 35년 1월 6일 ○以南鶴貞爲羅州監牧官, 李春敷爲珍島監牧官, 宋維栻爲順天監牧官. 李單付判中樞, 兪最基單付副司直.
81) [承] 英祖 29년 1월 2일 ○兵批, (중략) 興陽監牧官許溫, 晉州監牧官金會明.
82)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59.
83) [承] 英祖 3년 8월 30일 ○有政. (중략) 鄭爾柱爲景陽察訪, 金明煥爲禮賓別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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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고 관직 시기 이름 최고 관직 시기
권성징 지사 영조 7년 이이해 지사 영조 42년
김수규 지사 영조 27년 이춘부 동지사 영조 50년
김응삼 지사 영조 18년 이태원 지사 영조 27년
김이형 중추부 지사 영조 38년 정윤검 -
김적기 - 정이주 찰방

오위 부사과
영조 3년
영조 25년

김정신 동지사 영조 46년 진필웅 -
류광익 지사 영조 50년 최덕령 중추부 첨지사 영조 16년
류상 - 최익명 -

방진기 현감 영조 1년 허관 -
방태여 지사 영조 22년 허신 지사 영조 11년
서명위 지사 영조 50년 허온 중추부 첨지사 영조 45년
오도형 지사 영조 45년 허추 -

표 1. 영조대 의관의 최고 관직

2) 의관 품계

(1) 숭록대부(崇祿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로, 동반 종1품 상계의 관계명이
다. 1865년(고종 2년)부터는 종친 및 의빈 등에게도 주었
다84). 숭록대부를 가자(加資)받은 인물로는 권성징(權聖
徵)85), 김수규(金壽煃)86), 김응삼(金應三)87), 김이형(金履
亨)88), 류광익(柳光翼)89), 방진기(方震夔)90), 방태여(方泰
輿)91), 서명위(徐命緯)92), 이엽(李燁)93), 이태원(李泰遠)94) 
등이 있다.

(2) 숭정대부(崇政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로, 문관 종1품 하계의 관계명이
다. 1865년 (고종 2년)부터는 종친 및 의빈 등에게도 주었
다95). 숭정대부를 가자받은 인물로는 이이해(李以楷)96), 
허신(許信)97) 등이 있다.

(3) 정헌대부(正憲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로, 문관 정2품 상계의 관계명이
다98). 정헌대부를 가자받은 인물로는 김응삼(金應三)99), 
오도형(吳道炯)100) 등이 있다.

(4) 자헌대부(資憲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로, 문관 정2품 하계의 관직명이
84)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06.
85) [承] 英祖 1년 6월 9일 ○有政. (중략) 加資事承傳, 李秉常爲大提學, 醫官李燁今加資憲, 權聖徵･方震夔今加崇祿, 吳重卨今加崇政, (이하생략)
86) [承] 英祖 22년 6월 27일 ○丙寅六月二十七日巳時, 上御歡慶殿. (중략) 金壽煃･許錭･方泰輿･金履亨, 掌務官慶絢竝加資.(이하생략)
87) [承] 英祖 11년 4월 16일 ○以尹淳爲判尹, (중략) 醫官金應三加崇祿, 許信加資憲, 尹興大･玄起鵬加嘉義, 玄載觀加通政, 廉德載･申必輝･鄭相河

加嘉善, 以上加資事承傳, 柳萬樞單付兼春秋.
88) [承] 英祖 27년 9월 14일 ○有政. (중략) 醫官金履亨, 今加崇祿, 許錭･方泰輿, 以上今加崇政, 鄭趾彦･金寶潤, 以上今加嘉善, 差備待令加資事承傳, 

