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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On(1409∼1481) was a editor in King Sejong’s times who worked on the publication of Euibangyoochui(醫方類聚) and other 
major publications led by the royal family. This paper will review the works of Kim Su-On based on the medical background of early 

Joseon Dynasty and the medical book-reading officer system, and also evaluate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in early 

Joseon Dynasty, factoring in his life, ideas, and literary talent.

By looking at the life of Kim Su-On, we can understand the role of Confucian doctors(儒醫)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ow Confucian 

scholars who were learned in medicine supervised the compilation and correction of Euibangyoochui(醫方類聚). Especially, from the poetry 
of Sikujip(拭疣集), contents regarding the proofreading of Euibangyoochui(醫方類聚) between Im Won-jun and Kim Su-On shows the 
publication process of Euibangyoochui(醫方類聚) at the reign of King Sungjong. 
His outstanding achievements are largely due to the medical book-reading officer system implemented around the time Euibangyoochui

(醫方類聚) was published. The medical book-reading officer system aimed to increase the knowledge of various matters for the civil 
service bureaucrats, allowing them to become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fields of technology. Its another purpose was to compile specialty 

publications. Many of the civil service bureaucrats who participated in the medical book publications arranged the theoretical basis of 

medicine and modified experience medicine to a new medical system. 

The first edition of Euibangyoochui(醫方類聚) at King Sejong's reign collected vast medical information into 365 books. Then it was 
corrected during King Sejo's reign then finally completed and published at King Seongjong’s reign. During this period, the experience 

medicine inherited from Goryeo Dynasty was reestablished into a new form of theoretic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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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金守溫(1409∼1481)은 세종대에 醫方類聚 간행사업에 
착수하면서 편집자로 참여한 인물로서 의방유취 이외에
도 왕실 주도의 주요 서적 간행에 관여하 다.1) 그는 조선 
초기 문장가로 손꼽혔으며 당대에 문명을 날렸던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이다. 불교적 성향으로 인해 유신들의 배
척을 받았으나 불교에 우호적이었던 세종과 세조의 배려로 
비교적 안정된 관직생활을 누렸고 커다란 풍랑 없이 편안

하게 생을 마쳤다. 유교에 착된 삶을 살면서도 불교의 정
신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호방한 
기질에서도 연유한다. 

과거에 급제하고 바로 세종에게 발탁되어 서적편찬 사업
에 뛰어든 김수온은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
하 다. 의방유취가 여러 문신들과 의관들의 작품이기는 
하 으나 짧은 시간 안에 거질의 책을 완성해 내면서 통일
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김수온과 같은 이들의 문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래 없는 거질의 의서 편찬에 소
용되는 안목은 수많은 서적을 숙독하며 보낸 시간이 만들
어주기 마련이다. 
1) 맹웅재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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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행적이나 전해지는 기록 속에 의학적 식견을 직접
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의방유취 편
찬을 명한 세종은 일찍이 습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잡학의 
학습을 장려한 임금이다. 습독관제도가 문신관료의 잡학 실
력을 신장시켜 해당 부서의 고위 관료로 임명하기 위한 목
적과 함께 서적 편찬을 위한 목적도 있었으므로, 세종의 명
으로 의서편찬에 참여한 문신들은 의서습독관 제도라는 맥
락에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2)

이 글에서는 조선 초기 왕실의 의료상황과 의서습독관 
제도를 배경에 두고 김수온이 참여한 서적 편찬 사업을 살
펴보는 한편, 그의 생애와 학술사상, 그리고 문학적 재능을 
토대로 의방유취 편찬을 비롯한 조선 전기 의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의학사적 
공헌을 자리매김해 보고 이를 통해 의방유취가 조선전기 
의학의 발전에 미친 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생애와 성장배경

김수온은 태종 9년(1409)에 태어나 성종 12년(1481)에 
생을 마쳤다. 자는 文良, 호는 乖崖, 拭疣이다.3) 본관은 永
同이고 그의 고향을 기려 永山君이라는 봉호를 받았다. 17
세기 후반에 작성된 氏族源流에 따르면, 김수온의 가문은 
‘신라의 大姓’이었는데 대대로 충청도 永同縣에 살았으며, 
증조인 김길원이 홍건적의 침입에 공민왕을 모시고 피난한 
扈駕의 공을 세웠기 때문에 마침내 동을 본관으로 하는, 

동의 土姓이 되었다고 한다.4) 김수온의 증조부 金令貽는 
中顯大夫 典客令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가문이 중앙에 진출하는 것은 김수온
의 아버지 金訓이 생원시를 거쳐 정종 원년(1399) 식년문
과에 급제하고 나서부터의 일이다. 동김씨 가문에서는 최
초로 문과에 급제하 던 김훈은 대제학 겸 典醫副正을 지
낸 驪興人 李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 다. 따라서 김수온
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典醫監의 副正(종3품 관직)을 지낸 
외조부 이행으로부터 적지 않은 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
겨진다.

김수온의 부친 김훈은 태종 초에는 左同侍學에 임명되어 

세자를 보필하 고, 그 뒤 예조좌랑을 역임하는 등 중앙의 
요직에 기용되었다. 그러나 그의 운은 여기서 더 이상 뻗어
나가지 못하 다. 그는 태종 16년(1416) 沃溝鎭兵馬使로 
있으면서 조모상을 당했을 때 빈소로 달려가는 대신 서울
에 올라가 여러 달을 머무르면서 妾妓를 끼고 몰래 인덕궁
에 출입하는 불효불충죄를 범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귀양길에 오르는 형벌을 당하 다. 세종 원년(1419)에는 
이종무가 三軍都體察使로 쓰시마섬을 정벌할 때 원래 무인
의 자질이 있었던 김훈은 사면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종군
하고자 하 으며, 이종무는 이를 상왕인 태종에게 고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러나 불충한 자를 종군시켰다는 臺諫의 
탄핵이 이어지면서 이종무는 물론 김훈도 형벌을 면치 못
했다. 김훈은 이때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 지만 가산을 몰
수당하고 官奴가 되었다. 아마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된 
데에는 정종을 견제하고자 하 던 태종의 의도가 개입되었
을 것이다. 김훈의 이와 같은 전과는 그 뒤 김수온 가문에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다. 김수온이 요직에 기용될 때마다 
그의 아버지 김훈의 일을 빌미로 대간이 거부권을 행사하
고 나섰기 때문이다.5)

김수온이 그 같은 가족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맏형 守省 덕분이었다. 수
성은 당대의 고승 信眉의 속명으로, 그의 행장은 전하지 않
으나,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佛事 기록들을 통해 그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다. 말년에 두 왕자와 왕후를 연이어 
잃은 세종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 고, 안평대군과 
수양대군 역시 신미를 존대하여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는 일화가 있다. 신미와 김수온은 세종을 도와 內願堂을 궁 
안에 짓고 法要를 주관하 고, 福泉寺를 중수하고 그곳에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 다. 문종은 선왕의 뜻을 이어 신미
를 禪敎都摠攝에 임명하 으며,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경애하 던 세조는 신미를 王師로 대우하 다. 세조 4년
(1458)에는 나라에서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인출하는 것
을 감독하 고, 1461년에는 훈민정음 유통을 위한 佛典을 
번역, 간행 사업을 주관하 다. 또한 그의 주관 아래 법화
2) 안상우 외. 역대의학인물열전4,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pp.78-89
3) 그가 손수 명명한 식우라는 자호에도 다분히 의학적 색채가 가미

되어 있다. 그는 젊어서부터 턱밑에 혹이 생겨 점차 크게 자라났는
데, 정신을 집중하여 글을 매만질 때마다 무심코 턱에 매달린 혹부
리를 쓰다듬는 버릇이 생겼다. 이를 본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명문장이 이 혹부리에서 나온다고 해서 김수온의 턱에 달린 혹을 
글주머니라고 말하곤 하 다. 이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풍자하여 
식우라 이름하 다고 한다. 

