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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제주목의 의료제도 및 醫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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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dical system and policies of Jeju-mok in the Joseon Dynasty

Hun-Pyeong Park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During the Joseon Dynasty, Jeju had a unique aspect that differentiated it from other regions in terms of their medical system, such as
the exclusive deployment of shimyak dispatched to Gamyeong and Barracks units due to the uniqueness of being an island. This study uses
various historical sources to verify that these differences existed throughout the medical system and procedures of Jeju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following significant conclusions were drawn:

1) Looking at the work and characters of Jejushimyak reveal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Jeju medical care in the Joseon Dynasty.
Compared to other regions’ shimyak, Jejushimyak had two limitations: it was difficult to engage in only medicine and the quality of medical
doctors declined due to the avoidance of major medical doctors’ households.

2) The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care in Jeju through Medical Cadets failed. Jeju medical science obviously played an essential role in
public health care in the early 18th century. However, there was no continuity in the garden, etc. Hyangri, who was in charge of Medical
Cadets, was in charge of various fragrances as needed. Thus expertise in medicine was lacking.

3) The cultivated herbs of Jeju’s herb field show the failure to supply herbs for institutional medicine. It was impossible to supply enough
herbs to implement institutional medicine in Jeju. In that case, it would have been necessary to discover alternative local herbs or to bring
them in from outside, but there was barely any such effort.

In conclus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Jeju fail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centrally administered institutional medicine. There was a
lack of all the entities that provided medical care and herbs that could be used for medical care. The reason that Jeju continued to follow
traditional shaman medic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because there was no other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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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 제주목은 전라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3읍을 
관할하면서 정3품 목사가 다스리는 군현이었다. 제주는 섬
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찰영과 병영 단위에 파견되는 
종9품 심약이 단독으로 배치되는 등 의료제도 면에 있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면이 있었다. 

조선시대 제주의학사에 관한 의사학적인 접근은 김호에 
의해 본격적으로 처음 시도되었는데, “周邊化”로서 제주의
료의 특성을 설명하였다.1) 그런데 김호의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 의료사를 본격적으로 정리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료 분석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김호
는 의학교수와 심약을 별개 관직으로 인식하여 동시기에 
파견된 관리로 본다. 그런데 의학교수관, 의학교유관, 심약
은 같은 관직이 시기에 따라 명칭만 변한 것이다.2)

본고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자료를 충실하게 조사하
여 조선시대 제주목만의 의료제도상 특징들을 살펴 그 의

1) 김호가 말하는 ‘주변성’이란 “제주가 지리적으로 본토와 격리되어 왕래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 특히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특별한 자연
환경과 식생을 갖춘 섬이었다는 특징”에 기인한다. 김호. ｢조선시대 제주의 주변성과 의료｣. 한국학연구. 2020;59:451-483.

2)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 2015;28(2):60-61. 이외에도 사실 분석에 있어 오류가 있다. 이는 본고의 해당 내
용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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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김호가 말한 제주의료의 “주변
화”적인 특징, 조선의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제주에 이식시
키기 위한 과정에서 성리학적 이념을 품은 목민관과 제주 
고유의 풍습에 바탕을 둔 巫醫와의 갈등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려 한다.

Ⅱ. 본론

1. 官制 및 員役

1) 醫學敎授官, 醫學敎諭官, 審藥

(1) 관제 변화

조선 제주목에서 지방 의료를 처음으로 담당했던 의관 
직임은 의학교수관이다. 의학교수관은 1393년(태조 2) 1월
에 각 도에 배치되었다.3) 제주목에는 이보다 10여년 뒤인 
1407년(태종 7) 3월 이후에 파견되었다.4) 의학교수관은 
1416년(태종 16) 8월에 그 명칭이 의학교유관으로 바뀌었
다.5) 원래 제주의학교유관의 임기는 1년이었다가 1431년
(세종 13) 4월에 30개월로 늘어나면서 馬醫方도 가르치
게 되었다.6)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를 보면 의학교유관
은 제주목에 1원이 배속되었다. 1467년과 1469년 사이에 
의학교유관은 다시 심약으로 바뀌었다.7) 제주심약 1원의 
체제는 경국대전 이전｢외관직 조｣에 규정되었고,8) 이후 
심약 제도가 혁파되는 1895년 3월까지 그 정원을 유지하였
다. 혜국지를 보면 제주심약의 임기는 1709년 이후로 2

년 단위로 체직되었는데,9) 육전조례에도 2년 임기는 유
지되었다. 제주심약 관련 관제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즉 제주심약은 임기를 제외하면 관제 면에 있
어서는 八道審藥과 유사하며 관제의 변화 또한 다른 팔도
심약을 따른다.

