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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bliographic Study on Introduction to Medicine (Euihak-ipmun)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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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Medicine (Euihak-Ipmun), written by Lee Chun of the Ming Dynasty, is a comprehensive medical book brought to 

Joseon in the 1600s. It directly influenced many medical books written in the Joseon Dynasty of the same period, and became a major 

citation document of Dongui-Bogam. Introduction to Medicine became a major text for medical education in 1834 and has since been 

used as a clinical primer of Korean medicine.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Joseon’s era published version of Introduction to Medicine using documentation of the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Seungjeongwon Ilgi), and a woodblock list.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the reviewer examined the existing versions 

of the book, and focused on various characteristics for comparison.

This article reveals facts which include : 1) All editions of Introduction to Medicine published at the present office are published by 

Jeolla-do provincial office (Jeolla-Gamyeong). 2)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before 1636. 3) A finely produced version (Jeongganbon) 

was published around 1760. 4) The Jeongrijache-iron type publication was published around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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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명 의가 이천(李梴)이 1580년경 저술한 의학입문(醫
學入門)은 1600년 전후의 시기에 조선으로 전래된 9권1) 
19책으로 된 종합의서이다. 동시기 조선에서 저술된 의림
촬요속집(醫林撮要續集), 침구요결(鍼灸要訣), 언해태산
집요(諺解胎産集要) 등 다수의 의서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었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주요 인용문헌이 되기도 

하 다.2)
입문은3) 17세기 전반 처음으로 혜민서 권장청(勸獎廳)

의 고강 과목으로 채택된 이후,4) 1831년에 전의감제조 이
의갑(李羲甲)의 상소로 1834년(순조 34) 식년시 의과부터 
배강과목으로 추가되었다.5) 이후 1865년(고종 2)에 간행된 
법전  전회통에 이 내용이 반 되었다.6) 이는 조선시  
의과 과목에 있어 마지막 변화로 이후 광무개혁 때 의과가 
폐지되기까지 과목이 그 로 유지된다.7) 현 에도 입문은 
주요한 한의학 임상 입문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홍세 은 
임상학습서로서의 입문의 효용가치에 한 논문에서 易을 

1) 책 권수로는 7권까지 있는데 卷首가 별도로 있고 권2는 又권2가 따로 있어 2권이 추가된다.
2) 차웅석. ｢중국의 의학입문이 한국의 동의보감에 미친 향｣.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112-127. 김중권.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

연구. 1995;11:233.
3) 이하 본고에서는 의학입문을 입문으로 줄여 쓴다.
4) 박훈평. ｢혜민서 관청지 혜국지 편제와 내용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21, 128-129. 혜국지 勸獎條를 보면 권장청에서는 매달 초

하루에 30句를 背誦하 다. 혜국지는 1778년에 重修가 완결되었다.
5) 실록 순조 31년 8월 30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원문 검색.
6) 禮典 諸科條. 본고에서  전회통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 다.
7) 박훈평. ｢조선시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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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변화의 원리 터득, 의서 저술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식 
전달방식 구현,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內外와 六氣의 구
도를 통해 체계적인 제시, 면 한 증후 분석을 통한 진단기
술 교수 등을 거론한다.8)

조선에서의 입문 간행은 기록상에서 여러 차례 보이며, 
실물도 현재까지 다수 남아있다. 조선 후기 입문은 동의
보감에 이어 판본이 많이 남아있는 의서이다. 그럼에도 이
에 한 면 한 서지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연구마다 판본 구분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초기연구자인 
미키 사카에(三 木榮)는 판본을 5종으로 보았는데, 초간본, 
초기정판본, 보각중간본, 순조 18년 내국간본 정판, 고종초
기 활자간본이다. 초간본은 만력후기간본으로 보았고, 초기
정판본은 초간본의 번각목판으로 추정했다.9) 崔秀漢은 미
키 사카에의 설을 답습하여 역시 5종으로 보았다.10) 만력
후기간본인 초간본, 초간본의 번각본, 초기정판보각중간본, 
1820년(순조 20) 내국간정판, 고종초기 활자간본이다.11) 다
만 내국중교본의 발문을 통해 간기의 1818년이 아닌 1820년 
정도로 수정한 차이만 있다.