4) 충북학연구소,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충청북도, 2010.
5) 한국계행보, 보고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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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반야심경, 永嘉集 등이 언해되었으며, 涵虛의 金
剛經五家解說誼도 교정하여 간행하는 등 불전의 국역과 
유통에 공헌하 다. 그는 왕에게 상원사의 중창을 건의하
고, 이에 왕은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을 지어 이를 시행
하도록 하 는데, 이 권선문에는 그에 대한 왕의 존경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세조는 그에게 慧覺尊者라는 호를 내렸
다. 신미는 법주사에서 출가하 고, 속리산 성불사 복천암 
부도에 그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에 의하면 가뭄 때에는 사람들이 그의 사리가 
모셔진 부도에 빌었다고 한다.6) 

사실 신미뿐만 아니라 김수온 집안 모두가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다. 김수온의 어머니, 즉 김훈의 처 이씨
는 세조 6년 임종할 당시 이미 출가한 상태 으며, 김수온
의 중형인 金守經의 아내, 즉 김수온의 둘째 형수도 출가하

다. 김수온이 불교에 심취했다는 것은 당시 조정에서 이
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김수온 가문이 이처럼 불교에 
깊이 빠져든 데에는 김훈의 불효불충죄로 인해 가문이 몰
락하고 관로의 길이 좌절된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
작된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미가 불승으로 세조
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온의 형제들은 관로
에서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먼저, 김수경은 세조 5년 감찰을 거쳐 세조 6년 原從3등 
功臣에 녹훈되었으며, 세조 12년 행사헌부 장령, 성종 4년 
通政大夫 行淸州牧使를 지냈다. 그러나 그는 관직에 임명될 
때마다 부친의 일로 인해 곤욕을 치루었다. 특히 청주목사
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70살이 다 된 늙은이를 제수하 다
는 대간의 비판이 있었다. 그가 끝내 관직을 지킬 수 있었
던 데에는 신미의 향력이 크게 작용하 다. 이것은 김수
온의 동생 金守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강진현감을 
지낸 뒤 단종 원년 咸吉道 監鍊官을 거쳐, 세조 원년 원종 
3등 공신에 녹훈되고, 동왕 14년 善山府使, 성종 원년 통정
대부 安東大都護府使, 성종 4년 이조참의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 또한 관직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
히 이조참의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대사헌 서거정 등이 차
자를 올려 그가 무인으로 이조참의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
니니 바꿔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1주일 만에 공조참의로 
벼슬이 바뀌는 불운을 겪었다. 성종실록의 史官도 그가 
형을 빙자하여 당상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비루하게 여
기는 世論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김씨 집안은 이처럼 김훈의 불효불충죄로 인해 한때 
좌절을 겪었지만 세종과 특히 세조가 불교에 우호적인 태

도를 보임에 따라 신미와 김수온의 대에 이르러 다시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성종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성리학
이 자리를 잡아가고 억불정책이 강화되는 시대적 배경 속
에서 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김수온의 아들 金澕
가 삭녕군수 시절 형벌을 남용한 죄로 처벌을 받은 뒤로는 
점차 관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김수온의 외가는 
고려시대 이래로 불교신앙이 두터웠고 김수온의 모친은 여
승이 되었으며, 아들 수성과 며느리에 이어 수온도 승려가 
되기를 원하 다. 하지만 출가를 시도했을 당시 세조의 만
류로 이루지 못하 다. 이렇듯 김수온 가문은 고려이래로 
불교신앙이 두터운 가문이었고 그의 사고에도 불교적인 인
식 체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학술사상

김수온은 進逸齋 成侃(1427∼1456)과 함께 泰齋 柳方善
(1388∼1443)에게서 배웠다. 유방선은 문정공 이색(李穡)
의 아들인 이종덕의 외손자로, 권근, 변계량의 문인이었다. 
따라서 이색-이종덕-유방선-김수온, 권근, 변계량-유방선
-김수온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성간은 지중추부사를 지낸 成念祖의 아들로 1453년(단
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후, 典農直長･修撰을 
거쳐 正言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 
그는 經史는 물론 제자백가서를 섭렵하여 문장･技藝･音律･
卜筮 등에 두루 밝았다. 김수온은 성간과 함께 성현을 가르
쳤고, 성현은 모재 김안국을 가르쳤으며, 김안국은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을 가르친 바 있었다. 허균의 누이와 형제들
은 가정에서 글을 배웠으니 김수온-성현-김안국-허엽-허
균, 허초희로 이어지는 이들의 누대에 걸친 문맥이 대략 그
려진다.

김수온은 김훈이 졸한 다음해에야 과거에 응시하여 29세
라는 늦은 나이에 출사하 다. 그러나 앞서 김훈의 불효불
충 사건은 꼬리표가 되어 김수온이 벼슬에 나아간 뒤에도 
대신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김수온은 29세가 
되던 세종 20년(1438)에 진사과에 합격하 고, 32세인 세
종 23년(1441)의 式年試 문과에 급제하여 校書館 正字에 
보임되었다. 당시에 세종은 그의 재능을 듣고 특별히 명하
여 집현전에 사진하도록 하 다. 1446년 부사직이 되고, 이

6) 충북학연구소,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충청북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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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훈련주부･승문원교리･병조정랑을 거쳐 문종 1년(1451) 
전농소윤, 이듬해 知榮州郡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 다. 세
조 3년(1457) 成均司藝로서 문과중시에 2등으로 급제, 첨
지중추부사가 되고, 이듬해 동지중추부사에 올라 正朝副使
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59년에 한성부윤, 이듬해 상주목
사, 1464년 지중추부사･공조판서를 역임하고 1466년 拔英
試에 이어 登俊試에 모두 장원, 판중추부사에 오르고 쌀 20
석을 하사받았는데, 문무과 장원에게 쌀을 하사하는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호조판서를 거쳐 예종 
즉위년(1468) 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성종 2년(1471) 梁
誠之･吳伯昌과 함께 상서하여 공신으로 봉해 주기를 청하
여 佐理功臣 4등에 책록되었고 永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474년 중추부사를 역임하 다. 시호는 文平이다. 배움이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함이 文이고, 은혜로우나 內德이 없
음이 平이라 한 것이다. 문집으로 拭疣集을 남겼는데 성
종의 명으로 간행되었다.7)

대신들의 상소를 보면 김수온이 마치 탐재하 던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의 학문적 성향을 보거나 여러 일화들로 
볼 때 그다지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그는 벼슬이 1품에 이
르 을 때에도 말먹이가 없어 늘 타는 말이 여위어 뼈가 
앙상하여 열흘이나 달포 동안 몇 마리의 말을 잃는가 하면, 
불을 때지 못하여 바닥이 차므로 책을 깔고 그 위에서 자
기도 하고, 布衣를 입고 金帶를 띠고 나막신을 신고서 손님
을 만나기도 하 다. 실록 졸기에서는 ‘治産에 마음을 두었
으나, 계책이 매우 엉성하 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위
에 열거한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김수온이 재산을 모으는 
데에 그다지 소질도 관심도 없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 학문에 매진하 던 일에 관해
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김수온은 글을 읽으면 반
드시 외웠으므로 문장이 체재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현의 용재총화에는 김수온의 학습방법이 묘사되어 있
다. 그에 따르면 김수온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六經과 諸子百家, 老佛之書에 이르기까지 독서의 범위가 넓
었고, 남의 책을 빌려 성균관을 오가면서 날마다 한 장씩 
떼어 소매 속에 감추어 두고 암송하곤 하 는데, 혹 잊어버
린 곳이 있으면 꺼내어 보고, 다 외우면 그것을 버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일화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신숙주가 
임금에게 하사받은 古文選이 있었는데 김수온이 간절히 
청하므로 빌려주었다. 한 달 뒤에 김수온을 찾아갔는데 그 
책이 쪽마다 찢겨서 벽에 발려 있고 더러워져서 글씨를 분
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기를, 

