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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Cheoljong was the twenty-fifth King in the Joseon Dynasty. He did not live a comfortable royal life in his childhood. He succeeded 

to the crown in the age of 19 after a series of poor days in Ganghwado. During his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the noble class with 

power interfered with his control in almost every issue, so he could not manage his authority as a ruler. His disease history is hardly 

included in Formal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 ) which is the prime governmental document, however, some of his 
disease history appear in Records of the Diaries of the Kings of Joseon(日省 ).
The primary disease of King Cheoljong was nausea-vomiting, indigestion, diarrhea etc. caused by spleen-stomach weakness. Another 

main illness was phlegm syndrome. He showed symptoms of coughs, asthma, sputum, and he easily caught cold having a weak health 

condition. He died at 33 and cause of death was unclear with remaining documents. Just small chances are that the cause was lung 

tuberculosis.

He took a large amount of herbal medicine in his life, which was for curing or toning up his body. Tonifying medicinal herbs were used 

continuously, and curing herbal medicine was used for spleen-stomach weakness, phlegm syndrome and cold treatment.

Treatments of acupuncture and moxa rarely appear in th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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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철종의 이름은 변(昪), 초명은 원범(元範), 자는 도승(道
升), 호는 용재(大勇齋)로 1831년 전계 원군(全溪大院
君) 광(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
원군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서자인 은언군(恩彦君)의 아
들이었으나, 일족이 역모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에 연루되어 왕족으로서의 관작과 특권을 모두 박탈당하고 
강화도에 귀양가서 어렵게 살았다.

1849년, 헌종(憲宗)이 후사 없이 죽자 철종은 순원왕후
(純元王后)의 명으로 강화도에서 입되어 19세의 나이로 
조선조 제25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는 선왕인 헌종의 숙
부 항렬이었으며, 선 의 불미스런 사건 등으로 왕실의 
통을 잇기에는 문제가 많았으나, 조의 유일한 혈손이란 
명분으로 왕위에 추 되었다. 이는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장
기집권 책략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철종이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왕 비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
고, 1851년(철종 2년) 9월에는 왕 비의 친족 김문근(金
汶根)의 딸(明純王后)과 결혼하게 된다. 

이로써 순조 때 시작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는 더욱 확
고하게 되었으며, 철종의 친정(1852년) 이후에도 정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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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여전히 안동김씨의 일족이 좌우하 다. 이 때문에 매
관매직이 성행하여 탐관오리가 수탈을 일삼았고, 삼정(三
政)의 문란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결
국 1862년(철종 13년) 봄 진주민란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민란과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조정에서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민란의 원인이 된 삼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난국 수습에 힘썼다. 그러나 세도정치
의 폐해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개혁에 한계가 있었고 불안
한 사회현상이 지속되면서 민심의 동요가 심해지기 시작한
다. 이런 상황 하에 최제우(崔濟愚)가 동학(東學)을 창도하
자 민심이 급속히 기울면서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다. 이에 조정에서는 1863년 11월에 그를 체포하여 다음 
해 3월 사도난정(邪道亂正)의 죄목으로 처형한다1). 철종은 
이러한 왕조 말기의 혼란기에 세도정치의 위세에 눌려 자
신의 의지를 펴보지도 못하고 33살의 젊은 인생을 마감한 
불행한 임금이었다. 

저자는 그간 조선왕조 역  임금들의 질병과 치료에 관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광
범위한 의학사 연구분야 가운데 질병사 연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일반 역사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유발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적 질병사에 국한되지 
않고 당  의학의 실상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임금들의 질병과 치
료기록은 역사기록 중에 비교적 구체적이며 자세한 개인적 
병력을 기술하고 있고 당  최고의 의료수혜를 받았을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철종은 재위 14년만에 창덕궁(昌德宮)의 조전(大造殿)
에서 33세를 일기로 옹주(翁主) 1명을 남기고 사망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일성록

(日省錄) 등의 사료를 중심으로 철종의 질병과 치료에 
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철종의 질병과 치료

헌종이 재위 15년 만인 1849년 6월 6일, 23세를 일기로 
사망하자2) 같은 날 왕 비의 전교로 철종이 종사를 이을 
인물로 선택된다. 철종은 서울로 봉 된 후, 6월 8일 덕완
군(德完君)에 봉해지고, 이튿날 관례(冠禮)를 행한 후 인정
문(仁政門)에서 즉위하 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철종의 질병관련 기록이 거의 나
오질 않는다. 본고(本稿)에서는 일성록(日省錄)3)의 기록
을 중심으로 철종의 질병과 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철종의 약물 복용 기록은 즉위 이듬해인 1850년 1월 20
일에 처음으로 나온다4). 당시 20세의 젊은 나이 던 철종
은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을 복용하기 시작한다. 약 열흘 
뒤인 2월 10일에 들어와 가미지황탕의 복용을 잠시 정지했
다가5), 열흘 뒤에 다시 복용을 재개한다6). 그리고 약 15일 
뒤인 3월 5일에 또 다시 가미지황탕의 복용을 정지하 으
며7), 20일 뒤인 3월 25일에는 가미지황탕을 다시 들이라 
명하면서 먼저 향사이진탕(香砂二陳湯)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8).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은 원래 위화(胃火)나 신음허(腎
陰虛), 혈기부족(氣血不足) 등으로 잇몸이 붓고 피나 고름
이 나오는 牙宣을 치료하는 것으로9) 이전에 純祖의 종기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던 처방이다10). 그러

1) 다음 세 자료를 참조함. (국사 사전 편찬위원회, 國史大事典, 서울, 교육도서, 1988, pp. 1399-1400.) (朝鮮王朝實錄 哲宗實錄總序 http:// 
sillok.history.go.kr) (朝鮮王朝實錄 왕 별解題 http://sillok.history.go.kr/intro/haejae) 

2) 憲宗은 헌종 15년(1849년) 6월 6일에 사망한다. 憲宗의 사망 및 질병에 관한 내용은 졸저를 참조할 것. (김훈,｢朝鮮時代 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1), pp. 115-124.)

3) 日省錄은 1760년(英祖 36년)부터 1910년(隆熙 10년)까지 151년간의 국정일기이다. 日省錄은 正祖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출발하
다. 정조는 즉위 후에도 한동안 직접 일기를 작성하다가 국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1783년(정조 7년)부터 규장각에서 일기를 작성하고 이를 국
왕이 재결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日省錄은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변모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국왕의 재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왕이 주체가 되는 일기’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 다. 총 2,329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日省錄에는 조선후기 
국왕의 동정과 국정 운 의 제반 내용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조선 후기의 정치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日省錄解題) 

4) “命進御加味地黃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0년 1월 20일)
5) “命進御加味地黃湯 自今日姑爲停止.” (日省錄, 1850년 2월 10일)
6) “命進御加味地黃湯 依前方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0년 2월 20일)
7) “命進御加味地黃湯 自今日姑爲停止.” (日省錄, 1850년 3월 5일)
8) “命進御加味地黃湯 製入姑爲置之. 香砂二陳湯三貼製入.” (日省錄, 1850년 3월 25일)
9) “加味地黃湯 : 瘍醫大全 卷十六方. 熟地黃 12g, 山茱萸･山藥 각6g, 牧丹皮･茯苓 각4.8g, 水煎服. 牙宣을 치료한다.” (傳統醫學硏究所, 東洋醫學

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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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시 철종이 잇몸질환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
된다. 11년 뒤인 31세 무렵에 잇몸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치과질환 관련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31세 때의 잇몸질환 치료에도 가미지황
탕이 아닌 수구방(嗽口方)을 사용하고 있다. 가미지황탕은 
철종이 복용한 탕제로 빈번하게 출현하여 사망 당해인 
1863년까지 복용기록이 계속 나타난다. 따라서 가미지황탕
은 잇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기보다는, 몸을 조
리･보익하려는 목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생각되며, 육미지황
탕(六味地黃湯) 가미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향사이진탕(香砂二陳湯)은 위(胃)에 음사(飮邪)가 정체
되어 있거나 찬 음식에 손상되어 발생하는 흉협완통(胸痞
脘痛)･구토황수(嘔吐黃水)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11). 당
시 의관들은 철종을 진맥한 후에 “좌우의 삼부맥(三部脈)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고르나, 오른쪽 삼부맥이 약간 활맥
(滑脈)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체후(滯候)로 인하여 그런 
것입니다.”12)라고 말한다. 이것은 당시 철종에게 소화가 안
되며 위완부(胃脘部)가 불편한 증세가 나타났고, 이것을 의
관들이 체증(滯症)으로 진단하면서 향사이진탕을 복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년 7월에 들어와 철종은 가미평륙탕(加味平六湯)13)과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14)을 복용하기도 하 다. 가미평륙
탕(加味平六湯)은 평위산(平胃散)과 육군자탕(六君子湯)을 
합방한 처방으로 추측되며15),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은 가
감사군자탕(加減四君子湯)이나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

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감사군자탕(加減四君子湯)은 
오랜 병으로 위(胃)가 약해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하는 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며16), 가
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은 비위(脾胃)의 기능을 북돋아
주는 처방이 된다17). 따라서 가미평륙탕과 가미군자탕을 
복용했던 철종은 당시 비위기능(脾胃機能)이 순조롭지 못
한 증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증세는 8월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의관은 철종
의 맥상(脈象)에 약간의 현맥(弦脈)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체후(滯候), 즉 체증(滯症)으로 인한 것으로 진찰하면서 마
찬가지로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을 복용하게 한다18).

동년 9월에는 철종의 비위(脾胃)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관들은 진맥(診脈) 후에 삼부맥이 고루 조화
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가미공진탕(加味拱辰湯)19)을 진
어한다20). 가미공진탕은 공진단(拱辰丹)21)의 변방으로 생
각되는데, 특별한 병증 치료 목적 보다는 원기를 보충시키
고 기력을 북돋는 처방이다. 이러한 가미공진탕의 복용은 

체적으로 그 해 말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0월의 기록에 의관들이 말하길 “삼부의 맥이 고루 조화로
운데 약간 침활(沈滑)한 듯 하나 이것은 동절기에 맥상이 
본래 이와 같아서 정상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탕제는 보중
지제(補重之劑)로 차고 단단한 음식물을 피해야 합니다.”22)
라고 하 으며, 동년 12월의 기록에는 가미공진탕의 복용을 
중단하라는 하명이 나온다23). 여기에 의관들이 언급한 ‘보
중지제(補重之劑)’는 가미공진탕(加味拱辰湯)을 지칭하는 것

10) 純祖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내용은 졸저를 참조할 것. (김훈,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2), pp. 
107-126.)

11) “香砂二陳湯 : 重訂通俗傷寒論方. 檀香･炙甘草 각 1.5g, 薑半夏･茯苓 각 9g, 砂仁 2.4g, 炒陳皮 6g, 水煎服. 胃에 飮邪가 정체되어 있거나 찬 음
식에 손상되어 발생하는 胸痞脘痛･嘔吐黃水 증상을 치료한다.” (前揭書 東洋醫學大辭典, p. 2586.)

12) “行藥院入診于熙政堂. 日次請診也.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 而右三部微滑 必因滯候而然矣.” (日省錄, 1850년 3월 
25일)

13) “命進御加味平六湯 一貼製入.” (日省錄, 1850년 7월 15일)
14) “命進御加味君子湯 三貼製入.” (日省錄, 1850년 7월 29일)
15) 加味平六湯은 東醫寶鑑을 비롯한 醫方書는 물론, 朝鮮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 등의 史料에도 나오지 않는 처방이다. 기존 의서에 수록

된 처방이라기보다는 의관들이 상황에 맞게 가감, 응용하여 사용했던 처방명으로 생각된다. 
16) “加減四君子湯 治久病胃弱 全不納食 聞食氣則嘔. 四君子湯 去茯苓 加人參･黃芪･香附子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生薑三片 水煎服.(入門)” (許浚, 

신 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 1284.)
17) “加味六君子湯 : 醫宗金鑑. 人蔘 白朮 炮姜 陳皮 半夏(制) 茯笭 炙甘草 升麻(蜜炙) 柴胡(醋炒) 肉桂. 上藥十味 水煎服. 補裨益氣 升陽和胃.” 

