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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Historical Studies on various parties of Sa-am acupuncture

1Jung, Yu-ong, Wung-Seok Cha, Nam-Il Kim
1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Sa-am acupuncture is the acupuncture method created during Chosun Dynasty. It is a unique acupuncture method that was

created solely in Korea. Its theories are based on the 69th article of "Classic of Difficult Issues", or Nanjing (難經), which says "tonify its

mother when deficiency occurs, and purgate its son when excess occurs"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the concept of "controlling the

viscera which restrains the target" "抑其官“ was added to this theory to form the principle of Sa-am acupuncture. It is significant that it

turns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Five Viscera and Six Bowels rather than the 體針 or 阿是針 of the existing acupuncure.

Sa-am acupuncture was established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and was popularized to the practitioners of Korean Medicine

through transcripts and printed books. The medical books of at the time of Japanese imperialism that introduced Sa-am acupuncture are

『經絡學總論』, 『舍岩鍼灸訣』, 『經濟要訣』, 『靑囊訣』, 『察病要訣』, 『濟世寶鑑』, 『經驗寢具編』, and 『舍岩 靑囊訣』. The

magazine that mentions the Sa-am acupuncture is 『韓方醫藥』. The books on Traditional Medicine that is related to Sa-am

acupuncture were of great help in reconstruction of Sa-am acupuncture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and explaining the principle of

Sa-am acupunture in variou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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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얼마 전 許浚의 東醫寶鑑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동아시

아 전통 의학을 대표하는 책으로서, 東醫寶鑑 기저에 깔

린 백성을 위하는 民本主義적 저술 배경과 병을 치료보다

는 양생을 중요시 하는 豫防醫學적 내용에 높은 가치를 두

어 지정한 것이다.

  東醫寶鑑 이외에도 우리 민족 의학의 우수성은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李濟馬의 四象醫學 체계

확립과 舍岩道人의 舍岩鍼法의 발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암침법은 전 세계 의학사에서 볼 수 없는 창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한의학의 근본인 음양오행 원리에 입각한 침법이

다. 그리고 사암침법은 難經·六十九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1)를 원칙에서 일보 전진하여 “抑其官”의 이

치를 탐구한 妙法이다.2) 自經과 他經에서 각각 2가지 혈을

사용하여 4가지의 혈을 사용하여 치료하거나, 變用을 하여

1~2개의 혈을 이용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암침법

은 임상 치료 효과가 우수하여 현재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이를 연구하여 임상 치료에 쓰고 있다.

  사암침법의 원문은 필사본 형태로 전수되어 왔는데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책으로는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
3), 舍巖鍼灸正傳4), 太韓醫學 ․ 鍼灸篇5), 舍巖陰陽五行

1) 難經譯釋, 234쪽.
2) 金洪均, 朝鮮 中期 醫學의 系統에 關한 硏究 ,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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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法秘訣6)등이 있다. 대부분의 필사본과 활자본의 사암침

법 관련 책에서 사암침법의 원문은 치료편과 경험례로 나

눌 수 있는데, 經濟要訣에서는 ｢舍岩目錄｣, ｢芝山目錄｣, ｢
河陽目錄｣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舍岩目錄｣에는 舍
岩著라고 밝히면서 사암의 序文인 五行序와 治療篇이 記錄
되어 있고 經驗篇은 없으며, ｢芝山目錄｣에는 芝山著라고 밝

히면서 지산의 序文과 함께 다른 필사본(활자본 포함)에서

사암의 經驗方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경험방이 기록되어

있다. 金達鎬는 그의 논문에서 경험례는 사암침법이 만들어

진 다음 후학인 지산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鍼灸經驗方의 내용이 사암침법 원문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鍼灸經驗方이 출간된 1644년 이후 사암침법이 만들

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7)

  사암침법은 만들어진 이후 필사본을 통해 소수에게 전

수되었지만, 일제시대에 이르러 활자화되어 많은 임상가들

이 사암침법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에 논자는

일제시대 사암침법 관련 문헌을 살펴보고, 현재의 사암침법

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

지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난해한 사암침

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일제시대의 한의학

  일제시대에 한의학은 일제의 전통 문화 말살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일제시대에 한의학은 1910년대, 1920년대, 

1930~40년대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1910년대는 한의학 부흥론의 대두기로 한의학을 부흥

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

한 많은 고민과 한의학 말살에 대항하는 투쟁이 이루어진

다. 점차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서양의학의 세력이

확장되고 한의사들은 절망감 속에서 위상이 격하된다. 일제

는 서양의사와 구별하기 위해 의생(醫生)제도를 만들어 격

이 낮은 신분으로 한의사를 격하 시켜 한의학 말살 정책을

펴지만 한의사들은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 위해 협회 성격

의 全鮮議會를 만들게 된다. 학술적으로 부흥노력도 하여

이 시기 韓方醫學界, 東醫報鑑등의 한의학학술잡지와

한의서가 편찬되고, 동제의학교와 같은 교육기관도 만들어

진다.8)

  일제가 한의학을 포함한 조선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도 백성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는 여전해서 일

반 평민층에서는 한의학 말살정책과 反하여 일제시대 말기

까지 서양의학 보다 한의학을 더욱 선호하였다.9)

  1920년대는 동서의학 절충론의 대두기이다. 1919년에 일

어난 삼일운동 이후 문화정치기에 지식인들의 지적욕구와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한의계에도 일어나 서양의학을 연구

하여 한의학을 새롭게 발전시켜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동

서의학연구회도 결성이 되고 東西醫學硏究會月報도 발행

되었으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10)

  洪鍾哲의 經絡學總論도 이 시기에 저작된 책으로

1910년대의 교육의 필요성에 부합되게끔 기초 한의학적이

면서 당시의 분위기에 서양 의학적 내용이 다소 등장한다. 

