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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 純宗의 疾病에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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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Sunjong was the 27th King and the last King in the Joseon Dynasty. He lived an unhappy life as the prince and the King of 

perishing country. At the age of 22, He witness the death of his mother Queen Myeongseong by Japanese assassin. He has a weak 

constitution and have many diseases. He get varicella(水痘) in infancy, and suffered from smallpox(紅疫) at 6, and catched the measles(天

然痘) at 12.

At the age of 25, Having drunk the coffee that contained opium(阿片), he had bloody excrement(血便) and lose the 18 teeth. The 

Symptoms that appeared frequently at adult age are indigestion(滯症), diarrhea(泄瀉), trophedema(足部浮腫), odontopathy(齒科疾患) etc. 

This indigestion(滯症) and diarrhea(泄瀉) are occurred by gastroenteropathy(胃腸病). This odontopathy(齒科疾患) is the aftereffect from 

having 18 false teeth. We assume that this trophedema(足部浮腫) is occurred by cardiac disease(心臟病) and renal disease(腎臟病).

The chronic diseases of King Sunjong are gastroenteropathy(胃腸病), renal disease(腎臟病), cardiac disease(心臟病), rheumatism. We 

assume that the immediate cause of his death is the aggravation of the renal disease(腎臟病) and cardiac disease(心臟病). The medical 

treatments for him are hardly included in Formal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 ) which is the prime governmental 
document. Many royal doctors in court us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ut western doctors from Japan often treated him by medical 

techniques such as injection(注 ), consperg(散藥), liquid medicine(水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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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l disease(腎臟病), cardiac disease(心臟病), rheumatism, trophedema(足部浮腫), odontopathy(齒科疾患)

Ⅰ. 들어가는 글

순종(純宗)은 고종(高宗)과 명성황후(明成皇后) 사이의 
둘째 아들로1) 1874년(고종 11년) 2월 8일 묘시(卯時)에 창
덕궁(昌德宮)의 관물헌(觀物軒)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척(坧), 
자(字)는 군방(君邦), 호(號)는 정헌(正軒)이다. 순종은 1875년 
(고종 12년) 왕세자(王世子)에 책봉되었고, 1897년(光武 元

年)에는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태자(皇太子)로 책봉되었
으며, 1907년 헤이그 사 사건으로 고종이 물러나게 되자 
동년 양력 7월 19일에 34세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를 이어
받았다. 그러나 황제에 오른 지 3년 1개월만인 1910년 양력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이 멸망되어 왕으로 
강등되어 창덕궁(昌德宮)에 머물게 된다. 제위(帝位)에서 
물러나 이왕(李王)이라 불리던 순종은 1917년 6월 약 3주
간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일왕을 만나고 오기도 하 다.

조선조(朝鮮朝) 27대이자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종은 불
행한 군왕이었다. 왕세자 시절인 22살 무렵(1895년) 소위 

1)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다. 큰 아들은 순종이 태어나기 3년 전(고종 8년, 1871년)에 출생했으나 태어난 지 5일 
만에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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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사변(乙未事變)으로 모후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제위(帝位)에 
오르고 나서도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허수아비 
황제에 머물러야 했다. 즉위하던 해인 34살 무렵(1907년)
에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의 체결로 일본이 통감부(統
監府)를 설치하고 한국 군대를 해산하기도 하 으며, 1908
년에는 일본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고, 또 이듬해는 사법
권마저 빼앗고 軍部･法部를 폐지하 다. 결국 1910년 순종
을 마지막으로 조선 왕조는 27대 518년으로 막을 내리고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순종은 1926년 양력 4월 
25일에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大造殿)에서 혈육을 남기
지 못한 채 53살의 춘추로 승하(昇遐)하 는데, 그의 장례
식에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 다. 능은 유릉(裕
陵: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이다2). 

저자는 그간 조선왕조 역대 임금들의 질병과 치료에 관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광
범위한 의학사 연구 분야 가운데 질병사 연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일반 역사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유발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역대 왕들의 질병관련 기록
은 역사기록 중에 비교적 구체적이며 자세한 개인적 병력
을 기술하고 있으면서 당대 최고의 의료수혜를 받았을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 질병사 뿐만 아니라 당대 의
학의 실상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사료
를 중심으로 순종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

Ⅱ. 순종의 질병과 치료

朝鮮王朝實錄에 순종의 질병 관련기록이 최초로 나타

나는 것은 태어난 지 약 4개월 후인 6월 20일의 기사이다. 
즉, 당시 기사에 원자(元子)의 수두(水痘)가 순조롭게 치료
되고 있어서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시상을 한다는 기록
이 나오는 것이다3). 동월 29일의 기록에는 원자의 수두가 
회복되어 고종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 하례(賀禮)를 받
고 축하 교서를 내리기도 한다. 이로 보건대 당시 신생아
던 순종은 태어난 지 약 130여 일 만에 수두(水痘)에 걸렸
으나 곧바로 치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순종의 질병관련 기록은 순종의 나이 5살 무렵에 다시 
나타난다. 고종 15년(1878년) 11월 15일의 기록에 도제조
(都提調) 김병학(金炳學)이 세자의 병이 회복된 것을 축하
하고 있으며4), 당일 2번째 기사에는 그 공로로 도제조 이
하 의관(醫官)들에게 시상을 한다. 동월 27일의 기록에는 
고종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세자의 병이 나은 것을 
진하(陳賀)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 다. 당시의 교문(敎
文)에 고종은 “온화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동궁이 숙성하
니 안부를 물을 때면 편안하다고 했는데, 잠시 보양을 소홀
히 하여 병에 걸렸으나 약을 쓰지도 않고 회복되었다.”라고 
하고 있다5). 당시 기록에는 순종이 어떤 병증을 앓았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약을 쓰지 않고
서도 회복된 것을 보건대 가벼운 감기 증세 정도가 아니었
나 추측될 뿐이다. 

순종은 6살 무렵에 천연두(天然痘)를 앓기도 하 다. 고
종 16년(1879년) 12월 12일의 기록을 보면 도제조(都提
調) 이유원(李裕元)이 “세자궁(世子宮)의 위중하던 천연두 
증세가 나아지는 징조를 보이고 여러 가지 증세가 순조롭
다고 하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고 있
다6). 약 열흘 뒤인 12월 21일의 기록에는 고종이 세자의 
두창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 는데 몇 군데는 아주 붉고 
윤기가 돈다고 말하자, 대신들은 모두 다 발진했던 자리가 
붉고 윤기가 도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아뢴다. 이에 고종은 
선대 순조(純祖)도 천연두를 앓은 뒤에 발진했던 자리가 
여러 날 지나서야 비로소 사라졌다고 하면서 의약청(議藥
廳)을 철파(撤罷)하도록 명한다7). 당일 2번째 기사에는 왕

2) 다음 4가지 자료를 참조함. (국사대사전 편찬위원회, 國史大事典, 서울, 교육도서, 1988, pp. 1399-1400.) (박 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
실록. 서울. 들녘. 1996. pp. 455-459.) (朝鮮王朝實錄 哲宗實錄總序 http:// sillok.history.go.kr) (朝鮮王朝實錄 왕대별解題 http://sillok.history. 
go.kr/intro/haejae) 

3) “敎曰 元子宮水痘平復 喜幸曷已. 藥院雖無別入直 如此大慶 豈無施賞之典. 都提調以下別單書入.” (高宗實錄 고종 11년 6월 20일)
4) “藥院入診. 都提調金炳學曰 世子宮靡寧之節 旋卽平復 實國家莫大之慶也. 此끄由於祖宗之默佑 不可不告廟陳賀.…” (高宗實錄 고종 15년 11월 15일)
5) “詣仁政殿 受賀 頒赦. 敎文若曰 溫文夙就於貳極 問寢曰安 保養乍愆於一時 勿藥有喜.” (高宗實錄 고종 15년 11월 27일)
6) “召見藥院三提調. 都提調李裕元曰 臣等伏聞入診醫官所傳之言 則世子宮痘候丁寧 發表吉祥 諸證平順 不勝慶祝之忱. 自今日三提調直宿 不容少緩矣. 