(張浩良, 中國方劑精華辭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 398.)
18) “予命醫官入診. 金珪等奏曰 脈候三部調均 而微有弦體 似是滯候矣. 命進御加味君子湯 三貼製入.” (日省錄, 1850년 8월 5일)
19) 공진단(拱辰丹)의 공진(拱辰)은 뭇별이 북극성을 향하여 돌고 있듯이 백성들이 군주의 덕에 귀의하여 복종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辰’은 북

극성을 의미할 때 ‘신’으로 발음되므로 ‘拱辰丹’은 ‘공신단’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일반화된 ‘공진단’ 
발음을 따라 표기했다. ‘加味拱辰湯’도 ‘가미공진단’으로 표기한다.

20) “予命醫官入診. 金珪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 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0년 9월 10일) 
21) “拱辰丹 : 凡男子 方當壯年 而眞氣猶怯 此乃禀賦素弱 非虛而然 僣燥之藥 尤宜速戒. 滋益之方 羣品稍衆 藥力細微 難見功效. 但固天元一氣 使水

升火降 則五藏自和 百病不生 此方主之. 鹿茸酥灸･當歸･山茱萸 各四兩 麝香 五錢另硏 右爲末 酒麪糊和丸梧子大 溫酒或塩湯下七十丸至百丸. 得
效.”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251.)

22) “金珪等奏曰 脈候左右三部 調均矣. 予曰 各奏所見. 珪等曰 調均中 微有沈滑之體. 冬節脈候 本自如是矣. 金道喜曰 湯劑連爲進御而順下乎. 予曰 
果順下矣. 道喜曰 連進順下則 功效必多而 此是補重之劑. 忌生冷堅硬之物. 雖於水刺 進御之際 必須審愼焉.” (日省錄, 1850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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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철종이 21세가 되는 1851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가미

공진탕(加味拱辰湯)의 복용과 중단이 계속되었다. 즉, 1월24), 
4월25) 10월26)의 기록에 가미공진탕 복용과 중지의 하명이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당시 철종은 여름철에 설사 증
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겨울에 들어와 감기 증세를 나타내
기도 하 다. 6월 20일의 기록에 내의원 도제조 박 원이 
설후(泄候), 즉 설사 증후에 해 묻자, 철종은 아직 다 낫
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설사 증세가 있고 
체증(滯証)은 없으나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전에 비해 조금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 설사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탕제로 향유평진탕(香薷平陳湯)을 선택한다27). 향유평진탕
은 서병토사(暑病吐瀉)를 치료하는 향유탕(香薷湯)28)과 식
학(食瘧)을 치료하는 평진탕(平陳湯)29)을 합방한 처방으로 
생각된다. 12월 10일의 기록에는 철종이 감기 증세로 인해 
정기산(正氣散)을 복용하 고, 감기로 인한 인후증후(咽喉
證候)를 치료하기 위해 길경탕(吉更湯)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30). 철종은 이러한 처방을 복용한 후, 상한증상
과 인후증후가 쾌차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의 정기산은 곽향
정기산(藿香正氣散),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정기산
(大正氣散)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곽향정기산과 불환금정기산은 상한음증(傷寒陰證)에 머
리와 몸이 아플 때 쓰는 처방이며31), 정기산은 풍습(風
濕) 등으로 인한 창만(脹滿) 증세에 쓰는 처방이다32). 따
라서 당시 철종의 상한증상에 투여되었던 정기산은 곽향정
기산이나 불환금정기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3). 길경탕은 일성록(日省錄) 원문에는 ‘吉更湯’ 으
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한인통(傷寒咽痛)에 사용하
는 ‘桔梗湯’34)의 오식으로 판단된다. 당시 철종은 상한으로 
인한 인후통을 앓았고 이것을 길경탕(桔梗湯)으로 치료하
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철종은 22살이 되는 1852년에도 여전히 가미공진탕(加
味拱辰湯)의 복용이 계속된다. 2월의 기록35), 3월의 기록36), 
4월의 기록37), 8월의 기록38) 등에 가미공진탕의 언급이 나
타나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9월의 기록에 당시 철종의 
탕제에 숙지황(熟地黃)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숙
지황이 들어간 탕제를 먹고 난 후의 상태에 해 문답하는 
내용이 나온다39). 

철종이 23살이 되는 1853년과 24살 시절인 1854년에도 
철종은 계속해서 가미공진탕(加味拱辰湯)을 복용했다. 즉, 
1853년 2월40), 10월41), 12월42)과 1854년 2월43), 4월44), 
8월45), 10월46)에 가미공진탕의 언급이 나온다.

23)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0년 12월 5일)
24)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1년 1월 30일) 
25) “命進御加味拱辰湯 自明日停止.” (日省錄, 1851년 4월 9일)
26) “命進御加味拱辰湯 更待下敎製入.” (日省錄, 1851년 10월 25일)
27) “予命醫官入診. 金有鼎等診候. 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永元曰 臣伏聞日前 有泄候云矣. 未敢知日間若何. 予曰 尙未快差矣. 永元曰 每日度數

何如. 予曰 頻數矣. 永元曰 似因滯祟而然也. 進御之節何如. 予曰 別無滯証 而但食飮則比前稍減矣. … 命進御香薷平陳湯 限二貼製入.” (日省錄, 
1851년 6월 20일) 

28) “香薷湯 : 治暑病吐瀉. 香薷三錢 白扁豆･厚朴･赤茯苓各一錢半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 或爲末 湯點二錢服. 他暑藥 皆不及此 (直指). 一方 
無茯苓 有茯神 (局方)”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152.)

29) “平陳湯 : 治食瘧. 蒼朮･半夏各二錢 厚朴･陳皮･赤茯苓各一錢二分半 甘草七分. 右剉作 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入門)”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436.)

30) “予命醫官入診. 金珪等診候 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晦壽曰 日前聞醫官言 則有微感之候 至於進御正氣散云 日間更若何. 予曰 數日來快愈矣. 
… 晦壽曰 又伏聞日前有咽喉證候之意矣 今則若何. 予曰 其時少似如何矣. 今已快可矣. 晦壽曰 吉更湯進御乎. 予曰 服之而今無餘氣矣.” (日省錄, 
1851년 12월 10일) 

31) “藿香正氣散 :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如不分表裏證 以此導引經絡 不致變動. 藿香一錢半 紫蘇葉一錢 白芷･大腹皮･白茯苓･厚朴･白朮･陳皮･半夏
製･桔梗･甘草炙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醫鑒)”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089.)
“不換金正氣散 :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或寒熱往來. 蒼朮二錢 厚朴･陳皮･藿香･半夏･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入門)” (前
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089.)

32) “大正氣散 : 治風寒暑濕所傷 成脹滿. 白朮･蒼朮･陳皮･厚朴･藿香･半夏各一錢 枳殼･檳榔各七分 桂枝･乾薑･甘草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五棗二 水
煎服.(得效)”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393.)

33) 醫學入門에는 “不換金正氣散 省名正氣散”이라 하여 不換金正氣散의 생략된 이름이 ‘正氣散’이라고 하 다. 따라서 단순히 정기산으로 표기된 
철종의 처방은 불환금정기산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李梴, 醫學入門･用藥檢方總目, 서울, 高麗醫學, 1987, p. 8.)

34) “桔梗湯 : 治少陰客寒咽痛. 桔梗一兩 甘草二兩. 右剉五錢 水煎 徐徐服之.(海藏)”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717.)
35)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2년 2월 20일) “命進御加味拱辰湯 待下敎製入.” (日省錄, 1852년 2월 24일)
36)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2년 3월 5일)
37)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2년 4월 15일)
38)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2년 8월 25일)
39) “永元曰 進御湯劑中熟地黃 今番始入之材 料果一向順下乎. 予曰 順下而與不入其材時 微不同 早進湯劑早水剌則講畢後進之矣. 永元曰 熟地黃異於

他材 今入二錢重而順下 更加重數亦似好矣. 予曰 與醫官相議也. 永元曰 然矣.” (日省錄, 1852년 9월 25일) 
40)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3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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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이 25살이 되는 1855년에도 2월47), 8월48), 9월49), 
11월50)에 걸쳐 가미공진탕의 복용과 중단에 관한 기록이 
계속된다. 동년 3월 25일의 기록에는 내의원 도제조(都提
調) 박회수(朴晦壽)가 공진탕을 계속해서 복용하는가 묻자 
철종이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래 신기(神氣)
가 피곤한 때가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박회수는 정무로 인
한 노동이 심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몸을 아끼고 지키는 
방도를 더욱 유념하고 소홀치 말 것을 주청한다51). 동년 6
월 20일의 기록을 보면 철종은 여름철에 수용(水茸)을 복
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박회수가 여름철 무더위에 
음식과 기거를 더욱 절도에 맞게 할 것을 주청하면서 올 
여름에도 또한 수용(水茸)을 복용하 는가 묻는다. 철종은 
매번 수 십차에 걸쳐 복용한다고 답변하자 박회수는 수용
을 복용하고 위기(胃氣)에 거스름이 없으면 그 효과가 다
른 탕제보다 반드시 더 클 것이라고 말한다52). 수용(水茸)
은 아직 마르지 않은 녹용(鹿茸)을 말하는 것으로53) 여름
철 원기 회복을 위해 철종이 계속해서 복용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철종은 26세가 되는 1856년에도 1월54)과 2월55)의 기록
을 보면 여전히 가미공진탕의 복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년 9월과 11월의 기록에 처음으로 공진군자탕

(拱辰君子湯)이 나온다. 즉, 9월56)과 11월57)의 기록에 공
진군자탕의 진어와 정지를 명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진군자탕은 공진단과 사군자탕(四君子湯)58)의 합방을 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년 3월의 기록59)에는 인삼
속미음(人蔘粟米飮)을 복용하기도 한다. 인삼속미음은 속미
음(粟米飮)60), 즉 비장(脾臟)을 보해주는 좁쌀죽에 인삼을 
넣어 만든 일종의 보양식으로 역  임금들의 조리식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당시 철종의 병증과 관련하여 구체적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고 다만 이전부터 있었던 체증(滯症)
을 언급하는 것만을 볼 수 있다. 동년 6월 5일의 기록에 내
의원 도제조 김좌근이 일전의 체후(滯候)가 회복되었는지 
묻자 철종이 쾌차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61), 9월 20일에는 
우의정(右議政) 조두순(趙斗淳)이 근래에 탕제를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는지 묻자 니체지의(泥滯之意)가 있어 잠시 중
단했다고 말한다62). 니체지의(泥滯之意)는 약간의 체증(滯
症)이 있음을 표현하는 말로 여겨진다.

철종이 27세가 되는 1857년에도 여전히 공진군자탕의 
복용과 정지를 명한 기록이 나온다63). 

