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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gukji (惠局志) was written in 1719 by Gwanguibing (姜渭聘), who was Hyeminseo (惠民署) medical bureaucrat. This book contains 

rare data such “sigrye (式例)” which shows Hyeminseo medical bureaucrat living during the 18th century. This is unique data related to 

Hyeminseo in detail and afflu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formation and contents of Hyegukji. Also content comparison between Hyegukji 
and law books as Daejeon tongpyen (大典通編) shows changes in medical bureaucracy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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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朝鮮時代 三醫司의 실체와 운영은 經國大典, 各司受敎 
등 법전의 규정과 實錄, 承政院日記 등의 사료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三醫司 중에서 內醫院은 왕실치료와 
관련되어 承政院日記 등의 관찬사료에 풍부한 기록이 있
다. 또한 內醫院 관청일기1)가 일부 남아있으며, 先生案 또
한 壬亂이후부터 高宗朝 초기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존
재하여, 그 실태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2) 그러나 典醫監과 

惠民署 두 관청은 현존하는 관련 자료가 미비3)하여, 기존 
연구는 經國大典 등 법전의 직제 규정에 대한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4)

惠局志는 惠民署의 官廳志로서 다른 기술직 관련 衙門
에서 간행된 司譯院의 通文官志나 觀象監의 書雲觀志
처럼 해당 관청에 대하여, 다른 자료로서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5) 그러나 通文官志와 
書雲觀志는 역주본6)이 간행되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된 반면, 惠局志가 자료로 활용된 경우는 김호7)와 박
인순에 의한 연구8)에 불과할 정도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
다. 박인순은 조선시대 對民 복지행정 측면에서 다른 법전 
규정과 아울러 惠局志를 연구했고, 惠民署의 직제 분석과 

1)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 중인 太醫院日記와 藥房日記가 이에 해당한다. 
2) 내의원 의관들의 행적에 관해서는 안상우. ｢내의원선생안편찬고｣. 서지학연구. 2013 ; 56 : 439-473. 참조.
3) 典醫監 간행본은 高宗 연간에 만들어진 官案帖과 前啣生徒案, 惠民署 간행본은 본고에서 다룬 惠局志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그 외에 啓本, 告身 등 고문서는 다수 현존한다.
4) 조선시대 의료제도에 관해서는 한대희. ｢조선시대 전기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1996.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 : 修書院. 1988 : 167-177, 246-261를 참조.
5) 기술아문의 관청지는 현존하는 3종 外에도 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純宗, 憲宗朝에 활동한 醫藥同參 李顯養의 문집인 谷靑私稿에는 1838년에 쓰여진 의약동참청의 관청지인 醫藥聽志의 서문이 실려 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허경진. ｢곡청사고를 통해 본 의원 이현양의 글쓰기｣. 의사학. 2008 ; 17(2) : 181.
6) 通文官志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書雲觀志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소명출판에서 역주본이 나왔다.
7) 김호. ｢정조대의 의료정책과 제중신편의 간행｣. 한국의사학회지. 1999 ; 12(2) : 117-145.
8) 박인순. ｢혜민서 연구 : 연혁 및 관제를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2010 ; 20(1) : 49-70. 박인순. ｢혜민서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 의약수급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2011 ; 21(1) : 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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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에만 치중하여 惠局志 자체에 대한 서지적 분석과 
다른 수록 내용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비했다. 김호의 연구는 
惠局志를 의사학 연구에 처음 활용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濟衆新編에 있었고 18세기 조선 의학에 대
한 배경 이해로서 惠局志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데 그친다. 
또한 본문을 인용 해석함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다.9)

논자는 본고를 통해 惠局志 내용 전반에 대해 소개와 
분석을 하고, 18세기 惠民署 운영과 그 실체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한다. 또한 英祖朝의 續大典, 正祖朝의 大典通
編, 高宗朝의 大典會通과 六典條例에서 惠民署 관련 
규정을 찾아 惠局志 전후의 제도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惠局志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
구원 소장 유일본을 복제한 영인 자료이다.10)

Ⅱ. 본론

1. 서지적 사항

1) 형태

그림 1. 惠局志 표지 서영.

1권 1책의 선장본으로 본서의 표제는 ‘惠局志’이며 앞뒤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28장이다. 외부 형태에 있어 크기는 
18.7×13.4 cm, 有界. 10행 18자로 필사되어 있다.11) 본문
은 烏絲欄, 표지는 五針眼釘法으로 제책되어 있다. 

이 책은 처음 작성된 이후 인쇄하여 간행된 적은 없고 
필사본 형태로 전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 式例의 書
籍條를 보면 당시 惠民署에 보관 중이던 서책 목록이 나오
는데 이 중에 惠局志 重修本을 지칭하면서 ‘件’으로 기록
하고 있어, 手稿 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내용의 구성사항

내용은 서문, 목록, 본문으로 크게 3부로 나뉜다.
서문은 初刊者인 姜渭聘, 筆寫者인 姜海秀, 重修者인 卞

泰恒의 순으로 서문 3편이 실려 있는데, “惠局志 序”란 題
下로 姜渭聘가 쓴 글, 제목 없이 姜海秀가 쓴 글, “重修惠局
志 序”란 題下에 卞泰恒이 쓴 글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惠局志”란 題下로 시작하고 말미에 “惠局志 終”
으로 끝맺는다. 본문 내용은 沿革, 率屬, 考課, 式例, 支供 
다섯 부분으로 대분류되며, 대분류 안에서 29條로 세분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내용이 기술된다. 목록에 따른 본문의 
순차는 다음과 같다. 1. 沿革은 5조로 官制, 衛職, 外任, 原
籍, 官舍, 2. 率屬은 3조로 員役, 醫女, 奴婢‚ 3. 考課는 8조
로 入屬, 褒貶, 祿試, 聰敏, 勸奬, 生徒考講, 醫女考講, 遷轉‚ 
4. 式例는 8조로 入直, 分差, 供仕, 擬望, 賻助, 該用文狀(啓
本式, 啓目式, 薦狀式, 草記式, 牒呈式, 平關式, 立案式, 帖
式, 褒貶單子式)‚ 書籍, 什物‚ 5. 支供은 5조로 藥田, 貢物, 
進排, 應役, 經費이다. 현존본의 본문 중에 목록에만 존재하
고 실제는 없는 내용이 일부 있으며, 2-3장 분량이 전존과
정에서 일실된 것으로 짐작된다. 일실된 부분은 목록에 따
르면, 沿革의 原籍條 전부와 官司條 일부, 率屬의 醫女條 
일부와 奴婢條 전체, 考課의 入屬條 전부이다.

惠局志는 司譯院 관청지인 通文官志와 기술 순서와 
형식면에서 유사하다. 通文官志 권1이 沿革으로 官制, 衛

9) 예를 들어 人蔘契 등을 모리행위로 해석하고, 胡亂 이후에 典醫監과 惠民署의 통합은 兩司 역할이 비슷해서라고 보았다. 전자는 모리행위라기 보다는 관청에 공물을 조달하는 제도로 보아야 하며 胡亂 직후 兩司의 통합은 당시 다른 관청들의 통합이나, 인원감축의 연장선상에서 전란 이후의 조정 재정의 피폐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해야한다. 그러나 공납을 위한 목적이 아닌 藥契의 발달은 모리행위가 맞고, 英祖朝에 논의된 兩醫司 통합 논의는 惠民署의 역할이 부실화됨에 따라 제기되었다.
10) 규장각 도서번호 7361. 복사본은 M/F79-103-168-F 자료를 토대로 복사된 사본이다.
11) 이상의 서지 사항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서지와 해제에 의한다. http://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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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 外任, 等第, 原籍, 官舍 순이어서 惠局志의 沿革과 편
차가 유사하며, 通文官志 권2는 勸奬으로 入屬, 陞差, 科
擧, 院試, 祿取才를 다루고 있어 惠局志의 考課와 비슷하
다. 通文官志 권3에서 권6은 事大, 交隣에 관한 내용으로 
譯官들의 式例라 볼 수 있어 惠局志의 式例에 해당하고, 
권8은 率屬, 書籍, 什物 등으로서 惠局志의 率屬과 式例 
중의 書籍, 什物條에 해당된다.

