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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f medical bureaucrat was invested by Wonjong(原從) meritorious re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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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al bureaucrats was awarded by Wonjong (原從) meritorious retainer were 376 peoples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not done 

research on this is accurate so far. Why did they get Wonjong (原從) meritorious retainer? I have found a general rule of the investiture 

through review of the nokhundogamuigwe (錄勳都監 軌). The Sillok(實 ) and other materials were used as an adjunct in the investig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medical bureaucrat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the social status of the Joseon Dynasty’s 

medical official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social status of medical bureaucrat was similar to that of yangban (兩班) in early 

days of Joseon Dynasty compared with mid or late days of Joseon Dynasty. Second, bastard households are concentra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to the early 17th century to advance to the medical officials. Third, acupuncture doctors increased social status by 

the mid-Joseon Dynasty. Fourth, statutes about Wonjong (原從) meritorious retainer was raising the social status of medical bureaucrat 

compared to other technical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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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논자는 宣祖, 光海, 仁祖 삼 에 걸쳐 활동한 내침의 許
任이 衛聖勳인 점에 착안하여 衛聖原從功臣錄券을 조사, 
두 아들의 존재를 새로 밝힌 바 있다.1) 이후 原從功臣錄
券이 의학인물 연구에 있어 유용함을 알게 되었고, 논자는 
현존하는 모든 녹권을 조사하여 原從勳이 된 醫官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가 녹훈된 사실을 알았다. 조선시

에는 28회에 걸쳐 공신 책봉이 이루어지는데 원종공신2) 
책봉 또한 正勳3) 책봉과 함께 행해졌다. 그중 현재 21종의 

원종공신녹권이 전하는데, 開國原從功臣을 제외한 20종은 
완전한 형태로 전하고 있다. 이들 녹권 속 의관은 여러 회 녹
훈된 이를 중복해서 포함하면 376명에 이른다. 宣祖, 光海君, 
仁祖 삼 에 걸쳐 內醫를 지낸 申得一은 亨難, 衛聖, 翼社, 
定運, 靖社, 昭武元從勳의 6회에 걸쳐 녹훈되기도 하 다.

그런데 이들 醫官은 왜 원종훈으로 녹훈되었을까. 원종훈
으로 알려진 몇 의관에 한 기존의 설명은 사료에 의한 
명확한 근거 없이 공적을 추정하는 정도 다.4) 논자는 원
종공신에 한 녹훈 과정과 상을 담은 일차사료인 錄勳
都監儀軌를 통해 의관들의 공적에 해 조사하여 의관의 
일반적인 녹훈 규례를 알아보았다. 현재 녹훈도감의궤는 

1) 朴薰平. ｢鍼醫 許任의 家系와 生涯에 한 硏究｣. 동신 학교 학원. 2010 : 42-44.
2) 원래는 “元從”이었지만 명 태조 朱元璋의 이름을 避諱하여 “原從”으로 바꾸어 불리게 된다. 중국 내 明淸 교체와 더불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일부 문헌에서는 “元從”으로 회귀되는 양상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原從”으로 통일하 다.
3) 正功臣, 元勳, 親功臣의 용어도 조선시 에 같은 의미로 쓰 다. 본고에서는 正勳으로 통일했다.
4) 예를 들어 楊禮壽는 종계변무의 奏請使를 수행하는 보조인력 가운데 醫官으로 참여하여 光國原從勳으로 錄勳되었다고 설명한다. 안상우, 이선아, 

김홍균 外. 역 의학인물열전 1. 전 :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 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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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이 전하는데, 규장각에 5종,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
(奎 14923)5),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奎 14583), (寧國)
錄勳都監儀軌(奎 14584), 保社復勳都監儀軌(落帙), 奮武
錄勳都監儀軌(奎 14935)가 남아있고, 丙寅洋擾때 外奎章閣
에 한 약탈로 인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2종, 保社錄勳
都監儀軌, 保社復勳都監儀軌(完帙)가 남아있다. 이 들 의궤 
6종은 8회에 걸친 원종녹훈에 한 기록이다.

녹훈도감의궤 이외에 실록 등의 사료를 통해 녹훈에 
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原從功臣錄券를 통해

서도 녹훈 상과 실태에 하여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논자는 원종훈이 된 醫官들에 한 분석을 통하여 
조선시  의관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녹훈
으로 인한 의관직의 위상 변화는 없었는가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醫官의 사회적 지위에 한 기존 연구는 단회 의과방목
과 조, 정조 연간 의과방목 분석을 통한 김진의 연구,6) 
내의선생안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 지위를 분
석한 김양수의 연구,7) 조선후기 의관의 경기지역 지방관 
진출을 다룬 김양수의 연구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는 특정 시기나 의관 중 일부만을 다룸으로서 전체 醫官의 
지위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의관만을 다룬 것은 아니
나 잡과방목 가계를 분석한 이남희의 연구9)와 이에 더하여 
왕실족보인 璿源錄과 일부 족보를 활용한 김두헌의 연
구10)는 이런 한계를 일부 극복하 고, 논자 또한 그 방법
론으로 의관 가계에 특정하여 연구11)한 바 있다. 그러나 
방목은 상한연 가 연산조이며, 족보연구는 한미한 가문에 

한 자료가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서얼이 아닌 조

선 전기 의관에까지 연구 역을 넓히면서, 다른 시기에 
해서도 기존 연구를 일부 보완하고 검증하는 면이 있다.

Ⅱ. 본론

1. 錄勳都監儀軌를 통해 살핀 醫官 녹훈 규례

녹훈도감의궤12)를 통해 살펴본 원종공신 녹훈에 있어 
공통된 규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13) 물론 현존 녹
훈도감의궤가 모두 조선 중기 이후에 편찬되어서, 조선 전
기에는 이 규칙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1) 錄勳都監員役은 녹훈한다.14) 醫官으로 員役은 녹훈도
감의원 뿐인데, 전의감과 혜민서의 外醫 중에서 한 명이 임
명되었다. 녹훈도감원역이 扈聖原從과 振武原從勳에서는 三
等에 녹훈되고, 昭武原從, 寧國原從勳, 保社原從勳에서는 二
等에 녹훈15)되는 등 시기별로 변화가 있다.

2) 正勳의 子壻弟姪은 녹훈한다. 子壻에는 庶孼子와 庶壻
도 포함한다. 실록을 보면 靖國原從勳을 추록할 때 正勳 張
珽의 아들과 사위가 二等에 녹훈된다.16) 이로 유추해보면 
보면 조선 전기에는 正勳의 子壻弟姪은 二等에 녹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光國原從勳의 兪大造를 비롯한 조선 중기의 
사례와 녹훈도감의궤17)를 보면 모두 三等勳에 녹훈된다.

5) 규장각의 扈聖宣武淸難功臣都監儀軌는 正勳에 한 의궤이며, 原從勳에 한 별도의 의궤로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가 있다. 현존하는 
다른 功臣都鑑儀軌는 正勳과 原從勳에 한 내용을 함께 기록한다.

6) 김진. ｢조선시  의관선발｣. 동방학지. 1999 ; 104 : 42-71. 
7)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한국근 이행기 중인연구. 서울 : 신서원. 1999 : 218-224.
8) 김양수. ｢조선시  의원실태와 지방관진출｣. 동방학지. 1999 ; 104 : 210-227.
9)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서울 : 이회문화사. 1999.
10) 김두헌. 조선시  기술직 중인신분 연구. 서울 : 경인문화사. 2013.
11) 朴薰平. ｢족보를 통한 조선 중기 三醫司 의관 가계배경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3 ; 26(2).
12)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은 동일한 목적으로 개설되었지만 시기별로 이름을 달리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공신도감까지 아울러 녹훈도감으로 지칭한

다.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와 奮武錄勳都監儀軌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원문검색을 활용했고, 保社錄勳都
監儀軌는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포털을 활용했다. (寧國)錄勳都監儀軌는 규장각에서 인한 도서를 이용했다. 錄勳都監 편, 昭武寧社錄勳
都監儀軌/錄勳都監儀軌. 서울 : 서울 학교규장각. 1999.

