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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영조의 송절차 복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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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ticle published in the Seungjeongwon Ilgi is analyzed to examine the taking of a dose 
of Songjeol-tea by King Yeongjo, the 21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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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jeol-tea is a prescription that mixes alcohol with some ingredients and Songjeol[松節], and appears only in the King-Yeongjo
era throughout Seungjeongwon Ilgi. King Yeongjo recognized that the Songjeol-tea was an excellent prescription for the treatment of
leg diseases, and took it in various ways thanks to the title of “tea" by his officials and doctors. There were many internal conflicts
as King Yeongjo taking a prescription in the form of alcohol in a situation where an official who violated it was punished after issuing
prohibition of drinking alcohol, and recognized the Songjeol-tea as alcohol. The officials and doctors of King Yeongjo's reign
rationalized the King's actions by creating a justification for taking the Songjeol-tea to treat the disease because the king's body was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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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승정원일기는 조선 왕실 구성원들의 일상을 상세히 기
술하여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자료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본다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하는 과정의 기록은 훌륭한 의안(醫案)이 되기도 하기에 

왕실의 의학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1) 2000년
대 이후 승정원일기가 웹상에 공개되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음에 따라 왕실 의료에 대한 깊
이 있는 연구성과물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이미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면 인조2), 효종3), 현종4), 숙
종5), 경종6), 정조7) 등 임금에 대한 진료 및 치병(治病) 
기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장렬왕후8), 
인현왕후9), 헌경왕후(혜경궁 홍씨)10) 등 왕실 가족의 치병 

1)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阿是穴 활용｣.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75.
2) 김혁규. ｢朝鮮 仁祖의 治病記錄에 대한 醫史學的 硏究 :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3)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4)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연구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5)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6) 김동율. ｢張禧嬪의 죽음이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 承政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7) 김동률, 정지훈. ｢정조의 膈氣에 대한 연구.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3):85-102.
8) 박주영. ｢조선 장렬왕후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9)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11.
10) 곽영롱.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的 연구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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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또한, 질병치료 뿐 아니라 의약(醫藥)과는 불가분의 관계

에 놓여 있는 임금의 식생활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다.11)12)

본 연구는 이들 연구 중 임금의 다음(茶飮)에 관한 연구
에 주목하였다. 임금이 마신 다음은 ‘○○茶’의 형태로 표기
되는데, ‘차(茶)’라고 표기하였으나 차가 아닌 한 처방을 중
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처방의 명칭은 바로 
‘송절차(松節茶)’이다. 송절차는 승정원일기를 통틀어 영
조(英祖) 대에만 나타나는 처방으로 송절차라는 명칭을 지
니고 있지만, 사실은 ‘송절주(松節酒)’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한 처방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조의 송절차 복용에 대하여 그에 대한 
내력을 살피고 약물의 효과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금주령
(禁酒令)까지 내린 마당에 본인은 술을 마시는 영조의 모
순된 행위에 대하여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토대로 다각도
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조선왕조를 통틀어 가장 장수를 하고 왕위를 오래 유지
한 왕은 조선 21대 왕인 영조이다. 1694년(숙종 20년)에 
태어난 그가 1776년(영조 52년)에 사망할 때의 나이가 83
세였으니 당시로서는 꽤 장수했다고 할 만할 것이다. 영조
가 장수했던 관계로 그의 건강 유지 비결이나 질병 관련 
사항에 사람들의 관심이 늘 많이 있었고 연구자들의 연구 
소재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영조는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관리를 잘했
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이곳저곳이 아픈 것은 어
쩔 수 없었다. 특히 다리의 통증이 심하여 보행에도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각기병(脚氣病)을 치료하기 위하여 신
하들이 복약을 권한 여러 가지 처방 중 하나가 바로 송절
차이다.

1. 송절차의 음용 기록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때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
어 조선왕조 모든 임금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인조가 
임금이 된 1623년부터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일제
에 의해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는 1910년까지의 기록이 남
아 있다.

