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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doctors (儒醫) emerged who ei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studied medical science and participated in clinical practices. 

This was made possible by a newly established position known as Euiseoseupdokgwan (醫書習讀官), made up of officials who had 

knowledgeable about medical book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By the 16th century, Confucian doctors who acquired knowledge from medical books began to practice more broadly. Most of the 

Confucian doctors had either direct or indirect connections with the Sarim faction 士林派, and had interest in practicing medicine in 

provincial regions. In 1610, Donguibogam (東醫寶鑑) was published, providing the Confucian doctors with solid academic and clinical 

foundations. From the late 17th century onwards, the medical environment quickly became commercialized and the status of Confucian 

doctors gradually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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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구나! 사람들이 이름을 도둑질해서 세속을 속이는 

것이. 사물이 이미 정해져 있거늘 글로 꾸며 사람들에

게 알려지기를 구하네. 道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분칠

하여 세상에 팔려지기를 구하네. … 세속에 儒醫라는 

호칭이 있게 된 것은 대개 의원이면서 유학을 조금 익

힌 자들이 작은 道(의학: 필자)를 행하고 있음을 스스

로 부끄럽게 여긴 때문이다.1)

Ⅰ. 서론

17세기 일본의 표적인 유학자인 이토 진사이(伊藤仁
齋, 1627-1705)는 ｢유의를 분변(儒醫辨)｣한다는 제목의 
아주 흥미로운 글을 남겼다. 어린 시절 총명했던 이유로 집
안에서는 그에게 의학을 공부하도록 권유했지만, 반 를 무
릅쓰고 유학자의 길을 걷고자 하 다.2) 글을 쓰게 된 동기
는 아마도 자신이 유학을 공부하게 된 연유를 밝힘과 동시
에 세속에서 유의가 많이 행세하고 있었던 사실을 비판하
기 위해서 던 것으로 보인다.

이글의 서두에서 이토 진사이를 인용한 데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의 언급 때문이다. 통상 중국 의학사에서 儒
醫라는 특유의 집단이 등장한 것은 체로 송  이후이며, 
이들에 의해 새로운 의학 흐름이 전개되었다고 이해한다.3) 

1) 古學先生文集 권3 辨類 ｢儒醫辨｣ “甚哉 人之竊名而欺俗也 物已定而文飾之 以求衒于人 道已定而糚點之 以求售于世…世俗有儒醫之稱 蓋醫而窺儒
者 自恥其爲小道” 近世儒家文集集成 第一卷-古學先生詩文集. 東京:ぺりかん社. 1985:1-189. (p. 56) 이하 古學先生詩文集으로 지칭함.

2) 古學先生文集 권1 序類 ｢送片岡宗純還柳川序｣ “今之俗皆知貴醫 而不知貴儒 其知爲學者 亦皆爲醫之計而已 吾嘗十五六歲時好學 始有志于古先聖
賢之道 然而親戚朋友 以儒之不售 皆曰爲醫利矣 然吾耳若不聞而不應” 古學先生詩文集. (p. 20)

3) 陳元明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의”라는 명칭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은 1113년의 칙문 가운데 나타나며, 宋會要輯稿 ｢崇儒三之一四｣에서 政和 3년 
윤4월 9일에 칙령을 내려서 “建學之初 務欲廣得儒醫”라고 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陳元明. 兩宋的｢尙醫士人｣與｢儒醫｣. 臺北:國立臺灣大學出版



조선시대 儒醫의 형성과 변화

- 106 -

그 표적인 인물이 바로 금원사 가의 한 사람인 丹溪 朱
震亨(1281-1358)이다.4) 이토 진사이가 ｢儒醫辨｣에서 유
의의 근거를 찾아보니, 시초는 주진형이었다고 말한 것과도 
유사하다. 다만 주진형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 유학자이길 
원했다는 점에서 스승인 白雲 許謙(1270-1337)을 질타하
고, 아울러 의원 주진형을 유학자로 표창한 조선의 유학자
를 공격한다. 이토 진사이가 ‘鄙陋’하다고 표현한 그 인물은 
理學通錄을 저술한 퇴계 李滉(1501-1570)이다.5)

그림 1. 理學通錄 권10, ｢許白雲 附)朱震亨｣.

퇴계 이황의 理學通錄은 어떤 책이며, 주진형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理學通錄으로 불리는 宋季元明理學通
錄은 남송부터 원과 명 까지 성리학자들의 행장, 전기를 
서술한 책이다.6) 그런데 권10 원나라의 항목을 보면 許謙
의 아래에 주진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가 허겸의 뛰어난 
제자로 ‘篤行之士’라고 간단히 소개한다.7) 그리고 그의 사
적이 너무 적은 까닭에 기록을 더 검토하여 첨가해야 한다
고 본문 밖에 주석이 달려 있다.

그런데 理學通錄의 부록 편을 보면 丘子野, 주진형, 曹
端, 羅欽順 네 사람의 전기가 덧붙여져 있다. 이들은 이황
이 생전에 간행하지 못한 理學通錄 자료를 문인들이 정
리･보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된 기록이었다. 그런데 
총 15면에 걸친 내용 가운데, 주진형의 기록은 宋濂이 지은 
墓表를 전거로 총 9면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8) 
주진형의 사적을 더 고찰하여 실으라는 주석은 이황의 기
록으로 보이는데, 그의 의도를 쫓아서 매우 충실하게 기술
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주진형의 스승
인 허겸이나 주진형에 이어 나오는 陳櫟, 胡一桂, 胡炳文 
등은 元史의 기록에 一統志, 姓源珠璣의 일부를 첨부
하여 서술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크게 비교가 된
다는 사실이다.

물론 금원사 가의 한 사람인 주진형은 조선에 소개된 
이래 의학계에 많은 향을 미쳤고, 후일 허준이 편찬한 東
醫寶鑑에서는 南醫의 표로 소개된 인물이다.9) 그렇다 
하더라도 퇴계가 理學通錄에서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
다고 하 고, 문인들도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를 찾아서 애
써 자세히 기록했음은 주진형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연히 의사이기 전에 성리학자로서의 그의 향
력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유독 16세기 조선에서 이와 같은 

委員會. 1997:1-324. (p. 186-187) 김남일은 유의란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의학의 이치를 연구한’ 사람들로 정의하고, 의학의 이치에 일가
를 이루거나 실제 의학을 전문적인 업으로 삼은 경우나 필요에 의해 연구한 경우들로 구분하고 있다.(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儒醫列傳. 파주:들녘. 2011:1-292. (p. 7)) 필자는 유의를 실제 의료행위, 즉 진료나 새로운 의서를 찬술하 는가의 여부에 따라 적극적･소
극적 유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진료를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기존의 설을 그 로 답습하거나 혹은 
간단한 양생론만을 언급한 경우, 의서편찬에 책임자로서 단순히 참여한 경우 등은 소극적 유의로 파악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분
하지 않고 유의로 일괄적으로 표현하 다.

4) 程雅君은 주진형의 의학사상을 “理學과 中醫의 융합”을 통하여, “陽有餘陰不足” “相火”론을 주창하고 滋陰學派를 창시한 인물로 평가한다. 그의 
이론은 부분 성리학에 근거를 두는데, 그 예로 太極･陰陽論을 근거로 인체의 생리 및 병리작용을 밝힌 것 등을 들고 있다. 程雅君. 中醫哲學
史-魏晋至金元時期. 成都:四川出版集團 巴蜀書社. 2010:1-815. (p. 187-194)

5) 古學先生文集 권3 辨類 ｢儒醫辨｣ “予原其名稱(유의; 필자)之所自 元醫金華朱震亨 嘗受學於白雲許氏 許以其躳多病 而震亨聰敏 往肄于醫 震亨業
旣就 而多以濂溪晦翁等語 著其書 亦欲標著其本儒非專醫於後世也 不亦孱乎 震亨固不足責 若許氏者 嘗讀聖賢之書 自知義利之分 何乃爲此潦倒耶 
若許氏者 可謂賊夫人之子也 且朝鮮陋儒 編理學通錄 亦載朱震亨在其中 則雅業醫自 奚足深責之也” 古學先生詩文集. (p. 56)

6) 理學通錄에 한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여기서는 다음을 참조하 다. 강경현. ｢宋季元明理學通錄의 구성과 의의｣. 한국학연구. 2014;32:491-530.
7) 宋季元明理學通錄 권10 ｢許白雲條｣ “同郡 朱震亨 字彦修 公之高第弟子也 其淸修苦節 絶類古篤行之士 所至人多化之” 이는 元史 列傳76, 儒

學1에 실린 주진형의 전기를 그 로 전재한 것이다.
8) 宋季元明理學通錄 ｢附錄｣. 부록에 실린 내용의 전거는 宋濂全集(同治退補齋本) 권24 ｢故丹谿先生朱公石表辭｣이다. 송렴(1310-1381)은 원

말 명초의 학자로 元史를 편찬하는데 참여한 인물이며, 주진형과 同鄕이었다.
9) 東醫寶鑑 內經篇 권1 ｢集例｣ “王節齋有言曰 東垣北醫也 羅謙甫傅其法 以聞於江淅 丹溪南醫也 劉從厚世其學 以鳴於陜西云 則醫有南北之名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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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진형으로 표되는 儒醫의 사회
적 존재감에 한 향도 빼놓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10)

