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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5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 중 <동의보감> 책판의 현황과 그것의 문

화재적 가치를 제고(提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은 전라감영에서 서적을 인출할 때 사용하

였던 것이었고, 현재 10여 종의 책판이 전하고 있다. 1987년 전주향교의 장판각에 목재 서가를 설치하여 보존하였고 현

재는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그 중 <동의보감> 책판은 1814년에 전라감영에서 인출한 『동의보

감』 판본의 판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의보감』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 1610년 편찬된 『동의보감』은 1613년 개주 갑

인자 목활자로 처음 간행되었고, 간행된 이후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2009년에는 『동의보감』 초간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동의보감』의 판본은 인정을 받아 온 반

면 판본을 찍었던 책판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조명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에 본 논문은 <동의보감> 완영책판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동의보

감』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의보감』은 공공의료와 예방의학의 이상을 선포한 조선

의 혁신적 지시에 따라 편찬되고 보급된 의학서이다. 그 과정에서 책판은 바로 전국적인 보급을 위한 조선의 의지를 실

현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동의보감> 책판은 목판 쇄의 목적을 넘어 위정자의 애민정신이 깃든 

것이며, 백성을 위한 의학 지식의 보급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의보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해보면서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완

영책판 <동의보감>의 현황과 함께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해 보고자한다.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감영에서 제작한 것

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전하는 목판이라는 점과 책판은 목활자본과는 달리 완정한 판본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유포하려

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완영책판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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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완영은 조선시대 전주에 있던 전라감영을 달리 부

르는 말로써 전주의 옛이름인 완산주에서 유래한 말이

다. 완영책판은 전라감영에서 조선시대 유교, 정치, 역

사, 의학 등의 책을 인출 할 때 사용했던 목판을 말한

다. 1870년경 전주부성도를 보면 1만2천 평 정도 되는 

전라감영에는 집무를 보는 선화당, 약재를 다루는 심

약당(審藥堂), 법률을 다루는 검율당(檢律堂), 종이를 

만드는 지소(紙所), 책을 찍는 인출방(印出房), 진상할 

부채를 만드는 선자청(扇子廳) 등이 있었다. 또한 객사

에도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무신사(武臣祠), 

맹청(盲廳), 책판고(冊版庫), 군기고(軍器庫), 화약고

(火藥庫) 등이 있었다.1 완영판의 제작과 인출은 인출

방, 책판고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지방 감영 8곳 중 대개 전라감영, 경상

감영, 강원감영 등에서 제작된 목판이나 목판본 서적이 

중앙으로 진상되었다. 그러나 제작된 목판이 중앙으로 

진상되지 않고 감영 내에서 보관되기도 하였는데, 전라

감영의 경우에는 책판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감영 목판은 소실되어 버렸고, 경상감영의 일

부 목판이 규장각에 보관 중이며, 전라감영의 목판은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대다수의 목판들이 소실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라감영의 목판이 현재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향교지(全州鄕校誌)』에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다. 관찰사 조한국(趙漢國, 1865~?)은 1899년부

터 1902년까지 전라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1899년 전

라감영 내에 분산되어 있던 책판들을 모두 모아서 전

주향교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전라감영의 책판

은 소실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에 책고를 지어 보관해 오다가 1987년 전주향교 내 명

륜당 서편에 장판각을 짓고 목재로 서가를 지어 보관

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

존 관리되고 있다.2 2005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4

호로 지정되었다.

완영책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전북대학교박물관은 전주

향교 소장 완영책판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전주 향교 장판각에 소장

된 책판의 수가 총 10종 5059판으로 확인되었다. 책판

의 종류로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동의보

감(東醫寶鑑)>, <주자대전(朱子大全)>, <율곡전서(栗谷

全書)>, <성리대전(性理大全)>, <증수무원록언해(增修

無冤錄諺解)>, <사기(史記)>, <사략(史略)>, <호남삼강

록(湖南三綱錄)>, <주서백선(朱書百選)> 등이었다.3 이

후 2016년과 2017년에 전북대학교박물관의 주관하에 

목판 재조사 작업이 실시되었다.4 

본 논문은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10여종의 완영책판 중 <동의보감> 책판의 사례를 분석

하여 책판의 현황과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提高)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의보감』이 지닌 가치는 

1 이동희, 2003, 「고지도로 본 조선 후기 전주부성과 전라감영」, 『전북사학』 제26집, pp.59~65.

2 홍성덕, 김철배, 2005, 「전주향교 완영책판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고문화』 제65집, pp.89~90. 책고에 보존되던 책판 중 <소학> 등 사서삼경은 책상(冊商) 

탁모(卓某)씨에게 빌려주었다가 1920년 수해로 유실되었다고 하며, 『율곡전서』의 결판을 유병양이 보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책고의 관리는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명륜단의 동무(東廡)에 책판들을 보관하다가 1987년 명륜당의 서편에 장판각을 지어 옮겨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2005년에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로 이전 보관되고 있다.

3 『전주향교지』에 따르면 1920년 당시까지 현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소학(小學)』, 『사서삼경(四書三經)』, 『동문선(東文選)』, 『사기평림(史記評林)』, 

『팔가정선(八家精選)』, 『사요(史要)』 등이었지만 현재는 전하지 않는 책판들이다. 

4 전북대학교박물관, 2016, 『전북지역 목판조사 학술용역 결과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시, 전북대학교박물관, 2017,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 국가지

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용역 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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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아왔다. 1610년 

편찬된 『동의보감』은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처

음 간행되었고, 간행된 이후에는 조선뿐 아니라 중국

과 일본에서도 간행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조선에서보다도 더 빈번하게 인출

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동의보감』 초간본이 유네

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동의보감』

의 판본은 오래전부터 이미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아왔

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동의보감』을 찍었던 책판

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데에는 <동의보감> 책판의 사례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전하는 책판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완질이 아닌 점 때문일 수도 있다.