이들보다 후대인 1811년에 간행된 觀象監의 書雲觀志
는 편을 따로 나누지 않고 권1에 官職, 官廨, 薦擧(條에 해
당) 등을 기술함으로서 내용의 순서와 항목 명에서 차이를 
보인다.12)

기술아문은 아니지만 관청지는 이 셋 외에도 世子侍講院
의 侍講院志(1784년), 奎章閣의 奎章閣志(1784년), 耆
老所의 耆社志(19세기 중엽), 奉常寺의 太常志(1766년, 
1873년 개편)가 현재 남아있다. 이들 중 惠局志 重修 시기
(1778년)에 해당하는 관청지를 살펴보면 奎章閣志의 목
록은 建置, 形勝, 堂宇, 扁額, 職官, 器用, 書策, 晋接은 8目
이고, 侍講院志의 목록은 院制. 官職‚ 講規‚ 師傳賓客相見‚ 
藏書, 璿學, 講義, 親臨聽講이므로 惠局志의 편제와는 명
칭과 내용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18세기에 관청지의 일반적
인 편제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음은 확인된다.

通文官志가 활자화된 것은 1720년이나 그 서문에 의
하면 1708년(戊子)에 쓰였으므로, 惠局志의 1719년보다 
시기상으로 앞서 쓰였다.13) 따라서 두 책에서 보이는 편차
의 유사성은 惠局志의 저자가 通文官志의 手稿本을 참조
하여 썼거나, 重修(1778년) 과정에서 通文官志 활자본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3) 저술 및 필사 연대, 저자, 필사자

惠局志의 간행과 필사이력 등은 세 편의 서문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먼저 姜渭聘은 惠局志를 처음 저술한 이로서 “己亥 端
月 上澣”에 서문을 썼다. 姜의 집안은 本貫이 晉州로 祖父와 
父가 武科로 出仕했다.14) 그는 惠民署醫員으로 있다가 1722年
에 醫藥同參이 되어 通政大夫의 堂上 資品과 察訪의 官職
에 오르게 된다.15) 그는 1671년생이므로 서문의 “己亥年 
端月”은 1719년 1월(肅宗 45)을 말한다. 서문에 따르면 姜渭
聘은 提調 趙泰耉16)의 권유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 했으며, 
惠民署의 醫官 金世顯17) 등이 그를 도와 25조로 된 책 1
권을 만들었다. 책이 완성될 당시에 저자 강위빙은 49세였
으며 惠民署久任이었다.

그림 2. 惠局志 姜渭聘의 序.

惠局志의 重修는 乾隆丁卯年(1747)에 卞碩和에 의해 
修飾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 아들인 卞泰恒과 그 동료 
2-3명에 의해 戊戌年 中秋(1778년 8월, 正祖 2)에 완결되
었다. 卞碩和는 本貫이 密陽으로 惠民署敎授를 지낸 의관이
고18), 卞泰恒은 1754년에 醫科에 登科해 惠民署主簿를 지
낸 의관19)으로 본서가 완성될 때에는 久任官이었다. 重修

12) 성주덕. 書雲觀志.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21-22. 
13) 奎章閣志, 侍講院志, 通文官志의 목차와 서문내용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해제에 의한다. http://e-kyujanggak.snu.ac.kr/
14) 姓源錄에 姜渭聘의 가계가 실려 있는데 曾祖父 守雲까지 기록되어 있다. 
15) 박훈평. 조선의인지.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 19-20. 의약동참청 의관들에 대해서는 김양수, 안상우. ｢조선후기 의관집안의 활동｣. 동방

학지. 2006 ; 136 : 37-90. 참조.
16) 원문에는 “素軒 趙尙書”로 되어있는데 素軒은 조태구(1660-1723)의 字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에서 인용.
17) 朴, op. cit. p. 76. 1699년 醫科에 登科하여 惠民署敎授를 지낸 醫官
18) 朴, op. cit. p. 206. 密陽卞氏는 卞碩和의 從祖父인 18世 卞爾槿(1619-1690)이 醫官으로 처음으로 출사하는데 惠民署主簿를 지냈다.
19) 朴, op. cit.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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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면서 25조에서 현존본처럼 29조로 편차가 다소 바
뀌었다.

필사자 姜海秀는 姜渭聘의 6대손으로서 典醫監直長을 지
낸 의관20)이며, 同治甲戌年(1874. 高宗 10)에 惠局志를 필
사 했다. 姜渭聘의 직계 후손은 高宗朝까지 의관으로 出仕
한 이가 13명에 달한다.21)

그림 3. 醫藥同參先生案 姜渭聘 수록 부분22).

2. 본문 내용과 분석

논자는 본문 편제 순서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1) 沿革

5조로 구성. 沿革은 惠民署의 관직제도 규정과 변천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다. 外任條 일부와 原籍條 전부, 
官司條 일부가 逸失되었다.

(1) 官制條

惠民署가 高麗 惠民局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히고, 惠民署
에서 근무하는 祿官職에 대해, 品階와 인원, 관장 업무 등
에 대해 설명한다. 惠民署 祿官職의 정원과 설치연혁에 대
해서는 經國大典23)등 법전에 의해 기존에 알려졌으나 그 
고유 업무와 상세한 임명 방식은 이 자료를 통해 처음 소
개된다.

① 祿官職에 대한 본문 내용

○24) 提調 2員. 從 二品 이상 文官이나 儀賓(駙馬)이 兼
한다. ○ 萬曆 丁卯年(1627)에 1員을 줄였다가 乾隆 癸未
年(1763)에 복원하였다. 出典 本署謄錄 ○ 主簿 1員. 從 六
品. 印信을 관장하고 署務를 總察한다. 取才에서 두 차례 
首位를 차지한 자, 年少聰敏25)의 경우는 연속으로 세 번 
首位를 차지하거나 또는 간격을 두고 네 번 首位를 차지한 
자, 공로가 있는 자는 參上官26)이 되는 것을 허락하나, 主
簿 告身(職牒)을 줄 뿐, 原錄에는 등재하지 않는다. ○ 直
長 1員. 從 七品. (惠民署)노비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한다. 
○ 奉事 1員. 從 八品. (惠民署)서책을 관장 한다. ○ 參奉 
4員. 2員은 舊例에 따르면 戶曹에서 돈을 받아 唐藥材 무역
을 관장했는데 지금은 廢했고, 2員은 鄕藥을 관장한다. 順
治年間에 2員을 減했다가 康熙己巳年(1689)에 복원하였고, 
乙亥年에 다시 減하면서 散料를 위한 두 자리로만 마련되
었다. ○ 이상 祿官 중에 職을 再次 받아 일에 능한 자 1員
은 掌務官의 俾掌으로 差出한다. 出典 入簿牒及諸般使役等
事.27) 또한 매 철마다 祿取才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 

20) 강해수의 父는 典醫監正을 지낸 姜直淳, 祖父는 典醫監直長을 지낸 姜世鎭, 증조부는 典醫監直長을 지낸 姜聖臣, 高祖父는 惠民署主簿를 지낸 
姜熙明. 강희명이 강위빙의 孫子이다. 강해수의 아들 姜璨熙도 醫科에 登科해 典醫監主簿를 지낸 醫官이다.

21) 朴, op. cit. p. 21.
22) 이우성. 瘡疹集 外.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7 : 521. 사진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www.jisik.kiom.re.kr) 고문헌 원문검색에서 인용.
23) 惠民署 原掌醫藥救活民庶 提調 二員 ○ 取才分數多者 直長以上 一員久任 久任外遞兒 兩都目 取才居次者差外任 續 提調減1員 增

復舊 主簿 一員 從六品 醫學敎授 一員 從六品 原 二員 文官兼 續減 直長 一員 從 七品 奉事 一員 從八品 醫學訓導 一員 正 九品 參奉 四員 從 九品
24) 원문만 해석한 부분은 “○” 기호로 따로 표기해 단락을 구분하고 뒤에 案 이하로 논자의 분석을 모았다. “○”가 들어간 번역문에서 “( )”는 원

문에는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논자가 추가한 내용이다. 이후 “○”가 들어간 본문 중의 내용은 방식이 동일하다.
25) 聰敏條에 상세하다.
26) 조선시대 관직은 크게 參上官과 參下官, 堂上官과 堂下官으로 나뉜다. 參上官은 從 六品 以上 관직으로 參職이라 부르며, 조회에 참석할 수 있

는 기준이 된다. 參上官이 되는 것을 陞六이라 불러 따로 구별했다. 堂上官과 堂下官은 正三品 내에서 상계인 通政大夫, 折衝將軍 이상의 資品
의 경우 堂上이라 하고 하계인 通訓大夫, 禦侮將軍 이하의 資品은 堂下라 불 다. 조정에서 堂 즉 의자에 앉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었다.