권오민은 앞선 연구자들처럼 략 5-6차례로 확인된다고 
추정했다. 이는 조선초간본인 훈련도감활자 초간본. 17세기 
전반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초기정판본. 고사촬요(故事
撮要)에 전주에서 간행되었다고 기록된 보각중간본. 1818
년(순조 18) 간행된 판본인 무인내국중교개간본, 1909년
(융희 3) 간행된 활자간본의 5종을 이야기하고, 1792년 이
후의 생생자 목활자본을 덧붙 다.12) 무인내국중교개간본
과 생생자 목활자본 외에는 실물 사진이 없고 부연 설명도 
없다. 더구나 생생자목활자본으로 본 판본은 고종 초기의 
활자간본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다소 무리가 있다.

논자는 본고를 통하여 조선간행 입문 판본에 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먼저 승정원일기 기사를 고찰
하고, 여러 책판목록의 내용을 살피는 문헌기록 고찰을 한
다. 다음으로 현존 판본들을 서지학적으로 조사하 다. 특히 
개인 소장의 판본 실물 조사는 기존 문헌 기록만으로 불충

분했던 정보를 보완하는 측면이 크다.

Ⅱ. 본론

1. 문헌기록 고찰

1) 승정원일기13) 기사 분석

각 기사별로 먼저 원문 번역문을 싣고, 해당 원문은 각주
로 하 으며, 기사별로 내용 고찰을 하 다.

(1) 1648년(인조 26) 10월 14일 기사

① “전남(全南)도(道)에 있는 소학언해, 공자통기, 소
학, 십구사략, 삼운통고, 동의보감, 의학입문 등의 
책을 각각 서너 건씩 찍어 보내도록 하라.”14)

② 세자시강원에서 서연에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전남감 에 있던 의학입문 책판으로 책을 찍어 보내달라
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동일 날짜의 효종동궁일기 기사
에서도 발견된다.15) 같은 해 11월 19일 승정원일기 기사
에도 또 거론된다.16) 본문의 전남도는 전라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羅州牧의 강등 이후 17세기에 全州와 南原의 첫 글
자를 따서 부른 명칭이다.

(2) 1758년( 조 34) 12월 17일 기사

① 이태원(李泰遠)이 아뢰기를, “의학입문은 우리나라
에선 호 (湖營)에만 책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결(刓缺)
되어 간행할 수 없으니 의학입문은 장차 명맥이 끊어질 
것입니다.”하 다. - 중략 - 임금이 쓰라고 명하고 전교(傳

8) 홍세 , 이만군, 차웅석, 김남일. ｢임상학습서로서의 의학입문 가치｣.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1):126-136.
9) 三 木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思文閣. 1991:310.
10) 판본에 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11)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231.
12) 강순애, 김중권, 권오민, 김성수, 오준호, 채석용 外 14인. ｢선본해제 15-의서류｣. 서울:국립중앙도서관. 2013:55-56.
13) 본고에서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에서 원문을 검색했다. 원문과 번역문의 밑줄은 논자가 강조한 

것이다.
14) “全南所在小學諺解, 孔子通記, 小學, 十九史略, 三韻通考, 東醫寶鑑, 醫學入門等書, 各數三件, 亦爲從容印送.”
15) 김남윤. 역주 효종동궁일기 2. 서울:민속원. 2008:151.
16) “其中不緊缺十九史略･三韻通考･東醫寶鑑･醫學入門等書則勿爲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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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하기를, “의학입문, 의학정전을 호 (湖營)에서 다시 
정간(精刊)하도록 하라.”17)

② 호 (湖營)에서 입문을 새롭게 책판을 만들어 간행
하라고 조가 명을 내린 내용이다. 본문을 통해 입문은 
호 에만 책판이 있었는데 1758년 당시에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 (湖營)은 충청감 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그
런데 앞서 전라감 에 책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어 본 
기사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전남감  간행 이후에 
충청감  간본이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태원(李泰遠)이 
“湖南”을 “湖營”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 또한 
1758년 이후 조의 명으로 정간본이 새로 나왔는지 여부도 
본 기사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3) 1818년(순조 18) 5월 20일 기사

① 김이교(金履喬)가 아뢰기를, “작년에 의학입문과 동
의보감을 인출하여 봉진(封進)하라는 뜻으로 양남(兩南)
에 관문(關文)을 보냈습니다. 동의보감은 겨우 인출하여 
올렸지만, 의학입문은 책판이 없어서 부득이 인출하지 못
했습니다. 의학입문에 수록된 의방(醫方)은 아주 긴요하
므로 양남(兩南)에 이미 책판이 없고, 기존에 간행한 책자도 
역시 이미 없어질 지경이니 새롭게 개간(開刊) 하고자 한
다면 형세 상 양남(兩南)에 나누어 붙어야 하겠지만, - 중
략 - ” 임금이 “이 로 하도록 하라.”하 다.18)

② 1818년 당시에 입문 책판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간행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내의원 
제조 김이교의 주청은 순조에 의해 윤허되었다.