13) 儀軌에 기록된 공통되지 않은 醫官의 錄勳에 해서는 각 해당 原從勳 錄券에서 설명한다.
14) 都監員役이 되는 기술직 관료는 算員과 醫員, 畵員이 있다. 算員과 醫員은 일반적으로 한 명인데, 규모가 작은 都監은 醫員이 따로 없었다. 예

를 들어 寧國原從勳의 경우 都監算員만 있고, 都監醫員이 없다. 이에 비해 算員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두 명이상인 경우도 종종 있다.
15) 錄勳都監 편.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 漢城 : 錄勳都監. 1628 : 86a-b. 保社錄勳都監 편. 保社錄勳都監儀軌. 漢城 : 保社錄勳都監. 1680 : 316. 

錄勳都監 편.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錄勳都監儀軌. 서울 : 서울 학교규장각. 1999 : 639.
16) 1507년(中宗 2年) 7월 21일 기사에서 본고에서 實錄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운 하는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을 활용했다.
17)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 86a. 保社錄勳都監儀軌. 315. 錄勳都監 편.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錄勳都監儀軌. 서울 : 서울 학교규장각. 1999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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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신회맹제에서 왕을 시위한 醫官은 녹훈한다.18) 內
醫, 내침의, 의약동참의가 이에 해당된다. 원종훈이 되면 본
인과 부모에 한 一等의 特別加資가 있었고, 후손은 忠贊
衛의 소속이 되었다가 후에 음서로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
는 기회도 얻었다.19) 회맹제가 있게 되면 당시의 어의들이 
시위의관의 규례에 따라 부분 원종훈이 되었다. 따라서 
이 규례는 공신책봉이 빈번했던 시기에, 의관이 加資에 있
어 다른 기술직 관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 다.20) 다른 기술직 관료의 경우 算員이 都監員
役으로 녹훈되는 경우와 律官이 鞫廳 관련해서 녹훈되는 
것을 제외하면 의관처럼 녹훈되는 규례자체가 없다. 光國原
從勳의 경우 譯官이 다수 녹훈되지만 예외적인 사례로 보
아야 한다.
 

4) 공신회맹제에서 직임을 맡은 경우에도 녹훈한다. 醫
官은 通禮院의 여러 관직(引儀, 贊儀, 通禮)일 경우 해당된
다. 회맹제는 비슷한 무렵에 녹훈된 여러 공신들과 보통 한
차례 행해졌고 회맹제 관련 원종훈은 이들 공신 모두에서 
녹훈되지 않고 보통 하나의 원종훈으로만 녹훈되었다. 앞의 
시위의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二等 원종훈이 두 번 되거나, 三等 원종훈이 세 번 
되면 一等勳으로 녹훈한다.21) 外醫 兪大造가 一等 衛聖原
從勳으로 녹훈된 것이 그 예이다. 兪大造는 衛聖勳이 된 兪
大建의 庶弟여서 三等勳으로 녹훈되어야 하지만 앞서 光國

勳과 平難勳이었던 兪泓의 庶子로 두 번 三等原從勳이 된 
바 있으므로 一等勳이 되었다. 揚武原從勳이 된 外醫 金壽
澤도 鞫廳救療官과 錄勳都監員役이어서 이중의 공으로 一
等勳이 되었다.

6) 親鞫에서 왕을 扈衛한 侍臣(內醫), 鞫廳에서 죄인을 
치료한 醫官(外醫)은 녹훈한다.22) 역모에 관련될 경우 鞫廳
이 당연히 설치되었고, 親鞫 또한 종종 이루어졌다. 奮武錄
勳都監儀軌를 보면 親鞫廳救療官과 鞫廳救療官에 한 녹
훈이 등급23)을 나누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鞫廳救療
官은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파견된 의관으로, 구료관이 녹훈
됨에 따라 많은 수의 外醫들이 원종훈이 되었다.24) 이 규
례는 의관의 지위에 해 회맹제 시위의관에 한 녹훈 같
은 역할을 하 는데 왕실치료와 관련 없는 外醫에까지 사
회적 지위 상승의 범위를 확장한다.25)

2. 錄券 수록 醫官 명단

녹권에 수록된 의관을 조사함에 있어 의관으로서의 공적
으로 녹훈 되었나를 기준으로 하 다. 

따라서 다른 직임에 있다가 녹훈되고 뒷날 의약동참의나 
내침의가 된 경우는 제외했다. 예를 들어 朴春茂26)는 임진
왜란 때 淸州에서 의병을 일으켜 宣武原從 二等에 녹훈되
지만 내침의로서의 행적은 의병장 이후이므로 제외되었다. 
南昌祖27)는 1645년에 회맹제 奉血官으로서 寧國元從 一等

18) 功臣都鑑 편.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 漢城 : 功臣都監. 1605 : 13a.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 86a-b. 保社錄勳都監儀軌. 315.
19) 子孫 중의 한 명에게 散官 한 자급을 더해주었다. 忠贊衛는 原從功臣 후손으로만 이루어진 부 이다. 물론 이러한 혜택은 제한적이다. 적장 후손만 

그 혜택을 볼 뿐이었고, 음서로 나가더라도 서반직에 불과할 뿐 동반의 실직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서얼가계 출신으로 채워져 간 결과로 
기술직 관료의 사회적 지위가 전 시 에 비해 낮아져가는 추세에서 녹훈에 의한 가계의 사회적 지위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 그렇다고 醫官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기술직 관료에 비해 우월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譯官에 해서는 김양수가 密陽卞氏家와 川寧玄氏家
에 한 분석을 통해 그 경제적 치부를 밝힌 바 있다. 譯官은 韓中日을 연결하는 삼각무역에 종사하 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윤을 남겼다. 그
러나 청일이 직접무역을 하자(英祖, 正祖 이후) 무역로가 봉쇄당해 재정적으로 몰락하 다.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한국근 이행기 중인연구. 
서울 : 신서원. 1999 : 198-201. 醫官과 譯官은 기술직 관료 중 두 개의 주요한 축이었고 시  환경에 따라 재능 있는 이들이 한쪽에 더 종
사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조선 중기 이후 原從勳에서 光國勳의 경우에만 譯官이 醫官보다 녹훈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醫官이 다른 기술직 
관료보다 녹훈 비율이 높다.

21)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 86b.
22)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 18b.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 86a-b.
23) 奮武錄勳都監 편. 奮武錄勳都監儀軌. 漢城 : 奮武錄勳都監. 1728 : 47a, 52a. 奮武錄勳의 경우 鞫廳救療官은 二等에 親鞫廳救療官은 一等에 

녹훈되었다. 다른 원종훈에서 鞫廳救療官은 보통 三等勳에 녹훈된다.
24) 규장각에 소장중인 推案及鞫案은 추국관련 조사 판결 문서로서 光海朝부터 高宗朝까지 주요한 추국들에 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鞫廳救療官에 

한 기록도 상당수 남아있어, 최근 간행된 전주 학교 한국고전연구소의 국역본을 통해 원종훈이 된 救療官에 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25) 특히 功臣錄勳이 宣祖와 仁祖 연간에 집중됨으로서, 앞서 서얼가계가 醫官으로 진출하는 시기와 맞물려, 醫官 錄勳 규례 중 3)과 6) 규례는 

먼저 진출한 특정 가계들이 그들의 지위를 권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醫官으로 진출한 서얼가계들은 洋亂으로 인해 가계 
내 인적소실을 겪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 별다른 변화 없이 조선후기까지 이어진다. 분명 조선 후기 惠民署와 典醫監 生徒에 한 完薦制나 
生徒에 한 取才 등의 제도는 소수 가문에 의한 醫官職 독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그 가문들이 다른 가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게 된 초기의 이유 중 하나를 원종녹훈으로 얻어진 지위에서 찾을 수 있다.