년월 횟수 합계 영조나이
영조 42년 2월(1766) 3

74 73

영조 42년 4월(1766) 27
영조 42년 5월(1766) 10
영조 42년 6월(1766) 3
영조 42년 7월(1766) 3
영조 42년 8월(1766) 5
영조 42년 9월(1766) 6
영조 42년 10월(1766) 6
영조 42년 11월(1766) 6
영조 42년 12월(1766) 5
영조 43년 1월(1767) 10

33 74

영조 43년 2월(1767) 3
영조 43년 3월(1767) 2
영조 43년 4월(1767) 4
영조 43년 5월(1767) 3
영조 43년 6월(1767) 3
영조 43년 7월(1767) 1

영조 43년 윤7월(1767) 5
영조 43년 11월(1767) 1
영조 43년 12월(1767) 1
영조 44년 4월(1768) 1

7 75영조 44년 8월(1768) 1
영조 44년 9월(1768) 3
영조 44년 12월(1768) 2
영조 45년 1월(1769) 4

17 76
영조 45년 2월(1769) 6
영조 45년 3월(1769) 3
영조 45년 5월(1769) 2
영조 45년 6월(1769) 1
영조 45년 7월(1769) 1
영조 46년 1월(1770) 1 1 77
영조 47년 2월(1771) 1 2 78영조 47년 10월(1771) 1
영조 48년 7월(1772) 1 1 79
영조 49년 12월(1773) 1 1 80
영조 50년 3월(1774) 1 1 81

표 1.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송절차에 대한 기사

11) 엄동명, 김영현, 송지청. ｢영조가 복용한 粥에 대한 고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영조 기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1):17-29.

12) 김종오, 오준호, 김남일. ｢朝鮮의 王室 茶處方(茶飮)의 運用 -承政院日記의 내용을 중심으로-｣. 韓國韓醫學硏究院論文集. 2009;15(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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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사이트13)에서 ‘송절(松節)’로 검색하면 언
급이 나오는 왕은 4명에 불과하며, 모두 150건의 기사가 
검색된다.14) 숙종 4건, 영조 140건, 정조 3건, 순조 3건 등
으로 영조 대가 140건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에서 영조 대
의 138건이 송절차(松節茶)의 의미이다.15) 이를 영조의 즉
위 년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위의 <표 1>과 같다.

위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조 나이 73세인 
1766년(영조 42년) 2월에 송절차가 등장하여 그 해에 74
회로 상당히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74세인 1767년(영
조 43년)에 37회로 두 번째로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76세인 1769년(영조 45년)에 17회로 세 번째로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처음 송절차를 복용한 1766년부터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776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이
상 송절차를 복용한 것을 볼 수 있다.

2. 송절차의 등장

영조 42년 1월 무렵 영조는 다리에 통증이 있으면서 보
행에 장애를 느꼈다. 2월이 되어 의관들의 노력으로 조금 
회복이 되자 영조는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영의정(領議政) 
홍봉한(洪鳳漢)이 다리를 만져 본 후 “소년이더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다소 과장된 표현까지 한다.16)

이때, 掌令(장령)17) 홍성(洪晟)의 아버지가 다리의 통증
에 효과를 본 처방이 왕에게 알려진 듯한데, 영조가 “대신
(臺臣)의 아비가 우슬(牛膝)로 무슨 효과를 보았는가?”하고 
물었더니, 홍성이 “우슬에 오가피(五加皮)와 송절(松節)을 
더한 다음 술을 빚어 복용하였지만, 온갖 방법을 썼으므로 
어떤 약으로 효과를 보았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답하는 부분이 나온다.18) 승정원일기에 ‘양주(釀
酒)’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당시 금주령
이 내려진 상황에서 나오기가 힘든 표현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의구심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두 달 뒤에 다시 홍성을 만난 영조는 “참지(參
知)의 아비가 송절차로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처방문은 
어디서 배웠는가?”라고 묻자 홍성은 “별도로 배운 곳은 없
습니다. 송절차는 다리에 으레 쓰는 약입니다.”라고 답한
다.19) 이 처방을 송절주(松節酒)가 아닌 송절차로 부르기
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송절차의 기원