(4) 1820년(순조 20) 1월 29일 기사

① 김이양(金履陽)이 아뢰기를 “의학입문 간역(刊役)
이 이제 거의 마쳤는데 재력(財力)이 부족하여 널리 배포
할 수 없으니, - 하략 -”19)

② 1818년 내의원 제조의 주청에 의해 시작된 입문의 
개간본 간역은 1820년 1월에 거의 끝났음을 알 수 있다.

(5) 1820년(순조 20) 12월 10일 기사

①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지난달에 본원(本院 내
의원)에서 간행하여 올린 의학입문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의학의 지남(指南)으로 예전 책판이 완폐(刓弊)되었기에 
다시 세상에 간행되지 못하 는데, - 하략 -”20)

② 입문의 개간본의 배포가 1820년 11월경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 간행이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된다.

(6) 소결

① 전남감 의 입문 책판이 1648년 이전에 이미 존재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1758년 당시의 입문 책판은 완결(刓缺)된 상태 다.

③ 1818년에 새로운 입문 개간본 간역이 시작되어 1820
년에 간행 배포가 완결되었다.

2) 책판목록

책판목록이 완성된 연도 순서에 따라21) 수록된 의학입
문 책판을 조사하 다.

(1) 고사촬요(故事撮要)

17) “泰遠曰, 入門, 我國只有湖營一板, 而今則刓不能印, 入門將絶矣. - 중략 - 上命書傳敎曰, 醫學入門, ･正傳, 令湖營更爲精刊.”
18) “履喬曰, 昨年以醫學入門･東醫寶鑑印出封進之意, 發關兩南矣. 寶鑑則纔已印進, 而入門, 因無板本, 不得印出矣, 醫方中入門之書, 最爲緊要, 而兩南

旣無板本, 見行冊子, 亦幾絶種, 如欲新爲開刊, 勢將分付兩南, - 중략 -” “上曰, 依此爲之.”
19) “履陽曰, 醫學入門刊役, 今幾垂畢, 而財力不足, 無以廣布, - 하략 -”
20) “用龜曰, 月前自本院印進醫學入門矣. 是書卽醫學之指南, 而舊板刓弊, 不復印行於世, - 하략 -”
21) 윤병태. 한국 도서 목록의 사적연구. 서울:한국출판연구소. 1992:39-42. 본문에서 각 책판목록에 한 설명은 이 책을 인용하 다. 책판 작

성 시기만 최근 연구에 의해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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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사촬요 “書冊印紙數” (국중 소장본)22)

고사촬요는 책판목록은 아니지만 1636년(인조 14) 판
본 이후로 “書冊印紙數”에 입문이 수록되어있다. 책을 간
행하는데 필요한 종이는 “三十卷”이다.23) 이는 교서관에서 
간행하는 서적을 상으로 작성된 기록이므로 1636년경에 
입문 간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책판치부책(冊版置簿冊)

편자 미상으로 1740년경( 조 16)에 작성된 책판목록이
다. 전라도 등 7개도의 고을별 책판목록이다.

○ “全州, 白紙 三十五卷”24)

(3) 완 책판목록(完營冊版目錄)

편자 미상으로 1759년( 조 35) 2월에 작성된 책판목록
이다. 표제는 완 (전라감 )으로 되어있지만 삼남(三南) 
전체의 책판을 기록하고 있다.

○ “ 全州, 白紙 三十束.”

그림 2. 완 책판목록 (규장각 소장본)25)

(4)  호열읍소재책판목록(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편자 미상으로 1779년(정조 3) 이후에 작성된 책판 목
록이다. 경상, 전라도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다.

○ “ 全州, 白紙三十束十三張.”26)

(5) 고책판유처고(古冊板有處攷)

편자 미상으로 1780년(정조 4) 이후에 작성된 책판목록
이다. 해동지지 속에서 책판에 관한 기록만을 뽑았다.