26) 朴薰平. 朝鮮醫人誌.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 175. 1544~1611. 本貫 順天. 儒敎 朴箕精 四男. 1592년 倡義하여 淸州城 탈환에 공을 세
웠다. 內鍼醫로 宣祖, 光海朝에 활동. 嘉善大夫, 府使를 지냈다.

27) 朴薰平. op. cit. p. 136. 1603~1682. 本貫 宜寧. 內鍼醫 南嶸 次男. 1644년 蔭職으로 典設別檢으로 출사. 1656년 內鍼醫로 첫 差下되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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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훈되는데 1648년에야 내침의가 되므로 제외되었다.
또한 반 의 경우 의관으로 활동하다 과거 등에 급제해 

전문 행정 관료가 된 경우도 제외했다. 예를 들어 兪元
老28)는 佐理原從 三等에 녹훈되는데 그의 출사는 內醫 지
만 녹훈 당시는 문과에 등과해 행정 관료로서 녹훈되었으
므로 제외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관으로서 實職을 겸하거나 받
은 경우는 모두 조사 상이 되었다.

1) 조선 전기(1392년~1506년)

8회에 걸쳐 공신 녹훈이 이루어졌고 그 중 4종의 원종공
신녹권이 전한다.

(1) 開國原從功臣

조선이 건국된 뒤,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녹훈되었다. 각 녹권마다 수록 인원과 명부가 다르다. 
醫官에 한 다른 사료의 기록이 부족하여 원종훈 명부에
서 의관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의관으로는 楊弘達29), 楊弘
迪30)31) 형제에 한 기록이 보인다.

(2) 佐命原從功臣32)

1401년 2차 왕자의 난에 太宗을 도운 공으로 1411년 
10월 21일에 녹훈되었다. 의관으로는 三等에 檢校參議 李
舟33)(p.5)가 수록되어있다.

(3) 佐翼原從功臣34)

1455년 端宗이 폐위되고 世祖가 즉위함에 있어, 공을 세운 

이들에게 1455년 12월 27일 녹훈되었고 추가로 1460년 5월 
25일, 1462년 11월 9일 추록되었다. 녹훈된 의관은 22명으
로 모두 왕실치료에 관련된 內醫이다. 의관들은 의관끼리 
함께 기록되기보다는 다른 관료들과 함께 혼재되어있다.35)

그림 1. 좌익원종공신녹권. p.4

一等 7名
僉知中樞 盧重禮 /36) 護軍 鄭次良, 上護軍 全循義(p.3) / 

行 護軍 裵尙文 / 判典醫監事 曹敬智 / 護軍 平順 / 司直 任
元濬(p.4)

二等 2名
行 司直 金吉浩(p.7) / 副司直 金尙珍(p.17)

醫藥同參醫가 되었다. 通訓大夫, 縣監을 지냈다.
28) 朴薰平. op. cit. p. 265. 생몰미상. 本貫 杞溪. 儒醫 兪孝通 子. 內醫 다가 1466년 文謁聖試에 登科. 禮賓侍僉正, 郡守를 지냈다. 
29) 開國功臣都監 편. 張寬 開國原從功臣錄券. 漢城 : 開國功臣都監. 1395 : 15. “一等 少監 楊弘達” 정읍 장해근씨 소장본. 문화재청의 국가기록

유산포털를 활용해 원문검색
30) 實錄, 1412년 8월 18일 기사. “檢校工曹參議楊弘迪元從功臣田十五結 別賜田二十結”
31) 朴薰平. op. cit. p. 244. 兄 弘達은 太宗朝에 檢校漢城尹을 지낸 典醫. 弟 弘迪은 太宗朝에 檢校工曹參議을 지낸 典醫. 둘 다 생몰미상. 본관미상.
32) 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 동 이병진씨 소장.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포털을 활용해 원문검색 
33) 朴薰平. op. cit. p. 351. 생몰미상. 本貫 牛峯. 李得丘 次男. 太宗朝에 檢校參議을 지낸 典醫
34) 佐翼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6301-4.
35) 공신들은 3등급으로 구분되어 왕실의 친족이나 공훈이 큰 고위직의 사람을 먼저 기재한다. 또한 같은 직급이나 관직의 사람들을 기재한다. 진

나 , 송일기. ｢조선시  공신녹권의 편성체제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2008 ; 32 : 232, 236. 체로 진나 의 분석 로 인물들이 수록되지
만 천민들 다음에 문무관이 기재되는 경우처럼 형식을 벗어난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는 추록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인물들 또한 신
분별로 직급별로 기재되어 일정한 형식을 따른다.

36) 수록인물 사이의 “ / ”는 다른 직종의 인물들이 중간에 수록된 경우에 표시하 다. 동일한 면에 수록되었지만 서로 분리된 경우 “ / ”를 넣고 
마지막 인물에 인용 면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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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等 13名
副正 朴河, 行 司直 金有智(p.32) / 監正 吳尙信, 行 司

直 宋瞻, 行 護軍 趙興周, 行 正 金智, 行 副司正 楊暿
(p.41) / 行 副司直 朴從義, 行 副司直 文煥(p.42) / 上護軍 
楊弘遂 / 司直 金元謹(以上 追錄)37) / 故 護軍 全仁貴, 司
勇 萬同源(以上 追錄)38)

(4) 佐理原從功臣39)

成宗이 자신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한 공으로 1471년 
녹훈하 다. 녹훈된 의관은 8명으로 모두 內醫이다.

一等 1名
行 大護軍 金尙珍

三等 7名
行 內醫判官 金元謹, 行 內醫直長 金允信, 行 內醫主簿 

金興守, 內醫僉正 柳湑, 行 內醫直長 萬同源, 行 內醫奉事 
朴從瑞, 行 內醫主簿 宋瞻

2) 조선 중기(1506년~1637년)

16회에 걸쳐 공신 녹훈이 이루어졌고 그 중 14종의 원
종공신녹권이 전한다. 1507년 李顆의 옥사와 관련되어 녹
훈된 定難原從功臣과 1546년 大尹 일파를 제거하고 明宗 
즉위에 공을 세운 일로 녹훈된 衛社原從功臣40)錄券은 현
재 전하지 않는다. 실록에 衛社原從 녹훈 당시에 成宗朝 
佐理原從勳의 규례를 상고했으나 그 내용41)을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중기의 원종 녹훈은 이전 시기
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1) 靖國原從功臣42)

1506년 중종반정 이후 반정에 공을 세운 이들을 1507년 

4월 20일에 녹훈하 다. 녹훈된 의관은 26名이다. 一等 녹
훈자 3명과 三等에서 尹崇禮, 朴孝山, 金日敦은 內醫이고 
나머지는 外醫이다.