27) 未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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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로를 배상 한다.28) ○ 活人署參奉 2員. 이상은29) 從
九品. 東西活人署에 나누어 파견한다. 病人 구료 업무를 한
다. ○ 直長 이하 8員은 兩都目 取才의 점수와 순위에 따라 
祿을 더하는30) 遞兒職이며, 主簿 1員은 久任職31)이다. 出
典 經國大典 ○ 敎授 2員. 聰敏 교육과 여러 課講 업무를 
한다. 1員은 文官이 겸했는데 현재는 없앴다. ○ 中宗 때 鄭
北窓이 醫藥에 뛰어나 조정에서 敎授로 추천했다. 出典 北
窓集 ○ 治腫敎授 1員. 從六品. 民庶의 瘡腫을 치료하며 45
개월이면 임기가 만료 된다. ○ 舊例에 따르면 內醫院과 典
醫監에서 교대로 임명하였는데, 乾隆辛巳年(1761) 이후 三
醫司에서 동일하게 교대로 임명하게 되었다. 出典 本署謄錄 
○ 訓導 1員. 正九品. 生徒와 醫女 교육을 담당한다. 康熙戊
戌年(1718)에 줄였다가 丁卯年(1747)에 복원, 乙亥年(1755)
에 재차 줄일 적에 散料만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
상 主簿, 敎授, 訓導는 30개월이면 임기만료이다. 薦望32)의 
으뜸이거나, 廳圈33), 取才 또는 勸獎廳34)에서 首位를 차지
하면 임명된다.35)

② 案

惠民署의 祿官職 중에 兼職인 提調를 제외하고, 遞兒職이 
아닌 久任官 자리는 主簿36)와 治腫敎授 둘 뿐이다. 遞兒職
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取才에 의해 자리가 바뀌는 자리
였다. 遞兒職이 醫官職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醫書 
講學 중심으로 의학 교육과 의술연마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실제 의술은 이론 뿐 아닌 術技에도 능할 필

요가 있으므로, 치료 경험 많은 이를 우대하고자 하는 보완
책으로 일부 직에 한해 久任官을 따로 두었다. 經國大典 
｢禮典｣에는 醫書를 모르지만 瘡腫과 惡疾 치료에 능한 자
를 무시험으로 敍用하는 규정도 있다.37) 이는 특히 治腫術
에 있어서는 기존 方書의 치법이 실제 효용 면에 큰 유효
를 가지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

治腫敎授의 임기가 정해진 시기는 본문에는 없으나, 受
敎集錄을 통해 1724년(景宗4)38)으로 확인된다. 治腫敎授는 
惠民署主簿와 같은 久任官이고 품계도 從六品으로 같지만, 
그 위상은 달랐다. 본문의 擬望條를 보면 治腫敎授는 主簿 
以上, 久任은 直長 이상으로 擬望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의 대상 官品이 더 높다. 治腫敎授 인선은 醫官職임에
도 禮曺가 아닌 吏曹 人事 행정으로 다루어졌다. 그 예로 
吏曹 인사기록인 政事冊39)에서 임기를 채운 治腫敎授에 
대한 인선의 사례가 네 차례 확인된다. 洪萬遇(1735년 6월 
13일 기사)40), 李漢彬41)(1768년 3월 11일 기사), 南維河42)
(1804년 7월 10일 기사), 安昌禧43)(1808년 5월 26일 기사).

惠局志와 經國大典의 惠民署 官制가 다른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惠民署參奉 職任은 조선 초부터 唐藥과 鄕
藥을 맡아 각기 2員씩 이었는데 唐藥을 맡은 參奉職이 散
料를 주기위한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惠民署에
서 취급하는 藥材 부족현상이 심화된 결과로 보인다.44) 백
성을 위한 鄕藥도 부족한 상황에서 고가인 唐藥을 맡은 職
任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17세기 이후 私的인 
藥契의 발달과 賣藥 가격의 상승은 兩醫司의 醫藥 공급에 

28) 祿試條에 관련 내용이 있다.
29) 위의 參奉과 活人署參奉. 活人署 官制에서 參奉과 醫員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惠民署 遞兒職 醫員이 活人署參奉이 되었다. 六典條例(1867

年)에도 이는 유지되어 惠民署 革罷시까지 이른다.
30)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 각사수교. 서울 : 청년사. 2002 : 58. 嘉靖三十二年三月初一日 單子 “取才付祿時 兩都目 司譯院觀象監惠民署律學

算學 定爲六朔仕日”
31) 임기 안에 교체되지 않았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왕의 윤허에 의해 바뀐다.
32) 관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33) 廳圈點. 관서에서 행하는 권점제
34) 勸獎條에 상세하다.
35) 이상은. 惠局志. p. 13-15 祿官職 부분의 완역이다. 페이지 수는 표지를 제외한 본문을 공면 포함하여 매김.
36) 經國大典에서는 直長과 主簿 중에 久任官 한 명을 두는 것으로, 惠局志는 主簿로 규정하고 있다. 惠民署 久任은 반드시 惠民署 主簿이나, 

惠民署 主簿가 곧 久任은 아니다. 取才 결과로 主簿 告身만 받은 경우나, 加設 主簿職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7) 醫員雖不解方書 能治瘡腫及諸惡疾成效最多者 一人 歲抄啓聞敍用
38)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 신보수교집록. 서울 : 청년사. 2000 : 31. 雍正甲辰承傳 중에 “觀象監敎授 吏學官 以 四十五朔 遷轉 治腫敎授 亦

依此例”
39) 1735년에서 1894년까지 吏曹에서의 인사행정일지. 해당 기간 중에도 일부 일실된 부분이 있다.
40) 內鍼醫로서 治腫敎授, 禮賓別提를 지냄. 朴, op. cit. p. 563. 政事冊 1권, p. 123. 본고에서 政事冊의 인용은 보경문화사에서 전 25권으로 간행

된 영인본의 권수와 면수이다.
41) 政事冊 2권, p. 252.
42) 1777년 醫科에 登科. 典醫監正, 治腫敎授, 察訪을 지냄. 朴, op. cit. p. 135. 政事冊 7권, p. 45 
43) 內鍼醫로서 治腫敎授, 掌樂院別提, 察訪을 지냄. 朴, op. cit. p. 242. 政事冊 8권, p. 129.
44) 承政院日記 1724년 10월 20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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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다.45) 둘째는 惠民署敎授의 文官 
겸직이 없어지고 醫官만으로 敎授職을 충원했다는 점이다. 
이는 醫官 종사자의 醫書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이전 시기에 
비해 높아졌다는 근거가 된다.

(2) 衛職條

衛職이란 원래 兵曹에 속한 五衛의 西班職인데, 散料를 
주기위한 자리로 활용되었다. 이 條에는 萬曆癸丑年(1613. 
光海 5) 提調 趙挺이 聰敏의 勸課를 위해 만든 從六品 副
司果 1員과 民庶瘡腫을 담당하는 治腫鍼醫를 위한 從九品 
副司勇 1員이 기록되었다. 治腫鍼醫는 본문 내용 중에 원래 
없다가 敎訓에 의해 생겼다고만 하였기에 開設시기를 특정
할 수는 없다.

(3) 外任條

外任條는 審藥, 兩都의 月令醫을 비롯해서 惠民署가 아닌 
관청에 파견되었던 醫官들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다. 내용 
일부가 逸失되었다.

① 審藥에 대한 내용과 분석

審藥은 從九品으로, 각 도로 파견되는 審藥을 諸道審藥이
라 하였다.