○ “ 全州, 刓不用.”27)

(6) 오거서록(五車書錄)

완 책판목록을 저본으로 하여 1791년(정조 15) 이후
에 재조사한 편자 미상의 책판 목록이다.

○ “ 全州, 一秩 紙三十三束 鄕校, 刓秩. 一秩 紙三十三束
華山書院, 燒燼秩, 丁亥年.”28) 실록을 참조하면 조 정
해년(1767)에 전주에 큰 화재가 있었다.29) 

22) 청구기호 한古朝91-40.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 실.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에서 원문이용
23) 정형우, 윤병태. 한국책판목록총람.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359에서 재인용
24) 청구기호 신암 貴 549. 고려 학교 도서관의 원문검색을 활용했다. (http://library.korea.ac.kr)
25) 청구기호 奎 705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
26) 정형우,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 상. 서울:경인문화사. 1995:647.
27) 정형우, 윤병태. 한국책판목록총람, op. cit. p.359에서 재인용
28) 정형우, 윤병태. op. cit. p.359에서 재인용
29) 실록 조 43년(1767) 3월 2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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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① 1636년경에 입문 조선간본이 존재하 다. 승정원
일기에서 언급된 전남관찰  간본과 동일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전남관찰  간본의 간행 시기는 1636년 경 
이전으로 상한이 올라간다.

② 17세기 후반의 책판목록에선 책판 기록이 없다. 책
판치부책(冊版置簿冊)은 1680년(숙종 6) 이전에 완성된 
책판 목록인데 전주장판에 관련 기록이 없다. 이 시기 기존
의 전주 책판이 미상의 이유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③ 1740년에서 1779년 사이에 입문 책판은 전라감
에만 존재했다. 앞서 언급한 승정원일기 기사를 통해 
1758년에 책판이 완결(刓缺)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완

책판목록이나  호열읍소재책판목록의 책판 상태도 완
결(刓缺) 이었을 것이다. 또한 1758년 기사에서 언급된 호

(湖營)은 호남(湖南)의 오류이다. 18세기 책판목록에서 
충청감 의 입문이 없고 1758년경에는 전주에 완결된 책
판만 있어 승정원일기 기사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당시 
전주에는 의학정전 책판이 있고 충청감 에는 없다. 

④ 1791년 이후에 저술된 오거서록의 기록을 통해 전
주의 책판 보관처가 두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질씩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간행 연
도 고증은 어렵다.

2. 개인 소장본 고찰

1) 초기 전라감영간본30)

(1) 간행연도 고증

① 개인소장본 七卷上 앞표지 배접지를 보면 시전
전(詩傳大全) 권6의 체두편(杕杜編) 내용이 담긴 목판본 

낱장을 재활용하 다. 그렇다면 표지 배접지에 이용된 시
전 전 판본을 알 수 있다면 이 입문 판본의 간행시기 
또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광해조 때의 활자본 이후, 시
전 전의 목판 간행 계획이 있었으나 호란으로 중지했다
가 1629년(인조 7) 8월 다시 전라도에 정서(正書)된 책을 
보내 간행하게 하 고,31) 1630년(인조 8) 10월 실제 간행
이 이루어져 반사(頒賜)가 이루어진다(경오본).32) 이 경오
본으로 1634년(인조 12) 3월과 1648년(인조 26) 9월 세
자시강원에서 쓸 용도로 간행하게 된다.33) 그러나 기존 소
장처의 1630년 간행된 시전 전 판본 자체를 특정할 수 
없어서, 활용된 낙장 비교를 할 수 없고, 책판목록 조사로
서 간접적인 추정만 가능하다. 책판목록을 통해 17세기 후
반에서 18세기 목판간행본을 살펴보면 북한산성(北漢山城) 
태고사(太古寺), 경상감 , 안변부, 변부의 판본이 있다.34)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책판 목록에서 전주 장판이 없으므
로 경오본의 책판은 17세기 중반까지만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1630년 부터 1720년  초까지 시전 전 목
판본 간행은 전주에서 책판을 활용한 간인한 경우는 1630
년의 경오본 뿐이다. 배접지의 판본이 경오본이라면 개인소
장본 七卷上은 전라감 판이면서 17세기 판본인 초간본
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판본이 초간본 자체인지 그 판
본의 번각본인지는 불확실하다.

