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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yak (審藥) was a government officer to lowest, but it was appointed and dispatched directly by official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imyak played a role in mediating between the provincial and central health care. Therefore, understanding Simyak is necessarily 

required in the researches on the local health care in Joseon dynasty. Preceding researches of Simyak only have contained superficial 

information causing many err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Simyak correctly through the historical literature review.

The author found the following facts in this study. First, Simyak was succeeded to the government officer of Uihakgyoyou (醫學敎諭) 

in the previous period. Second, through the change of the name of Simyak, it can be presumed that the main task of Simyak was 

changed from the role in local medical education to the officer sending the herb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in the later Joseon 

dynasty Simyak was monopolized by some families just like any other medical officials. Fourth, Yangdowollyengui (兩都月令醫) and 

Tongyeongguryogwan (統營救療官) can also be put in the category of Sim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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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 의 심약은 종9품의 말직에 불과하나, 중앙정부
에서 직접 임명하여 지방으로 파견한 관직이다. 이는 고을
의 방백이나 軍營의 鎭將 등을 제외하면, 비슷한 사례가 율
관으로 임명되는 檢律과 일부 역관 외에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사례이다.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되었기
에, 심약은 지방과 중앙 의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 다. 
그러므로 조선시  지방의료 연구에서 심약에 한 이해는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데 심약이란 이름은 드라마나 소설 등을 통해 일반
인에게조차 잘 알려져 있는 반면, 그에 한 이해는 전문 
연구자들마저 피상적이라, 많은 오류를 양산하 다. 그러한 
사례로 김호가 양평군 許浚의 젊은 시절에 하여 “의생 혹
은 심약이라는 낮은 직책으로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1)
고 한 추정, 김두종이나 손홍렬이 의학교유관과 심약을 동
시 에 파견된 별개의 지방 관직으로 논한 주장2)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3) 이는 기존의 심약 직임에 한 연구가4) 
개괄에 그쳤기 때문이다.

논자는 조선시  법전과 관련 사료 등을 고찰하여 심약 
제도에 한 올바른 이해를 목적하 다. 먼저 심약 직제의 
추이를 살핌에, 정원, 임명과 고과, 분장 업무와 녹봉의 순
서 로 기술한다. 다음은 심약의 신분과 지위를 살펴보았는

1)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일지사. 2000:107.
2)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수서원. 1988:213-216, 273-275. 김두종. 한국의학사 전. 서울:탐구당. 1966:418. “의학교유관을 

각도에 심약과 함께 파견- 하략- ”
3) 허준이 전의감이나 혜민서 의원 출신이 아니라면, 심약으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조선 초기의 의학교유관은 심약으로 계승된 것으

로, 별개로 지방에 파견되지는 않았다. 이에 해서는 본문의 해당 항에서 상세하게 논하 다. 
4) 손홍렬. op. cit. p. 215, 274. 김두종. op. cit. p. 418. 박훈평, 안상우. ｢혜민서 관청지 혜국지 편제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1):124. 박용기, 노병수. ｢조선시  본초학 발전의 개황에 한 문헌적 연구｣. 한본초학회지. 1995;10(1):6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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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선 후기 심약의 실제 임명 사례 분석을 하 다. 마지
막으로 심약의 명칭에 해 설명하고, 유사 직임인 양도월
령의와 통 구료관에 해서 그 직제와 특성을 살폈다.

Ⅱ. 본론

1. 심약 직제의 推移

1) 定員5)

(1) 13-16세기

① 醫學敎授官 및 醫學敎諭官 제도

손홍렬은 고려시 의 의관직 檢藥(정9품)을 조선 조 심
약과 유사한 업무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6) 오히려 검약은 인원(2員)에 있어서 혜민
서 참봉(4員)과 그 역할이 비슷하지 않을까 추정된다.7)

조선에서 처음으로 지방 의료를 담당했던 의관은 의학교
수관이다. 태조 2년(1393) 전라도 안렴사의 보고에 “외방
에 의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원컨 , 각도에 의학교수 
한 사람을 보내어 界首官8) 마다 하나의 醫院을 설치하고9)
라 하 다. 태조 6년(1397)에는 의학교수관이 실제로 각도

에 설치되어 운 되었다.10) 이후 태종 16년(1416)에 의학
교수관은 의학교유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11)

의학교유관의 각 도별 정원은 세종 실록지리지(1454년)
를 통해 알 수 있다. 도 별로 한 사람씩인데 제주목에 한 
사람이 더 있어서 전라도의 경우만 두 사람이다. 개성 留後
司12)에도 따로 한 사람이 배속되어 총 정원은 10명이다.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평안 함길 개성 총
관찰 1 1 1 1 1 1 1 1 8
기타 1 1 2
총 1 1 1 2 1 1 1 1 1 10

표 1. 세종실록지리지 의학교유관 정원

도 별로 한 사람씩이었던 의학교유관은 이후 추가적인 
배정이 이루어진다. 세종 16년(1434)에 기존의 교유 외에 
전의감, 혜민국, 제생원의 전함으로 각 도에 한 사람씩을 
더 파견하게 된다.13) 이는 세종 17년(1435)에 함길도 도
절제 에 추가로 한 사람이 배정된 사실에서 확인된다.14) 
이는 세조 13년(1467)에 피살된 의학교유관은 “永安北道醫
學敎諭”라 지칭되므로 안도(함길도)에 의학교유관이 두 
사람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5) 예종 때에는 세 사람의 
배정도 이루어졌음을 예종 즉위년(1468) 李仁畦의 상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16) 경국 전에 보이는 하나의 도에 
세 사람의 심약 배정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
다. 개성유후사는 세종 20년(1438)에 개성부로 바뀌게 되
지만, 개성월령의가 경국 전에도 규정된 것으로 보아, 

5) 김두종. op. cit. p.418. 김은 경국 전과  전통편의 정원 규정을 살핀 바 있다. 원보  ｢조선후기 지역 민간의료 체계의 발전사｣ 국사관논
총. 2005;107:107-108. 원은 여기에 더해 육전조례의 규정을 살폈다. 박훈평, 안상우. op. cit. 124. 박은 혜국지의 정원 규정을 살핀 바 
있다. 본고에서는 승정원일기등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여 이를 보완하 다.

6) 손홍렬. op. cit. p. 95. 손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관직 명칭의 유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 혜민서 참봉은 醫司에서 소용되는 唐藥과 鄕藥을 관장하 다. 강위빙 저, 박훈평 역주. 역주 혜국지. 서울:퍼플. 2015:19. 충선왕 이후 공양왕 

때까지 혜민국은 司醫署의 관할이다. 태의감을 사의서로 바꾼 시기와 검약 직제의 설치는 비슷한 시기이다. 고려 혜민국은 조선에 들어와 혜민
서로 바뀐다. 

8) 고려말과 조선 시  지방 행정제도
9) 실록 태조 2년 1월 29일 기사. 全羅道按廉使金希善報都評議使司曰: “外方無通曉醫藥者, 乞於各道遣醫學敎授一員. 每於界首官, 置一醫院, 選聚

兩班子弟, 以爲生徒, 擇其識字謹厚者, 定爲敎導, 令習鄕藥惠民經驗方, 敎授官周行講勸, 定屬採藥丁夫, 以時採取藥材, 依方劑造, 有得病者, 隨卽救
療. 본고에서 실록의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인용하 다.