전라감영의 완영책판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라감

영의 인쇄 문화를 완영책판을 통해 보여준 글과 17~18

세기 완영 출판의 간행 양상을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

의보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 있다.5 이들 연구는 

17~18세기 전반적인 완영의 출판 분위기를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 『동의보감』 판본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6 

『동의보감』의 국내외 간행에 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

다.7 그리고 2004~2005년 전주향교 장판각에 보관 중

인 완영책판의 조사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된 홍성

덕, 김철배의 연구도 있다.8 특히 홍성덕, 김철배의 글

은 완영책판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앞

으로의 완영책판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17~18세기 완영

에서의 출판 양상과 인출 판본의 분석, 완영책판의 전

체적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책판 제작의 의미와 가치

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책판 제작의 목적이 ‘지식의 대량보급’이

라는 측면에 이점이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을 때 완

영책판은 충분히 그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책판임에

도 지금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실시 되지 못한 것이다.

『동의보감』은 임진왜란 중에 편찬이 계획되었고, 

1610년에 완성되었다. 1613년 내의원 목활자를 활용

하여 초간본이 인출되었고, 인출본들은 관련 기관들과 

지방 감영에 보급되었다. 감영에 반사한 이유는 서적

의 활용에도 그 목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

판으로 제작하여 더 많은 『동의보감』을 찍어내기 위함

이었다. 즉 감영에서의 책판 제작은 선조가 의서 편찬

을 계획할 당시부터 목적에 두었던 일반 백성의 건강

과 안녕을 위한 의서 보급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국가의 공공 의료 서비스의 개념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2009년 유네스코 등재 사유에도 표기되었다.9 

<동의보감> 완영책판은 이처럼 선진적인 공공예

방의학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이었

다. 나아가 <동의보감> 책판 제작은 목판인쇄의 목적

을 넘어 위정자의 애민정신이 깃든 것이며, 백성을 위

한 의학 지식의 보급에 의미를 두고 제작이 된 것이라

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동의보감』

5 이태영, 2002, 「전라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향토사연구』 Vol.13-14합, pp.131~138; 김소희, 2017, 「17~18세기 완영 출판의 간행양

상과 특징 -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No.70, pp.65~87; 이태영, 2018, 「완영책판과 전라감영의 인쇄문화」, 『전라감영 책

판의 문화사적 가치와 가능성』, 전북대학교박물관, pp.18~47.

6 옥영정, 2010, 「『동의보감』 초간본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연구」, 『장서각』 24집, pp.7~37; 박훈평, 2015,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

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8권 1호, pp.25~37.

7 김호, 2017, 「<동의보감>의 중국전파와 간행에 관한 재론」, 『중국문학연구』 제66집, pp.27~65; 박경련, 2000, 「동의보감의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간행에 

관한 고찰: 일중양국에 있어서의 간행 및 보급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의사학』 Vol.9 No.2 pp.141~162; 박현규, 2016, 「『동의보감』의 국내책판 간행시

기와 중국본 역유입 배경 고찰」,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5 No.2, pp.29~56.

8 홍성덕, 김철배, 2005, 「전주향교 완영책판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고문화』 제65집, pp.81~106.

9 유네스코한국위원회_동의보감, https://heritage.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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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전북대학교박물

관 수장고 내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현재 어떠한 상

황인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동의

보감> 책판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提高)해보고자 한다.

Ⅱ. 『동의보감』 편찬과정과 간행

『동의보감』은 조선이 전란을 겪고 있던 상황 속에

서 편찬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국토의 황폐

화 뿐 아니라 조선의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문에

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전란이었다. 게다가 당시 가

뭄과 전염병의 유행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

으며 성리학적 질서체계의 붕괴와 지배체제가 흔들리

는 등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그 이후 도

성의 많은 문서들과 서적들뿐 아니라 민간에서 이용되

던 많은 의학 서적들이 왜군에 의해 약탈 되거나 불살

라졌다. 이처럼 조선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동의보감의 편찬이 시작되었고 난국 

속에서 비교적 방대한 규모로 간행되었다.10 

1596년 선조는 당시 태의(太醫) 허준과 유의(儒醫)

인 정작(鄭碏), 태의(太醫) 이명원(李命源), 양예수(楊

禮壽), 김응탁(金應鐸), 정예남(鄭禮男) 등에게 명하여 

관청을 설치하고 대략의 중요한 골격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참여했던 의원들이 모두 

흩어져 의서의 편찬 작업이 중지되었다. 그럼에도 선

조는 허준에게 다시 명을 내려 책을 편찬하게 하였고, 

궁궐에 소장하고 있던 의서 오백권을 내려주어 고증하

라고 하였다. 편찬 작업이 끝나기 전 선조는 승하했고 

광해군2년(1610)에 비로소 편찬이 완료되어 진상되었

다. 『동의보감』은 모두 25권으로 구성되었다.11

1611년 제조(提調) 신 이정구(李廷龜)가 쓴 서문에

는 다음과 같은 선조의 편찬지침을 찾아볼 수 있다.