“내가 누워서 외우노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 다니, 김수
온의 공부하기 좋아하는 성품을 짐작케 한다. 또 ‘김괴애는 
문 닫고 들어앉아서 열심히 글만 읽다가 마루를 내려가서 
낙엽을 보고서야 비로소 가을철이 되었음을 알았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학문에 대한 열정이 어떠
하 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김수온은 조선전기 대표적인 문장가로 꼽힌다. 四
佳集 서문에서는 국조의 문장이 대개 고려만은 못해도 명
가라고 일컬을 만한 이가 세 명이 있다고 하면서 佔畢齋 
金宗直･簡易齋 崔岦과 함께 乖崖 金守溫을 들고 있다.「簡
易文集序」에는 점필(김종직)･괴애(김수온)･사가(서거정)･허
백(성현) 등 서너 사람만이 大家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면
서 김수온에 대한 평으로 “괴애는 박식한 반면에 법도 면에
서는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는 촌평을 하 다. 한편, 成俔
(1439∼1504)이 자신의 문집 용재총화에서 徐居正･金守
溫･姜希孟･李承召･金壽寧 및 成任을 국초의 문장가를 잇는 
이들이라고 평하 는데, 김수온에 관해서는 “글을 읽으면 
반드시 외웠으므로 문장이 체제를 얻었으며 문장이 호방하
고 웅건하여 아무도 그와 더불어 기세를 다투지 못하 다.”
고 평했다. 또한 “성질이 단속할 줄 모르므로 시의 운에 착
오가 많고 격식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용
재총화에서는 또한 “사람들이 부처에게 아첨하 다고 그를 
비방하 으나, 문장의 구상이 크고 뜻이 깊으며 기이하고 
예스러웠다. …… 문장이 雄渾하고 常道를 따르지 아니하
으며, 오로지 子長의 법을 본떴는데, 당대에 그와 더불어 
맞설 이가 없었다. 그의 시 또한 뛰어나고 꿋꿋하 으나 押
韻이 바르지 못하 으므로 시는 문장만 못하 다.”고 하
다. 

동시대인들의 평가에서 공통되는 의견은 김수온 문장의 
호방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방함은 형식의 파괴까지 불러
와서 ‘압운이 바르지 않다’거나 ‘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결국 이러한 평가들은 김수온의 자유분방한 성품을 
반 한다. 이는 유･불･선을 자유롭게 오갔던 그의 행적과도 
자연스럽게 부합된다. 김수온은 시보다는 문장으로 이름이 
났고, 형식을 준수하기 보다는 자유로움을 추구한 인물이
다. 외견상 드러난 삶의 궤적은 사상의 넓이만큼 크지 않았
지만 그의 문필에서 드러나는 궤적은 걸출하 으니, 상기한 
당대인들의 평가는 김수온의 그러한 기질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문집인 拭疣集은 성종 12년(1481)에 성종의 명에 

7) 동향토사연구회 역, 국역 식우집, 동문화원, 2001.



한국의사학회지 제 24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4, No. 2

- 5 -

따라 간행되었으나 현재 완질은 전하지 않는다.8) 
김수온의 문명은 멀리 중국에까지 미쳤다. 중국 사신 陳

鑑이 우리나라에 와 喜晴賦를 지었는데 세조가 그에 화답
하는 글을 김수온에게 짓도록 하 다. 일화에 따르면, 김수
온은 자기 집에 물러나와 대청에 홀로 누워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다가 며칠 만에 일어나 글
을 써서 올렸는데, 그 글이 찬란하고 뜻이 잘 통했을 뿐 아
니라 韻 또한 매끄러워 세조가 크게 기뻐하 다고 한다. 세
조는 崔恒에게 윤색하라 명했는데, 몇 구절을 마음대로 고
친 것을 보고는 괴애가 우습게 생각하 고, 진감이 또한 최
항이 고친 부분을 지적하며 김수온의 글이 아니라 하 다. 
진감은 김수온의 글에 크게 탄복하 고 이때부터 그의 이
름이 중국에 퍼지게 되었다. 

김수온의 뛰어난 문재는 거듭된 장원에서도 드러난다. 시
험에서 거듭 장원하는 이가 드문데 김수온은 세조 12년
(1466) 5월에 행해진 발 시에서 장원을 하여 즉시 판중추
부사에 임명되었고, 7월에 행해진 등준시에서 다시 장원을 
하여 쌀 20석을 하사받았다. 이 등준시에서 김수온의 아들 
화(澕), 역시 3등으로 합격하자 세조는 친히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었다. 여기에는 김수온을 아끼는 세조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진 이를 구하기 목마름같이 하 더니(求賢如渴)
한 번 봄에 친구와 같도다(一見如舊)

김수온은 독서의 범위가 넓었으며, 어느 책을 읽든지 마
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안정시킨 뒤에 숙독을 하므로 읽는 
곳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 다. 그의 뛰어난 문
장 감식안은 여러 일화를 남기며 회자되었는데, 이러한 감
식안 역시 타고난 문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다년간 많은 서
적을 숙독하 기에 가능하 을 것이다. 그의 문장 감식안에 
대한 일화는 몇 가지로 전하는데, 김종직과 김시습에 관련
된 일화가 유명하다. 김종직에 관한 일화를 보면 다음과 같
다. 

김종직이 16세 되던 해에 과거에 응시하여 白龍賦를 지
었으나 낙제하 다. 당시 김수온이 太學士로 있으면서 낙방
한 시험지들을 응시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 김종직
의 백룡부를 읽어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후일에 文衡을 맡
을 솜씨’라고 칭찬하 다. 후일에 김수온이 한강의 濟川亭
에 걸려 있는 시를 보고는, “이것은 반드시 지난날 백룡부
를 지은 솜씨”라 하고 그 종적을 물었는데, 과연 김종직의 

작품이었다고 한다. 
문장을 꿰뚫어보는 감식안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재를 지닌 김수온이었기에 일찍이 세종은 과거에 
급제한 김수온을 바로 집현전에 사진시켜 서적 편찬에 관
여하도록 하 고, 治平要覽에 이어 의방유취라는 방대
한 서적의 편찬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3. 의방유취 편찬과 교정

김수온은 교서관 정자를 필두로 집현전 학사, 승문원 교
리 등의 직임을 맡으면서 서적의 편찬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가 관료로서 처음으로 修撰에 참여한 서적은 治平要覽
이었다. 1441년 6월 28일에 세종이 지중추원사인 鄭麟趾에
게 편찬을 명하고, 晉陽大君 李瑈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
다. 진양대군 이유는 다름 아닌 수양대군으로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부왕인 세종에 의해 군호를 바꾸었으며, 훗
날 조카인 단종을 내몰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역사의 심판
을 받아야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세조는 대군시절부터 부
왕의 뜻에 따라 집현전에서 직접 의방유취를 교정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봄으로써 이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
었으며,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도 완성된 의방유취 초편본
에 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 많은 사람을 파직하
고 梁誠之로 하여금 다시 교정하게 할 정도로 의방유취
를 비롯한 의서 편찬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 던 
인물이다.