折衝金相礪, 今加嘉善, 騎芻四中加資事承傳.
89) [承] 英祖 51년 9월 21일 ○有政. (중략) 醫官鄭允德･柳光翼･徐命緯, 以上今加崇祿, (이하생략)
90) [承] 英祖 1년 6월 9일 ○有政. (중략) 醫官李燁今加資憲, 權聖徵･方震夔今加崇祿, (이하생략)
91) [承] 英祖 27년 12월 25일 ○有政. (중략) 醫官方泰輿今加崇祿, 皮世麟今加正憲, 鄭纘僑･鄭趾彦今加嘉義, (이하생략)
92) [承] 英祖 51년 9월 21일 ○有政. (중략) 醫官鄭允德･柳光翼･徐命緯, 以上今加崇祿, (이하생략)
93) [承] 英祖 6년 2월 2일 ○以李世瑾爲大司諫, (중략), 醫官金應三, 今加正憲, 李燁崇祿, (이하생략)
94) [承] 英祖 42년 2월 1일 ○有政. (중략) 內官金壽賢今加嘉義, 崔昌恒今加嘉善, 金興福今加通政, 醫官李泰遠今加崇祿, 鄭允協今加資憲, (이하생략)
95)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06.
96) [承] 英祖 35년 1월 2일 ○以金允行爲執義, (중략) 醫官許礈･李以楷已上今加崇政, (이하생략)
97) [承] 英祖 20년 5월 11일 ○<以> 李周鎭爲大司憲, (중략) 醫官許信･玄起鵬, 今加崇政, 金壽煃今加資憲, 許錭･鄭文恒, 今加嘉善, (이하생략)
98)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43.
99) [承] 英祖 6년 2월 2일 ○以李世瑾爲大司諫, 金取魯爲禮曹參判, (중략) 醫官金應三, 今加正憲, (이하생략)
100) [承] 英祖 46년 10월 30일 ○吏曹口傳政事, 行副司直蔡濟恭, (중략) 內醫院副提調, 已上加資事承傳. 行副護軍鄭允協, 崇政今加崇祿, 陽川縣監

金季良, 行副護軍吳道炯, 已上資憲今加正憲.(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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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1). 자헌대부를 가자받은 인물로는 현제강(玄悌綱)102) 
이 있다.

(5) 가정대부(嘉靖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로, 문관 종2품 상계의 관직명이
다103).

(6) 가의대부(嘉義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로, 문관 종2품 상계의 관계명이
다. 원래 가정대부였던 것을 1522년(중종 17) 당시 명나라 
세종이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이라 정하자 이를 피하기 위
해 가의대부로 고쳤다104). 가의대부를 가자받은 인물로는 
이춘부(李春敷)105)가 있다.

(7) 가선대부(嘉善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로, 문관 종2품 하계의 관직명이
다106). 가선대부를 가자받은 인물로는 김정신(金鼎新)107)
이 있다.

(8) 통정대부(通政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로, 문관 정3품 상계의 관계명이
다108). 문산계에서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이라 한다. 통정
대부를 가자받은 인물로는 최덕령(崔德鈴)109)과 허온(許
溫)110) 등이 있다.

승정원일기를 통해 앞서 26명의 의관들이 올랐던 최고 
품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이름 최고 품계 시기 이름 최고 품계 시기
권성징 종1품 숭록대부 영조 1년 이이해 종1품 숭정대부 이상111) 영조 35년
김수규 종1품 숭록대부 영조 22년 이춘부 종2품 가의대부 영조 51년
김응삼 종1품 숭록대부 영조 11년 이태원 종1품 숭록대부 영조 42년
김이형 종1품 숭록대부 영조 27년 정윤검 -
김적기 - 정이주 -
김정신 종2품 가선대부 영조 46년 진필웅 -
류광익 종1품 숭록대부 영조 51년 최덕령 정3품 통정대부 영조 9년
류상 - 최익명 -

방진기 종1품 숭록대부 영조 1년 허관 -
방태여 종1품 숭록대부 영조 27년 허신 종1품 숭정대부 영조 20년
서명위 종1품 숭록대부 영조 51년 허온 정3품 통정대부 영조 45년
오도형 정2품 정헌대부 이상112) 영조 49년 허추 -
이엽 종1품 숭록대부 영조 6년 현제강 정2품 자헌대부 영조 6년

표 2. 영조대 의관의 최고 품계

101)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33.
102) [承] 英祖 6년 2월 2일 ○以李世瑾爲大司諫, (중략) 醫官金應三, 今加正憲, 李燁崇祿, 玄悌綱資憲, (이하생략)
103)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5.
104)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4.
105) [承] 英祖 49년 5월 17일 ○有政. (중략) 花梁僉使李春敷, 今加嘉義, 以上加資事, 承傳.
106)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4.
107) [承] 英祖 46년 8월 22일 ○庚寅八月二十二日辰時, 上御集慶堂. (중략) 翼謩曰, 金鼎新, 李以材矣. 上曰, 一竝特爲加資.(이하생략)
108) 이은식 저. 필수역사용어해설사전. 서울:타오름. 2014:171.
109) [承] 英祖 9년 7월 14일 ○有政. (중략) 醫官金應三, 今加崇政, 玄起鵬･尹興大, 今加嘉善, 金壽煃･崔德齡今加通政.(이하생략)
110) [承] 英祖 45년 3월 26일 ○己丑三月二十六日巳時, 上御集慶堂. (중략) 相福曰, 溫則韓判府陳白加資, (이하생략)
111) 기록에는 가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품계는 알 수 없으나, 종1품 하계보다는 높은 품계일 것으로 추정된다.
112) 기록에는 가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품계는 알 수 없으나, 정2품보다는 높은 품계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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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활동사항