“근래에 중국의 의서를 보니 모두 조잡한 것을 초록하

고 모은 것이어서 별로 볼만한 것이 없으니 여러 의서들을 

모아 책을 편찬해야겠다. 사람의 질병은 모두 섭생을 잘 조

절하지 못한데서 생기는 것이니 수양이 최선이고 약물은 그 

다음이다. 여러 의서들은 번다하니 요점을 가리는데 힘쓰

라. 궁벽한 고을에 치료할 의사와 약이 없어 요절하는 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재가 많이 산출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류별로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병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12

선조의 편찬지침을 보면 첫째, 치료보다 양생을 

중시하는 예방의학의 측면을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편

찬되었다. 당시 의서들은 질병의 치료 위주로 편찬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질병의 원인은 섭생을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수양을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약물로

써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병이 발

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았다. 둘

째, 조선과 중국의 의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이었다. 요점을 가려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식생하는 향약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약재는 주로 당

재(唐材)였고, 당재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이었기에 

비싸서 일반 백성들은 활용할 여력이 되지 못했다. 이

10 신동원, 2015, 『동의보감과 동아시아의학사』, 들녁, p.363. 동의보감은 임진왜란의 피해극복이라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에서 출현되었다고 보았다. 의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선조는 정치적 재이관에 따라 전란에 의한 피해부터 역병의 유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명을 구제하는 의서의 편찬을 기획했다. 어려운 경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규모의 의서 간행은 이와같은 정치적 목적이 작용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1 『동의보감』의 주요 내용은 한의학고전 DB, https://mediclassics.kr/books/8/volume/1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 동의보감 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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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국 각지에서 나는 향약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을 병기(倂記)하여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13

이와 같은 선조의 세 가지 지침에 따라 중국의 한

나라에서부터 명나라에 이르는 200여 종의 문헌과 『의

방유취(醫方類聚)』,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림촬

요(醫林撮要)』와 같은 여러 종의 조선 의서들을 참고하

였다. 그렇게 편찬된 『동의보감』은 1613년 인쇄되었고, 

총 25권 25책이었다. 목차 2권, 「내경편」 4권, 「외형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편」 1권으로 구

성되었다.14

이후 광해군은 내의원으로 하여금 국(局)을 설치

하고 신속히 인출 하여 중외에 널리 배포하게 하였다.15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하삼도(下三道)에 나누어 보

내서 간행하게 할 일을 앞서 이미 계하하여 각도에 공문

을 발송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책 수가 매우 많고 공

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각처에서 탈보(頉報) 및 장계가 올

라온 것이 전후로 한둘이 아니었지만, 각도에 재료를 준비

해서 해가 바뀌면 즉시 나누어 간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

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서 두 줄로 

소주(小註)를 써놓아서 글자가 작아 새기기가 매우 어려우

며, 약명(藥名)과 처방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

의 목숨에 관계가 되는데 애초에 본책(本冊)이 없어서 필

사본으로 한 부를 간행했을 뿐이므로 다시 의거할 길이 없

습니다. 이제 만약 외방(外方)에 맡겨 두면 시일이 지연되

어 일을 마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와 오류가 생

겨서 결국 쓸모없는 책이 되어 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신

들이 이것을 염려하여 다시 생각해 보니, 본원에 별도로 

국(局)을 설치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과거에 의서(醫書)를 

인쇄해 낼 때처럼 의관(醫官)이 감수(監修)하고 교열(校閱)

한다면 반드시 일의 성취가 빠르고 착오가 생길 염려가 없

을 것입니다. … 하삼도가 앞서 재료를 마련해 놓았으니, 

들어갈 무명을 헤아려서 각각 수송하여 경국(京局)을 돕게 

한다면 공사 간에 다 편리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신들이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계획이 제일 낫습니다.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16

그러나 위 기사를 보면 『동의보감』의 구성으로 인

한 판각의 어려움과 당시 간행방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17 처음에는 『동의보감』을 하삼도(下三道, 경상

도, 전라도, 충청도)에 나누어 목판으로 제작하려 하

였으나 책 수가 많고 공사가 적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이다. 다른 책과 달리 두 줄로 소주(小註)가 있

어서 글자가 작고 그것을 새기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

야기하였다. 또한 『동의보감』은 의서로서 약명과 처방

이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에 위험을 

끼치고, 인출된 필사본 한 부 만으로는 고증할 길이 

없게 되므로 활자로 인쇄하자는 대목을 주목할 수 있

다. 즉 목판본으로 판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으나 

『동의보감』 내용의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염려하면서 목활자로 인출 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1613년 초간본 활자본이 인출된 

것이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

보감』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이다. 완질의 형태로 국보로도 지정되

13 정우열, 1991, 「동의보감과 허준의 의학사상」, 『한국과학사학회지』 Vol.13 No.2, pp.131~133.

14 이를 각각 살펴보면 신체의 내부와 관련된 내용은 「내경편」에, 신체 외부와 관련된 내용은 「외형편」에 두었고, 각종 병 이론과 구체적인 병 내용은 「잡병편」

에 두었다. 약에 관한 이론과 구체적인 약물에 관한 각종 지식은 「탕액편」에 두었고, 침과 뜸의 이론 등의 내용은 「침구편」에 담았다. 신동원, 2015, 『동의보

감과 동아시아의학사』, 들녁, pp.242~248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5 『광해군일기』 권32, 광해군2년 8월 6일.

16 『광해군일기』 권32, 광해군3년 11월 21일. 