② 고사촬요를 통해 1636년 입문 판본이 존재했음
은 알 수 있다. 즉 초간본은 1636년 이전에 간행되었다. 앞
서 시전 전 경오본이 17세기 중반까지 남은 걸로 미루
어보면 이 입문 판본은 초간본과 간행시기의 차이가 크
지 않을 것이다. 즉 현재 보고된 입문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간인본이다.

30) 명칭의 근거 없이 논자가 다른 판본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이후 연구에 따라 초간본과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판본명이 필요할 것이다.
31) 승정원일기 1629년 8월 7일 기사. “詩傳■■■進講之冊, 而尙未印出. 胡變前將爲數字缺鋟, 而因變亂中止矣. 今當始役, 而物役■■, 未易印出. 

南方物力稍完, 正書一件, 下送于全羅道, 使之分卷, 布送于各邑刊出, 似便易矣.” ■는 원문의 결자.
32) 승정원일기 1630년 10월 10일 기사. “以政院啓辭, 傳曰, 詩傳, 百官頒賜.”
33) 승정원일기 1634년 3월 10일 기사. “侍講院啓曰, 王世子進講通鑑, 今將畢講, 以詩傳進講之意, 旣已啓下蒙允矣. 本院所儲之冊, 只有二件, 玉堂

所上之冊, 姑爲推移進講, 似當, 而若會講時, 則當八十八件. 聞全羅道有新刻板本云, 急急精印上送事, 本道監司處下諭, 何如? 傳曰, 依啓.” 1648년 
9월 27일 기사. “今聞全南道全州府詩傳, - 중략 - 校局所納紙地量宜出, 內入二件, 院上十九件, 精印上送.”

34) 정형우, 윤병태. op. cit. p.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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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七卷上 앞표지 배접지(개인 소장)

(2) 서지사항

그림 4. 三卷上 첫 면(개인 소장)

개인소장본은 전 19책 중 13책 분량 12책 낙질이다. 13책
은 首卷上下, 二卷上下, 又二卷上下, 三卷上, 四卷上下, 六卷
上下, 七卷上下을 소장 중으로 又二卷과 六卷은 합책이며 

又二卷下는 복본이다. 四周雙邊으로 半葉匡郭, 반곽크기 23.8 
×17.1 cm, 有界, 10행 19자, 注雙行, 판심은 上下內向混入
花紋魚尾인데 주로 上下內向黑魚尾와 三葉花紋魚尾이다. 특
히 흑어미의 빈도수는 다른 판본에 비해 많은 편으로 특징
적이라 할 수 있다.

고려  도서관에 1책(제 5) 낙질 소장 중이다. 광곽크기
는 23.5×16.5 cm. 청구기호. 만송 C6 A63E.

출간이력을 알 수 없는 간기가 없고 배접지를 통해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어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능화
문을 통해 략적인 간행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입문 소
장본 능화문의 경우 거북이무늬 바탕에 연꽃무늬를 새긴 
능화문(龜紋繫地蓮花紋)인데, 卷二 上下의 경우만 후 에 새
로 제책되어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배현숙이 행한 조
선왕조실록 표지의 능화문 연구에 따르면 유사한 무늬가 
숙종 초기의 인출 본에 사용되었다. 1677년(숙종 3년)의 현
종실록과 1678년의 광해군일기 수보본이 그 사례이다.35) 
거북이무늬 바탕은 1704년(숙종 30)에 간행된 단종실록부
록에도 사용되므로,36) 이 입문 소장본 간행 시기는 17세
기 중후반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입문의 책판목록 조사에 따르면 전라감 에만 책
판이 존재하므로 이 판본 또한 전라감  간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주의 책판이 17세기 후반에 없으므로 17세기 
중반으로 시기를 더욱 한정지을 수 있다. 다만 판본 이전의 
판본을 단순히 번각한 것인지 개간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기상 초간본 내지 이에 가까운 시기의 인본인 점
은 분명하다.

  

그림 5. 여러 가지 어미(개인 소장)

35) 조선왕조실록 표지의 능화문 연구에 따르면 유사한 무늬가 선조, 광해조 때의 인출 본에 사용되었다. 배현숙. 조선실록 연구서설 구:태일
사. 2002:215-216.