28세가 되는 1858년에도 공진군자탕의 복용과 정지를 
명한 기록이 계속 나온다64). 그러나 이러한 공진군자탕의 
지속적인 복용이 철종에게 흡족할만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41) “命進御加味拱辰湯 前方中加熟地黃二錢重 製入.” (日省錄, 1853년 10월 5일)
42)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3년 12월 5일)
43)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4년 2월 15일)
44) “進御加味拱辰湯命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4년 4월 5일)
45) “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4년 8월 10일)
46)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4년 10월 25일)
47)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5년 2월 10일)
48)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5년 8월 20일)
49) “命進御加味拱辰湯 前方中加赤何首烏白何首烏各一錢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5년 9월 10일)
50) “命進御加味拱辰湯 自後日次停止.” (日省錄, 1855년 11월 25일)
51) “晦壽曰 進御拱辰湯 其間連爲進御乎. 予曰 連爲進服無間斷矣. 晦壽曰 自春至今 勞動甚多矣 … 予曰 近日神氣或有疲頓之時矣. 晦壽曰 玉體勞動甚

多 安得不然乎 伏望每於保嗇之方 益加存念而毋忽焉.” (日省錄, 1855년 3월 25일)
52) “予命醫官入診. … 晦壽曰 暑節甚熱之時 飮食起居之節 每取涼冷邊故昜致生頉 伏願益加節宣焉 今夏亦進御水茸乎. 予曰 每多進服矣. 晦壽曰 幾次

進御乎. 予曰 幾爲數十次矣. 晦壽曰 果爲順下 而無逆於胃氣 則其爲效益 似必大勝於他方湯劑矣.” (日省錄, 1855년 6월 20일)
53) “수용(水茸) : 말리지 아니한 녹용(鹿茸)” (李熙昇, 국어 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4, p. 2173.)
54)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五貼式日次製入.” (日省錄, 1856년 1월 25일) 
55) “命進御加味拱辰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6년 2월 25일)
56)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五貼式日次製入.” (日省錄, 1856년 9월 5일)
57)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6년 11월 25일)
58) “四君子湯 : 補眞氣虛弱 治氣短氣少. 人蔘去蘆･白茯苓･白朮･甘草灸各一錢二分半. 右剉 水煎服.(局方)”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257.)
59) “命進御人蔘粟米飮 一貼煎入.” (日省錄, 1856년 3월 25일)
60) “粟米 益脾. 作粥飯常食佳. 諸粱亦同.(本草)”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410.)
61)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左根曰 日前滯候近臻復常乎. 予曰 快差矣. 左根曰 湯劑連進乎. 予曰 然矣.” (日省錄, 

1856년 6월 5일)
62)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斗淳曰 近來日次製入之調理湯劑連爲進服乎. 予曰 今則有泥滯之意故 姑止之矣.” (日省

錄, 1856년 9월 20일)
63)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五貼式日次製入.” (日省錄, 1857년 2월 5일)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7년 3월 29일)
64)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一貼式煎入.” (日省錄, 1858년 2월 19일)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五貼式日次製入.” (日省錄, 1858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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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두순이 근래 몸을 조리할 목적
으로 진어한 탕제는 계속 복용하는지 그리고 잘 넘어가는
지 묻자, 철종이 탕제를 잘 넘기기는 하지만 별다른 효험이 
없고 신기(神氣)가 좋지 않을 때는 간혹 복용을 정기하기
도 한다고 말한다. 이에 조두순은 비록 신속한 효과가 없지
만 복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연히 누적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말한다65). 

당시 일성록 기록 가운데는 사료(史料)에서는 흔히 찾
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장면도 수록하고 있다. 내의원 도제조
와 의관들이 철종 앞에서 번갈아 진찰 결과를 상주하고 각
기 치료 처방에 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
년 2월 5일의 기록을 보면, 내의원 도제조 박회수가 “일전
의 감기 기운이 지금은 완쾌되어 평상으로 돌아 오셨습니
까?”라고 묻자, 철종이 “조금 차도가 있다.”라고 답한다. 
이에 의관들이 입진하 고 의관 정유증(鄭有曾)이 “좌우의 
삼부맥이 고르고 조화롭습니다.”라고 말한다. 박회수가 여러 
의관들을 돌아보며 말하길 “단지 고르고 조화롭다는 두 글
자(調均)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진찰결과를 각기 상주하
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자, 의관 김 훈(金永勳)은 “만약 
외기(外氣)와 담체(痰滯) 증상이 아직 쾌차･회복되지 않았
다면 맥상에 반드시 부삭침활(浮數沈滑)의 밖으로 드러남
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줄곧 평순(平順)합니다.”
라고 한다. 의관 이진하(李鎭夏)는 “삼부맥이 고르고 조화
로운 가운데 약간의 허하고 약한(虛軟) 증후가 있는 것 같
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감기 증세에 과로가 겹쳐서 생긴 것
입니다.”라고 하 으며, 의관 김홍남(金鴻男)도 “삼부맥이 
고르고 조화롭지만 약간의 허(虛)한 증후가 있는 것 같습
니다.”라고 각기 진찰 결과를 말한다. 박회수가 의관들에게 
치료 탕제는 새로 의논하여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쓰던 공진군자탕을 계속 복용할 것이지 묻자, 의관 정유증

이 공진군자탕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
한다. 박회수가 다시 공진군자탕에 가감한 약재가 있는가 
묻자 정유증이 본방 중에 인삼(人蔘) 한 돈(錢)을 넣었는
데 지금 상태는 점점 더 중량을 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고 말한다66). 

철종은 29세가 되는 1859년 들어와서도 2월67)과 3월68)
에 공진군자탕을 복용한 기록이 나타난다. 2월 25일의 기
록을 보면 의관의 입진 후에 철종의 맥상이 두루 고르고 
조화로우나 약간 허연(虛軟)한 증세를 보인다고 하자, 내의
원 도제조 정원용에게 “이전에 의관들이 흔히 허연(虛軟)하
다고 말하는데 나의 맥상이 본래 그러한가?”라고 묻는다. 
정원용은 “의관들의 말이 정기가 부족한 증후라고 말합니
다. 자양(滋養)과 보익(補益)하는 처방을 오랫동안 복용하
면 효과를 볼 것입니다.”라고 답변한다69). 

3월 30일의 기록을 보면 당시 철종은 비위허약으로 인한 
소화불량 증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당일 의관 정유증이 아뢰길 “위기(胃氣)가 전일
에 비해 조금 나아졌습니다.”라고 하 고, 내의원 도제조 정
원용이 “향사군자탕(香砂君子湯)에 윤제(潤劑)를 가하는 것
이 더욱 좋겠다고 여러 의관들이 말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향사군자탕은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을 지칭하는 것
으로 생각되는데,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음식 생각이 없
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증세를 
치료하는 처방이다70). 그러므로 철종은 계속 복용하고 있
는 공진군자탕이 체의(滯意), 즉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답
답한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관들이 새로 처
방을 의정(議定)하도록 명한다. 그런데 당일 철종에게 진어
된 탕제는 공진군자탕과 큰 차이가 없는 귀용군자탕(歸葺
君子湯)이었다71). 귀용군자탕은 내의원 도제조 박회수의 
언급에 나타나듯이 공진군자탕에 략적인 약재의 가감이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8년 5월 5일)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8년 9월 20일) “命進
御拱辰君子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58년 10월 20일)

65) “右議政趙斗淳曰 近進調理湯劑矣 果連服而順下乎. 予曰 雖爲順下 別無顯效而若有神氣不平之時 則或爲停服矣. 斗淳曰 調理之劑 雖無速效不掇進
御則自然有積累之效矣.” (日省錄, 1858년 2월 20일)

66) “晦壽曰 日前感候今則快臻常度乎. 予曰 稍有差道矣. …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晦壽顧謂諸醫官曰 勿以調均二字 循例
奏達 各以所見奏之爲宜矣. 且感候之餘 脈候想必有浮沈虛實之不同矣. 更爲次第詳奏. 金永勳曰 若外氣與痰滯 尙未快復則脈度必有浮數沈滑之外現
而今則一向平順矣. 李鎭夏曰 三部調均之中 似小有虛軟之候 必因哀感之中 勞動所致也. 金鴻男曰 脈候三部調均中 似小有虛候矣. 予曰 金鴻男則日
前已診脈 今則比前若何. 鴻男曰 今則快復矣. 晦壽顧有曾等問曰 湯劑則新爲議定乎 以前所進御拱辰君子湯繼進乎. 有曾曰 以拱辰君子湯繼進似好矣. 
晦壽曰 本方中當有加減之村料乎. 有曾曰 本方則人蔘入一錢重 今則稍加重數爲好矣.” (日省錄, 1858년 2월 5일)

67)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五貼式日次製入. 榻敎也.” (日省錄, 1859년 2월 25일)
68) “命進御拱辰君子湯 更待下敎製入.” (日省錄, 1859년 3월 10일)
69) “命進御拱辰君子湯. 自今日五貼式日次製入. 榻敎也. …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 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又奏曰 未著現形之証 而大體虛

軟矣. … 仍敎曰 前聞醫官言 則多以虛軟爲言矣. 予之脈體本然乎. 元容曰 醫言卽謂不足之候也. 滋補之劑久久進御可以奏效矣. 予曰 醫官先退湯劑
議定可也.” (日省錄, 1859년 2월 25일)

70) “香砂六君子湯 : 治不思飮食 食不化 食後倒飽者 脾虛也. 香附子･白朮･白茯苓･半夏･陳皮･ 白豆寇･厚朴各一錢 縮砂･人蔘･木香･益智仁･甘草各五
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醫鑑)”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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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같은 처방이라는 말이 나온다72).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약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귀용군자탕
은 귀용원(歸茸元)73)에 사군자탕(四君子湯)을 합방한 것으
로 추측된다. 귀용원은 당귀(當歸)와 녹용(鹿茸)을 等分･粉
末하여 환을 만든 것으로 貧血이나 陰痿證 그리고 허약자
나 病後의 보약으로 쓰는 약이다74). 따라서 귀용군자탕은 
철종의 비위허약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보
다는 철종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익･조리하여 건강을 되찾
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귀용군자탕은 근 
3개월에 걸쳐 복용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년 5월
에는 귀용군자탕 처방에 당귀(當歸)의 분량을 5分 줄이고, 
백두구(白豆蔻)와 사인(砂仁)은 2分을 늘리며, 半夏는 1돈
(錢)을 새로 넣어 만든 처방을 올리도록 하 다75). 또한 
동년 6월에는 귀용군자탕의 진어를 정지하라는 명이 나온
다76). 동년 7월의 기록에는 철종이 잠시 감기 기운이 있다
가 곧 바로 회복되었다고 하 는데, 도제조 박회수는 철종
의 인후(咽喉) 증상에 해 묻는다. 즉, 박회수는 철종의 
인후(咽喉) 병증의 후유증이 다 나았는지 그리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에는 이상이 없는지 물었고, 철종은 다 나았다고 
말한다. 당시 의관인 김홍남은 일전에 병증이 심할 때는 촌
관(寸關) 부위의 맥상이 활 (闊大)하 으나 지금은 정상
적으로 돌아왔다고 진찰한다77). 

동년 8월 5일에는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을78), 8월 29
일에는 향사군자탕(香砂君子湯)을 복용한다79). 가미군자탕
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철종이 20세 무렵에 이미 복용한 바
가 있는 처방으로 가감사군자탕(加減四君子湯)이나 가미육
군자탕(加味六君子湯)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위기
능(脾胃機能)이 순조롭지 못한 증세를 치료하고자 한 것으
로 생각된다. 향사군자탕은 동년 3월에 의관들이 주청한 처
방이었으나 실제 복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 5개
월 뒤에 8월에 복약을 시도해서 꽤 오랫동안 복용한 것으
로 생각된다80). 향사군자탕은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음
식 생각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식후에 속이 더부
룩한 증세를 치료하는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을 지칭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년 11월 10일에는 다시 귀용군자탕을 진어하도록 하
으며81), 25일에는 귀용군자탕을 정지하고 향사육군자탕

을 올리도록 한다. 이때에도 철종의 비위허약으로 인한 소
화불량 증세인 체후(滯候)를 언급하고 있다82). 향사군자탕
의 복용 기록은 동월 30일83)과 12월84)에도 나타난다. 

동년 12월 15일의 기록85)을 보면, 내의원 도제조 조두
순이 “가을, 겨울 이래 진어된 탕제의 첩수가 이전에 비해 
반으로 줄었고 다만 귀용지제(歸茸之劑)를 찾을 수 없는데 
이것은 (약을 복용한 후에) 응체(凝滯)되어 그렇습니까?”라

71)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 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 而胃氣比前日稍勝矣. 鄭元容曰 香砂君子湯加入潤劑則尤好. 諸醫之言如此矣. 予曰 好矣. 
拱辰君子湯亦無滯意. 有曾先退 議定可矣. 有曾等先退. 元容曰 診脈必於起寢後未飮食之前 而診筵則例於梳洗後接見此後 則或於起寢初診察爲好矣. 
予曰然矣. 今日則已有所進御之膳矣. 命進御歸葺君子湯 自今日五貼式日次製入.” (日省錄, 1859년 3월 30일) 

72)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 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晦壽曰 調理湯劑連爲進御乎. 予曰 連日進服矣. 晦壽曰 歸茸君子湯 卽拱辰君子湯方文
中 略有加減 便是一方也 今至七十五貼矣. 連次進御善爲順下乎. 予曰 連爲進服而果順下矣. 晦壽曰 瓊玉膏自內煎製然乎. 予曰 自外煎膏稍涉張大 
故自內製之矣. 晦壽曰 膏成後與湯劑兼爲進御 則姑未聞醫官之言 而或有重濁之慮矣. 予曰 此與湯劑有異 欲無時兼進矣. 晦壽曰 隨時而進御 若有微
滯之意 則反無效益矣.” (日省錄, 1859년 5월 29일)

73) “歸茸元 : 治虛勞肝損 虛勞 陰血耗竭 面色黧黑 耳聾目暗 脚弱腰痛 小便白濁. 當歸酒浸 鹿茸酥灸 各等分爲末 煮烏梅肉爲膏和丸梧子大 溫酒 呑下
五七十丸.(入門)”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251.)

