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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譯 編註醫學入門의 편찬 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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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hagipmun was a medical book published by Leecheon during the Ming Dynasty of China in the 16th century and was introduced
to Korea during the mid-Joseon Period. This text greatly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Donguibogam, an important work in
Korean medicine. This study confirms that many medical professionals of the Joseon Dynasty loved the Uihagipmun and that the
Uihagipmun was very important during the Joseon Dynasty. Since then, the status of the Uihagipmun in Korean medicine continued to
be emphasized by Korean medicine doctors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translation of the Uihagipmun began in the
1970s as part of the classical Korean medicine translation projec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medicine group “Hanbanguiuhoe”.
However, due to a lack of funds, the translation was delayed and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on October 10, 1974. Writings of
those who led the translation at that time show that the translation of the Uihagipmun thought that the exact translation of the
Uihagipmun in Korean medicine could lead to the scientific and modernization of Korean medicine. Therefore, Gugyeok pyeonjuuihagipmu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ere translation, but as a medical book of important value in Korean med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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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醫學入門은 동의보감과 함께 한국 한의학에서 많이 애
독된 서적이다. 특히 조선 중기에 중국에서 유입되어 東醫
寶鑑의 내용구성에도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東醫寶鑑에 인용된 醫學入門 조문의 숫자가 2714
조에 달하여1) 인용된 의서들 가운데 본초 다음으로 많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醫學入門의 중요성은 점차 증
가하여 조선 후기인 1831년 醫學入門이 醫科取才의 考講
書로서 지정 활용됨으로써 정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고2) 

조선 중기 이후로 醫學入門의 활용이 활발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醫學入門은 일제강점기 및 근현
대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한의학에서 임상서적
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醫學入門
에 대한 연구는 단지 중국 의서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한
국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醫學入門이라는 서적 자체의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로
는 차웅석과 김남일에 의해 그 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있으며3), 이것에서 더 나아가 의학입문이 동의보감에 어
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차웅석의 연구가 존재한다4). 
그리고 한의학의 임상 학습 분야에서 醫學入門이 가지는 
가치에 대하여 홍세영 외 3인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있
다5). 또한 醫學入門이 조선후기 의과시험의 교과서로 지

1)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葯出版社. 1995:79.
2)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126.
3) 차웅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편제분석｣. 경희대학교논문집. 1999;22(1):66-84.
4)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111-128.
5) 홍세영, 이만군, 차웅석, 김남일. ｢임상학습서로서의 醫學入門의 가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1):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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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과정과 그 이유를 탐색한 국수호의 연구가 있다6). 하
지만 醫學入門의 번역본인 國譯 編註醫學入門과 이것
이 번역되는 과정에 대한 논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醫學入門의 한국 한의학에로의 수용
과정에서 國譯 編註醫學入門의 출간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國譯 編註醫學入門은 일제 강점기 
이후의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醫學入門을 전달
하기 위해 한국 한의학계에서 시도된 사업이므로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으나 상기하였듯이 아직 國譯 編註醫學入門
자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
서는 조선중기부터 시작된 醫學入門의 한국한의학에로의 
수용에 대한 역사를 고찰하여 醫學入門이 한국한의학에
서 중요한 서적으로 간주되었으며 韓方醫友會에서 國譯 
編註醫學入門을 번역 하고자 한 것도 또한 한국 한의학의 
이러한 역사적 흐름 위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國譯 編註醫學入門의 출판 진행 과정을 
韓醫師協報의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당시의 사람들이 國
譯 編註醫學入門을 단순한 번역과정 이상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國譯 編註醫學入門편찬 사업에 대한 중
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의학사에서의 醫學入門

醫學入門은 16세기 중국 明나라시기에 李梴이 간행된 
의서로서, 그 시기는 이전 시대인 金元時代의 많은 학자들
이 의학경전으로 간주되는 黃帝內經과 傷寒論 등의 서
적들을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의 이론과 의학의 
실제 치료기술을 재정립한지 100여 년이 지난 시기였다. 따
라서 금원시기에 많은 의학자들이 제시하였던 이론과 기술
들이 더욱더 체계화되고 보편화되었다.7) 李梴은 이러한 배
경에서 그 당시의 성과들을 정립하여 醫學入門을 저술하
였으며 조선 중기에 중국에서 유입되어 東醫寶鑑의 저술
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많은 의학자