允之.” (高宗實錄 고종 16년 12월 12일)
7) “藥院入診. 三提調及時原任大臣奉朝賀入直春坊 同爲入侍. 命諸大臣入瞻世子宮. 都提調李裕元曰 收靨過半 神氣眼精及聲音俱吉. 湯劑更無議定矣. 敎

曰 昨日始爲落痂 有數處最紅潤矣. 領敦寧洪淳穆曰 瘢痕之紅潤 是吉祥之兆矣. 奉朝賀姜㳣曰 瘢痕紅潤 乃是吉證. 而每見私家經痘之兒 必厚傳白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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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의 천연두를 치료한 공로로 입직한 여러 인사들에게 
시상을 내린 기록도 나온다8). 일주일 뒤인 동월 28일의 기
사에는 세자가 천연두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여 사면령을 
반포하고 각종 조세를 탕감해 주며 과거를 증광시(增廣
試)9)로 설행하라 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세자가 위중한 병
증인 천연두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한 특별한 조치로 보여
진다.

순종의 질병 관련 기록은 11세 무렵에 다시 나온다. 즉 
고종 21년(1884년) 12월 19일에 약원(藥院)에서 세자궁
(世子宮)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진찰을 청
하 으나 부왕인 고종은 차도가 있으니 입시(入侍)할 필요
가 없다고 물리친다10). 3일 후인 12월 22일의 기록을 보
면 당시 순종은 곧 회복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일 의
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동궁 저하(東宮邸下)가 몸이 
편치 않다가 좋은 약제로 효험을 보아 건강이 날로 회복되
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더없
이 큰 경사입니다. 종묘(宗廟)에 고하고 교문(敎文)을 반포
하는 절차를 길일을 받아 거행하게 하소서.”라고 아뢰고 있
다11). 이에 따라 일주일 뒤에 고종 자신과 세자인 순종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진하하는 의식을 인정전에서 거행하고 
사면을 반포한다12). 당시 기록에는 순종의 질병이 어떤 병
증인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왕인 고종이 약
원(藥院)의 입진을 윤허하지 않고 곧 바로 병에서 회복되
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건대 당시 순종의 질환은 
그렇게 고질적이고 위중한 병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
다. 한 달 뒤인 고종 22년 1월 20일의 기록을 보면 “세자
궁(世子宮)의 감기와 체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

시 순종이 감기 증세와 함께 소화기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순종은 12살 무렵에 홍역을 앓기도 하 다. 고종 22년
(1885년) 1월 20일의 기사에는 약원(藥院)에서 올린 구계
(口啓)에 “입진(入診)한 의관(醫官)이 전하는 말을 듣건대 
세자궁(世子宮)이 감기와 체증으로 편안치 못하다고 하니 
… 의관을 거느리고 입진하여 탕제(湯劑)를 의논하도록 허
락하소서.”라고 한 것이다. 이에 단순한 감기 증세로 이해한 
고종은 순종의 병증이 차도가 있어 입시(入侍)할 필요가 
없다고 윤허하지 않는다13). 그러나 이 때 나타난 순종의 
감기 증세는 홍역의 전구기(前驅期)에 해당되는 증상이었
다. 3일 후인 1월 23일의 기록에는 약원(藥院)에서 올린 
구계(口啓)에 “세자궁(世子宮)의 홍역이 지금 이미 겉으로 
나타났으니 빨리 신들이 의관(醫官)을 거느리고 입진(入診)
하여 탕제를 의논하도록 윤허하소서.”라고 주청하자 그제야 
고종은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춘방
(春坊)14)과 계방(桂坊)15)이 함께 입시(入侍)하라.”라 하면
서 진찰을 허락한다16). 이 때 세자궁의 홍역(世子宮疹候)
이 이미 겉으로 나타났다(今已發表)고 한 것은 홍반성(紅
斑性) 구진(丘疹)이 몸에 나타나는 발진기(發疹期)에 접어
든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17). 당일 2번째 기사에는 도
제조(都提調) 김홍집(金弘集)이 약원(藥院)의 수직(守直)18)
할 것을 청하자 이를 윤허하고 있다19). 약 3일 뒤인 1월 
26일의 기사에는 의약청(議藥廳)을 철파(撤罷)하라는 전
교20)와 함께 대신들이 세자의 건강이 세자의 건강이 회복
된 것과 관련하여 문안한 기록21)과 함께 왕세자의 건강 회
복을 종묘에 고하는 절차를 거행하도록 한 기록22)을 남기

然後不爲風陽所染矣. 左議政金炳國曰 紅潤最是吉祥之氣. 伏不勝慶祝之忱矣. 敎曰 果其然乎. 純廟朝聖痘後 瘢痕歷屢日 始消矣. 裕元曰 臣等雖未諳
醫理 而奉朝賀之言 亦出於經歷之言也. 判府事韓啓源曰 始終諸證 極順極吉. 伏不勝蹈舞攢祝之忱矣. 敎曰 議藥廳今日撤罷. 卿等退直本院.”(高宗實
錄 고종 16년 12월 21일)

8) “王世子痘候平復. 議藥廳都提調以下及師傅賓客春桂坊闕內各司入直員 施賞有差. 提調문謙鎬副提調李載完別入直李載冕･문泳翊左副賓客趙寧夏輔德
朴定陽文學李敎榮兼司書鄭元夏別軍職李載先 竝加資.” (高宗實錄 고종 16년 12월 21일)

9) 증광시(增廣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보이는 과거.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法制處. 1979. p. 747.)
10) “藥院口啓 纔於I中 伏承世子宮有靡寧之節 不任區區伏慮. 亟許臣等率醫官 詳察證候焉. 批曰 今已向差 卿等不必入侍矣.” (高宗實錄 고종 21년 

12월 19일)
11) “領議政沈舜澤曰 我東宮邸下 睿度偶諐 節宣珍劑奏效 日臻常和. 此끄宗社臣民莫大之慶也. … 伏乞亟降明命 令該曹 告布之節 涓日擧行焉.” (高宗

實錄 고종 21년 12월 22일)
12) 朝鮮王朝實錄 고종 21년 12월 29일 1번째 기사.
13) “藥院口啓 伏聞入診醫官所傳 則世子宮以感滯有靡寧之節云 不勝伏慮. 亟許臣等率醫官入診議劑. 批曰 今已向差 不必入侍矣. 再啓 不允.” (高宗實

錄 고종 22년 1월 20일)
14) 춘방(春坊):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별칭. (上揭書 古法典用語集 p. 809.)
15) 계방(桂坊):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별칭. (上揭書 古法典用語集 p. 60.)
16) “藥院口啓 世子宮疹候 今已發表 亟許臣等率醫官入診議劑. 批曰 時原任大臣春桂坊 同爲入侍.” (高宗實錄 고종 22년 1월 23일)
17) 李文鎬 외. 內科學(上). 서울. 學林社. 1986. p. 732.
18) 수직(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19) “藥院入診時 都提調金弘集曰 疹候雖極平順 臣等自今日竝直本院之意 敢達. 允之.” (高宗實錄 고종 22년 1월 23일)
20) “敎曰 議藥廳 自今日撤罷 退直本院.” (高宗實錄 고종 22년 1월 26일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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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동월 27일에는 의약청 도제조 이하 의관들과 입시
했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여러 
관원들을 시상하고23), 29일에는 왕세자의 건강 회복에 대
한 축하를 받고 반사(頒赦)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24). 
이로 보건대 순종의 홍역 증상은 비교적 가볍게 회복된 것
으로 보인다. 

이후 朝鮮王朝實錄에는 순종의 질병 관련 기록이 나타
나지 않다가 순종의 나이 25세, 26세, 27세 무렵 다시 나
오기 시작한다. 