여하튼 세종 재위 당시 문신으로서 조금 이름이 있는 자
는 모두 집현전에 모여 오랫동안 본사의 직무를 미루어 두
고 편찬에 참여하 다. 김수온은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로 부임하자마자 집현전에서 편찬 작업에 관여하 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치평요람은 세종 27년(1445) 3월
에 완성되었으니 총4년이 소요된 셈이다. 그 뒤 김수온이 
참여한 두 번째 서적 편찬이 醫方類聚이었다. 그런데 의
방유취는 치평요람이 완성된 해인 1445년 10월에 완성
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김수온이 두 책의 편찬에 모두 관
여하 음을 말해준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1441년에서 1442
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치평요람의 편찬에 심혈을 기울
겠지만, 의방유취 편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1442년 이후부터는 치평요람 편찬에서는 빠지
고 의방유취 편찬에 주력하 을 것으로 보인다. 의방유

8) 동향토사연구회 역, 국역 식우집, 동문화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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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편집에 참여하 던 집현전 직제학 김문 역시 완성된 
치평요람을 검토하 다는 기록이 있다. 편집을 담당하 던 
김수온 역시 치평요람 편찬 초기에 관여하 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두 책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의 상호 연관성을 짐
작해 볼 수 있다. 

김수온은 많은 서적을 읽고 시문에 능통하 던 학문적 
토대를 갖추고 있었기에 의서를 체계적으로 읽고 의학에 
일정한 소양을 갖춘 후, 의방유취 전체의 체계를 세우고 
각 의서의 내용을 분류, 분석하는 작업을 지휘하 던 것으
로 보인다.

치평요람은 150권 분량이고, 의방유취는 365권 분량
이다. 치평요람은 역대의 사적 중 勸懲이 될 만한 사례들
을 뽑아 임금이 열람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책이다. 王道
정치를 위한 중요한 서적이었기에 4년이라는 세월이 소요
되었지만, 1차 찬집 후 교정을 앞두고 세조대에 이루어졌던 
평가를 살펴보면 들어간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9) 이는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의
방유취에 대한 평가와는 대비된다. 내용과 문체에 통일성
을 부여하는 일은 자료 수집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대개는 편집과 교정 단계에서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록의 평가에 따르면 내용을 분담한 각 부서
가 서로 다른 방을 썼고, 최종 교정을 담당했던 정인지의 
성품이 섬세하지 못하 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
져 있고 빼도 될 군더더기는 들어가 있다는 평이다. 

의방유취가 세종대에 바로 간행되지 못했던 것은 전적
으로 교열 과정에서 오류가 많아서 비롯되기 보다는 분량
의 문제가 더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다. 세조 5년인 1459
년, 즉 의방유취의 교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조가 내
린 유시에는 의방유취의 완성도에 관한 언급이 나타난다.

 
치평요람과 의방유취는 모두 세종 때에 찬집한 책이므

로 인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치평요람은 다시 교열
해 보니 그릇된 곳이 많이 있지만, 의방유취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릇된 곳이 많지 않고 또한 일용에 간절한 것이 치평요
람에 미칠 바가 아니므로, 나는 의방유취를 먼저 교정하여 
인출하고, 치평요람은 천천히 다시 교정하려고 하는데 어떻
겠는가? 치평요람의 흠은 방을 나누어 찬집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이 각기 달라서 상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아니하다. 또 정
인지(鄭麟趾)가 한번 필삭하 지만 추솔(麤率)하고 정 하지 
못하다. 한 절 가운데 비록 간절한 말이 있더라도 의례 이를 
삭제하고, 비록 그다지 쓰이지 않는 말이 있더라도 의례 이를 

남겨두었으니, 어찌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여서 후인을 
위해 훈계를 전하는 뜻이겠는가? 그 당시에 세종께서 나에게 
명하여 다 보도록 하 기 때문에 내가 이에 비로소 바로 보았
다. 나와 더불어 다 본 사람은 김문(金汶)과 이계전(李季甸) 
뿐인데, 두 사람은 늘 정인지(鄭麟趾)가 소략하고 빠르게 한 
것을 유감으로 여겨 말을 했다. 그러나 주관하는 사람들의 소
위가 감히 크게 경장(更張)하지 못하 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
릇되고 틀린 곳이 많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흠을 알았기 때문
에 마침내 내버려 두고 시작하지 아니하 으니, 실상은 이를 
인쇄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10)

치평요람과 의방유취는 전혀 성격이 다른 책이었지
만, 동시에 찬집을 추진하 고 비슷한 시기에 완성되었던 
만큼 작업과정이나 내용을 상호 비교하기에 용이하 을 것
이다. 분량과 체계 면에서 의방유취의 분문 작업은 치평
요람보다 더 쉽지도 간략하지도 않은 일이었으므로 문을 
나누어 작업하는 일 역시 불가피하 을 것이다. 그러나 의
방유취가 치평요람에 비하여 호평을 받은 이유는 편집
자들의 노력이 컸던 것이다.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압축하여 일관
성 있게 편제를 갖추게 된 것은 세조대에 오랜 기간에 걸
쳐 교정 작업을 진행한 성과로 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1차 
편집 단계에서부터 일정 수준 이상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
었기에 치평요람과는 다른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의서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약재의 용량까지 치 하게 비교해
야했기에 더딘 작업이었을 것이다. 인용서나 분량 면에서 
동양 최대라 일컬을 만큼 방대한 양의 초고를, 세종대의 완
성 기사에 따르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편찬했다는 사실은 
참여 인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도가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의방유취가 치평요람의 두 배 이상 분량으로 
찬집되었음에도 소요기간이 오히려 짧았다는 데에서 그 차
이를 엿볼 수 있다. 文才를 인정받은 많은 문신들이 집현전
에 모여 치평요람 편찬을 위해 각 문을 나누고 내용을 
수집, 정리하 다는 기록이 있지만, 오히려 적은 수의 찬집
자들이 모여 작업을 하 기에 방대한 내용을 취집하여 정
리하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거듭된 논의의 결과 을 것이며, 내용 
수집과 편집을 맡은 이들 간의 원활한 협력과 합리적인 지

9) 세종실록 
10) 세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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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하 을 것이다. 김문을 비롯한 휘하
의 편집자들은 모두 비슷한 연배로서, 직위는 다르지만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각 문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의방유취 교정에 관한 실록 기사를 보면 의관들이 실
무 작업을 담당하되, 通儒로서 醫方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
금 감독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정에 국한된 작업이기
에 유사가 굳이 필요치 않고 습독관들이 의서를 습독하여 
문리에 이미 통달하 으므로 습독관으로 하여금 교정을 직
접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일 
수 있다. 첫째는 의서편찬 작업에서 담당한 유사들의 역할
이다. 교정 업무 정도라면 유사의 문재를 빌리지 않아도 된
다는 말의 의미는, 1차 편찬 과정에서 유사들이 차지한 비
중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는 편찬에 
관여한 유사들에게 의방에 대한 소양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다.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부분은 교정을 담당하게 될 유사
의 자격이지만 처음 편찬 당시에도 그러한 조건은 큰 차이
가 없었을 것이다. 세종이 습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정착시켰
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이들을 편
찬자로 선발하 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습독관 본래의 설치 목적에 관한 시사이다. 의관
들이 의서를 읽지 않아 실수를 범하는 사례들을 보아 온 
세종으로서는 많은 의서를 접하여 문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새로운 의학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도록 만
들고 싶었을 것이다. 