와 儒醫들이 醫學入門을 읽고 공부하였으며 醫學入門
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 중기의 名
臣인 柳成龍을 들 수 있다. 西厓 柳成龍(1542~1607)은 安
東 陶山에서 退溪先生으로부터 心學을 전수받아 儒學者로
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25세에는 文科에 급제하여 관
리의 길에 들어선 인물로 정치가로서 뿐 아니라 유학자로
서의 한국 역사에 남는 저술을 많이 내었다. 예를 들어 西
厓集, 懲毖錄, 愼終錄, 永慕錄, 觀化錄, 亂後雜錄, 
喪禮考證, 戊午黨譜, 雲巖雜記, 鍼灸要訣, 醫學辨證
指南 등이 그것이다. 그의 저술 속에는 鍼灸要訣과 醫
學辨證指南의 두 醫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 鍼灸要訣
은 유성룡이 직접 醫學入門을 읽고 공부하여 저술한 서
적으로8) 당시 醫學入門의 가치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다. 그 서문에서 柳成龍은 “근세 중원에 醫學入門이라
는 책이 있는데 素問과 難經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諸
家의 학설을 절충한 것이다.”라고 말하여 醫學入門이 수
준 높은 의서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醫學入門의 처방에서도 복잡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醫學
入門이 비록 제목에 ‘入門’이라는 말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초보자를 위해 기본 이론만을 정리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
다. 醫學入門은 다양한 종류의 기존 의서들을 종합하여 
더욱더 활용성 높은 종합의서를 지향하여 단순한 입문서를 
넘어선다.9) 柳成龍은 약물 처방 대신에 침구학을 쉽게 정
리하는 시도를 한다. 그래서 그는 醫學入門의 鍼灸學 내
용을 정리하여 鍼灸要訣을 만들어내었는데, 그 중점은 특
정 질병에 정확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要穴의 정리이며, 簡
易한 필치로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서술하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純祖18年(1818)년 醫學入門의 조선판을 改刊하
면서 “內局重校 戊寅改刊 題重刊 醫學入門後”라는 제목으로 
金履喬가 쓴 跋文을 보면 조선시기 醫學入門이 조선의 
학자들과 의학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서적이였는지 알 수 
있다.

위의 醫學入門은 명나라의 李梴이 모은 것으로 源流가 
잘 갖추어져 있고 門路가 바르니 의학을 공부하는 자
들이 指南書로 본다. 萬曆庚辰인 1580년에 만들어져 

6) 국수호. ｢조선시대 의과시험 교재로서의 醫學入門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1-10.
7) 차웅석, 김남일. ｢醫學入門의 편제분석｣. 경희대학교논문집. 1999;22(1):67.
8) 김종호. ｢서애 류성룡의 의약 분야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논집. 2004;33(0):64.
9) 홍세영, 이만군, 차웅석, 김남일. ｢임상학습서로서의 醫學入門의 가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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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해진 판각이 우리나라에 요처에 보관되었는데, 
임진년의 병화 이후에 양평군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과 
더불어 서로 선후하여 의서의 판각으로 우리나라에 있
는 것은 겨우 이 몇 책일 따름이었다. 戊寅年인 1818
년 봄에 내가 內醫院에서 提擧를 하였는데, 모든 醫師
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년 겨울에 내의원에서 
兩南道에서 入門과 寶鑑을 인쇄하여 올리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寶鑑은 嶺湖南에서 모두 인쇄하여 올렸지만 
오직 入門은 湖南에 옛 판본이 있으나 이미 닳아 없어
져서 인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醫書의 存亡
과 醫學의 盛衰는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의
원의 근심입니다. 무릇 提擧께서 도모하시는 것이 마
침내 주효하여 관동의 人蔘 공물로 생긴 남은 돈을 취
할 뜻으로 내의원에서 기술자를 모집하여 인쇄합시
다.” 무릇 모든 의사들의 말은 좋은 말이로다. 내가 일
찍이 벼슬아치로 남북을 노닐면서 후미진 먼 여염집 
사이에서 그 흩어진 책들을 얻기도 하였다. 모든 古方
들은 국초에 인쇄된 판본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
니 이에 醫書의 板刻이 옛적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없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醫道도 이에 따라 조금 쇠퇴하
니 어찌 그것을 증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릇 사람
의 技術은 반드시 性에 通하여 익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性을 품부받은 사람은 항상 갑자기 멈춤이 
있지 않으니 혹 익힌다 해도 耳目에 접속되지 않으면 
소통하여 術을 이룰 수 있으리오. 책을 널리 배포하여 
집에서 쳐다보고 집마다 익혀 사람과 책이 서로 만나
면 또한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자가 그 사이에 
나올 것이니 내가 인쇄를 하여 가만히 기다리노라.10)