순종의 나이 25세에 해당되는 고종 35년(1898년) 9월 
12일(양력)의 기사에 태의원(太醫院)에서 “태자궁(太子宮)
이 체증과 설사증(滯泄之候)으로 편치 않다고 하니 속히 
신들이 의관들을 거느리고 입진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주
청하자 고종은 “설사증은 차도가 있다. 약에 대한 것은 자
내(自內)25)의 예로 의논할 것이니, 경들이 입시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3차에 걸친 주청에도 윤허하지 않는
다26). 이러한 체증과 설사증은 순종의 고질적인 질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약 1달 보름 전에 있었던 아편이 든 
커피를 복용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27). 당일의 
2번째 기사에 고종과 순종이 아편이 든 커피를 마시고 건
강이 나빠졌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28). 기사에 수록

된 사관(史官)의 평을 종합해 보면 천민출신으로 러시아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던 김홍륙(金鴻발)이란 
인물이 거액의 착복사건이 탄로가 나서 유배형에 처해지자, 
유배를 떠나는 길에 돈으로 요리사 김종화(金鍾和) 등을 매
수해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타서 고종을 독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29). 고종과 태자가 아편이 든 커피를 마신 것은 고
종의 탄일 다음날인 7월 26일이었다. 당시 상황을 김명길(金
命吉) 상궁은 낙선재주변(樂善齋周邊)(1977년, 동아일보
사)이란 책에서 복용한 커피의 양이 많았던 태자는 며칠 동
안 혈변(血便)을 누고 치아가 빠져 의치(義齒)를 18개나 해 
넣었다고 증언한다30). 10월 들어와 김홍륙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31), 황제와 황태자의 건강이 회
복되어 10월 23일 권정례(權停例)32)를 거행하고 대사령
(大赦令)을 반포하 다33). 이로 보건대 당시 순종은 아편 
중독으로 인해 심한 설사증과 혈변을 누고 치아가 18개나 
빠져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순종의 나이 26세에 해당하는 고종 36년(1899년)에는 
순종의 질병관련 기록이 실록(實錄)에 한차례 정도 나올 
뿐이다. 즉, 고종 36년 2월 10일의 기록34)에 고종은 “동궁
(東宮)의 병이 나은 경사”를 언급하면서 은전을 베풀 별단
(別單)35)을 써서 들이라 명하면서 관련 인사들에게 가자

21) “藥院入診. 仍引見時任大臣春桂坊. 以王世子疹候平復 承候也.” (高宗實錄 고종 22년 1월 26일 2번째 기사) 
22) “禮曹啓 王世子疹候平復 宗社莫大之慶. 告廟頒敎陳賀等節 擇日擧行何如. 允之.” (高宗實錄 고종 22년 1월 26일 3번째 기사) 
23) “議藥廳都提調以下師賓客春桂坊以下 施賞有差.” (高宗實錄 고종 22년 1월 27일) 
24) “行王世子疹候平復陳賀頒赦.” (高宗實錄 고종 22년 1월 29일) 
25) 자내(自內) : 임금이 거주하는 대궐 안. 여기에서는 태의원(太醫院)을 제외한 내정(內庭)을 말함.
26) “太醫院 … 又奏以爲 太子宮以滯泄之候 有靡寧之節云 伏不勝憂慮之至. 亟許臣等率醫官入診. 批曰 泄症向差 當自內議藥 卿等不必入侍矣. 再奏 批

曰 當自內入診 卿等本院輪直. 三奏 批曰 漸有差道 不必入診. 仍爲輪直.” (高宗實錄 고종 35년 9월 12일 1번째기사)
27) 다음 졸고를 참고할 것. (김훈⋅이해웅. ｢朝鮮時代 高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2). p. 

128-129.)
28) “음력으로 올해 7월 10일 김홍륙이 유배 가는 것에 대한 조칙을 받고 그날로 배소로 떠나는 길에 잠시 김광식의 집에 머물렀는데, 가지고 가

던 손 주머니에서 한 냥의 아편을 찾아내어 갑자기 흉역의 심보를 드러내어 친한 사람인 공홍식에게 주면서 어선에 섞어서 올릴 것을 은 히 
사주하 다. 음력 7월 26일 공홍식이 金鍾和를 만나서 김홍륙에게 사주받은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이 약물을 어공하는 차에 섞어서 올리면 마
땅히 1,000원의 은으로 수고에 보답하겠다고 하 다. 김종화는 일찍이 보현당의 고지기〔庫直〕로서 어공하는 서양 요리를 거행하 었는데, 
잘 거행하지 못한 탓으로 태거(汰去)된 자 다. 그는 즉시 그 약을 소매 속에 넣고 주방에 들어가 커피 찻주전자에 넣어 끝내 진어하게 되었
던 것이다. (曆本年七月十日 金鴻발承流配詔勅 同日發配之路 暫住金光植家 搜出一兩鴉片於所携手帒 猝發凶逆之心 給付所親人孔洪植 密嗾調進
於御膳矣. 陰曆七月二十六日 洪植逢金鍾和 備說受嗾於鴻발之狀 以此藥物調進於御供茶 則當以一千元려酬勞云. 鍾和曾以寶賢堂庫直 御供洋料理擧
行 因不善擧行而見汰者也 卽袖該藥入廚房 投下珈琲茶罐 竟至進御.)” (고종 35년 양력 9월 12일 2번째기사) 

29) 김홍륙(金鴻발)은 구한말의 譯官으로 한국의 유일한 러시아어의 통역관이었다. 1896년 俄館播遷 때에는 국왕과 러시아공사 사이의 통역을 맡
기도 하 다. 학부협판(學部協辦)에 오르기도 하 으나 친로파의 몰락과 함께 러시아와의 통상에서 거액을 착복한 혐의로 흑산도 유배형에 처
해진다. 이에 원한을 품은 김홍륙이 유배길에 국왕 암살을 모의한 독다사건(毒茶事件)이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 다. (국사대사전편찬위원회. 國
史大事典. 서울. 교육도서. 1988. p. 312.) 그러나 일각에선 김홍륙의 유일한 세력기반이 고종이었고 유배에 처해져도 지속적으로 고종의 안
위를 물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 정적들인 친일파가 김홍륙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30)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대한제국 황실비사. 서울. 이마고. 2007. p. 220.
31) 고종 35년 양력 10월 10일.
32) 권정례(權停例): 朝賀 때의 임금의 臨御는 없더라도 權道로 式만은 거행하는 일.
33) 고종 35년 양력 10월 23일.
34) “詔曰 東宮翼廖之慶 寔由天地祖宗默佑陰騭 實萬世無疆之休. … 此時不可無特施恩典 景孝殿提調以下別單書入. … 又詔曰 嘉悅之至 宜其示意. 禮

貌官副詹事李軒卿相禮趙䕫夏 竝加資. 又詔曰 今値罕有之慶 宜示曠蕩之典. 謀反殺人竊盜强盜通奸騙財六犯外 諸罪人可以減等者減等 可以放送者放
送. 雖六犯中 亦或不無情跡之可疑者 令깥判所審理 一體減等.…”

35) 별단(別單) : 임금에게 올리는 文書에 덧붙이던 文書나 人名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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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資)36)하고, 중죄인을 제외하고 그 형벌을 한 등급씩 낮
추라고 조령(詔令)37)을 내린다.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특
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순종이 아편 중독의 후유증을 
앓았는지, 아니면 고질병으로 추측되는 설사증과 체증을 앓
았다가 회복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순종의 나이 27세가 되는 고종 37년(1900년)의 기록도 
순종의 질병 관련 기록이 한 번 나온다. 양력 2월 9일의 기
록38)을 보면 태의원(太醫院)에서 황태자가 미령(靡寧)하므
로 입진(入診)해 탕제(湯劑)를 의정(議定)하도록 주청하자 
고종은 “아마 체한 것 같다. 탕제는 자내(自內)에서 의정할 
것이니 굳이 입시(入侍)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윤허하
지 않는다. 당시 순종은 고질적인 소화불량(消化不良), 식
욕부진(食慾不振), 설사(泄瀉) 등의 소화기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07년 헤이그 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일본의 압력과 이완용 등의 강요로 고종이 양위하게 된다. 
이에 순종은 1907년 양력 7월 19일에 34세의 나이에 황제
의 자리에 오른다39). 