1445년 10월에 의방유취의 편찬이 종료된 후 이듬해
인 1446년에는 세종이 김수온에게 석가보를 증수하라는 명
을 내린다. 역사서를 발췌한 치평요람, 역대 의서를 분문
유취한 의방유취에 이어 불교서적 편찬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세종이 김수온과 그의 형 信眉大師의 종교적 
성향을 포용한 원인도 있지만, 잇따른 서적 편찬사업에서 
김수온이 보여준 문재와 실무능력을 높이 산 소치로 보인
다. 그 외에도 明皇誡鑑･금강경등 다수의 불경을 번역
하 고, 圓覺寺碑銘을 찬하 으며, 四書五經의 구결에도 
참여하 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김수온이 세종대에 1차 찬집된 
초고본 의방유취 편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조대의 
교정 작업은 물론 성종대 의방유취의 간행 직전까지 내용
을 교감하고 자문에 응하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것으
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간 간과해 왔던 결정적인 기
록이 그의 문집 拭疣集에 다음과 같은 친작 시문으로 남

아 있다.

還送醫方於任三宰
欲有遠遊志 / 醫方隨我身 / 如今未得遂 / 却感主人恩

이 시는 행간의 의미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국역
본에 ‘의술 방문을 임삼재에게 되돌려 보냄’이라는 제목 아
래 “멀리 유람하려는 뜻이 있어서/ 의술 방문이 나의 몸을 
따랐네./ 지금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 으나/ 문득 주인의 
은혜에는 감사하노라.”11)라는 알뜻 모를 듯한 말로 해석되
었다.

그러나 이 시귀에서 三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재상의 
서열[宰列]에서 이상(貳相)의 다음, 즉 세 번째가 된다는 
뜻으로 좌참찬(左參贊, 의정부의 정2품관직)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이로 미루어보아 김수온과 활동시기가 겹치는 임재
상은 성종 8년인 1477년 5월 좌참찬으로 의방유취 30질
을 引進하여 그 공로로 포상까지 받게 되는 임원준이 있
다.12)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任三宰는 당시 좌참찬으로 
의방유취 인출을 주도한 임원준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나
아가 1477년경 김수온에게 의방유취를 보내 감수를 요청
하고 김수온이 다시 그에게 돌려보낸 일을 읊은 시가 아닐
까?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시귀를 다시 해석해 본다면 다
음과 같다.

의방유취를 좌참찬 임원준에게 돌려보내다
멀리 유람을 떠나고자 하 으나
의방서가 줄곧 내 몸을 쫒아왔네.
지금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하 으니
이제는 물러나 임금의 은혜에 감읍할 뿐이노라.

아마도 임원준이 삼재의 직인 좌참찬에 있으면서 의방
유취를 인행할 시점은 1477년 성종8년 무렵으로 그의 나
이 69세에 이른 말년에 해당한다. 그는 이미 永山府院君에 
봉해진 터이어서 실무를 맡기에는 노쇠한 상태 을 것이며, 
인행의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임원준 등 후진에게 미루고 
일선에서 물러나고픈 감회를 읊은 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은 식우집에 실린 또 다른 시에서 두 사

11) 국역 식우집, p.518 
12) 김두종, 한국의학사, p.306. 임원준은 1462 세조8년 5월 호조

참의, 1477년 성종8년 5월에 좌참찬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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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간의 사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13) 

謝任三宰使人存問 
長安卿相枉投書 / 古意難忘此老夫 / 善養蹇驢如復起 / 會須
從此入巨廬 

좌참찬 임원준이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으므로 사례하다 
장안의 공경대부가 몸을 굽히어 서찰을 보내오니 
옛 뜻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이 늙은이로다 
다리 저는 노새를 잘 길러 만일 다시 일어난다면 
모름지기 이 뜻을 좆아 대궐14)에 들어가 만나보리라.

이미 오래 전에 정1품계인 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에 
제수된 김수온은 국가의 원로이자 최고위의 院相으로서 대
접받았을 것이고 좌참찬인 임원준으로서는 선임자이자 국
가의 원로인 그에게 깍듯이 대우했을 것이며, 특히 의약분
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륜은 모범으로 삼기에 족한 것
이었으리라.

이상의 글로써 보아 김수온은 세종대 의방유취 초편 
작업에 찬집자로 참여하고 세조대 교정에 관여하 으며, 성
종대 인행과정에서도 의학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수
많은 서적을 편찬한 경험, 그리고 국가의 원로로써의 풍부
한 국정운  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임원준 등 의방유취 
印行 책임자들로부터 감수를 의뢰 받는 등 직간접적인 
향력을 발휘하 던 것으로 여겨진다.

4. 의서습독관 제도와 儒醫 배양

조선 초기에 의방유취라는 대형방서가 간행될 수 있었
던 데에는 습독관제도의 정착이 한몫을 하 다. 습독관제도
는 세종 3년에 도입된 醫書習讀官을 필두로 하여 漢學習讀
官, 武經習讀官, 吏文習讀官, 天文學習讀官 제도가 마련되었
다. 습독관제도를 시행한 배경은 바로 기술관들의 문헌 해
독능력 부진이다. 특히 의원들의 경우 의학서적의 병증이나 
처방에 대해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면 바로 오진과 오치
로 이어지는데, 이 마저도 읽지 않고 그냥 전해들은 대로 
치료하게 되면 목숨과 직결되게 된다. 

실록에 나타나는 의원들의 오치 기록은 태종대의 실록 
기사에 자주 등장한다. 태종 1년에는 戶曹典書 李滉(?∼
1401)이 知濟生院事 房士良에게 針灸 치료를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죽었는데, 세인들은 침구를 잘못 시행한 소치로 여

겼다. 
태종 6년(1406) 1월 5일에는 判典醫監事 李舟와 典醫監 

平原海가 조제하여 임금에게 올린 桑螵蛸元의 法製가 잘못
되어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켰다고 하여 이들과 藥房 左副
代言 孟思誠을 징계하자는 상소가 있었으나 임금이 받아들
이지 않았다. 상표초의 법제에 관한 설명으로는 의방유취 
遺精門의 ‘桑螵帩圓’ 조문에 상표초를 잘라서 볶는다고 하

고, ‘鎖陽丹’아래에는 상표초를 기와 위에 올려놓고 달구
어서 말린다고 하여 간략한 방법으로만 기록해 놓았다. 그
러나 鄕藥集成方을 보면 먼저 그 속의 알을 빼고 끓는 
물에 담갔다 꺼내기를 일곱 번 한 후 냉수에 담갔다가 꺼
내어 사기그릇에 볶아서 쓰는데, 불에 볶거나 쪄서 사용한
다고 하 다. 볶거나 찌는 정도의 법제를 왕실의료 담당기
관인 내의원에서 생략하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문
제가 된 것은 끓는 물에 7회 담그는 법제를 생략하 기 때
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초는 본래 독성이 없는 약이므
로 임금의 구토증세가 과연 상표초의 법제불량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복약 후
에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는 것은 방제의 선정이나 투약과
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태종 8년 1월 18일 실록 기사에는 태종에게 침구를 잘
못 시행한 의원 楊弘迪과 張祉를 巡禁司에 가두었다는 내
용이 나온다. 태종이 어떠한 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는
지, 양홍적이 행한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치
료 후 어떠한 증세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나, 침구의 잘못으로 임금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작용이 가볍지 않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날 기사를 보면 태상왕, 
즉 태조가 덕수궁에 나갔다가 갑자기 風疾을 얻었으므로 
양홍적을 순금사에서 불러 시병하게 하 다는 기록이 나온
다. 이는 양홍적에 대한 치죄가 무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사헌부에서는 이들의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해야 한다고 계
속 주장하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양홍적은 태
상왕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 계속 참여하여 포상까지 받았
고, 이후 元從功臣田과 별사전을 還給받는 등 보통 의원으
로서 누리기 어려운 화를 누렸다. 양홍적에 대한 역대 임
금의 신임은 그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두터웠다. 아마도 오
래도록 왕실에서 보필한 내의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효과를 거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
13) 국역 식우집, p.576.
14) 巨廬 : 큰 오두막, 즉 대궐을 의미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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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웃과의 다툼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실록 기사를 보
면 그다지 진중한 인물은 못되었던 듯하다. 태종조차도 “해
마다 갇히고 한해에 두 번이나 갇힌다.”며 그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그가 빚어낸 실수들 역시 의서에 의거하여 치 하
게 치료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믿고 행하 기에 이루
어진 결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발생한 의료사고 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
다면 慶安宮主와 誠寧大君의 사망을 들 수 있다. 태종 15년
(1415)에는 태종의 셋째 딸 경안궁주의 병을 오치하여 졸
하게 하 고, 태종 18년(1418)에는 성녕대군의 두창을 오
진하여 졸하게 하 다. 楊弘達을 비롯하여 李舟･曹聽･元鶴･ 
朴居 등의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사간원의 상소가 있었으
나 태종은 양홍달에게 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죄
를 묻지 않았다. 양홍달 외에 다른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굳
이 양홍달을 불러 치료하게 한 것은 그의 의술을 신임했기 
때문이다. 양홍달을 다시 부른 처사에 대하여 權孟孫이 궁
금하게 여기자 判書 尹向･獻納 권맹손이 “양홍달 등 이외에
는 다른 良醫가 없다”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양홍달
은 태조 대부터 활동했던 의관으로 비록 천인의 신분이었
지만 의술로서 총애를 받아 벼슬이 2품에까지 올랐다.