74) 순조(純祖)도 두창 말기에 나타난 虛勞症에 귀용원(歸茸元)을 술에 달여먹는 귀용탕(歸茸湯)을 사용하기도 하 다. 純祖의 질병과 치료에 관
한 내용은 졸저를 참조할 것. (김훈,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2), pp. 107-126.)

75) “命進御歸茸君子湯 前方文中 當歸減五分 白豆蔻 砂仁各加二分 加半夏法製一錢 五貼式日次製入.” (日省錄, 1859년 5월 10일)
76) “命進御歸葺君子湯 自後日次停止.” (日省錄, 1859년 6월 27일)
77) “領議政鄭元容曰 伏聞日前有微感旋得康復 今則無餘症乎. 予曰 果有微症而一日間旋差矣. … 朴晦壽曰 咽喉餘氣亦快勝而呑嚥如常乎. 予曰 如常矣.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予曰 脈度比月前何如. 醫官 金鴻男曰 日前則寸關闊大 今爲如常矣. 晦壽謂醫官曰 湯劑不
必議進乎. 有曾等曰 諸節太平不必進湯劑矣.” (日省錄, 1859년 7월 20일)

78) “命進御加味君子湯 五貼製入.” (日省錄, 1859년 8월 5일)
79) “命進御香砂君子湯 命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9년 8월 29일)
80) 10월 기록에 향사군자탕의 진어를 정지하라는 기록이 나옴. “命進御香砂君子湯 自明日姑爲停止.” (日省錄, 1859년 10월 4일)
81) “命進御歸葺君子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59년 11월 10일)
82) “斗淳曰 日前伏聞醫官等言 則拱辰君子湯進御後 似有微滯之候云 未知何如 而今若有滯候則湯劑更爲議定好矣. 予曰 向雖有滯意而 今則如常矣. … 

命進御歸葺君子湯 自今日停止. 香砂六君子湯五貼製入.” (日省錄, 1859년 11월 25일) 
83) “命進御香砂君子湯 五貼製入.” (日省錄, 1859년 11월 30일)
84) “命進御香砂君子湯 五貼製入.” (日省錄, 1859년 12월 5일)
85) “趙斗淳曰 香砂君子湯 日前伏承停止之下敎矣. 秋冬以來 調理湯劑進御貼數 比前減半 第不審歸茸之劑 或凝滯而然乎. … 予曰 開春後製入爲可 而

向日唐厚朴加入香砂君子湯 甚好而尙有餘存. 歲前可以進御此藥 故藥房湯劑停止矣. 斗淳曰 歸茸君子湯 終是有滯候而不爲進御乎. 予曰 雖無滯氣 
每爲遲降矣. 斗淳曰 臣雖未解醫理 香砂君子湯則近於燥澁爲消導之方 非長久進御之劑 而每以滋補之劑 爲主然後 當有長久之效矣.” (日省錄, 
185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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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묻는다. 이것은 가을 이후에 철종이 귀용군자탕을 거의 
복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보중지제(補重之劑)인 귀용
군자탕을 먹고 잘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묻는 
것이다. 이에 철종은 “이전에 당후박(唐厚朴)이 들어간 향
사군자탕은 (복용하면 그 효과가) 매우 좋았는데 아직 남
아있는 것이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약을 복용하고자 
하므로 약방의 탕제를 정지하도록 하 다.”라고 말한다. 이
것은 철종의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인한 소화불량증에 
향사육군자탕이 효과가 더 좋았고, 향사육군자탕의 복용을 
위해 약방의 귀용군자탕 진어를 중지하게 한 것이다. 이에 
조두순은 “귀용군자탕은 끝내 체후(滯候)가 있어 진어를 하
지 못한 것입니까?”라고 하면서 철종의 체증(滯症) 때문에 
약 복용을 못한 것이지 묻는다. 철종은 “비록 체기(滯氣)가 
없어도 (복용을 하면) 매번 잘 내려가지 않고 더디게 내려
갔다.”라고 답한다. 이것은 자신의 체증과 무관하게 귀용군
자탕이 잘 소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비위(脾胃)에 부담이 
갔던 것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조두순이 “향사군자탕은 조
삽(燥澁)한 소도방(消導方)으로 오랫동안 복용할 약이 아
닙니다. 매양 자양보익(滋養補益)하는 약으로 위주를 삼은 
후에야 장구(長久)한 효험을 볼 것입니다.”라고 주청한다. 
조두순의 이 말은 당시 의관들이 귀용군자탕과 같은 보중
제(補重劑)를 고집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철종에게 진어
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철종의 나이 30세가 되는 1860년에도 귀용군자탕의 복
용이 계속된다86). 동년 4월 20일의 기록87)을 보면 철종이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다가 나았고, 며칠 사이로 계고(鷄
膏)를 복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 조두순은 계고(鷄膏)
가 만약 잘 내려가면 인삼(人蔘)을 넣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 말한다. 당일 귀용군자탕이 진어된다. 계고(鷄膏)는 
닭의 살코기로 고은 곰국을 말하는데88), 따뜻한 성질이 있
어89) 비위허한증(脾胃虛寒證)에 일정한 효과가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동년 7월에 들어와 철종은 설사 증상을 드러냈고 향유양
위탕(香薷養胃湯), 향진탕(香陳湯), 향사이진탕(香砂二陳湯), 
가미이공산(加味異功散) 등을 복용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
다. 즉, 동년 7월 8일에 철종에게 설후(泄候), 즉 설사증세
가 있다고 하면서 향유양위탕(香薷養胃湯)과 향진탕(香陳
湯) 1첩씩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90). 전술한 바와 같이 철
종은 21살 시절에 여름철 설사증세로 비슷한 처방인 향유
평진탕(香薷平陳湯)을 복용하기도 하 다. 여기에 향유양위
탕(香薷養胃湯)은 서병토사(暑病吐瀉)를 치료하는 향유탕
(香薷湯)91)과 위한증(胃寒證)을 치료하는 향사양위탕(香砂
養胃湯)92)을 합방한 처방으로 생각된다. 하루 뒤인 9일에
는 향사이진탕(香砂二陳湯)을 복용하는데93), 향사이진탕은 
철종이 20살 때 복용하기도 한 처방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비위병증(脾胃病症)에 사용되는 처방이다. 또 하루 뒤인 10
일에는 철종이 복용한 향사이진탕의 맛이 좋고 잘 내려간
다고 하면서 설사 증세가 쾌차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다만 
입맛이 회복되어 음식 생각이 있느냐는 도제도 정원용의 
물음에 철종은 “단지 미음만 먹을 뿐인데 어떻게 음식 맛을 
알겠는가? 음식 생각이 나면 비록 보통의 밥상을 차려 올
리도록 하여도 (다른 반찬은 먹지 못하고) 잠깐 쌀밥이나 
미음 정도만 먹고 만다.”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이것은 설사 
증상은 차도가 있으나 비위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음
을 보여준다.

이러한 철종의 비위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미이공산
(加味異功散)이 진어된다. 즉, 정원용이 철종의 병세와 관
련하여 “지금은 체기(滯氣)가 과연 다 나았습니다. 의관들
의 전하는 말을 들어보건  밤중에 설사 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체증(滯症)으로 인한 설사와 다른 것입니
다. 위기(胃氣)가 잠시 회복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
번의 체한 증상은 바로 소도(疏導)시켜야 하는데 체한 상
태가 가볍지 않고 중해서 준열(峻烈)한 처방으로 소도시키
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위기(胃氣)가 자연히 손상된 것

86) “命進御歸茸君子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0년 1월 20일) “命進御歸茸君子湯 自明日停止.” (日省錄, 1860년 2월 20일)
87) “予命醫官入診. 李慶年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 予曰 調理湯劑自內日前連服而 今則感氣亦解 故日來始服鷄膏矣. 斗淳曰 鷄膏若順下

則加入蔘料進御 亦好矣. 予曰 香砂君子湯置之 歸茸君子湯議定製進似可也 … 命進御歸茸君子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0년 4월 
20일)

88) “계고(鷄膏) :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는 닭을 고은 곰국.” (이숭녕 외,  국어사전, 서울, 현문사, 1987, p. 148.)
89)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p. 1858-1860.
90) “口啓以爲 伏聞醫官所傳 則聖體有泄候之節云. 伏不勝憂慮 率醫官入診議定湯劑 千萬顒祝. 批以入診當自內爲之 卿等不必入侍矣. 命進御香薷養胃

湯一貼 香陳湯一貼製入.” (日省錄, 1860년 7월 8일) 
91) “香薷湯 : 治暑病吐瀉. 香薷三錢 白扁豆･厚朴･赤茯苓各一錢半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 或爲末 湯點二錢服. 他暑藥 皆不及此(直指). 一方 

無茯苓 有茯神(局方)”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152.)
92) “香砂養胃湯 : 治飮食不思 痞悶不舒 此胃寒也. 白朮一錢 縮砂･蒼朮･陳皮･厚朴･白茯苓･白豆寇各七分 人參･木香･甘草各半錢. 右剉作一貼 入薑三

棗二 水煎服.(醫鑑)”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1216.)
93) “命進御香砂二陳湯 一貼製入.” (日省錄, 1860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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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지금은 바로 보익(補益)하는 처방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니 먼저 가벼운 약재로 서서히 부익(扶益)하면 며칠 
안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당일 가
미이공산(加味異功散)을 진어한다94). 다음날인 7월 11일에
도 철종은 가미이공산을 복용하는데95), 가미이공산은 비위
허약(脾胃虛弱)으로 음식 생각이 없고 복통과 설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이공산(異功散)96)의 가감방으로 판단된다. 이
후 7월부터 다시 향사군자탕(香砂君子湯)을 복용하는데, 7
월97)에 5일간, 8월과 9월에 걸쳐98) 약 보름간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향사군자탕은 비위허약
(脾胃虛弱)으로 음식 생각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증세를 치료하는 향사육군자탕(香砂
六君子湯)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0월99)과 12월100)
에는 철종이 20세 무렵 복용하기도 했던 가미지황탕(加味
地黃湯)을 다시 진어하기도 한다.

해가 바뀐 1861년(철종의 나이 31세) 1월에도 가미지황
탕의 복용 기록이 나온다101). 동년 1월 25일에는 팔미지황
탕(八味地黃湯)을 복용한다102). 1월 29일에는 박회수가 지
난 며칠 사이에 복용한 가미지황탕이 잘 넘어가셨는지 묻
자 철종이 잘 넘어갔다고 답변한다. 이에 박회수는 그렇다
면 계속해서 조리지제(調理之劑)를 복용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다고 주청한다103). 이후 철종은 보익지제(補益
之劑)를 계속 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10일의 기록에
는 좌의정 박회수가 탕제가 지금까지 50첩 정도 진어되었
는데 복용 후에 잘 넘어가고 상태가 편안한지 묻자, 철종은 
약이 잘 넘어가고 매우 좋다고 답변한다. 박회수는 그렇다

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계속해서 약을 진어하
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주청한다104). 