굳이 주진형을 둘러싸고 이황의 理學通錄과 이토 진사
이를 비교한 이유는 ‘儒醫’에 한 평가가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해되었음을 보이고자 한 까닭
이다. 조선에서 유의가 다수 활동했던 시기는 16~17세기로 
보인다. 이는 조선 초기 정부의 정책과 16세기 무렵 두드러
진 사회적 변화가 초래한 현상이며, 상업적 의사가 다수 등
장하는 18세기 이전까지 주된 흐름을 형성하 다.11) 따라서 
여기서는 16~17세기 유의가 활동하게 되는 배경과 그들의 
사회적 역할 및 학문적인 경향성의 변화에 주목하여 조선
에서 儒醫의 역할과 위상에 해 이해해보고자 한다.12)

Ⅱ. 醫書習讀과 16세기 儒醫 성장의 배경

士族들은 기본적으로 性理學적 소양을 쌓아 자신의 본분
에 맞는 處世의 방편을 선택하고 있었다. 科擧를 통해 관로
에 진출하여 자신이 학문을 통해서 이상으로 여겼던 정치
적･문화적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處士 혹은 은둔하는 학자로 남기도 하
다.13) 물론 處世의 방향과 상관없이 그들은 학자임을 포기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생활인이었고, 

經世濟民의 학문만이 아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雜學 
이외에도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학문도 일정 부분 익혀
야 했다.

그 중에서 표적인 것이 바로 의학이었다. 필요성에 비
해서 의료인과 의약재의 부족은 고려시기 이래로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 으며, 그러한 이유로 의서의 편찬에 나서거나 
의료행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하 다. 그 일단을 보여
주는 인물이 鄭道傳(1342-1398)으로, 그가 저술한 診脈
圖를 소개하면서 李崇仁(1347년-1392)은 그 사정을 아래
와 같이 말하고 있다.

醫書는 읽기 쉽지 않고, 의술은 능하기 쉽지 않다. 내
가 이런 지론을 펴 온 것이 오래되었다. 그런데 세상
의 의원들 중에는 의서의 구두를 떼지도 못하면서 의
술에 능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이런 자들을 
병통으로 여긴 것이 또한 오래되었다. 국가에서 十學
의 과정을 개설하여 인재를 기르고 있는데, 醫學도 그
중의 하나이다. 提調官인 鄭藝文(정도전)이 “의원은 
맥을 차질 없이 짚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처방이 유
효하다.”라고 하고는, 諸家의 설을 참고한 뒤에 圖解를 
만들어 凡例를 해설하고 要訣을 만들어 곡진하게 설명
하 다. 그리고 그 제목을 診脈圖라고 하 다.14)

정도전처럼 의서 편찬을 하 던 인물로는 鄕藥濟生集成

10) 각주 7번의 주진형 전기와 元史에 실린 定宇 陳櫟, 雙湖 胡一桂, 雲峯 胡炳文 등의 전기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元史의 기술은 적어도 
명  초기 학계가 인정한 수준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에 비해 유학자로서 주진형의 향력은 매우 적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결국 16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주진형을 높이 평가할 때에는 유학자로서의 위상과 함께 그 무엇이 큰 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결국 儒醫에 한 가치 평가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11) 신동원은 이를 개념화하여 조선 전시기에 걸쳐 의료담당자의 변화상을 관의 → 유의 → 상업의로 정의한 적이 있다. 신동원. ｢조선시  지방의
료의 성장: 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강릉 약계(1603~1842)의 조직과 해소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2006;135 
:1-29 참조.

12) 유의에 관한 국내의 연구 가운데 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儒醫列傳. 파주:들녘. 2011:1-292.
성호준. ｢儒醫 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 大韓韓醫學原典學會志. 2003;16(1):6-19.
성호준. ｢儒醫의 개념정립과 張介賓｣. 大韓韓醫學原典學會志. 2007;20(1):125-136.
성호준, 윤창열. ｢儒醫 의학의 사상적 특성｣. 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2007;16(2):13-23.
성호준. ｢儒醫의 心에 관한 고찰-元代 朱震亨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009;27:63-84.
성호준. ｢明代 儒醫 李梴의 道敎이해｣. 大韓韓醫學原典學會志. 2013;26(4):281-290.
신동원. ｢儒醫의 길: 정약용의 의학과 의술｣. 다산학. 2007;10:171-224.
최종성. ｢儒醫와 巫醫-유교와 무속의 치유-｣. 종교연구. 2002;26:151-174.
함정식, 김남일, 안상우, 박상 , 차웅석. ｢18세기 조선통신사 醫官과 儒醫의 역할-醫學問答을 중심으로-｣. 韓國韓醫學硏究所論文集. 2007; 
13(1):19-27.

13) 성리학자들의 처세에 한 이해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시오.
신병주. 조선 중후기 지성사 연구. 서울:새문사. 2007:1-367.
이동인. ｢擊蒙要訣을 통해 본 율곡의 사상과 생애｣. 사회사상과 문화. 2014;29:23-50.
정성식. ｢吉再의 綱常論과 處世觀｣. 한국철학논집. 2010;29:7-31.
정순우. ｢퇴계의 시 성찰과 선비의식｣. 국학연구. 2014;25:319-351.
朱昇澤. ｢16세기 安東 선비의 鄕土觀과 國家觀｣. 진단학보. 1994;78:187-221.

14) 陶隱集 권4 文 ｢診脈圖誌｣ “醫書未易讀 醫術未易工 予持此論久矣 世之醫家者流 讀未能句其書 則曰 吾於術工也者盖有之 予病此輩亦久矣 國家
設十學科 作成人材 醫其一也 提調官三峯鄭藝文以爲醫當切脉無差 然後處方有效 考諸家之說 爲圖以䟽其凡 爲訣以盡其曲 題曰診脉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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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을 편찬한 權仲和(1322-1408)가 있으며, 鄕藥濟生集
成方의 간행을 주도하 던 金希善(?-1408)은 국초 지방 
의약정책의 첫머리를 제기하기도 하 다.15) 이처럼 조선 
초기 사 부들이 의서편찬과 의약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이숭인이 언급한 ‘의서의 구두를 
떼지도 못하면서 의술에 능하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태종이 “오늘날 醫家들은 方書에 밝지 못하다. 
楊弘達과 曹聽 같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千金方 등 여러 의서를 살펴보고 의원들을 질책한 내용
도 그와 같은 현실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6)

결국 조선 초기에 제기된 의료의 핵심문제는 국가적 차
원에서 의학의 발전을 이끌 인재의 부족이었다. 세종이 누
구보다 총애하 던 盧重禮를 두고 그가 죽으면 누구를 의
지해야 하는지 토로한 것도 그 하나이다.17) 그 몇 년 전에 
마련된 인재양성책이 바로 儒醫 는데, 이들의 필요성이 구
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醫書習讀官을 설치하자는 吏曹의 
논의에서 다.

이조에서 아뢰었다. “의술은 陰陽五行의 生克消息의 
이치를 연구하여 알아야만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良方이 儒醫의 손에서 많이 나왔
으니, 이치에 통달한 文人이 겸하여 의술을 다스림은 
옛날에도 그 사례가 있습니다.…”18)

이조의 의견은 의학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陰陽五
行의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儒學者가 적당하다는 것으로, 단순한 經驗方의 수준을 넘어
서 의학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사실 中國醫學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새로운 계
기를 맞게 되는 金元時代 四大醫家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

은 이와 같은 儒醫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았다.19) 따라서 
理論化 되어가는 의학의 논리를 분명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상당한 교양이 요청되고 있었다. 국가제도와 그 
바탕이 되는 학문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을 한창 기울
던 세종 에 儒醫가 언급된 것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고 보인다. 무엇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의학의 진흥을 위해
서 우선 의서들을 정리하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치를 
꿰뚫어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이 시급하 다.20) 여기
에 가장 적절한 인력은 아무래도 지식인 계층이 유리하다
는 당 의 인식이 반 된 결과 다. 또한 ‘儒者는 該博한 
것을 귀히 하는데, 하물며 醫書는 더욱 알지 않을 수 없습
니다.’라는 인식도 있었다.21)

이때를 계기로 설치된 醫書習讀의 제도는 이후 15세기 
내내 勸懲 조치들이 내려질 정도로 국가의 의료 책 가운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22) 단종 때에는 
‘醫術은 人命에 관계되는 바이니, 반드시 醫書에 博通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에 따라 四時마다 시험을 치르고 학업을 
태만하게 하면 죄를 물을 정도로 강화하 다.23) 그리고 여
러 의서를 참고하여 익혀야 약을 쓰고 진찰하는데 오류가 
없다고 하여, 內醫院과 三醫司의 의서를 習讀廳에 주고 전
국에 흩어져 있는 의서들을 인쇄하여 보내도록 하 다.24)

의서습독의 제도가 의학에 한 일반적인 이해, 즉 잡학
이라는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지는 못했지만, 학문의 질적 
제고에 향을 주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 양
성된 표적인 인물이 의서습독으로 시작하여 내의원에서 
계속 일을 했던 權攅(1430-1487)이다.25) 아울러 의료 인
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문 의원은 아니더라도 의서를 연
구하고 활용하는 지식인 계층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
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6세기 유의로 
활동하던 인물들 가운데 의서습독관을 거친 인물도 나타나