10) 실록 태조 6년 8월 23일 기사. 令各道監司, 考其大小軍民官政績及儒醫學敎授官, 驛丞能否, 開寫以聞.
11) 실록 태종 16년 8월 10일 기사. 醫學敎授官改稱某道醫學敎諭 유학교수관과 명칭이 혼동되었던 까닭이다. 약칭으로 부를 때에 이러한 혼동이 

심화되었다.
12) 전 왕조의 수도 던 개성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 다.
13) 실록 세종 16년 5월 27일 기사.
14) 실록 세종 17년 9월 25일 기사. 咸吉道都節制使啓: “本道自安邊至咸興三百六十餘里, 自咸興至富居九百餘里, 自富居至慶源一百八十餘里, 程途

阻隔, 敎諭一人, 一年之中, 未能再行. 緣此鏡城以北各官醫生, 不通醫術, 所産鄕藥, 亦不能趁期採取. 乞於本營, 差醫學敎諭一人, 兼救四邑軍民.
15) 실록 성종 2년 1월 24일 기사.
16) 실록 예종 즉위년 12월 6일 기사. “매양 한 道에 醫院을 세 곳에 설치하여 퇴거한 의원과 서울에 머물기가 어려워 고향에 내려 온 의생 중

에서 의술에 精한 사람을 골라서 醫官으로 삼고, 진상으로 封한 나머지 약재로써 약을 제조하여 病人을 구료…” 外方設醫院. 遠方諸邑, 地在遐
陬, 京師遙隔, 疾病者不得醫藥, 而可生之人, 或至於死亡, 是誠可憐也. 臣謂每一道, 設醫院三所, 擇退居醫員, 及艱於留京下鄕醫生中精術者, 定爲醫
官, 以進上封餘藥材, 劑藥救人, 則庶無夭扎之人矣.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15, VOL. 28, No. 2 http://dx.doi.org/10.15521/jkmh.2015.28.2.059

- 61 -

심약으로 개편 시까지 개성의학교유는 그 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심약 초기 직제

의학교유관은 이후 심약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17) 이
에 한 명확한 설명은 사료에 기록에 없지만, 첫째, 의학
교유관이란 명칭은 심약이란 용어가 사용된 이후로는 그 
사용례가 발견되지 않으며, 둘째, 각 지역의 배정인원과 추
이변화도 심약의 초기 정원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셋째, 
의학교유관과 심약 업무의 유사성이다.18) 마지막으로 실
록 세조 13년 6월 6일의 기사 내용이다.

심약이란 명칭은 세조 13년(1467)에 이시애의 난과 관
련하여 함길도(함경도)의 심약이 피살되었다는 실록의 
기사가 첫 기록이다.19) 함길도에서 죽었다는 심약에 인적
사항은 해당 기사에는 나오지 않으나, 후 의 기사에 따르
면 “永安北道醫學敎諭 金郤”이다.20) 즉 심약과 의학교유는 
동일한 관직으로 당시에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세조실록의 편찬이 성종 2년(1471)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세조 13년 기사는 1471년 당시에 심약이란 명칭
이 사용됨을 보여줄 뿐, 실제 이 시기에 심약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은 아니며, 후 에 실록이 편찬되면서 편찬 당
시의 용어로 차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종 1년
(1469) 梁誠之의 상소에 “八道에 심약이 있다” 한 기록이 
최초의 심약 명칭 관련 기록이다.21) 그러므로 심약이란 명
칭은 따라서 1467년과 1469년 사이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의학교유에서 심약으로 왜 바뀌었을까. 첫째, 
이는 의학교유의 업무에서 지방에서 가르치는 역할의 상
이 변화된 까닭으로 보인다.22) 즉 처음에는 양반 자제를 
포함하는 이가 교육의 상이었으나, 점차 더 낮은 신분인 

醫生 등으로 변화된다. 이와 조적으로 양반 자제 출신인 
의학습독관의 교육을 맡았던 전의감의 의학교수와 겸교수는 
경국 전 이후에도 그 명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둘째, 약재 진상 업무가 의학교유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까닭으로 보인다. 약재 진상은 의학교유관의 
주무 중의 하나 으나, 관직의 신설 당시(태조 2년)에는 주 
업무가 아니었다.23) 이후 세종 조 향약집성방으로 표되
는 향약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심약의 약재 진상관련 
업무도 함께 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각 약재의 산지 기록을 들 수 있다. 국가 차원에
서 각 군현의 토산 약재에 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지방에서의 의학교육 업무가 약화되는 반면에, 약재 진상
이라는 업무는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관직의 主務를 설명
할 수 있는 명명으로 “심약”이라 새롭게 부르게 된 것이다. 

③ 경국 전의 규정

초기 심약의 정원을 알 수 있는 것은 吏典｢外官職 조｣
(1481년)이다. 중종 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원형이 되는 
동국여지승람도 1481년 편찬 간행되었기에 경국 전과 
같은 시기로 보아야 한다. 1530년(중종25)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도 심약 정원에 한 규정이 있다.24) 이는 
경국 전의 규정과 동일하다.

경국 전 吏典｢外官職 조｣에서의 심약 정원은 다음 표 
2와 같다.25)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안 평안 총
감 1 1 1 1 1 1 1 1 8

절도 1 2 1 2 1 7
기타 1 1
총 1 2 3 3 1 1 3 2 16

표 2. 경국 전의 심약 정원

17) 기존 연구들은 의학교유관과 심약을 별개로 보는 오류가 있었다. 각주 2 참조. 의학교유관과 별개로 파견된 의원은 세종 때 한시적으로 海道醫
員이 있다. 이는 세종 16년에 파견되었다가, 18년에 혁파되었다. 실록 세종 16년 6월 20일 기사. 세종 18년 7월 2일 기사.

18) 업무에 해서는 뒤에서 따로 항을 내서 자세하게 논하 다.
19) 실록 세조 13년 6월 6일 기사. 傳旨吏, 兵曹曰: “咸吉道被殺節度使, 觀察使, 虞候, 都事, 評事, 敬差官, 從事官, 點馬, 審藥, 檢律, 錄事, 守令, 

萬戶, 軍官, 訓導等, 竝追贈官爵, 錄用子孫.” 
20) 실록 성종 2년 1월 24일 기사.
21) 실록 예종 1년 6월 29일 기사. 至於外方各官, 雖有醫生, 徒備其數, 雖有審藥, 焉得人人而濟之?
22) 실록 태조 2년 1월 29일 기사. 당초 의학교유관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양반 자제 등에게 의약을 교수하는 것이다. 실록 성종 21년(1491) 

3월 10일 기사를 보면, 지방 의생을 경중 醫司에서 교육시키라는 국왕의 명이 나온다. 이는 지방 의학 교육이 당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근거이다. 실록 연산 3년(1497) 9월 29일 기사를 보면, 심약으로 하여금 醫生을 가르치게 하고 있다.