동년 3월 30일에는 박회수가 “이전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셨는데 요즈음 쾌차하여 회복되셨습니까?”라고 묻자, 
철종이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완쾌되지는 않았다.”라고 답
변한다. 다시 박회수가 “향사군자탕(香砂君子湯)을 복용하
다 간간히 중지하시는데 탕제를 계속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건의한다. 이에 철종은 “사이에 계고
(鷄膏)를 진어하므로 탕제를 잠시 정지시켰다.”라고 답한다. 
박회수가 “계고(鷄膏)가 만약 잘 넘어가면 신속한 효과가 
다른 탕제보다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철종이 “과연 잘 내
려가고 자못 더욱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 답한다. 이에 박
회수는 “계고(鷄膏)는 음식 종류이니 과연 잘 내려가고 입맛
에 맞는다면 자주 진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주청
한다. 당일 가미이진탕(加味二陳湯) 2첩이 올려진다105).

동년 4월 4일에 가미지황탕 진어를 정지하도록 한 기록
이 나온다106). 4월 15일에는 의관 정유증이 진찰을 마치고 
상주(上奏)하기를 “좌우의 맥상이 고르고 조화로우나 오른
쪽 촌관부(寸關部)가 약간 활맥(滑脈)을 띠고 있습니다.”라
고 한다. 이에 철종이 말하길 “담증(痰症)이 아직 남아있는 
증세가 있다.”라고 한다. 조두순이 “탕제를 어찌 중지하셨습
니까?”라고 묻자 철종은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잠
시 중지한 것이다.”라고 답한다. 조두순이 다시 “날씨가 무
더워지기 전에 다시 탕제를 진어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듯합니다.”라고 청하자 철종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
락한다. 조두순이 “평상시에 진어된 음식에 생냉(生冷)한 종

94) “予命醫官入診. 金鴻男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和緩中 有虛軟意矣. 元容曰 湯劑當議定矣. 予曰 筵退後議定也. 昨日所進二陳湯味好而亦順下矣. 
元容曰 今則快無餘氣乎. 予曰 然矣. 元容曰 口味如常而有思食之念乎. 予笑曰 但進米飮飮之而已 何以知食味乎. 思食則雖常飯可以如常進之 而姑
飮穀精及米飮矣. 元容曰 今則滯氣果快愈矣. 聞醫官所傳則夜亦有泄候云. 此則異於滯泄而卽胃氣姑未復常之致也. 今番滯候雖卽疏導而滯物非輕而重 
故以峻劑疏導而胃氣則自致虛損矣. 今不宜卽進補劑 先以輕料次次扶益則數曰之內可復常度矣. 食飮之節亦然. … 命進御加味異功散 一貼製入.” (日
省錄, 1860년 7월 10일)

95) “命進御加味異功散 五貼製入.” (日省錄, 1860년 7월 11일)
96) “異功散 : 治脾胃虛弱 不思飮食 腹痛自利. 人蔘･白朮･白茯苓･陳皮･甘草各一錢. 右剉作一貼 生薑三片 大棗二枚 同煎服.(東垣)” (前揭書 신 역

東醫寶鑑, p. 429.)
97) “命進御香砂君子湯 五貼製入.” (日省錄, 1860년 7월 15일) “命進御香砂君子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60년 7월 20일)
98) “命進御香砂君子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0년 8월 20일) “命進御香砂君子湯 自明日停止.” (日省錄, 1860년 9월 4일)
99) “命進御加味地黃湯 依前方 自今日五貼式製入.” (日省錄, 1860년 10월 10일)
100) “命進御加味地黃湯 自明日停止.” (日省錄, 1860년 12월 24일)
101) “命進御加味地黃湯 七貼製入.” (日省錄, 1861년 1월 18일)
102) “命進御八味地黃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1년 1월 25일)
103)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朴晦壽曰 日來進御加味地黃湯順下乎. 予曰 順下矣. 晦壽曰 然則連次繼進以爲調理之劑

恐好矣. 予曰 當繼進矣.” (日省錄, 1861년 1월 29일)
104) “左議政朴晦壽曰 調理湯劑連爲進御乎. 予曰 果連日進服矣. 晦壽曰 此劑進御今幾至五十貼矣. 果爲順下乎. 予曰 果順下而此藥甚好矣. 晦壽曰 然

則盛夏前連爲進御似好矣.” (日省錄, 1861년 3월 10일)
105) “朴晦壽曰 向有微感節 近日快復常度乎. 予曰 稍勝而尙未快解矣. 仍命醫官入診. 醫官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晦壽曰 伏聞進御

香砂君子湯 間多停止 此是調理湯劑連爲進御似好矣. 予曰 間進鷄膏 故湯劑姑停止矣. 晦壽曰 鷄膏若順下則速效猶勝於湯劑矣. 予曰 果順下而頗有
益效矣. 晦壽曰 鷄膏亦食飮之類 果順下適於味則屢進似好矣. 予曰 姑爲連日試之矣. … 命進御加味二陳湯 二貼製入.” (日省錄, 1861년 3월 30일)

106) “命進御加味地黃湯 自明日停止.” (日省錄, 1861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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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철종은 “생냉(生冷)한 것은 일
찍이 즐기지 않는다.”라고 답변한다. 조두순은 “맥상에 약간 
활맥(滑脈)을 띠고 있다고 의관들이 상주하 으니 마땅히 처
방문을 의정(議政)하여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주청한
다. 이에 따라 당일 가미이진탕(加味二陳湯)이 진어된다107). 
4월 20일에는 향사군자탕(香砂君子湯)이 진어되고108), 약 
한달 뒤인 5월에 향사군자탕 진어가 중지되었으며109), 8월 
10일에 들어와 다시 향사군자탕의 진어가 시작된다110). 8월 
29일에는 내의원 도제조 김흥근이 날씨가 서늘해지고 있으
므로 지황탕가감방(地黃湯加減方)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
를 받아들여 향사군자탕 진어가 정지되고 가미지황탕이 올
려진다111).

동년 9월 14일의 기록을 보면 당시 철종이 잇몸 질환을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일 의정 정원용이 “일전에 
내의원을 통해 잇몸에 약간의 부기가 있어서 수구방(嗽口
方)을 시험삼아 진어하게 하 다고 들었습니다. 씹을 때 지
장이 없이 평상시로 회복되셨습니까? 생각건  한 때의 부
열(浮熱)로 인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철종이 
“과연 이것은 부열(浮熱)로 생긴 것이다. 씹을 때 아프지도 
않고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 다112).

철종의 잇몸질환에 수구방(嗽口方)을 썼다고 하는데, 수
구방(嗽口方)은 약재를 달인 물에 양치하는 함수방(含漱方)
을 말하는 것이다. 東醫寶鑑에도 잇몸질환에 쓰는 양치처
방(齒病含漱方)을 6종류 수록해 놓고 있다113). 철종도 이 
중에 한 가지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년 9월 30일의 기록을 보면114), 이 무렵에 철종이 육

미지황원(六味地黃丸)을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기록에는 ‘육미탕(六味湯)’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것은 육
미지황원(六味地黃丸)115)을 말하는 것이며, 철종 스스로 “과
연 좋은 약이다.”라고 평한 것을 보건  상당히 좋은 효험
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

동년 11월 10일에는 의관 김홍남이 상주하길 “맥상에 비
록 드러난 증후가 없지만 약간의 체기(滯氣)가 있는 듯 합
니다.”라고 한다. 내의원 도제조 조두순은 “어제의 음습(陰
濕)한 기후에 감촉(感觸)･손상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담체(痰滯)가 빌미되어 생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자, 철종은 “일전에 과연 담체(痰滯)가 있었는데, 그 
사이 탕제를 진어하도록 하여 오늘은 신기(神氣)가 조금 
나아졌다.”라고 한다. 조두순이 다시 “탕제는 몸을 보익하는 
조리지제(調理之劑)입니까? 치료약인 소담지제(消痰之劑)
입니까?”라고 묻자, 철종은 “이진탕(二陳湯)을 계속해 진어
하도록 해 오늘은 체기(滯氣)가 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한다116).

철종의 나이 32세가 되는 1862년에 들어와 새해 벽두부터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진어를 정지한 기록이 나온다117). 
이로 보건  1861년 말부터 철종이 가미지황탕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동년 2월에는 철종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들이 나타난다. 2월 5일에는 의관 정유증이 철종의 맥
상이 좌우 삼부맥이 고르고 조화롭지만 촌관부(寸關部)에 
약간 공활(空闊)한 맥상이 나타난다고 상주한다. 또 내의원 
도제조 김좌근이 담후(痰候)의 정도는 나아졌는지 묻자 철

107)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調均而右寸關微滑. 予曰 痰症尙有餘氣也. 斗淳曰 調理湯劑何以停止乎. 予曰 已爲多服 故今姑少止
矣. 斗淳曰 日氣炎溽之前 復爲進御恐好矣. 予曰 然矣. 斗淳曰 平日或進 生冷之屬乎. 予曰 生冷之屬 曾所不嗜也. 斗淳曰 脈候微滑旣有醫官所奏 
當退出議定方文以入矣. 命加味二陳湯 一貼製入.” (日省錄, 1861년 4월 15일) 

108) “命進御香砂君子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1년 4월 20일)
109) “命進御香砂君子湯 自後日次停止.” (日省錄, 1861년 5월 30일)
110) “命進御香砂君子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1년 8월 10일)
111)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興根曰 香砂君子湯連爲進御而果順下乎. 予曰 連爲善下矣. 興根曰 已往則暑濕之餘 故

進御此劑而今則涼意甚緊 以前日所進地黃湯加減進御似好矣. 予曰 問諸醫官. 興根顧謂醫官曰 進御地黃湯爲好耶. 醫官曰 香砂君子湯不宜多進例不
過二十貼矣. 地黃湯加味進御果好矣. 予曰 以地黃湯議入也 … 命進御香砂君子湯停止. 加味地黃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1년 8
월 29일)

112) “領議政鄭元容曰 日前因藥院伏聞 齒齦有微浮意 進試嗽口方云 其時咀嚼無所妨而卽復常度乎. 想因一時浮熱而然矣. 予曰 果是浮熱所致也. 咀嚼無
痛意而卽獲如常矣.” (日省錄, 1861년 9월 14일)

113) 東醫寶鑑에는 치과질환 양치방(齒病含漱方)으로 玉池散, 荊芥湯, 開笑散, 椒塩散, 蜂窠散, 牙疼噙潄藥 등 6종을 열거하고 있다. (許浚, 신
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 703.)

114)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元容曰 近進六味湯而果順下乎. 予曰 順下矣. 此果良劑矣.” (日省錄, 1861년 9월 30일)
115) “六味地黃丸 : 治腎水不足 陰虛. 熟地黃八兩 山藥･山茱萸各四兩 澤瀉･牧丹皮･白茯苓各三兩. 右爲末 蜜丸梧子大. 溫酒鹽湯 空心呑下五七十丸. 

血虛陰衰 熟地黃爲君 精滑 山茱萸爲君 小便或多或少或赤或白 白茯苓爲君 小便淋澁 澤瀉爲君 心氣不足 牧丹皮爲君 皮膚乾澁 山藥爲君.(綱目)”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 420.)

116)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金鴻男奏曰 脈候雖無形現之證 而似有微滯之意矣. 斗淳曰 昨日陰濕之候 觸冒受損而然
乎 倘非痰滯所祟乎. 予曰 日前果有痰滯之意 間進湯劑而今日神氣稍勝矣. 斗淳曰 所進湯劑是調理之劑乎 是消痰之劑乎. 予曰 二陳湯連爲進御而今
日則滯氣似不甚緊矣. 斗淳曰 湯劑退出後 當與醫官更爲議定以入矣. 予曰 昨日所進湯劑一二貼加進似好矣.” (日省錄, 1861년 11월 10일)

117) “命進御加味地黃湯停止.” (日省錄, 1862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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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그렇다고 답한다118). 그러나 하루 뒤인 2월 6일의 기
록에는 철종의 병세가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
난다. 즉, 당일 내의원의 구계(口啓)119)에서 철종의 담후
(痰候)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점점 못해지고 있다고 하니 

단히 답답하고 절박하다고 하면서 이 때에 입진을 조금이
라도 늦출 수 없으니 의관을 부르셔서 탕제를 의정(議定)하
시길 바란다고 주청하고 있다. 철종은 이에 내(大內)120)
에서 입진하 으므로 경 등은 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비
답(批答)121)한다122). 다음 날인 2월 7일에도 내의원에서 
철종의 담후(痰候)에 한 간밤의 차도를 묻고 입시(入侍)
할 것을 주청하 으나 철종은 같은 이유로 윤허하지 않는
다123). 2월 8일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기록이 나오는데, 당일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1첩이 진어된다124). 