시기별로 총원에는 변동이 있는데, 당시 총원은 16員이
었다. 各道의 監營과 兵營에 1員 씩 있었는데 京畿道만 監
營에 있던 審藥이 康熙庚辰年(1700)에 혁파되고 없었다. 
京畿審藥은 임기가 일 년으로 짧았고 다른 審藥보다 후 순
위로 임명되었다. 審藥은 兩都目 取才의 순위에 따라 祿官 
다음으로 임명 되었고,46) 16개월이면 임기가 만료되었는
데, 濟州審藥만 康熙己丑年(1709)에 巡撫御使 李海朝의 書
啓에 의해 변경되어 임기가 2年이었다. 審藥이 瓜滿47)될 
경우에 典醫監과 惠民署에서 교대 없이, 순위에 따라 임명

했으나, 한 관청에만 많고 적게 되는 폐단이 있어서48), 乾
隆乙酉年(1754) 이후로는 月令醫員처럼 兩醫司 교대임명으
로 바뀌었다.

審藥은 藥材進上과 士庶軍兵의 治療가 업무였는데, 監營
審藥은 둘을 병행했지만 兵營審藥은 보통 軍兵의 치료 업
무만 하였다. 그러나 兵營審藥도 咸境 北兵營, 南兵營, 平安
의 3員은 監營審藥처럼 藥材進上을 했다. 이처럼 諸道審藥
의 업무는 惠局志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된다.

다음 표는 惠局志에 수록된 諸道 審藥의 분속 정원을 
정리한 것이다.(표 1)

구분 감영 병영 기타 정원 비고
洪忠 1 1 - 2
慶尙 1 2 - 3 左兵營, 右兵營
全羅 1 1 1 3 기타는 濟州
黃海 1 1 - 2
江原 1 - - 1
咸鏡 1 2 - 3 北兵營, 南兵營
平安 1 1 - 2
합계 7 8 1 16

표 1. 혜국지 수록 諸道審藥의 分屬 인원(員).

高宗朝 六典條例를 보면 審藥은 典醫監과 惠民署 等第
官生 중에 교대로 임명하는데, 元等第 30員은 監營으로 보
내고, 新等第 20員은 兵營으로 보냈다. 여기서 等第官生은 
等第49)한 醫官과 醫學生徒를 말한다. 元과 新의 구분이 정
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으나 醫科八世譜, 醫等第譜에 표기된 
元, 新, 陞이 等第와 관련된 순위임은 추측가능하다. 본문의 
祿試條를 보면 순위를 계산할 때 이전 祿職의 高下로 陞降
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陞”이란 표기를 해석해 볼 단서가 
있다. 六典條例에는 監營과 兵營 외에 統禦營과 統制營에
도 審藥이 파견되었는데 惠局志와 다르게 임기가 모두 
12朔(1년)이고 濟州審藥만 2년으로 동일하다.50)

45) 김성수. ｢조선후기 사적의료의 성장과 의업에 대한 인식전환｣. 의사학. 2009 ; 18(1) : 51-54.
46) 참봉까지 임명한 뒤 후순위로 審藥에 임명된다는 말
47) 임기를 채워서 만료(체직)되는 것
48) 舊例兩醫司 只以瓜滿次第分差 每有厚薄不均之弊. 김호는 이를 놓고 審藥이 체직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지방에 머물 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고 있다(김호, op. cit. p. 121), 金의 주장 자체는 옳지만, 이 구절은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에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49) 等第와 登第는 다르다. 等第는 科擧가 아닌 取才 등으로 出仕한 경우를 말한다.
50) 六典條例 6권. ｢禮典｣. 본 논고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원문자료 검색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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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兩都 月令, 救療官

經國大典 이후로 도성 근교의 요충지인 開城府와 江華
府에는 醫員 1員이 파견되었는데 당시 開城府 파견은 혁파
되었고, 江華府만 유지되었다. 이들은 藥材 진상 없이 軍兵 
치료가 업무였다. 이들을 江都와 松都의 月令이라 해서 兩
都月令이라 불 다. 1년 임기로 하여, 兩醫司에서 교대로 
파견되었고, 임명순위가 審藥보다 후순위였다. 統營은 임란
이후 三道水軍統制營이 있던 軍營으로 救療官 1員이 임명
되어 藥材進上과 士庶軍兵을 치료했다. 임기와 임명 방식은 
月令醫와 같다. 六典條例에서 江華府 月令은 統禦營審藥
으로 지칭되고, 統營救療官은 統制營審藥으로 불린다. 統禦
營은 仁祖朝 이후 현재의 江華郡 校洞에 위치했던 三道水
軍營이다.51) 兩都月令과 統營救療官은 시기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을 뿐, 審藥과 하는 일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③ 內局, 刑曹, 司憲府月令, 惠民署鍼醫

外任條의 뒷부분은 일실되었는데 內醫院 製藥官, 刑曹, 司
憲府 月令醫員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經國
大典｢禮典｣에서 審藥, 兩都月令, 統營救療官 다음의 순위
로 內醫院製藥官 등을 임명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52)

1867년 간행된 六典條例를 보면 衛職 2員이 惠民署鍼
醫와는 별도로 정원이 있으므로, 治腫鍼醫와 惠民署鍼醫는 
별개임을 알 수 있다. 惠民署鍼醫는 논자가 卞德圭, 全宅鼎, 
趙相郁, 崔井煥의 官歷53)에서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의관이다. 鍼醫 정원이 수록된 六
典條例 또한 高宗朝에 만들어졌고, 기존 법전에는 관련 내
용이 없으므로, 惠民署鍼醫 제도가 19세기에 처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4) 原籍條

내용이 전부 逸失되었으나, 본문 형식이 유사한 通文館
志에 原籍條가 남아 있어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

다. 通文館志에서는 院官總額이란 설명 아래 常士堂上, 前
啣官, 權知, 習讀官, 生徒, 漢學官, 預差生徒, 外方譯學生의 
총원과 제도변천을 기록하고 있다.54) 이들 중 惠民署에 해
당하는 것은 前啣官, 權知, 生徒, 外方醫學生이다.

(5) 官司條

제목과 내용 일부가 逸失. 惠民署 官衙에 있던 건물들의 
연혁과 위치에 대한 내용이다.

남아 있는 내용을 보면 公事門(1칸, 大廳 동남쪽 모서리, 
前啣廳 동쪽), 大門(1칸), 左右夾廊(2칸, 大門 좌우의 좁은 
길옆, 당시 여염집이 들어섬), 典賣聽(과거에 戶曹로부터 
은을 받아 唐藥材를 무역하던 곳. 지금은 廢. 廳은 3 칸. 방
이 1칸 반, 前啣聽 남쪽 大路 옆), 醫女廳(大門 안쪽 북방
에 위치. 尾家 3칸, 草家 3칸), 惠民樓(蓮池에 위치, 남쪽대
로의 북방, 壬亂이후 廢), 池(대청 서쪽, 東西로 1 칸 크
기), 基址, 直房55)(中部 瑞麟方에 위치)이 있다.

이상의 본문 내용을 통해 大廳, 前啣聽 내용이 일실되었음
을 알 수 있다. 褒貶條에서 현존 내용에 없는 祿官廳과 中
門이 기술되어 이 내용 또한 일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通
文館志 官司條를 보면 本院이라 하여 관청의 도성 내 위
치를 먼저 말하고, 大廳 이하56) 각 건물의 크기와 역사를 
설명하는데, 惠局志 또한 本院, 大廳 순으로 기재되었을 
것이다.

憲宗朝에 간행된 宮闕志를 보면 惠民署의 위치를 南部 
太平坊57)으로 기록할 뿐이고, 기타의 사료에서도 官衙 건
물의 규모나 상세한 내역은 전하지 않기에 官司條의 이러
한 기록은 더욱 의미가 있다.

2) 率屬

3조로 구성. 惠民署에 있던 의관 이외의 인력인 員役, 醫
女, 奴婢에 관한 내용이다. 醫女條 일부와 奴婢條 전부가 
일실되어 없다.

51) 六典條例 6卷. ｢禮典｣. 統制使와 統御使는 남해와 서해의 삼도수군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52) 이는 祿試條에서도 나온다.
53) 朴, op. cit.  p. 205, 407, 549, 503.
54) 김경문, 김지문. 국역 통문관지 1.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61-63. 여기서 常士堂上이란 堂上官이 된 院人이며, 權知는 前啣이 

아닌데 과거에 오른 자를 말한다.
55) 조회시간을 기다릴 때 관아별로 기다리는 곳
56) 김경문, 김지문. ibid. p.63.
57) 편자미상. 宮闕志. p. 157. 宮闕志는 규장각 소장 도서로 서울사료총서 제 3권으로 영인 간행되었다.