송절은 소나무의 줄기나 가지에 있는 송진(松津)이 침착
된 마디를 말한다. 송절이 들어간 처방으로 문헌상 발견되
는 것 중 이른 시기의 것은 송절주라는 명칭으로 천금요
방에 수록된 것이다. 천금요방의 제풍(諸風)의 적풍(賊
風)에 실려 있는 송절주 항목에는 ‘역절풍(歷節風)으로 인
한 사지동통(四肢疼痛)’ 다스리는 처방으로 소개되어 있다. 
만드는 법과 복용법은 ‘송절과 저초엽(豬椒葉)20)의 즙을 
취하여 누룩을 이용하여 술을 빚은 후, 백자인(柏子仁), 궁
궁(芎藭), 방풍(防風), 인삼(人參), 독활(獨活) 등 10여 가
지 약물을 첨가하여 다시 술을 빚은 다음 마시는데 취할 
때까지는 마시지 말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21)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외형편(外形編) 족문(足門)에서
도 단방(單方) 중에 송절을 소개하고 있다. ‘다리가 약해지
면서 저리고 아픈 것을 다스린다. 삶아서 즙을 내어 술을 
빚은 다음 걸러서 맑은 술을 마시면 좋다.’라고 증류본초
(證類本草)에서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22)

13)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main.do (2021.8.31.)
14) 조선왕조실록 에서 ‘송절’을 검색하여 보면 영조 대에 8건의 기사가 검색되는데, 이는 모두 송절차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출현 빈도

의 차이는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성격이 다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 하루에도 몇 개의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복용하지 않은 기사도 있으며, 승정원일기의 특징 상 각 기사에 언급되는 것을 한 번의 

횟수로 삼았다.
16)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2월 5일 을사.
17) 掌令(장령)은 사헌부(司憲府)의 감찰업무를 담당하던 관직으로 정4품(正四品)의 벼슬이다.
18)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2월 5일 을사. 
19)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6일 을사.
20) 저초의 이명은 입지금우(入地金牛)로 운향과 식물 광엽화초(光葉花椒)의 뿌리 및 뿌리껍질을 말한다.
2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대성의학사. 1989:165. 
22) 許浚.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19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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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東醫寶鑑 足門의 單方

한편, 송절차의 기원에 대해서 영조가 신하에게 물어보는 
대목이 실린 기사가 있다. 영조가 “송절차는 어느 의서에 
쓰여 있는가?”라고 묻자 홍봉한이 “본초휘언(本草彙言)에 
나온 것을 좌상이 가지고 왔습니다. 좌상은 약성을 잘 알
고, 우상 또한 깊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23) 본
초휘언은 명나라 예주모(倪朱謨)가 편찬하여 1624년에 간
행된 본초서이다. 이 책의 목부(木部) 향목류(香木類)에 송
절의 항목이 있다. 여기서도 기존의 다양한 의서(醫書)를 
인용하면서 ‘골절(骨節)의 풍습(風濕)을 제거하며 각슬동통
(脚膝疼痛), 역절풍(歷節風) 등의 통증을 다스린다.’며 그 
효능을 소개하고 있다. 복용법은 ‘모두 술을 빚어 복용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4)

송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많은 서적에서 송절의 효

능과 복용법을 설명할 때 모두 술을 빚어 복용할 것을 이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조 때의 신하와 의관들 모두 송
절을 활용한 처방은 술의 형태를 띠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
을 것이다.

4. 송절차의 효과 및 복용법

영조의 각기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 중의 하나로 복용
한 송절차는 어떤 기전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
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복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송절차의 효과

영조 대의 신하와 의관들은 영조에게 송절차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기(氣)를 운행시켜 담(痰)을 삭이는 효능이 크
기에 통증의 경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조가 “지금 걷기를 바랄 수 있게 되었다. 송절차에 들
어가는 것이 무슨 재료인가?”라고 묻자 의관 이태원(李泰
遠)이 “송절, 오가피, 우슬 등으로 실로 담을 삭이고 기를 
이롭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25) 도제조인 
홍봉한이 “송절차를 복용하신 뒤에 기운이 더 든 듯합니다. 
소변 또한 좋아지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이태원이 또 “대체
로 기를 운행시키는 것은 송절차만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응하기도 한다.26) 영조 또한 “시험해 보니 허리와 다리 사
이의 담이 다리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았고, 방 한 칸 정도 
거리를 걸어 보았다.”라고 말하자, 홍봉한이 “송절차의 효과
입니다.”라고 말하고 영조가 다시 “나 역시 가만 생각해 보
니 송절차의 효과인 듯하다.”라고 말한다.27)