2월 9일에는 가미지황탕에 숙지황(熟地黃), 별갑(鱉甲), 
귀판(龜板) 등을 더해 진어하 으며125), 2월 10일126), 11
일127), 12일128), 13일129), 14일130), 15일131)에도 가미지
황탕이 진어된다.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은 가미금수전(加味金水
煎)이 계속해서 진어된다132). 가미금수전은 금수육군전(金
水六君煎) 가미방으로 보여진다. 금수육군전은 명 (明代) 
장개빈(張介賓)의 景岳全書 중의 “新方八陣･和陣”에 실려
있는 유명한 처방이다133). 금수육군전은 肺･腎의 음(陰)이 
허한 탓으로 습담(濕痰)이 몰려 기침을 하고 숨이 차며 메
스껍고 가래가 많은 데 쓰는 처방인데134), 장개빈의 설명
에는 ‘폐신(肺腎)이 허한(虛寒)하여 수기(水氣)가 넘쳐나 
담(痰)이 생긴 것과 나이가 들어 음(陰)이 허하고 혈기(血
氣)가 부족한데다 밖으로 풍한(風寒)의 사기(邪氣)를 받아 
기침과 구역이 나고 메스꺼워하며 가래가 많고 숨이 찬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건  당시 철종
은 해수(咳嗽), 천식(喘息), 객담(喀痰) 등의 병증을 가지
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은 사귤지황탕(砂橘地黃
湯)을 복용한다135). 6월 5일 사귤지황탕 정지의 명136)이 
있는 것을 보건 , 이러한 사귤지황탕의 복용은 거의 여름

118)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中 寸關脈候微闊矣. 左根曰 痰候之節 益有差勝乎. 予曰 然矣. 予曰 湯劑當依前自內議定 
藥院不必議入矣.” (日省錄, 1862년 2월 5일)

119) 구계(口啓) : 임금에게 구두로 아룀.
120) 내(大內) : 임금이 거처하는 곳.
121) 비답(批答) : 상소에 해 임금이 내리는 답.
122) “口啓以爲 卽伏聞待令醫官所傳 則痰候諸節 稍有所遜云 萬萬悶迫. 此時入診不容少緩 乞賜召接議定湯濟. 批以自內入診 卿等不必入侍矣.” (日省

錄, 1862년 2월 6일)
123) “口啓以爲 痰候之節 夜來有差勝之效乎. 昨請診候未蒙允許 下情焦遑 乞許臣等率醫入侍. 批以湯劑自內議定 卿等不必入侍矣.” (日省錄, 1862년 

2월 7일)
124) “口啓以爲 夜來諸節 益臻康復乎. 當進湯劑不可不趁早議定 亟許入侍以爲診察. 批以自內入診 卿等不必入侍矣. … 命進御加味地黃湯 一貼製入.” 

(日省錄, 1862년 2월 8일)
125) “命進御加味地黃湯 前方中加熟地黃一錢 鱉甲醋灸 龜板酥灸 各一錢製入.” (日省錄, 1862년 2월 9일)
126) “命進御加味地黃湯 依前方二貼製入.” (日省錄, 1862년 2월 10일)
127) “命進御加味地黃湯 依前方二貼製入.” (日省錄, 1862년 2월 11일) 
128) “命進御加味地黃湯 依前方二貼製入 第二貼中去鱉甲一錢.” (日省錄, 1862년 2월 12일)
129) “命進御加味地黃湯 依前方一貼制入.” (日省錄, 1862년 2월 13일)
130) “命進御加味地黃湯 前方中去龜板 加人蔘一錢 一貼製入.” (日省錄, 1862년 2월 14일)
131) “興根曰 聖候靜攝 已至屢日 群情焦迫無容盡達矣. … 鴻男等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和緩矣. 命進御加味地黃湯 依前方一貼製入.” (日省錄, 1862

년 2월 15일)
132) “命進御加味金水煎 一貼製入.”(1862년 2월 16일) 

“命進御加味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17일) 
“命進御加味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18일) 
“命進御加味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19일) 
“命進御加味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20일) 
“命進御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21일) 
“命進御加味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22일) 
“命進御加味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23일) 
“命進御加味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24일) 
“命進御加味金水煎 依前方一貼製入.”(1862년 2월 25일)

133) “金水六君煎 : 治肺腎虛寒 水泛爲痰 或年邁陰虛 血氣不足 外受風寒 欬嗽嘔惡 多痰喘急等證 神效. 當歸二錢 熟地三․五錢 陳皮一錢半 半夏二錢 
茯苓二錢 炙甘草一錢. 水二鍾 生薑三五七片 煎七八分. 食遠溫服. 如大便不實而多濕者 去當歸 加山藥. 如痰盛氣滯 胸脇不快者 加白芥子七八分. 
如陰寒盛而嗽不愈者 加細辛五七分. 如兼表邪寒熱者 加柴胡一二錢.” (張介賓, 景岳全書･新方八陣, 서울, 한미의학, 2006, pp. 2579-2580.)

13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7, p. 138.
135) “命進御加味砂橘地黃湯 一貼製入.”(2월 26일) “命進御砂橘地黃湯 依前方一貼製入.”(2월 27일) “命進御砂橘地黃湯 依前方一貼製入.”(2월 28일) 

“命進御砂橘地黃湯 依前方五貼式 日次製入.”(2월 29일)
136) “進御砂橘地黃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62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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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귤지황탕은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사인(砂仁)과 귤피(橘皮)를 가미
한 처방으로 생각된다. 사인(砂仁)은 ‘행기관중(行氣寬中)･건
비화습(健脾化濕)’의 효능이 있어 위완부창통(胃脘部脹痛), 
식욕부진(食慾不振), 오심구토(惡心嘔吐), 설사(泄瀉)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며137), 귤피(橘皮)는 ‘이기건비(理氣健脾)･
조습화담(燥濕化痰)’의 효과가 있어 완복창만(脘腹脹滿), 오
심구토(惡心嘔吐), 소화불량(消化不良), 흉격만민(胸膈滿悶), 
기역천해(氣逆喘咳)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다138). 즉, 
조리지제(調理之劑)인 육미지황탕에 소화불량증과 해수천
식(咳嗽喘息)을 치료하는 사인(砂仁)과 귤피(橘皮)를 가미
하여 복용한 것이다.

8월에 들와와 철종의 병증을 체후(滯候), 담체(痰滯)로 
기술하면서 향사군자탕(香砂君子湯)을 진어한 기록이 나타
난다. 8월 16일의 기록에 신들이 의관들 통해 철종에게 
체기(滯氣)의 증후(滯候之節)가 있다 들었다고 하면서 의
관들을 이끌고 입진(入診)하고자 한다고 청한다. 철종은 입
진이 궁내에서 이미 행해져 담체(痰滯)가 지금은 완쾌･회
복되었으니 입시(入侍)할 필요가 없다고 사양한다139). 8월 
20일에는 철종이 “일전에 잠시 담체(痰滯) 증상이 있었으
나 지금은 회복되었다.”라고 하 고, 당일 향사군자탕(香砂
君子湯)이 진어된다140). 향사군자탕은 다음달 5일까지 계
속 진어된다141).

철종은 가을과 겨울에 들어와 2월에 복용했던 사귤지황
탕(砂橘地黃湯)을 다시 복용한다. 즉, 윤8월 25일에 사귤지
황탕 진어 기록이 나타나고142), 9월 5일에 사귤지황탕에 녹
용(鹿茸) 중량을 줄이고 인삼(人蔘) 한돈(一錢)을 가미하

여 올리게 하 으며143), 12월 29일에는 사귤지황탕 진어를 
중지하도록 한 것이다144).

철종이 사망한 1863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년 
3월 20일에 의관 정유증이 철종의 진찰한 후에 “좌우 삼부
맥이 고르게 조화롭지만, 그 중 왼쪽 맥이 약간 활맥(滑脈)
을 띠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철종은 “근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다.”라고 답한다. 의정 정원용은 당시 민간에 
전염성 감기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철종이 더욱 신중하게 
몸을 조섭(調攝)하길 주청한다145). 4월 5일에도 철종이 약
간 감기 기운이 있어 원래 복용하던 탕제를 계속 먹지 못
하 다고 말하고 있다146). 또한 같은 달, 사귤지황탕(砂橘
地黃湯) 정지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건 147), 일년 전에 복
용하던 사귤지황탕을 이 무렵 다시 복용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동년 5월 25일의 기록을 보면, 조두순이 건강상태를 묻
자 철종이 한결같다고 답하고 있다148). 그러나 철종의 건
강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단지 병증이 깊어
졌다가 잠시 회복되는 것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
월 10일의 기록149)에 내의원 도제조 조두순의 언급을 보면 
당시 철종의 질병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
다. 당일 조두순이 “근래 성상(聖上)의 몸 상태가 질병으로 
인해 약간 편안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혈기(血氣)
가 왕성한 춘추(春秋)에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물론 철종은 “몸의 기력(身氣)이 평안해지면 조
금 지난 후에 질병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 지만 조두순
의 질문은 예사롭지 않은 철종의 건강상태를 드러낸 것으
로 볼 수 있다.

137) 傳統醫學硏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914.
138) 辛民敎, 臨床本草學, 서울, 남산당, 1986, p. 380.
139) “口啓以爲 臣等伏聞入診醫官所傳之言 則聖體有滯候之節云. 伏不勝憂慮之至 臣等率醫官入診. 詳察聖候議定湯劑. 千萬顒祝. 批以入診已自內爲之 

痰滯今旣快復 卿等不必入侍矣.” (日省錄, 1862년 8월 16일)
140)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興根曰 日前滯候 暫時靡寧旋卽快復 誠慶祝萬萬 今則無餘祟乎. 予曰 日前暫時痰滯 而

今則如常矣. … 命進御香砂君子湯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2년 8월 20일) 
141)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金左根曰 日前製入香砂君子湯 今則進御幾貼乎. 予曰 連進數貼矣. … 進御香砂君子湯 

命自今日停止.” (日省錄, 1862년 윤8월 5일)
142) “命進御砂橘地黃湯 自今日限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2년 윤8월 25일)
143) “命進御砂橘地黃湯 前方中鹿茸減五分 加人蔘一錢 自今日五貼式 日次製入.” (日省錄, 1862년 9월 5일)
144) “命進御砂橘地黃湯 自今日停止.” (日省錄, 1862년 12월 29일)
145) “予命醫官入診. 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中 左部似有微滑之候矣. 予曰 近有微感矣. 領議政鄭元容曰 近日朝夕過冷 若或失攝 易致

受損 閭閻亦多輪感矣. 節宣之方何待臣等之加勉而日候不調之時 益加愼攝是所顒祝. 予曰 非不愼攝而或因外氣而如是矣. 元容曰 當爲議定湯劑矣. 
予曰 自內當議定 而近日亦有所進之劑矣.” (日省錄, 1863년 3월 20일)

146) “予命醫官鄭有曾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左根曰 近日湯劑連爲進御乎. 予曰 近日少有感氣 未得連服矣. 左根曰 然則進御之湯劑 似多
餘矣.” (日省錄, 1863년 4월 5일)

147) “命進御砂橘地黃湯 自後日次停止.” (日省錄, 1863년 4월 25일)
148) “予命醫官入診. 李慶年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趙斗淳曰 近日諸節何如. 予曰 如常矣.” (日省錄, 1863년 5월 25일)
149) “予命醫官入診. 李慶年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 斗淳曰 臣有區區蘊結于中者 冒昧仰達矣. 近來聖候每多少少靡寧之時 以今春秋之鼎

盛 何爲而致此也. 予曰 身氣康則少無疾恙矣.” (日省錄, 186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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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의 기록150)에는 철종의 병증을 담체(痰滯)로 
언급하면서 의관 방재용의 진찰결과가 수록되어 나온다. 또
한 이 무렵에 철종은 왼쪽 넓적다리 부위가 마비되고 약간 
부어오르는 증세도 나타난다. 즉 의관 방재용은 철종의 맥
상이 좌우 삼부맥이 고르고 조화로우나 왼쪽 삼부맥이 부
삭(浮數)하고 오른쪽 삼부맥은 허연(虛軟)한 증후가 나타
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까닭은 위기(胃氣)가 부족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진단한다. 당일 향사군자탕(香砂君
子湯)이 정지되고 생맥지황탕(生脈地黃湯)이 진어된다. 생맥
지황탕은 생맥산(生脈散)과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을 합
방한 것으로 폐신음허(肺腎陰虛)로 인한 해수천식(咳嗽喘
息)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151). 