혜민서 관청지 惠局志 편제와 내용 연구

- 126 -

(1) 員役條

이 조는 당시 惠民署에 근무하던 이속과 하인에 대한 내
용이다. 18세기 惠民署의 員役에 대한 내용은 惠局志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書員58)(1人), 庫直(1名, 창고지기), 
分撥使令(3名, 使喚일 담당), 軍士(1名, 廢), 色丘59)(2名, 
兩提調에게 分差), 丘從(2명, 兩提調에게 分差), 貢人(공물
을 賣買, 無定數).

이후 高宗朝에는 庫直 1인, 使令 5명, 驅從 2명. 軍士 1
명으로 정원 변화가 있다.60) 여기서 수를 세는 단위가 직
종별로 다름을 알 수 있다. 醫官職은 員을, 書員, 生徒는 人
을, 庫直, 司令, 醫女는 名으로 센다. 조선시대에 員은 正職
에, 人은 雜職에, 名은 賤役을 셀 때 쓰는 단위였다. 實錄
에 보면 醫官에게 죄를 물을 때 강등시켜 庫直(廳直)이나 
書員(令史)로 강등시키는 사례가 나온다.61) 예를 들어 全
循義를 典醫監 廳直으로 邊漢山, 崔浥은 令史로 강등시키는
데, 書員이 庫直보다 職이 높기에, 首醫였던 全循義가 다른 
內醫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醫女條

처음에는 70명이었으나 乾隆庚午年(1750)에 30명을 줄
이고, 戊戌年(1766)에 9명을 더 줄여서, 당시는 31명이었
다. 醫女考講條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이 정원은 高宗朝까
지 이어진다.62) 그밖에 醫女의 담당업무와 醫女가 되는 대
상에 대해 나와 있고, 내용 일부는 일실되었다.

(3) 奴婢條

내용 전부 일실.

3) 考課

8조로 구성, 惠民署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祿官取才, 褒貶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入屬條는 전부 일실되었다.

(1) 入屬條

내용 전부 일실. 入屬이란 完薦을 거쳐 惠民署의 生徒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말한다. 惠局志의 저술시기가 다른 
기술아문 官廳志(司譯院志, 書雲觀志)의 저술시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그 入屬에 대한 수록 내용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논자는 이전 논문에서 기술관련 아문의 
生徒가 거치는 完薦, 入屬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63)

(2) 褒貶條

惠民署 관료의 근무성적을 매기고 그에 따라 포상과 징
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예식이 복잡
해 보이나, 提調 2員 외에는 堂上官등의 高官이 없는 六品
衙門이라 觀象監이나 司譯院에 비해 그 절차가 간소한 편
이다.64) 三品衙門인 典醫監이나 內醫院의 褒貶 절차는 惠
民署에 비해 복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褒貶의 절차는 다
음과 같다.

① 仕日單子의 초고 작성

매년 5월, 11월 25일에 祿官廳의 久任掌務官과 前啣聽의 
行首官이 有司가 되어 현직 祿官과 前啣官의 근무일을 기
록한 책자 두 件을 만들어서, 署한 뒤에 祿官廳과 前啣廳에 
두었다.

② 仕日單子의 正書

仕色官65)이 이를 正書하여 單子 10件을 작성했다. 兩提
調에게 1건씩, 惠民署 보관용 2건, 殿最66)用 1건. 이상은 

58)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이속
59) 하인 우두머리, 丘從은 그냥 하인
60) 六典條例 6卷. ｢禮典｣
61) 단종즉위년, 5월 18일 기사
62) 六典條例 6卷. ｢禮典｣ 醫女 31名
63) 박훈평. ｢19世紀 後半 典醫監 醫學生徒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 ; 26(1) : 4-5. 국왕이 관료를 임명함에 대간의 심사를 거치는 

暑經의 예에 따라 完薦試도 피천자가 친가와 외가의 四祖(결혼한 경우는 처가 포함)에 관한 문서를 祿官廳에 제공하고 회의를 거쳐 가부를 결
정하였다. 완천에 합격한 이후에는 시험을 거쳐 그 성적의 상하로 생도에 결원이 생기는 대로 충당하였다.

64) 성주덕. op. cit. p. 51-55.
65) 供任條에 나온다.
66)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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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紙 半折로 작성, 禮曺 네 件은 厚紙 全張으로 작성, 御覽
用 1건은 楮注紙 全張으로 작성하였다.

③ 提調內亶坐起

6월, 12월 1일에 祿官廳의 任官이 單子 2건을 兩提調에
게 올려서 坐起67)하게 했다. 提調 1명이 없을 때에는 禮曺에 
有故를 보고하는데, 둘 다 없으면 褒貶을 設行하지 않았다.

④ 當日請坐68)

祿官은 가운데 종렬로 있고, 前啣이 그 다음으로 자리 잡
는데 取才 때와 동일했다. 提調가 출근하면 祿官은 中門 안
에서, 書員은 大門 밖에서, 醫女는 大門 안에서 맞아들였다.

⑤ 相見禮

재배하여 相見禮하고 提調는 의자로 나아가는데, 書員은 
惠民署에 있던 單子를(提調의)書案 위에 바쳤다.

⑥ 公私禮의 순서와 절차

參上官은 계단아래 南庭에서 北面을 한 채 순서대로 서
고, 參下官은 東庭에서 西面을 한 채 순서대로 섰다.

書員은 줄 앞에서 提調 앞까지 나아가, 公禮가 준비되면 
公禮를 請謁하고, 私禮가 준비되면 私禮를 請謁하는데, 南
庭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줄 앞에서 廳上까지 인도했다.

公禮는 公服을 입은 提調가 의자에 앉으면, 公服을 입은 
祿官과 前啣官이 再拜하는 禮이다. 私禮란 평복을 입은 提
調가 의자에 앉으면, 祿官과 前啣 역시 평복을 한 채로 單
拜를 행했다.

參上官은 기둥 안쪽에서, 參下官은 기둥 바깥에서 禮를 
행했다. 그 뒤 물러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 처음 순서대로 
섰다. 軍職과 前啣은 같이 서고, 分差員 역시 끝에 섰다. 生
徒는 모두 巾을 쓰고 계단 위에서 行禮하는데, 訓導는 참석
자와 비참석자를 미리 적어두었다. 書員은 앞에서, 庫子는 

뒤에서 하는데 둘 다 계단 아래에서 行禮했다. 醫女는 머리
를 묶고, 書員이 부르면 뜰에서 行禮하는데, 分差醫女도 참
여했다. 貢人도 뜰에서 行禮했다.

⑦ 提調封書

經國大典에 京官은 30일, 外官은 50일을 근무해야 等
第를 허락한다고 했다. 不仕者와 비참석자, 말미를 받았으나 
기한을 넘긴 자(受由過限者)는 사안에 따라 殿最하고, 두 提
調는 직접 署押하고 봉했다. 年少聰敏과 將來醫女69)는 考
講에 근거하여 勤慢을 판단했다.

⑧ 提調親呈同參

褒貶 날에 提調는 老病이 아닌 한 친히 참석해야 했다. 
祿官은 봉해진 單子를 提調에게서 받아, 褒貶 參謁70) 후에 
掌務官이 禮曺의 堂上에게 올렸다. 조선시대 京官의 褒貶은 
해당 관청의 堂上官과 提調가 屬曺의 당상관과 상의해서 
포폄을 하였다. 惠民署는 당상관이 없고, 屬曺가 禮曺이므
로 혜민서 제조는 예조의 당상관과 상의해서 포폄하였다. 

⑨ 等第의 기록 

等第는 御覽單子에 上中下로 기록되었다. 提調는 禮曺 單
子에도 殿最해두었다. 惠局志 당시는 中下의 경우 褒貶題
目을 따로 적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후 正祖 9年에 다
른 관청처럼 上中下 옆에 題目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
식으로 바뀌었다.71)

⑩ 等第 등급에 따른 褒貶

入啓 후에 掌務官은 惠民署等第, 各道審藥, 兩都月令에 
대한 等第기록을 謄書하여 提調에게 올렸다. 居下72)한 자
나 연달아 居中한 자는 醫籍에서 빼고, 經國大典에서 2년 
동안 取才를 不許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2년 동안 敍用하지 
않았다. 또한 居中한 자는 현직보다 높은 벼슬(右職)에 敍

67) 관청의 장관이나 당상관이 출근하여 정무를 처리하는 일
68) 請坐.란 해당 관서 장관에게 출석을 청하는 것
69) 醫女考講條에 상세하다.
70) 參謁은 각사의 벼슬아치가 포폄 시에 으뜸벼슬아치를 뵙는 일. 앞의 公私禮
71) 日省錄 1785.12.15일 기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
72) 考課에서 근무성적이 하등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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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물을 사면하는 蕩滌이 이루어지면 
관계없었다.