이어서 “上之二十年 庚辰 孟秋 安東金履喬 謹識. 校正 崇
祿大夫 行 知中樞府事 吳千根. 折衝將軍 僉 知中樞府事 兼
五衛將 玄在德. 折衝將軍 僉 知中樞府事 兼五衛將 慶輯. 監
印 僉 知中樞府事 兼五衛將 玄在德. 折衝將軍 僉 知中樞府
事 兼五衛將 慶 輯”이라고 관련 인사들을 나열하고 있다.11) 
관련 인사가 金履喬, 吳千根, 玄在德, 慶輯 등이다. 당대의 
유명학자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발문은 1820년 안동김씨인 金履喬가 썼다. 金履喬는 
순조시기에 이조판서･평안도관찰사･병조판서･형조판서･공조

판서･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1831년 우의정에 올랐던 인
물이다. 吳千根은 醫官出身으로 崇錄大夫까지 오른 인물이
다. 玄在德은 의사 집안에서 성장하여 어릴 때부터 의학을 
수업하면서 학문을 연마하는 데 힘써서 의관으로서보다 문
인이나 서예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경집은 
1801년에 醫科考試인 辛酉 式年試에 三等으로 전체 4위를 
한 醫官이었다.

각종 사료에서 醫學入門이 언급된 기사를 통해 醫學
入門 도입의 경위를 살펴보면 최초의 도입 시기는 醫學
入門이 저술된 1580년경과 東醫寶鑑이 완성된 光海2年
(1610) 사이라고 할 수 있다. 仁祖26年(1648)에는 承政
院日記에서 왕세자의 書筵에서 사용할 서적에 관한 기사
에 醫學入門의 판목이 존재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조선판의 醫學入門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承政院日記 英祖22年(1746) 6월 18일의 
기사에는 醫官 許坫(1649-1732)이 醫學入門을 외우는 
습관을 지녔다는 언급이 있으며 英祖34年(1758) 12월 17일 
기사에는 醫官 李泰遠의 건의로 英祖가 醫學入門, 醫學
正傳, 東醫寶鑑을 찍을 것을 명하였다는 언급이 있다. 承
政院日記 正祖 卽位年(1776) 6월 7일 기사에는 궁궐에 소
장된 醫學入門이 최소 4질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고, 같
은 해 6월 12일 醫學入門만 공부하여서 正祖에게 힐난을 
받은 의관들에 관한 기사를 통해 醫科 시험에서 醫學入門
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正祖2年(1778) 惠局
志에서 醫學入門을 매 초하루 30구절씩 시험 보았다는 
언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惠局志가 성립된 肅宗45年(1719)
에서 正祖 卽位年(1776)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醫學入門
이 이미 비공식적인 시험교재로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純祖31年(1831) 醫學入門이 背講 교재
로 선정이 되었으며 高宗2年(1865)에는 大典會通에 공식
적인 교재로 명기되었다.12)

이후 일제강점기 한의학의 존립이 위협받는 시대를 지내
면서도 醫學入門은 여전히 중요한 한의학 서적으로 간주
되었다. 특히 晴崗 金永勳(1882-1974)이 醫學入門을 중
요시 하였다. 晴崗 金永勳은 근현대 한의학의 역사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
고 한의사들을 제도적으로 소외시킬 때 김영훈은 재야에서 
한의학의 교육과 보급에 힘썼다. 특히 東濟醫學校의 설립, 

10) 李梴. 編注醫學入門. 서울:高麗醫學. 1989:607-608. 김남일 번역.
11) 李梴. 編注醫學入門. 서울:高麗醫學. 1989:607-608.
12) 국수호. ｢조선시대 의과시험 교재로서의 醫學入門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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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家一志會의 구성, 全鮮醫會의 창립, 東洋醫藥協會의 창립, 
東西醫學硏究會의 창설, 京畿道立醫生講習所의 운영, 朝鮮
醫士會의 창립, 二元制國民醫療法의 통과, 大韓韓醫師會의 
창립 등의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金永勳과 관련있을 정도
로 金永勳은 근현대 한의학계에 깊은 족적을 남긴다.13)