23) 실록 태조 2년 1월 29일 기사.
24) 이행, 윤은보, 신공제, 홍언필, 이사균, 황효헌 외 저, 권덕주, 성락훈, 김달진, 김규성, 김용국, 김종오 외 역.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7.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67.
25) 본고에서 경국 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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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감 에 1원씩 배치되었고 절도 (병 )마다 1
원씩 배치되는데, 경상도의 경우 좌와 우병 이 있어서 2
원, 안도(함경도)의 경우 북과 남병 이 있어서 2원이 배
치되고 있다. 경기, 강원, 황해의 경우 병사가 따로 없으므
로 심약 정원도 없다. 앞서 의학교유관의 체제가 유지되고, 
개성부만 심약에서 빠졌다. 개성의 경우, 심약과 유사한 업
무를 보는 월령의가 배속되었다.

(2) 17-18세기

① 與地圖書의 규정

여지도서는 조 33년(1757)에서 조 41년(1765) 
사이에 각 읍에서 만들어진 읍지를 모은 전국읍지인데 이
를 통해 조 조의 정원을 알 수 있다.26) 이 시기에 경기
심약은 혁파되었고 총 16명으로27)  전통편의 규정과 동
일하다.

②  전통편의 규정

17세기의 경우는 법전이 따로 없고, 18세기에는 조 22
년(1746)의 속 전과 정조 8년(1784)의  전통편이 
있다. 속 전에는 따로 정원 규정이 수록되어있지 않고, 
 전통편 이전 ｢外官職 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28)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평안 총
감 1 1 1 1 1 1 1 7

절도 1 2 1 1 2 1 8
기타 1 1
총 0 2 3 3 2 1 3 2 16

표 3.  전통편의 심약 정원

경국 전 시기와 비교하면 총원은 같지만 경기와 황해
의 정원 변동이 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황해도 해주에 
병마절도사가 새로 설치될 즈음(1593년)에 황해절도  심
약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29) 경기심약의 推移는 康渭聘
이 저술한 혜민서의 관청지 혜국지 연혁｢外任 조｣에 일부 
나온다. “중간에 줄 다가 강희 기묘년(1689)에 복구했고, 
경진년(1700)에 혁파했다.”30) 경기심약의 임명 예가 승정
원일기 인조 21년(1643) 2월 2일 기사에 보임으로,31) 17
세기 중반까지도 경기심약은 유지되었다가, 18세기에 최종
적으로 혁파가 이루어지는 양상이다.32) 

③ 혜국지의 규정

연혁｢外任 조｣의 심약 정원에 한 규정은  전통편 
이전 ｢外官職 조｣의 것과 동일하다. 이는 혜국지의 저술
시기(1778년 重修)가  전통편의 성립 시기와 겹치기 때
문이다.

(3) 19세기

① 육전조례의 규정

19세기에 간행된 법전은 고종 2년(1865)에 간행된 
전회통과 고종 4년(1867)에 간행된 육전조례가 있다. 
 전회통 이전｢外官職 조｣를 보면  전통전의 내용과 
동일하다.33)

이후 고종 3년(1866) 12월 23일에 함경북병 의 심약이 
혁파되면서,34) 그 다음해에 나온 육전조례에서는 정원 
규정이 일부 바뀐다.

26) 여지도서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활용하 다. 전라도의 경우 해당지지가 빠져있으나, 다른 
도를 통해 그 정원을 유추할 수 있다.

27) 전라도의 경우 해당 지지가 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도를 통해 유추하면 3員으로 추정된다.
28) 본고에서 속 전과  전통편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 다.
29) 황해병 은 처음에 해주에 생겼으나 1601년 황해도 황주로 옮겼다. 심약 정원의 추가도 황주로 이전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30) 강위빙. op. cit. p. 24.
31) 京畿審藥單趙汝櫓
32) 경기 감 의 혁파는 경기 감  자체가 서울과 지근거리인데다, 경기에 수령과 찰방으로 나가는 의관들이 많았던 까닭으로 보인다.
33) 본고에서  전회통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 다.
34) 실록 고종 3년 12월 23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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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평안 통제 통어 총
감 1 1 1 1 1 1 1 7

절도 1 2 1 1 1 1 7
기타 1 1 1 3
총 0 2 3 3 2 1 2 2 1 1 17

표 4. 육전조례의 심약 정원

함경도의 정원이 한 사람 줄었고, 신 통제 구료관이 
통제 심약으로, 강화부월령의가 통어 심약이란 이름으로 

신 들어가 있다.35) 실제 이들은 조선 전기부터 있어왔던 
심약과 유사한 업무를 보던 체아직 자리 다. 그러나 품계
가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종9품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
다.36) 심약의 총 정원은 17명으로 다른 어느 시 보다도 
많다.

② 심약의 혁파

이후 이 정원은 유지되었고, 1895년 3월 18일, 갑오경장 
이후 여러 관제가 개혁 될 때에 심약 또한 혁파된다.37)

2) 임명과 考課

(1) 임명

① 의학교유관의 임명

의학교유관은 취재를 통하여 푼수가 많은 이는 京職에 
임명하고 그 다음을 諸道敎諭로 임명하 다.38)

② 경국 전의 규정

이전 ｢경관직 조｣(1481년) 규정을 보면 전의감과 혜민
서 관련 내용에서 양도목 취재 결과에 따라 居差者를 外任
(심약 등)에 임명한다 하 다.39) 이는 기존의 의학교유관

의 규정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목 취재의 상이 아
닌 이는 심약 임명의 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전｢諸科 조｣에 醫科에 1등에 종8품계, 2등에게는 정
9품계, 3등에게는 종9품계에 서임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
서 품계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손홍렬은 의과 3등이 심약 
등에 임명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諸科 조｣ 내용 중
에 “階窮”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장사랑, 전력부
위 등의 종9품계로 보아야지 참봉이나 심약 등의 종 9품관
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③ 광해군실록의 규정

광해 1년(1609) 기사에 兩醫司(전의감과 혜민서)에서 
심약을 임명함에 전례인 取才의 점수 로 하지 않으므로 
吏曹로 移文하기를 청하는 사간원의 건의가 있다.40) 심약 
임명의 전례는 광해 15년(1623)의 다른 기사를 통해 자세
하게 설명된다. “봄과 가을 두 차례에 취재하여 付祿하는데, 
점수가 모자라는 자들을 각도의 심약으로 배정하여 보내어 
권장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백 년의 금석과 같은 
법이었습니다.”41) 이를 통해 보면 조선 초기부터 심약의 
임명은 취재의 결과에 의해 양의사에서 임명하 고, 이가 경
국 전 이전에서 법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혜국지의 규정

연혁｢外任 조｣에는 심약의 임명에 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과거에는 兩醫司에서 임기 만료가 될 때에

35) 육전조례 이전에는 양도월령의를 심약이라 부른 사례가 없고, 강화부월령의와 통어 심약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심약이 양도월령의를 
계승했음은 근무지나 임무 등에서 추정할 수 있다. 