(3) 祿試條

褒貶이 끝난 뒤 행해지는 惠民署의 祿取才의 절차와 그 
후 祿官 임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① 祿試의 일시와 대상

매년 6월, 12월 15일. 褒貶이 이루어진 뒤에 前啣廳은 
응시인원을 開錄하였는데, 6개월 근무를 채운 이가 대상이
었다. 이외에도 諸道審藥 중에 6, 12월 10일 이전에 체직
되어 현직이 아닌 이, 生徒 중에 등급을 뛰어넘어 入屬한 
이도 대상이었다.

祿官 중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掌務官이 그 單子를 받아 
매 철마다 연달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고73), 久任, 敎授, 
訓導, 鍼醫, 諸司藥房과 鍼醫, 統營救療官, 兩都月令, 內局과 
刑曹와 司憲府 月令은 功의 유무에 상관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인원명부를 祿官廳으로 보내면, 祿官聽은 살피고 나
서, 提調에게 正書로 써서 두 건을 보냈다.

② 祿試의 시험과목

禮曺 堂上과 提調가 같이 자리에 앉으면 시험을 시작했
다. 계절에 따라 시험과목이 달랐다. 春夏에는 4종인데, 纂
圖, 素問(上六卷), 東垣十書, 直指方이고, 秋冬은 4
종인데 銅人經, 素問(下六卷), 大觀本草, 醫學正傳
이었다. 주로 책을 펴두고 풀이하는 臨講이었는데 纂圖와 
銅人經의 경우는 암송하는 背講이었다. 纂圖의 경우 50
살 이상이면 臨講으로 볼 수 있었다. 素問을 가장 중요하
게 여겨서 纂圖, 銅人經 시험의 경우 素問으로 대신

하여 치를 수 있었고, 背講하면 別給을 주었다. 惠局志의 
내용은 英祖朝 續大典(1746年)과 大典通編(1784年)에 
기록된 규정과 일치한다.74)

高宗朝 大典會通(1865年)에는 醫學入門 背講이 醫
科 과목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으며, 六典條例(1867年)
를 보면 秋冬 祿試에 銅人經 대신 醫學入門 背講이 이루
어지는 변화를 볼 수 있다. 18세기 勸獎聽75)에서만 이루어
지던 醫學入門 교육이 이후 점차 확대된 것이다. 그렇다면 
醫學入門 背講이 언제부터 醫科 시험에 들어갔을까. 이는 
承政院日記에 정확한 시점이 나온다. 1831년 8월 30일 
기사에 判中樞 李羲甲이 甲午式年試(1834年) 初試부터 醫
學入門을 纂圖와 아울러 背講하자는 의견을 내고 純祖
는 이를 허락하였다.76)

③ 計畫하는 방법

당일에 千字文으로 추첨통을 만든 다음, 시험문구를 뽑게 
하였다. 背講과 臨講시에 각기 행해졌다. 응시생이 시험을 
치르면 둥근 나무(栍)에 通, 略, 粗, 不字를 1자씩 쓰고 講
의 성적에 따라 주고, 計畫(획수를 셈함)하게 하였다.

大畫을 셀 적에 下栍을 따르게 되면 2通, 1略일 때에 略
이 되고, 1通, 1略, 1粗라면 粗가 된다. 이는 평균점수가 높
기보다는, 못하는 과목이 없어야 유리한 방식이다.惠局志
는 法典에서는 下栍을 따른다고 했지만 經國大典註解77)
에 의거하여 中栍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에도 下栍
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書雲觀志를 보면 종종 
下를 따르지 않는 사례78)가 따로 언급되며, 惠局志의 설
명은 더 나아가 從中栍하는 것으로도 본다.

栍畫은 通은 2分, 1略은 1分, 1粗는 半分, 不는 無分으로 
세는데, 예를 들어 1通, 1粗, 1不이면 2分半. 1略, 1粗, 1不
이면 1分半으로 센다. 計畫할 때는 大畫, 6개월 임기를 채
웠는가 여부, 栍畫, 근무지가 얼마나 멀었는가, 祿職의 高下

73) 김경문, 김지문. op. cit. p. 80. 매철 연달아 取才에 응시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이유로 新恩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
74) 續大典 卷3, ｢禮典｣ “纂圖, 銅人 (背講), 素門, 東垣十書, 直指方, 本草, 醫學正傳, 經國大典(臨講)” 법전 원문은 규장각의 원문 자료 검색을 

이용했다.
75) 勸獎條에 상세하다.
76)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검색. 羲甲曰, 臣方待罪於醫監提調, 而醫科講冊中, 合有變通者, 故敢此仰達矣. 醫學科講冊

銅人經背誦, 其來已久, 而鍼灸·湯液, 分爲二岐之後, 銅人經, 雖不當偏廢, 亦不必專尙, 而若夫醫書中所謂醫學入門, 實是醫家之集成, 後學之指南也. 
凡以扁·和術爲學者, 着工於是, 得力於是, 然後始克行其術, 緊切於醫學, 莫是書若, 謹按通編雜科條, 醫科講書本爲十一冊, 而今則爲八冊, 譯科·陰陽
科·律科諸學之講冊, 亦多有隨時釐革者, 增删變通, 其例不一. 臣意則自來甲午式醫科初試爲始, 醫學入門與纂圖同爲背講, 同人經[銅人經]則以面講爲
之, 定以九冊, 永爲施行, 其在勸課之方, 誠爲懋實之道, 而事係科制變通, 下詢大臣處之, 何如? 上曰, 依爲之. 동일한 내용이 같은 날짜의 實錄 
기사에도 나온다. 勸獎條의 내용은 醫學入門이 醫科 과목이 되기 이전에 국가 醫官 교육에 활용되었다는 근거가 된다. 

77) 경국대전의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해석한 책. 1554년 완성
78) 성주덕. 서운관지.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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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 降에 붙이고, 낮으면 陞에 붙임)순으로 따진다.

④ 祿試 결과에 따른 差送

점수가 높은 사람을 먼저 祿官(直長 이하 여덟 자리)에 
임용하고, 그 다음은 審藥으로, 그 다음은 兩都月令과 統營
救療官으로, 그 다음은 都預差79)로, 그 다음은 內局, 刑曹, 司
憲府月令으로 임명했다. 經國大典｢禮典｣에도 이 내용이 나
오는데, 都預差는 따로 두지 않았다. 임명 시에 薦이 없으면 
단지 望에 의해서도 임명되었다. 京外月令은 6개월 미만 근
무자에서 임명하는데, 하루라도 병을 치료하는 일을 했던 
자여야 했고, 外司 藥房이나 鍼醫는 回試에 합격하지 못한 
자 이하로 임명하는데, 鍼醫는 藥房 이하에게 맡겼다. 점수
가 같을 경우 綠職의 高下로서 순위를 매겼다. 예를 들어 
먼저 憲府, 그 다음은 刑曹, 그 다음은 內局, 그 다음은 統
營, 그 다음은 江都, 그 다음은 松都이다. 生徒는 入屬의 先
後로서 점수가 같을 경우 순위를 매겼다. 生徒가 비록 점수가 
마땅하더라도 統營, 兩都, 外京司에는 임명하지 않았다. 두 번 
직분을 가진 동안 처음 審藥에 임명된 자, 두 번 祿官이 된 자, 
네 차례 首位에 오른 年少聰敏, 두 번 鍼醫 임기를 마친 자, 
아울러 許通하여 거듭 재직한 자는(醫科가 아닌) 다른 科에 
종사할 수 없었다.

임명이 끝난 이후에는 公私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자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6월과 12월 10일 이전에 京外職 궐원이 
생기면 都預差를 승진시켜 임명하였다. 外任 재직 중에 죽
으면 陞職하고, 장계나 褒貶에 의해 파직된 자는 임명을 허
락하지 않으며 취재 순위 끝에 붙였다.