그러한 그가 제자를 가르칠 때에는 醫學入門을 외우게 
하는 교육을 통해 醫學入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
였다. 또한 평생에 걸친 의학의 실천 끝에 “이론적 근거는 
入門에서, 찾고 方藥의 근거는 寶鑑에서 찾으라”는 금언을 
남겨서 비교적 명쾌하게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이 한국 
한의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정의하였다.14)

일제시기 학술 잡지에 연재되는 의학 기사에서도 醫學
入門의 중요성을 당시 한의학자들이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李聖宿(1907∼?)은 1971년 醫林 제87호
에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李聖宿은 성신한의원 원장으로서 1972년 
大韓運氣學會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952년 한의사 시
험에 합격하고 1969년에는 한지의사에도 합격하여 한의와 
양의 두 의학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었다. 1952년부터 서
대문구 중림동에 성신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1970년 고전의학번역위원에 위촉되어 醫學入門
번역사업에 참여하였다. 醫學入門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醫學의 궁극의 目的이 疾病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과 
同時에 治病의 效率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본다면 醫者가 된 
이상, 難澁하고 理解하기 困難하지만, 울면서 芥子먹기로 
不得已 古典을 硏究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
韓漢方醫友會에서 醫學入門을 飜譯하게 된 것도 理由가 여
기에 있는 것이다.”15)라고 주장하였다.

李聖宿의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基本敎書의 必要性’, ‘史的考察’, ‘入門書로
서의 價値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논문에서 
李聖宿은 입문서의 번역과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예로 醫學入門을 들고 있다. 李聖宿은 醫學入門이 集書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닌 諸家의 장점을 
모아 놓았기에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16)

醫學入門을 강조한 근현대 한의학자의 예로 또한 韓南
洙(1921-1997)를 들 수 있다. 韓南洙(1921-1997)는 광

주광역시 계림동에서 남성한의원에서 진료하면서 한의학의 
이론을 공부하여 각종 연구 성과를 낸 광주지역의 한의학
자였다. 韓南洙의 글을 모아 石塘 理氣 韓醫學이라는 이
름으로 책을 편저한 金性銓은 스승 韓南洙를 “韓國이 낳은 
世界的인 大碩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韓南洙는 학식이 높
았다.

1962년 韓南洙는 醫學入門(臟腑論)이라는 제목의 소
책자를 간행한다. 광주시 계림동 소재의 南城 한의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注釋은 韓南洙 본인이 붙이고 인
쇄자는 宋泰炅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李梴의 醫學入門
에 懸吐를 붙이고 끝부분에 자신의 견해를 ‘附錄’이라는 이
름으로 덧붙인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가 평소에 持論을 여
겼던 ‘物理論’이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韓南洙는 
이 책에서 ‘難句註釋’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글을 작성하
였는데 모두 醫學入門의 臟腑論에 등장하는 난해한 부분
을 해설한 것으로 1960년대의 한의학에서 醫學入門을 어
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醫學入門은 일제강점기와 근현
대기를 거치면서도 한의학자들에게 계속 중요한 의서로 인
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학입문 번역사업의 경과