36) 통 구료관과 강화부월령의의 관제 추이에 해서는 본론의 다른 항목에서 상세하게 논하 다.
37) 승정원일기 고종 32년 3월 18일 기사. 본고에서 승정원일기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을 이용 
38) 실록 세조 10년(1464) 2월 14일 기사. 여기서 경직이라 함은 전의감과 혜민서 등의 녹관직이다.
39) 본고에서 경국 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 다. 체아직 녹관 다음으로 외임을 

임명한다.
40) 실록 광해 1년 12월 22일 기사. 近來兩醫司, 以造作官舍, 捧納紙, 藥爲審藥差除之路, 取才分數置而不論, 此豈勸獎之道乎? 今後兩醫司仕日及取

才分數, 依舊例一一移文於吏曹, 使之差出審藥
41) 실록 광해 15년 2월 4일 기사. 春秋兩等取才付祿, 而其分數未及者, 則分送各都道審藥, 以示勸獎, 乃二百年金石之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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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순서에 따라 나누어 임명하 기에, 매월 넉넉하고 모자
라는 폐단이 있었다.42) 건륭 을유년(1765)에야, 비로소 양
의사에서 교 로 돌아가면서 임명하는 月令醫(양도월령의)
의 사례처럼 하자고, 備局(비변사)에서 論報하여, 정식으로 
규례로 삼았다.”43) 경기심약의 경우는 다른 제도심약 다음
으로 임명되었다.44)

⑤ 육전조례의 규정

예전｢전의감 조｣를 보면 “심약은 전의감과 혜민서의 
等第 官生 중에서 교 로 임명하여 보내는데, 元等第 30원
은 감 으로, 新等第 30원은 병 으로 보낸다.” 하 다. 예
전｢혜민서 조｣를 보면 “경기를 제외한 7도의 감 , 통 과 
평안, 충청병 에는 한 사람씩 實官員을 보내고, 다른 6병

과 5수 45)에는 한 사람씩 實生徒를 교 로 보낸다”고 
하 다.46) 이를 보면 이전과는 임명 방식에 한 설명이 
다르다. 혜국지 고과｢녹시 조｣를 보면 생도가 취재에서 
전함과 점수가 같은 경우 말단에 붙이고, 점수가 합당하더
라도 통 구료관이나 양도월령의, 각사약방에는 임명하지 
않는 제한이 보인다. 육전조례의 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보면, 취재 결과 심약에 합당한 이들을 더 세분하여 
자리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 “等第 官生”이란 말도 등
제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기에 취재에 응시하고 그 결과가 
합당하다는 말이다. 혜국지 등의 문헌에 이러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후에 추가된 규정이다. 

⑥ 승정원일기의 사례

승정원일기에는 상으로서, 공 있는 자를 厚道의 심약으
로 임명하는 사례가 나오는데,47) 이는 심약이 致富할 수 
있는 자리여서 생기는 예이다.48)

(2) 임기

① 의학교유관의 임기

일반적으로 1년이나, 제주의 경우만 세종 13년(1431)에 
30개월로 바뀌었다.49) 

② 여지도서의 규정

18세기 중반 조 조의 여지도서에 기록된 심약의 임
기는 다음과 같다.

표 5. 여지도서의 심약 임기 규정50)
임기

충청감 15개월
충청병 16개월
강원감  2년
평안감 15개월
평안병 15개월
황해감 16개월
황해병 16개월
함경감 15개월

함경남병 16개월
함경북병 16개월
경상감 15개월

경상좌병 16개월
경상우병 2년
전라감 缺
전라병 缺

제주 缺

강원과 경상우병 의 경우 2년이고, 다른 지역의 심약은 
15개월 내지 16개월이지만 일관성은 없다.

42) 예를 들어 과거에는 A심약이 임기가 만료되어 혜민서에서 임명하 으면 다음 B심약이 임기가 만료되면 전의감에서 임명하 다. 임기가 만료
되어도 뇌물을 써서 仍任 상자가 되기도 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하게 양의사에 배분되지 못하 다. 이를 바꾸어 A심
약의 전임자가 전의감 출신이면 혜민서에서, 혜민서출신이면 전의감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43) 강위빙. op. cit. p. 24.
44) 강위빙. op. cit. p. 24.
45) 6병 은 전라, 경상좌우병, 함경남북병 , 황해병 을 말하고, 5수 은 충청, 경상 좌우수 , 전라 좌우수 을 말한다. 6병  중의 함경북병

과 5수 의 자리는 심약이 아니다.
46) 본고에서 육전조례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 다.
47) 인조 3년 3월 22일 기사. 인조반정에 공이 있는 이를 남도심약으로 차임한다. 인조 16년 5월 3일 기사. 당재 33종을 바친 이를 경상심약으로 

차임한다.
48) 이에 해서는 뒤 항목에서 논한다.
49) 실록 세종 13년 4월 11일 기사.
50) 여지도서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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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혜국지의 규정

18세기 후반의 경우는 혜국지 연혁｢外任 조｣에 상세하
다. 일반적인 경우는 16개월이었다.51) 다만 경기심약의 경
우는 한 해 단위로 체직되었고,52) 제주심약은 섬이라는 특
수성이 감안되어 1709년부터 두 해 단위로 체직되었다.53) 
여지도서의 규정에 비해 단순하게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④ 육전조례의 규정

육전조례 예전｢전의감 조｣를 보면 제주심약만 두 해이
고 다른 심약은 모두 한 해 단위로 체직되는 것으로 바뀌
었다. 

(3) 考課

① 포폄

태조 6년(1397) 각도 감사에게 명하여 의학교수관의 인
사 고과 성적을 조사 보고하게 한 이후로,54) 심약의 고과
는 배속된 감 과 병 의 長이 포폄하여 보고하 다. 포폄
은 한 해에 두 차례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받았다.

② 취재

현직 심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재에 응시가 불가능했
다.55)

③ 약재 진상

진상된 약재의 질이 떨어질 경우, 추고나 파직에 처해지
는 사례가 관례 다.56) 

3) 분장 업무와 녹봉

심약이 감 이나 병  등에서 사무를 보는 공간을 審藥
堂이라 불 다. 여기에 속한 하속으로는 庫直이 있다.57) 읍
지들을 통하여 심약당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58)

(1) 분장업무

경국 전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심약의 업무에 한 규
정도 더 명확하게 이루어졌다.

① 약재 진상 및 士庶軍兵 치료

혜국지 연혁｢外任 조｣를 보면 심약은 “進上藥材를 자
세히 살피는 일과 일반 백성 및 兵士에 한 치료 등의 일
을 관장한다.”고 하 다.59)

이들 업무는 당초 의학교유관의 업무이다.60) 문종 1년
(1451) 예조에서 올리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전의감의 
약재는 각도의 敎諭(의학교유)가 철에 따라 채취…”61)라 
하 다. 의학교육관의 정원이 뒤로 갈수록 늘어났던 이유는 
군병과 백성들의 구료에 한 필요성 때문이었다.62)

실록성종 1년(1470) 기사에서 심약을 약재 채취할 시
기에 보내어 眞假를 살피고 봉진하라 하는 것도 이에 속한
다.63) 병사에 한 치료업무는 해당 진 이 전투에 나서는 