이처럼 “허리와 다리 사이에 뭉쳐서 정체된 담이 물러나고, 
원기가 흘러 소통될 것이며, 땀이 나서 두루 적셔주는”28) 
기전의 송절차의 효과를 신하와 의관들이 계속 주지시키면
서 지속적인 복용을 권하고, 영조 또한 효과에 만족하면서 
복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9)30)31)32)33)34)35)36)

23)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1일 경술.
24) 倪朱謨. 本草彚言. 北京:中醫古籍出版社 영인본. 1997:卷之八.
25)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5일 갑진.
26)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7일 병오.
27)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1일 경술.
28)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1일 기사.
29)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4일 계축.
30)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22일 신유.
31)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9일 정축.
32)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6월 4일 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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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조는 송절차의 효과에 만족하면서도 약의 맛이 
“매우 쓰니, 마시기 정말 어렵다. 그러나 내가 더 복용하고
자 하는 것이 어찌 송절차이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나물 
뿌리까지 씹어 먹을 정도로 고심한다.’37)라는 것이다.”라고 
소학(小學)의 구절을 인용하여 말을 하며 본인이 병을 
낫기 위한 의지가 높음을 신하들에게 알린다.38)

2) 송절차를 단독으로 복용함

영조는 송절차를 주로 아침에 기상한 후에 단독으로 복
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신하들의 권유가 많이 있었는
데, 의관 중에서 이태원이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그는 “송절
차는 실로 기를 운행시켜 담(痰)을 삭이는 효력이 있으니 
아무 때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39), “송절차는 아무 때나 
하루 네다섯 차례 복용하시면 좋습니다.”40), “잠에서 깰 때
마다 송절차를 따뜻하게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41) 등의 
언급을 하고 있다. 도제조(都提調)인 홍봉한도 “수라를 드
시기 전에 송절차를 드셨습니까?”라고 묻자 영조가 “아침 
먹기 전에 복용하였다.”라고 하니 홍봉한이 “매번 그때로 
시간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42)라고 답한다. 영조는 송절
차를 처음 알게 한 홍성에게도 복용법을 물어보는데, “승지
의 아비는 송절차를 하루 몇 차례 복용하는가?”라고 묻자 
홍성이 “신의 아비는 하루 두세 차례 복용합니다.”43)라고 
답한다.

영조는 본인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는 송절차 복용
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내가 복용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내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다. 그러자 제조 심수(沈鏽), 부제조 정존겸(鄭存謙) 등이 

“신들의 청은 전하께서 굽어 가엾게 여기지 않더라도 세손
(世孫)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신다면 정녕 척연히 감동하
지 않으신단 말입니까?”라고 아뢰고, 세손도 울며 청하자 
마침내 마지 못해 송절차를 복용하기도 한다.44)

이처럼 자주 송절차를 접한 결과 6개월 쯤 지난 후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조가 “근일 더욱 
좋아졌으니, 송절차의 효과가 없지 않다.”라며 일어나 전내
(殿內)를 걸어 다닐 정도였다.45)