15) 太祖實錄 권3 태조 2년(1393) 정월 29일(乙亥).
16) 太宗實錄 권29 태종 15년(1415) 정월 16일(乙卯).
17) 世宗實錄 권89 세종 22년(1440) 6월 25일(乙未) “上曰 醫術 治療人命 所係匪輕 然知其蘊奧者鮮矣 判事盧重禮之後 慮恐無有繼之者”
18) 世宗實錄 권65 세종 16년(1434) 7월 25일(庚子) “吏曹啓 醫術須究知陰陽五行生克消息之理者 乃能診病投藥 且古之良方 多出儒醫之手 則通

理文人 兼治醫術 古有其例”
19) 金元 四大醫家의 醫學思想에 해서는 李聰甫, 劉炳凡 編.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硏究. 長沙:湖南省中醫藥硏究所(서울:成輔社). 1985:1-302 

참조. 중국에서 儒醫의 역할에 해서는 陳元朋. ｢宋代的儒醫-兼評Robert. P. Hymes有關宋元醫者地位的論點｣. 新史學. 1995;6(1):179-203 참조.
20) 이러한 인식은 端宗實錄 권3 단종 3년(1455) 정월 25일(辛未)의 기사에서 자세하게 드러난다.
21) 端宗實錄 권13 단종 3년(1455) 정월 25일(辛未).
22) 端宗實錄 권13 단종 3년(1455) 정월 25일(辛未). 世祖實錄 권30 세조 9년(1463) 5월 22일(庚戌). 成宗實錄 권16 성종 3년(1472) 3월 

14일(庚戌). 成宗實錄 권226 성종 20년(1489) 3월 7일(乙丑) 등 참조. 습독관과 특히 의서습독관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시오.
金重權. ｢朝鮮初 醫書習讀에 관한 硏究 : 醫書習讀官을 中心으로｣. 서지학연구. 1998;15:51-76.
鄭多函. ｢朝鮮初期 習讀官 制度의 運營과 그 實態｣. 진단학보. 2003;96:33-71.

23) 端宗實錄 권12 단종 2년(1454) 8월 22일(辛丑).
24) 世祖實錄 권5 세조 2년(1456) 8월 26일(癸亥).
25) 成宗實錄 권204 성종 18년(1487) 6월 11일(己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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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6세기 중반 안동에 세거하 던 李庭檜(1542-1612)가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안동에 설치된 醫院의 

일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침구 치료에 직접 나서기도 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에 의서습독관을 지냈다
는 사실을 보면, 의학의 소양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26) 무엇보다 의서습독은 국가에서 장려
한 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과 함께 
학습에 한 일정이 존재하 기 때문이었다.

가령 세조와 성종 에 마련된 조치를 보면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의서습독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서를 
학습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세조 때에 습독관들의 
시험과목을 보면 直指, 纂圖를 背講하고 瘡疹集, 産
書, 張子和方을 학습한 것은 분명하다.27) 이때 直指는 
直指脈인지 直指方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의원 취재의 
사례를 보면 直指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8) 그리고 纂
圖는 맥학 전문서인 纂圖脈訣을 말하며,29) 瘡疹集은 
세조 에 간행된 창진 전문의서 다. 또한 産書는 구체적
으로 어떤 의서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산부인과 의서

음은 분명하다.30) 그리고 張子和方은 금원사 가 중의 
한사람인 張從正(1156-1228: 추정)의 처방을 설명한 의서

던 것으로 보인다.31) 따라서 종합 처방과 함께 맥학, 소
아 전염병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의학을 익혔을 
것이다.

게다가 세조 10년 의원을 취재할 때 정해진 과목과 습독
관을 시험하는 과목이 매우 유사하다는 면을 감안한다면, 
의서습독관들도 일반 의원들과 거의 동일한 과목을 수학했
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의원의 취재 과목은 다음과 같았
다. 3품은 素問, 4품은 張子和方, 5품은 小兒藥證直訣 

瘡疹集, 6품은 傷寒類書, 外科精要, 7품은 婦人大全 
産書, 8품은 直指方, 9품 이하는 銅人經이며, 大全
本草와 脈經은 공통의 필수과목이었다.32)

의원의 취재에서는 품계에 따라 시험하는 의서의 난이도
가 결정되었는데, 체로 품계가 올라갈수록 전문분야에서 
의학의 원론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9품은 침구
학을 다룬 銅人經,33) 8품은 일반 처방인 直指方, 7품은 
산부인과인 婦人大全 및 産書,34) 6품은 상한 전문서인 
傷寒類書와 외과학의 外科精要,35) 5품은 소아과의 小
兒藥證直訣이며,36) 3･4품은 의학 원론에 해당하는 黃帝
內經 素問과 張子和方이었기 때문이다.37) 다만 본초학
과 맥학은 모든 품계에서 필수과목이었음을 볼 때, 기초이
면서도 가장 중시되었던 분야임을 알 수 있다.38) 의원의 
교육은 이러한 시험과정에 따라서 운 되었을 것이다. 의서
습독의 교과를 규정한지 2년 후에 마련된 의원의 취재에서 
매우 유사한 과목들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서습독 역시 
의원과 유사한 수련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의서습독을 지
낸 사족의 경우에는 매우 풍부한 의학 지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달 환자 치료의 성적을 통계하여 褒貶을 
거행토록 하 기 때문에 실제 임상의 경험도 풍부하게 갖
출 수 있었다.39)

그런데 15세기 후반에 계속된 성종의 의서습독 강화책 
결과인지, 16세기 전반부터 유의의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조선 초기에는 유의들이 주로 국가 주도로 중
앙 행정기구에서 활동하 던 것과 달리 16세기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다. 조선 초기에도 학자들 가운데 의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16세기만큼 넓은 분포와 다양한 

26) 김성수. ｢16세기 鄕村醫療 實態와 士族의 응｣. 韓國史硏究. 2001;113:29-56. (p. 47)
27) 世祖實錄 권27 세조 8년(1462) 2월 14일(己卯).
28) 直指方은 송의 理宗 때의 陽士瀛이 지은 仁齎直指方을 말한다.
29) 纂圖脈訣은 중국 육조시기의 高陽生이 저술한 의서로, 후에 허준이 교정하여 纂圖方論脈訣集成을 간행하 다.
30) 産書와 명칭이 같은 것으로는 송의 의사인 王岳이 지은 산부인과 의서가 있는데, 醫方類聚에 상당한 부분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왕악

의 저술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丹波元胤. 醫籍考. 北京:學苑出版社. 2007:1-797. (p. 559)
31) 구체적으로는 장종정의 제자들이 엮은 儒門事親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世祖實錄 권32. 세조 10년(1464) 정월 2일(乙卯).
33) 銅人經은 침구학 서적으로, 송의 仁宗이 王惟德에게 명령하여 편찬한 3권의 銅人腧穴鍼灸圖經을 말한다. 그런데 송의 의사 王惟一이 銅人

腧穴鍼灸圖經을 편찬하 다는 기록도 있어, 두 책이 같은 것인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 丹波元胤. (p. 148-149)
34) 婦人大全은 송의 의사인 陳自明(1190-1270: 추정)이 편찬한 산부인과 전문 의학서인 婦人大全良方을 말한다.
35) 傷寒類書의 명칭과 일치하는 것으로는 청 의 의사인 唐玉書가 지은 책이 있지만, 연 가 맞지 않는다. 신 금나라의 宋雲公이 편찬하여 

1163년에 간행된 3권의 傷寒類證일 가능성이 높다. 外科精要는 陳自明이 편찬하여 1263년 간행한 외과 전문 의학서이다.
36) 小兒藥證直訣은 북송의 의사인 錢乙(1032-1113: 추정)이 저술한 최초의 소아과 전문서이다.
37) 素問은 통상 黃帝素問으로 불리며 당나라의 王冰이 주석한 판본으로 이해된다.
38) 大全本草는 송의 唐愼徽와 寇宗奭이 편찬한 大觀經史證類備急本草를 말하며, 脈經은 통상 진한시  王叔和가 저술한 맥학 전문서적을 

말하지만, 서명이 같은 책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39) 世祖實錄 권27 세조 8년(1462) 2월 14일(己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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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물론 16세기 이후의 기록이 조
선 초기보다 많다는 점이 작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 먼저 성종 를 기점으로 지방에서 성장하
고 있었던 사림들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고려 말엽의 
개혁을 주도하 던 신진사 부들이 거 중앙으로 진출한 
것과는 별개로 지방에 은거하 던 士林들은 성리학을 본격
적으로 연마하면서 ‘在地意識’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다.40) 
그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향촌사회의 안정을 꾀하면서, 鄕
飮酒禮나 鄕射禮를 통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이식하고자 하

다. 그와 아울러 향촌의 사회적 윤리규범의 준수를 위해 
주자가 정리한 鄕約을 조선의 실정에 맞춰 보급하 고, 가
정과 촌락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칙으로써 小學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41) 마찬가지로 의학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향촌공동체의 안정적인 운 에 절 적으
로 필요하 다.