순종은 즉위한 지 약 2달 뒤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
를 다쳤던 것으로 보인다. 9월 14일 기록에는 순종이 전당
에 오르내릴 때 다리(脚部)에 손상을 받아(受損) 옥체가 
편치 못하니 태의원에서 입진(入診)하여 합당한 약재를 의
정하기를 주청한다. 그러나 순종은 대내(大內)에 있는 약을 
쓸 것이니 입시할 필요가 없다고 물리친다40). 하루 뒤인 9
월 15일의 1번째 기사41)에는 의관(醫官) 이명호(李鶴浩) 
등이 진찰하고 난 후에 순종의 왼쪽 촌맥(寸脈)에 놀라서 
동요하는 증후(驚動之候)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당시 순종
은 태의원의 윤직(輪直)42)은 윤허하지 않는다. 당일 3번째 
기사에도 태의원에서 “맥박에 놀라서 동요하는 증세가 아직

도 심하여 마침내 회복되는 것이 더디다고 하니, 탕제를 의
정해서 달여 들여보내야 하겠습니다.”라고 주청하자 탕제
(湯劑)를 지어 올리도록 한다43). 

이때의 순종의 다리 부위 손상은 2가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단순 염좌(捻挫)이다. 계단을 오르내리다 타
박상 등의 갑작스런 충격을 받아 근막이나 인대가 상한 단
순 염좌(捻挫) 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
성은 심부전증(心不全症)의 초기 증상에 나타나는 족부(足
部)의 부종(浮腫)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이것은 후일 순
종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다리의 부종 및 마비 증세와 관
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의관의 진찰 상에 나타
난 ‘맥박에 놀라 동요하는 증세(脈度驚動之候)’를 심부전증
(心不全症)의 부정맥으로 해석하여 당시 순종에게 심부전
증이 있었고, 초기 증상인 발이나 발등에 부종이 나타난 것
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44). 이러한 족부의 손상
이 단순 염좌 는지, 아니면 고질적 심부전증의 표현이었는
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순종의 다리 부위의 
손상이 곧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시의 병증은 
단순 염좌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45).

순종은 황제에 오른 지 3년 1개월만인 1910년 8월 29
일, 한일합병조약을 성립시킨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멸망
되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 왕으로 강등되어 창덕궁(昌
德宮)에 머물게 된다. 이때는 순종의 나이가 37세가 되는 
해로 朝鮮王朝實錄에는 약 2번 정도의 질병기록을 수록
하고 있다. 즉 동년 12월 7일에 치아가 불편하여(齒部靡
寧) 일본인 치과의 반총철(飯塚徹)이 입진(入診)하여 치료
하 다고 하 고46), 약 열흘 뒤인 동월 18일에는 순종이 
체증(滯症)을 앓았으나 전의(典醫)의 입진을 받고 곧 회복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47). 실록(實錄)에서는 당시 체증을 

36) 가자(加資) : 정3품 通政大夫 이상의 품계에 올려 주는 것.
37) 조령(詔令) : 天子나 諸侯가 발하는 명령. 천자의 명령은 조(詔), 제후의 명령은 (令)이라 함.
38) “太醫院口奏 伏聞皇太子宮有靡寧之節云. 請入診 議定湯劑. 批曰 似是滯祟 湯劑自內議定 不必入侍也. 再奏 又不允.”
39) “陰曆丁未六月十日 承命代理聽政 仍受禪.” (純宗實錄 순종 즉위년 양력 7월 19일)
40) “太醫院口奏 卽伏聞待令醫官所傳之言 則殿軒升降之際 腳部受損 玉度靡寧 區區下情 不勝憂慮之至. 亟許臣等率醫官入診 詳察證候 議定當劑. 批曰 

進用之劑 當自內爲之 卿等不必入侍矣. 再奏不允.” (純宗實錄 순종 즉위년 양력 9월 14일)
41) “太醫院入診 都提調문泳奎奏 請醫官入診. 允之. 醫官李鶴浩等 診候奏曰 左部寸脈 有驚動之候矣. 泳奎曰 議定當劑 而此時臣等之退出 下情尤爲焦

鬱 亟許輪直本院. 上曰 不必輪直矣.” (純宗實錄 순종 즉위년 양력 9월 15일 1번째 기사)
42) 윤직(輪直) : 윤번(輪番)으로 하는 숙직(宿直) 
43) “太醫院口奏 伏聞入診醫官之言 則脈度驚動之候尙緊 終遲復常. 湯劑議定煎入 而臣等職忝當藥 不敢遽退私次. 請本院輪直. 批曰 湯劑製入 輪直置

之.” (純宗實錄 순종 즉위년 양력 9월 15일 3번째 기사)
44) 心性浮腫(Cardiac edema)은 보통 身體下部에 對稱的으로 나타나며, 下肢 특히 脛骨前面과 발목에 심하게 나타난다. (李文鎬 외. 內科學(下). 

서울. 學林社. 1986. p. 1355.)
45) 9월 23일의 기록에 태의원(太醫院)에서 입진(入診)을 청하 으나 순종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주청을 물리친 기사가 나오기 때문이

다. “太醫院口奏 請入診. 批曰 今旣快復常度 卿等不必入侍 更勿煩奏.” (純宗實錄 순종 즉위년 양력 9월 23일) 
46) “齒科醫飯塜徹入診. 以齒部靡寧治療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3년 양력 12월 7일)
47) “典醫洪哲普金瀅培入診于德壽宮. 以滯祟靡寧 旋卽康復.” (純宗實錄附錄 순종 3년 양력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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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기 위해 진어한 처방이 언급되지 않으나 태의원일기
(太醫院日記)에서는 융희 2년(1908년)에서 융희 4년(1910
년)까지 가미평진탕(加味平陳湯), 건리탕(建理湯), 향사군자
탕(香砂君子湯), 건비탕(健脾湯), 양위탕(養胃湯) 등을 사용
했음을 보여준다48). 

가미평진탕(加味平陳湯)은 식학(食瘧)을 치료하는 평진
탕(平陳湯)49) 가미방으로 생각되며, 건리탕(建理湯)은 소
건중탕(小建中湯)과 이중탕(理中湯)의 합방으로 보여진다. 
향사군자탕은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50)을 지칭하는 것
으로 생각되는데,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음식 생각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증세를 치료
하는 처방이다51). 건비탕(健脾湯)은 삼출건비탕(蔘朮健脾
湯)을 지칭하는 것으로 건비양위(健脾養胃)하여 음식을 소
화시키는 처방이며52), 양위탕(養胃湯)은 향사양위탕(香砂
養胃湯)53)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 생각이 없고 속
이 거북하고 답답한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즉, 이러한 
처방들은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음식 생각이 없고 소화
가 안되며 속이 답답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후 朝鮮王朝實錄에는 순종의 질병관련 기록이 나오지 
않다가54) 순종이 41세가 되는 순종 7년(1914년)에 치과

(齒科)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온다. 즉, 순
종 7년 6월 4일의 기사에 치부(齒部)가 미령하여 의원 요
코야마 시게루(橫山茂)가 입진(入診)하였다고 하였으며55), 
하루 뒤에도 시게루의 입진 기록이 나타난다56). 이로 보건
대 당시 순종은 치과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태의원일기(太醫院日記)에는 순종이 이전의 제위(帝位) 
시절부터 빈번한 치과 진료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57).

순종이 나이 43세가 되는 순종 9년(1916년)에도 12월에 
들어와 순종은 족부(足部)의 환후(患候)58)로 총독부 의원
장(總督府醫院長)59)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郞) 등의 입진
을 받은 기록이 나타난다60). 

순종의 나이 44세가 되는 순종 10년(1917년)에 순종은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다이쇼(大正) 천황을 만나기도 하는
데61) 이 해에 순종은 다리 부위의 부종과 마비 증상, 그리
고 치과(齒科) 질환 때문에 의관들이 입진한 기록이 나온
다. 즉, 동년 1월에 들어와 5차례 총독부 의원장(總督府醫
院長)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郞)와 의관(醫官) 가미오카 
가즈유키(神岡一亨)가 입진(入診)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
다62). 당시 기록에는 단순한 입진 기록만 수록하고 있을 
뿐 병증에 대한 기술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동년 4월과 

48) 김민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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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 143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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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역東醫寶鑑, p. 1216.)
51) 철종도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인한 소화불량 증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많은 처방을 복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향사군자탕이

다. (김훈. ｢朝鮮時代 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2). p. 11-27.)
52) “參朮健脾湯 : 健脾養胃 運化飮食. 人參 白朮 白茯苓 陳皮 厚朴 山査肉 各一錢 枳實 白芍藥 各八分 神麯 麥芽 縮砂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集略)” (前揭書 신대역東醫寶鑑, p. 1204.)
53) “香砂養胃湯 : 治不思飮食 痞悶不舒 此胃寒也. 白朮一錢 縮砂 蒼朮 陳皮 厚朴 白茯苓 各八分 白豆寇七分 人參 木香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醫鑑)” (前揭書 신대역東醫寶鑑, p. 1216.)
54) 1913년에는 5월, 6월, 7월에 입진(入診)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덕수궁(德壽宮)에 거처한 고종의 질병을 치료한 기사이다. 당시 전의

(典醫) 서병효(徐丙孝), 촉탁의(囑託醫) 스즈키 켄노스케(鈴木謙之助), 조선총독부의원장(朝鮮總督府醫院長) 후지타 쓰구아키(藤田嗣章)가 덕
수궁에 들어가 진료를 하였으며, 그 공로로 시상을 받기도 했다.