영조실록에서 파악한 의관 26명 중 19명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의 활동내역을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었다.

영조대 의관들은 鍼醫, 灸醫, 脈醫, 痘醫 등 다양하게 구
분되어 있었다. 권성징의 경우 침술을 인정받아 鍼醫로 활
동하였고, 김정신은 영조의 몸에 직접 뜸을 떴던 灸醫였으
며, 김수규는 영조의 맥을 짚어 진찰하는 脈醫였다.

특징 가운데 하나는 御醫 가운데 痘醫의 비율이 높았다
는 것이다. 김응삼은 빈궁의 홍진을 치료하였고, 김이형은 
왕세자 얼굴과 팔의 홍진을 진찰하였다. 또, 방진기와 이엽
은 동궁의 두환을 치료하였으며, 이엽은 동궁뿐 아니라 빈
궁과 화평옹주의 홍역과 마마 치료를 담당하였다. 이를 미
루어 당시 痘瘡이 왕실에서도 다빈도로 출현하였던 질병이
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사항을 살펴보며 특이하였던 것은 脈醫 김수규에게 
영조가 자신의 맥이 어떠한지를 물었는데, 귀가 어두워 듣
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김수규가 
노쇠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의관으로 활동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에도 의사들에게는 치료에 
대한 책임이 따랐다. 특히, 왕 또는 왕족의 죽음에 대해서
는 응당 御醫에게 그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성징
은 효장세자의 죽음으로 인해 관직을 박탈당하고 관리 명
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등 중형에 처하여졌다. 다만 5개월
만에 죄를 사유받고 복직되었으며, 이듬해 왕대비전을 진찰
하였고 정2품의 지사에 제수되는 등 높은 위치에 올랐다.

한편, 치료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관직을 받았다는 내용
을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의 성과에 
대한 보상 또한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
응삼의 아버지 김후는 아들이 수의라는 이유로 지중추부사
의 관직을 받았으며, 류상이 숙종의 천연두를 치료했다는 
이유 하나로 류상의 손자를 등용하는 등 의사가 공을 세우
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관직에 제수되는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 의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사료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 도중에 병이 심해지자 진필

웅을 보내 치료하게끔 하였는데, 이는 의관의 역할이 임금
을 비롯한 왕실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외국
의 사신들에게도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의 
사신단에도 자국의 의사들이 있었을 텐데, 조선의 의사에게 
치료받은 사실에서 조선 후기 의술의 상대적 위치를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외교적 관례나 필요에 의한 것이라
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왕을 직접 치료했던 경우와 왕족을 치료하였던 경우 그
리고 외국사신을 치료한 경우 등 치료대상에 따라 의원들
의 활동내역을 정리하였으나, 본 연구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바 왕과 왕족, 관료 외 
일반인에 대한 진료 등 다양한 활동내역을 확인 할 수 없
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2. 관직과 품계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26명 중 19명의 관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최고 관직은 대부분 정2품
의 지사였으나, 정확한 소속이 밝혀진 것은 중추부 지사인 
김이형과 현제강 뿐이며, 이 외의 인물들은 소속이 불분명
하다. 다만 지사를 두고 있는 부서 가운데 소임 없는 문･무
관을 소속시켜 우대하기 위한 곳이 중추부였기에 이에 속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제수받은 경관직과 외관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관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당상관까지 올랐다. 관직에 
대한 기록이 있는 19명 중 18명이 경관직에 소속된 기록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17명이 중추부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의 1명에 대해서는 오위에 소속되었다는 기
록이 있다. 오위의 군직은 겸직인 장(將) 및 부장(部將)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용되었다. 체아직이
란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으로는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직이
다113). 따라서 영조대에 경관직에 오른 의관들은 모두 해
당 관직의 실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외관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낮은 관직에 해당되었다. 관직
에 대한 기록이 있는 19명 중 17명이 외관직에 소속되었던 
기록이 있으며, 그 중에 12명은 종6품의 현감, 찰방, 감목
관 및 종5품의 현령에 제수되었다. 허신의 경우 양지(陽智)