17 옥영정, 2010, 「『동의보감』 초간본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 연구」, 『장서각』 24집,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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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8 이외에도 완질은 아니지만, 일부 초간본을 소장

하고 있는 곳은 직지사 성보박물관, 화봉책박물관, 허

준박물관, 영남대중앙도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기타 

개인 소장본 등이 있다.19

초간본 활자본 이후로 17~18세기에는 지방 감

영에서 주로 책판으로 제작되어 인출되기 시작하였

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먼저 『승정원일기』기사에 초

간본 이후로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목판본 두 종이 확

인된다. 인조26년 이전의 『전남관찰영간본』과 숙종 37

년(1711)에 간행된 『호남관찰영개간본』이다. 영영(嶺

營, 경상감영)개간본은 기해와 갑술의 간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조 3년(1779)과 순조 14년(1814)로 

추정된다. 이러한 책판이 제작된 경우는 책판목록으

로써 정리되었고, 책판목록이 완성된 연도순으로 보

았을 때, 『서책치부(書冊置簿)』(이담명(李聃命), 1680

년 이전), 『경상도책판』(미상, 1730), 『책판치부책』(미

상, 1740), 『삼남책판』(미상, 1743), 『제도책판록』(미상, 

1750), 『완영책판목록』(미상, 1759), 『교남(嶠南)책록』

(미상, 1783년 이후), 『오거서(五車書)록』(완영책판목록 

저본, 미상, 1791), 『누판고(鏤板考)』(서유구,1796), 『각

도책판목록』(미상, 1840)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책판목

록에 숙종6년(1680) 이전에 전라도 전주에 <동의보감> 

책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승정원일기』의 기

사에서도 드러나는 『전남관찰영간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영영책판의 최초 기록은 정조7년(1783)이고, 

이는 앞서 말한 영영개간본의 기해판이 여기에 해당된

다. 이외에도 개인 소장본들에서 서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동의보감』 조선 간행 판본은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20

위 표에서 완영책판은 1711년과 1814년에 제작된 

두 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수행

된 『전북지역 목판조사』에서 완영책판은 1814년판으로 

결론지었다.21 완영책판 <동의보감> 간기 ‘목록 하편(目

錄 下篇)’의 마지막 면에 “세갑술무중동내의원교정완영

중간(歲甲戌中冬內醫院校正完營重刊)”이라는 기문이 

있고, 이는 갑술년 겨울에 의원에서 교정한 것을 완영

에서 중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완영책판 <동의보감>이 내의원의 교정을 거쳐 

1814년 완영에서 중간된 판본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

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동의보감> 책판은 한 번에 제작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22

1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동의보감』은 24권 24책 태백산사고본과 동일판본이지만 내사기가 없는 17권 17책 두 종류가 있다. 이 역시 국보 

로 2008년 지정되었다.

19 옥영정, 2010, 위의 논문, pp.14~23.

20 박훈평, 2015,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8권 1호, pp.26~36.

21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2016, 『전북지역의 목판자료』, 한국국학진흥원, pp.283~292. 현재 완영판은 1814년에 제작된 책판으로 결론짓고 있으나, 이

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전하는 『동의보감』 목판은 목판의 마구리 형태로 보아 두 종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를 통

해 판본과 목판의 비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22 관련하여 책판의 형태와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주시, 전북대학교박물관, 2017,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 국가지정문화재 승

격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용역 보고서』, p.12.

표 1   『동의보감』 조선 간행 판본

판본명 간행년도 특징

초간본 1613 목활자본

전남관찰영간본 1648년 이전 첫 목판본, 자획이 초간본과 유사

호남관찰영개간본 1711 목판본

기해영영개간본 1779 내의원 교정 후 첫 목판본

갑술영영개간본 1814 목판본

갑술완영중간본 1814 목판본

출처:   박훈평,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

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8권 1호, 2015,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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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완영책판 <동의보감>의 현황

완영책판의 본격적인 조사는 2005년에 이루어졌

다. 전주향교 장판각 목판정리사업을 통해서였는데, 

조사 결과 5059점으로 집계되었다. 사실 『전주향교지』

에 따르면 전주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완영책판은 

4,290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005년 목판정

리사업을 통해 <자치통감강목>, <동의보감>, <주자대

전>, <율곡전서>, <성리대전>, <증수무원록언해>, <사

기>, <사략>, <호남삼강록>, <주서백선> 등 10종 5,059

점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를 계기로 완영

책판은 현재 전하고 있는 책판 중에서 지방 감영에서 

사용하였던 유일한 책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23

그 이후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목판의 

문화유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목판을 조

사하는 전국 목판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중 전북지

역은 2016년에 조사되었고, 그 결과는 『전북지역의 목

판자료』(2016)로 보고되었다.24 조사과정에서 전북대학

교박물관 수장고 내에 보관 중인 완영책판도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2005년과 2016년 

조사에서 모두 151개로 확인되었으며, <동의보감> 책판

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었다.25

<표 2>의 책판 내역을 통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동의보감> 완영책판은 결

락판이 반수 이상이라는 점이다. 현전하는 판이 151개

이며 160개 이상이 소실되어버린 상황이다. 『전주향교

지』에 따르면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약 15,000여 점

의 책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장처가 변경되

거나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책판이 유실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동의보감> 책판도 반 수 이상이 소실된 것으

로 보인다.

둘째, 현전하는 <동의보감> 책판은 1814년에 제작된 

책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26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판본의 페이지의 순서가 일정치 않다. 글의 순서

대로 목판을 새긴 것도 있지만 일부 판은 앞뒤가 전혀 다

른 내용이 새겨져 있다. 예를 들어 위 표에서 목차 상권

의 5쪽의 뒤 판면에 잡병 6권의 3쪽이 새겨진 것을 들 수 

있다. 약 20판 정도가 앞, 뒷면의 내용이 전혀 다른 책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훼손된 

책판들을 골라 다시 새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 

새긴 판들이 섞여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충해를 

입었거나, 판면이 닳았거나, 잘못 새겼거나 하는 등의 이

유로 판면을 밀어내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판면

을 밀어버린 판과 같은 내용을 새로 새긴 판이 여러 곳에 

섞여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형 1권의 42

쪽과 43쪽의 판면 중 43쪽에 충해를 심하게 입어서 활용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3쪽의 판면을 

새롭게 새겼다. 요컨대 처음에 판을 새길 때는 당연히 쪽

수가 바로 이어지게 새겼지만, 이후에 충해를 입은 판을 

보수하여 새로 새기는 일을 수행한 것이었다.