한의계 내부의 서양 의학 절충 분위기에도 사암침법의 내

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암침법을 중시하고 계승하려는

저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930년대~40년대는 전통의학 회기론의 대두기이다. 일제

의 식민정책이 날로 가혹해져갈 즈음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자주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한의계에도 부흥의 노력이

있었다. 안으로는 한의학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

는 한의사의 지위의 향상에 힘쓰고 한의학교육기관의 설치

및 한의학 존속의 방도를 강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11)

  전통 한의학을 부흥하려는 노력에 사암침법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현존하는 舍岩鍼灸訣, 察病要訣, 靑囊訣
, 濟世寶鑑 등의 사암침법 관련 서적들이 활자화 되어

이 시기에 출간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존의 필사본으

로 대대로 가족을 통해서만 이어져 왔던 사암침법이 활자

본으로 출간되면서 임상가에게 연구되어 치료에 직결되면

서, 임상례가 풍부해졌고 이는 여러 종류의 사암침법 관련

도서를 만들어 졌다. 이는 해방 후의 사암침법의 활자본인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에 종합되면서 현재에 이르

3) 舍岩道人原著 李泰浩譯註,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
4) 黃廷學原著 鄭昊泳譯, 『舍巖鍼灸正傳』.
5) 李正來, 『太韓醫學』.
6) 李在原, 『舍巖陰陽五行鍼法秘訣』.
7) 金達鎬, 舍岩鍼法의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硏究 , 50쪽.
8) 정지훈,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

적 경향 , 48쪽~56쪽 참조.
9) 이꽃메, 식민지시기 일반인의 한의학 인식과 의약 이용 ,231쪽에

1940년 층남 당진군 송옥면 오곡리 녹가 61호의 의료기관 이용 횟
수를 보면 韓醫를 이용한 경우가 20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草
木, 賣藥, 放任, 洋醫, 미신의 순이다.

10) 정지훈, 위의 논문, 56쪽~60쪽 참조.
11) 정지훈, 위의 논문, 60쪽~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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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 일제시대의 사암침법

  

  일제시대에는 사암침법이 태동되는 17세기 중후반이후

300여년 동안 필사본으로 떠돌던 사암침법을 정리되어 대

중화된 시기이다.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 속에서도 전통

한의학을 부흥시키고 보존하려는 한의사들의 노력에 의해

서 사암침법은 활자화 되어 서적이 나오게 되었고, 韓方醫
藥와 같은 잡지에도 등장하여 대중화되었다. 그리고 李在
原이 해방 후 일본의 의학전문 잡지인 ‘의도의 일본’에

기고한 글12)을 볼 때 사암침법의 우수성은 해외 한의학계

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1) 經絡學總論
  洪鍾哲이 지은 이 책(1922년 간행)은 경혈과 해부를 결

합한 한의학의 신교육을 위한 교재로, 朝鮮醫生會 회장인

홍종철의 저작으로 되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 책은 한

의학의 ‘경락’에 대한 이해를 주된 목적으로 저술되었으

나 경락의 유주 이외에 장부의 생리 등 한의학 일반에 관

한 설명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양 해부학의 지식까지

싣고 있어 경혈과 해부를 결합한 한의학의 신교재로서 한

의학에서 서양의학을 수용하고 있는 초기적 모습을 보여주

는 자료이다.13) 

  이 책의 뒤 부분에는 ｢五行鍼術法｣과 ｢補瀉正勝法｣이
나온다. ｢五行鍼術法｣에는 12경맥 별 오수혈이 나오고, 다

음으로 각 혈위에 따른 위치와 2~3가지의 주치증이 나온다. 

｢補瀉正勝法｣에는 아래 원문과 같이 五臟에 心包를 포함하

여 허할 때 正法과 실할 때 勝法이 나온다. 難經 六十九難
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와 ‘抑其官’의 원칙을 이

용하여 ‘肺經虛’하다면 金이 虛하므로 土를 보하는 太淵
혈을 보하고 火克金하므로 火를 瀉하는 魚際혈을 瀉한다. 

하지만 기존의 사암침법 正格14)와는 달리 他經에서 혈을

취하지 않고 自經에서만 혈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經絡學總論     補瀉正勝法15)
肺經虛    太淵補  魚際瀉    肺經實    魚際補  尺澤瀉 
心經虛    少衝補  少海瀉    心經實    少海補  神門瀉  
脾經虛    大都補  隱白瀉    脾經實    隱白補  商丘瀉
肝經虛    曲泉補  中封瀉    肝經實    中封補  行間瀉
包絡虛    中衝補  曲澤瀉    包絡實    曲澤補  大陵瀉
腎經虛    復溜補  太溪瀉    腎經實    太溪補  湧泉瀉.

  사암침법을 소개하는 문헌으로, 經絡學總論은 완전하

지는 않지만 활자화된 책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미 1922

년 이전에 사암침법을 쓰는 임상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강습소에서 초심자를 위한 책인 만큼 쉽

게 오수혈의 穴位·主治症 부터 시작해서 自經을 이용한

正勝法까지 소개 되고 있다.