55) “醫員橫山茂入診. 以齒部靡寧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7년 양력 6월 4일)
56) “醫員橫山茂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7년 양력 6월 5일) 
57) 김민호의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硏究｣에서는 순종이 융희 2년(1908년)에서 융희 4년(1910년)에 걸쳐 장기적인 치과 치료 기록

을 남기고 있어 만성 치주 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김민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6.) 

58) “總督府醫院長芳賀榮次郞入診. 以足部有患候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9년 양력 12월 24일)
59) 경술국치 후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의원관제 공포와 더불어 대한의원(大韓醫院)을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으로 개칭함. 院長을 비롯한 

醫官, 技師, 敎授 등 소속 인원이 거의 일본인으로 충당되어 있었다. (金斗鐘. 韓國醫學史 . 서울. 탐구당. 1981. p. 501-502.)
60) “總督府醫院長芳賀榮次郞 帶同醫官神岡一亨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9년 양력 12월 25일) 

“總督府醫院長芳賀榮次郞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9년 양력 12월 27일)
“總督府醫院長芳賀榮次郞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9년 양력 12월 29일) 
“總督府醫院長芳賀榮次郞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9년 양력 12월 31일)

61) 1917년 6월 8일 창덕궁을 출발, 부산항을 통해 바닷길로 일본에 도착하여 도쿄에서 다이쇼(大正)천황을 만난다. 6월 28일 다시 경성에 도착
하기까지 약 3주간의 일본 여행을 한다. (김점수.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과 잊혀진 여행. 성남. 유니더스정보개발원. 2011.)

62) “醫院長芳賀榮次郞醫官神岡一亨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1월 3일)
“醫院長芳賀榮次郞醫官神岡一亨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1월 4일)
“醫院長芳賀榮次郞醫官神岡一亨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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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들어와 다리 부위의 부종과 마비 증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다시 치과(齒科)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즉, 동년 4월 23일의 기사63)에 순종의 다리에 생긴 작은 
종기(足部微腫)로 인해 의관(醫官) 가미오카 가즈유키(神
岡一亨)와 촉탁 의사 안상호(安商浩)가 입진(入診)하고 있
으며, 동월 26일64)과 28일65)에는 의원(醫員) 우에무라 슌
지(植村俊二)와 의관(醫官) 가미오카 가즈유키(神岡一亨) 
등이 입진하여 진찰하고 있다. 달이 바뀐 5월 초의 기록66)
을 보면 순종의 다리 부위의 종기는 회복이 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이 때 純宗實錄附錄에서는 “발 부분의 마비증
상이 있었는데 이를 되돌려 평복(平復)하 다.”라고 하여 
순종의 다리 부위 종기를 불인(不仁), 즉 마비 증상으로 표
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리가 붓고 감각이 정상적이지 못
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들어서서는 
치부(齒部)의 환후(患候)로 인해 입진한 기록을 보여준
다67).

순종의 나이 47세가 되는 순종 13년(1920년)에는 다리
가 불편한 증세(足部靡寧)를 호소하면서 촉탁(囑託) 의사 
안상호(安商浩)의 입진을 몇 차례 받은 기록이 나타난다. 
즉, 동년 8월에 안상호의 입진 기록이 나오며68), 12월에 
들어와 순종의 족부(足部)가 미령(靡寧)하여 안상호가 입
진하 다 하고 있다69). 이후 동월 5일70), 6일71), 7일72), 
8일73)까지 연속 안상호의 입진기록을 남기고 있다. 동월 
10일에는 순종의 다리가 불편한 증세(足部靡寧之候)로 의

관(醫官) 가미오카 가즈유키(神岡一亨)가 입진을 하고 있
다74). 이것은 촉탁의 안상호의 치료가 호전을 보이지 않자 
일본인 의관을 불러 진찰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순종의 나이 49세가 되는 순종 15년(1922년)에도 족부가 
불편한 증세(足部靡寧)로 촉탁전의(囑託典醫) 안상호(安商
浩)가 입진(入診)을 하고 있다75). 

순종의 나이 50세가 되는 순종 16년(1923년) 12월 28
일에도 족부의 질환(足部微患)으로 안상호와 전의(典醫) 
서병효(徐丙孝)의 입진 기록이 나타난다76). 이후 12월 29
일77), 30일78), 31일79)의 3일간 계속해서 서병효의 입진 
기록이 나온다. 해가 바뀐 순종 17년(1924년) 1월에는 전의
(典醫) 서병효(徐丙孝) 등에게 순종의 족부 질환을 진료한 
공로로 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80). 그러나 여름철에 들어
와 여전히 다리의 마비 증세(足部不仁)를 거론하며 거동에 
불편함이 있어 고종의 탄신일에 다례(茶禮)를 대신 행하라 
명하기도 한다81). 

순종의 나이 52세가 되는 순종 18년(1925년)에도 전의
촉탁(典醫囑託) 안상호(安商浩)와 촉탁의사(囑託醫師) 이
와부치 도모지(岩淵友治) 등의 입진 기록이 계속된다. 다만 
동년 1월 5일의 기록에는 순종의 병증으로 변도이상(便度
異常)을 언급하고 있다82). 이후 1월과 2월에 걸쳐 병증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전의촉탁(典醫囑託) 안상호(安商浩)와 촉
탁의사(囑託醫師) 이와부치 도모지(岩淵友治) 등의 입진 기
록만 수록하고 있다83)84).

“醫院長芳賀榮次郞醫官神岡一亨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1월 12일)
“醫院長芳賀榮次郞醫官神岡一亨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1월 17일)

63) “醫官神岡一亨囑託醫安商浩入診. 因足部微腫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4월 23일)
64) “醫員植村俊二醫官神岡一亨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4월 26일)
65) “醫員植村俊二醫官渡邊晉･神岡一亨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4월 28일)
66) “醫員植村俊二･渡邊晉醫官神岡一亨入診. 以足部不仁也. 旋臻平復.”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5월 2일)
67) “醫學博士島峯徹入診. 以齒部有患候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0년 양력 10월 13일)
68) “囑託醫安商浩別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3년 양력 8월 31일) 
69) “囑託醫安商浩入診. 以足部靡寧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3년 양력 12월 4일)
70) “囑託醫安商浩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3년 양력 12월 5일)
71) “囑託醫安商浩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3년 양력 12월 6일)
72) “囑託醫安商浩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3년 양력 12월 7일)
73) “囑託醫安商浩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3년 양력 12월 8일)
74) “醫官神岡一亨入診. 足部靡寧之候 尙未復常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3년 양력 12월 10일)
75) “典醫囑託安商浩入診. 以足部靡寧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5년 양력 1월 26일)
76) “典醫徐丙孝及典醫囑託安商浩等入診. 以足部微患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6년 양력 12월 28일)
77) “典醫徐丙孝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6년 양력 12월 29일)
78) “典醫徐丙孝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6년 양력 12월 30일)
79) “典醫徐丙孝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6년 양력 12월 31일)
80) “特賜典醫徐丙孝以下賞金 有差. 足部靡寧中入診勤勞也.”(純宗實錄附錄 순종 17년 양력 1월 17일)
81) “詣璿源殿 展謁. 高宗誕辰也. 以足部不仁 有難陞降進退 命侯爵李海昌攝行茶禮.” (純宗實錄附錄 순종 17년 양력 8월 25일)
82) “典醫囑託安商浩入診. 以便度異常 有愆候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8년 양력 1월 5일)
83) “典醫囑託安商浩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8년 양력 1월 7일)

“典醫囑託安商浩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8년 양력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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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에서 순종의 질병 관련 기록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의 나이 53세가 되는 순종 19년(1926
년)의 기록으로 이 해에 순종은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
게 된다. 