(4) 聰敏條

年少聰敏은 惠民署 뿐 아니라 司譯院, 觀象監등의 여러 
기술관련 衙門에 있던 제도였다. 參下, 前啣, 生徒 중에 합
당한 사람을 廳에서 從論, 圈點望에 의해 임명하였다. 萬曆
癸丑(1613年)에 10員을 두었고, 1766年에 5員을 늘렸다. 考
講은 일 년에 네 번, 製述은 일 년에 두 번 행해졌는데 講
冊은 祿試에서 쓰는 것과 동일했다. 考講의 우수자는 司果80)
에 붙이는 등의 시상을 했다.

(5) 勸奬條

勸獎聽의 정원은 15員. 처음에는 參上과 聰敏을 대상으로 
하다가 후에 參上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바뀌었다. 醫學
入門 30句를 매달 암송 했고, 봄에는 醫學正傳, 여름에는 
原病式, 가을과 겨울에는 東垣十書를 考講했다. 우수자
는 시상했다.

(6) 生徒考講條

두 번 나누어 考講했고 매번 8명을 물품으로 시상했다.

(7) 醫女考講條

將來醫女는 처음에 15명이었고, 乾隆庚午年(1750년)에 
3명을 줄이고, 戊戌年(1778年)에 한 명을 줄였다. 敎授와 
訓導가 나누어서 銅人經, 纂圖脈을 교육하였고, 考講에
서 우등한 네 사람에게는 상으로 戶曹에서 나온 料布가 주
어졌다. 이 때 銅人經의 百會穴까지 纂圖脈의 肝臟까지 
외울 수 있어야 料布를 받았다. 醫女 중에 어리고 총명한 
15인을 택해서, 敎授와 訓導가 엄하게 교육시켜 成才하면 
內醫院으로 승진시켜 入屬시켰다. 醫女가 內局醫女와 惠民
署醫女로 구분된 것은 續大典 이후이며 惠局志의 醫女 
구분 또한 동일하다.

(8) 遷轉條

遷轉이란 근무일수를 채운 관리를 다른 직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醫學習讀官과 治腫敎授, 三醫司 醫官의 東班
職 제수에 대한 내용이다. 經國大典과 各司受敎에 있는 
내용 외에 특별한 것은 없다.

4) 式例

8조로 구성. 이전부터 있어온 전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惠民署 의관들의 실제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자료로는 규장각에 內醫院式例가 
남아있다.

79) 도예차. 결원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예비로 뽑아 놓음.
80) 衛職條에 관련 내용이 있다.



혜민서 관청지 惠局志 편제와 내용 연구

- 130 -

(1) 入直條

入直하는 날수에 대한 설명이다. 舊禮에는 주간에는 쉬고 
야간에만 直하는 것이었는데 乾隆庚寅年(1770)에 주야를 
서는 것으로 바뀌었다.

做度란 연속으로 숙직하는 날의 한도인데, 새로 벼슬한 
사람(新來者)이 연속으로 15일이고 기존에 벼슬하던 사람
(重來者)은 연속으로 5일이다. 吏曹正郞이 입직하면 主簿가 
3일 동안 입직했다.

(2) 分差條

外任條의 뒷부분이 일실되어 정원을 알 수 없었던 分差
醫員들의 정원과 업무를 이 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東西 活人署參奉. 처음에는 주야로 근무했는데 乾隆庚寅
年(1770年)에 傳敎에 의해 바뀌었다.

內局月令은 2員으로 內醫院 製藥 업무를 담당. 刑曹月令
은 1員으로 罪囚치료를 담당. 司憲府月令은 1員으로 司憲府
와 司諫院에서 간병과 製藥업무를 담당한다. 高宗朝 六典
條例에도 이 들 의관의 정원은 유지된다. 차이점이라면 鍼
醫 1員이 따로 있고, 司憲府月令은 掌務官이 兼職한다고 되
어있다.81)

이밖에 宗親部藥房은 2員. 忠勳府藥房 1員, 中樞部藥房 
1員, 都總部藥房 1員(減), 禮曺藥房 1員(舊禮에는 六曹에 
藥房이 모두 있었으나 減), 耆老所藥房 1員, 訓練都監, 御營
廳, 禁衛營은 藥房과 鍼醫 各 1員, 守禦廳藥房 1員(減), 摠
戎廳藥房 1員(減)이 分差로 나온다. 康熙庚申(1708)에 兩醫
司 의관이 상소하여 各衙門의 藥房은 兩醫司의 時任人員이 
分差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甲申年에 五上司(宗親部 등) 藥
房은 兩醫司 의원으로 임명하고, 軍門의 藥房은 軍門 스스
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 供仕條

임시로 맡게 되거나 파견되는 직무에 관한 내용이다. 使
臣救療官은 時任人員 중에 처음 職을 받은 때로부터 계산
해서 가장 오래된 자 一員을 兩醫司에서 교대로 임명한다. 
그 외에 使行醫員, 軍兵救療官, 勅使問質官, 伴送使救療官, 
外方別科救療官, 推鞫救療官, 兵曹習陣救療官등이 열거되는

데 명칭에서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의원이 아
닌 단순히 관원으로서 各司入直, 各陵入直, 各司進排등의 
일에도 差送되었다. 일반적으로 兩醫司에서 교대로 임명되
는데 義禁府 月令은 여름과 겨울에는 惠民署에서, 봄가을엔 
典醫監에서 파견되었고, 檢屍官의 경우 初檢은 惠民署에서 
覆檢은 典醫監에서 맡는 식으로 특별한 교대 방식을 지닌 
경우도 있다. 惠民署만 해당되는 임시관원으로는 唐藥看品
官(參奉 2員), 使色官(글 잘 쓰는 2員을 택해 褒貶單子를 
베껴 쓰게 한다. 당시 1員 減)이 있다.

(4) 擬望條

擬望하는 대상과 규칙에 대한 내용이다. 久任은 直長 이
상만, 敎授는 奉事 이상만, 訓導는 參奉 이상만, 治腫敎授는 
主簿 이상만 해당되었다. 이미 재직했던 員은 品階에 따라 
아울러 擬望하고, 鍼醫는 前啣과 재직하지 않은 이를 아울
러 擬望했다. 惠民署久任(主簿), 惠民署敎授, 治腫敎授가 같
은 從6品이지만 擬望의 대상으로 볼 때 다소 지위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賻助條

大同契가 있어서 賻助한다는 내용이다.

(6) 該用文狀條

惠民署의 각종 공문서 서식이 실려 있는 조이다. 啓本式, 
啓目式, 薦狀式, 草記式, 牒呈式, 平關式, 立案式, 帖式, 褒
貶單子式이 10개의 서식이 실려 있다.

(7) 書籍條

惠民署에 소장 중이던 서책의 목록이다. 현재 전하지 않는 
문헌이 많고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서책도 있다.

① 醫書類

○ 銅人經 5帙, 纂圖脈 4帙, 醫學正傳 4帙, 大觀
本草 4帙, 素問 5帙, 直指方 5帙, 東垣十書 10帙. 東

81) 六典條例 6卷. ｢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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垣十書는 乾隆乙酉年(1765)에 活字로 印出. 
案 : 取才와 講學에 활용한 8종. 續大典(1746)에 기록

된 醫科 과목과도 일치한다. 惠局志의 重修者가 東垣十
書에 대해 細註를 따로 넣은 까닭은 이 책이 저자 생존 
당시(1765년)에 惠民署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② 先生案類

○ 提調先生案 1本(久任所 內), 前啣先生案 1本(前啣廳 
內), 任官先生案 1本, 祿官先生案 3本, 出身案 1本, 前啣都案 
1本(以上은 久任所 內), 生徒案 4本(前啣廳과 久任所에 分在)

案 : 祿官이나 生徒의 명단이다. 先生案이 다양한 내용으
로 만들어지고 주기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典醫
監 또한 이런 類의 先生案을 다수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典醫監의 前啣生徒案 1冊 外에 현재 전하는 다른 兩醫司 
先生案 문헌은 알려진 바 없다. 