  2) 舍岩鍼灸訣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이하 要訣)의 모태가 되

는 책으로, ‘사본(寫本) 사암침구결(舍岩鍼灸訣)이 세인한

지리(世人罕知裡)에 매몰(埋沒)되었던 이른바 해내(海內)의

고본(孤本)으로서 6.25동란즉전(動亂卽前)에 서울에 계신 독

지가(篤志家) 김순기선생(金順基先生)의 후의(厚意)을 몽(蒙)

한 것이다.’16) 라고 한 것으로 보아 要訣이 1959년17) 활

자본으로 나오기 이전 필사본 중의 하나인 사암침구결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사암침구결은 李泰浩의 譯註로 각 章마다 한의학적인

생리와 병리 관계를 說한 ‘病源과 證治 槪論(新增)’을 첨

가하고, 補瀉법 종류와 각 경락 별 유주와 五兪穴을 설명한

것을 덧붙여 要訣으로 재판된다.

  要訣은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절판과 재판을 거듭하

며 한의사들이 사암침법을 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사암침

법을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사암침법을 대표

하는 서적이다.

12)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5쪽에 ‘斯界의 元老 李在元先生의 論
文이 日本에서 發行되는 醫道의 日本 (彼國 昭和 30年 11月 1日
發行 第14卷 11號)誌 第1面에 發表되었음을 읽은 일이 있을 뿐이
다. 그런데 李氏의 所論에 依하면 지난 1947年에 92才로 死去하
八木翁이 五行補瀉法과 現在 實存 人物로 柳谷, 本間 兩氏가 西歐
諸國에까지 積極 宣傳하고 있는 五行補瀉法은 모두 오랜 옛날 天
下에 唯一無二한 우리 舍岩訣 을 輸入해다가 彼國固有學說인 樣
假裝한 것으로 剽竊의 嫌이 不無하다 하였다. 李氏는 尊敬하는 學
者이니 虛言이 없을 게다.’ 라 하여 일제시대에 이미 사암침법이
일본에 전파가 되었고 사암침법이 일본의 것이라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金南一,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
적 경향 , 98쪽.

14) 肺正格(手太陰肺經을 補하는 방법)- 太白(土經의 土穴) · 太淵(金
經의 土穴) 補 少府(火經의 火穴) · 魚際(金經의 火穴) 瀉.

15) 洪鍾哲撰, 韓國醫學大系 第39卷 經絡學總論, 530쪽~531쪽.
16) 사암도인 원저,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 2쪽.
17) 사암도인 원저,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의 3쪽에 편저자
행파거사 李泰浩의 서문이 나오는 세 건국12년 기해년 쓴 것으로
되어있다. 해방 후 기해년은 1959년이므로 처음 『國文譯註 舍岩
道人鍼灸要訣』이 출간된 것은 1959년 이 후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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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病要訣 要訣
耳病 陽谷補
耳聾 經渠復留陽谷補支溝陽輔瀉
耳鳴 商陽通谷補太白太溪瀉
耳聾 合谷中渚臨泣瀉
耳䁎生瘡 中渚小付瀉

耳聾 經渠 復溜 補, 支溝 陽輔 瀉.
耳鳴 商陽 通谷 補, 太白 太谿 瀉.

표 1.「耳門 (굵은 글씨는 공통의 내용-論者註)

  3) 察病要訣
  찰병요결은 임상에 필요한 의론을 간추려 요결로 엮

고, 침구치법과 효과적인 경험처방들을 덧붙인 서적18)으로

서 36장 72페이지의 짧지만 내용이 풍부한 한의서이다. 대

구 在田堂書鋪에서 1930년에 발행한 책에는 이 책이 昭和5

년(1930) 11월 인쇄․발행되었으며, 저작 겸 발행자가 金基鴻
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고 권두에는 甲午年(1930) 2월 쓰여

진 김기홍의 서문이 실려 있다19). 저자가 임상의 요점이 되

는 ｢찰병요결｣과 침구치법이 되는 ｢五行流注鍼灸訣｣, 그리

고 저자의 임상 경험으로 생각되는 ｢累驗要方｣, 세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특히 ｢五行流注鍼灸訣｣에는 崔氏四花穴, 

騎竹馬穴과 함께 주로 사암침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암침법의 내용에는 方藥合編 ｢活套鍼線｣의 차례를

따라20) 50개 항목-天地運氣及鬱, 風, 寒, 暑, 濕及黃疸, 火, 

內傷, 虛勞, 霍亂, 嘔吐, 咳嗽, 積聚, 浮腫及脹滿, 瘧疾, 夢及
邪崇, 精, 氣, 神, 血, 津液, 痰飮, 蟲, 小便, 大便,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背及頭項, 胸, 乳, 腹及臍, 腰, 脅
腋, 皮, 手, 足, 前陰, 後陰, 癰疽, 諸瘡, 婦人, 小兒, 雜病, 諸
傷, 解毒으로 병증을 나열하고, 해당 사암침법 치료법을 적

어 놓았는데, ｢五行流注鍼灸訣｣이 ｢방약합편｣이 만들어

진 1885년 이후21)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암

침법 필사본이나 활자본이 要訣의 순서로 되어있는 것과

는 달리 방약합편 ｢活套鍼線｣의 차례를 따라 구성되어

당시 방약합편에 익숙한 의학 종사자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여 증상에 따라서 사암침법을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이한 것은 運氣及鬱에서는 要訣에서