연월 주요 변화 내용
1407.3.9. 이후 의학교수관 1원 설치

1416.8. 의학교유관으로 변경
1431.4. 임기 1년에서 30개월로 변경

1467-1469 심약으로 변경
1701. 임기를 2년으로 정함

1895.3. 혁파

표 1. 제주심약 관제 변천

제주심약은 구료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약재진상 업무
는 상대적으로 다른 심약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었다. 18세
기 후반 혜국지 시기에는 8월과 歲初에 배지가 약재진상
을 맡았고, 19세기 전반 이후인 내의원식례와 심약식례 
시기에는 약재진상 자체를 하지 않았다.10) 지방 의생을 교
육하는 업무 외에 말의 산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생에 대
한 馬醫方 교육도 맡았다.

1640년(인조 18)에 제주에서 간행된 오자직해의 간기
를 보면 “통훈대부 행제주심약”인 韓忠敏이 감교관으로 기
록되었다(그림 1).11) 이를 통하여 보면 제주심약은 중앙에
서 파견된 종9품 관료이자 유학 지식인 계층의 일원으로서 
의학 외적인 행정 업무 또한 담당하였다. 다른 諸道審藥도 
관찰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심약이 간행 서
적의 감교관이 되는 경우는 의서 간행에 관련된 경우에 국
한된다. 의서 외의 감교 사례는 제주의 경우가 유일하다. 
이는 그만큼 제주지역의 유학 지식인 계층이 적었다는 증

3) 태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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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과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인용하였다. 

4) 태종실록 태종 7년 3월 29일 기사. “本州無良醫, 人有疾病, 不得救療。乞差通醫術明針灸者, 爲敎授官, 使之趁節採藥, 揀擇上供, 敎訓生徒, 救療
疾病.”

5) 태종실록 태종 16년 8월 10일 기사. “醫學敎授官改稱某道醫學敎諭.” 의학교유관이 심약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박훈평은 3가지 근거를 들었
다.. 첫째, 의학교유관 명칭이 심약이란 용어가 사용된 이후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각 지역의 정원과 추이변화가 심약의 초기 정원과 연결된다. 
셋째 의학교유관과 심약 업무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실록기사에서 이시애의 난과 관련하여 죽은 金郤의 관직명이다. 세조실록 1467년 6
월 6일 기시에서는 심약으로 성종실록 1471년 1월 24일 기사에서는 의학교유라 부른다. 박훈평. op. cit. p. 61. 

6) 세종실록 1431년 4월 11일 기사. “"濟州人醫業不精, 三邑病人, 未易救療. 又敎諭周年之後, 無故遞差, 非徒海外往還有弊, 受職三四朔後赴任, 七
八朔內敎訓之任, 難以責成. 乞依守令敎授官例, 滿三十箇月, 方許遞差. 按撫使考其生徒敎訓功課及病人救療之數褒貶, 能者京職敍用.. ≪馬醫方≫, 亦
別敎誨.”

7) 박훈평. op. cit. p. 61.
8) 본고에서 경국대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9) 강위빙 저, 박훈평 역주. 역주 혜국지. 서울:퍼플. 2015:23, 25.
10) 박훈평. op. cit. p. 66, 67.
11) 오기(1640), “吳子直解 濟州刊本” 원각사. 성보박물관 소장품보기DB(2021.6.6.)를 활용하였다.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1, VOL. 34, No. 2 https://doi.org/10.15521/jkmh.2021.34.2.001

- 3 -

거가 된다. 또한 제주심약이 의약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
운 현실도 반영한다.

 

그림 1. 제주간본 오자직해 刊記

(2) 제주심약 일람

사료를 통해 파악된 제주심약은 총 17명이다(표 2).12) 
이 중에서 의과 출신이 5명이며, 관력에서 당상관 이상의 
관계가 확인되는 이는 1명이다. 족보 기록에 의한 것인데 
이마저 노인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직인 3품도 1
명에 불과하다. 당상관 이상으로 승차된 이가 없다는 것은 
제주심약이 의관 경력상 좋은 이력이 되지 않았기에, 실력
있고 가계 좋은 이들이 제주심약을 기피했음을 의미한다. 
가계가 조사된 이들 중 의관 수가 많은 순서로 10위 가계 
안에 드는 이로는 崔垕(경주최씨 화숙공파), 鄭宜儉(경주
정씨 문헌공파), 玄禹成(천녕현씨), 卞弘植(밀양변씨 경성
파)의 4명이다. 또한 제주심약 이외의 다른 관력이 조사
되지 않은 사례는 7명이다. 玄禹成은 심약으로 제주에 온 
뒤로 함덕리에 정착하여 연주현씨 제주 함덕파의 시조가 
된다.13) 