16세기 활발하게 등장하는 유의의 예는 상당히 많지만, 
이들은 체로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가 
이른바 사림파의 학통과 관련이 매우 깊다는 사실이다. 經
驗方･活人新方을 저술하 고 개인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 던 朴英(1471-1540)은 金宏弼→鄭鵬의 도통을 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김굉필(1454-1504)이야 말로 조
선 성리학의 계보에서 金宗直(1431-1492)의 뒤를 이어 趙
光祖(1482-1519)에게 道統을 전해준 것으로 평가받는 인
물이었다. 게다가 중종 에 의학교수를 오래 역임한 趙晟
(1492-1555)은 아우인 趙昱(1498-1557)과 함께 조광조

의 문인이었으며,43) 星州에서 의료 활동에 참여한 李文楗 
역시 조광조의 문인이었다.44) 특히 박 의 문하에서는 성
리학뿐만 아니라 의학에 기여한 인물이 여럿 있었는데, 金
就成(1492-1550)은 의약에 정 하면서도 만년에 金正國
(1485-1541)과 李彦廸(1491-1553)의 천거를 받아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 받았던 학자 으며,45) 衛生方을 편찬
하고 이황과 교류하 던 朴雲(1493-1562) 역시도 박 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었다.46) 이외에도 辟瘟方, 瘡疹方 등
의 醫書를 諺解하여 보급하고 分門瘟疫易解方 편찬에 참
여한 金安國(1478-1543),47) 村家救急方을 편찬한 김안
국의 동생 金正國,48) 醫學辨證指南, 鍼經要訣을 편찬한 
柳成龍(1542-1607),49) 廣嗣續集이라는 産兒와 育兒에 
관련된 서적과 醫眼集方을 편찬한 鄭逑(1543-1620)도 
사림파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50)

또 다른 특징은 유의로 언급된 다수의 인물들이 활동하
던 지역이 경상도 인근이라는 점인데, 사림파의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이기도 했다.51) 박 의 경우 26세 되던 해
(연산군 2)에 병으로 관직을 사직하고 善山의 낙동강 주변 
太祖山에 宋堂을 짓고 학문을 시작하여, 40 에 10여년 出
仕한 것을 제외하고 70세에 죽을 때까지 이 지역에서 활동
하 다.52) 그가 활동했던 선산은 김종직의 출신지로 그의 
학통이 꾸준히 이어져온 지역이었으며, 이후 김취성, 박운 
등을 통해서 계승되었다. 이외에도 안동의 이정회와 유성
룡, 성주의 이문건과 정구 등이 이에 해당되며, 상주에서 存
愛院을 운 한 李埈 등은 유성룡의 문인이었다.53)

물론 위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도 일부 존재한

40) 표적으로 김종직의 在地意識을 다룬 김태 . 朝鮮性理學의 歷史像. 서울:경희 학교출판부. 2006:1-669. (p. 270-277) 참조.
41) 李泰鎭. 韓國社會史硏究-農業技術 발달과 社會變動. 서울:지식산업사. 1986:1-367 참조. 小學에 한 연구로는 김준석. ｢朝鮮 前期의 社

會思想-小學의 社會的 機能 分析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981;29:105-192 참조.
42) 國朝人物考 上 宰相 ｢朴英｣. 松堂集 권4 ｢諡狀(金在魯撰)｣.
43) 明宗實錄 권12 명종 6년(1551) 10월 2일(丙辰).
44) 신동원. 조선의약 생활사. 파주:들녘. 2014:1-951. (p. 175)
45) 久庵集 권2 墓誌 ｢伯氏眞樂堂先生墓誌(辛亥)｣.
46) 김성수. ｢16~17세기 養生書 편찬과 그 배경｣. 韓國思想史學. 2005;24:345-379. (p. 352-353)
47) 中宗實錄 권32 중종 13년(1518) 4월 1일(己巳). 慕齋集 권11 ｢分門瘟疫易解方序｣.
48) 慕齋集 권14 墓誌 ｢弟嘉善大夫禮曹參判金公墓誌銘｣.
49) 西厓集 권17 ｢醫學辨證指南序｣. 西厓集 권17 ｢鍼經要訣序｣.
50) 寒岡集 권10 ｢廣嗣續集序｣. 寒岡集 권10 ｢醫眼集方書｣.
51) 이에 해서는 16세기 조선사회에 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15~16세기에 이르는 동안 정치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이른바 勳戚계열

의 경우 정치적 기반은 서울에, 경제적 기반은 주로 海澤을 중심으로 지주 경 을 했다고 이해되고 있다. 반면에 성종  이후로 성장하는 재
지사족의 경우에는 훈척과는 다르게 川防의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 는데, 천방은 내지에 집중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내지에서의 유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측면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훈척들
과는 달리 재지적 성격이 강하 던 사림들은 무엇보다 관주도가 아닌 향촌자치적 질서의 운 을 선호했고, 그 결과 鄕射･鄕飮酒禮 등을 시발
로 鄕約 등이 정착되었다. 이는 결국 의약에 있어서도 자치적 성격의 강화를 이끌어내고, 유의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하 을 것으로 보
인다. 16세기 사림에 의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한 연구로는 李泰鎭. 韓國社會史硏究-農業技術 발달과 社會變動. 서울:지식산업사. 1986:1-367 
(p. 205-217) 참조.

52) 松堂集 권3 附錄 ｢神道碑銘(許穆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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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東醫寶鑑의 편찬 작업 초기에 참여하 던 
鄭碏(1533-1603)과 그의 형인 鄭磏(1506-1549)의 경우
에는 사림파 계열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경상도 지역에
서 활동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두 가지의 특징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 는데, 조성이나 김안국 등은 근거
지가 한양 인근이었지만 학문적 성향-조광조 계열-에서는 
상당히 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54)

이처럼 16세기에서 시작된 유의의 존재 및 활동이 두드
러진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지방에 근거를 둔 사족들의 성장이었다. 지주제의 
전개와 성리학을 근간으로 지역에서 경제적･문화적 주도권
을 쥔 사족들의 등장이 유의의 활약에 큰 향을 미쳤다. 
또한 그들에게 의료라는 측면에서도 지역의 구심점 역할이 
부여된 탓도 있었다. 조선 초의 국가제도 정비 과정의 일환
으로써 의료기구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방에
서의 형편은 애초의 의도에 충분하지 못하 다. 이는 16~17
세기 내내 계속되었고, 그러한 연유로 지방을 중심으로 유
력한 지식인 사족들에 의한 의료 활동이 적극적으로 나타
났다. 17세기 초반 상주에 설치된 存愛院은 가장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程子의 存心愛物이라는 말을 취하
여 存愛院이라고 하 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성리학적 
愛民정신을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실현한다는 자부심도 갖
고 있었다.55)

Ⅲ. 16-17세기 儒醫 학습의 양상

1. 16세기 儒醫 학습의 시작, 養生論

그렇다면 16~17세기에 주로 활동하 던 유의들은 어떠
한 경로를 통하여 의학을 접했을까? 우선 지적할 것은 앞
서 언급된 제도적 장치로써 의서습독관 제도이다. 16세기 
중반 안동에 세거하 던 李庭檜가 표적인데, 그가 침구 

치료에 직접 나서기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습독관을 거치
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부분의 사족-특히 在地士族-들은 의서습독처럼 
제도화된 틀 안에서 의학교육을 본격적으로 받기 어려웠으
므로, 그들의 의학 지식은 체계적이지 못하 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의학을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서
를 얻을 기회가 부족했다.

가령 許浚을 내의원에 천거한 것으로 유명한 柳希春
(1513-1577) 자신 역시 몸이 약했던 관계로 양생과 의학
에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 鄕藥集成方을 보게 되자 기쁨
이 컸다고 말할 정도로, 의서는 쉽사리 구할 수 있는 상
이 아니었다.56) 의서습독을 지낸 이정회의 경우에도 그의 
일기인 松澗日記에서 거론한 의서가 단지 銅人圖에 불
과하며, 유성룡이 편찬한 鍼經要訣 역시 명나라의 의사인 
李梴이 저술한 醫學入門의 침구편 만을 간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이문건과 같이 많은 의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
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 다. 이문건의 의학적 능력
이 이른바 의원이라고 할 정도 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
만, 그는 유배지인 성주 지역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형태로 
의료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그런 그가 소장하 다고 확인
되는 의서는 集成方, 救急方, 得效方, 和劑方, 直
指脈, 醫學集成, 丹溪纂要, 明醫雜著, 醫學正傳, 神
應經, 疑獄集, 銅人圖, 血法圖 외에 상당한 수에 이
르고 있다.57)

이문건이 이토록 많은 의서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16세기 무렵 정부에서는 지방관을 
통해서 여러 의서들을 간행하도록 하 다.58) 중앙의 의료
기관이나 출판 담당 부서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
기 때문이었는데, 이문건은 자신의 官歷을 통해 친분이 있
는 지방관들에게 부탁을 하여 많은 의서를 확보하 다. 그
렇다고는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 으며, 특히 이
문건은 명 에 새로 편찬된 의서도 다수 소유하고 있었다. 
그 표적인 것이 丹溪纂要, 明醫雜著, 醫學正傳 등이

53) 김성수. ｢16~17세기 養生書 편찬과 그 배경｣. 韓國思想史學. 2005;24:345-379. (p. 350-351). 우인수.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
료 기능｣. 大丘史學. 2011;104:99-132.