태종 18년 2월 23일에는 판서 윤향 등이 굳이 청하여 
양홍달을 파직시켰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별다른 죄를 주지 
않다가 4월 4일 기사를 보면 의원의 죄를 밖으로 알리기 
위해 국문을 하되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명을 내린다. 태종
은 이때에 와서 친히 의서를 열람하고 과거 경안궁주의 치
료과정까지 되짚어 의원의 잘못 치료한 바를 일일이 지적
하고 있다. 의원들의 고의는 아닐지언정 충분히 마음을 쓰
지 않았기에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원들이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함은 진찰에 정 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의서를 상고하여 증후를 대조하고 적절한 
처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인데, 이
는 결국 의원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만 치
료하는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헌부에서는 이
들에게 참형을 내릴 것을 건의하지만 태종이 윤허하지 않
아 결국 시행되지 않았고, 2달 후인 6월 18일에는 양홍달 
등에게 직첩과 과전을 돌려주게 하 으니 징계를 거둔 것
이나 다름없었다. 세종 2년 기사에서도 양홍달이 너무 나이
가 들었다는 내용으로 언급될 뿐이고, 세종 3년에는 좌의정 
박은에게 양홍달을 보내 위문하게 하 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 7년에는 임금의 병을 낫게 한 공으로 양홍달에게 안
장 갖춘 말을 하사했고, 세종 8년과 세종 13년에도 치료에 

대한 공로로 의복을 하사했다. 의술에 한계가 노정되어 있
었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고 계속 內醫로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역대 임금들이 이들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 기 때문
이다. 

태종의 비 원경왕후 閔氏는 4남 4녀를 두었다. 성녕대군
은 막내아들이었고, 경안궁주는 셋째 딸이었다. 경안궁주는 
23세, 성녕대군은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졸한 데에다 3년 
간격의 연이은 喪事 다. 성녕대군이 어린 나이에 죽은 후 
태종은 오치의 책임자인 양홍달과 같은 의관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으나, 의관들의 잘못을 말하는 다음의 
대목을 보면 의서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의관들의 오진
과 오치를 파악하여 조목조목 지적하는 치 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성녕은 발병 초기에 요배통이 심했는데, 의
원 박거 등은 이를 風證으로 진단하여 人蔘順氣散으로 발
한을 시키고 感應元과 對金飮子를 올렸다. 그러나 瘡疹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順證이라 하며 약을 쓰지 
않다가, 창진이 심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다. 태종은 “훗날 醫書를 보니, 요배통은 두창이 발병하려는 
증상이었고, 창진의 증세가 심해진 뒤에도 능히 살릴 수 있
는 약으로 방서에 기재된 것도 한둘이 아니었다.”며, 처음에
는 風證이라 하여 그 相克되는 약을 쓰고, 나중에는 증세에 
순응한다 하여 능히 구할 수 있는 처방을 쓰지 않았다가 
열흘 만에 사망하 으니 이는 “天命이 아닌 人事의 잘못”이
라 하며 의원들의 잘못임을 명백히 지적하 다. 

한편 발열과 함께 눈을 바로 뜨고 손이 뒤틀리는 증세를 
보인 慶安宮主의 병에 양홍달은‘이와 같은 병세는 醫家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養胃湯･平胃散을 바쳤는데, 궁
주가 죽은 뒤에 몸소 방서를 살펴보니 눈을 바로 뜨고 손
이 뒤틀리는 것은 발열때문이었던 것을 오히려 의원들이 
보하는 약으로 잘못 치료하 다고 밝혔다. 태종은 “의원이 
된 자가 진실로 능히 마음을 써서 정 하게 살피고, 알맞은 
데 따라 變通하여 그 서로 부합되는 약을 청한다면 어찌 
변통할 수 있는 이치가 없겠는가?”라며 탄식하고 있다. 

의서에 번연히 나와 있는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데 대하여 태종은 통탄하 다. 특
히 대군 시절, 셋째 던 충녕은 역시 딸로서 셋째 던 경안
궁주와 각별한 사이 을 뿐 아니라, 천성과 기품도 서로 닮
아서 궁중에서도 이 두 사람의 어진 성품을 함께 일컬을 
정도 다고 한다. 또한 막내 동생인 성녕의 병중에는 충녕
이 몸소 병석을 지키며 친히 藥餌를 잡아 병을 구료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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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니, 동생에 대한 남다른 애
정을 짐작할 수 있다. 아끼던 누이와 동생을 연달아 잃었던 
세종으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 을 것이다. 세종 자신이 학구열이 드높았
던 만큼, 의서를 충실히 읽는 데에서 출발해야겠다는 생각
을 굳혔을 것이다.

의관들이 의서에 밝지 못한 데 대해서는 경안궁주의 병
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태종이 지적한 바 있었다. 태종 
15년 1월 16일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의학에 미치는 태종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의서에서 치료의 근거
를 찾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과 본초학의 중요성에 대
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오늘날 醫家들은 藥方書에 밝지 못하다. 楊弘達과 曹聽 같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궁중에서 여남은 살 되는 아이가 일찍
이 병이 났는데, 조청에게 약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 더니, 곧 
成人들이 복용하는 약과 같은 것을 지어 왔기에, 나는 약이 같
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이것을 물으니, 대답하
기를, ‘方書에서 小兒라 함은 바로 5, 6세를 가리키는 것입니
다.’고 하 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상고한 것이 없을까 염려하
여 두루 방서를 열람하 더니, 千金方에 이르기를, ‘2, 3세는 
嬰兒라 하고, 10세 이하를 小兒라 하고, 15세 이하를 少兒라 
한다.’라고 하 으므로, 조청에게 보여 주었더니, 조청이 곧 부
끄러워 굴복했다.

의관들이 철저한 의학지식을 구비하지 못하 다거나 치
하게 치료에 임하지 않았던 일은 食治나 禁忌 방면에서

도 제기되었다. 태종 15년 3월 2일에는 양홍달과 조청이 
중궁의 복약 시 가려야 할 음식을 아뢰지 않아서 직첩을 
거두었다 돌려준 일을 기록하 고, 태종 17년 8월 20일의 
기사에는 방서에 침구치료 후에는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을 
엄금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미리 아뢰지 않고 태종이 물
어보자 그제야 아뢰었다는 이유로 의관이 추문을 당하 다
는 기록이 있다. 태종 17년 12월 2일에는 양홍달 등이 참
새고기 전병을 만들어 올리면서 그 禁忌하는 바를 아뢰지 
않았다 하여 죄를 주었다. 의관들의 의서지식이나 주의력이 
박약함을 드러내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문제의식이 고조
되었음은 자명하다. 세종대에 탄생한 의서습독관 제도는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 을 것이다. 