이름 재임 기간 官歷 수록 문헌
1 裵敬之 1426.11.17. 이전 - 實錄
2 曺今孫 1488.閏.1.3. - 漂海錄
3 韓嗣辛 1574.2.13.-? - 眉巖日記
4 韓忠敏 1640.1. 醫科,

通訓大夫
五子直解 
濟州刊

5 趙宗式 1648.5.19.-?
內鍼醫, 

同參醫藥,
副司果

承
6 玄禹成 1663.4.1.-? 通政大夫 承
7 鄭士湛 1664.8.10.-? - 承
8 金以俊 1700.6.15. - 承
9 尹起殷 1702.4.15 醫科, 

惠民敎授 漢拏壯囑
10 崔垕 1702. 籌學, 前銜 南宦博物
11 金命坤 1732 醫科, 

惠民主簿 耽羅記
12 李禧大 1754 醫科,

典醫監正 濟州島磨崖銘
13 張應鳳 1849.6.6. - 全羅監司啓錄
14 鄭宜儉 1854.6.6. 惠民參奉 全羅監司啓錄
15 尹龜楨 1879.6.26.-

1880.6.26. - 湖南
啓錄

16 卞弘植 1885.6.24 醫科
典醫主簿

湖南
啓錄

17 金奎明 1886.1.13.-1887
. 六曹醫員 湖南

啓錄

표 2. 제주심약 목록

이상의 통계는 제주심약이 심약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
하여 우선하는 선호지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약재
진상 업무 관련된 가외의 수익이 적었을 뿐 아니라 중인 
가계들의 주 활동무대인 경기지역으로부터 멀었다는 지
리적 조건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제주심약에 대한 포폄은 5명에 대한 8사례가 알려져 있
다(표 3). 그런데 모두 “上”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들이 모두 실제 업무에 뛰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14) 제주
심약이 중앙의 의관이 선호하는 직임이 아님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 참고로 심약의 殿最는 제주목사가 근무상태를 6
월과 12월 양도목으로 평정하여 전라감영으로 보냈다.15) 
전라감사는 이를 토대로 제주심약에 대한 최종 평정을 하
여 한양으로 보냈다.

12) 趙宗侙은 趙宗式의 오기로 보았다.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47, 102, 200, 220, 276, 401, 445, 456, 
477, 487, 565, 583. 표에서 “承”은 승정원일기의 약자이다. 새롭게 조사된 의관은 다음과 같다. 崔垕. 1683.-?. 1692년 籌學 入格. 한국학
중앙연구원(201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2021.6.1.) DB는 1683년생인데 1623년생으로 잘못되어있다. 韓嗣辛. 眉巖日記 갑술년 2월 
7일 기록에 “韓嗣辛來告十三日赴濟州審藥之任, 且將以戰國策見貽.”으로 나온다. 유희춘(1566-1567), “眉巖日記”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2021.6.9.) 
張應鳳은 전라감사계록에 수록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1980-1998). “全羅監司啓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2021.6.8.)

13) 1618.5.10.-1696.5.8. 내의 方承男의 외손이다. 형인 玄禹鼎은 활인서 참봉을 지냈다. 박훈평. op. cit. p. 583.
14) 조선후기 심약에 대한 포폄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上 ”으로 기술직 관원에 대한 상급자의 포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5) 耽羅志草本 권4･舊例 이원조 저, 고창석 역. 탐라지초본 하. 제주:제주교육박물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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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일시 褒貶等第
1 張應鳳 1849.6.6. 旣歸何評, 上
2 鄭宜儉 1854.6.6. 由還奚枰, 上
3 卞弘植 1885.6.24. 曠不妨務, 上
4 尹龜楨 1879.6.26. 勤於其職, 上
5 1880.6.6 深解藥性, 上
6

金奎明
1886.1.13. 明於草性, 上

7 1886.7.16. 曠何傷焉, 上
8 1887.6.6. 稍解藥性, 上

표 3. 제주심약 포폄 기록

이상 제주심약의 소임과 인물들을 보면, 제주심약은 다른 
제도심약에 비하여 의약에만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 주요 
의관 가계들의 기피로 인하여 의관 자질의 질적인 하락이
라는 이중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제주심약이 제주지역의 
의약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라는 측면에서 이는 조선
시대 제주의료의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2) 醫生 및 藥漢

外方醫生의 정원은 1471년(세조 7) 7월에 처음 정해졌는
데, 牧의 경우 율생과 의생을 합친 정원이 15인이었다.16) 
1476년(세조 12) 1월에 의생의 정원은 10인이 되었다.17) 
경국대전 예전｢생도 조｣를 참조하면 제주목은 14인, 대정
현과 정의현은 8인의 의생이 정원으로 제주 전체에는 30인
이 정원이다. 1653년에 저술된 탐라지를 보면 당시에도 
이 정원은 유지되고 있었다(그림 2).18) 경국대전 이후로 
國典의 의생 정원 규정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4).19) 대전속록(1492년)을 보면 제주의 年少聰敏 2
인을 배정하여 전의감과 혜민서의 의학생도로 교육하게 하
였다.20) 이러한 규정이 조선후기까지 준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림 2. 탐라지･의약