54) 다만 이러한 특성이 자료의 편향에서 도출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6세기 인물의 저술이나 사상을 고찰에 필수적인 
문집의 경우 주로 사림계열의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상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에 해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함께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각주 51에서 언급한 내용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55) 蒼石集 권13 序 ｢存愛院記｣.
56) 眉巖日記草 1567년 10월 1일.
57) 신동원. 조선의약 생활사. 파주:들녘. 2014:1-951. (p. 415-432)
58)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探究堂. 1966(1993):1-584. (p. 253-256, 26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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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학자들이 의서
를 공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경향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첫째는 많은 경우 의학의 출발점을 양생서로 한다는 
점이다. 부분의 양생서는 생활상에서 지켜야 할 건강의 
원칙을 비롯하여 運氣에 도움이 되는 체조(도인이나 안마) 
등을 기본으로 하며, 실제 약을 사용하거나 침구를 하는 등
의 치료법은 잘 언급되지 않는다. 가령 16세기 초반 鄭惟仁
(1504-1553)이 저술한 頤生錄을 보면, 三元參贊延壽書
와 壽親養老新書가 주요 전거인데 처방은 없다. 조선 초
기부터 널리 유행했던 양생서를 바탕으로 정유인은 처방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 유지를 위한 방법만을 설명한다.60)

즉 양생서는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비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시기 의학
을 접하는 사족들에게는 실제 치료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즉 약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었다. 게다가 약재의 상업화나 유통망의 확 가 미처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의 이용 자체도 매우 부담스러
웠는데,61) 이런 점에서 양생서는 양쪽 측면 모두 매우 유
리한 의서 다.

게다가 양생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었다. 頤生錄의 편찬에서 정유인은 三元參贊延壽書의 
많은 부분을 그 로 채용했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양생의 
가장 큰 덕목을 정할 때 心神의 중요성이었다. 이는 당시의 
사족들의 학문방법과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成渾(1535-1598)은 아
들에게 남긴 글에서 양생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도록 권
하기도 하 다.

文濬(1559-1626)은 자질이 淳厚하고 욕심이 적으며 
또 의리를 아니, 얻기 어려운 아름다운 자질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나를 닮아 기질이 허약해서 열심히 책
을 읽어 학문을 성취할 수가 없으니, 무엇보다 醫書를 
보아 養生하는 방도를 통달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마음
과 기운을 완전히 기르고 자고 먹는 것을 편안히 하여 
장수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62)

성혼은 자신의 병약함 때문에 의학에 관심을 두고 있었
고, 그로 인해서 말년에는 특별히 경상감 에 부탁하여 壽
親養老書를 인쇄해주도록 하여 열람할 정도 다.63) 그 때
문인지 그는 오히려 아들에게 의서를 읽고 양생의 방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다만 이때의 양생은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고, 養心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 다. 이처
럼 양생을 중요시 하는 태도는 홍만선이 山林經濟를 편
찬하는 과정에서도 그 로 나타나며, 더하여 섭생의 항목에
서 修養叢書를 거 인용할 뿐만 아니라 도가 전적까지
도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의학에 입문하는 경우 부분이 자신
의 질병이나 至親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頤生錄이라는 양생서를 저술한 鄭惟仁이 
의학 혹은 양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젊었을 무렵 자신
의 중병 때문이었다.

내가 부여받은 氣質이 본래 弱하여 나이가 加冠할 때
가 되어 중병을 얻어 문을 나서지 못하고 침상에 누운 
지 5~6년이었다. …내가 (양생: 필자)에 절실한지 이
제 30년을 넘었는데, 항상 삼감으로써 양생의 근본으
로 삼았으니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고금의 법이 되고 경계가 되는 것을 뽑아 각기 분류하
여 모으고 중간에 또한 설을 덧붙여 한권을 집성하고
서 “頤生錄”이라고 이름 하 다.64)

정유인 이외에 이황도 같은 경우 다고 할 수 있다. 잘 
59) 이황이 醫學正傳의 처방을 얻고서 난색을 표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에 해서는 신동원. ｢이황의 의술과 퇴계 시 의 의학｣. 退溪學論

集. 2010;6:1-34 참조.
60) 김성수. ｢鄭惟仁의 頤生錄 연구｣. 慶熙史學. 2006;24:133-155. 한편 柳希春과 盧守愼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金澔. 허준의 동의보감연구. 서울:一志社. 2000:1-318 (p. 146-153)에서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특히 유희춘은 국왕 선조와의 
화 속에 자신이 병약했던 까닭에 양생서를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宣祖實錄 권8 선조 7년(1574) 정월 10일(丙戌).

61) 默齋日記에 약재상의 존재가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이에 해서는 신동원. 조선의약 생활사. 파주:들녘. 2014 
:1-951. (p. 441-442) 참조. 아마도 방납을 행하는 역할을 하 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재구입
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다.

62) 牛溪集 권6 雜著 ｢示子文濬及三孫兒｣ “文濬 淳厚寡欲而又識義理 氣質之美 可謂難得 然氣虛類我 不能讀書刻苦以就其學 宜看醫書 達養生之
道 完養心氣 安其眠食 至於老壽 以副父母之心可也”

63) 牛溪集 권6 雜著 ｢題壽親養老書｣.
64) 頤生錄 ｢頤生錄序｣ “余稟質素弱 年纔加冠得重病 不出戶而臥床褥者五六載…愚之□切於□今逾三十載 常以謹爲兼養之本 不可謂無效 於是抄□□

古今可法可戒者 各以類聚 間亦濫附說 □集成一卷 名曰頤生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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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와 같이 이황 역시도 朱權이 지은 活人心方을 
필사하여 운용한 것은 자신의 질병 때문이었고, 의학에 
한 관심은 결국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65) 
그 외에 지친, 특히 부모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학
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도 보인다. 이문건의 경우가 그러하
다. 이문건이 처음으로 의학에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
던 계기는 어머니의 질병이었다고 宋時烈은 이문건의 행장
을 지으면서 말하고 있다.

공(이문건)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었는데, 어머니가 항
상 질병이 많아서 공이 친히 약을 끓이고 조제하여 오
래도록 게으르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의술에 정
하게 되었으며, 活人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66)

이러한 사정은 신뢰할 수 있는 의원들의 부족에서 기인
하겠지만, 한편으로 의약 사용의 위험성 때문에 초래되었다
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의학적 관심이 양생론에서부터 시작
되었던 측면이 질병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 지
만, 위험성을 담보해야 할지 모르는 의약을 사용하지 않아
도 되는 안정성의 측면도 고려 상이었던 사정과 일맥상
통한다. 즉 체계적인 교육에 따라서 의학수준이 향상되었다
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쉽사리 환자의 치료에 나서
기는 어렵다.67) 결국 치료에 직접 간여하는 것은 그에 따
른 절박함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문건의 경우처럼 지친인 
어머니의 치료에 참여함으로써 의술이 점차 계발되었을 것
이다.

세 번째로 활동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뚜렷하지만, 체
로 지방에 근거가 있는 사족들인 경우에 서적의 유통 및 
정보의 교류에서 약간 뒤처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문건과 
같은 인물을 제외하고 의서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
었고, 그리고 최신의 의학을 담은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특히 16세기 중엽 이후로 명으로부터 새로이 의서들이 
거 유입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
력은 드물었다.

실제로 이문건의 경우에도 이미 주진형에 의해서 철저히 
비판을 받았던 송  和劑局方의 처방을 선호하여 주로 
溫乾한 약재를 사용하고 있었다.68) 이는 새로운 이론과 처
방에 한 이해를 빨리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
다. 퇴계 이황 역시 형의 외손자인 閔應祺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 다.

지금의 의술이 다 新方을 쓰므로 지난날 古方의 藥과
는 전혀 달라서 개가 의문스럽고 또 병증의 소재를 
선뜻 분명히 말하여주지를 않아서 더더욱 사람을 속 
타게 합니다.69)

자신의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의서도 탐독하는 등 의학에 
한 관심이 지 하 던 퇴계 지만, 새로이 유입되는 의학의 

사조를 쫓아가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70) 
그러나 퇴계가 자문을 구했던 儒醫인 安玹(1501-1560)이
나 趙晟은 중앙에서 의학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미 새로운 의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퇴계의 
요청에 새로운 이론에 근거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혼란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에서 언급된 몇 가지 특징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의서가 1610년 허준에서 의해서 편찬
된다. 東醫寶鑑이었다.

2. 17세기 東醫寶鑑의 유행

16세기 많은 유의들이 등장하여 의서를 편찬하거나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료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그

65) 신동원. ｢이황의 의술과 퇴계 시 의 의학｣. 退溪學論集. 2010;6:1-34. 이는 유희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박태보에게 의학은 잡학이
라는 견해를 뚜렷하게 제시한 윤증이 그와 다르게 박태보에게 의서를 빌려주기를 부탁하는데, 그 이유는 동생이 병약하여 박태보가 보는 의서
를 한번 보고 싶다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明齋遺稿 권19書 ｢與朴泰輔士元(庚申)至月八日｣. 이를 통해 보더라도 의서를 소유한 사족들이 다
수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66) 國朝人物考 宋時烈 撰 行狀 “公獨奉母夫人 母夫人常多疾病 公親執湯劑 久益不懈 由是精於醫方 活人甚多”
67) 이정회의 경우에는 침 치료를 직접 하 지만, ｢醫學辨證指南｣과 ｢鍼經要訣｣을 저술한 유성룡이 치료에 나선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정회가 

의서습독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 던 반면에 유성룡의 의학지식에 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가 
저술한 ｢鍼經要訣｣이 醫學入門의 일부를 전재한 사실을 보면, 그의 의학지식이 이정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 다고 생각한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의서를 펴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학적 시술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보여준다.