③ 帳簿, 謄錄類

○ 大任冊 2本(前啣廳과 久任所에 在), 功勞冊 1本, 軍兵
救療置簿冊 1本, 謄錄 3本, 惠局志 2件(乾隆戊戌年 新敎. 
前啣廳과 久任所에 在). 奴婢案 1本, 藥田案 1本, 貢案 1本
(久任所에 在)

案 : 惠局志만 寫本이 전하고 모두 未傳한다. 본문 내
용 중에 典醫監謄錄이 나오는데 이 외에도 전의감 또한 
다양한 장부와 등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82)

(8) 什物條 

○ 印信(乾隆癸未 1763년에 새로 주조), 國忌板 1, 衙門
題額 1, 堨板 1, 銅人經 上下卷 板子 73, 纂圖 4권 板
子 127立(官庫에 在)

案 : 銅人經과 纂圖脈의 冊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徐有榘 등이 正祖의 命으로 1796년에 편찬한 冊版目錄
이 縷板考이다. 縷板考』卷四 ｢醫家類｣83)에서 纂圖脈
訣四卷과 銅人鍼灸經』五卷의 冊版이 惠民署 藏印으로 
기록되어있다. 惠局志에서는 板子數를 기록하고 縷板考
는 한 부를 간행하는데 소용되는 紙數를 기록하는 차이가 
있다. 惠局志의 重修가 1778년에 이루어졌으므로, 縷板

考에서 惠民署 所藏으로 기록된 冊版은 惠局志의 冊版
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縷板考에 纂圖脈訣은 宣祖辛
巳年(1581)에 內醫院僉正 許浚이 訂注했다고 되어있다. 惠
民署藏板 纂圖脈訣은 1612년에 訓練都監活字로 간행된 
木版本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책판이 惠民署에
서 복각한 판본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內醫院 訓鍊都監活
字本을 보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현존하는 여러 
纂圖脈訣 목판본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 규명될 
것이다.

5) 支供

5조로 구성. 支供이란 官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惠民署 필요 물품이 어떻게 공급
되는 가에 대한 내용이다.

(1) 藥田條

당시 東部 建德坊에 한 곳, 高陽 富原面에 두 곳 이렇게 
세 곳의 藥田이 있었다. 藥田이란 명칭에서 단순히 약재를 
재배하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보다는 관청의 수입
을 거두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였다. 본문의 書籍條에 
나온 藥田案은 이에 대한 내용이었다.

(2) 貢物條

各道에서 惠民署에 貢物로 進上하는 약재의 종류와 수량
에 대한 내용이다.

(3) 進排條

大殿, 中宮殿, 世子宮, 大君房 등에서 쓰이는 약재의 수
량과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각 放의 進排는 1, 3, 4, 6, 7, 
9, 10, 12월은 惠民署에서 進排하고 2, 5, 8, 11월은 典醫
監에서 進排했다. 通信使行중에 쓰는 약재는 兩醫司가 반씩 
부담했고, 東西活人署의 경우 大柴胡湯, 陳艾는 惠民署에서, 
淸心元, 蔥合元, 平胃散, 升摩葛根湯, 九味羌活湯은 典醫監
에서 부담했다. 京外救療官이 파견될 적에는 兩醫司에선 약
재가 아닌 구료 약값으로 쌀을 내어놓고, 草藥은 貢人이 進

82) 沿革 官制條에 惠民署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출전으로 典醫監謄錄이 나온다. 현재 未傳이다.
83) 규장각의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에서 縷板考원문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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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했다. 참고로 惠民署가 各司에 進排한 약재 관련 자료 중
에 宗親府가 펴낸 謄錄이 현존한다.84)

(4) 應役條

여기서는 役을 지울 때의 소용되는 비용과 그에 대한 부
담 주체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湯液使令이 바깥 출장을 할 
때(親鞫, 勅使)에는 鹿茸을 담당하는 貢人이 그 소용되는 
비용을 내었다.

(5) 經費條

惠民署의 모든 經費는 久任所에서 주관했다.

Ⅲ. 결론

논자는 惠局志의 간행이력을 살피고 편제 순서에 따라 
본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논자는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惠局志는 18세기 惠民署의 실제 운영과 규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1차 자료이다. 主簿, 直長 등 
祿官의 담당업무(官制條), 惠民署 官衙 건물들(官司條), 褒
貶 과정(褒貶條), 取才 과정(祿試條), 藥田의 운영(藥田條) 
등은 惠局志에만 상세하게 남아있다. 

둘째, 惠局志와 조선시대 다른 法典과의 비교연구를 통
해 惠民署뿐 아니라 典醫監 관련 제도의 변천추이를 살펴
보는데 유익하다. 1746년 간행된 續大典과 1785년 간행
된 大典通編의 편찬 시기는 惠局志의 저술연대와 동시
대로 兩 법전의 惠民署 규정을 더욱 소상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惠民署는 典醫監과 공통으로 행하는 업무
가 많아서, 당시 典醫監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셋째, 18세기 朝鮮의 의료에서 이루어지던 변화의 과도
기적인 여러 면을 볼 수 있다. 먼저 朝鮮中期까지 교과서로 

사용되지 않던 醫學入門의 활용영역이 점차 넓어져가는 
양상이 확인된다. 1778年에 惠局志가 쓰인 당시만 해도 
惠民署 書庫에 醫學入門이 없었고, 取才와 生徒考講에도 
활용되지 못했으며, 단지 勸獎廳에서만 쓰였다. 이후 純祖 
때에 이르러 完營 등에서 간행되고 1834年에는 醫科 初試
에 정식으로 背講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唐藥을 맡
은 參奉職이 散料를 주기위한 자리로 변화되는 점은 惠民
署에서 취급하는 藥材 부족현상을 짐작하게 한다. 그 밖에
도 惠民署 敎授職의 文官織 兼職 폐지를 통해 醫官 종사자
의 醫書 해득에 대한 수준 향상을 살필 수도 있다.

넷째, 惠局志는 書誌學 연구에 활용될만한 자료가 수록
되어있다. 書籍條의 惠民署 소장 書冊과 본문에 출전으로 
기록된 문헌들85)은 향후 兩醫司 간행 문헌이 발굴될 때에 
서지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什物條의 銅人經과 纂圖
脈의 冊版 관련 내용은 縷板考의 기록을 서로 보완하는 
면이 있다. 특히 惠民署藏板 纂圖脈訣은 訓鍊都監本의 復
刻일 가능성이 있어 현존 纂圖脈訣 木版本들에 대한 비
교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고문헌

1. 김경문, 김지문. 국역 통문관지. 서울 :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1998.

2. 朴薰平. 조선의인지.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3. 성주덕. 국역 서운관지.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4.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 : 가서원. 1988.
5. 이우성. 瘡疹集, 太醫院先生案.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7.
6. 吏曺. 政事冊권 1-25. 서울 : 보경문화사. 1990.
7. 편자미상. 궁궐지. 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7.
8.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 각사수교. 서울 : 청년사. 2002. 
9.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 신보수교집록. 서울 : 청년사. 

2000.
10. 김성수. ｢조선후기 사적의료의 성장과 의업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2009 ; 18(1) : 43-68.
11. 김양수, 안상우. ｢조선후기 의관집안의 활동｣. 동방학지. 

84) 藥房謄錄. 국사편찬위원회가 영인 간행한 각사등록 58에 수록되어있다. 
85) 예를 들어 典醫監謄錄



한국의사학회지 27권 1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7, No. 1

- 133 -

2006 ; 136 : 37-90. 
12. 김호. ｢정조대의 의료정책과 제중신편의 간행｣. 한국의

사학회지. 1999 ; 12(2) : 117-145. 
13. 박인순. ｢혜민서연구 : 연혁 및 관제를 중심으로｣. 복지

행정논총. 2010 ; 20(1) : 49-70.
14. 박인순. ｢혜민서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 의약수급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2011 ; 21(1) : 147-165.
15.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 ; 26(1) : 1-8.
16. 안상우. ｢내의원선생안 편찬고｣. 서지학연구. 2013 ; 

56 : 439-473.
17. 한대희. ｢조선시대 전기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 경

산대학교 대학원. 1996.
18. 허경진. ｢곡청사고를 통해 본 의원 이현양의 글쓰기｣. 

의사학. 2008 ; 17(2) : 177-189.
19.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2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2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 

snu.ac.kr)
2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자료센터(http://royal.kostma.net)
2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 

people.aks.ac.kr)
2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DB(http://jisik.kiom. 

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