연도 문헌 의생 정원
1461.7 세조실록 목 15 知官 10
1466.1 세조실록 목 10 현 6
1471 경국대전 목 14 현 8
1492 대전속록 (연소총민 2)
1653 탐라지 제주목 14
1704 남환박물 제주 62 *총원

1760-1770 탐라방영총람 제주목 24 *총원1780-1782 제주읍지
1784 대전통편 목 14 현 8
1791 신해대정현리정절목 대정현 2 *총원
1867 대전회통 목 14 현 8

표 4. 제주의생 정원과 총원 일람

1704년 이형상이 저술한 남환박물을 보면 “의생은 62
인으로 6番으로 나누어서 매월 초 5일마다 役을 선다.”고 
하여21) 국전의 규정과 차이가 있다. 6차례로 나누었으므로 
실제 근무하는 의생의 정원은 10인 정도이다. 62인은 의생
역을 감당하는 향리 전체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의생의 정원
이 아니다.22) 그런데 실제 총원에 있어서 18세기 초에 비

16) 세조실록 1471년 7월 24일 기사. 
17) 세조실록 1476년 1월 19일 기사. 
18) 耽羅志･醫藥 “醫生十四人.” 본고에서 耽羅志 원문은 이원직(1653), “耽羅志”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6.6.)을 참조

하였다. 그림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을 활용하였다. 이원직(1653), “耽羅志”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2021.6.9.)
19) 박훈평. ｢조선시대 지방 의생 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 2016;29(1):3-4. 김동전. op. cit. p.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향리층의 신분변

동｣ 사학지. 1995;28(1):222.
20) 대전속록･예전 勸獎 조. 대전속록 원문은 이극중(1493), “大典續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6.6.) 참조
21) 南宦博物･誌吏. 이형상 저. 이상규, 오창명 역. 남환박물. 서울:푸른역사. 20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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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8세기 후반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목사 이형상이 공
공의료에 치중했던 결과로 추정되는데 의생이 공공의료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의생의 주업무는 박훈평에 따르면 “고을 백성 치료, 향약 
진상 보조와 채취, 의학학습, 檢驗, 지방 囚人 치료”를 들 
수 있다.23) 제주의생의 경우 이들 업무 외에 마의방의 
간행이 중간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馬醫로서의 역할도 병
행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실명이 파악된 제주의생은 2명이다.24)
탐라지에서 “藥漢의 정원은 20명이고, 진상약재를 채

집하여 들인 뒤에 또한 군영 중의 救急諸藥을 채집함이 그 
업무”라 하였다.25)

그러나 이형상 등의 목민관이 의생을 통하여 제주의 공
공의료를 실현해보고자 하려는 시도는 의생의 수 확대 등
으로 보면26)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의생을 통한 공
공의료 시도는 심약 외의 다른 의학 관료가 없고, 사적인 
제도권 의료시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지였을 것
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의생이 세습적인 향리층의 일원으
로, 같은 인물이 여러 직임을 맡았다는 점에서 의약에 대한 
전문성은 결여 내지 부족했다. 아직 제주 향리와 의생에 대
한 자료의 부족으로 제 주지역만의 특성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제주지역도 세습적인 향리계층이 존재했으며,27) 향
리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박진철은 전라도 나주의 향
리 가계를 분석하면서 한 인물이 律生, 醫生, 肉色 등 다양
한 향임을 맡은 사례를 보여주었다.28) 즉 특정 향임이 해
당 향리의 전문성을 답보하지는 않는다. 전임 목민관에 의
한 의생 정원의 확충이 후임에 의해 연계되지 않았다면, 의
생이 의약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표 4
를 참조하면 이형상 목사 때인 남환박물지에서 의생 정
원은 62명에 달했지만, 18세기 후반의 의생 정원은 제주목 

24명에 불과하다. 대정현과 정의현의 정원을 합쳐도 18세
기 후반의 전체 정원은 18세기 전반보다 감소했다. 즉 이형
상의 의생 정원 확충은 후대에 계승되지 못했다. 정원의 축
소는 한 명의 향리가 여러 향임을 감당하는 상황을 초래하
며 의약에 대한 전문성 확충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면에 
있어 의생을 통하여 제주의 공공의료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