23 홍성덕·김철배, 2005, 「전주향교 완영책판(完營冊板)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고문화』 제65집, p.82.

24 한국국학진흥원, 2016, 『전북지역의 목판자료』. 조사 결과 완영책판의 최종 수량이 5,058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치통감강목>의 책판이 반파된 상태

에서 2005년 조사에서는 서로 다른 책판으로 집계되어 두 개로 나누어 집계 되었던 터에 2016년도 조사에서는 서로의 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최종판이 5,058점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2016년도 조사에서는 책판의 종수도 재확인되어 10종에서 11종으로 재집계되었다. 2005년도 조사에서는 증수무

원록언해가 53점으로 조사되었지만, 2016년도 조사에서는 모든 목판의 종류와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서 실은 증수무원록과 증수무원록언

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증수무원록 7점, 증수무원록언해 46점으로 구분 지었다. 

25 필자는 전북대학교박물관이 주관하는 2016년도 전북지역 목판조사작업에 참여하여 전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목판들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목판을 정

리하는 작업과 함께 장별 상세조사 및 목판의 이미지를 찍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본고에 실린 사진들은 2016년 과제에서 찍은 것들을 

활용하였다.

26 151개의 현전하는 책판 중에서 1814년에 제작된 책판이외에 다른 시기에 제작된 책판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책판의 형태적 특징들

과 판본의 비교를 통해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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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완영책판 『동의보감』 세부 책판 내역

구분 내용
수량

현존 결락

총목 (03, 空) 1

목차상 (05, 雜病6-3)(11, 57)(38, ?)(47, 48)(49, 50) 5

목차하 (07, 08)(09, 10)(23, 24)(31, 32)(39, 40)(46, 51)(57, 58)(61, 62) 8

내경1 (25, 外形4-35)(31, 空)(35, 36)(37, 38)(51, 52)(57, 58)(71, 72) 7

내경2 (03, 內景4-36)(19, 20)(28, 雜病7-09)(41, 42)(57, 雜病1-31) 5

내경3 (04, 05)(14, 15)(26, 27)(29, 內景4-10)(32, 33)(34, 35)(42, 43)(54, 55) 8

내경4 (09, 12)(16, 17)(33, 34)(44, 55)(60, 61) 5

외형1 (32, 33)(41, 43)43면 추각(42, 43)43면 충해파기판(44, 45)(46, 47)(58, 59)(62, 63) 7 25

외형2 (08, 53)(09, 外形3-03)(25, 雜病11-66)(29, 空)(31, 32)(57, 58) 6 24

외형3 (19, 20)(45, 46)(57, 58)(68, 湯液3-21) 4

외형4 (07, 43)(10, ?-34)(12, ?)(26, 27)(54, 55)(56, 57)(62, ?) 7 25

잡병1 (17, 18)(31, 32)(47, 雜病4-45) 3

잡병2 (08, 09)(12, 13)(20, 21)(28, 雜病5-05)(40, 41)(68, 69) 6 30

잡병3 (09, 雜病?-31)(13, 14)(21, 22)(25, 26)(59, 60) 5

잡병4 (1, 2)(06, 空)(23, 空)(33, 34)(49, 50)(51, 52) 6

잡병5 (26, 27)(46, 47)(50, 51) 3

잡병6 (23, 鍼灸-37)(30, 雜病11-58)(31, 空)(43, 44)(47, 48)(53, 54)(55, 雜病8-08)(60, 雜病?-07) 8

잡병7
(03, 04)(13, 14)13면 파기불용(13, 雜病11-78)13면 추각(19, 20)(25, 雜病11-12)(27, 28)(45, 
46)(49, 空)(57, 58) 

9

잡병8 (25, 26)(29, 30)(40, 空)(41, 42)(51, 52)(55, 鍼灸-34) 6

잡병9 (01, 02)(07, 08)(15, 22)(37, 38)(45, 46)46면 불용(46, 空)46면 추각 6

잡병10 (24, 25)(32, 33)(34, 35)(39, 雜病11-79)(46, 47)(52, 空)(53, 雜病11-18)(56, 57) 8

잡병11 (21, 22)(29, 30)(37, 38) 3 34

침구 (02, 03)(12, 13)(16, 17)(30, 31)(34, 35)34면삭제불용(60, 61)(62, 63)(64, 65) 8

탕액1 (08, 09)(10, 11)(12, 13)(28, 29)(36, 37)(40, 41)(54, 55)(58, 59) 8 22

탕액2 (03, 04)(11, 12)(25, 26)(31, 32)(35, 36) 5

탕액3 (01, 02)(03, 04)(31, 32)(45, 46) 4

계 151 160+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2016, 『전북지역의 목판자료』, p.285.