두 편에 나누어져 있는 내용을 합친 것으로 運氣와 鬱에

대한 저자 나름의 지견이 있었음을 암시하며22), 東醫寶鑑
에서 `‘기혈이 고르지 못하고 몰려서 울증이 생긴다’23)`

고 하였는데 기혈이 고르지 못한 원인을 주로 운기의 영향

으로 생긴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要訣과는 달리 浮腫, 神, 蟲, 面, 乳, 皮, 手, 足, 後陰, 

諸瘡. 婦人, 小兒, 雜病, 諸傷, 解毒 등이 추가 되어 있어

필사본 舍岩鍼灸訣에서 소홀히 한 정신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 사암침법을 응용하여 의사

들이 임상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24) 

  표1)과 같이 要訣과 같은 耳門이라도 察病要訣에서

‘耳病, 耳䁎生瘡’과 같이 다른 병증을 추가하여 처방을

하거나, 같은 병증이라도 ‘耳聾 合谷中渚臨泣瀉’처럼 처

방을 달리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耳聾 經渠復留陽谷
補支溝陽輔瀉’기존의 처방 외에 陽谷穴과 같이 추가 되어

있는 사암침법 처방이 있어서25), 다른 관점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要訣의
원본이 되는 필사본 舍岩鍼灸訣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필사본 사암침구결이 나온 이

후에 찰병요결이 쓰여 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4)靑囊訣
  청낭결은 南采祐가 1933년 발행한 책으로 저자 자신

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약업가와 의학생 및 복약가에

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술한 한의학에 관한 종합의서

이다.26)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지은 책

으로 앞부분에서는 東醫寶鑑을 차례대로 요약을 하였고, 

뒤에는 자신의 임상 경험방을 같은 순서로 정리 하였다. 뒤

18) http://jisik.kiom.re.kr/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참조, 김남일
해제.

19) 위의 사이트, 김남일 해제.
20) 위의 사이트, 김남일 해제.
21) 惠庵 黃度淵, 『대역 증맥 ․ 방약합편』, 서문 5쪽.
22) http://jisik.kiom.re.kr/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참조, 김남일
해제.

23) 許俊, 東醫寶鑑, 487쪽.
24) 부인과, 소아과 등과 같이 기존 필사본 『사암침구결』에 없는 내

용은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의 부록 後人歷驗特效方要抄
에 실려 있는 것도 있다.

25) 金璂鴻, 『察病要訣』, 28쪽. 표1)외에도,『察病要訣』에는 足
【鶴膝風】에는 行間內庭俠谿然谷瀉이라 나와 있는데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에서 제32장 脚氣門 【鶴膝風】에는 中脘正環
跳瀉라 나와 있어 처방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察病要訣』【筋彎】에는 肝經補瀉라 하였는데, 『國文譯註 舍岩
道人鍼灸要訣』【筋彎】陰谷 ․ 曲泉補 經渠 ․ 中封瀉(肝正格 ;
論者註)라 되어 있다. 이는『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에서는
간정격 한 가지 처방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察病要訣』에서는
간경을 補하는 간정격과 간경을 瀉하는 간승격 두가지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쓰도록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26) 안상우, 고의서 산책 203 , www.mjmedi.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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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내용

東醫寶鑑
○ 耳鳴 取液門 耳門 中渚 上關 完骨 臨泣 陽谷 前谷 後谿 陽谿 合谷 大陵 太谿 金門.
○ 耳聾 取中渚 外關 和髎 聽會 聽宮 合谷 商陽 中衝.
○ 暴聾 取天牖 四瀆.
○ 灸耳暴聾 蒼朮長7分一頭切平 一頭削尖 將尖頭 揷耳中於平頭上灸7壯.
重者 二七壯(14壯)覺耳內熱 卽效(綱目)

靑囊訣
耳鳴-液門耳門中渚上關完骨臨泣陽谷前谷後谿陽谿陷谷太谿大陵金門.
耳聾-中渚外關合谷聽宮商陽中衝.
暴聾-天牖四瀆○蒼朮長七分一頭切平一頭尖削長尖頭揷耳中於平頭上灸七壯耳內熱.
耳聾-經渠復溜支溝陽輔瀉
耳鳴-商陽通谷補太白太谿瀉.

要訣 耳聾- 經渠 復溜 補, 支溝 陽輔 瀉.
耳鳴- 商陽 通谷 補, 太白 太谿 瀉.

표 2. ‘耳門’의 비교

에 본초가 정리되어 있고 침구편이 나오는데 사암침법 관

련 내용이 등장한다.

  침구편의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萬病散針灸｣인데, 
東醫寶鑑의 순서대로 자신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주로東
醫寶鑑의 침구 처방을 요약하고 血, 痰飮, 五臟, 六腑, 頭, 

目, 耳, 鼻, 口舌, 齒牙, 咽喉, 頸項, 背, 腹, 腰, 脇, 足, 前陰, 

天地運氣, 風, 暑, 火, 寒, 內傷, 嘔吐, 咳嗽, 積聚, 黃疸, 瘧
疾門등에서 사암침법의 내용을 추가 하였다. 