3) 다른 처방과 함께 복용함

영조는 송절차를 복용할 때 다양한 처방을 함께 복용함
으로써 효과를 배가(倍加)시키려고 하였다. 영조가 송절차
와 함께 가장 많이 복용한 처방은 바로 건공탕(建功湯)이
다. 건공탕은 승정원일기에서 그 기사가 무려 1800여 건
이나 검색이 될 정도로 영조가 많이 복용한 처방이다. 건공
탕은 바로 이중탕(理中湯)의 다른 이름이다. 뱃속에 담(痰)
이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했던 영조는 이중탕을 복용한 후 
‘담이 제거되고 기가 내려가는’ 효과를 보자 이름을 이중건
공탕(理中建功湯)으로 고쳐 부르라고 명한다.46) 이중건공
탕 처방에서 건강, 계지, 진피 등을 각 5푼 줄이고, 녹용 1돈 
5푼, 우슬 1돈, 부자 5푼을 더한 처방을 송절차와 함께 복
용하는 모습47) 등은 자주 보이는 모습이다. 영조는 “건공
탕과 송절차는 내가 단골(丹骨)로 여긴다.”48)고 말할 정도
로 건공탕을 즐겼다. 1767년 여름에는 영조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어느 날 좌의정(左議政) 한익모(韓翼謩) 등의 신하
가 기쁜 마음을 표하자 영조는 “건공탕과 송절차의 효과이
다.”라고 말하기도 한다.49) 건공탕 이외에도 송절차와 함께 

33)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1월 26일 신묘.
34)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3월 24일 무자.
35)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11월 2일 임진.
36)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2월 15일 병술
37) ‘교득채근(咬得菜根)이면 백사가주(百事可做)’라는 말로 소학(小學)의 마지막 구절이다. ‘풀뿌리를 씹어 먹고 살 각오를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38)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0월 3일 무술[기해].
39)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5일 갑진.
40)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9일 무신.
41)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5일 갑인.
42)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0일 기유.
43)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9일 무신.
44)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6일 을묘.
45)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8월 3일 경자.
46)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2월 21일 계유. 
47)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2월 16일 병진.
48)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윤7월 11일 임인.
49)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7월 16일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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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한 처방으로는 팔미원(八味元)50)51)52), 신력탕(腎瀝
湯)53)54)55)56), 만전탕(萬全湯)57), 창이탕(蒼茸湯)58)59) 등
이 있다.

조선 시대의 왕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으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약(藥)과 식(食)의 효과를 모두 내
기 위하여 다양한 죽(粥)을 복용하였다. 영조도 다양한 질
환에 다양한 종류의 죽을 복용하였다.60) 이러한 죽을 복용
할 때도 송절차와 함께 복용하였는데, 주로 복용한 죽으로
는 속미음(粟米飮)61)62)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다음(茶飮)도 복용하였는데 다음은 탕제에 
비하여 복용이 수월하여 왕들이 평소의 증상조절이나 가벼
운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자주 이용되었고, 목표로 삼은 증
후에 대한 임상적인 치료 효과 역시 뚜렷하여 탕제에 버금
가는 빈도로 사용되었다.63) 영조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러
한 다음을 마실 때조차 송절차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
았다. 주로 복용한 차로는 삼령차(蔘苓茶)64)65)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처방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영조로서
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70세에 더 윤택해지
면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하루에 세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은 내게 과분하다.”라며 토로하지만, 도제조 김상철(金尙
喆)이 “각각 복용하실 필요가 없고, 송절차를 복용할 때 겸
하여 복용하시면 좋습니다.”66)라고 말한 것처럼 신하와 의
관들의 권유에 의해 여러 가지 처방을 함께 복용한다.

4) 단미(單味)와 함께 복용함

다리에 힘이 가해지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송절차에 단
미를 섞어 복용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약이 영양각(羚
羊角)이다. 영조가 영양각을 복용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히
자 홍봉한이 “그렇다면 영양각 3돈을 송절차에 타서 복용하
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임금이 “누린내가 나지 
않는가?”라고 물으니 홍봉한이 “송절차에 타면 누린내가 나
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67) 이후 영양각에 대하여 영조
가 “서각(犀角)에 비해 냄새가 덜하여 복용하기 어렵지는 
않다.”68)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복용한다.69)70)