그런데 <그림 1A>와 <그림 1B>는 또 다른 점에서

도 차이가 난다. 바로 마구리를 끼워 넣는 부분의 모

양 차이다.27 <그림 1A>판에 비해 구(舊)판으로 여겨지

는 <그림 1B>판은 마구리 부분이 각이 져 있는 것이 확

인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아래의 <그림 2A>와 <그

림 2B>의 판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A>와 <그림 2B>

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면은 침구 34쪽이다. 그 

중 <그림 2B>판의 34쪽이 문제가 있어서 판면을 밀어

버린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이후 잡병 8권의 55쪽과 

함께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

과 <그림 2>에서 신판으로 여겨지는 <그림 1A>와 <그

림 2A>판의 마구리 부분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이로써 신판을 제작한 시기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

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마구리 부분이 앞에 사례와 다른 책판도 찾

아볼 수 있었다. <그림 3>판은 <그림 1, 2>와는 또 다른 

27 마구리는 책판의 양 옆에 책판의 판면의 마모와 인쇄시 손잡이로 활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완영책판 <동의보감> 판은 마구리가 모두 소실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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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마구리 모습을 보여준다. <동의보감> 책판의 마

구리 형태는 3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근거들은 통해 현전하는 『동의

보감』 완영판의 간기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1814년에 

한정 지을 수 없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라감영에서 

제작된 <동의보감> 책판은 전남관찰영간본(1648년이

전), 호남관찰영개간본(1711), 갑술완영중간본(1814)이

다.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은 남아 있는 책판의 간기

를 통해 1814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814년으로 한

정 짓기에는 마구리 부분이 두 종류 이상인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책판

이 섞여 있거나 훼손된 책판의 보수가 여러 차례 진행

되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한 면이 공(空)

판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동의보감> 완영책

판에는 한 면이 공판인 경우가 총 10개의 판이다. 공판

의 마구리 종류는 위 세 가지 형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

다. 공판 사례 중 <그림 4>판은 마구리의 형태를 보면  

<그림 3>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의 사례

는 <그림 5B>판의 46면이 문제가 발생해 <그림 5A>판

을 새로 판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5B>판의 마구리 형태는 <그림 1>과 <그림 2>의 구(舊)

판과 <그림 5A>의 마구리 형태는 <그림 1>과 <그림 2>

의 신(新)판과 같은 형태라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셋째, 현전하는 <동의보감> 완영책판의 상태는 그

리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구리가 모두 손실된 

상태이며, 충해를 입은 것도 있다. 2016년도 조사에 따

그림 3 마구리 형태의 다른 사례 A: (내경2-3, 내경4-36), B: 내경 권1(71, 72)

A

B

그림 1   A-1: 외형 권1(41, 43)(新), A-2: 외형 권1(41, 43)(新), B-1: 외형 
권1(42, 43)(舊), B-2: 외형 권1(42, 43)(舊)

A-1

B-1

그림 2   A-1: (잡병 권8-55, 침구 34)(新), A-2: (잡병 권8-55, 침구 34)
(新), B-1: 침구(34, 35)(舊), B-2: 침구(34, 35)(舊)

A-1

B-1

그림 4 공(空)판 사례 1 A-1: 외형 권2(29, 空), A-2: 외형 권2(29, 空)

A-2

B-2

A-2

B-2
A-2A-1

그림 5   공판 사례 2 A-1: 잡병 권9(46, 空)(新), A-2: 잡병 권9(46, 空)(新), 

B-1: 잡병 권9(45, 46)(舊), B-2: 잡병 권9(45, 46)(舊)

A-1

B-1

A-2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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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총 151개 판 중에서 충해를 입은 판은 35판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 조사 이후 소독 처리가 되어 더 이

상의 충해를 입지 않을 것이지만, 대체로 완영책판 <동

의보감>의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글자를 수정한 매목을 끼운 형태와 매목이 

탈락된 곳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6A> 

외형 권1의 32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의 몇 글자를 

통째로 끼워 넣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외에는 <그

림 6B, 6C, 6D>의 경우처럼 매목이 탈락된 경우들이 

있었다.28

마지막으로 완영책판 <동의보감>에는 <그림 7>

과 같은 그림 자료 목판이 세 장 남아 있다. 그 중 <그

림 7A>는 내경 권3의 5쪽에서 보이는 간장(肝腸)의 그

림이다. 내경 3권에는 오장육부(五臟六腑)에 대해 알아

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간장 파트에는 

간장의 그림, 형상, 부위, 간이 주관하는 때, 간에 속

한 사물들, 간장 크기의 차이, 간이 상하는 근거, 간병

의 증상과 치료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내경 3권의 

현전하는 그림은 내경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림 

자료 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침구편에도 두 가지 그

림 자료가 남아있다. <그림 7B>의 <구궁도(九宮圖)>와  

<그림 7C>의 <구궁고신도(九宮尻神圖)>이다.

Ⅳ.   완영책판 <동의보감>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

『동의보감』 그 자체로서 이미 다양한 가치와 의미

를 지녔고 이에 대한 평가는 의학사, 과학사, 역사학,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출되었다. 또한 『동의보

감』 「내경편」권1에서도 편찬 서적의 제목을 명명한 이

유를 설명하면서 『동의보감』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제

시하였다. 『동의보감』이 ‘동의’의 전통을 시작하는 것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았다.29 “후미지게 동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의약의 도가 실처럼 이어져 온”이라고 표현하

면서 우리의 의학적 전통을 “동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의학의 전범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조선의 의학은 『동의보감』의 인출 전후로 

나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미 풍부하게 제

28 탈락된 매목의 경우는 인쇄 판본과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29 허준, 1610, 「집례」 1b, 「내경편」 권1, 『동의보감』 권3; 신동원, 2015, 『동의보감과 동아시아의학사』, 들녘, pp.314~322; 한의학고전 DB, https://

mediclassics.kr/books/8/volume/1.“왕륜[王節齋]이 “이고[東垣]는 북의(北醫)인데 나천익[羅謙甫]이 그 의학을 [남쪽에] 전하여 강소성과 절강성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주진형은 남의(南醫)인데 유종후(劉宗厚)가 그 학문을 이어 [북쪽의] 섬서성에서 명성이 자자하였었다”고 말한 것이 있으니, 의학에 