원문1)(굵은 글씨는 사암침법 내용-論者註)

○津液
盜汗不止-陰郄瀉○ 陰都五里間使中極氣海 
傷寒汗不出-合谷復溜瀉
汗不出-曲差
盜汗-陰都五里間使中極氣海
虛損盜汗-百勞肺兪
○痰飮
諸痰飮-豊隆中脘鍼
胸中痰飮吐逆不食-巨闕三里
溢飮-中元
懸飮心大-丹田迎少府太白補少海陽谷瀉
留飮胃冷-陽谷三里補臨泣陷谷瀉
支飮肝飮-陽谷曲泉補經渠中封瀉
痰飮肺濁-少府魚際補尺澤陷谷瀉
熱痰-大敦隱白補太白神門瀉
酒痰-太白太淵補大敦隱白瀉
濕痰-尺澤陰陵泉補太白太淵瀉
風痰-三里曲池補魚際陷谷瀉
積痰-丹田迎中元三里太白補大敦陷谷瀉

  원문1)처럼 각 병증에 덧붙여서 사암침법 부분을 추가하

거나 병증 중간에 사암침법 관련 내용을 첨부하였다. 要訣
과 비교하면, 혈위가 다른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원문에서 ‘支飮肝飮-陽谷曲泉補經渠中封
瀉’의 陽谷은 要訣를 포함한 다른 필사본에서도 陰谷으

로 되어 있는데, 支飮을 肝虛로 변증하여 간정격27)을 처방

한 것으로 보아 陰谷의 誤字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積
痰-丹田迎中元三里太白補大敦陷谷瀉’에서 陷谷은 要訣
에서 隱白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저자가 다른 필사본을 보

았을 수도 있고,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다르게

기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표2)에서 보면 청낭결은 동의보감의 침구법을 요약

한 후에 사암침법을 덧붙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임상가가 침 치료시 다양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동의보감과 사암침법이 함께 제시가 되어 조선시대

침구법을 정리하는 의학사적 의미도 있다.

  특히, ｢萬病散針灸｣의 ‘五臟’과 ‘六腑’에서는 실증

과 허증으로 나누어 사암침법의 정격과 승격을 그대로 침

구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五臟編과 六腑編에서 鍼灸法 없
이 도인법과 수양법으로 대체 했던 東醫寶鑑 臟腑編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으로 사암침법이 만들어진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오장과 육부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청낭결에서 사암침법의 내용이 東醫寶鑑의 次序로

상세히 나온 것으로 보아 당시 이미 사암침법을 한의사들

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사암침법 필사본에 나오

지 않은 증상이지만 오수혈을 補瀉하여 치료하는 것28)을

보면, 저자 자신이 사암침법을 많이 사용하고 경험하여 기

존 사암도인의 필사본의 병증 외에도 사암침법을 이용하여

치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虛勞」의 경우 기존 사암

침법 필사본에 처방이 자세히 기제29) 되어 있음에도 청낭
27) 肝正格- 陰谷 ․ 曲泉 補 經渠 ․ 中封 瀉
28) 南采祐, 위의 책, 370쪽. ‘【傷寒大熱不止】에 曲池瀉絶骨陷谷出血

八關大刺十指間出血’.
29) 사암도인원저, 要訣, 79쪽. ‘勞慾-經渠 太白 少府 補. 氣海 心兪

瀉.眞元枯渴-經渠 通谷 補, 中脘 正, 陽谷 陽池 瀉. 元氣衰弱-太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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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는 사암침법보다는 三里穴 자침이나 灸法으로 완만하

게 치료한 부분30)을 볼 때 필자가 치료의 주관을 가지고

사암침법을 분석하여 책을 저술하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5) 濟世寶鑑
  이 책은 濟世堂 文基洪이 번쇄한 醫論을 제외시키고 실

제 임상에서 활용성이 강한 처방 중심으로 펴낸 임상지침

서이다.31)

  문기홍은 당시 신문 지상에도 등장하는데, 1931년 11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貧者無料治療’라는 제하

에 文基洪이라는 한의사의 선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본적을 부산에 두고 지금 울산읍 옥교동에 와

서 일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濟世堂 醫師 文基洪씨는 일

찍부터 鍼灸術을 연구하여 마산, 창원, 포항, 경주 등 경상

남북도를 다니며 보통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중병을 많이

고치는 중 특히 빈한한 환자에게는 약까지 무료로 써가며

친절히 고쳐주었다”32) 또한 다음 해인 1932년 11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醫術
로 有名한 文先生基洪氏 古今으로 病을 잘 곤치는 이를

扁鵲이라한다. 濟世堂文先生基洪氏는 釜山을 爲始로 各道列
郡等地에 其에 醫術로 不治에 病이 全快된니가 其數不知하

야 文先生에 간대마다 功績碑가 서고 其名聲이 籍籍한대

特히 鍼灸術이 能熟하야 一次 文先生에 手術을 바드면 如
何한 難病이라도 容易히 全治되어 一般에 信任이 자못 두

텁다한다”33) 이처럼 문기홍은 한의학 치료 실력이 뛰어나

고, 무료 대민 봉사 활동을 많이 하여 지역 사회에서 유명

한 한의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구술에 뛰어나서

잘 고치지 못하는 어려운 병을 잘 치료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세보감에 1932년 11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가 실

려 있고, 요즘 발견되는 제세보감이 소화 8년(1933년)에

간행된 판본인 것을 보면 1933년에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책을 보면 목록 뒤로 임상 경험방 위주로 처방을 정리한 ｢
濟世寶鑑隨證用藥｣, 병을 진료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을 4언