一等 3名
同知中樞府使 金興守(p.9) / 僉知中樞府使 高世輔(p.20) 

/ 大護軍 河宗海(p.21)

二等 3名
參奉 韓夢奇(p.24) / 判官 李芳(p.38) / 直長 申承孫

(p.40)

三等 20名
醫員 李世蕃, 醫員 池順源, 醫員 金仲倫, 醫員 李根碩, 醫

員 池永浩(p.53) / 醫員 黃世亨(p.63) / 醫員 鄭熙文(p.64) 
/ 醫員 李石(p.71) / 醫員 朴枝山(p.72) / 奉事 金孝宗, 主
簿 李獬, 醫員 廉繼亨, 醫員 李繼崇(p.89) / 司直 尹崇禮, 
司直 朴孝山, 正 安處智, 典醫監前啣 李懷璧, 直長 金日敦, 
直長 徐志仁, 訓導 金世權(p.91)

(2) 平難原從功臣43)

1589년 鄭汝立의 옥사와 관련하여 공을 세운 이들에게 
1591년 3월 21일 녹훈하 다. 녹훈된 의관은 21명이다. 平
難功臣의 회맹제는 1590년 8월 25일 행해졌다.44) 三等에 
녹훈된 內醫 申諧, 李公沂, 吳忭은 회맹제나 親鞫시 시위의
관으로 추정된다. 外醫 金壽長은 綠事들 다음에 기록되어있
고 다른 外醫들과 따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錄勳都監醫員
으로 추정된다. 外醫 李怡 이하 10명은 鞫廳救療官일 가능
성이 크다.

一等 2名
行 護軍 安德壽, 行 護軍 李仁祥(p.6)

37) 實錄 1460년(世祖6년) 5월 25일 기사
38) 實錄 1462년(世祖8년) 11월 9일 기사
39) 유일한 현존본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을 토 로 조사했다. 진나  박사(서지학)의 방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원본이 아니어서 수록 순서는 

불분명하다.
40) 衛社原從功臣은 宣祖에 의해 1577년 혁파되었다. 
41) 1546년(明宗 1年), 2월 7일 기사
42) 靖國原從功臣錄券. 부안 김종덕씨 소장.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포털을 활용해 원문검색.
43) 平難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高朝31-10
44) 實錄. 1612년(光海 4년) 11월 3일 기사. 光國勳과 비슷한 시기에 녹훈되었지만 회맹제는 따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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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等 19名
醫生 張夢年, 醫生 姜致孫(p.15) / 內醫 申諧, 內醫 南應

命, 內醫 李公沂, 內醫 吳忭,(p.17) / 醫員 李怡, 醫員 林士
奇, 醫員 張建, 醫員 金應鎰, 醫員 張世憲, 醫員 高景晟, 醫
員 金士弼, 醫員 金鎰, 醫員 高祺, 醫員 朴濂(p.17) / 直長 
兪大造(p.22) / 醫員 金壽長 / 副司果 鄭大鵬(p.25)

(3) 光國原從功臣45)

명나라의 역사서에 잘못 기록된 조선 종실계통을 바로잡
는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1591년 潤3월 2일에 녹훈되었다. 
녹훈된 의관은 21명이다.

光國功臣의 회맹제는 1590년 8월 16일 행해졌다.46) 扈
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에 전례에 따라 회맹제 시위의관을 
녹훈(p.13a) 하 다고 기록되었는데 光國原從勳은 바로 직
전의 공신녹훈으로 전례에 해당될 것이다. 宣武原從勳에서 
회맹제 시위의관은 三等에 녹훈되었다. 따라서 광국원종으
로 녹훈된 楊禮壽 이하의 5명의 內醫는 회맹제의 시위의관
으로 추정된다.

1574년 聖節使行에 한 기록인 朝天記를 보면 使行
醫員이 張彦龍, 具澄47)이다. 당시에도 종계변무에 한 교섭
이 이루어졌는데 張彦龍과 具澄의 이름은 녹권에 없다. 따
라서 宣祖연간의 모든 使行員役이 광국훈의 상이 아님이 
확인된다. 

중국 使行의 경우 규모에 따라 한 명 내지 두 명의 醫官
이 원역으로 참여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一二等 녹훈자는 
1589년 聖節使行 등 종계변무에 공이 컸던 使行의 원역일 
가능성이 크다.

一等 2名
司果 趙興男, 典醫監正 堅霖(p.13)

二等 2名
惠民署主簿 許思九 典醫監判官 李永壽(p.18)

三等 17名
典醫監直長 兪大造(p.26) / 惠民署參奉 姜景瑞(p.33) / 

典醫監直長 李殷臣, 惠民署前啣 梁禮剛, 惠民署前啣 尹暎, 
典醫監直長 金應河(p.34) / 典醫監正 趙德男(p.35) / 前 同
知 楊禮壽, 護軍 李仁祥, 內醫院正 南應命, 內醫院正 吳忭, 
內醫院直長 李延祿(p.36) / 典醫監直長 金大得, 惠民署主簿 
金福熙(p.39) / 行 副司果 鄭大鵬(p.39) / 內醫院參奉 安正
國, 典醫監奉事 洪新民(p.40)

(4) 扈聖原從功臣48)

임진왜란 때 宣祖를 호종한 공으로 1605년 4월 5일 녹
훈되었다. 扈聖勳에는 正勳으로 의관 3명이 녹훈되었는데 
廣漢君 李延祿49), 陽平君 許浚, 韓溪君 李公沂50)이다. 原
從勳으로 녹훈된 의관은 16名이다.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를 통해 各等의 구분이 宣
祖를 호위한 시기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51)

또한 錄勳都監醫員이 “金**(p.127b)”인데 이름은 판독불
가하다. 그러나 扈聖原從勳과 淸難原從勳 명부를 비교해보
면 공통된 金彦宗임을 알 수 있다. 金彦宗52)은 1577년 생
으로 1600년 의과에 등과한 의관인데 생년 상 임진왜란과 
李夢鶴의 난 당시에 활동하기 어렵다.

一等 2名
行 護軍 趙興男(p.13) / 惠民署主簿 尹敬世(p.14)

二等 3名
內醫 南應命(p.30) / 典醫監敎授 朴仁荃, 引儀 朴仁苓

(p.35)

三等 11名
惠民署前啣 洪述(p.46) / 前 內醫 崔順立(p.48) / 醫員 

鄭宗禮(p.55) / 內醫 李英男(p.55) / 醫員 閔思仁, 內醫 趙

45) 光國原從功臣錄券. 봉화 권벌종가 소장.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포털을 활용해 원문검색.
46) 實錄. 1612년(光海 4年) 11월 3일 기사
47) 朴薰平. op. cit. p. 395, 35. 張彦龍. 생몰미상. 本貫 衿川. 張世龍 子. 典醫監副正을 지낸 醫官. 具澄. 1523-? 本貫 綾州. 縣令 具希景 庶長男. 

審藥을 지낸 醫官
48) 扈聖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古朝 31-183.
49) 朴薰平. op. cit. p. 323. 생몰미상. 本貫 廣州. 郡守 李宜慶 庶子. 嘉善大夫, 同知를 지낸 首醫
50) 朴薰平. op. cit. p. 281. 1525-1604.9.8. 本貫 韓山. 李冷 獨子. 嘉義大夫, 同知를 지낸 首醫
51)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 126a. “一等壬辰七月晦日內入義州至×××××× 二等壬辰九月晦日內入義州至京城收復間 三等癸巳正月初六日入義

州至京城收復間 扈衛” ×는 판독불가한 글자.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운 하는 원문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활용했다.
52) 朴薰平. op. cit. p. 85. 本貫 漆原. 內醫 金兆齡 子. 1600년(宣祖33) 式年試 醫科. 典醫監主簿를 지낸 醫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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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璿, 醫員 申汝澤(p.60) / 典醫監主簿 金彦宗(p.63) / 醫員 
權希男(p.67) / 醫生 尹永富(p.69) / 醫生 李應男(p.76)

(5) 淸難原從功臣53)

1596년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李夢鶴의 난을 토포한 공
으로 1605년 4월 16일 녹훈하 다. 녹훈된 의관은 5명이
다.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를 보면 洪州 소속의 守
城과 소속 공로자는 一等에 그 밖의 공로자는 二等에, 推鞫
廳員役은 三等에 녹훈되었다.(p.18b) 따라서 李珹은 토벌군
에 종군한 것으로 보이며 金嗣男과 李永福은 둘 다 外醫로
서 鞫廳 救療官으로 추정된다. 三等에 녹훈된 金彦宗은 앞
서 扈聖原從勳에 보이며 녹훈도감의원으로 추정된다.