9월 5일의 기록152)에도 거의 비슷한 진맥결과를 보여준
다. 의관 이경년이 진찰 후에 왼쪽 삼부맥이 부삭(浮數)하
고 오른쪽 삼부맥이 허연(虛軟)하면서 약간 활맥(滑脈)을 
띤다고 말한다. 그리고 왼쪽 맥이 부삭(浮數)한 증후가 나
타나는 것은 진액(津液)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약하
게 활맥(滑脈)이 나타나는 것은 담체(痰滯) 증후가 있기 
때문이라 진단한다. 철종은 별도로 다른 증상은 없이 몸의 
기운이 한결 같지만 단지 다리가 마비되는 것 때문에 걸음

걸이가 온전하지 못한데 이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고충을 
토로한다153). 당일 삼령다(蔘苓茶)154)를 겸하여 복용하
고, 생맥지황탕 진어를 중지하고 교감귀비탕(交感歸脾湯)을 
올리도록 한다. 교감귀비탕은 교감단(交感丹)155)과 귀비탕
(歸脾湯)156)을 합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9월 9일까지 약 
5일간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157).

9월 10일에는 교감지황탕(交感地黃湯)을 복용하 고158), 
15일부터는 날마다 5첩씩 교감지황탕이 올려져서159), 다음 
달인 10월 2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여진다160). 교감지항
탕은 교감단과 육미지항탕의 합방으로 생각된다. 9월 17일
의 기록을 보면 교감지황탕은 철종의 다리가 아프고 마비
되는 증상을 치료하고자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일 

의정 김좌근이 “교감군자탕을 계속해서 진어하 는데 다
리는 차도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철종은 “과연 잘 내려가
고 다리는 조금 나아졌다.”라고 답변한다. 좌의정 조두순도 
“근래 건강상태는 어떠십니까? 다리부위가 불편한 증상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철종은 “걸음걸이는 약간 불편하지
만 다리의 통증은 매우 아픈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한
다161).

10월 2일에 교감지황탕이 정지되고 다시 향사군자탕(香

150) “口啓以爲 臣等伏聞入診醫官所傳之言 則聖候有滯候之節云 … 予命醫官入診. 醫官方載鏞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中 左三部有浮數之節 右
三部有虛軟之節矣. 予曰 何以然乎. 載鏞等奏曰 緣胃氣不足而然矣. 金興根顧謂醫官曰 然則連進香砂君子湯爲宜乎. 更進他劑爲宜乎. 載鏞等曰 地
黃湯議進穩合矣. 予曰 醫官先退. 興根曰 自今日香砂君子湯 連爲進御乎. 地黃湯更爲議進乎. 予曰 其間自內香砂君子湯與地黃湯 連爲兼進矣. 興根
曰 近有脚部靡寧之節云. 起居之際 果若何乎. 予曰左股有不仁之症 稍有浮高之意矣. … 命進御香砂君子湯停止 生脈地黃湯 自今日一貼式製入.” (
日省錄, 1863년 8월 24일)

151) “生脈地黃湯 : 熟地黃･山藥･山茱萸･麥門冬 각 4.5g 人蔘･五味子･白茯苓･牧丹皮･澤瀉 각 3g. 肺腎의 陰이 부족함으로 인해 咳嗽 氣喘 乾痰 心
悶 手足發熱 潮熱 盜汗 咽乾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치료한다.” (傳統醫學硏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1048.)

152) “予命醫官入診. 李慶年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中 左三部有浮數之節. 右三部有虛軟而微滑之節矣. 予曰 何以然乎. 慶年等曰 浮數之節緣於
津液之不調 微滑少有痰滯之節而然矣. 興根曰 地黃湯進御已至十餘貼矣. 當連進乎. 更爲議定他劑而進乎. … 予曰 然矣. 別無他症. 氣度如常而只緣
脚部之不仁 行步之不穩 以是爲悶耳. 興根曰 湯劑進御然後 可期不日復常而水剌進御之節 亦有勝而其間蔘苓茶亦爲兼進乎. 予曰 然矣. 命進御生脈
地黃湯停止 交感歸脾湯 自今日一貼式製入.” (日省錄, 1863년 9월 5일)

153) 김민호는 학위논문에서 철종을 사상의학적 체질론으로 봤을 때 태음인(太陰人)으로 추정하 다. 그 근거의 하나로 철종의 좌측 퇴부가 불
편한 것이 태음인에게 나타나는 식후비만증과 다리 무력증의 한 증상이라 제시했다. (김민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硏究｣, 고
려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74.) 그러나 8월 24일의 기록에 ‘왼쪽 넓적다리 부위가 마비되고 약간 부어오르는 증세(股有不仁之症 稍有
浮高之意)’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무력증이 아니라 염증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철종은 임종에 가까워지면서 인
체 저항력･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염증 증세까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54) 순조(純祖)도 다리 부위에 난 종기를 고약과 탕제를 사용하여 치료하고 난 후, 몸조리를 위해 삼령다(蔘苓茶)를 복용하기도 하 다. 純祖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내용은 졸저를 참조할 것. (김훈, ｢朝鮮時代 純祖의 疾病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2), pp. 
107-126.)

155) “交感丹 : 治諸氣鬱滯. 一切公私怫情 名利失志 抑鬱煩惱 七情所傷 不思飮食 面黃形羸 胸膈痞悶 諸證神效 大能升降水火. 香附子一斤長流水浸三
日取炒 茯神四兩. 右搗爲末 蜜丸彈子大 每一丸 細嚼 以降氣湯送下.(回春)” (許浚, 신 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 1284.)

156) “歸脾湯 : 治憂思勞傷心脾 健忘怔忡. 當歸･龍眼肉･酸棗仁炒･遠志製･人蔘･黃芪･白朮･白茯神各一錢 木香五分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薑五片 棗二
枚 水煎服.(入門)” (前揭書 신 역東醫寶鑑, pp. 281-282.)

157) “命進御交感歸脾湯 自明日停止.” (日省錄, 1863년 9월 9일)
158) “命進御交感地黃湯 自今日一貼式製入.” (日省錄, 1863년 9월 10일)
159) 9월 17일의 기록에 “命進御交感地黃湯 自二十五日五貼式每日次製入.”이라고 나타난다. 즉, 교감지황탕을 25일부터 5첩씩 매일 올리도록 한 것

이다. 그러나 17일의 일기에 25일 이후의 내용까지 수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15일부터 날마다 교감지황
탕 진어가 있어왔고, 당일 17일에도 교감지황탕이 올려진 것을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二十五日’은 ‘自以十五日’의 오식이거
나, 혹은 ‘二’자가 衍字가 아닌가 생각된다.

160) “命進御交感地黃湯停止 香砂君子湯 自今日每日次製入.” (日省錄, 1863년 10월 2일)
161) “領議政金左根曰 交感君子湯連爲進御 而足部果有勝度乎. 予曰 果順下而足部差勝矣. 左議政趙斗淳曰 近日諸節何如 而脚部欠安之節 果何如乎 予

曰 行步則少有不仁 而脚部則甚不痛矣.” (日省錄, 1863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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砂君子湯)이 진어된다162). 10월 5일에는 향사군자탕이 정
지되고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과 삼령다(蔘苓茶)가 올려
지는데, 철종은 왼쪽 다리 걸음걸이가 약간 순조롭지 못하
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163). 10월 6일에는 삼령다의 진
어가 중지되었고164), 10월 10일의 기록에는 의정 김좌근
과 좌의정 조두순이 철종의 다리가 아픈 증상이 회복되었
는지 묻자 철종이 차도가 있다고 말한다165).

10월 25일에는 조두순이 근일 복용한 탕제가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가 묻자, 철종은 탕제가 잘 내려가기는 하지만 
아직 현저한 효과는 없다고 말한다. 이에 조두순이 이것은 
소도지제(消導之劑)와 다른 것이니 오랫동안 복용한 후에 
비로소 효과를 볼 것이라 말한다166). 여기에 조두순이 소
도지제(消導之劑)와 다르다고 한 처방은 보익지제(補益之
劑)인 가미지황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1월 20일에
는 철종의 맥상이 삼부맥이 고르고 조화롭다고 하면서 철
종 자신도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단
하게 손상 받은 것은 없다. ”고 말한다167). 

그러나 당시 철종의 병은 이미 위중한 상태 다. 日省錄
에는 이후 사망 당일까지 철종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특별
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서도 4월부터 사망 당일인 12월까지 단순히 창덕궁(昌德
宮) 희정당(熙政堂)에 약원(藥院)이 입진했다는 기록만 3, 
4차례 나올 뿐, 철종의 질병 관련 기록이 전혀 나타나질 않
는다. 朝鮮王朝實錄이나 日省錄에 국가의 중 한 문제

이기도 한, 당  군왕의 위급한 건강 상태에 직면해서 이렇
게 전무하다시피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도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168).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철종의 임종 당일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일 첫 번째 기사는 선  임금들의 경우와 
같이 임종 전의 위급한 상황을 맞아 내의원 의관들을 모두 
직숙(直宿)하게 한 명을 내린 것이다169). 두 번째 기사는 

조전(大造殿)에서 신들의 문후(問候)를 소견(召見)한 
기록이었으며170), 세 번째 기사는 약원(藥院)을 사옹원(司
饔院)으로 옮겨서 시약청(侍藥廳)을 만든 기록이다171). 네 
번째 기사는 임금의 환후가 위독해졌다는 기록이며172), 다섯 
번째 기사는 묘사(廟社)･전궁(殿宮)･산천(山川)에 날짜를 
가릴 것 없이 기도(祈禱)를 설행하라는 명이었다173). 그러
나 묘시(卯時)에 철종은 창덕궁(昌德宮) 조전(大造殿)에
서 승하(昇遐)하 다174). 당일 일성록의 기록에는 성향
이진탕(星香二陳湯)과 인삼(人蔘) 5돈(錢), 부자(附子) 2돈
(錢)이 올려진 기사가 나온다175). 성향이진탕은 혼수상태
에 빠진 철종의 구급약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176), 인
삼과 부자는 임종 무렵 나타난 극도의 허한증(虛寒證)과 
망양증(亡陽證)에 생기(生氣)를 북돋고 양기(陽氣)를 회복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끝내 33살의 젊은 임금은 회생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다. 철종의 직접적 사인(死因)에 해서는 만성질환
이란 추측177), 폐결핵에 의한 사망설178) 등이 있다. 특히 

162) “命進御交感地黃湯停止 香砂君子湯 自今日每日次製入.” (日省錄, 1863년 10월 2일)
163) “予命醫官入診. 醫官李慶年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斗淳曰 香砂君子湯進御後 果有證驗乎. 予曰 今纔數貼有何證驗乎. 斗淳曰 脚部近

果快復乎. 予曰 左邊脚部行步 微有不順矣. … 命進御香砂君子湯停止 加味地黃湯蔘苓茶 自今日五貼式 每日次製入.” (日省錄, 1863년 10월 5일)
164) “命進御蔘苓茶 自後日次停止.” (日省錄, 1863년 10월 6일)
165) “領議政金左根曰 近日湯劑連爲進御云. 果順下而脚部亦爲康復乎. 予曰 脚部快有差度 湯劑亦順下矣. 左議政趙斗淳曰 伏聞聖候日臻康復 慶祝萬萬

而 脚部亦已差復乎. 予曰 如常矣.” (日省錄, 1863년 10월 10일)
166) “予命醫官入診. 李慶年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調均矣. 斗淳曰 近日湯劑果有顯效乎. 予曰 湯劑則順下而姑未知顯著之效矣. 斗淳曰 此與消導之

劑有異 久久進御然後 始驗其功矣.” (日省錄, 1863년 10월 25일)
167) “予命醫官入診. 李慶年等診候訖奏曰 脈候左右三部均調矣. 左根曰 近日湯劑連爲進御乎. 予曰 果爲連進矣. 左根曰 坤殿哀疚之餘 諸節果無受損乎. 