절구 시로 정리한 ｢察病要訣｣, 27맥과 凶脈體狀 ․ 婦人經脈 
․ 求嗣脈 ․ 姙孕脈 ․ 辨男女 ․ 臨産脈 ․ 産後脈 ․ 癰疽脈 ․ 男
女老脈 등을 정리한 ｢脈訣｣, 靈龜取法飛騰針圖 뒤로 ｢鍼灸
門｣이 있다. ｢침구문｣에는 五兪穴에 原穴 6穴을 十二經脈
별로 정리하고 한 혈위 마다 혈명, 위치, 치료하는 질환들

을 정리한 ‘舍岩流注六十四穴’과 머리부터 다리까지 주

요 혈을 간단하게 주치증만 설명한 ‘治病要穴’이 있다. 

‘舍岩流注六十四穴’에 사암침법을 구사할 때 꼭 필요한

혈자리들을 위치와 주치증을 자세히 설명하여, 초심자들이

사암침법을 공부하더라도 어렵지 않게끔 배려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제세보감에서 방약합편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은

처방별로 주치증이 나오면서 그 뒤로 각 처방에 쓰일 수

있는 침구치료법이 등장하는 것이다. 침치료법, 구법, 자락

법 등이 나오는 데 여기에 사암침법을 제시한 부분이 나온

다. 여기에는 체침과 함께 사암침법을 제시한 부분도 나오

는 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九味羌活湯】(方劑, 方解 생략: 이하 같음)☯침구-一日商陽補三
里瀉三日三里補臨泣瀉

【小柴胡湯】☯침구-三四日陰谷經渠陽谷大敦補太白瀉.
【加味眞武湯】☯침구-九日至陰竅陰瀉通谷俠溪補十日神門太白補

隱白大敦瀉.
【四逆湯】☯침구-十一日天澤陰谷補太谿太白瀉十二日陰谷曲泉補

大敦商陽瀉.
【加味理中湯】☯침구-大敦臨泣滔谷三里瀉腹痛中脘.
【白虎湯】☯침구-三里曲池列缺復澑幷瀉.
【十神湯】☯침구-合谷風池魚際瀉期門補皮風曲池三里行間無汗合

曲補.
【荊防敗毒散】☯침구-曲池合谷三里依子午開闔法補瀉.
【香薷散】☯침구-中脘三里內庭承山委中関冲太冲瀉.
【大炮丸】☯침구-関冲瀉中脘鍼灸五十壯轉筋承山灸.
【浮脹丸】☯침구-內庭三里瀉中脘灸二七壯臍中関元灸三百壯以上.
【仁熟散】☯침구-曲池天井靈道神門太陵魚際二間少冲百會通谷闕

章門幷補.
【平胃地楡湯】☯침구-大陵関元大膓俞瀉.
【補中益氣湯】☯침구-內庭三里瀉.
【泄痢散】☯침구-中脘隱白內庭三里瀉.
【通乳湯】☯침구-少澤合谷亶中臨泣關元補.
【獨活寄生湯】☯침구-曲泉補腎兪關元.
【烏藥順氣湯】☯침구-肩顒風門中渚肺兪長強曲池肩井委中天應騎

竹瀉.
【膠艾芎歸湯】☯침구-合谷瀉三陰交太冲補.
【牛膝湯】☯침구-合谷補中極肩井三陰交瀉.
【益元散】☯침구-兩關沖委中三里內庭補合谷太冲瀉.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九味羌活湯】【小柴胡
湯】【加味眞武湯】【四逆湯】에서 침구법을 기존 필사본

사암침구결의 ｢상한문｣의 침구 치료혈이 그대로 실려 있

다. 이는 해방 이후 要訣이 출간될 때에도 영향을 미쳐, 

太淵 補, 支溝 然谷 瀉.’
30) 南采祐, 위의 책, 371쪽. ‘【虛勞】에 五勞羸瘦-三里 眞氣不足-灸氣
海 虛勞百症-灸膏肓患門崔氏四花穴’.

31) http://jisik.kiom.re.kr/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참조, 김남일
해제.

32) http://jisik.kiom.re.kr/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참조, 김남일
해제.

33) 文基洪, 濟世寶鑑,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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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病要訣 濟世寶鑑 要訣
合谷補 中極 肩井 三陰交瀉

右足小指尖頭灸三壯 三隂交 中極 內関 照海
崑崙隨

照海 內關 瀉, 合谷 補, 三陰交 瀉, 至陰
灸 又方 中極 肩井 瀉

표 3. 胞衣不下

譯者 이태호가 다수의 침 치료 혈위에 약 처방을 함께 병

기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태동하혈과 유산하혈에

쓰이는【膠艾芎歸湯】의 침구법에 ‘合谷瀉 三陰交 太冲
補.’를 쓰고, 산후 胞衣不下에 쓰이는 【牛膝湯】침구법에

‘合谷補 中極 肩井 三陰交瀉.’34)를 제시하였다. 察病要
訣에서는 胎衣不下에 ‘右足小指尖頭灸三壯 三隂交 中極 
內関 照海 崑崙隨’35)로 되어 있고, 要訣중 ｢後人歷驗特
效方要抄｣에 나온 胞衣不下에는 ‘照海 ‧ 內關 瀉, 合谷 補, 

三陰交 瀉, 至陰 灸 又方 中極 ‧肩井 瀉’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해방 이후 나온 要訣에 부록으로 ｢後人歷驗特
效方要抄｣에 표2)와 같이 찰병요결과 제세보감이 적절

히 융합되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제세보감의 저자 문기홍은 사암침법에 실력이

뛰어 났으며, 기존의 임상 경험 처방과도 연결지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방제과 침법이 合一되는 임상의 경지에 있

었다. 이로 인해 金容澤, 金正來, 李雨成, 金實根, 劉公珍, 

李元弼, 李龍洙, 李壽良, 金正鎬, 韓正鎬, 金秀經 등36)의 후

학을 많이 양성하여 수준 높은 한의학 임상의 맥이 이어

지도록 하였다.