二等 1名
醫生 李珹(p.14)

三等 4名
典醫監主簿 金彦宗(p.23) / 惠民署前啣 金嗣男, 惠民署前

啣 李永福(p.25) / 典醫監僉正 鄭宗禮(p.25)

(6) 宣武原從功臣54)

임진왜란 때에 무공을 세웠거나 후방을 지원한 공으로 
1605년 4월 16일 녹훈하 다. 녹훈된 의관은 10명이다.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를 보면 扈聖原從勳의 各
等은 왜군의 수급으로 계산되는 전공으로 나뉘었다.(p.7a) 
그렇다면 왜 의관이 수록되었을까.

먼저 전례에 의해 회맹제 시위의관을 녹훈(p.13a)되었고, 
趙興男 이하로 수록된 內醫 7명이 이에 해당한다. 扈聖宣武
淸難의 三功臣은 함께 회맹제를 하 고 시위의관에 한 
녹훈은 宣武原從勳에만 붙 다.

二等에 녹훈된 내침의 朴仁苓은 의관으로서가 아니라 通
禮院 引儀55)여서 녹훈되었다. 녹권의 朴仁苓 수록부에는 
다른 引儀 9명이 함께 실려 있다.

二等 1名
引儀 朴仁苓(p.95)

三等 9名
醫生 徐彦福(p.183) / 直長 方承男(p.187) / 行 護軍 趙

興男, 判官 李蕙汀, 副奉事 金忠儀, 參奉 朴弘憲, 主簿 李絡, 
僉正 堅霖, 引儀 鄭仁男(p.196-197)

(7) 亨難原從功臣56)

1612년 金直哉 부자가 역모했다고 하여 그 당여를 제거
하고(金直裁의 옥), 이때에 공을 세운 이들에 해 1614년 
7월 18일 녹훈하 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 혁파되었다. 
녹훈된 의관은 54名이다. 一, 二等 녹훈자 11명은 모두 內
醫이고, 三等 녹훈자들은 개가 外醫이다. 一等에 녹훈된 
內醫들은 명단의 거의 끝부분에, 9명이 함께 수록되어있고, 
二等에 녹훈된 內醫들도 명단 말미에 함께 수록되어있다. 
三等 孫夢象과 李永壽는 內醫이다. 李大榮 이하 33명의 外
醫는 忠贊衛 명단 뒤에 함께 수록되어있다. 이들 外醫는 鞫
廳救療官으로 추정된다.

一等 9名
行 副護軍 安正國, 副奉事 尹敬世, 前 判官 鄭仁男, 奉事 

安頊, 判官 康孝儀, 行 副司直 趙興男, 奉事 申得一, 前 正 
李循, 直長 李種英(p.21-22)

二等 2名
行 副護軍 鄭禮男, 前 奉事 金嗣男(p.43-44)

三等 43名
前 惠民署主簿 趙有溶, 前 惠民署主簿 趙有澈(p.61) / 主

簿 安孝男, 直長 安景沂(p.65) / 直長 孫夢象, 直長 李永壽
(p.67) / 醫員 李大榮, 直長 金進賢, 醫員 方承男, 醫員 金
彦宗, 醫員 金生麗, 醫員 徐尙德, 前 主簿 鄭宗禮, 醫員 尹
應珍, 醫員 金敬善, 醫員 劉景邦, 醫員 辛遇聘, 醫員 李順元, 
前 判官 金忠儀, 醫員 張世寬, 醫員 堅後閔, 醫員 盧得慶, 醫
員 韓景福, 醫員 安國信, 醫員 黃允慎, 醫員 金興鼎, 醫員 金
俊, 醫員 朱以南, 醫員 李泰仁, 醫員 李坡, 醫員 金貴男, 醫員 
曺大胤, 醫員 林蘋, 醫員 崔俊成, 醫員 金健邦, 醫員 趙汝櫓, 
醫員 朴泰男, 醫員 李墻, 醫員 劉夢說(p.72-73) / 醫員 權
沈 前 奉事 鄭大鵬, 前 奉事 龍景海, 直長 金榮春(p.74)

53) 淸難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 31-12.
54) 宣武原從功臣錄券. 양산이씨 종가 소장.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포털을 활용해 원문검색.
55) 종6품. 宣祖 당시의 정원은 8員
56) 亨難原從功臣錄券. 함안조씨문중 소장.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포털을 활용해 원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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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衛聖原從功臣57)

임진왜란 때 세자 던 光海君의 分朝를 호종한 공으로 
1614년 8월 27일 녹훈하 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 혁파
되었다. 衛聖勳에는 正勳으로 의관 세 명이 녹훈되었는데 韓
溪君 李公沂, 河興君 許任, 鷄陵君 鄭禮男58)이다. 扈聖原從
과 겹치는 인물이 많다. 원종훈으로 녹훈된 의관은 23명으로 
다음과 같다. 亨難, 衛聖, 定運, 翼社功臣의 회맹은 1613년 3월 
12일에 함께 이루어졌다.59) 內醫 申得一, 李希憲, 李循, 安
頊, 康順儉은 모두 光海朝의 內醫로서, 회맹제의 시위의관
으로 추정된다. 內醫 李英男, 崔順立은 正勳과의 관계(子)
로 녹훈되었는데, 李英男은 正勳과의 관계로 인한 녹훈자들 
수록부와 차이가 있어 다른 공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外醫 兪大造는 正勳 兪大建의 庶弟로서 녹훈되었는데 三等
에 세 번 녹훈되면 一等勳으로 삼는 규례에 의해 一等勳이 
되었다.

一等 9名
引儀 朴仁苓, 前 主簿 朴仁荃(p.11) / 前 主簿 兪大造, 

引儀 柳大鳴(p.12) / 內醫 南應命, 內醫 金應鐸, 內醫 金仲
孚(p.14) / 醫員 權希男, 醫員 李燁(p.15)

二等 1名
醫員 權沈(p.22)

三等 13名
行 護軍 趙興男(p.24) / 行 護軍 李英男(p.25) / 行 副司

直 安正國(p.25) / 直長 裵以龍(p.31) / 前 內醫院正 崔順
立, 前 判官 鄭仁男(p.50) / 主簿 申得一, 直長 李希憲, 直
長 李循, 僉正 安頊, 參奉 康順儉(p.51) / 典醫監正 朴弘憲, 
主簿 安孝男(p.51)

(9) 定運原從功臣60)

1608년 光海君 즉위 후 柳永慶 등의 소북파 세력를 제
거하고, 이때에 공을 세운 이들에 해 1614년 10월 11일 

녹훈하 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 혁파되었다. 총 9명이 
三等으로 녹훈되었는데, 康順儉 이상 7명은 內醫이고, 安禮
男과 安景沂는 外醫이다. 內醫들은 別監들 명단 이후에 7명이 
함께 수록되었고, 安禮男 등은 算員 文大春 앞에 함께 수록
되었다. 이 부분에서 安禮男을 그의 형제인 內醫 安孝男으로 
바꾸면 亨難原從功臣의 수록부분과 동일하다. 亨難, 衛聖, 
定運, 翼社功臣의 회맹은 1613년 3월 12일에 함께 이루어
졌다.61) 內醫 趙興男, 安正國, 申得一, 李希憲, 李循, 安頊, 
康順儉은 회맹제의 시위의관으로 추정된다.