予曰 雖未如常 別無大段受損矣.” (日省錄, 1863 년 11월 20일)
168) 朝鮮王朝實錄에는 철종이 임종한 12월에 사망 당일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사망 6일전에 12월 2일에 귀양 보낸 죄인들을 석방하게 한 기사

가 유일한 기록이다. 
169) “命直宿爲之.” (朝鮮王朝實錄, 1863년 12월 8일, 1번째 기사)
170) “召見時原任大臣閣臣于大造殿 承候也.” (朝鮮王朝實錄, 1863년 12월 8일, 2번째 기사)
171) “移藥院于司饔院 爲侍藥廳.” (朝鮮王朝實錄, 1863년 12월 8일, 3번째 기사)
172) “上大漸” (朝鮮王朝實錄, 1863년 12월 8일, 4번째 기사)
173) “命廟社殿宮山川祈禱 不卜日設行.” (朝鮮王朝實錄, 1863년 12월 8일, 5번째 기사)
174) “卯時 上昇遐于昌德宮之大造殿.” (朝鮮王朝實錄, 1863년 12월 8일, 8번째 기사) 
175) “命進御星香二陳湯 一貼煎入 榻敎也. 命進御人蔘五錢附子二錢煎入 榻敎也.” (日省錄, 1863년 12월 8일)
176) “星香二陳湯 : 半夏6 陳皮･天南星･木香･甘草 각4.5 生薑3. 물에 달여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한다. 癲癎에 사용한다. 또한 게거품을 물면서 

경련이 일어나 발작 시간이 2-3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傳統醫學硏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1117.)

177)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韓國人口學會誌, 14권 1호, 1991, pp. 43-44.
178) 강 민, 조선시  왕들의 생로병사, 서울, 태학사, 2002. pp.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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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연령) 병증표현 調理方･治療方

1850년 (20세) 滯候
加味地黃湯 
香砂二陳湯
加味平六湯
加味君子湯
加味拱辰湯

1851년 (21세)
泄候

微感之候
咽喉證候

加味拱辰湯
香薷平陳湯

正氣散
桔梗湯

1852년 (22세) 加味拱辰湯
1853년 (23세) 加味拱辰湯
1854년 (24세) 加味拱辰湯
1855년 (25세) 神氣疲頓 加味拱辰湯

水茸
1856년 (26세) 滯候

滯症
加味拱辰湯
拱辰君子湯
人蔘粟米飮

1857년 (27세) 拱辰君子湯

<표 1> 哲宗의 주요 질병과 治療

1858년 (28세) 感候
痰滯 拱辰君子湯

1859년 (29세)
胃氣不和

微感
咽喉餘氣

滯候

拱辰君子湯
香砂君子湯
歸茸君子湯
加味君子湯

1860년 (30세)
感氣
滯氣
泄候

歸茸君子湯
鷄膏

香薷養胃湯
香陳湯

香砂二陳湯
加味異功散
香砂君子湯
加味地黃湯

1861년 (31세)
感節
痰症

齒齦浮氣
滯氣
痰滯

加味地黃湯
八味地黃湯
香砂君子湯

鷄膏
加味二陳湯

嗽口方
六味湯
二陳湯

1862년 (32세)
痰候
滯候
痰滯

加味地黃湯
加味金水煎
砂橘地黃湯
香砂君子湯

1863년 (33세)

微感
痰滯
滯候

胃氣不足
脚部靡寧 
行步不穩

坐股不仁浮高

砂橘地黃湯
香砂君子湯
生脈地黃湯

蔘苓茶
交感歸脾湯
交感地黃湯
交感君子湯
加味地黃湯
星香二陳湯

폐결핵(肺結核)에 의한 사망설은 상당히 널리 퍼져 일반적
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철종이 왕위에 오
른 뒤에 정신적 불안감, 불만, 자식의 죽음179) 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갖게 되었고, 이를 잊기 위해 음주(飮酒)와 
여색(女色)을 일삼아 결국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폐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철종은 말기에 기침이 그
치지 않았고 가래가 몹시 끓었으며 나중에는 각혈(咯血)까
지 심해져 사망했다는 것이다180).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일성록의 기록
에는 철종이 폐결핵을 앓았다는 확증을 찾을 수가 없다. 다
만 담후(痰候), 담체(痰滯), 담증(痰症)이란 병증 표현은 
20살 무렵부터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병증이 폐결핵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 단
정적으로 철종이 폐결핵을 앓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된다. 좀 더 자세한 병증의 묘사, 예컨  폐결핵 말기에 나
타나는 객혈(喀血) 증상 정도가 나온다면 좀 더 확실한 증
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언급되질 않는
다181).

철종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Ⅱ. 맺는말

철종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병증의 원인은 
비위허약(脾胃虛弱)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성록에는 
즉위 초부터 체후(滯候), 체증(滯症), 체기(滯氣), 담체(痰
滯) 등의 병증표현이 나타나 임종 무렵까지 계속된다. 이러
한 병증은 비위허약으로 인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식후

179) 철종은 정비인 철인왕후(哲仁王后) 김씨 외에 7명의 후궁을 두었다. 슬하에 11명의 자식(왕자 5, 왕녀 6)을 두었으나 혜옹주(永惠翁主)를 
제외하고 모두 일찍 사망한다. 혜옹주도 14세(1872년)에 박 효(朴泳孝)와 혼인하 으나 3개월 만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180) 장동민, 왕처럼 먹고 왕처럼 살아라, 서울, 청아출판, 2004, pp. 312-314.
181) 각혈(咯血), 또는 객혈(喀血)에 관한 기록이 일성록에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철종과 관련된 것은 없고, 거의 전부가 신료(臣僚)들이 자신

의 병증을 거론하면서 관직을 물러나고자 주청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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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이 더부룩하고 음식 생각이 없이 때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담체
(痰滯)도 비위허약으로 인한 운화기능(運化機能)의 실조
(失調)로 담음(痰飮)이 발생, 오심구토(惡心嘔吐)･소화불량
(消化不良)･불사음식(不思飮食)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182).

또한 철종은 설후(泄候), 즉 설사증세를 주로 여름철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위허한증(脾胃虛寒證)에서 나타
난 병증으로 판단된다.

철종에게 있어 중요한 또 다른 병증은 담증(痰症)이었다. 
이것은 일성록에 담후(痰候) 또는 담증(痰症)으로 기록
되어 나타나는데, 당시 사용된 처방을 살펴보면 철종은 폐
신음허(肺腎陰虛)로 인해 기침을 하고 숨이 차며 가래가 
끓는 증상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철종은 감기 증세도 지속적으로 앓아 병약한 체질
이었는데183), 일성록에는 미감(微感), 감후(感候), 감기
(感氣), 감절(感節) 등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철종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들이 사용되었다184). 이러한 처방들은 크게 2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양보익(滋養補益)하는 처방으
로 일성록에는 ‘조리지제(調理之劑)’, ‘조리탕제(調理湯劑)’, 
‘자보지제(滋補之劑)’, ‘보중지제(補重之劑)’ 등으로 언급된
다. 여기에 속한 처방으로는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가미
공진탕(加味拱辰湯), 공진군자탕(拱辰君子湯), 귀용군자탕
(歸茸君子湯),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 육미탕(六味湯) 등
이 해당된다. 이러한 보익지제는 즉위 초부터 임종 직전까
지 지속적으로 복용되었는데, 철종의 비위허약으로 인해 복
용 후의 소화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 다185). 

또 다른 처방 종류는 치료방제이다. 일성록에는 담증
(痰症)을 치료할 때 ‘소담지제(消痰之劑)’로, 소화불량 등의 
비위기능을 치료할 때는 ‘소도지제(消導之劑)’ 등으로 언급

된다. 여기에 속한 처방으로는 향사이진탕(香砂二陳湯), 가
미평륙탕(加味平六湯),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 향유평진탕
(香薷平陳湯),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길경탕(桔梗湯), 
향사군자탕(香砂君子湯), 향유양위탕(香薷養胃湯), 향진탕(香
陳湯), 가미이공산(加味異功散), 가미이진탕(加味二陳湯), 가
미금수전(加味金水煎), 사귤지황탕(砂橘地黃湯), 생맥지황탕
(生脈地黃湯), 교감귀비탕(交感歸脾湯), 교감지황탕(交感地
黃湯), 교감군자탕(交感君子湯), 성향이진탕(星香二陳湯) 등
이다.

이러한 치료방제는 부분 철종의 비위허약증(脾胃虛弱
證), 담증(痰症), 감기 증세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조리방(調理方)으로도 원래부터 허약한 철
종의 건강상태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타고난 체질적 원인(稟賦不足)도 있었겠지만186), 갑
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된 정신적 중압감, 안동김씨 세도
정치에 둘러싸여 군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
한 무력감, 궁궐의 삭막한 환경에 갇혀 ‘강화도령’으로 조롱
거리가 된 정신적 억울(抑鬱) 등이 병세를 더 가중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철종이 강화도 잠저(潛邸) 시절, 궁핍한 생활을 할 
때에 천민 출신 ‘봉이’라는 처자를 사랑하 고 궁궐에 들어
온 후에 상사병에 걸렸는데, 안동김문(安東金門) 사람들이 
봉이를 은 히 죽여버리자 철종이 비탄에 빠져 방탕한 생
활을 하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것은 철종
의 애틋한 사랑과 비극적 삶을 그린 드라마나 화로 극화
(劇化)되기도 하 다187).

이렇게 철종은 33년이란 짧은 삶을 뒤로하고 눈을 감는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상으로는 젊은 임금의 직접적 사
인을 찾을 수 없었다. 널리 퍼져있는 폐결핵(肺結核)에 의
한 사망설은, 담후(痰候)･담체(痰滯)･담증(痰症)이란 병증 

182) 담체(痰滯)는 철종의 28세 때에 처음 거론되는 병증이며, 이후 31세, 32세, 사망 당해인 33세까지 계속 나타나는 병증이다. 비위허약(脾胃虛
弱)으로 인한 병증에, 폐신허한(肺腎虛寒)으로 인한 해수(咳嗽), 천식(喘息), 객담(喀痰)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추측된다. 

183) 조선말의 우국지사 매천 황현(黃玹)은 철종을 가리켜 “선천적으로 연약하고 아둔하 다.”라고 기술하기도 하 다. (황현, 梅泉野錄, 서울, 
일문서적, 2011, p. 33.) 

184) 철종의 병증 치료에는 거의가 탕제가 사용되었다. 일성록의 기록을 보면 침구치료에 한 기록이 전무하다. 탕제 중심 치료가 철종의 질병 
치료에 있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85) 철종이 조리지제(調理之劑)를 복용한 후에 입 (入對)한 신들은 ‘순하(順下)’, 즉 소화가 잘 되어 내려가는지 여부를 매번 묻는다. 철종은 
귀용군자탕(歸龍君子湯)의 경우 “체기(滯氣)가 없어도 매번 소화가 안돼 더디게 내려간다(遲降).”고 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186) 김민호는 학위논문에서 철종이 어진(御眞)을 통한 외모상 사상의학적으로 소양인(少陽人)에 가깝다고 보았다. 그러나 철종의 성정(性情), 약
물치료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태음인(太陰人)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민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硏究｣, 고려 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1. pp. 67-76.)

187) 철종의 첫사랑 봉이는 화 강화도령(1963년)에서는 ‘복녀’로,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1990년)에는 ‘양순이’로 나온다. 최근 한 작
가의 철저한 사료 조사에 의해 철종의 첫사랑이 ‘봉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인천일보<http://news.itimes.co.kr>) 
(김시연, 이몽1･2, 서울, 은행나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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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폐결핵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개연성은 있으나, 그 
확정적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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