의서습독관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세종 
3년의 기록을 보면 의원이 의술에 정 하지 못함을 염려하

여 전 直長 李孝之 등에게 궐내에서 의서를 읽게 한 기록
이 있다. 의방유취 편찬에 관여했던 의관 全循義 역시 의
서습독관을 거쳤다. 의서습독관의 정원은 세종 3년 설치 당
시에는 9인이던 것이 단종 2년에 15인으로 늘어났고, 세조 
8년에는 30인으로 증원된 것으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
다. 습독관 입속 대상자는 양반지배층의 자제, 문신, 생원진
사, 사족자제, 유음자제 등이었고 품행, 재능, 용모, 연령 등
을 기준으로 선발하 다. 양반자제의 경우는 고강 등의 형
식으로 선발되었지만 과거급제자들은 이미 학문적 실력을 
검증받은 터이므로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한학습독관을 급제자에서 우선 선발하 다는 내
용으로 미루어 의서습독관 역시 급제자 중에서 우선 선발
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서습독관으로 仕進할 경우 일정한 고강횟수를 채워야 
하고, 내의원에 교대로 出仕하여 의서를 습독하고 侍病, 診
候를 하는 등 임상경험을 통해 용약을 익힘으로써 실무능
력도 배양하 다. 의서습독의 경우 책마다 기한과 분량을 
정해 차례로 습독하여 많은 서적을 섭렵하도록 하 다. 이
에 관해서는 임원준이나 집현전 관료가 의서습독관들을 교
훈한 기록이 있는데, 의학을 익힌 문신들로서 의서습독관을 
역임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습독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
만기간을 채우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15년 집현전 저작랑으로 한학습독관으로 임명되었던 
김예몽은 세종 24년에 강례관으로 여러 해 동안 한어를 강
습하여도 실효가 없다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 다. 관료로서 
임명되어 본업을 맡아 보면서도 습독관으로서의 학습량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仕滿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수온이 의서습독관으로 사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내의원 관련 부서에서 활동한 기록 역시 전하지 않는다. 그
러나 김수온은 과거급제자로서 학문적 재능이 검증된 상태

으므로 의방유취라는 의서의 편찬을 앞둔 기획 단계에
서 충분히 의서를 접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세종은 과학
기술 방면에 관심이 남달랐고 의서편찬에도 힘을 기울 으
므로 재능 있는 자들을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한의 효
과를 거두고자 했음은 쉬이 짐작되는 바이다. 김수온의 가
족관계 속에 외조부가 典醫副正을 지낸 관련 경력이 보이
고 문집이나 관련 기록 속에서도 의약 관련 내용이 없지 
않다. 또한 직접 의학을 공부한 기록은 명료하지 않지만 외
가의 향으로 김수온이 평소 의학에 깊은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김수온이 급제하 을 때에는 이미 습독관제도가 
정착되었을 시기 다. 세종은 습독관제도를 도입하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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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에게 잡학을 교육시키려는 열의가 높았다. 따라서 이미 
시행 후 20여년이 지난 의서습독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
을 것으로 여겨지며, 김수온이 의학을 펼칠 수 있는 계기도 
결국 의서습독관제도를 통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습독관이 본직인 자도 있었지만 타직에 있으면서 습독관
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습독관 역임자들의 활동을 살펴
보면 대개 각자의 출신에 따라 양반관료로서 활약하고 있
지만, 동시에 습독관으로 익힌 분야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본래의 출신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서적의 편찬에 관여하거나 실무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가 되어 해당 잡학분
야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해당 기술관의 인사를 장악하
는 등, 양반 지배층으로서 잡학분야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
았다. 함께 편집에 참여했던 이들 중 의관으로 참여한 全循
義는 본래 의원출신이었지만 역시 의서습독관으로 보임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순의는 세종, 문종, 세조, 금성대군, 

성군 등 왕과 왕실 종친의 치료를 담당하 고, 의학생도
를 교육하기도 하 다. 전순의가 침구택일편집과 의방유
취 간행에 참여하고 食療纂要를 찬술한 일은 의서습독
관으로 보임하 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15) 임원준처럼 
의서습독관을 역임하고 문과에 급제한 뒤에도 의학분야에
서 활동하면서 왕실종친과 대신들에 대한 활발한 진료활동
을 한 경우도 발견된다. 

김수온은 이들과 달리 의관도 아니었고 의료방면으로 진
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의서습독관제도의 중심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듯하다. 다만 세종 대부터 운 되어 오
던 의서습독관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의서학습의 방법론
이 구축되어 왔고, 그러한 토대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의방
유취 편찬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으리라고 짐작된다. 직접
적으로 의서습독관으로 임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
수온의 의서섭렵은 습독관 제도의 변방에서나마 이루어졌
을 것으로 보인다. 

의관들과의 공동 작업이라고 하여도 의서를 편찬하는 일
은 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수온은 
의방유취 편찬 사업 이후 각종 불경간행에 참여한다. 이
는 김수온이 남달리 불교에 조예가 깊고 불경을 탐독하
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의방유취 간행에 
편집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의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평소의 의서습독이 바탕이 되었을 터인데, 개인적인 환경만
으로 보자면 의학과 별다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평소에 의학에 관심을 갖고 의서를 홀로 습득했던 것이 아

니라면 단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의서를 접하고 익힐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급제 후 바로 치평요람의 편찬에 
참여하 던 상황으로 본다면 김수온이 의학을 접한 것은 
의방유취 편찬사업에 관여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그의 학습방법이나 열의로 미루어 파악할 때, 단기간
이었으되 집요하게 의학을 파고들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김수온은 공부 방법이 독특하여 이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김수온이 직접 의서를 읽은 기록은 그
의 시 구절에 나오는 圖經本草에 국한되어 나타날 분이
지만, 그가 유불선을 가리지 않고 사상적 편력이 자유로왔
다는 점과 무엇이던지 철두철미하게 공부하 던 방식으로 
미루어 본다면 의서 역시 철저하게 숙독하 을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은 다음과 같은 시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
다.16)

謝淸州牧使送藥
專人來寄一封箱 / 兼入天門與地黃 / 珍重召軒堆萬務 / 慇懃
一語莫相忘

청주목사가 약을 보내주어 사례하다
사람을 시켜서 약봉지 한 상자를 부쳐왔네
문안편지에 아울러 천문동도 들어있고 지황도 들어있네 
막중한 방백의 소헌17)에 쌓인 만사를 제쳐두고서 
은근한 정으로 건넨 한마디 말 서로 잊지 못하는구나. 

아마도 이미 노년에 이르 을 그에게 지방관인 후배가 
보낸 봉물에는 애틋한 서찰과 함께 여러 가지 약재를 담아 
한 상자 가득 보내왔다. 그 안에 처방한 첩약이 아니라 천
문동이며, 지황 등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 의방서
를 익히 아는 김수온이 필요에 따라 약재를 선별하여 탕제
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리라. 그는 이미 김수
온이 의방유취 편찬과정을 통해 훌륭한 의약지식의 소유
자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김수온은 교서관과 집현전, 승문원을 오가면서 서적 편찬
에 관여하 다. 급제 후 세종의 특명으로 집현전에 나아가 
치평요람의 편찬에 참여하 고 3년 뒤에는 다시 의방유

15) 안상우, 의방유취를 통해 바라본 전순의의 의학관, 지역과 역사, 
28호, 부경역사연구소, 2011.