36) 배현숙, op. cit.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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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남관찰영 개간본(湖南觀察營 改刊本)37)

(1) 간행연도 고증

그림 6. 二卷下 앞표지 배접지(장서각 소장)38)

① 표지에 사용된 고문서를 통해 1715년경의 간본임을 
알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중 二卷下 앞표지를 보
면 “五十四年”이라는 연호가 보인다. 17-18세기 연호 중 
54년까지 가는 경우는 숭정기원무진후(崇禎紀元戊辰後), 강
희(康熙), 건륭(乾隆)이 있다. 이는 1681년(숙종7), 1715년
(숙종 41)과 1789년(정조 13)에 해당한다. 그러나 “巡察使”, 
“牒呈”이라는 표현을 보아 공문서이며 1681년 당시에는 민
간이 아닌 공적 문서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써야 하므로 
1715년과 1789년 둘 중 하나이다.

② 동일본인 개인소장본 중에 首卷上 앞표지의 배접지는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린 고문서를 활용해 만들어
졌다. 그 내용 중에 조사가 가능한 이들을 통해 고문서의 
시기를 알 수 있다. 예들 들어 전라도 담양에 거주하는 진사 
소두원(蘇斗元)은 사마방목을 보면 1699년(숙종 25)에 
진사가 된 인물로 확정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학생 소만필
(蘇萬弼), 본관이 진주, 거주지 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소
두원은 1662년(현종 3) 생인데39) 고문서에서는 53세이므로 

1715년에 생성된 고문서이다. 따라서 앞서 한중연 소장본
에서 보이던 연도는 강희 54년인 1715년이 된다.

그림 7. 首卷上 앞표지 배접지(개인소장)

③ 1715년과 가까운 시기에 저술된 책판목록인 책판치
부책을 통해 간행처를 전라감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 책판은 전라감 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일판본의 
고문서가 전라도에서 생성된 문서인 점과도 연결된다.

(2) 서지사항

그림 8. 首卷上 첫 면(개인 소장)
37) 이 판본에 한 기존 명칭은 없다. 다만 간행시기로 보아 중간본임이 확실하고, 간행처 전라감 을 합하여 명칭을 만들었다. 호남관찰 이란 

명칭을 사용한 까닭은 비슷한 시기의 전라감  동의보감 판본과 유사성 때문이다.
38)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의 원문이미지 활용
3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 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색. (http://people.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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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본은 전 19책 중 首卷上下 합본, 卷四下, 卷六上
下 합본, 卷七下의 낙질인데 6책 분량 4책이다. 四周雙邊으
로 半葉匡郭, 반곽크기 23.2×16.8 cm, 有界, 10행 19자, 
注雙行, 판심은 上下內向混入花紋魚尾인데 上下內向二葉花
紋魚尾이 많은 편이다. 초기 전라감 간본과 유사한 점이 
많아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자획 등이 달라 어느 한 판본
을 번각본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간본으로 보는 게 옳다. 한
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동일 판본이 5책 낙질 소장 중인
데 首卷上, 一卷上, 二卷下, 又二卷上, 又二卷下이다. 반곽크
기는 23.6×17.4 cm. 청구기호. C7-23B.

  

그림 9. 여러 가지 어미(개인 소장)

3) 전라감영 정간본(全羅監營 精刊本)40)

(1) 간행연도 고증

그림 10. 二卷上 앞표지 배접지(개인 소장)

① 개인소장본의 배접지에 사용된 고문서에서 “乾隆二十五
年”이 두 차례, “庚辰年”이 한 차례 발견되는데 모두 1760년
( 조 36)을 지칭한다. 소장본은 제책을 새롭게 한 흔적이 없
다. 따라서 간행 시기는 1760년경이 된다. 또한 광양(光陽)
이란 지명이 여러 차례 등장하여 간행처는 전라감 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사진은 二卷上 앞표지 배접지인데 고문
서가 뒤집혀 있는데 “乾隆二十五年 十一月 二十四日”이라는 
기록이 선명하다. 따라서 간행 시기는 1760년 11월 24일 
이후이므로 12월이나 1761년이 될 것이다.

② 1760년경의 간본이라면 앞서 언급된 승정원일기 1758년 
기사로서 생각할 때 1758년과 1760년 사이에 간역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간역에 이루어진 기간을 생각하면 소
장본은 초인본에 가깝다. 그리고 책판목록을 살펴보면 당 
기간에는 전주에만 책판이 있으므로 전라감  간본임도 확
인된다. 그렇다면 책판목록인 오거서록의 기록에서 즉 기
존의 책판은 오래 사용하여 완결(刓缺)되었고, 새로 간역한 
책판은 1767년의 화재로 소실된 것이므로 이 판본은 후자
를 지칭하게 된다.