3) 官司

(1) 藥局

藥局은 약을 보관하고 分藥하는 장소이다. 탐라지
(1653년)를 보면 “藥局은 友蓮堂 남쪽에 위치하면서 監官
이 2인으로 一인은 심약이 겸한다.”라고 하였다.29) 友蓮堂
은 1526년 제주목사 李壽童이 판 못 옆에 있는 牧衙 내의 
정자이다. 약국의 나머지 감관 1인은 김호에 의하면 제주향
소의 좌수, 별감 등 사족으로 본다.30)

(2) 審藥房

심약방은 심약이 업무를 보는 장소이다. 탐라지를 보면 
“심약방은 대문 동쪽의 좌행랑[左衙廊]에 있었는데, 의생 또
한 모이는” 즉 의생을 교육하는 장소였다.”31) 좌･우행랑은 원
래 객사문 밖에 있다가 金錫哲 목사 때(1511년)에 觀德亭 동
쪽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약방의 위치는 큰 변화없이 이어졌
다.32) 목사 이원조가 저술한 탐라지초본(1841-1843년)을 
보면 檢律堂을 설명하면서 “審藥과 함께 쓴다.”하였다.33) 
제주검율이 한동안 파견되지 않았으나 1757년 이후로 다시 
파견되었다.34) 즉 심약방이란 명칭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22) 김호는 50여 년 만에 의생의 정원이 4배 증가했다고 잘못 분석하였다. 김호. op. cit. p. 464.
23) 박훈평. op. cit. p. 5.
24) “玄宗興. 1843.3.30..” 이원조 저, 고창석 역. 국역 탐라계록 제주목관첩. 제주:제주교육박물관. 2017:103. 濟州束伍軍軍籍簿에도 1명이 수

록되어있다. 김우철. ｢17세기 후반 제주 속오군의 편성 실태｣. 한국사연구. 2006;132:88.
25) 耽羅志･醫藥 “藥漢二十名, 進上藥採納之後, 又採營中救急諸藥.
26) 김호. op. cit. p. 461-468. 
27) 김동전. op. cit. p. 217-243.
28) 박진철. 조선시대 향리층의 지속성과 변화. 파주:한국학술정보. 2007:95-125.
29) 耽羅志･醫藥 “藥局 在友蓮堂南, 監官二人, 一人審藥兼..”
30) 김호. op. cit. p. 460.
31) 耽羅志･宮室 “審藥房在大門東左衙廊, 醫生亦接焉.”
32) 新增東國輿地勝覽 38卷･濟州牧 “左右衛 舊在客舍門外金錫哲爲牧使時移構于觀德亭東.” 신증동국여지승람 원문은 이행(1611), “新增東國輿地

勝覽” 규장학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6.6.)
33) 耽羅志草本 권2･公廨 이원조 저, 고창석 역. 탐라지초본 상. 제주:제주교육박물관. 2007:107.
34) 승정원일기 1757년 9월 3일 기사. “李宜哲, 以刑曹言達曰, 濟州檢律差送, 旣是大典所載, 則不可久闕, 亦不可以年事不豐, 輕議權減, 而年前本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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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아니었다. 남환박물(1704년)을 보면 藥房은 관덕
정 좌행랑에 있었고,35) 제주읍지(1780-1782)에도 “대문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36) 1899년에 필사된 제주군 광무3
년5월일 읍지도 탐라지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37) 즉 좌
행랑에 있는 심약방의 위치는 1511년 이후로 변화되지 않
았다. 제주가 관찰사가 머무는 관찰영이 아니라 牧에 불과
하여 행정 관청의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겠다. 그러나 심
약과 검율이 함께 공간을 쓰는 사례는 제주가 유일하다. 

(3) 藥圃

약포는 약재를 기르는 밭으로 내의원의 種藥田이나 전의
감 혜민서의 藥田과 역할이 같다.38) 즉 약전을 두어 산지 
채취에 의존하지 않고 위급한 경우에 쓰려하였다.39)

탐라지(1653년)를 보면 제주약포에서 재배하는 16종
의 약재가 나온다(표 5).40) 약전 관련 기록에서도 재배 약
종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 탐라지의 이 기록은 해당 
시기 향약의 재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탐라지･진공을 보면 16종 중에 제주에서 진상되는 품
목은 회향 밖에 없다. 즉 제주약포의 약재는 진상 목적이 
아니라 제주 내에서 사용될 목적이었다. 16종 중 세종조에 
전라도에서 산출되던 약재는 8종이다.

남환박물･지약(1704년)은 제주에서 산출되는 31종의 
약재를 기록했다(표 6).
 

약재명 국산화 세종 조 재배지
1 香薷 1430.4. 