동년 1월 11일의 기사에 변비(便秘)로 인한 불편한 증세
로 안상호가 입진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85). 일 년 전에 
언급한 변비 증상을 약 1년 후에 다시 호소하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은 순종의 고질적 비위허약(脾胃虛弱)으로 만년에 
변비 증상이 자주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틀 뒤인 
1월 13일의 기록에는 순종의 또 다른 병증을 언급하고 있
다. 즉, 전의(典醫) 김동석(金東錫)과 총독부의원(總督府醫
院) 의관(醫官) 이와부치 도모지(岩淵友治) 등이 입진(入
診)하 는데, 순종이 작년부터 발 부위가 마비되었고 때때
로 부종(浮腫)이 있었으며, 현재는 배가 더부룩한 증상(脹
痞之候)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어(飮啖不
善化) 내외 여러 의관이 이 날부터 하루에 두 차례씩 입진
하 다고 한 것이다86). 계속해서 동월 27일87)과 30일88)
에는 대신들에게 탕제를 의정(議定)할 것을 명하기도 하
고, 촉탁의와 전의의 입진 기록이 나온다. 

동년 2월에도 촉탁의와 여러 의관들의 입진 기록이 계속

되며89), 3월에는 일본의 혼슈(本州) 남서부 지역인 돗토리
현(鳥取縣) 출신의 고타니 싱이치로(小谷新一郞)이란 사람
이 자신의 경험방을 순종에게 바치기도 한다90). 경험방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순종의 질병에 일본 본토 
출신 민간인이 약방(藥方)을 바치기까지 한 것은 매우 이
례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동년 3월에도 입진 기록이 나타나며91), 4월 들어와 몇 
가지 치료 방제를 언급하고 있다. 즉, 4월 1일 첫 번째 기
사에는 입진기록92)을 수록하고 있으며, 당일 2번째 기사에
는 순종에게 귤피전원(橘皮煎元) 및 가미실비산(加味實髀
散)을 진어(進御)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93). 귤피전원(橘
皮煎元)은 귤피94)가 군약(君藥)으로 들어간 처방으로 脾腎
이 크게 虛하여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살이 여위면서 몸
이 허약해져 초췌한 것과 오랜 학질, 오랜 이질을 치료하는 
것이다95). 가미실비산(加味實脾散)은 실비산(實脾散) 가미
방으로 생각된다. 실비산은 먼저 脾土를 實하게 하여 음수
(陰水)로 붓기 시작한 것을 치료해준다고 하 다96). 하루 
뒤인 4월 2일에는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을 복용하 다97).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은 卒中風 人事不省에 쓰는 약으
로98) 소합향원(蘇合香元)과 함께 임종시 등의 위급한 상황

“囑託醫岩淵友治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8년 양력 1월 22일)
“典醫囑託安商浩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8년 양력 1월 23일)
“典醫囑託安商浩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8년 양력 1월 25일)
“囑託醫岩淵友治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8년 양력 1월 26일)
“囑託醫岩淵友治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8년 양력 2월 2일)

84) 내전일기(內殿日記)의 기록에는 1925년 1년간 삼령음(蔘苓飮), 향사군자탕(香砂君子湯), 양위탕(養胃湯), 이중탕(理中湯), 반총산(蟠蔥散), 
오령산(五苓散), 생맥군자탕(生脈君子湯), 가미육화탕(加味六和湯), 불환금정기산(不換金正氣散), 대귤피탕(大橘皮湯), 가미양진탕(加味養陳湯) 
등을 진어하고 있다. (前揭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硏究｣. p. 87.)

85) “典醫囑託安商浩入診. 以便祕有靡寧之候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1월 11일)
86) “典醫金東錫等及總督府醫院醫官岩淵友治入診. 自前年足部不仁時有浮腫 今又以脹痞之候 飮啖不善化. 內外諸醫官 自本日 日二次入診.” (純宗實錄

附錄 순종 19년 양력 1월 13일)
87) “命李堈公本職長官男爵문泳綺贊侍男爵韓昌洙附武官子爵李秉武侯爵朴泳孝･李完用伯爵李址鎔子爵尹德榮･문泳徽男爵李載克 進內直所 湯劑議定.” 
88) “囑託醫岩淵友治典醫金東錫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1월 30일)
89) “醫學博士岩淵友治及諸醫官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2월 1일)

“囑託醫岩淵友治･安商浩御用掛池部義雄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2월 8일)
90) “鳥取縣人小谷新一郞聞有患候 進其所嘗體驗之藥方.”(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3월 5일)
91) “方外醫生金洪植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3월 30일)
92) “典醫金東錫御用掛安商浩醫學博士岩淵友治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1일 1번째 기사)
93) “進御橘皮煎元及加味實髀散.”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1일)
94) 귤피(橘皮)는 ‘이기건비(理氣健脾)･조습화담(燥濕化痰)’의 효과가 있어 완복창만(脘腹脹滿), 오심구토(惡心嘔吐), 소화불량(消化不良), 흉격만

민(胸膈滿悶), 기역천해(氣逆喘咳)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辛民敎. 臨床本草學. 서울. 남산당. 1986. p. 380.)
95) “橘皮煎元 治脾腎大虛 不進飮食 肌肉消瘦 虛弱憔悴 及久瘧久痢. 橘皮五兩 甘草三兩三錢 當歸 萆薢 肉蓯蓉 吳茱萸 厚朴 肉桂 陽起石 巴戟 石斛 

附子 菟絲子 牛膝 鹿茸 杜冲 乾薑 各一兩. 右爲末 用酒一升半 於瓷器入橘皮末 煎熬如餳 却入諸藥末 攪勻擣 丸梧子大. 空心 溫酒塩湯下五七十
丸.(入門)”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 1252.)

96) “實脾散 治陰水發腫 先實脾土. 厚朴 白朮 木瓜 草果 大腹子 附子炮 白茯苓 各一錢 木香 乾薑炮 甘草灸 各五分.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
(得效)” (前揭書 신대역東醫寶鑑. p. 1376.)

97) “典醫金東錫等入診. 進御牛黃淸心元.”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2일)
98) “牛黃淸心元 治卒中風 不省人事 痰涎壅塞 精神昏憒 言語蹇澁 口眼喎斜 手足不遂等證. 山藥七錢 甘草炒五錢 人蔘･蒲黃炒･神麴炒 各二錢半 犀角

二錢 大豆黃卷炒･肉桂･阿膠炒 各一錢七分半 白芍藥･麥門冬･黃芩･當歸･防風･朱砂水飛･白朮 各一錢半 牛黃一錢二分 羚羊角･麝香･龍腦 各一錢 雄
黃八分 白斂･乾薑炮 各七分半 金h一百二十h內四十h爲衣 大棗二十枚蒸取肉硏爲膏. 右爲末 棗膏入煉蜜和勻. 每一兩作十丸 金h爲衣 每取1丸 
溫水化下(醫鑒).” (前揭書 신대역東醫寶鑑. p.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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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많이 썼던 조선왕실의 대표적 구급약이었다99). 하루 
뒤인 4월 3일에 다시 의관의 입진 기록이 나오며100), 다시 
하루 뒤인 4월 4일에는 순종이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을 
복용하 다101).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은 위화(胃火)나 신
음허(腎陰虛), 혈기부족(氣血不足) 등으로 잇몸이 붓고 피
나 고름이 나오는 牙宣을 치료하는 처방으로102) 이전에 純
祖의 종기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던 처방이
다103)104). 또 하루 뒤인 4월 5일에는 서양의학의 치료법
을 사용하여 주사를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105). 다시 하루 
뒤인 4월 6일에는 주사와 관장법(灌腸法)을 시술받았고 산
약(散藥)과 수약(水藥)을 복용하 다106). 관장법은 고질적
인 변비 증상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산약과 수약은 서
양의술에 의한 약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07). 또 하
루 뒤인 4월 7일에는 계속해서 주사를 4번이나 맞는다108). 
4월 8일 1번째 기사는 순종이 주사를 2번 맞았다고 기록하
고 있으며109), 당일 2번째 기사에는 왕세자(王世子)가 순
종의 환후(患候)가 극심하다는 것을 전달받고 구주(歐洲) 
유람(遊覽)을 정지하고 왕세자비(王世子妃) 및 덕혜 옹주
(德惠翁主)와 함께 돌아와 문후(問候)를 아뢰었다고 기록