51) 강위빙. op. cit. p. 24 “아울러 임기는 16개월에 만료되어 체직되는데, 내려진 批旨에 따른 것이다. 윤달까지 헤아리면 480일이다.”
52) 이 시기에 경기심약은 혁파되었고, 과거의 임기에 관한 내용이다.
53) 강위빙. op. cit. p. 24, 25.
54) 실록 태조 6년 8월 23일 기사.
55) 강위빙. op. cit. p. 46. 통 구료관과 양도월령의의 경우는 가능했다.
56) 승정원일기 인조 4년 4월 12일. 인조 13년 9월 19일. 인조 26년 1월 12일. 현종 9년 12월 5일 기사.
57)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역주 심약사례 상하. 서울:퍼플. 2015:下53. 藥庫의 고지기.
58) 감 과 병 의 소재지가 종종 바뀌었고, 동일 소재지여도 심약당의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심약당의 위치는 각 시 별 읍지와 관련 사료 

등을 통해 고증이 필요하다.
59) 강위빙. op. cit. p. 24. 掌看審進上藥材與士庶軍兵救療等事.
60) 의학교유관의 원래 업무는 양반의 자제를 생도삼고, 글을 아는 이를 교도로 삼아 의약을 가르치는 것도 있었다. 실록 태조 2년 1월 29일 기사.
61) 실록 문종 1년 4월 17일 기사. 議政府據禮曹呈, 啓: “各官所納典醫監藥材, 各道敎諭隨月採取之際, 雖根, 莖, 花, 實易曉之物, 尙或失時採取, 況

非連體上納如蟲, 獸肝, 膽, 脂, 油之類, 尤難以眼量, 分辨眞假.
62) 실록 세종 15년 10월 12일 기사. 예종 즉위년 12월 6일 기사.
63) 실록 성종 1년 2월 23일 기사. 下書諸道觀察使曰: “凡藥材根莖, 花實, 各有其味, 若採取失時, 乾正失宜, 因而失性, 則無取效之理. 今後, 藥材, 

各於當採之月, 遣審藥, 察其眞假, 親授乾曬之法, 及次月望後封進. 若有事未得如期, 具由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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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심약의 종군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함경도 북병사
던 李鎰의 1588년 여진 시전부락 정벌을 그린 壯襄公征討
時錢部胡圖64)에서는 휘하 장수에 “審藥宣敎郞 李蕙汀”이 
보이며 병자호란 때 충청감사 鄭世規가 험천 전투에서 패
할 때에는 전사자 명단에 “審藥 李時亮”이 보인다.65) 

속해 있는 지역 사정에 따라 이러한 업무는 다소 차이가 
있고, 시기별로도 변화된다. 혜국지(1778년 重修)의 경우
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혜국지의 심약 업무 분장66)
진상월령 구료

홍충감 2, 3, 9, 10 : 심약
1, 4, 5, 7 : 陪持 ○

홍충병 × ○
경상감 2,3,9,10 : 심약

4, 5･6, 7･8, 1267) :배지 ○
좌병 × ○
우병 × ○

전라감 2, 3, 9, 10 : 심약
1, 4, 5, 7, 8, 12 : 배지 ○

전라병 × ○
제주 8, 歲初 : 배지 ○

황해감 2, 3, 8, 9 : 심약
5, 11 : 배지 ○

황해병 × ○
강원감

3, 10 : 심약, 差使員
12 : 차사원
5, 8 : 배지

○
함경감 3, 5, 10 : 배지 ○
남병 1, 7 : 심약 ○
북병 1, 7 : 심약 ○

평안감 1, 7 : 배지 ○
평안병 1, 7 : 배지 ○

심약이 약재를 직접 납하는 월을 大令, 差使員68)이나 
陪持69)가 납하는 월을 小令이라 불 다.70) 표에서 구료

로 되어있지만 감 의 경우는 일반 백성에 한 구료를 병
의 경우는 병사에 한 치료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감

심약만이 약재 진상에 관계하지만, 함경도와 평안도의 병
심약은 약재 진상에 관계되었다. 이는 함경, 평안의 진상 
물품이 녹용 등 고가의 약재이고, 지리 조건 상 도내의 교
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까닭으로 보인다.

순조 10년(1810) 경에71) 내의원에서 펴낸 內醫院 式例
는 혜국지 이후 시기 심약의 업무 분장에 해 알려준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내의원식례의 심약 업무 분장72)
진상월령 구료

충청감 2, 9 : 심약
1, 3, 4, 5, 6, 7, 8, 10 : 배지 ○

충청병 × ○
경상감 2, 10 : 심약

4, 6, 8, 12 : 배지 ○
좌병 7 : 미상 ○
우병 × ○

전라감 2,9 : 심약 
1, 3, 4, 5, 6, 8, 10, 12 : 배지 ○

전라병 × ○
제주 × ○

황해감 3, 9 : 심약
5, 11 : 배지 ○

황해병 × ○
강원감 2, 9, 12 : 심약 ○
함경감 7 : 심약

3, 5 : 배지 ○
남병 7 : 미상 ○
북병 7 : 미상 ○

평안감 1, 7 : 미상 ○
평안병 1, 7 : 미상 ○

고종 10년(1873) 경에73) 전의감에서 펴낸 審藥事例는 
64) 1849년에 이재관이 기존의 계축도를 모사하여 그림. 육군사관학교에 소장 중이다.
65) 실록 인조 15년(1637) 5월 26일 기사.
66) 강위빙. cit. p. 24-26.
67) 4월과 5,6월, 7,8월, 12월 네 번이다. 예를 들어 5,6월 경우 진상은 6월에 이루어진다. 내의원식례｢京外貢藥材 조｣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5, 

6월을 6월령으로 기록했다. 
68)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차출 임명되는 관원. 여기서는 약재 검수를 위해 임명된 약재차사원을 지칭한다. 관찰사가 해당 도의 

수령이나 찰방 중에서 임명하여 도성으로 보냈으므로 심약보다 고위직이다.
69) 지방에서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파송되는 이
70) 내의원 편, 박훈평 역주.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퍼플. 2015:50. 전의감이 펴낸 심약사례에서도 령과 소령을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쓰고 

있어서, 당 에 사용되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71) 박훈평. ｢내의원 편 내의원 식례의 저술 시기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5;28(1):49-50.
72) 내의원 편. op. cit, p.50.
73) 전의감 편. op. cit. p. 上3. 기존의 해제에서는 작성연도를 1916년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심약이 혁파된 이후이므로 맞지 않고, 내용에서 

1873년 10월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이 시기를 하한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경상심약의 내용이 다른 의관들에 비해 충실한 점으로 보아 
完議가 쓰인 철종 7년(1856) 9월에 일부 내용이 집성된 뒤에 다른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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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심약의 업무 분장에 해 알려준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심약사례의 심약 업무 분장74)
진상 구료

충청감 1, 2, 3, 4, 5, 6, 7, 8, 9, 10, 11
: 미상 ○

충청병 × ○
경상감 2,10 : 심약

4, 5･6, 7･8, 12 : 배지 ○
좌병 × ○
우병 × ○

전라감 2･3, 4, 6, 8, 9, 10, 11 : 미상 ○
전라병 × ○

제주 × ○
황해감 2, 8 : 심약

4, 10 : 배지 ○
황해병 × ○
강원감 2, 3.9, 10 : 미상 ○
함경감 7, 10 : 배지 ○
남병 10 : 미상 ○
북병 미상 ○

평안감 1, 7 : 심약 ○
평안병 1, 7 : 심약

6, 11, 12 : 배지 ○

진상하는 월령의 변화가 있는데,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大令의 횟수가 줄고 있다. 그러나 령인지 소령인지 명확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화는 어렵다. 령이 줄어
드는 이유는 조선 후기에 현물 납부가 아니라 代錢 등으로 
바뀐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② 수령 감찰