이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2 紫蘇

1433
이전

경기, 경상, 황해, 강원
3 荊芥 경기, 충청, 황해, 강원, 평안
4 茴香 황해, 경상, 전라, 제주목, 황해
5 甖粟 경상
6 牽牛 경기, 충청, 청주목, 경상, 

전라 능성현, 동복현, 황해 등
7 白扁豆

1433. 
이전

경기, 광주목 금천현, 충청, 황해
8 靑木香 경기, 경상, 황해
9 蛇床子 충청, 경상, 황해, 강원, 평안
10 地黃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11 甘草 1451.5. (문종) 전라 나주목, 광양현, 진도현
12 當歸

1433. 
이전

전라, 진산군, 등
13 側柏 전라
14 甘菊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함길
15 紅葵花 -16 白葵花

표 5. 탐라지 수록 약포의 재배 약재

鹿茸, 松寄生, 桑寄生, 香蕈(蔈古), 陳皮, 靑皮, 梔子, 茴香, 
八角香, 零陵香, 安息香, 枳殼, 枳實, 厚朴, 苦楝根, 海桐皮, 
蓽澄茄, 石斛, 無患子, 蜀椒, 杜沖, 天門冬, 麥門冬, 香附子, 
蔓荊子, 半夏, 石鍾乳, 白蠟, 石決明, 五味子, 蔘朮(=白朮, 少)

표 6. 남환박물･지약 수록 약재 

탐라지의 약포 약재와는 회향만 공통되었다.41) 즉 약
포 약재는 주로 제주목에서 흔하지 않은 약재들 위주로 재
배되었다.

이상으로 볼 때 제주약포의 약재는 제주 내에서 사용될 
약재 중에 자생하지 않은 약재들 위주로 재배되었다.

그런데 제주 외에 조선후기 지방 군현에서 약전 및 약포
를 별도로 관에서 운영한 사례는 없다.42) 이는 민간 의료
의 성장에 따른 약재의 주도권이 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 

以其凶歉, 待豐差送事, 狀聞矣. 今則年稍豐, 本牧檢律, 依法典差送, 何如? 令曰, 依.” 
35) 南宦博物･公廨. 이형상. op. cit. p. 178.
36) 濟州邑誌･公廨 “在大門東” 제주읍지 원문은 편자 미상(1780-1782), “濟州邑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6.6.)을 

참조하였다.
37) 濟州郡 光武三年五月日邑誌･宮室 “左右衛廊舊在客舍門外金錫哲爲牧使時移搆于觀德 亭東在昔湖南援兵來接子此援兵罷後審藥檢律旗牌自廳軍及

武學鎭撫持印步兵弓矢人工匠吹 螺放砲牙兵羅將等皆接于此.” 제주군 광무삼년오월일읍지 원문은 편자 미상(1899), “濟州郡 光武三年五月日邑
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1.6.6.)

38) 약현, 율도, 여우도 등에 내의원의 종약전이 사아리에 혜민서의 약전이 있었다. 김정화. ｢여말선초 약초원의 형성 과정과 조경사적 의미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017;45(5):66.

39) 중종실록 1544년(중종 39) 11월 1일 기사. “藥田之置, 本爲種藥, 以須救急之用, 近來荒廢, 反植雜種, 其罪亦甚.”
40) 耽羅志･醫藥 “藥圃在新果園北, 種香薷紫蘇荊芥茴香甖粟牽牛絲瓜白扁豆靑木香蛇床子, 不宜土者分種他.” 세종실록 1430년 4월 20일, 문종실

록 1451년 5월 1일 기사. 세종 조 재배지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향약집성방(1433년)은 당시 국산화된 약재만
으로 구성된 처방만 수록하였으므로 이에 수록된 약재는 국산화되었음을 증명한다. 향약집성방 원문은 유호통, 노중례, 박윤덕(1433) “鄕藥
集成方” 한의학고전DB(2021.6.10.)를 참조하였다.

41) 이형상. op. cit. p. 152-153.
42) 조선전기에는 감초를 비롯한 당약재를 자국화하려는 목적으로는 시험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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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었다. 조선후기 私藥契와 약국의 형태로 사적 의료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43) 그런데 제주약포는 제주읍지 
(1780-1782) 등에도 계속 기록되었다. 즉 제주는 약재의 
재배가 계속적으로 공적인 체계 내에 남아있었다. 이는 무
당 등에 대한 지역 내 선호가 이어져 사적인 의료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던 까닭이다.44) 그러나 무속에 대한 선호는 
제도권 의학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초래되었을 점도 부정
하기 어렵다. 巫醫들이 제도권 의학에 의해 도태되는 것은 
일정 부분 치료 경험에 의한 선호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제주에서 산출되는 약재에 대한 연구는 제주목사 이형상
에 의하여 시도되었으나,45) 후임 목사들에 의해 이러한 성
과는 공유되지 못하였다. 제주는 기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약재에 있어서 육지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제주약포의 재
배 약재로는 제주 전체의 필요 약재를 수급하기가 불가능
하였다.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향토 약재의 발굴이나, 
외부에서의 반입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형상 외에는 그러한 
노력도 거의 없었다. 제주약포의 재배 약재는 조선전기 唐
藥을 향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와 비교해 볼 소지가 있
다. 국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기제의 목사가 하기에는 달
성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의 제주는 
제도권 의학을 위한 약재 수급에도 실패하였다. 