三等 9名
行 護軍 趙興男, 行 副司直 安正國, 主簿 申得一, 直長 

李希憲, 直長 李循, 僉正 安頊, 參奉 康順儉(p.21) / 直長 
安禮男, 主簿 安景沂(p.22)

(10) 翼社原從功臣62)

1609년 臨海君의 역모 사건과 관련하여 공을 세운 이들
에 해 1614년 10월 29일 녹훈하 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 혁파되었다. 녹훈된 의관은 18명이다. 安景沂는 衛聖
原從勳을 제외한 光海朝의 나머지 원종훈으로 녹훈되었다. 
세 錄券에 算員 文大春도 安景沂와 함께 수록되고 있어 둘 
다 錄勳都監員役으로 추정된다. p.50의 外醫들은 鞫廳救療
官으로 추정된다.

一等 1名
內醫院正 申得一(p.9)

三等 17名
醫員 李慶河(p.36) / 醫員 禹敬言, 醫員 鄭濟(p.40) / 醫

員 趙有澈, 醫員 趙有溶(p.40-41) / 前 主簿 安孝男, 前 主
簿 安景沂(p.44) / 醫員 ○○○, 醫員 金生麗, 醫員 朴泰男, 
醫員 趙公璘, 醫員 金進賢, 醫員 尹秀宇, 醫員 李泰仁, 醫員 
辛遇聘, 醫員 盧大信, 醫員 權沈(p.50)

57) 衛聖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일산貴. 2513-27.
58) 朴薰平. op. cit. p. 417. 1577-1612. 本貫 咸平. 僉知 鄭億 子. 1582년 (宣祖18) 式年試 醫科 壯元. 通政大夫, 尙衣主簿를 지낸 內醫
59) 實錄. 1613년(光海 5年) 3월 12일 기사
60) 定運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 31-257.
61) 實錄. 1613년(光海 5년) 3월 12일 기사
62) 翼社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古25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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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振武原從功臣63)

1624년 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1625년 7월 26일 
녹훈하 다. 녹훈된 의관은 3명으로 모두 外醫이다.

一等 1名
主簿 趙汝櫓(p.6)

三等 2名
參奉 朴楷, 前啣 劉得良(p.145)

(12) 靖社原從功臣64)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반정에 공을 세운 이들에 해 
1625년 9월 1일 녹훈하 다. 兪大造, 鄭柟壽, 劉得良을 제
외한 11명은 內醫이다. 녹훈된 의관은 13명이다. 회맹제는 
振武功臣과 더불어 1625년 4월 16일 행해졌다.65) 內醫 孫
夢象, 辛德淸, 金藎誠은 시위의관으로 추정된다. 外醫 劉得
良은 錄勳都監醫員으로 추측된다.

一等 6名
司果 兪大造(p.7) / 主簿 鄭大鵬, 行 護軍 申得一, 前 主

簿 李𢓜 , 直長 金景行, 正 鄭柟壽(p.24-25)

二等 2名
前 府使 許任, 行 司直 柳大鳴(p.34)

三等 5名
前 主簿 裵以龍(p.47) / 內醫院正 孫夢象, 判官 辛德淸

(p.48) / 主簿 金藎誠(p.51) / 前啣 劉得良(p.60)

(13) 寧社原從功臣66)

1628년 柳孝立의 역모를 적발한 공으로 1628년 9월 14일 
녹훈하 다. 녹훈된 의관은 4명이다. 鄭大鵬은 내침의이고 

나머지는 外醫이다.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가 남아있지만 
寧社原從勳의 규례에 해서는 별 다른 기록이 없다. 昭武, 
寧社功臣은 1628년 9월 13일 함께 회맹제를 행했다.67)

一等 4名
主簿 鄭大鵬(p.6) / 醫員 朴時亮(p.8) / 前 正 李義元, 直

長 朱以南(p.10)

(14) 昭武原從功臣68)

1627년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李仁居의 난을 토포하는데 
공을 세운 이들에 해 1628년 9월 17일 녹훈하 다. 高振
遠을 제외한 一等에 녹훈된 이들과 二等의 許潚 이하 3명은 
內醫이다.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에 기록된 各等의 기준은 
회맹제관은 一等, 녹훈도감원역은 二等, 推官下人은 三等
(p.86a-b)이다. 따라서 一等에 녹훈된 內醫 4명은 회맹제
에서 왕의 侍衛臣으로 보이며 朴時亮, 郭嶔은 鞫廳救療官으
로 추정된다. 녹훈도감의궤에는 도감의원으로 高振遠과 張
大立(p.180a)이 수록되었다. 高振遠이 도감원역으로 二等이 
아닌 一等에 수록된 것은 특이한 경우69)인데, 일반적으로 
한 명인 녹훈도감의원이 2명이 된 것으로 보아 高振遠이 
기간 중 질병 등으로 바뀌었고, 이 사유가 특별히 공훈으로 
인정되어 陞等된 것으로 보인다. 張大立은 원종훈이 상이 
되지 못한 것을 보면 그의 근무기간은 짧았을 것이다. 녹훈
된 의관은 총 14명으로 다음과 같다.

一等 5名
行 司直 申得一 / 奉事 李順元, 行 司果 李希憲, 直長 安

國信 / 前 直長 高振遠(p.11)

二等 7名
醫生 安彦福(p.14) / 醫員 韓珬, 醫員 全德立, 鍼醫 韓仁

達(p.17) / 正 許潚, 副奉事 尹弘任, 奉事 韓尙愈(p.18)

63) 振武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 31-184.
64) 靖社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 31-259.
65) 實錄. 1625년(仁祖 3年) 4월 16일 기사
66) 寧社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 31-135.
67) 實錄. 1628년(仁祖 6年) 9월 13일 기사
68) 昭武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 31-397.
69) 錄勳都監廳에서 監造官은 一等, 員役은 二等, 匠人은 三等에 錄勳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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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等 2名
前 司果 朴時亮(p.25) / 醫員 郭嶔(p.32)

3) 조선후기(1637년 이후)

4회에 걸쳐 공신 녹훈이 이루어졌고 그 중 3종의 원종공
신녹권이 전한다. 1722년(景宗2) 辛任의 옥을 통해 노론 
일파를 제거한 공으로 녹훈된 扶社原從功臣의 경우 1725년 
英祖가 즉위하면서 혁파되었는데, 당시에 녹권을 수거하여 
없앴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 寧國原從功臣70)

1644년 沈器遠의 역모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1645년 8월 
20일 녹훈되었다. 一等 녹훈자들과 二等의 朴升馨은 內醫이
다. 녹훈된 의관은 37명이다. 회맹제는 1646년 9월 3일 행
해졌다.71) 一等 녹훈자들은 親鞫과 회맹에 있어 시위의관
으로 추정된다. (寧國)錄勳都監儀軌72)를 보면 녹훈도감
의원은 따로 없었다.(p.537)

一等 5名
府使 李馨益(p.5) / 同知 崔得龍, 直長 金藎誠, 副司正 崔

有後, 僉正 鄭瑂(p.19)

二等 5名
判官 朴升馨(p.30) / 醫員 黃德業, 醫員 韓璜, 醫員 邊垣

(p.32) / 審藥 金正侃(p.41)

三等 27名
正 邊壎, 僉正 邊斗卿, 判官 金逸民, 醫員 張翼漢, 醫員 

吳尙敏, 醫員 金浩, 醫員 韓潝, 僉正 鄭實, 醫員 吳義善, 醫
員 梁士祥, 主簿 邊墍, 司果 尹溭 / 醫員 吳以建, 僉正 邊永
淸, 醫員 李義亨, 醫員 金仁敏, 醫員 朴信立, 醫員 宋擎日, 
醫員 金由淇, 醫員 李時明, 醫員 朴垍, 鍼醫 韓彦愉, 鍼醫 
金五男(p.81) / 鍼醫 尹絢, 鍼醫 林英(p.84) / 藥房 康大立, 
藥房 李東馨(p.86)

(2) 保社原從功臣73)

1680년 경신 출척에 三福의 역모를 평정한 공으로 1681년 
6월 8일 녹훈되었다. 회맹제는 1680년 8월 30일 행해졌
다.74)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삭훈 되었
다가 남인 실각 후 1694년 5월 복훈 되었다. 녹훈된 의관은 
31명이다.