113) 이강욱. ｢조선후기 東西 兩班 官職의 분류｣. 한국문화. 2020;89:4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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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감의 관직을 파직해달라는 상소를 연달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영조가 그 때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외관직에 진출한 경우, 해당 직무와 관련한 경력
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는 제수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 외의 5명은 예외적으로 정3품과 종3품까지 오른 인물
들이다. 김이형은 수의로서 공을 인정받아 종3품의 목사에 
제수되었다. 류광익, 서명위, 오도형, 이태원은 종3품의 첨
절제사에 제수되었는데, 이 중 이태원을 제외한 세 명이 비
슷한 시기에 초지(草芝)114)의 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115). 
일선 진영을 관장하던 무관직인 첨절제사의 실무를 의관이 
담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관직의 체아직 
운용 여부 또는 앞서 3명의 의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 인물의 품계와 관련한 기사는 모두 승정원일기를 
참고한 것이다. 26명 중 18명의 품계에 대한 기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들의 최고 품계는 대부분 종1품 상계의 숭
록대부였다. 기본적으로 기술관들은 한품거관법(限品去官
法)에 의해 관로(官路)가 제한되어 법규상으로는 최고 정3
품 당하관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으나116), 실제로는 품계에 
대한 기록이 있는 18명 모두 당상관에 올랐다. 비록 체아제
도에 따라 실무직에 재수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인이라는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과 품계를 
받았던 것이다.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9명의 의관이 동일한 
시기에 받은 품계와 관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이름 품계 관직 行守
방진기 종1품 숭록대부 종6품 현감 行
방태여 종2품 가선대부 정2품 지사 守
서명위 정3품 통정대부 종3품 첨절제사 行
이엽 정2품 자헌대부 종6품 현감 行

이태원 정3품 통정대부 종3품 첨절제사 行
최덕령 정3품 통정대부 종4품 오위 부호군 行
허신 종2품 가의대부 정2품 지사 守
허온 정3품 통정대부 정3품 중추부 첨지사 -

현제강 정2품 자헌대부 정2품 지사 -

표 3. 영조대 의관의 동일 시기 관직과 품계

품계는 계급을 나타내는 제도로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허온이나 현제강처럼 
받은 관직과 품계가 동일한 등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러나 품계보다 낮은 관직을 받은 방진기, 서명위, 이엽, 이
태원, 최덕령의 경우나, 품계보다 높은 관직을 받은 방태여
와 허신의 경우처럼 품계와 관직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
다. 영조실록에 등장하는 의관들의 경우, 높은 비율로 관
직에 비해서 높은 품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의관이 중인 계급으로는 예외적으로 상당히 높은 품계와 
관직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의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컸다는 것을 보
여준다.

3. 기타

앞서 살펴본 의관 중 구체적인 관직이나 품계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관직을 파악할 수 없었던 인물은 김적기, 류상, 정윤겸, 
진필웅, 최익명, 허관, 허추이며, 품계를 살펴볼 수 없었던 
인물은 위 인물을 포함 정이주가 그러하였다. 다만 정이주
는 종6품에 해당하는 관직에 오른 바가 있었으나, 이것이 
바로 품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상고할 수 
없었다.

이들의 관직과 품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유는 아마도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가 모든 행적
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이들이 내의원 의관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관직을 제수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영조실록에 등장하
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활동 및 관직과 품계를 정리한 결과
이다.

현재 의학사에서 의관에 대한 연구는 주요 서적이나 의

114) 현재 경기도 안산에 해당한다.
115) 오도형(吳道炯)이 영조 41년, 류광익(柳光翼)이 영조 42년, 서명위(徐命緯)가 44년에 제수되었다.
116) 이남희. ｢잡과의 전개와 중인층의 동향｣. 한국사시민강좌. 2010;46:15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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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 특정 인물
에 대한 연구에 편향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왕조
실록 중 영조대 전반에 걸쳐 기록된 다양한 의관들의 활
동기사를 찾아보고, 개개인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역사는 정치, 제도, 경제, 문화 등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이
루어지며, 이러한 변화들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시
스템을 변화시킨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때로는 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개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통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조선후기 의학사에서 개개 인물의 
행적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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