또 다른 단미로는 희렴(莃薟)이 있는데, 집경당(集慶堂)
으로 가던 영조가 경희궁(慶熙宮) 뜰에 나 있는 희렴을 본 
후 의관들에게 “희렴은 어떻게 만들어 복용하는가?”라고 묻
자 이태원이 “환으로 만들어 송절차로 삼키는 것이 좋습니
다.”라고 대답한다.71) 이 후에도 여러 차례 희렴환을 송절
차와 함께 복용한다.72)7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절차는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고, 복용 후에 영조 또한 흡족하게 여겼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0)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2월 18일 무오.
51) 승정원일기 영조 44년 4월 20일 정축.
52)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5월 21일 임인
53)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1일 경술.
54)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7일 병진.
55)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20일 기미.
56)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3일 신미.
57)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8일 병자.
58)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6월 24일 임술.
59)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7월 24일 임진.
60) 엄동명, 김영현, 송지청. ｢영조가 복용한 粥에 대한 고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영조 기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1):27.
61)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6일 을묘.
62)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24일 계해.
63) 김종오, 오준호, 김남일. ｢朝鮮의 王室 茶處方(茶飮)의 運用｣. 韓國韓醫學硏究院論文集. 2009;15(3):12.
64)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6월 28일 경신.
65)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윤7월 11일 임인.
66)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4월 25일 무오.
67)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4일 계묘.
68)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24일 계해.
69)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19일 무오.
70)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4월 23일 임술.
71)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4일 임신.
72)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7월 8일 병자.
73)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4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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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절주(松節酒)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

영조는 조선왕조 역대 임금 중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이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왕위를 지켰던 그
는 손자 정조(正祖)와 함께 18세기 조선을 중흥기로 이끌
었다. 그는 탕평책을 통해 과열된 붕당 간의 경쟁을 완화했
으며 이전의 그 어느 왕보다도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 
조선 시대 몇 안 되는 성군(聖君)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영조가 실시한 많은 정책 중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나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금주령(禁酒令)이다. 조
선시대의 금주령은 주로 가뭄이나 한재(旱災), 충재(蟲災) 
등 주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되었다. 이는 조선이 
농본주의 국가로서 농사의 풍흉(豐凶)은 국가 운영상의 중
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연유로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나 흉년일 때는 금주령을 통해 곡식의 소비를 막아 식량
을 비축하였다.74)

영조는 조선의 임금 중에서 금주령을 가장 많이 실시한 
왕으로 그 횟수가 50여 회나 된다. 영조의 재위기간이 길었
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금주로 
인한 행형(行刑) 횟수 또한 가장 많아 금주를 엄격하고, 강
경하게 시행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다.75)

영조 집권 시기에 있었던 금주령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두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영조 31년인 을해년(乙亥年, 1755년)에 나주
벽서사건76) 이후 내려진 금주령이다.

이전까지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유지하던 영조는 9월 14
일에 “경외의 군문(軍門)을 논하지 말고 제사(祭祀), 연례
(讌禮), 호궤(犒饋)77)에 농주(農酒)는 모두 예주(醴酒)로 
허락하되 탁주와 보리술은 일체 엄금하게” 하는 강력한 금
주령을 발표한다.78)

두 번째는 1762년에 있었던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

九淵) 참한 사건이다. 1762년은 영조로서는 잊을 수 없는 
해일 것이다. 바로 윤(閏) 5월 21일에 사도세자가 사망했
기 때문이다. 인과관계가 강하게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윤구연의 사건이 일어난다. 많은 신하
들이 윤구연의 집에서 발견된 빈병과 누룩덩어리가 술을 
빚고 마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니 급하게 극형을 시행하
지 말고 윤구연을 가둬서 명확히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하
지만 영조는 이들의 청을 무시하고 윤구연의 자백을 들은 
뒤 참하여 장대에 매달아 효시(梟示)하도록 하였다.79) 강
력한 금주령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남병사가 이를 어기자, 
남대문에서 도성의 백성을 많이 모아 놓고 사형을 집행하
는데 이른 것이다.80)

송절차가 등장했을 때, 사도세자의 사망과 윤구연의 사건
이 발생한 지 4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술은 금기어에 가까
웠고 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
다. 그러기에 송절차가 효과는 좋은 처방이지만 술의 형태를 
띠기에 임금에게 권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를 안
타깝게 여긴 신하들이 불가(佛家)에서 술을 곡차(穀茶)81)
라고 부르는 것처럼 송절차라고 명칭을 바꿔 복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6. 영조의 내적 갈등

상술한 바와 같이 영조는 송절차의 효과를 보면서 나름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차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술이라는 것을 본인 또한 알고 있기에 본인 행위의 모순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속내를 많이 드러낸다.