성종 10년(1479)의 기사에는 관찰사가 심약으로 하여금 
수령을 감찰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다.75) 수령을 규찰하는 

내용은 중종 20년 5월 21일 기사에도 나오는데,76) 중앙에
서 파견된 관료로서 비정기적이나마 수행한 임무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전기 이외의 시기에서 이러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77) 이는 기존 의학교유관의 업무의 잔재로 보아야 
한다.78)

③ 지방 의학 교육

의학교유관의 주요한 업무의 하나로서, 심약에도 그러한 
역할이 이어졌다. 지방에서 醫生과 生解文者에게 의학을 교
육시키는 일을 했다.79)

④ 選武都試80) 구료관

심약은 선무도시에 참석만 하더라도 상으로 무명이 주어
졌는데,81) 이는 혜민서 의관이 試射救療官에 차송되는 예
와 유사하다.82)

(2) 녹봉

심약은 녹봉을 받지 않는 無祿官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재정에서 녹봉을 받지 않는다는 말일 뿐이며, 지방의 재정
과 서리에게서 급료와 생활물품을 제공 받았다. 이에 해
서는 전의감이 편찬한 審藥事例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다.83) 경상심약의 예를 들자면, 달마다 찹쌀 1섬, 
還米 2섬 15말 5되, 콩 12말, 좁쌀 12말 6되, 팥 1되, 반찬 
값 4냥 5전 등의 식료품을 받았고, 숯과 땔나무, 말먹이 풀 
등을 공급받았으며, 붓과 종이 또한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설날이나 동짓날 등 명절에는 그에 맞는 음식 등이 주어졌
다.84)

이러한 정해진 요록 외에 중요한 수입원은 약재 진상과 

74) 전의감 편, op. cit. p. 上10, 上88-94, 上98-99, 上105. 下14, 下27, 下36, 下42, 下50, 下57.
75) 실록 성종 10년 2월 15일 기사. 知事李克培啓曰: “守令之不法, 監司或使都事, 或使審藥, 檢律紏察, 至於監司, 則無有檢之者, 請令於歲抄錄啓決

訟道數, 以考勤慢.” 
76) 且守令之接待私行, 勢不得己也, 至於奉書簡者, 出入無忌. 雖下諭禁之, 守令視爲例事, 慢不奉行, 今更下諭于八道觀察使, 出其不意, 遣審藥, 檢律, 

摘奸于各官, 如有被執者, 守令及私行, 井皆囚推.
77) 아래 신분과 지위 항에서 이에 하여 논하 다. 
78) 김양수. ｢조선시  의원실태와 지방관 진출｣. 동방학지. 1999;104:185-186. 김은 심약의 업무로서 적간업무를 들고 있다. 이는 특정 시기의 

업무로서 해석해야 함에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있다. 
79) 실록 연산 3년(1497) 9월 29일 기사,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4월 14일 기사.
80) 관찰사와 병마사에 의해 군사와 한량, 종3품 이하의 문무관을 상으로 한 무재시험
81) 전의감 편. op. cit. p. 上50, 上98, 上105.
82) 강위빙. op. cit. p. 75.
83) 이는 략 고종 10년(1873)에 기록된 필사본으로, 심약을 비롯한 여러 分差, 외임직 의관들의 약재 진상과 料祿에 하여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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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발생했다. 심약은 정해진 月令에 따라 약재를 내
의원 등에 납 함에 있어, 특히 녹용과 인삼 등 고가 약의 
진상 과정에서 謀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85) 인조 때에는 
일종의 상급으로 厚道의 심약을 임명하는 사례가 나오는
데,86) 여기서 국가가 심약의 모리를 일부 묵인했음을 알 
수 있다.87) 심약은 종9품관이지만, 정3품 당하관인 통훈
부들이 임명되는 예가 많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88) 물론 취재의 푼수에 따라 차임하는 방식이라 官階
에 상관없이 임명되는 면도 있으나, 취재의 뒷 순위에게 미
루지 않고, 높은 官階의 의관들이 부임했다는 사실은 어떤 
면이 되었든지, 그 자리가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89)

2. 심약의 신분과 지위

1) 사회적 지위

심약은 처음 의학교유관에서 시작되었다. 지방 양반의 자
제를 생도로서 교육할 만큼, 그 지위가 낮지 않았다. 더구
나 조선 전기의 의관은 조선 중기의 중인 계층과는 다른 
지위 다.90) 그리하여 심약과 검율이 관찰사의 명으로 수
령을 규찰함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 들어서, 의관을 비롯한 기술직 관원들
이, 양반의 적자손이 아닌 서자 가계에서 배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의관의 사회적 지위의 하락 속에 심약의 지위 
또한 하락하게 된다.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례로 다
음을 들 수 있다. 광해 11년(1619)에는 평안감사 朴燁이 
심약 金繼賢을 곤장으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사간원은 “팔도의 심약은 조정에서 차출하여 보냈으니, 그 

신분이 본도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과 많이 다름이 있습
니다.” 하 다.91) 그러나 사간원의 파직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숙종 41년(1715)에 황해병사 申翊夏가 심약을 죽
인 사례에서는 당사자에 한 여러 차례의 탄핵으로 拿問
되기는 하 으나,92) 파직한지 두 달 만에 신익하는 부호군
에 임명된다.93)

2) 조선 후기 심약의 가계

(1) 분석의 필요성과 방법론 

三政이 문란해지는 시기에 심약 또한 약재 진상 과정에
서 모리행위를 하 다.94) 이에 하여 김양수는 부경의원
의 약재 무역과 더불어, 심약의 모리행위가 19세기 의관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하 다.95) 
그런데 이는 개연성일 뿐 자료에 의한 고찰은 아니었다. 논
자는 이를 실증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임명된 심약의 가계
를 분석하 다. 승정원일기 등의 문헌으로 임명 례를 조
사하고, 그 가계별 인원을 조사하되, 좋은 자리라 칭해졌던 
厚道의 비율 등을 조사했다.