남과 북이라는 이름이 있은 지가 오래 되었다. 우리 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고 의학과 약의 도(道)가 끊이지 않았으니 우리 나라의 의학은 ‘동의(東醫)’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매목 사례 A: 외형 권1, 32, B: 잡병 권8, 29, C: 내경 권4, 17, D: 
잡병 권2, 41

A

C

B

D

그림 7   현전하는 그림 자료 목판 A: 내경 권3, 5, B: 침구 60(구궁도(九宮
圖)), C: 침구 65(구궁고신도(九宮尻神圖))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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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동의보감』의 내용적인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형식

적인 면에서도 전범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대범주인 105개 문(門)체제와 소분류는 2,807개의 세목

으로 설정하였으며, 처방은 4,747개의 처방을 선택하

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한 책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요한 의학 내용은 그림으로 

시각화하였다. 이처럼 『동의보감』은 형식적인 면에서도 

동아시아 의학의 전범으로 충분한 평가를 받았다.30 『동

의보감』은 내용상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 조선의 대표 의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어떠한 가치를 

지닌 것일까? 살펴본 바와 같이 완영책판 <동의보감>

은 반절 이상이 소실되었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마

저도 마구리는 모두 소실되었으며 충해를 입은 것도 

20%가량 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동의보감> 책판의 가

치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하다.31

그러나 『동의보감』의 편찬 의도의 측면에서 완영책

판 <동의보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 편찬될 때 

선조는 3가지 지침을 내려주었다. 수양을 먼저 하여 질

병을 예방하는 양생법을 중시할 것, 처방들이 너무 많

으니 그 요점을 간추려야 하며, 향약에 대해 잘 몰라 못 

쓰는 백성들을 위해 책에 국산 약명을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올바른 의학을 위한 방침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지

침은 선조의 애민정신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로써 우리는 『동의보감』은 옛 의학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면서 민간에서 쉽게 쓸 수 

있는 향약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여 올바르면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책으로 기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32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이와 같은 선조의 편찬 의

도를 활성화시킨 현전하는 결과물이다. 조선시대 관판

(官版)본은 금속활자와 책판(목판)을 활용했다. 태종은 

주자소를 설치하고, 활자로써 나라의 서적이나 문서를 

모두 인쇄해내고자 했고, 세종 대에 이르러서는 활자 

인쇄 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개량되어 활자 인쇄가 가

능했음에도 국가적인 출판 사업에는 목판인쇄를 병행

하였다. 세종실록을 보면 전라감영, 경상감영, 강원감

영, 충청감영 등지에서 목판이 제작되어 중앙으로 진

상되거나, 또는 감영에서 직접 인출한 목판본들이 진

상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서

책은 <사서오경>, <성리대전> 등과 같은 유학 경전들

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서 

간행한 활자본을 지방관서에서 번각하거나 중간할 때 

목판을 쓰는 경우도 많았다.33 그러한 점에서 보면 <동

의보감> 완영책판은 조선조에서 국가적인 출판 사업

에 활용했던 목판인쇄 사업의 의미를 담고 있고, 중앙

정부의 활자본을 목판에 번각한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광해군 3년 11월 21일 기사를 보면 <동의

보감> 완영책판은 국가적인 목판인쇄사업의 의미를 넘

어서는 가치를 지닌 결과물이라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동의보감』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계획하였던 것

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현전 책판이라는 것이다.

이 책(『동의보감』)은 다른 책과 달라서 두 줄로 소주(小

註)를 써놓아서 글자가 작아 새기기가 매우 어려우며, 약

명(藥名)과 처방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

에 관계가 되는데 애초에 본책(本冊)이 없어서 필사본으로 

30 신동원, 2015, 『동의보감과 동아시아의학사』, 들녘, pp.249~272. 

31 전주시, 전북대학교박물관, 2017,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용역 보고서』 p.47. 전문가 의견서(홍성덕)를 보면 

완영책판은 결락률이 50%이상 이어서 문화재로서 지정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2 신동원, 2015, 『동의보감과 동아시아의학사』, 들녘, pp.159~165.

33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 2008, 「한국 목판의 특징과 한중일 비교」, 『동아시아의 목판인쇄』, 한국국학진흥원, pp.6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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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를 간행했을 뿐이므로 다시 의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외방(外方)에 맡겨 두면 시일이 지연되어 일을 

마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와 오류가 생겨서 결

국 쓸모없는 책이 되어 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이

것을 염려하여 다시 생각해 보니, 본원에 별도로 국(局)을 

설치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과거에 의서(醫書)를 인쇄해 낼 

때처럼 의관(醫官)이 감수(監修)하고 교열(校閱)한다면 반

드시 일의 성취가 빠르고 착오가 생길 염려가 없을 것입니

다.…하삼도가 앞서 재료를 마련해 놓았으니, 들어갈 무명

을 헤아려서 각각 수송하여 경국(京局)을 돕게 한다면 공

사간에 다 편리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편찬이 완료된 필사본 『동의보감』을 처음부터 책

판으로 간행할 경우 고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의원

에서 일괄적으로 활자로 간행하여 배포하면 더더욱 오

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의보감』의 초간본은 목활자로 인출되었고, 그

것을 지방 감영에 배포하였다. 의서이기 때문에 의관

들의 교열을 거쳐 활자본 형태의 완정한 초간본을 찍

었고, 그것을 지방 감영에 보내어 책판으로 찍어내게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선조의 의