영조는 “송절차는 담에 유익하더라도 해로운 바가 없지 
않으니, 정지하고자 한다.”82), “복용하고 있지만 정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다.”83), “때로 복용하는데, 맛이 날로 
견디기 어렵다.”84), “송절차를 한 번 복용한 것이 한 개의 
난종(卵鍾) 정도가 되니, 이 또한 많으면서 맛 또한 매우 

74) 박소영. ｢조선시대 금주령의 법제화 과정과 시행양상｣. 전북사학. 2013;42:149-150.
75) 박소영. ｢조선시대 금주령의 법제화 과정과 시행양상｣. 전북사학. 2013;42:152.
76) 1755년(영조 31년) 소론(少論)의 윤지(尹志) 등이 일으킨 모역(謀逆) 사건으로 을해옥사(乙亥獄事)라고도 한다.
77) 군사에게 술과 음식을 주어 위로하는 일을 가리킨다. 
78) 조선왕조실록 영조 31년 9월 14일 乙卯.
79) 조선왕조실록 영조 38년 9월 17일 丙子.
80) 송정란. 영조대 남대문의 장소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8;21(2):275
81) 조선 시대에 진묵 대사가 술을 ‘술’이라고 부르기가 겸연쩍어 ‘차’라고 하고 마신 데서 유래한다.
82)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4일 임신.
83)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6일 갑술.
84)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7일 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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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다.”85), “나의 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하필 계속 복
용하겠는가? 맛이 술에 가까워 복용하는데, 매번 늠연(凜
然)한 마음이 있다.”86) 등의 말로 꺼림직한 마음이 들어 송
절차를 복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럴 때마다 신
하와 의관들은 “참작하여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
할 수는 없습니다.”87), “맛이 견디기 어려우면 꿀[白淸]을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88), “이것이 어찌 많습니까? 진실로 
매우 적습니다. 이 또한 천리인욕89)이 있습니다.”90), “성상의 
뜻은 돌이켜 보고 나왔지만, 효과가 이와 같은데 지금 급하
게 정지한다면 어찌 답답하고 절박하지 않겠습니까?”91) 등
의 말로 영조가 계속하여 송절차를 복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92)93)94)95) 명분을 만들어 준다.

송절차로 인해 술에 취한 기분이 들거나 그러한 모습을 
신하들에게 보여 지는 것이 싫었던 영조는 “송절차는 내가 
나물 뿌리를 먹는 방법대로 들이라.”96)거나 “지금 술맛이 
없고, 송절차 맛만 좋을 뿐이다.”97)라고 이야기하면서 술맛
이 나지 않는 송절차를 요구하여 마시기도 한다.98)99) 진연
청(進宴廳)에서 열리는 외연(外宴)에 대하여 “송절차로써 
술을 대신하여 나의 나물 뿌리를 씹는 뜻을 보이라.”명하고, 
웃으면서 “고금(古今)에 어찌 송절차의 잔치가 있겠는가?”
라고까지 말한다.100) 그럴 때마다 신하와 의관들은 또 “정
해 놓은 약물을 하루 이틀이라도 전혀 복용하지 않으니, 매
우 답답합니다.”101), “술기운을 없앴다면 기를 운행시킬 수 
없습니다.”102) 등의 이유를 들어 술맛이 나는 송절차를 복
용할 것을 권한다.

한편, 송절차를 복용한 지 1년여쯤 되었을 때 도제조 한
익모(韓翼謩)가 “송절차는 정말 성상의 체후에 유익합니다
만, 신들은 혹 지나치게 복용하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
다. 태묘(太廟)에 다시 술을 올리니, 신들은 누군들 감탄을 
금치 않겠으나, 혹 맛이 좋은 음식을 꺼리는 성덕이 조금 
느슨해질까 걱정입니다.”103)라고 금주령이 조금 완화된 상
황에서 영조가 송절차를 과하게 복용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말까지 한다.