68) 신동원. 조선의약 생활사. 파주:들녘. 2014:1-951. (p. 430-431)
69) 退溪先生全書 遺集 권3 ｢答閔筮卿｣ “今之醫術 皆用新方 與前古方 藥專不相似 率多可疑 又不肯明言 病證之所在 尤使人懣然 頃者多方求見 終

不得親覩醫面 書證送問而得其所答 殊未恰意”
70) 신동원. ｢이황의 의술과 퇴계 시 의 의학｣. 退溪學論集. 2010;6:1-34. 이에 따르면 이황이 참고한 의서는 鄕藥救急方, 救急方, 和劑局方 

등으로, 명  새로이 출간된 의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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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의서의 편찬에는 양생론이 중심이었다고 보이는데, 아
무래도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
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16세기 중후반 이래로 
주로 이용하는 의서의 흐름이 존재하 다. 앞서 이문건은 丹
溪纂要, 明醫雜著, 醫學正傳과 같이 명  중기 이후로 등
장한 의서들을 소장하고 있었고, 실제로 금원사 가의 중심 
의가인 李杲와 朱震亨이 의학계의 주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鄭斗卿(1597-1673)이 기록을 남긴 金箴은 成運(1497-1579)
에게서 수학한 학자 다. 그런데 부친의 질병으로 인해 의
학을 익혔고, 그 중에서도 東垣과 丹溪, 神應經, 銅人經
을 위주로 학습하여 명의가 되었다고 한다.71) 神應經과 
銅人經이 침구 치료를 위한 전문 의서라는 점을 감안하
면, 의학 이론에 있어서는 동원과 단계 즉 李杲와 朱震亨을 
따랐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許浚에 의해 1610년 東醫寶鑑이 편
찬되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東醫寶鑑에서는 양생론
을 적극 수용하 을 뿐만 아니라 黃帝內經 이래의 의학
이론을 명  의가인 李梴의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16세기 후반 최고의 유의로 평가
받는 정렴의 아우인 정작이 참여함으로써 양생론의 내용이 
풍부해졌으며, 醫學入門을 토 로 주진형과 이고의 의학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72) 이러한 이유로 東醫寶鑑
은 의학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지성계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적으로 李睟光(1563-1628)은 芝峰類說 권15에서 
心身을 설명하면서 人物, 性行, 身形을 거론한다. 그리고 이
때 언급된 ‘신형’은 東醫寶鑑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기도 
하 고, 그 아래에 저술된 상당수의 내용들은 부분 東醫
寶鑑에서 인용된 것들이었다. 다만 직접 인용에 그치지 않
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의서의 내용을 유학 혹은 성리
학적 입장에서 재해석한다.

朱丹溪는 말하기를 “사람의 형상은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며, 살찐 것은 야윈 것

만 못하다. 또 사람의 얼굴빛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
하고, 고운 것이 건장한 것만 못하고, 얇은 것이 두꺼
운 것만 못하다”고 하 다. 또 말하기를 “살찐 사람은 
濕氣가 많고, 파리한 사람은 火氣가 많다. 얼굴빛이 흰 
사람은 肺가 허약하고, 검은 자는 腎氣가 튼튼하다”라
고 하 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사람이 稟賦받은 
기운으로 말한 것일 뿐, 결코 人體의 모양이 아름답고 
나쁜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73)

밑줄 친 부분은 東醫寶鑑 內景編 身形臟腑圖에 孫眞人
의 말과 함께 가장 먼저 언급된 朱丹溪의 말을 그 로 인
용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形･色으로 표현되는 인체의 특성
을 통하여 壽夭의 장단과 건강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수광은 형색을 신체의 美惡으로만 판단할 수 있
다는 점을 우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다.

이수광이 東醫寶鑑의 일부 내용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曺倬(1552-1621)의 二養編에서는 절 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질병으로 양생의 방도
를 찾고 있었던 조탁은 개요를 ‘養心’과 ‘養生’의 항목으로 
정리하 는데, ‘양생’의 부분은 사실상 東醫寶鑑에서 양생
론을 주로 다루고 있는 內景과 外形篇의 주요 내용을 그
로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東醫寶鑑 가운데 보
이는 불교적･도가적 색채는 생략되었다.74) 성리학자로서의 
입장이 반 된 것이지만, 東醫寶鑑의 절 적 향력을 살
펴볼 수 있는 목이다.

그 반면에 洪萬選(1643-1715)이 편찬한 山林經濟에
서는 東醫寶鑑의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총 16항목으로 
편제된 山林經濟에는 의약과 관계되는 攝生, 救急, 辟瘟, 
治藥의 항목이 있다. 이처럼 1/4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약으
로 채우게 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는데, 구급의 序文에
서 여전히 지방에는 의원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정을 
그는 손꼽고 있었다.

산골에 살다보면 성읍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고질
로 오래 앓는 병이면 의원에게 찾아가 진찰을 받아 침

71) 東溟集 권18 墓誌 ｢上舍金君墓誌｣(정선용 역. 동명집5. 서울:한국고전번역원. 2009:1-386)
72)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한겨레출판사. 2001:1-350. (p. 212-214) 이에 따르면 東醫寶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證類

本草를 빼놓고는 醫學入門, 丹溪心法 순이다. 허준이 양생론을 근간으로 東醫寶鑑에서 질병 중심에서 인체 중심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천과 주진형의 향을 매우 많이 받았음이 드러난다.

73) 芝峰類說 권15 身形部 ｢容貌｣ “朱丹溪曰 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及小 肥不及瘦 人之色 白不及黑 嫩不及蒼 薄不及厚 又曰 肥人濕多 瘦人火多 
白者肺氣虛 黑者腎氣足 此就人稟氣而言 非身形美惡之說也”

74) 김성수. ｢16~17세기 養生書 편찬과 그 배경｣. 韓國思想史學. 2005;24:345-379. (p. 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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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거나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만약 갑자기 급한 
병을 만나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끝내 요절하게 
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구급법을 기록하여 제10편
을 삼는다.75)

 그런데 山林經濟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섭생 항목에서는 양생서로 불리는 서적들이 부
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구급의 
내용을 보면 인용된 전거의 약 2/3 가량이 東醫寶鑑이다. 
그런데 141개 구급 증상을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는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구급편에서는 섭생편과 궤를 달리하는 것처
럼 보인다. 즉 나열된 구급의 증상은 東醫寶鑑 구급 항목
과는 차이가 완연하며, 東醫寶鑑의 구급 항목은 총 10가
지만 언급되어 있다. 오히려 그 이전의 의서인 鄕藥救急方
이나 救急簡易方 등의 의서와 훨씬 유사한 측면도 발견
되며, 다만 허준이 편찬한 諺解救急方과 통하는 부분도 
꽤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항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에 담겨 있는 내용의 전거는 철저히 東醫寶鑑이다. 가령 
小兒의 客悟로 인한 中惡 부분의 내용을 검토하면, 諺解救
急方에는 없으며 東醫寶鑑 雜病篇 小兒門 권11에 수록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山林經濟의 의약관계 
기사의 구성과 내용이 서로 이원적인 체제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서의 구성방식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구성되
지만, 그 내용은 東醫寶鑑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채워지
는 형태 다. 앞서 조탁은 철저히 東醫寶鑑의 체제를 그

로 따르는 편이었다면, 홍만선은 자신의 구상에 따라 의
서를 편제하지만 역시 부분 東醫寶鑑을 전거로 하 다.

한편 실제 의료의 현장에서 東醫寶鑑의 등장은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유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료에서
는 그 역할이 더욱 컸다.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이 바로 1603년 설립되어 1842년에 해체될 때까지 강릉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 되었던 藥局稧이다.76) 강릉 최씨, 
강릉 김씨, 강릉 박씨 등의 세거 사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던 약계에는 계원 25명을 기반으로 稧首와 稧長을 비롯
한 계조직을 두고, 醫官과 醫生 및 藥干･庫直 등의 의료 인
력을 통해 계원 중심의 보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 중에 진료의 중심은 의관과 의생이었던 것으로 보이
며, 의관은 品職을 갖고 있는 강릉지역 재지사족 가운데 선
발되었고, 의생은 經國大典에 따라 강릉에 배속된 인원으
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생들의 교육과 임상의 근
거로 삼기 위해서 本草와 醫學正傳, 和劑局方 등의 
의서를 약국에 배치하 는데,77) 東醫寶鑑도 그 중의 하
나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약국에 
둔 의서의 출을 못하도록 하면서, 특히 東醫寶鑑을 지
적하여 절 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한 것이었다.78) 즉 東醫寶鑑이 의관이나 의생들
이 이용하는 참고서, 즉 진료의 지침서로써 절 적인 위치
를 차지하 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東醫寶鑑의 등장으로 17세기 초반 조선의 의학
계는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학에 관심
을 두었던 지식인 계층이나 보다 본격적으로 의료 활동에 
나서는 유의들에게 있어서 東醫寶鑑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79) 양생의 비법을 찾는 사람들은 東醫寶鑑의 내
경편, 그 중에서도 身形･精･氣･神 편 등에 집중하게 되었
다. 그렇지 않고 치료가 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잡병편을 주
목하 다. 이로써 이전의 유의들 사이에 존재하 던 견해의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Ⅳ. 17세기 후반 儒醫 인식의 변화