  6) 韓方醫藥
  1942년에 충청남도한방의약협회(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

에서 발행한 잡지이다. 이 잡지는 1942년 10월 25일에 발행

된 韓方醫藥 제 44호이다. 매월 발행을 원칙으로 발간되

었으며, 당시에 지방의 한의약단체에서 발행한 통신강의록

성격의 한의학 학술지이다.37) 일제시대에는 한방의학계, 
東醫寶鑑, 동서의학보, 동양의학, 조선의학계, 동
서의학연구회월보 등의 한의학학술잡지가 있었다. 이는 첫

째는 한의학의 폐절을 막고 한의학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한의학술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것

이었다.38)

  한방의약제44호에는 육기, 상한론, 침술, 약물 등이 실

려 있는데, 그 중에서 침술은 ｢漢醫學鍼術硏究(四)｣라는 제

목에 弘山 崔容學이 기고하였다. ‘第二十七課 胃脘痛論, 

第二十八課 腹痛論, 第二十九課 腰痛論, 第三十課 脇痛論, 

第三十一課 諸氣論, 第三十二課 疝氣論, 第三十三課 脚氣論, 

第三十四課 痛風論, 第三十五課 痿症論, 第三十六課 耳病
論,’ 까지 질환의 변증 설명과 침 처방을 기재 하였는데, 

사암침법의 대표적 필사본인 經濟要訣39)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사암침법의 필사본 중 하나를 옮긴 것처

럼 보인다. 네 번째 기고인 것으로 볼 때 제41호부터 연재

한 것으로 생각된다. 第二十七課 胃脘痛論, 第三十三課 脚
氣論, 第三十五課 痿症論을 제외하고, 이전 필사본에 질환

의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거나 칠언절구의 시로 질환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내용이 첨가 되었다.

원문2)(굵은 글씨는 저자의 첨언-論者註)

第二十八課 腹痛論40)
腹無熱痛이라하며 因寒邪則必有疼痛이라 心虛則火痛이오 胃虛則

濕痛이오 肺濁者氣痛이오 腎弱者冷痛이오 肝衰者査痛이오 血虛者
小腹痛也라 然이나腹中諸痛은 皆由於勞力이過甚하고 飮食이失節하
야 中氣受傷에寒邪가乘虛入客하야 陽氣가不通所致故로卒然이痛이
니라

腹痛有熱亦有寒 時痛時止應是熱
死血食積幷食痰 綿綿不止作寒看
腹痛治法如左
火鬱痛心經不足 大敦小冲補陰谷曲泉瀉
寒邪入膓大膓不足 三里曲池補陽溪陽谷㵼
胃虛濕痛 陽谷解溪補臨泣陷谷瀉
肺濁氣痛 小府魚際補尺澤曲泉瀉
腎弱冷痛 經渠復留補太白太溪瀉
肝衰鬱痛 陰谷曲泉補經渠中封瀉
血虛小膓痛 臨泣三間補通谷前谷瀉

第三十一課 諸氣論
先觀七情之長短하고 後察九氣之善惡이라 喜則氣緩하고 怒則氣上

34) 文基洪, 『濟世寶鑑』, 41쪽.
35) 金璂鴻, 『察病要訣』, 31쪽.
36) 金南一,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

적 경향 , 97쪽.
37) http://jisik.kiom.re.kr/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참조, 김남

일 해제.
38) 정지훈,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

술적 경향 , 79쪽.
39) 李正來, 太韓醫學全集3권, 2370쪽~2445쪽에 활자화 되어 있음. 김
달호는 자신의 논문 舍巖鍼法의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硏
究3쪽 주석12에서 ‘經濟要訣은 舍岩目錄, 芝山目錄, 河陽目錄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舍岩目錄, 芝山目錄은 太韓醫學에서 同
一하게 活字化했음. 東原 李正來 先生虞⁏도움으로 求함.’이라 하여
太韓醫學全集의 사암칩법 내용이 사암침법 대표적 필사본인 經
濟要訣을 활자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40) http://jisik.kiom.re.kr/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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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憂者난氣沈而思結하며 悲者는氣消而驚亂이라 恐氣下而寒收요 
勞者耗而熱泄이라 夫人身之氣는與精血로爲配하야 血注脈內하고 氣
行經外하며 呼吸皆行三才요 血氣幷行於一身이라 以此로灌沈乎百骸
之內하고 循環乎九竅之中이라 內無七情之所傷이오 外非六情之所感
이며 君子行之無憂며 何氣之有哉리요 噫라時人五志之火는無時不起
하며 十味之偏을無日不傷이라 是故로補以七情하고 溫以九氣하라 
諸痛而皆因於氣요 百病而皆生於氣니라 天地之氣가常則安하고 變則
動하나니 人은並天地之氣하야 五運니佚優於外하고 七情이交戰於中
이니라 人之體中에肌肉이豊盛이면 乃血之榮旺이니 極爲美事나 然
니나 但血旺이면 易致氣衰이라