4) 醫局

醫局은 醫人이 의료를 시행하는 장소를 지칭하는데, 제주
의 의국은 관이 주도해 창설된 공적인 의도를 운영되는 성
격을 지녔다. 탐라지초본에 따르면 “1672년 목사 尹堦가 
창설하고 三邑回春局이라 불렀다. 운영 자금은 3읍에서 미
역과 전복을 내놓아 마련하고 唐材를 사들였다. 1827년(순
조 27)에 이르러 목사 沈永錫이 250냥의 사재를 내어 제주
영에서 사용할 약재 비용으로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46)

탐라지초본에 의하면 의국에는 “감관 1인, 의생 12인, 
약한 4명이 배속”되었다.47) 남환박물(1704년)을 보면 醫
局은 관덕정 좌행랑에 위치하였다.48) 조선후기 다른 지역
에서 나타난 의국과 다르게 제주의 의국은 관이 주도했다
는 점이 다르다.49) 그러나 김호가 지적했듯이 지방 향족의 
협조 없이 지방관의 노력만으로 의국 운영은 한계가 있었
다.50) 제주 의국의 운영은 김호가 말한 성리학 체계의 ‘주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착 무의와 제도권 의료의 갈등은 김호에 의해 상세하
게 논증된 바 있다. 1531년 김정이 저술한 풍토기, 1628
년 이건이 저술한 제주풍토기에도 언급될만큼 제주의 무
속에 대한 신앙은 일찍이 본토 출신 儒子들에 의해 지적받
았다. 뿌리 깊어서 18세기 전반의 제주목사 이형상은 제주
에서 100여곳의 신당을 불태우고 400여명의 무당을 귀농
시켰다. 그러나 이형상이 체직되고 신임목사 이희태가 오자 
神堂이 재건되고 의생 정원의 확대도 혁파되었다.51) 숙종
실록을 보면 제주에 여역이 유행하여 5천여명이 죽었는데 
당시 제주도민 상당수가 약물보다 무당에 기도하는 것으로 
上策을 삼았다고 한다.52)

2. 醫書 刊行 및 頒賜

1) 15세기

1429년(세종 11) 제주 按撫使에게 의서 17건을 보내어 
의생을 가르치게 하였는데,53) 구체적인 의서 종류는 알 수 
없다.

1439년(세종 21) 왕명으로 檢屍帳式을 각도와 제주에
서 목판으로 간행하게 하였다.54)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43) 김성수. ｢조선후기 사적 의료의 성장과 의업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2009;18(1):55-60.
44) 김호. op. cit. p. 474-476.
45) 김호. op. cit. p. 465-466.
46) 耽羅志草本 권4･舊例 이원조 저, 2008. op. cit. p. 23.
47) 耽羅志草本 권4･舊例 이원조 저, 2008. op. cit. p. 23.
48) 南宦博物･公廨. 이형상. op. cit. p. 178.
49) 향촌 사족이 중심이 되어 의국을 경영한 사례는 상주지역의 存愛院과 영주지역의 濟民樓가 대표적이다. 김형수. ｢임란직후 상주 지역질서의 재

편과 존재원｣ 국학연구. 2016;30:451-483. 김호. ｢16-17세기 조선의 지방 의국 운영-경북 영주의 제민루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018; 
37:391-432.

50) 김호. op. cit. p. 463-464.
51) 김호. op. cit. p. 474-477.
52) 1714년(숙종 40) 8월 16일 기사.
53) 세종실록 1429년 1월 29일 기사. “今送醫書十七件, 其敎誨醫生, 以救疾病.”
54) 세종실록 1439년 2월 6일 기사. “命 漢城府 刊行檢屍狀式 又傳旨各道觀察使, 及 濟州 安撫使, 刊板摸印 頒諸道內各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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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세기

윤봉택에 따르면 문헌 기록상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의가류 책은 5종이다(표 7). 이 중 馬牛方은 新編集成馬
醫方과 新編牛醫方의 합본이다.55) 이후 고책판유처고 
등에 기록된 책판 “馬醫”는 모두 동일한 책으로 추정된
다.56) 따라서 실제는 3종이다.