이와 같이 한국한의학에서 중요한 醫學入門의 번역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70년 1월 15일 한의사 단체
인 漢方醫友會에서 한의학 고전 번역사업의 일환으로서 醫
學入門 번역 작업을 시작한다. 1970년 1월 15일 이사회가 
개최되어 임원진이 당시로서는 거금인 200만원을 갹출하기
로 하였으며 醫學入門 번역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장 李炳幸先生은 고전 번역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를 하였고, 趙錫奉會長은 실제적인 발전사업인 번역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을 경하한다고 격려사를 하였다. 이
날 꾸려진 번역위원은 학술부장 蔡仁植, 운영위원장 崔鴻
銓,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李翼淳, 번역위원장 鄭福鉉, 번역
위원 鄭福鉉, 蔡仁植, 安秉國, 李昌彬, 金東明, 李聖宿, 申佶
求, 李炳幸 등이다.17) 1970년 1월 29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13) 차웅석. ｢청강 김영훈과 수세현서｣. 한국의사학회. 2001;14(2):249.
14) 홍세영, 이만군, 차웅석, 김남일. ｢임상학습서로서의 醫學入門의 가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29(1):126.
15) 李聖宿.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 醫林. 1966;제87호:1.
16) 李聖宿.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 醫林. 1966;제87호:1-9.
17) ｢韓醫師協報｣. 1970.01.30. 제4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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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醫學入門의 번역 방식에 대하여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로 하였으며 醫學入門의 번역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29일 開催된 번역위원회에서는 醫學入門의 번역 방식
에 대한 意見이 交換되었는데 우리나라 韓醫學界에서 
가장 權威 있는 學者들의 高度한 意見이 綜合되어 앞
으로의 번역사업이 활발하게 進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날 會議에서 學術委員長 李炳幸씨는 開催
辭를 통해서 古典整理事業의 莫重한 任務完遂는 우리
들에게 부하된 義務하고 말하고 課業을 完遂하기 爲해 
高名한 여러 先生을 보시게되어 感謝하는 동시 可能한 
速時日 안에 번역이 완료 한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趙錫奉 醫友會長은 격려辭에서 韓醫學의 實際的인 發
展事業에 着手하는 이 모임을 慶賀한다고 말하고 目標
한 번역事業이 빠르면 빠를수록 韓醫學界에 福利를 주
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최선의 努力있기를 당부했다.18)

이와 같은 기대는 1970년 3월 30일 월요일 기사에도 그
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조롭게 전체 분량
의 5분의 1이 되는 분량이 진행되어 원래 예정한 기간보다 
번역사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밝히면서 일부의 부
정적인 전망들을 일축시키고 있다. 이는 醫學入門 번역사
업에 대해 한의계 모두가 찬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는 기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다.

이날 會議는 그동안 번역된 원고를 相互檢討하고 번역
업무에 대한 發展的인 意見을 교환했는데 각위원들이 
번역한 進行業績은 전체의 약 20%가 完了되었는데 이
와 같은 성과가 持續된다면 豫定期限인 6월 안으로 번
역이 완료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李
炳幸 學術委員長은 우리 韓醫學界 一部에서 번역사업
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說도 있는듯한데, 그 문제
는 秋毫도 염려될 바 없음을 다짐하고 製本이 될 때까
지의 工程科程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이에 隨伴되
는 經費調達도 確保되어 있다고 다짐했다.19)

韓醫師協報 1970년 4월 15일 수요일에는 편집위원장 李
炳幸先生의 ‘醫學入門번역과 이에 따른 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1. 번역사업의 목적, 2. 의학입문 번
역 위원회 설치, (창립시기 및 장소, 협의사항, 윤문부설치, 
소요경비, 번역제정위원회 설치, 월례회), 3. 의학입문을 번
역하는 이유, 4. 번역기금 조성 계획, 5. 도서실 설치 계획 
등의 순서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醫學入門을 選擇한 理
由에 대해 李炳幸先生은 “古典이라 함은 그의 範圍와 種類
가 許多하나 民族精神上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許浚先生의 
東醫寶鑑을 들 수 있으되 此書는 34種의 出版物이 있으므
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活用中이며 希望하기 때문이었
다.”20)라고 하여 醫學入門이 비록 한국에서 만들어진 의
서는 아니지만 한국 한의학에서 중요한 의서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李炳幸先生이 “무수한 비난과 공격이 있었
다”21)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1970년 3월 30일 월요일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학술사업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
로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병행 선생은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번역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짐하며 
“이 問題의 根本的인 解決과 先決策은 古典번역이 關鍵이 
된다 함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根本的인 요
소를 內包하고 있는 古典의 理解가 不足하거나 或은 그릇
될 時는 科學化와 現代化事業의 目的은 虛事가 된다 함은 
明亦觀火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古典의 번역을 完遂하므로
써 斯學을 계승함과 同時에 後學에 對한 硏究의 土臺가 되
기를 바라며 貴重한 古典이 後日은 썩은 보배가 되지 않으
기를 바라는 바이다.”22)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고전의 올바른 번역이 고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것이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기여한다고 이해한 점이다. 이것은 비단 李炳幸先生 혼자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醫學入門 번역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러한 의견에 동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韓醫師協報 1970년 3월 30일 월요일 기
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용기사는 密陽邑 內洞 金韓醫院長인 金基南이 작성한 글
이다. 金基南은 醫學入門 번역에 직접적인 참여를 한 사
람은 아니지만 醫學入門 번역이 한문의 학습 등의 많은 
이득을 줄 것이며 특히 미래세대가 한의학을 과학화 하는 

18) 상동.
19) ｢韓醫師協報｣. 1970.03.30. 제52호. 4면.
20) ｢韓醫師協報｣. 1970.04.15. 제53호. 2-3면.
21) 상동.
2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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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그렇
기 때문에 醫學入門 번역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훌륭
한 번역본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있다.