(2) 서지사항

개인소장본은 二卷上下, 又二卷上의 낙질 3책 목판본이다. 
四周雙邊으로 半葉匡郭, 반곽크기 22.2×16.8 cm, 有界, 10행 
19자, 注雙行, 판심은 주로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인데 일부에
선 上下內向一葉花紋魚尾도 있다. 다른 판본과의 감별 점은 
본문 첫 면 좌측 상단에 따로 기재된 책수(冊數) 기록이다.

 

그림 11. 정간본의 특징적인 冊數 기록(개인 소장)
40) 이 판본에 한 기존 명칭은 없다. 논자는 승정원일기 1758년 12월 17일 기사에서 이 판본을 지칭한 “精刊”이란 표현과 간행처 전라감 을 

합하여 명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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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760년 말 경 초인되어 1767년에 화재로 책판이 
소실되었으므로 7년여의 짧은 기간에만 간인되었기에 현존
본이 매우 희소하다. 논자는 실물의 배접지를 살펴보기 전
에는 희소성이나 정서된 자획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초간
본이 아닐까 추정해 왔다. 동일 판본의 낙질 16책이 2007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286호로 지정되어있다. 소장자는 
충북 제천의 모춘상이다. 19책 중에 一卷上中, 三卷上의 3책
이 결책이다. 이외에도 개인에게 낙질이 더러 소장 중이다.

4) 정리자체 철활자본(整理字體 鐵活字本)

(1) 간행연도 고증

① 정리자체 철활자는 1798년(정조 2) 이후 고종 조까지 
간행에 활용되는데 보자(補字)에 의해 시기 구분이 일정부
분 가능하다. 의학입문 정리자체 철활자본을 희현당 철
활자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천혜봉에 따르면 이는 잘못
된 분류이다. 희현당(希顯堂)은 1699년 난곡(蘭谷) 김시걸
(金時傑)이 전라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만든 책방인데, 후손 
김계진(金啓鎭)이 1864년에 난곡연보를 만들면서 활자를 
모아 간행하면서 희현당철활자로 세간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 철활자는 정리자체 철활자를 구해서 찍은 것에 불과하
여 독립적인 철활자로 분류하기는 어렵다.41) 참고로 권오
민이 생생자 목활자본으로 말한 판본이 이 판본이다.42) 정
리자체 철활자는 생생자 목활자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만
들어진 활자로 자획이 유사하다.

② 개인소장본 五卷上의 앞표지를 보면 다른 책을 재
활용했는데 서간서식집인 한훤차록寒暄箚錄 권4 정리자체 
철활자본 내용이다. 천혜봉에 의하면 한훤차록은 활자의 
정교도로 볼 때 순조 초의 인행으로 여겨지는데, 1801년 3월
에 찍은 가례집고(家禮集考)에 이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43) 
의학입문 정리자체 철활자본는 배접지로 한훤차록을 활
용하므로 비슷한 시기의 간본으로 추정된다. 한훤차록의 
간행 주체가 입문 간행에도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림 12. 五卷上 앞표지의 배접지(개인 소장)

(2) 서지사항

개인소장본은 卷四下, 卷七上의 낙질 2책 정리자체 철활
자본이다. 四周雙邊으로 半葉匡郭 반곽크기 24×17.4 cm, 
有界, 10행 19자, 注雙行, 판심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
다. 완질은 19책으로 서발문은 별도로 없다. 조선 간본 중 
유일한 활자본으로 다른 여타의 목판본과는 확연하게 구분
된다. 또한 조선시  입문 판본 중에서 유일하게 관 간행
이 아닌 私版이다.

개인이나 기관에 완질 소장되어있으며 기관 완질 소장처
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다.

그림 13. 七卷上 첫 면(개인 소장)
41) 천혜봉. 한국금속활자 인쇄사 서울:범우사. 2012:335-336.
42) 강순애, 김중권, 권오민, 김성수, 오준호, 채석용 外 14인. op. cit. p.56.
43) 천혜봉. op. cit. p.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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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인내국중교개간본(戊寅內局重校改刊本)

(1) 간행연도 고증

조선 간행 입문 판본 중 유일하게 간기와 발문, 간행에 
참여한 원역이 기록되어있다. 판본 명칭은 간기에 의한다. 
간기의 무인년은 1818년이나 김이교가 쓴 발문은 경진년
(1820) 맹추(孟秋)에 저술 되었다. 즉 승정원일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1818년에 새롭게 개간본 간역이 시작되
어 1820년에 간행 배포가 완결된 판본이 이 판본이다.