諸氣能令百病生 男宜調氣兼和血
要知九氣不同名 女要調經氣順行
諸氣治法如左
喜氣緩温 太白補三里瀉
怒氣上 太冲補經渠瀉
思氣結 間使而炙氣海
恐氣下 腎兪炙行間瀉
悲氣消 炙上脘而鍼要兪
寒氣收 丹田氣海炙百壯
驚氣亂 太冲補小府瀉
勞氣耗 三陰交肺兪炙七壯

  원문2)를 보면 굵은 글씨가 添言된 내용이다. 여러 필사

본이나 활자본 판본에 이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기고자 본인의 한의학적 고견으로 추측된다. 본인

의 견해는 사암침법을 구사하는데 있어 변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상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時
痛時止應是熱-(논자 해석 ; 때때로 아프고 때때로 통증이

그치면 열증이다)’이라 하여 ‘火鬱痛心經不足 大敦小冲補
陰谷曲泉瀉’의 처방을 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綿
綿不止作寒看-(논자 해석 ; 면면히 통증이 그치지 않으면

한증이다)’이라 하여 ‘寒邪入膓大膓不足 三里曲池補陽溪
陽谷㵼’의 처방을 쓸 수 있도록 변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당시 필사본이나 활자본으로 사암침법에 관련된 서적들

이 이미 출간되었어도 지방의 임상가들에게는 접하기가 쉽

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잡지가 충청남도 한방의약협회 소속

된 한의사라면 구독할 수 있었으므로, 학술적인 전문성과

잡지가 가진 대중성으로 사암침법에 관심있는 임상가는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7)기타 사암침법 관련 서적

  1928년에 필사본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經驗鍼灸編
이 있다. 이 책에서는 앞쪽에는 침구기초이론에 해당하는

12경백경혈유주와 전신경혈의 소재 위치 및 주치, 자침심도

가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보사수법과 子午流注, 八脈交會穴
法, 그리고 舍岩補瀉鍼法이 들어 있다. 그 다음으로 각 병

증문을 구성하여 임상 침구혈을 제시하였는데, 舍岩五行補
瀉鍼灸法을 준용하고 병증별 鍼灸病案例를 실어놓았다. 사

암침법을 옮겨 적거나 채록해 놓은 사본류는 흔히 볼 수

있어도 직접 경험한 침구 임상례를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경험방을 마주하는 일은 흔치 않다.41) 이는 당시에 補瀉를

이용한 침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사암침법

을 임상적으로 다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192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舍岩 靑囊訣이 있

다. 이 책은 5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珍珠囊藥性賦, 

塗氏藥性賦, 隨證用藥法, 正五行鍼道, 達生秘書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正五行鍼道는 사암침법의 정수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고 1장 중풍으로부터 43장 치루까지 병증별 요

혈과 보사수기가 기재 되어 있는데, 사암침구결과 비슷하

다. 뒤에는 사암침법을 응용한 경험방도 추가되어 있다.42) 

용약법과 침구법이 간단명료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에 이러한 책들이 필사본으로 많이 퍼져 임상에 있

어 지침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암침법은 체침과 다

르게 원리를 파악하면 처방을 외우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하였기에 침의 정수로써 임상가에 다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일제시대에 사암침법을 문헌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제시대에는 사암침법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經絡學
總論, 舍岩鍼灸訣,經濟要訣, 靑囊訣, 察病要訣, 濟
世寶鑑, 經驗鍼灸編, 舍岩 靑囊訣등이 있고, 잡지로는

韓方醫藥이 있다. 일제시대의 사암침법 관련 한의서는 이

전 東醫寶鑑의 침구법과 사암침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해

방 후 사암침법이 부흥하고 사암침법의 원리를 밝히는데

일조를 하였다.

 2. 察病要訣에서는 기존 필사본에서 다루지 않던 정신

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 사암침법

처방을 제시하여 사암침법의 임상적 응용을 확대하였다. 이

는 해방 후 國文譯註 舍岩道人鍼灸要訣』이 출간되면서

사암침법 필사본 원문 뒷부분 ｢後人歷驗特效方要抄｣에 대

부분 추가되어 後人들이 사암침법을 응용하는데 도움을 주

41) 안상우, 고의서산책 315, www.mjmedi.com 참조.
42) 안상우, 고의서산책 423, www.mjmedi.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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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3. 靑囊訣에서 저자는 東醫寶鑑의 순서에 따라 東醫
寶鑑의 침구법을 요약한 뒤에 사암침법을 덧붙여, 당시 많

이 쓰이는 조선시대 침구법을 정리하고 임상에 있어 다양

한 침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의 침법을 계승 발전

시키려는 일제시대 한의사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4. 濟世寶鑑에서는 기존의 약 처방에 사암침법을 비롯

한 침구법을 연결하여 방제와 침구법이 合一되게 하려는

저자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해방 후 國文譯註 舍岩道人
鍼灸要訣』이 출간되면서 역저자가 다수의 사암침법 처방

에 방제를 연결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5. 한의학 잡지인 韓方醫藥에 사암침법의 필사본 원문

이 저자의 견해와 함께 연재가 되어, 사암침법이 대중화되

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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