간행 연도 현존 유무 문헌 근거
신편집성우마의방 1633 ○ 현존본

신편우의방 1633 ○ 현존본
구급방 1653 이전 미상 탐라지
경험방 上同 미상 탐라지
마우방 上同 ○ 탐라지

표 7. 17세기 제주의 의서

新編集成馬醫方(附新編牛醫方)은 趙浚, 金士衡 등에 
의해 저술되어 1399년(정종 1)에 제생원에서 처음 간행된 
수의서이다.57) 新編牛醫方이 뒷부분에 합책되었다. 제주
개간본은 본문 말미에 “崇禎六年正月 日 濟州開刊”가 있어
서 1633년(인조 11) 1월에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그림 
3).58) 현재 소장처는 고려대학교, 일본 도쿄 동양문고, 대
마도역사민속자료관, 杏雨書屋이 알려져 있다.59)

救急方과 經驗方은 현존본의 간기에서 조사되지 않
아서 제주간본의 현존 유무는 알 수 없다.60) 또한 동일 표
제의 이종 의서가 존재하여 간행 저본이 무엇인지 불확실
하다. 다만 탐라지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1653년 이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61)

 

그림 3. 제주개간본 신편집성마의방 서문과 刊記

3) 18세기

1781년 제주읍지 기록 책판 중에 의서는 “馬醫” 밖에 
없다(그림 4).62) 이는 신편집성마의방을 말한다. 구급방
과 경험방은 책판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제주읍지･책판
55)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34, 46, 51, 87. 윤봉택, 노기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 서지학연구. 2006;34:263.
56) 김우리. ｢조선후기 제주 지역 서적 간행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50.
57) 정의민. ｢신편집성마의방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3-5.
58) 이미지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으로서 조정준, 김사형(1633), “新編集成馬醫方”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DB(2021.6.1.)를 활용하였다.
59) 이정현. 한의학고서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9:394-396. 국립중앙도서관(2006).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DB(2021.6.1.)
60) 김우리는 1466년 세종실록의 기사(6월 13일)를 토대로 하여 제주에서 救急方이 간행된 것으로 보는데 해당 실록 원문을 보면 “八道”라

고만 하여 제주에서의 반사 유무는 불확실하다. 김우리. ｢조선후기 제주 지역 서적 간행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50. 윤봉택은 救
急方을 박영 저작으로 보고 있으나 근거가 없다. 윤봉택, 노기춘. op. cit. p. 268.

61) 이외에 개인 소장의 침구경험방(허임, 1644년) 필사본 중에 제주에서 1648년 간행 간기가 기록된 판본이 있다. “順治五年戊子仲秋 日 濟州
開版” 그러나 이 필사본에 대한 문헌 근거가 없어 판단은 유보한다.

62) 그림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을 활용하였다. 편자 미상(1780-1782), “濟州邑誌”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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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목의 의료제도 및 의정 전반에 
걸쳐 여러 사료로서 고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제주심약의 업무와 인물들을 보면, 조선시대 제주
의료의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제주심약은 제주지역 의
약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였다. 그러나 제주심약은 다
른 제도심약에 비하여 의약에만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 주
요 의관 가계들의 기피로 의관 자질의 질적인 하락이라는 
이중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제주는 심약 근무처로서 다
른 지역에 비하여 우선하는 선호지가 아니었다. 이는 약
재진상 업무 관련된 가외의 수익이 적었을 뿐 아니라 중
인 가계들의 주 활동무대인 경기지역으로부터 멀었다는 
지리적 조건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제주심약은 
단순한 기술직 관료가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이자 
유학 지식인 계층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의생을 통한 제주의 공공의료 구축은 실패하였다. 
제주의생은 18세기 초반 공공의료에 있어 분명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원 등에서 연속성은 없었다. 의생을 
맡은 향리는 필요에 의해 여러 향임을 맡았다. 따라서 의약
에 대한 전문성은 결여 내지 부족하였다.

셋째 제주약포의 재배 약재는 제도권 의학을 위한 약재 
수급의 실패를 보여준다. 제주약포는 관에서 주도하여 제주 
내에서 자생하지 않은 약재들 위주로 재배되었다. 제주는 
기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약재에 있어서 육지와 많은 차이
가 있었다. 제주약포의 재배 약재로는 제주 전체의 필요 약
재를 수급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향토 약재의 발굴이나, 외부에서의 반입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형상 외에는 그러한 노력도 거의 없었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 제주는 중앙에서 행해지는 제도권 
의약에 대한 기반 구축이 실패하였다. 의료를 시행하는 주
체, 의료에 쓸 수 있는 약재 등이 모두 결여되거나 부족하
였다. 조선후기 제주 의료에 대하여 조선의 성리학적 이념
의 이식 과정에서 제주 고유의 풍습에 바탕을 둔 巫醫의 
갈등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선후기 제주가 전래의 巫
醫를 계속적으로 따른 것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의생에 대한 연구는 제주향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
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향족에 대한 연구가 심화
되어서 제주의생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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