16) 국역 식우집 p.528.
17) 召軒 : 周나라 召公이 방백이 되어 善政을 폈으므로 方伯이 거처

하는 곳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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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편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치평요람의 편찬에서 의방
유취 편찬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의서편찬이라는 대사를 위
해 다방면의 의서를 읽고 숙지하는 일은 당연한 과정으로 
요구되었을 것이다. 

의방유취 총론편이 大醫精誠이나 大醫習業과 같은 의
원의 기본 소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할
애한 분량 또한 적지 않은데, 모든 의서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편찬자들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의
술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술로 이해하 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유교국가에서 왕도정치를 행하고 仁政을 베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의학을 바라보았던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기술로 방치하지 않으려는 의
도가 확인된다. 의서가 다루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처방이겠지만,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의술을 베푸
는 이의 기본 바탕이 갖추어진 뒤에라야 올바른 의술은 물
론, 의학의 발전까지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
미에서 ‘醫者들의 心經’이라 할 만한 내용을 책의 서두에 
배치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金守溫(1409∼1481)의 생애와 학술사상, 그와 관련된 
사서의 기록과 문집 등 관련 문헌을 토대로 여러 사적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김수온은 
세종대에 醫方類聚 편찬에 편집자로 일원으로 참여하
고 세조∼성종대에 걸쳐 간행 직전까지 이루어진 교정 작
업에 관여함으로써 가히 의방유취 편찬의 대표저자 중의 
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그는 의방유취 이외에도 왕실 주
도의 주요 서적 간행에 관여한 조선 초기 문장가로 손꼽혔
으며 당대에 문명을 날렸던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이
다. 의방유취가 여러 문신들과 의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기는 하 으나 짧은 시간 안에 거질의 책
을 완성해 내면서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김수온
과 같은 이들의 문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
의 면모는 의방유취 교정에 관한 실록 기사에서 의관들
이 실무 작업을 담당하되, 通儒로서 醫方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했다는 사실에서 김수온 같은 儒醫의 역

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식우집 수록 시문 가운데, 이번에 새로 찾아낸 임

원준과 김수온 간에 오고간 의방유취 교정 관련 내용은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성종대 의방유취 간행 직전
까지 이어졌던 교정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어서 매우 의미
가 깊다. 그가 풍부한 의학지식과 의서편찬 경험을 지니고 
있었기에 말년에 이른 시기까지 교정 사업에 직간접적인 

향력을 발휘하 으며, 임원준 등과 함께 국왕의 入診과 
議藥에 참여하 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렇듯 풍부한 의
약지식과 직능을 발휘한 것은 본인의 소양과 능력에 기인
하 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 의방유취 편찬을 즈음하여 
시행한 의서 습독관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습독관제도가 
문신관료의 잡학 실력을 신장시켜 해당 부서의 고위 관료
로 임명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서적 편찬을 위한 목적도 
있었으므로, 세종의 명으로 의서편찬에 참여한 문신들 가운
데 상당수가 조선 전기 의서 편찬사업을 통하여 의학의 이
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경험적 술법을 새로운 이론체계로 
정비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세종대 365권이
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의학정보가 모아졌던 의방유취 
초편본으로 부터 세조대 교정과정과 성종대 간행을 위한 
마무리 교정까지 이어지는 과정18)은 바로 삼국시대 이래 
고려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던 경험의학이 새로운 이론적 
해석의 틀로 재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김수온은 조선 전기 의서습독관 제도를 
통해 배출된 대표적인 유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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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김수온 가계도

始祖金令貽 吉元 宗興
賜姓, 典客令,
配朴允奇女

永山君,
配金原女 宗敬 訓   守省

一名崇敬, 
贈左贊成, 
配慶州金珸女

文科, 左右同侍學, 
경기 經歷, 沃溝鎭兵馬使, 
朴習과 함께 
벽골제축성감독,  
配呂州李行女, 
妻父 李行은 
典醫副正을 역임.

법주사 출가, 법명 信眉, 불사를 일으킴. 
세조로부터 혜각존자란 호를 받음

  守經
行司憲府掌令, 報恩縣監, 星州･淸州牧使, 
불교를 숭상하고 믿어 행동 또한 스님이었음. 
그의 아내도 모친을 따라 여승이 됨.

  守溫
(1410-1481) 字文良, 號乖崖･拭疣, 문과, 
교서관 정자, 집현전학사, 훈련주부･승문원교리, 
병조정랑, 知榮州郡事, 호조판서, 輔國崇祿大夫, 
佐理功臣, 永山府院君, 불경･諸子百家･六經에 
통달함. 治平要覽･醫方類聚편찬에 참여, 
著拭疣集. 配高靈朴益林女. 朴益林은 柳誠源의 
姑叔이다.

  守和
武科, 康津縣監, 咸吉道監鍊官, 原從功臣, 
善山･安東府使, 이조참의

諒   得精
少尹   得環

 女具人文
(1409-1462) 綾城人, 字章叔, 號睡翁, 
父는 賢佐, 문과, 집현전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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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김수온 연보

연대 나이 연보
태종 9년(1409) 1세 아버지는 동 김씨 訓, 驪州 이씨를 어머니로 출생. 외조부 李行은 典醫副正을 역임.
세종 20년(1438) 30세 進士試에 급제
세종 23년(1441) 33세 文科에 급제하여 校書館正字에 補任, 集賢殿에 

仕進하게 하고, 治平要覽을 修撰하다.
세종 27년(1445) 37세 承文院校理로서 의방유취 편찬에 참여하여 이해에 완성하다.
세종 28년(1446) 38세 副司直에 오르다. 訓鍊院 主簿가 되다.
세종 32년(1450) 42세 兵曹正郞에 제수되다.
문종 1년(1451) 43세 守典農寺少尹이 되다.
문종 2년(1452) 44세 外任으로 知榮川郡事가 되다.
세조 2년(1456) 48세 成均館 司藝가 되다.

세조 3년(1457) 49세
重試에서 제2인으로 入格하여 通政大夫 僉知中樞院事로 발탁되다. 김수온이 어머니를 찾
아뵈러[省問]
하러 永同縣에 가는데, 세조가 中使를 보내어 한강에서 술을 내리고 臨瀛大君･永膺大君과 
여러 군(君)들에게 명하여 가서 전송하게 하다. 

세조 4년(1458) 50세 嘉善大夫
同知中樞院事에 제배되다.

세조 5년(1459) 51세 嘉靖大夫 漢城府尹에 오르다.
세조 6년(1460) 52세 外任으로 判尙州牧事가 되다.
세조 10년(1464) 56세 資憲大夫 知中樞院事가 되다.

工曹判書에 제배되다.

세조 12년(1466) 58세
拔英試에 으뜸으로 입격하여 특별히 崇政大夫를 加資받고, 또 등준시에 으뜸으로 입격하
여 判中樞府事에 오르다. 세조가 김수온의 집이 가난하다 하여 司饔院과 여러 官司를 시
켜 慶宴을 준비하게 하고, 議政府의 여러 정승들에게 명하여 宮醞을 가져가서 押宴하게 
하고, 또 중사를 보내어 犀帶･錦囊･羅･綺･의복･靴･帽 따위의 물건 40여 건과 鞍馬와 쌀 
10석을 내리다. 

세조 14년(1468) 60세 崇祿大夫에 오르다.
예종 1년(1469) 61세 輔國崇祿大夫로 가자되다.
성종 2년(1471) 63세 純誠佐理功臣의 호를 내리고 永山府院君에 봉하다.
성종 5년(1474) 66세 領中樞府事에 재배되다.
성종 8년(1477) 69세 永山府院君에 봉하다.
성종 12년(1481) 73세 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