二等에 녹훈된 李廷華 이상은 內醫, 內鍼醫, 同參醫이고, 
二等에 녹훈된 邊永綏 이하는 모두 外醫이다.

保社錄勳都監儀軌75)를 보면 醫官에는 一等錄勳은 회
맹제에 왕을 侍衛한 侍臣, 二等錄勳은 錄勳都監郎廳 員役, 
三等錄勳은 扈衛한 各廳將官 이하와 正勳의 子壻弟姪가 해
당되었다.(p.315) 실제로 邊永綏(外醫)가 錄勳都監醫員(p.316)
으로 二等에 녹훈되었고, 一等에 녹훈된 이들이 모두 侍臣
임은 그들이 內醫 등인 사실로 확인된다.

一等 13名
前 郡守 李東馨, 前 縣令 權愉, 僉知 李弘章, 前 郡守 金

有鉉, 直長 辛器碩, 副司果 金慶華, 副司果 咸得一, 前 別提 
崔胤績, 前 正 金立誠, 前 正 柳諶, 前 正 尹聖耈, 僉正 玄
萬運, 前 奉事 趙錫孚(p.12)

二等 3名
前 司果 白興齡, 司果 李廷華(p.19) / 司猛 邊永綏(p.37)

三等 15名
前 僉正 鄭麟祥 / 前 正 鄭信敏, 金錫龜, 韓俊興, 鄭匡鎬, 

僉正 金煒達, 李枝華, 鄭來慶, 副司正 鄭哲碩, 文從周, 前 參奉 
金時健, 直長 文後亮, 崔泰齊, 前 奉事 李翰白, 前 參奉 崔
尙岌(p.84)

(3) 揚武原從功臣76)

1728년 3월 李麟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1728년 7월 
15일 녹훈되었다. 처음에는 奮武功臣이라 했다가 揚武功臣

70) 寧國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 31-253.
71) 實錄. 1646년(仁祖 24年) 9월 3일 기사 
72) 錄勳都監 편.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錄勳都監儀軌. 서울 : 서울 학교규장각. 1999.
73)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貴古朝 31-258.
74) 實錄. 1680년(肅宗6년) 8월 30일 기사
75)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문화재청의 국가기록유산포털을 활용해 원문 확인.
76) 揚武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古朝 51-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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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꾸었다. 회맹제는 1728년 7월 18일 행해졌다.77)
녹훈된 의관은 58명이다. 一等 녹훈자 중 權守經 이상과 

二等 녹훈자 중 李震成 이상은 內醫, 同參醫, 內鍼醫이다.

一等 25名
縣令 鄭思恭, 縣監 權聖徵(p.19) / 引儀 金惟大, 金世選, 

金鳳鳴, 贊儀 玄載鼎(p.21) / 主簿 李壽祺(p.22) / 知事 方
震夔, 吳重卨, 李燁, 同知 金垕, 崔泰齡, 判官 秦後觀, 前 察
訪 金漢齡, 奉事 崔德齡, 參奉 金履亨, 副奉事 方泰輿, 司果 
洪萬遇, 副司正 趙昌會, 玄載觀, 引儀 權守經(p.25-26) / 
救療官 朴泰昌(p.26) / 司正 李宇齡, 前 主簿 金時宇, 司果 
金壽澤(p.30)

二等 30名
知事 許坫, 金應三, 同知 許信, 金必祐, 僉知 白興銓, 李

徵夏, 鄭趾顯, 折衝 康天衢, 玄起鵬, 正 金東桓, 僉正 李萬
祥, 別提 辛必昌, 趙廷俊, 敎授 崔命錫, 主簿 鄭文益, 直長 
金必衍, 察訪 玄孝綱, 金壽煃, 奉事 金文衍, 副奉事 朴道煥, 
(p.56-57) / 前 主簿 辛世翊, 閑良 安處恒, 崔翊瑞, 前 司果 
白興聲(p.67) / 察訪 李震成(p.76) / 前 主簿 張瀚, 副司勇 
朴世文, 副奉事 李文樞, 司正 吳聖瑞, 前 直長 蔣世復(p.77)

三等 3名
副司猛 白興孝, 前 僉正 金億 / 前 正 金斗柄(p.134)

奮武錄勳都監儀軌78)를 통해 녹훈된 의관의 공적이 상
세하게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➃와 ⑨는 
당시의 內醫79)라면 부분 받을 수 있는 공적이므로 33명
에 이르러 전체 인원의 56.89%에 이른다. ①, ⑤, ⑫ 또한 
다른 공적으로 녹훈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內醫여서 그 공
적이 없었다면 ➃와 ⑨를 통해 녹훈되었을 것이다. 이를 보
면 앞서 의궤를 통해 보았던 규례가 의관들에게 얼마나 유
리했는지 알 수 있다.

一等 錄勳者

① 縣令 鄭思恭, 縣監 權聖徵
“各道領兵赴陣留陣有功勞人員”(p.43b)
② 引儀 金惟大, 金世選, 金鳳鳴, 贊儀 玄載鼎
“宗廟社稷討逆告祭時謁者會盟祭及親鞫時前導”(p.45a)
③ 主簿 李壽祺
“漢城府郞廳沿江把守及檢屍”(p.45b)
➃ 副司正 玄載觀 以上 十三員
“盟祭及親鞫時侍衛醫官”(p.46a)
⑤ 引儀權守經
“受馘時以引儀侍衛親鞫時醫官侍衛”(p.46a)
⑥ 救療官 朴泰昌
“安城竹山討伐軍救療官”80)
⑦ 司正 李宇齡, 前 主簿 金時宇
“親鞫庭鞫時救療官”(p.47a)
⑧ 司果 金壽澤
“鞫廳救療官仍差錄勳都監救療官”(p.47a)81)

二等 錄勳者
⑨ 副奉事 朴道煥 以上 二十員
“盟祭及親鞫時侍衛醫官”(p.49a)
⑩ 前 主簿 辛世翊
“禁衛營救療官”(p.50b)
⑪ 閑良 安處恒, 崔翊瑞, 前 司果 白興聲
“御營廳82)救療官”(p.50b)
⑫ 察訪 李震成
“慶尙道軍功”(p.51b)83)
⑬ 前 主簿 張瀚
“鞫廳救療官”(p.52a)
⑭ 前 直長 蔣世復 以上 四員
“鞫廳救療官”(p.52a)

三等 錄勳者
⑮ 前 僉正 金億 以上 二員
“議政府藥房”(p.52a)
⑯ 前 正 金斗柄

77) 實錄. 1728년(英祖 4년) 7월 18일 기사
78)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원문검색을 활용했다.
79) 여기서의 內醫는 의약동참의, 내침의를 포괄한 용어이다.
80) 儀軌에는 기록이 없고, 英祖戊申別謄錄에 공적 내용이 있다. 왕실도서관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www.yoksa.aks.ac.kr/)를 활용해 원문을 검

색했다.
81) 錄勳都監救療官은 都監員役으로 二等錄勳 상이나 鞫廳 救療官의 공과 합하여 一等에 녹훈되었다.
82) 五軍營 중 都省宿衛를 담당하고 왕을 호위하는 부
83) 李震成은 醫藥同參으로 1726년 2월부터 1728년 12월까지 沙斤察訪이었고, 沙斤은 경상도 함양에 있던 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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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峴留陣救療官”(p.52a)

3. 시기별 원종녹권 수록 醫官 유형 고찰

1) 조선 전기(1392년~1506년)

(1) 조선전기 醫官에 한 사료는 실록을 제외하면 거
의 없는데 녹권자료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면이 있다. 그러
나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전반의 의관에 한 사료 부족으
로 녹권에 수록된 의관 조사에 한계가 있다.