17세기 사 문장가 가운데 한 사람인 澤堂 李植(1584-1647)
은 1643년 개성으로 가는 아들에게 한편의 글을 적어준다. 
여기서 그는 성리학자로서 처신하고, 아울러 경제적인 생활
을 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다. 가장 첫 번째가 ‘경전과 역사를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

75) 山林經濟 권3 救急 ｢救急序｣ “居在山林 隔遠城邑 沉痼彌留之病 固可尋醫問症 試以鍼藥 而若値猝急之疾 束手罔措 遂致夭札者多矣 玆錄救急之
方 爲第十”

76) 이하 강릉 약국계에 한 설명은 李揆大. ｢朝鮮後期 藥局稧의 一考察｣. 又仁金龍德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서울:泰光文化社. 1988:1-838 참조.
77) 藥契仙案 “如本草･正傳･和劑等 及他方書 求於有處 置諸局中” 李揆大. (p. 284)
78) 藥契仙案 “局中方書 毋借他人爲乎矣 其中東醫寶鑑乙 一切勿入他手” 李揆大. (p. 284)
79) 東醫寶鑑 외에도 李梴이 저술한 醫學入門도 조선후기 의학계에 많은 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실례로 순조 때의 典醫監提調인 李羲甲은 

醫學入門이 ‘의학에 있어서 긴요하고 절실하기로는 이 책만 한 것이 없음’을 들어서 의과 初試에 포함시키기를 청하 고, 그 로 이루어졌다. 
純祖實錄 권32 순조 31년(1831) 8월 30일(己酉). 이는 醫學入門의 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東醫寶鑑에 비교해 파급력의 정
도는 달랐다고 파악된다. 그것은 강릉 약국계에서 언급한 의서들의 면면과 출금지 규정 조문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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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硏經史 以開智識)’으로, 四書와 함께 史冊을 근간으
로 지식을 넓히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차례 로 ‘安義命 以
祛利欲’, ‘勵志氣 以當患難’, ‘薄衣食 以處貧賤’, ‘務儲衍 以
備緩急’을 제시한다.80) 그가 아들에게 경계한 다섯 덕목은 
결국 경전의 탐구와 학문의 실천이라는 유학자 본연의 모
습과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학
습의 중심은 성리학이었고 자손들에게 학습의 상세한 방법
까지 설명하 다.

1642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글에서 그는 매우 세세한 
독서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 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서적 8편을 거론한다. 詩經, 書經, 論語, 
孟子, 中庸, 大學, 綱目, 宋鑑이다. 이들을 충분히 
읽도록 하는데, 詩經, 書經은 문을 위주로 100번을 
읽으라고 횟수까지 정해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
긴 것은 中庸과 大學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아침･저녁
으로 계속 읽으라고 하 다.81) 분량은 적지만 두 책이야말
로 성리학의 핵심으로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야 하는 책으로 周易의 大文, 春
秋左氏傳, 禮記,  禮, 周禮, 小學, 朱子家禮, 近
思錄, 性理大全, 性理群書, 心經, 二程全書, 朱子
全書를 차례로 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리학자로서 灑掃
應對의 일상생활 예의를 기록한 小學을 중시하는데, 신 
家禮는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82) 家禮가 
의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삶의 매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범주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小學이 더 절실
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학문적인 성격으로 近
思錄 이하 朱子全書까지 南宋 이래 성리학자들의 여러 
性理書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들 책들의 학습은 단순히 
句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몸에 익혀야 함을 강조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부이다. 많이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철저히 강론하여 體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

이니, 窮理 공부는 전적으로 이 안에 있다 하겠다.83)

이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서적으로, 문장에 관
계된 文選 및 唐宋八大家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짓기 위
해서 박학이 요구되지만, 老子, 莊子, 列子 등의 경우
에는 近思錄 등을 읽을 때에 참고만 하고 읽지 말라고 단
언한다. 이상과 같이 이식이 제시한 독서목록은 유학자, 특히 
성리학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 토 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식의 제시한 학문의 방법은 성리학자로서 학문을 연찬
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몸에 체화
시키고, 다음으로 체화된 ‘爲己之學’을 바탕에 두고 문장을 
익혀 과거를 치르고 관료가 되어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하
는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經術에 해서 策問과 疑義를 가지고 선비를 
시험하는 것은 그 道를 알아서 政事에 적용하려 함이
요, 詩賦와 四六文을 가지고 아울러 시험하는 것은 그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고 世道를 돕게 하려 함이니, 모
름지기 국가의 지극한 이 뜻을 몸 받아야 할 것이
다.84)

이식의 학문적 경향에 해서는 추후의 검토가 필요하겠
지만, 적어도 이상의 독서 목록에서 보이는 태도는 철저히 
성리학 중심이었다. 이는 중종 의 사림파들이 학문에 있어
서 小學 실천에 집중하 던 태도에서 나아가 성리학 학
습이 강하게 구조화되어 가는 측면의 일단을 보여준다. 즉 
학문적 경향에 있어서 16세기 초･중반과 17세기 중･후반의 
양상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성리학 일
변도로 조선 지식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85)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중국의 학술에는 유가의 학문 이
외에도 다양한 학문이 있어서 서로 자극하여 발전을 이루고 

80) 澤堂集 別集 권14 雜著 ｢癸未冬至 書貽端兒松府之行｣.
81) 澤堂集 別集 권14 雜著 ｢示兒孫等(壬午年 元日)｣ “先讀 詩書(以大文限百讀) 論(兼章句熟讀 限百數) 孟(大文讀百數) 庸學(不限數 朝夕輪誦) 

綱目宋鑑(與先生講學一番 熟覽 有好文字 抄書一兩卷 讀數十番 若不及 通鑑少微節要史略中 先學一冊”
82) 澤堂集 別集 권14 雜著 ｢示兒孫等(壬午年 元日)｣ “次讀 周易大文(初讀爻辭 識大旨知占法 兼看啓蒙 待盡讀他書後 更講究) 春秋左氏胡氏傳(只

數番讀 領略大旨 ○左傳抄讀 公羊榖梁 餘力一覽 大抵四傳竝讀好) 禮記(與先生講論 抄讀好文字處) 禮(讀禮記時 通考而不讀) 周禮(讀春秋時 
亦通考) 小學(學於先生 一月一讀過 逐日念着服行) 家禮(常時講究服行 不至讀) 近思錄 性理大全 性理群書 心經 二程全書 朱子全書”

83) 澤堂集 別集 권14 雜著 ｢示兒孫等(壬午年 元日)｣ “此是大段工夫 但不在多讀 要在講論 體認服行而已 窮理工夫全在是”
84) 澤堂集 別集 권14 雜著 ｢示兒孫等(壬午年 元日)｣ “國家以經術策義試士 欲其知道而達於政也 以詩賦四六兼試者 欲其以文章華國輔世也 要須體

國家至意”
85) 김준석. ｢朝鮮 前期의 社會思想-小學의 社會的 機能 分析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981;29:105-192 및 金駿錫. 韓國 中世 儒敎政治思想

史論Ⅰ. 서울:지식산업사. 2005:1-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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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張維(1587-1638)
의 견해이다. 아울러 그는 학문이 경직된 원인은 바로 학자
가 없기 때문이며, 雜學이 나올 여지도 없으니 正學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며 노골적으로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풍토
를 비판하 다.86) 그가 ｢漫筆｣의 다른 글에서 ‘우물 안 개
구리는 바다를 의심하고, 여름 벌레는 얼음을 의심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세태에 한 비판이었다고 보인다.87)

장유의 이와 같은 인식은 그의 학문적 자유로움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자신의 학문적 성격을 두고 ‘노
자와 장자의 玄虛한 취지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三敎를 
연구하며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 검토하기도 하고, 
이와 함께 정신 집중과 호흡 조절을 통해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蒼朮이나 茯笭을 채취하여 복용하기도 했다.’
고 자술한 적도 있었다.88) 그와 비슷하게 吳䎘(1592-1634)
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천하의 일에 통달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여겨 수십 년간에 걸쳐 천문과 지리, 의약과 복서 
및 방술 등에 이르기까지 수학했다고 자언하기도 했다.89) 
특히 의약에 한 필요성은 여전하 기 때문에 申欽(1566-1628)
이 산중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나열하면서, 경전
과 史冊 다음으로 약재와 方書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
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90)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人性과 함께 天理를 탐구하려
는 성리학자이면서도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근간으로 잡
학으로 치부되는 다양한 학문마저도 博學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하고자 한 장유와 같은 학자들은 점차로 축소
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식이 老子, 莊子 
등의 서적을 읽지 말도록 하 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직면
하여 자손들에게 남긴 글에서 家禮의 추종만을 재삼 강조
하는 태도처럼 조선후기의 학문적 경향은 점차 순수한 주
자학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91)