그림 14. 무인내국중교개간본 간기와 발문(개인 소장)

(2) 서지사항

그림 15. 卷首上 첫 면 목록(개인 소장)

四周雙邊으로 半葉匡郭, 반곽크기 23.0×17.0 cm, 有界, 
10행 19자, 注雙行, 판심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다
른 판본과 구분되는 독특한 점은 첫째 모든 책마다 첫 면
에 해당 책의 내용에 관한 목록을 수록한 점이다. 둘째 발
문과 간기가 있다. 셋째 어미가 섞임이 없이 二葉花紋으로
만 구성되어 있다.

여러 입문 판본 중 가장 널리 보급되어있으며 완질 소
장처도 많다. 기관 완질 소장처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규장각, 전남  도서관, 고려  도서관 등이 있다.

6) 무인내국중교개간본 번각본(戊寅內局重校改刊本 

飜刻本)

(1) 서지사항

개인 소장본은 卷首上의 1책 낙질인데, 다른 소장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무인내국중교개간본과 동일한데 어미
만 上下內向黑魚尾로 다르다. 자획 등도 동일하므로 번각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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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무인내국중교개간본(右)과 번각본(左)의 어미 
비교(개인 소장)

(2) 간행연도 고증

그림 17. 번각본 뒤표지 배접지

개인소장본의 뒤표지 배접지를 보면 시전 전(詩傳大全) 
권17의 생민편(生民編) 내용이 담긴 목판본 낱장을 재활용
하 다. 그런데 이 시전 전(詩傳大全)의 판본은 하경룡
장판(河慶龍藏版)으로 불리는 1870년(고종 7) 간행본이다. 
하경룡장판본에서도 소장본에서 보이는 상하내향흑어미를 
동일하게 사용된다.44) 따라서 이 판본은 전주 방각본으로 
1870년 이후의 간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판본은 조선

시  판본 중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후기의 것이다. 현재까
지 알려진 완질 소장처가 없어서 19책 완질이 모두 간행되
었는가 여부는 알 수 없다. 정리자체 철활자본과 이 판본의 
존재는 의학입문에 한 수요가 당시에 상당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이름 간행년 특징
초기 전라감 간본 17c 중반 목판본.

黑魚尾가 많다.
호남관찰 개간본 1715년 경

목판본.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일부 一葉花紋魚尾
전라감  정간본 1760년 경

목판본.
본문 첫 면 상단에 

冊數 표시 有
정리자체 철활자본 1801년 경 유일한 활자본
무인내국중교개간본 1820년

목판본. 
간기 있음. 

본문 첫 면에 목록 有
무인내국중교개간본의 

번각본 1870년 경 마지막 목판본. 
어미만 다름.

표 1.  의학입문 조선 간행 현존 판본

Ⅲ. 결론

논자는 승정원일기와 책판목록을 통해 조선간행 의학
입문의 판본에 해 조사하 다. 그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남아있는 판본에 해 고증하고 여러 특성을 논했다.

논자는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첫째, 현존하는 관에서 간행한 의학입문은 모두 전라감
 간본이다. 이는 승정원일기와 책판목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의학입문 초간본은 1636년 이전에 간행되었다. 

고사촬요 “書冊印紙數”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의학입문 정간본은 1760년경에 간행되었다. 현

존본의 배접지 기록과 책판 목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이 판본의 책판은 1767년 소실됨으로서 간인된 양이 매우 
희소하게 되었다. 

넷째, 의학입문 정리자체철활자본은 1801년경에 간행
되었다. 배접지에 사용된 한훤차록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추정으로만 남겨둔 의학입문 초간본에 한 간행시기
44) 입문 번각본에서는 일관되게 사용된 반면 하경룡장판본에서는 주로 사용되면서 다른 어미의 혼입이 일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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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증은 향후 새 자료의 발굴을 요구된다. 또한 각 판본
의 완질 발견이 이루어져 판본별의 조 교감 작업이 이루
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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