다시 부연을 加한다면 譯文 밑에 原文을 삽입해서 兼
備되면 譯文과 原文을 一目瞭然하게 참조도 할 수 있
어 便利하고 또한 譯文과 原文을 同時에 參考하게되면 
어려운 漢文도 自然中에 工夫가 될 것이므로 一擧에 
兩得하는 收穫을 거둘수 있읍니다. 그리고 後學을 爲
해서도 便利하면 많은 歡迎을 받을 것입니다. 洋方醫
學書籍은 敎材에도 譯文에도 原語를 달어 놓았음으로 
時間的으로나 精神的으로도 지나친 勞苦가 必要할 것 
없이 편리하게 되어있으니 韓醫藥書籍에 比해서 力半
에 功倍하는 能率을 걷을 수 있어 그야말로 書籍부터
가 科學的이라고 하겠습니다.......그래서 이렇게 科學化
의 先導를 위해서 報拗하게 硏究하는 勉學들을 위해서
도 便利한 書冊을 편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韓醫學은 어디까지나 古典에 依해서 現代化의 발굴을 
探求하고 있는 것임으로 完璧한 번역을 거듭 强調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飜譯에 對한 主觀性과 客觀性도 各
者 意識에 따라 裁量해보고 초탁해보는데도 다시없는 
素材가 되므로 어떤 飜譯版이던 간에 원문이 탈락되면 
있으나 마나한 存在가 된다는 것을 다시 밝혀둡니다.23)

1970년 7월 23일에 제7회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醫
學入門 번역이 55% 완성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 때 
1970년 연내에 출판할 것을 목표로 강력하게 실행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해 12월 
2일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醫學入門 번역사업은 다시 
암초를 만나고 만다. 이에 위원장 李炳幸先生은 자신의 출
간 예정인 鍼道源流重磨 판매에서 생긴 수익금을 투자해서 
번역 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鍼道源流
重磨 관련 강의를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24)

1971년 6월 26일이 되면 趙錫奉會長이 개최한 임원회의
에서 李炳幸의 鍼道源流重磨 1000부를 출판해서 이를 회
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수익금으로 번역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1971년 6월 30일 韓醫師協報 기사에

는 당시 趙錫奉會長의 결정을 전하고 있다.

韓方醫友會는 26일 하오 7시 혜화동소재 趙錫奉會長
宅에서 임원會議를 개최하고 입문발간에 대한 최종결
정을 내리는 동시 정기총회를 7월 중에 개최키로 결정
했다. 이날 임원會議는 趙錫奉會長司會로 진행되었는
데 趙會長은 開催辭를 통해서 ｢의학입문 번역을 착수
한지 1年여개월이 되도록 완성을 보지 못한데 대해 미
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최종방안을 決定짓기
위해 임원 會議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討議事項
인 醫學入門 出版件에 들어가 李炳幸 學術委員長의 經
過報告를 듣고 그 方案을 討議 끝에 一部가 남은 原稿
를 완료해서 出版에 着手키로 하는데 李炳幸 學術委員
長이 私財로 出版 準備中인｢鍼道源流重磨｣를 먼저 發
刊해서 이 冊子를 1천부 醫友會에다 주기로 하고 醫友
會는 그 1천부를 賣却해서 醫學入門 出版費用으로 使
用한다는 條件이 成立됨으로써 入門出版은 決定된 셈
이다. 한편 동회는 6월 중에 實施예정인던 定總開催를 
入門出版事業의 決定關係로 延期하여 7월 중에 開催키
로 이날 會議애서 決定했다.25)

1971년 10월 14일 의학입문번역위원회를 개최하여 醫
學入門의 번역이 완료단계에 가까워와서 崇文社에서 5~6
권의 분량으로 인쇄에 들어가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500부 한정판으로 해서 5권 한질로 만드는 
것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이후에 內經 번역사업을 착수할 
것도 의결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15일 출판에 돌입
하기 시작한다. 다시 1972년 1월에 다시 7권 1질로 분량을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월 중 인쇄를 완료하여 배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출판을 완료하여 崇文社에서 출판
된 國譯編註醫學入門은 全六卷 및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
고, 초판인쇄일이 1974년 9월 30일, 초판발행일이 1974년 
10월 10일로 적혀 있다. 가격은 60,000원으로 붙어 있다. 
그리고 李梴 編纂, 蔡仁植, 安秉國, 李炳幸 共譯, 발행자 韓
鏞善이라고 쓰여 있다.26)