도가 담긴 유일한 현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의서의 

대량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된 실물이라는 것이다. 즉 

대량 배포라는 일반적인 목판 제작의 의미를 넘어 ‘올

바른 의서의 대량 배포’라는 백성을 생각하는 선조의 

애민정신이 깃든 결과물의 현전 사례인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경위를 보아도 

‘『동의보감』은 의학 원리와 실천에 관한 최초의 종합 서

적으로, 공공의료와 예방의학의 이상을 선포한 국가의 

혁신적인 지시에 따라 편찬하여 전국에 보급되었다’라

는 점에 ‘세계적 중요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

러한 점에서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구체적인 실행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동의보감』은 다른 의서들과 달리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목차」만 보

아도 병증이나 약재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거

나, 중요한 의학 내용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점이 그것

이다. 특히 시각화한 주요 사례인 「신형장부도」를 포함

하여 19개의 도상이 『동의보감』 안에 담겼다고 알려져 

있다.34 그러나 완영책판에는 그 중 「내경」편에 <간장(肝

臟)>과 「침구」편에 <구궁도>, <구궁고신도>의 도상의 

실물이 남아 있을 뿐이다. 살펴본바와 같이 <동의보감>  

책판은 현전하는 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도상도 몇 개 되지 않아 『동의보감』 인쇄본에 비해 그 

가치를 조명 받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동의보감> 완영책판은 『동의보감』

의 독특한 도상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실물이라는 점

에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본 글은 완영책판 <동의보감>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의 가치를 제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완

영책판 <동의보감>은 현재 지방 감영에 남아 있는 유일

한 목판이지만 151판만이 남아 있어 결락 판이 많은 단

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보감> 책판 제

작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편찬 동기에서 말하고 있

는 국가의 공공예방의학을 실현 시킨 중요한 수단이었

다. 편찬될 때부터 일목요연한 형식과 백성들의 용이한 

접근을 위한 향약의 정보, 한글의 사용 등을 사용하라

는 선조의 명에 따라 계획되고 편찬되었고, 이러한 계

34 신동원, 2015, 『동의보감과 동아시아의학사』, 들녘, pp.26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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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백성들에게 배포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바로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영책판 <동의보감>의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판면의 구성이나 쪽 수의 조합, 마구리의 다양한 

형태, 공판이 포함된 다양한 마구리 형태의 판면이 존

재하는 상황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

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책판의 제작 시기만 보아도 선

행 연구에서는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1814년 갑술완

영 중간본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마구리라

든가 새로이 새긴 판들도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완영책판으로 찍은 『동의보감』은 한국학중앙

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

교, 경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현전하는 판본 중에서 대다수가 완영본이다.35 이

러한 사실은 초간본 동의보감 활자본과 달리 완영책판

으로 찍은 『동의보감』은 지식의 보존과 확대를 시키는

데 중요한 공로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감영에서 제작한 것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전하는 목판이다. 목활자본과는 달리 오

래 보존하고 널리 유포하는 데 목적을 둔 완정한 판본

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광해군 3년의 기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체를 다루는 서적은 오류가 없어야 하

기 때문에 중앙에서 목활자로 완정한 판본을 만들고 그

것을 지방 감영에 배포한 것의 실례가 완영책판 <동의

보감>인 것이다. 즉 확정적 지식의 보존과 보급의 확대

라는 측면에서 완영책판은 조명을 받을만한 가치가 충

분한 것이다. 그리고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동의보감 

목판본의 실물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

운 판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36

35 최지선, 2005,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

36 국립중앙과학관, 2016, 『국가 과학기술자료 발굴 조사 및 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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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Current Status and Cultural Value of 
Donguibogam Wanyoung Woodblocks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woodblock of  Donguibogam by Jeolla Gamyeong(Wanyoung Woodblock). It was 

registered as a 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Jeollabuk-do in 200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and value of  the Donguibogam Wanyoung Woodblock. Jeonju Hyanggyo’s Wanyoung Woodblock 

was used to print books in Gamyeong, Jeolla Province. Currently, ten kinds of  woodblocks are preserved. In 1987, 

a wooden bookshelf  was installed and preserved in “Jangpangak” of  Jeonju Hyanggyo. It is now preserved and 

managed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Among the ten woodblocks, the Wanyoung woodblock of  

Donguibogam is presumed to be a woodblock of  a book printed by Jeolla Gamyeong in 1814.

The value of  Donguibogam has long been recogniz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nguibogam, compiled 

in 1610, was first published in 1613 in the wood type of  Gaeju Gapinja. Following its publication, its value was 

recognized not only in Joseon but also in China and Japan. In 2009, the first edition of  Donguibogam was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Accordingly, Donguibogam has been recognized for various aspect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woodblocks that printed Donguibogam.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Wanyoung woodblock of  Donguibogam, aiming to 

enhance its meaning and value. King Seonjo presented the ideals of  public health care and preventive medicine when 

compiling Donguibogam, which was distributed according to his instructions. For this reason, the first edition of  

Donguibogam was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It can be said that the production of  Donguibogam 

woodblocks was an important tool in realizing Joseon’s ideals through national dissemination. Furthermore, the 

woodblock of  Donguibogam represents the spirit of  thinking about the people, going beyond the purpose of  

printing, and it was meaningful in the spread of  medical knowledge among the people.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overall contents of  the Wanyoung woodblock of  Donguibogam to enhance 

its meaning and value. The results show that the Wanyoung woodblock of  Donguibogam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lmost the only one produced and stored by Gamyeong. Moreover, Wanyoung woodblocks are meaningful in that 

perfect editions could be preserved and disseminated for a long time, unlike other wood-type pr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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