하고 있다110). 당일 4번째 기사에도 장관직 이하 관원이 
숙직하 다고 하 는데111), 이러한 상황은 당시 순종의 병
세가 대단히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하루 뒤인 4월 9일에도 여전히 의관의 입진과 함께 주사
를 놓았고 수약(水藥)과 산약(散藥)이 투여된다112). 당일 
4번째 기사에는 일본의 천황과 황후가 순종의 위독해진 환
후(患候)를 위문하고자 포도주 1타(打)113)를 보내주기도 
한다114). 다음 날일 4월 10일에도 의관의 입진 기록115)과 
함께 정무총감(政務總監) 유아사 소헤이(湯淺倉平)가 문후
(問候)하면서 수과(水苽)와 생리(生梨)를 바쳤다116).

이후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의관들의 입진과 장관
(長官) 이하의 사람들이 숙직하 다는 기사가 하루도 거르
지 않고 날마다 기록되어 나온다. 다만 4월 15일에는 순종
에게 수박즙(西苽汁) 및 전유(全乳)를 진어(進御)하 다고 
하 으며117), 4월 17일에도 수박즙(西苽汁)을 진어한 기록
이 나온다118). 수박은 東醫寶鑑에서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면서 아주 담박하며 독은 없다. 煩渴과 더위의 독을 없애
주고 속을 시원하게 하고 氣를 내리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血痢와 입 안이 헌 것을 치료한다.”119)고 하 다. 전

99) 소합향원과 청심원은 조선초기부터 왕실의 구급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太祖 李成桂도 임종시 소합향원과 청심원이 올려진다. (拙稿 朝鮮前期 
君王의 疾病에 관한 硏究를 참조할 것.)

100) “囑託醫岩淵友治典醫金東錫等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3일)
101) “醫官入診. 進御加味地黃湯.”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4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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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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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07-126.)
104)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은 朝鮮朝 25대 임금 철종도 빈번하게 사용한 처방이었다. 그러나 철종이 복용한 가미지황탕은 치과질환과 관련하여 

사용된 처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철종이 복용한 가미지황탕은 잇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기보다는, 몸을 조리･보익하려는 목
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생각되며,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가미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김훈. ｢朝鮮時代 哲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2). p. 11-27.)

105) “諸醫官入診. 試注射.”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5일)
106) “諸醫官入診. 試注射灌腸法. 進服散藥及水藥.”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6일)
107) 태의원일기(太醫院日記)에는 순종이 제위(帝位)에 머무는 시절에도 체증(滯症)과 설사(泄瀉) 등의 고질적 소화기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서

양의학의 처방에 따라 중탄산소다(NaHCO3), 디아스타제(Diastase), 蒼鉛(Bismuth) 등을 사용하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김민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6.)

108) “諸醫官入診. 連試注射四度.”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7일)
109) “各醫師【當職醫官外 醫師村上龍藏醫學博士成田夬介･稻田龍吉･岩淵友治･岩井끄四郞･高階虎治郞等】 相繼入診 試注射二度.”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8일 1번째기사)
110) “王世子以昌德宮患候듭劇 停止歐洲遊覽 與王世子妃及德惠翁主 歸覲問候. 【王世子妃以喉症猝發 暫留下關醫治 追後着京城.】”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8일 2번째기사)
111) “本職長官以下直宿.”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8일)
112) “醫官入診 試注射 進御水藥及散藥.”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9일 1번째기사)
113) 타(打)는 다스(dozen), 즉 12개를 의미함. 
114) “天皇皇后兩믿下賜葡萄酒一打. 以患候漸篤慰問也.”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9일 2번째기사)
115) “諸醫官入診”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10일 1번째기사)
116) “政務總監湯淺倉平問候 仍進水苽及生梨.”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10일 2번째기사)
117) “各醫師輪回入診 進御西苽汁及全乳.”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15일)
118) “各醫師輪回入診 進御西苽汁.”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17일) 
119) “西瓜 슈박. 性寒 味甘極淡 無毒. 壓煩渴 消暑毒 寬中下氣 利小便 治血痢 療口瘡(入門).” (許浚. 신대역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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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全乳)는 지방 성분을 빼지 아니한 자연 상태의 우유(牛
乳)를 말하는 것으로 “虛하고 여윈 것을 보하며 煩渴을 멎
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心肺를 보하고 熱毒을 풀어
준다”120)고 하 다.

순종이 승하하기 하루 전인 4월 24일에는 순종에게 식염
주사(食鹽注射)를 놓았으나121) 회복되지 못하고 병세가 크
게 위독하게 된다122). 결국 순종은 다음 날인 순조 19년
(1926년) 양력 4월 25일 묘시(卯時)에 53세를 일기로 창
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하게 된다123).

실록(實錄)을 제외하고 당시 순종의 위독한 상황을 보도
한 신문 기사를 보면 보다 상세한 순종의 병력을 살펴 볼 
수 있다. 순종의 승하 다음 날인 1926년 4월 26일자 동아
일보(東亞日報) 2면 기사124)를 보면 순종의 숙환이 위장
병, 신장염(腎臟炎), 심장병(心臟病), 류마티스(rheumatism) 
임을 알 수 있다. 기사에는 24일부터 뇨량(尿量)이 줄고 맥
박이 순조롭지 못하다가 오후 3시경 수면상태에 빠지고 5
시경에는 맥이 아주 미약해졌으며 6시 50분부터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보도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순종의 직접 사
인은 심장병(心臟病)과 신장염(腎臟炎) 악화에 있지 않나 
추측된다.

그림 1. 東亞日報 1926년 4월 26일 기사

철종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년도 (연령) 병증표현 調理方･治療方
1874년 (1세) 水痘
1878년 (5세) 감기(?)
1879년 (6세) 天然痘
1884년 (11세) 감기, 滯症
1885년 (12세) 紅疫
1898년 (25세)

阿片毒茶事件으로 
인한 설사, 血便, 
齒牙 18개 脫落

1900년 (27세) 滯祟
1907년 (34세) 足部捻挫
1910년 (37세) 齒部靡寧

滯症
1914년 (41세) 齒部靡寧
1916년 (43세) 足部患候
1917년 (44세)

足部微腫
足部不仁
齒部患候

1920년 (47세) 足部靡寧
1922년 (49세) 足部靡寧
1923년 (50세) 足部微患
1924년 (51세) 足部不仁
1925년 (52세) 便度異常

1926년 (53세)
便秘

足部不仁浮腫
脹痞之候

飮啖不善化

橘皮煎元
加味實脾散
牛黃淸心元
加味地黃湯

注射
灌腸法
散藥
水藥

西苽汁
全乳

食鹽注射

표 1. 純宗實錄에 나타난 純宗의 주요 질병

120) “牛乳 소젖. 性微寒 味甘 無毒. 補虛羸 止煩渴 潤皮膚 養心肺 解熱毒(本草).” (前揭書 신대역東醫寶鑑 pp. 1873-1874.)
121) “各醫師輪回入診 試食鹽注射.”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24일 1번째기사)
122) “大漸.”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24일 2번째기사)
123) “卯時 薨于昌德宮之大造殿. 翌日復.” (純宗實錄附錄 순종 19년 양력 4월 25일)
124) “五百年 宗社의 最後皇上 前韓國隆熙帝李王殿下危篤 … 숙환인 위장병과 신장염과 심장병 류마지스 등의 환후 즁에 계시든 리왕뎐하께옵서는 