주자 성리학만을 강조하는 학문태도는 의학에 해 취하

는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尹拯(1629-1714)이 朴世堂(1629-1703)의 아들인 朴泰輔
(1654-1689)에게 보낸 몇 편의 글이다. 1672년의 편지에
서는 ‘雜書를 데면데면 보면 잡박해지는 점은 있지만 일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모쪼록 실제의 학문에 힘을 써서 마음
이 밖으로 내달리는 폐단을 면하기 바라네.’92)라고 하 고, 
1678년에는 “잡박하기만 해서는 일을 이룰 수 없으니, 朱
子書節要와 聖學輯要 및 퇴계와 율곡 등 여러 선생의 
遺集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
다.93)

누님의 아들로 조카인 박태보에게 그는 성리학자로서 의
리의 학문을 강구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 고, 1678년에는 
앞서 퇴계와 율곡의 책을 읽을 것임을 강조한지 6개월 후 
의서를 익히는 것에 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 가) 醫書에 힘을 많이 기울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술을 전혀 몰라 크고 작은 병환에 속수무책
을 면치 못하여 부모님이 병환이 있을 때 효도하지 못
하고 자식이 아플 때에 자애롭지 못한 한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 한 일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까 두렵다는 성인의 가르침을 어찌 듣지 못했습니까. 
여력이 있어서 주변에까지 힘이 닿는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학문에 방해가 될까 
염려됩니다.94)

당시는 박태보가 試官의 말단으로 참여했다가 문제가 생
겨 宣川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 난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다.95) 아울러 부친인 박세당도 관직을 떠나 의정부의 石泉
으로 퇴거한 상태 고, 이 해에는 繼妣인 鄭夫人의 喪을 당
하기도 하 다.96) 아마도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박
태보가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유배의 경

86) 谿谷漫筆 권1 ｢我國學風硬直｣ “我國則無論有識無識 挾筴讀書者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焉 豈我國士習果賢於中國耶 曰非然也 中國有學者 我國
無學者”

87) 谿谷漫筆 권2 ｢井蛙疑海夏蟲疑氷｣.
88) 谿谷集 권8 記 ｢海莊精舍記｣ “性喜老莊玄虛之旨 硏究三敎 參合異同 亦復凝神調氣 以全形生 採朮斸苓”
89) 天坡集 ｢天坡集序(鄭斗卿)｣ “肅羽在世時 謂余曰 余甚有悔 余弱冠登第 以爲丈夫事業不但文 於天下事 當無不通 天文地理醫藥卜筮音律漢語 無

不用功 數十年來 頗窮諸術之奧妙 更思之 皆不若文章之不朽 枉分精力於無益 不然 吾詩文奚止此哉 余甚有悔”
90) 象村稿 권48 外稿7 ｢野言1｣ “凡山具設經籍子史 備藥餌方書”
91)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주자 성리학 연구 경향에 해서는 金駿錫. 韓國 中世 儒敎政治思想史論Ⅰ. 서울:지식산업사. 2005:1-418 참조.
92) 明齋遺稿 권19 書 ｢與朴泰輔士元壬子二月二十八日｣ “泛觀雜書 博洽則有之 不濟於事 須着工於實學 庶免外馳之弊也”
93) 明齋遺稿 권19 書 ｢與朴泰輔士元(戊午)三月十一日｣ “雜博不濟事 如朱子書節要 聖學輯要及退栗諸先生遺集 於受用 爲近實”
94) 明齋遺稿 권19 書 ｢與朴泰輔士元(戊午九月)十六日｣ “聞頗用功於醫書 吾輩則全昧向方 大小病患 不免束手 每抱不孝不慈之恨 然豈不聞致遠恐泥

之聖訓耶 餘力旁及則可矣 欲專治則恐妨實學”
95) 박태보가 선천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것은 다음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肅宗實錄 권6 숙종 3년(1677) 10월 22일(丙寅). 肅宗實錄 권7 

숙종 4년(1678) 5월 9일(戊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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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등으로 의학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 윤증은 학자에게 의학이란 여력이 있을 때나 

해야 하며 그로 인해서 원 한 일, 즉 성리학 공부에 장애
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의약은 신하 혹은 자식 된 
도리로서 알지 않을 수 없다는 忠孝에 입각한 오래된 논거
를 반박한다. 물론 윤증이 경계하는 것은 本源의 공부를 멀
리하고 의학만을 전공하는 태도이지만, 여기에는 의학의 학
습이 박학의 측면이 아니라 학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
해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
다. 성리학자로서 의학을 하는 자세의 변화는 유의에 
한 인식이 차츰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 을 것으로 보이
며, 그 향 때문인지 17세기 후반 이후로 유의로 활동하는 
인물이 전과 비교해 두드러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17세기 중반 이래로 상업적 
의학이 점차로 성행하는 사회적 변화가 어느 정도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7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조선의 의료 환경이 점차로 
변화하고 있었다. 정부의 禁制에도 불구하고, 사설 의원과 
약국이 도시인 한양을 중심으로 확 되기 시작한 것이
다.97) 이는 의료 및 의학의 권력이 유의에서 商業醫로 이
동함을 의미했으며, 또한 시혜나 자비로 표현되는 仁術이 
철저히 이익의 수단으로 전환됨을 뜻하기도 했다.98) 利益 
우선의 논리가 바탕이 되면서, 18세기 이후로 의학계의 변
화는 학문의 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의학의 분과화
가 진행되어 소아･산부인･두창과 등의 전문의가 나타나고, 
그에 해당하는 전문의서가 속속 편찬된다.99)

따라서 17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상업의의 증가와 함께 
유의의 활동 역은 점차로 축소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의
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갖
춘 유의들이 여전히 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100) 신 
그들은 일반민을 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보다는 국왕의 왕
실의료에 초빙되어 참여(議藥同參)하거나 의서를 집필･편
찬하는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16~17세기에 주어

졌던 유의의 역사적 소명이 다하고,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
게 된 것이다.

Ⅴ. 맺음말

한국에 근 적 의사면허제가 시행된 것은 20세기 들어서
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의사가 되는 과정을 규정한 별도
의 법적 조치는 없었다. 의사 혹은 의원이 되는 길은 그야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결국 문자의 해득 능력과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여 임상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되었다. 의서를 익히는 데에
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지식을 환자를 맞이한 임상
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랜 훈련이 요청되었다. 의사
가 될 수 있는 계층은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에 불과하 다.

조선 초기 위정자들이 직면한 의료 현실에서 가장 심각
하게 느낀 부분은 바로 의료 인력의 부족과 의학 학문자체
의 부진이었다. 의학교육과 연계되어 이들 문제는 뗄 수 없
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때 주목받은 존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양을 쌓은 지식인 계층이었고, 유학자와 의학 사
이의 관계가 醫書習讀官 제도를 통해서 접하게 형성되었
다. 15세기 유의의 존재가 등장하는 배경에 무엇보다 국가
적 노력이 큰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서도 지방에서 요청되었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 그 의료공백을 채워나간 것
은 주로 지역에 기반을 둔 士族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국가의 습독관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적 사정 등을 시작으로 하는 자생적 학습인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실제 의료행위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며, 양생론이 유의가 되는 첫 과정으로 작용한 이
유 다. 의료 활동에 나서는 유의도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
는 상당히 큰 격차가 존재하 다. 의학 학습의 조건들에서 

96) 定齋集 附錄 行狀 ｢有明朝鮮通訓大夫行弘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
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捴府都捴管朴君行狀(南鶴鳴)｣

97) 承政院日記 책154 孝宗 10년(1659) 2월 8일(己巳), “(刑曹)又所啓 近來私門盛而公室弊 有不可歷擧而枚數者 如各場各里私藥契 欺賣圖利者 
其數甚多 而惠民署典醫監典賣之規 遂廢焉 仍致藥價翔甚 其弊不貲 請各衙門藥房外 私藥契 一倂禁斷 上曰 依啓”. 김호.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
의 衛生과 의료-欽英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998;11:113-144. 김성수. ｢朝鮮後期 私的 醫療의 성장과 醫業에 한 인식 전환｣. 의사학. 
2009;18(1):43-68. 김성수.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欽英으로 본 조선후기 의학｣. 한국문화. 2014;65:99-134.

98) 신동원. ｢조선시  지방의료의 성장: 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강릉 약계(1603~1842)의 조직과 해소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2006;135:1-29.

99) 김호.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衛生과 의료-欽英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998;11:113-144. 김성수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欽
英으로 본 조선후기 의학｣. 한국문화. 2014;65:99-134.

100) 표적인 인물로 정약용을 들 수 있는데, 그에 해서는 신동원. ｢儒醫의 길: 정약용의 의학과 의술｣. 다산학. 2007;10:171-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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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학문발전의 추세를 바로 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17세기 들어서 전문 의원과 儒醫, 도시와 지방에 있는 
유의 사이의 차이를 메워줄 의서로 東醫寶鑑이 등장한다. 
東醫寶鑑은 뛰어난 구성으로 학습과 실용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후 조선후기 의학계의 흐름을 주도해 나간다. 그
러나 17세기 후반 조선의 의학계는 또 다른 변화의 과정으로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유의의 활동은 
점차로 축소된다. 그렇지만 학문적 성과의 축적이라는 측면
에서 유의의 역할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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