(2) 심약의 가계 분석

논자의 조사에 의하면 병자호란 이후 문헌을 통하여 배
속지가 확인된 심약은 115명 121사례이다.96) 

① 시기별 심약의 가계 분석

시기별로 17, 18, 19세기로 분류하 다. 가문은 A, B, C

84) 전의감 편. op. cit. p. 上 48-50.
85) 전의감 편. op. cit. p. 上 8-9, 112-116.
86) 승정원일기 인조 3년 3월 22일 기사. 인조 16년 5월 3일 기사.
87) 심약이 무록관이란 점이 곧 모리를 인정하는 말함은 아니다. 후도가 따로 존재했고, 공있는 자를 여기에 임명함이 모리를 인정하는 증거가 된

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삼정이 문란한 시기가 오기 전에는 심약의 폐단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에, 이 시기 정부의 묵인은 방조가 아니다.
88)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10월 16일 기사. 인조 13년 7월 19일 기사, 인조 14년 7월 11일 기사. 
89) 승정원일기에는 기피지역의 심약이 된 경우, 부임을 늦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모면하려는 사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인조 14년 7월 7일 기사 
90) 박훈평. ｢조선 중기 삼의사 의관 가계배경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73. 서얼허통이후, 조선 중기는 서자 가계로 의관 가계들이 채

워지게 된다. 
91) 실록 광해 11년 7월 3일 기사. 八道審藥, 自朝廷差送, 與本道管下之人, 甚爲間隔.
92) 실록 숙종 41년 7월 15일 기사.
93)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9월 24일 기사. 
94) 전의감 편. op. cit. p. 上 8-9, 112-116.
95) 김양수. op, cit. p. 230. 철종 2년(1851) 通淸운동에서 의관들이 기여하는 사례로서 의관의 경제적 지위 향상의 근거를 들고 있다. 1872명이 

준비 자금으로 230냥을 모을 때에 의관은 678명이 70냥을 내었다.
96) 박훈평. 조선의인지. 파주:한국학술정보. 2012를 토 로 조사하 다. 5명은 두 차례에 걸쳐 심약에 차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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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서 A는 10  가계,97) B는 기타 의관가계,98) C는 
비의관 가계나 가계 불상으로 나누었고, 심약의 배속지역 
또한 A, B, C로 나누어서 비옥한 전라도와 경상도를 A, 충
청, 황해, 강원, 평안도를 B, 함경과 경기 및 여러 병 심
약, 제주 심약 등을 C지역으로 분류했다.99) 

A가문 B가문 C가문 총원
A지역 3 9 3 15
B지역 2 6 3 11
C지역 3 8 10 21

8 23 16 47

표 9. 17세기 심약 가계 분석(44명 47사례)

A가문 B가문 C가문 총원
A지역 3 3 0 6
B지역 3 7 0 10
C지역 3 9 7 19

9 19 7 35

표 10. 18세기 심약 가계 분석(34명 35사례)

A가문 B가문 C가문 총원
A지역 4 4 3 11
B지역 0 3 0 3
C지역 10 12 3 25

14 19 6 39

표 11. 19세기 심약 가계 분석(37명 39사례)

먼저 C가문의 비율이 시기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가문의 의관 독점현상은 심약에도 잘 드러난다. 
특히 B가문에 비해서도 A가문의 독점화 현상이 잘 나타난
다. 선행연구에 의해 조선 후기 일부 가문에 의한 의학생도
의 독점이 나타나고, 의과 등과에서 이들 가문의 비중이 높
아지는 순환을 지적한 바 있다.100) 따라서 A가문의 독점은 
단순하게 심약직에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관직 독점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특정 가계에 한 분석

위의 시 별 추이에서 A가문의 A지역에 한 배속은 다
른 가문들에 비해 빈번해 보인다. 여기서 후도의 심약직이 
일견 이들 가문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A가문의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면 이러한 추측
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A지역의 심약직이 의관 가계의 주
요한 재정적 바탕이 되었다면, A가문 등의 독점 현상은 더 
강하게 보여야 함에도, 독점 정도가 다른 의관직에서 보이
는 정도에 불과하다.101) 구체적인 예로 A가문이면서 A지
역으로 배속된 사례는 17세기는 2명으로 김해김씨 가선 수
량계인 金時鑑(1631 경상, 1638 전라), 같은 가문인 金時
鎰(1648 경상)이고, 18세기는 3명으로 경주최씨 문헌공파
인 鄭珖(1795 경상), 같은 가문인 鄭楠秀(1798 경상), 경
주최씨 화숙공파(참판공파)인 崔曾(1794 경상)이고, 19세
기는 4명으로 같은 가문의 崔湜(1834 경상), 홍천피씨인 
皮宗植(1833 전라), 태안이씨 부호군 견계인 李炳殷(1838 
경상), 천녕현씨인 玄光德(1840 경상)이다. 이들 9명은 여
섯 가계에 속하는 인물로 여기에 조선시  가장 많은 의관
을 배출한 전주이씨 완창 군파에 속하는 인물이 없다는 
점은 의외이다.102) 물론 심약 임명에 한 전수 조사가 아
니라서 미비한 점은 있다. 하지만 심약을 통한 謀利가 조선 
후기 의관계층의 주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친 일반화로 보인다.

논자는 부경의원과 심약의 임명 방식의 차이가 특정 가
계의 독점에 일부 제한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해 본다. 왜냐
하면 전의감과 혜민서의 천망에 의해 낙점되는 방식인 전
자에 비해, 후자는 철저하게 취재의 순위에 의해 임명되었
다. 물론 功에 의해 특지로 임명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일회성의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다. 심약은 의학교유관 시절
부터 이러한 임명 방식을 행해왔고, 혁파 시까지 바뀐 바 
없다.

97) 가계가 조사된 이들 중 조선시 에 배출한 의관의 수가 많은 순서 로 열 한 가계이다.(10위가 공동) 1. 전주이씨 완창 군파 132명, 2. 경주
최씨 화숙공파(참판공파) 120명, 3. 천녕현씨 115명, 4. 경주정씨 문헌공파 85명, 5. 양변씨 경성파 82명, 6. 온양방씨 판서공파 67명, 7. 
태안이씨 부호군 견계 58명, 8. 온양정씨 고성군파 56명, 9. 김해김씨 가선 수량계 50명, 10. 직산최씨 수장계와 홍천피씨 45명 

98) 3명 이상의 의관을 배출한 가계 중에서 열 한 가계를 제외한 가계이다. 
99) 경기심약과 병 심약 등은 약재진상 업무가 없었고, 함경심약과 북병 , 남병 , 제주심약은 약재진상에 관여하지만 교통의 불편과 근무상의 

위험 때문에 기피지역이다.
100)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1-7.
101) 19세기 전의감 의학생도에 한 연구에서 상위 10 가계가 조선시 에 조사된 의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3%인데,(19세기 의관만

을 상으로 한 비율 조사는 하지 못했다.) 19세기 생도 내에서는 34.91%에 달하 고, 이들 생도 중 26.53%가 의관으로 출사됨이 조사된 
바 있다. 박훈평. ibid. p. 1-7.

102) 완창 군파에서 심약에 임명된 사례는 1856년 함경심약에 임명된 이긍주와 1817년 북병 심약에 임명된 이언규 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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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1) 여러 심약의 異稱과 略稱

審藥은 팔도에 보내진 까닭으로, 조선시  문헌에서 이들
을 총칭할 때에는 “諸道審藥”103)이나 “各道審藥”104)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의학교유관의 경우도 총칭할 경우 “諸道
敎諭”라 불 으므로,105) 이를 계승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 원래의 정식 명칭은 감 에 파견
된 심약은 “○○道審藥”이라 하고 병 에 파견된 심약은 
“○○道節度營審藥”이라 불 다.106) 예를 들어 “경기도심약, 
전라절도 심약”식이다.