(2) 佐翼原從勳을 보면 醫官이 다른 관료들과 혼재되어 
기록되어있다. 이는 당시 의관의 신분이 문부관에 비해 낮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록된 의관이 五衛의 西
班職任만 가진 점에서 그들의 한계 또한 보인다.

(3) 현존하는 조선 전기의 녹권에 수록된 醫官은 모두 
內醫이다. 조선 중기에서 보이는 錄勳都監醫員이나 鞫廳救
療官 등에 한 녹훈이 이 시기에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 중기(1506년~1637년)

(1) 녹권에서 醫官끼리 함께 또는 다른 기술직 관료들과 
함께 기록되었다. 이는 기술직관료들이 이전 시기와는 다른 
신분 출신이고, 하나의 계층으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준다.84) 
녹권은 신분별로 따로 기록되는데, 靖國原從勳의 三等 녹훈
자에서 의관들이 함께 처음 기록되었다. 靖國原從勳의 一二
等 녹권자에는 이런 양상이 없고, 三等 녹권자에게만 나타
나는 것도 근거가 된다.85) 논자의 이전 논문86)에서 璿源
錄과 다른 성씨 족보를 통하여 조선중기의 의관은 상당수
가 문무반 고위직의 서출 가계임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2) 正勳과의 관계에서 원종훈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
된다. 특히 光國原從勳(1590年)에서 翼社原從勳(1609년) 
시기(宣祖에서 光海君)에서만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 논자
의 조사로 조선 전기에 이런 예는 없다. 醫官으로 扈聖勳과 
衛聖勳이 된 韓溪君 李公沂의 嫡長子로서 원종훈이 되는 
內醫 李英男87)을 제외하면 모두가 正勳의 庶子나 庶壻 등의 
서얼 신분으로 원종훈이 된다. 이런 사례들은 서얼이 의과에 
許通된 시 상황과 관련이 깊다. 보통 正勳이 되는 이들은 
二品 이상의 高官이 많고, 燕山朝부터 宣祖의 시기는 자신의 
서출을 기술직관료로 출사시키던 시기 다. 의관 뿐 아니라 
다른 기술직 관료도 이러한 사례가 이 시기에는 많다. 

이름 正勳과關係 職任 原從 錄勳
兪大造 庶子, 庶弟 外醫 光國平難衛聖
洪述 庶兄弟 外醫 扈聖

崔順立 庶子 內醫 扈聖
鄭宗禮 庶壻 外醫 扈聖
李英男 嫡子 內醫 扈聖衛聖
趙有溶 庶子 外醫 亨難翼社
趙有澈 庶子 外醫 亨難翼社
李慶河 庶子 外醫 翼社
禹伏龍 庶壻 外醫 翼社
鄭濟 庶壻 外醫 翼社

표 1. 正勳과의 관계에서 原從 錄勳의 예

(3) 鍼醫의 시 에 따른 위상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平
難元從勳에서 鄭大鵬과 高祺88)는 침의로 당 에 유명한 이
들인데 外醫와 함께 묶여있다. 翼社原從勳의 權沈 또한 外
醫들과 기록되었다. 亨難原從 三等勳의 外醫들 뒤에 수록된 
鄭大鵬 이하 4명 또한 鍼醫들이다. 宣祖와 光海君 당시 鍼
醫의 신분이 內醫에 비해 아래 고 外醫와 비슷했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亨難原從勳에서 外醫들과 별도로 기록되어 
鍼醫들이 外醫들에서 독립적으로 분화되어가는 양상도 보
인다. 이후 仁祖朝에 가면 內鍼醫는 內醫들과 함께 기술되
고 實職을 받은 이도 많아진다.89)

84) 朴薰平. ｢족보를 통한 조선 중기 三醫司 의관 가계배경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3 ; 26(2): 165. 璿源錄에 수록된 璿源系의 三醫司 醫官 
중 庶出 가계가 아닌 경우는 없다. 혼인은 庶子 가계 또는 기술직 가계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 雜科의 庶孼 許通은 기술직 잡직을 庶流의 것
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풍토를 형성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85) 一二等 錄勳者는 三等 錄勳者에 비해 고위직 醫官이며, 燕山君 초기 또는 그 이전인 成宗朝에 醫官으로 출사한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
전기 醫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86) 朴薰平. op. cit. p. 161-162, 171. 燕山朝에 雜科에 한 庶孼 許通이 처음 이루어지는데 1498년 式年試 醫科에서 庶子 登科者가 처음 나온다. 
이후 中宗, 明宗朝에 불허와 허용의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후기에는 許通이 관례화된다. 1543년에 간행된 大典後續錄을 보면 2품 이상 관원 첩
의 현손이 雜科 許通 상이다. 조선 중기 醫科榜目에 수록된 204명의 등과자 중 문무반 고위직 서출 가계 출신은 63명으로 30.88%에 달한다.

87) 朴薰平. op. cit. p. 324. 1554~1646.3.19. 本貫 韓山. 首醫 李公沂 獨子. 1600년(宣祖33) 前 主簿로서 式年試 醫科에 登科. 崇政大夫를 지낸 
首醫. 아버지 사후에 世習으로 韓豊君으로 녹훈

88) 朴薰平. op. cit. p. 27. 생몰미상. 宣祖初부터 여러 기록에 醫官, 鍼醫로 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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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후기(1637년 이후)

正勳과의 관계에서 원종훈이 되는 사례가 없다. 조선 후
기에 正勳과의 관계로 녹훈되는 醫官이 거의 없는 것은 17
세기 중반 이후로 새롭게 의관을 배출하는 가계가 거의 없
다는 기존 연구90)와도 부합한다.

Ⅲ. 결론

논자의 조사로는 조선시 를 통하여 376명의 醫官이 원
종공신이 되었다. 이를 수록한 原從功臣錄券에 한 분석과 
원종훈 녹훈 과정에 한 기록인 錄勳都監儀軌 연구는 우
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조선 전기에는 醫官의 신분이 문무반에 비해 낮지 
않았으나 중기에는 다른 기술직 관료들과 함께 양반보다 
낮은 신분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조선 후기에까지 이 경향이 
이어진다.

둘째, 서얼가계가 醫官으로 진출하는 것은 16세기 후반
에서 17세기 초반에 집중되어있다. 正勳과의 서얼 관계에서 
원종훈이 되는 사례가 이 시기에만 발견된다.

셋째, 鍼醫는 조선 중기 宣祖 光海朝 초기만 해도 內醫보
다 지위가 낮고 外醫와 비슷한 지위 으나, 점차 상승하여 
仁祖朝에 이르러 外醫와 다른 지위를 갖게 된다.

넷째, 侍衛醫官과 鞫廳救療官으로서 원종훈이 되는 관례는 
녹훈이 자주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醫官이 다른 기술직 관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도와준다. 특히 공신녹훈이 宣祖
와 仁祖 연간에 집중됨으로서, 앞서 서얼가계가 의관으로 진
출하는 시기와 맞물려, 이 규례는 먼저 진출한 특정 가계들
이 그들의 지위를 권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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