醫學入門의 번역을 주력사업으로 꼽아 5년여의 노력 

23) ｢韓醫師協報｣. 1970.03.30. 제52호. 3면.
24) ｢韓醫師協報｣. 1970.07.30. 제60호. 2면.
25) ｢韓醫師協報｣. 1971.06.30. 제82호. 4면.
26) 안병국, 이병행, 채인식.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崇文社. 1974. 印紙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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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이루어내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였다. 
한의계의 대형 학회였던 韓方醫友會에서 당시 주력 연구사
업으로 醫學入門 번역을 완성한 것은 한국에서 醫學入
門의 연구 전통이 이어져 결실을 맺는 의미를 띤다.

Ⅲ. 결론

醫學入門은 16세기 중국 明나라시기에 李梴이 간행된 
의서로서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한의학에서 중요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東醫寶鑑
의 성립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의 많은 의학자
와 儒醫들이 醫學入門을 애독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서 西厓 柳成龍을 들 수 있고, 柳成龍은 醫學入門을 읽고 
공부하여 鍼灸要訣이라는 의학서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純祖18年(1818)년 醫學入門의 조선판을 改刊하면서 金
履喬가 쓴 跋文을 통해 조선시대에 醫學入門을 매우 중
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
내면서도 晴崗 金永勳, 李聖宿, 韓南洙 등의 한의사들을 통
하여 한의학 내에서 醫學入門의 지위는 계속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70년대 한의사 단체인 漢方醫
友會의 주도로 한의학 고전 번역사업의 일환으로서 醫學
入門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번역의 경과는 간단하게 보
자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970년 1월 15일 韓
方醫友會는 醫學入門 번역 작업을 시작한다. 1970년 1월 
15일 이사회가 개최되어 임원진이 당시로서는 거금인 200
만원을 갹출하기로 하였으며 醫學入門 번역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번역 작업은 순조롭게 전체 분량의 
5분의 1이 진행되었음을 1970년 3월 30일 월요일 기사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
다. 그래서 1970년 4월 15일 수요일 기사에서 편집위원장 
李炳幸은 ‘醫學入門번역과 이에 따른 상황 보고’라는 글
을 통해 醫學入門 번역의 당위성을 밝히고 무수한 비난
이 있음에도 묵묵히 번역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한다. 1970년 7월 23일에 韓方醫友會는 제7회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醫學入門 번역이 55% 완성되었음이 보
고하였다. 하지만 1970년 12월 2일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
여 醫學入門 번역사업이 지연되자 위원장 李炳幸은 자신

의 출간 예정인 鍼道源流重磨 판매에서 생긴 수익금을 
투자해서 번역 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1971년 6월 
26일이 되면 趙錫奉會長이 개최한 임원회의에서 李炳幸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971년 10월 14일 의학입
문번역위원회를 개최하여 醫學入門의 번역이 완료단계에 
가까워와서 崇文社에서 5~6권의 분량으로 인쇄하기로 결
정, 같은 해 12월 15일 인쇄를 시작하였다. 이후 1972년 1
월에 다시 7권 1질로 분량을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974년 10월 10일 崇文社에서 國譯編註醫學入門의 초판
을 발행하였다.

당시 國譯編註醫學入門을 주도하였던 韓方醫友會의 주
요 인물들과 외부에서 번역사업을 격려하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 醫學入門의 번역은 단순한 번역사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한의학에서 醫學入門이 비록 한국에서 
만들어진 의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었고 
또 그 당시에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서이고, 
이렇게 중요한 한의학 고전의 정확한 번역을 통해 한의학
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國譯編註醫學入門은 단순한 번역서가 
아닌 한국 의학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의서라고 간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에
서 醫學入門을 검색27)해보면 醫學入門을 제목에 포함
하고 있는 한의학 관련 연구들이 54건 존재함을 알 수 있
고 그들 대다수는 醫學入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의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는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도 國譯編註醫學入門 사업의 결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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