영조 스스로 술이라고 인식 내지는 인정하는 모습도 보
이는데, 송절차가 술을 빚어 만들 수 있는 처방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절차에 들
어가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한데, 이를 줄이라
고 영조가 하교를 한다. 도제조 한익모가 “송절차는 술을 
빚는 쌀을 줄이라는 하교가 있었지만 이는 소중하게 여기
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자 영조가 “작년 봄부터 
병에 이롭다고 하여 부득이 복용하였는데, 술 빚는 쌀을 줄
여도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며 부제조 윤득우(尹得雨)에게 
송절미(中松節) 70석을 50석으로 고쳐 쓰라고 명한다.104) 
또한 각 능의 수개(修改)에 대한 고유제(告由祭)에 쓸 향을 
연화문(延和門) 밖에서 지영(祗迎)하고 사옹원에 가서는 
영조가 송절차를 가져오도록 명한 후, 여러 신하들에게 돌
아가며 취하도록 마시라고 명하고 “비록 취해서 쓰러지더라
도 허물로 삼지 않겠다.”고까지 말한다.105)

이처럼 송절차가 술이라고 인식하며 술에 대하여 많이 
너그러워진 듯한 영조가 결국에는 송절차를 더이상 복용하

85)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6월 20일 무오.
86)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9월 21일 무자.
87)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6일 갑술.
88)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5월 7일 을해.
89) 천리인욕설(天理人慾說)은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수양론으로 인간은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의 기본 윤리, 곧 천리를 지키고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0)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6월 20일 무오.
91)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9월 21일 무자.
92)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9월 18일 을유.
93)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9월 22일 기축.
94)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0월 23일 기미.
95)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1월 5일 신미.
96)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8월 6일 계묘.
97)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0월 7일 임인[계묘].
98)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1월 9일 을해.
99)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1월 11일 정축.
100) 조선왕조실록 영조 42년 8월 16일 癸丑.
101)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8월 6일 계묘.
102)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0월 7일 임인[계묘].
103)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2월 2일 병신.
104)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2월 6일 경자.
105) 조선왕조실록 영조 45년 2월 26일 己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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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북송(北宋)의 재상이 지은 시
를 인용하면서 송절차를 올리지 말 것과 양주를 금할 것을 
하교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다시는 송절차를 올리지 말라. 
범질(范質)106)의 시(詩)107)에 술을 경계한 말이 절실하다. 
기운이 날로 더욱 쇠약해지는데 양주(釀酒)를 금하지 않는
다면, 처음에는 상저(象箸)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옥배(玉
杯)108)를 만들게 되어 졸졸 흐르는 물이 마침내 강과 바다
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특별히 봉진(封進)을 정침(停寢)할 
것이니, 다시는 양주하지 말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한다.109)110)

영조는 술을 금하고 있는 국가적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
가 아니라 신하들의 강권에 의하여 임금의 질병 치료를 위
한 처방을 복용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임금의 몸은 임금의 것이 아니며, 임금의 건강은 국가의 안
위(安危)의 문제라는 명분 하에 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처
방을 복용하는 상황에서 그 명칭을 “차”로 고쳐서 부름으로
써 본인이 내린 금주령에 스스로 자가 모순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영조는 송절차의 효
과를 보면서 나름 만족하지만, 엄연히 술이라는 것을 본인 
또한 알고 있기에 본인 행위에 대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이를 신하와 의관들이 그 모순을 해소시켜 주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승정원일기에 실린 기사를 분석하여 조선 21대 왕인 
영조의 송절차 복용에 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고찰하였
다. 송절차는 우슬, 오가피, 송절 등의 재료로 술을 빚어 복
용하는 처방으로 승정원일기를 통틀어 영조 대에만 등장
하는 처방이다. 영조는 송절차가 다리의 병[각기병]의 치료
에 효과가 뛰어난 처방이라고 인식하였고, 신하와 의관들이 
‘차’라고 명명한 것을 핑계 삼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복
용하였다.

금주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긴 신하를 처벌한 상황에서 술

의 형태를 띤 처방을 복용하는 영조로서는 내적 갈등이 많
았으며, 그 또한 스스로 송절차를 술이라고 인식하였다. 영
조 대의 신하와 의관들은 왕의 몸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기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송절차를 복용해야만 하는 
명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영조의 행위를 합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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