약칭하여 부를 때에는 지역이름이나 의 소재지이름에
다 “○○심약”이라 하기도 한다. 평안도 심약을 關西심약이
나 평양심약으로 부르거나, 전라절도 심약을 강진심약으로 
부르는 경우가 그 예이다. 따라서 문헌에서 전라도심약이라 
함은 제주목이나 강진의 전라병 심약을 함께 지칭하는 것
이 아니라, 전주의 전라관찰 에 배속된 심약만을 지칭함을 
주의해야 한다. 전라심약이나 호남심약의 경우도 전라도심
약만을 지칭한다. 경상도의 좌우병 과 함경도의 북남병
처럼 다른 지역과 겹치지 않는 경우는 “북병 심약, 좌병
심약”이라 부르기도 하 다.

2) 兩都月令醫와 統營救療官

양도월령의와 통 구료관은 심약과 하는 업무와 임명 방
식이 유사했으나, 심약은 종9품관인데 반해, 이들은 품계가 
없는 자리 다. 고종 조에 이르러 모두 심약직으로 통합된
다.107)

(1) 兩都月令醫

양도월령의는 강화부와 개성부에 한 사람씩 分差되었다. 
강화를 江都, 개성을 松都로 불 기에 이 둘을 합쳐 兩都라 
한 것이다. 

① 직제 추이

조선 초기에 개성월령의는 留後司108) 의학교유라 불리었
다.109) 강화월령의는 의학교유관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
다. 이후 월령의란 명칭은 경국 전에 법제화된다.110)

혜국지 연혁｢外任 조｣를 통해 18세기 직제 추이를 살
필 수 있다. 개성부월령은 “중간에 혹 혁파했다 혹 복구했
다 하다가, 건륭 경진년(1760)에 留守 南泰齊가 狀達하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줄 다.”하 고, 강화부월령은 “중간
에 혹 혁파했다 혹 복구했다가, 건륭 갑술년(1754)에 전의
감제조 李鼎輔가 경연에서 아뢰어 다시 복구하 다.”111)

19세기 직제 추이는 육전조례 禮典｢전의감 조｣(1866
년 완성)를 보면 알 수 있다. 개성부월령의는 혁파된 채 유
지되었고, 강화부월령의 신 “統禦營審藥”으로 실려 있다. 
통어 심약은 고종 조에는 충청좌도 27개 고을의 약재 진
상을 맡기도 하 다.112) 삼도수군 통어 은 강화에 인접한 
교동에 있었다.113) 

② 업무와 임명

조선 초기에 개성월령의의 전신인 유후사 의학교유관은 
30개월이 임기 다.114)

혜국지 연혁｢外任 조｣에 그 분장 업무와 임기 등이 상
세하다.115) “일반백성과 군병에 한 구료 등의 일을 주관

103) 강위빙. op. cit. p. 24, 46.
104) 강위빙. op. cit. p. 44.
105) 실록 세조 10년 2월 14일 기사.
106) 강위빙. op. cit. p. 86. 監營則某道, 兵營則某道兵節度使審藥.
107) 육전조례 禮典 ｢전의감 조｣
108) 조선 초기에 개성을 통치하기 위해 두었던 제도
109) 실록 세종 18년 9월 3일 기사
110)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5월 14일 기사를 보면 개성유수가 개성월령의를 “본부심약”이라 부르는 사례가 보인다. 조선시 에도 양도월령의와 

심약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1) 강위빙. op. cit. p. 27. 中間或革或復, 乾隆庚辰, 留守南泰齊, 狀達蘇完間權減 / 中間或革或復, 乾隆甲戌, 典醫監提調 李鼎輔, 筵奏復置.
112) 실록 고종 26년 8월 9일 기사
113) 경상도 통 은 각 도의 수군을 관할하는 삼도수군통제사의 임소이고, 경기도 교동은 한강하구 방어를 위해 황해, 충청 수군을 관할하는 삼도

수군통어사의 임소이다. 통어사의 경우 교동부사가 겸직하 고, 통제사는 초기를 제외하고 경상우수사가 거의 겸직하 다. 교동부가 부 이 
아닌 경우 통어 이 강화부에 소속되었던 시기도 있다.(승정원일기정조 13년 5월 26일 기사)

114) 실록 세종 18년 9월 3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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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취재의 점수로 심약 다음으로 임명되는데, 兩醫司에
서 돌아가면서 교 로 임명한다. 일 년 임기로 교체되는데, 
근무일은 후보자를 뽑아 임무를 맡긴 날부터 세고,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성부월령은 “進上은 하지 않고, 다만 군  중 구료약물
을 관장한다.”하 다.

강화부월령의 경우는 “직임의 관장함이 동일하다.”고 하
다.

(2) 統營救療官

통 구료관은 삼도수군통제 이 있던 경상도 통 에 1員
이 배속되었다.116) 

① 직제 추이

임진왜란 기인 1593년 8월에 삼도수군통제사가 처음 설치
되었으므로, 이 시기 즈음하여 신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 조 육전조례 禮典｢전의감 조｣에서는 이를 “통제
심약”이라 부른다.

② 업무와 임명

혜국지 연혁｢外任 조｣에 그 분장 업무와 임기 등이 상
세하다. “직임의 관장 및 임명, 체직은 월령의와 동일하다. 
7월의 약재진상은 배지가 領納한다.”117)

순조 10년경의 내의원식례118)와 고종 10년경의 심약
사례에서는 1월과 7월령 령을 한다.119) 따라서 18세기
에는 1월과 7월 령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논자는 여러 법전과 실록과 승정원일기, 혜국지등
을 고찰하여 심약 직제에 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이후 

심약 명칭과 유사 직임에 해서도 설명하 다.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첫째, 심약은 이전 시기 의학교유관을 계승한 직임이다. 

의학교유관이란 명칭이 심약이란 용어가 사용된 이후로는 
그 사용례가 발견되지 않으며, 각 지역의 배정인원과 추이
변화도 심약의 초기 정원과 연결되는 점, 의학교유관과 심
약 업무의 유사성, 실록 세조 13년 6월 6일의 기사가 그 
근거이다. 따라서 심약은 500년의 기간 동안 두 차례의 명
칭 변화와 약간의 업무 변화만 이루어진 채 그 모습을 유
지한 셈이다. 

둘째, 심약의 명칭 변화에서 지방 의학교육에서 약재 진
상으로의 주무 변화를 볼 수 있다. 지방에서의 의학교육 업
무가 약화되는 반면에, 약재 진상이라는 업무는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관직의 주무를 설명할 수 있는 명명으로 “심
약”이라 새롭게 부르게 된 것이다.

셋째, 조선 후기 심약은 여타의 의관직처럼 일부 가문에 
의해 독점된다. 그러나 심약을 통한 謀利가 조선 후기 의관
계층의 주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다는 주장은 너무 지
나친 일반화로 보인다. 

넷째, 양도월령의와 통 구료관도 심약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들은 임명방식과 관장 업무에 있어서 심약과 유사하
다. 전신이었던 개성유후사의 경우나 고종 후기 통제 심약
과 통어 심약의 사례처럼 이들이 심약이었던 시기도 있다.

심약이 조선시  중앙과 지방 의료에서 했던 매개역할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의 최전선에 있던 醫生
과 藥夫 등에 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한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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