그간 몃칠동안 소강하신 용태를 가지시엇섯스나 재작 이십사일부터 다시 용태에 변화가 계시어 뇨량(尿量)이 줄고 맥박이 슌서롭지 못하게 
되어 가시다가 이십사일 열한시경부터는 각각으로 위험하여지매 모든 의술의 방책을 다하엿스나 세시경부터 수면상태에 빠지시엿다가 다섯시
경부터는 맥이 아주 미약하시어가다가 여섯시십오분에는 회생되시지 못할 위독에 빠지시엿는데 … 숙환인 위장병과 신장염(腎臟炎)과 심장병 
등으로 위험상태에 빠지시어 주사로 겨우 시간을 니으시든 왕뎐하 께옵서는 그간 약간 신열이 나리고 의식이 회복되서서 저윽히 수미를 풀수 
잇섯스나 신장염에 관련되는 뇨량(尿量)이 불지를 안코 부증이 내리시지를 안어 일진일퇴의 형세에 계시다가 재작 이십사일부터 긔색이 다시 
피로하신 용태를 보히시더니 이십사일 야반부터는 차차 위험하신 상태에 빠지심으로 숙직의사이든 안상호(安商浩)씨 등은 응급처치를 하며 
일방으로 주치의 암연(岩淵)박사에 응급통지하야 암연박사는 이십오일 오전 한시에 입시하야 배진하고 강신주사를 베풀엇는데 최후의 주사를 
놋흔 새로 세시십오분경에는 주사의 효험이 난듯하야 잠이 드시는 모양이섯슴으로 그후부터는 주사도 중지하엿든바 오전 다섯시반경에는 더
한층 위증하시게 되시여 의식이 몽농하섯고 맥박이 미약하시다가 필경 여섯시십오분에는 위독하시어 한국 최후 황뎨의 궁뎐에는 다시 것치지
못할 구름이 뭉키고 또 뭉키엿더라” (東亞日報 1926년 4월 26일 기사. dongA.com 지면보기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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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는말

순종은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 제위에 오른 비운의 임
금이었다. 그는 상당히 병약한 체질로 여러 가지 병증을 가
지고 있었다125). 

태어난 지 약 4개월 후인 아 시절에 수두(水痘)를 앓
았고, 6살 무렵에는 천연두(天然痘)를 앓기도 했다. 11세 
무렵에는 감기 증세와 함께 체증(滯症)을 호소하고 있으며, 
12살에는 홍역(紅疫)에 걸리기도 하 다. 

성인이 되어 25세 때에는 아편이 든 커피를 부왕인 고종
과 함께 마셨다가 설사증(泄瀉症), 혈변(血便)과 함께 치아 
탈락으로 의치(義齒) 18개를 하기도 한다. 27세에도 체증
(滯症)을 호소하고 있는데, 소화불량(消化不良)･식욕부진(食
慾不振)･설사(泄瀉) 등의 고질적인 소화기장애(消化器障碍)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위(帝位)에 오른 
34세에는 각부(脚部)의 손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단순 염좌
(捻挫)로 판단된다. 

37세에는 치과질환(齒科疾患)과 체증(滯症)을, 41세에도 
치과질환(齒科疾患)을 호소하고 있다. 43세에는 족부(足部)
의 환후(患候)를, 44세에는 족부(足部)의 부종(浮腫)과 마
비증상, 치과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 47세, 49세, 50세, 
51세에도 순종실록(純宗實錄)에는 다리 부위 불편함과 
부종, 마비감을 기록하고 있다. 52세에는 변비증상을 호소
하고 있다. 서거 당해인 53세 때에는 변비(便秘), 다리 부위
의 마비감(痲痺感)과 부종(浮腫), 배가 더부룩한 증상, 소화
가 잘 안 되는 증상 등을 수록하고 있다. 

순종이 성년이 된 이후 빈번하게 나타나는 중요 병증은 
체증(滯症), 설사(泄瀉), 다리 부위의 마비와 부종(浮腫), 
치과질환(齒科疾患) 등으로 볼 수 있다. 체증(滯症)과 설사
(泄瀉)는 순종의 고질적 소화기장애(消化器障碍)로 인한 
것으로 소화불량(消化不良)･식욕부진(食慾不振) 등을 동반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치과질환은 전술한 바와 같이 25세 
무렵 아편이 든 커피를 먹고 치아가 빠져 의치(義齒)를 18
개나 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리 부위의 질
환은 43세에서 시작하여 사망하기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
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리 부위의 부종과 마비감은 
신장(腎臟) 또는 심장(心臟)의 이상에서 나타난 증후로 의
심된다. 즉, 순종은 신부전증(腎不全症)과 심부전증(心不全
症)을 오랫동안 함께 앓아왔고 수액대사(水液代謝)의 장애
로 인해 다리 부위의 부종과 감각 이상 증세가 동반하여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순종의 위독을 알리
는 당시의 신문 기사에 신장염(腎臟炎)과 심장병(心臟病)
을 순종의 숙환(宿患)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서 그 개연성
이 높다고 생각된다. 53세를 일기로 승하한 순종의 직접 사
인도 이런 신장병(腎臟病)과 심장병(心臟病)의 악화로 인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26).

이러한 순종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의관(醫官)들이 입
진(入診)한 기사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계속
되어 나온다. 그러나 그 구체적 치료 내용은 수록해 놓고 
있지 않다127). 다만 사망 당해인 1926년의 기사에 귤피전
원(橘皮煎元)･가미실비산(加味實脾散)･우황청심원(牛黃淸
心元)･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등의 처방과 서과즙(西苽汁)･
전유(全乳) 등의 조리식을 진어(進御)한 사실을 수록해 놓
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전통적 치료 외에 아울러 순종은 
일본인 양방의사의 진료도 수시로 받아 치과치료를 하 으
며 주사(注射)･산약(散藥)･수약(水藥) 등의 양방 처치법을 
이용하기도 하 다.

순종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슬하에 혈육을 남기지 못했다128). 이 때문에 
순종이 아편이 든 커피를 마시고 생식기능이 상실되어 자
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전해진
다129). 이런 이야기는 상당한 혐의가 있기도 하지만130) 실

125) 김민호는 학위논문에서 어진(御眞)을 통한 역대 조선 왕들의 사상의학적 체질을 분석하 다. 이에 따르면 순종은 중후하고 점잖은 인상이며 
얼굴 윤곽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음인으로 판단했다. (김민호, 四象醫學을 통해 본 朝鮮時代 御眞 硏究,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2-88.)

126) 강 민도 순종의 사인을 심장병으로 기술하고 있다. (강 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서울. 태학사. 2002. p. 257-264.)
127) 본고(本稿)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의 사료(史料)를 중심으로 순종의 질병기록을 고찰하 다. 이 외에 承政院日記 日省錄 內醫院日記 太

醫院日記 등의 기록을 종합하면 좀 더 자세한 치료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8) 세자빈 민씨(민태호의 딸로 1882년 세자와 가례, 1904년 33세로 사망)와 계비 윤씨(윤택 의 딸 1906년 가례)를 얻었으나 그들에게서 한 

점 혈육도 후손으로 얻지 못했다.
129) 金用淑은 朝鮮末과 大韓帝國 시절에 궁내에서 생활했었던 상궁(尙宮)들과 직접 對談을 나누고서 朝鮮朝宮中風俗硏究라는 책을 저술했다. 

책에서는 순종의 규방 생활에 항간에 여러 구구한 억측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故 金命吉 상궁에 의하면 純宗은 비록 항간에서 그 閨房 
생활에 대해 구구한 억측을 했다지만 1주일에 이틀, 王妃와 침실을 같이 썻다 하며, 이는 自意라기보다 큰방 상궁의 引導 다 한다.” (金用
淑. 朝鮮朝宮中風俗硏究. 서울. 一志社. 1987. p. 183.)

130) 전술한 金用淑의 책에서 항간의 전승담처럼 순종이 性的으로 비정상이었다는 사실을 老尙宮들이 시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尙宮들의 말에 
의하면 純宗은 尹妃를 깍듯이 ‘마마’라 지칭했다 한다. … 老상궁들도 시인한 얘기지만 항간의 傳承談같이 純宗은 性的으로 비정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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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實錄)의 기록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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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純宗眞影

그런 은 한 情談을 한 적이 없었는지 모른다.” (前揭書 朝鮮朝宮中風俗硏究. p.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