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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擇日法이 수록된 조선의서와 承政院日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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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의학史연구소

A Study on Auspicious Days for Acupuncture in Chosun Dynasty

Saeyoung Hong, Honggyun Kim

Institute of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Choosing an auspicious day originated from cosmobiological concepts which were prevalent in traditional society. 
This method was devised to minimize the damage and maximize the effec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t is found 
in most of Asian traditional medicine and still regarded as important in Tibet. In Korea, historical records show that 
various rules were applied to make certain pills, enhance physical condition, avoid illness and to get medical care. Strict 
rules were also applied to avoid inauspicious days when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ut this tradition lost chance 
of proper evaluation due to involuntary and rapid westernization.

Chimgutaekilpyonjip was published in early Chosun dynasty collecting almost all existing methods from the 
Huangdineijing to Sung-Chin-Yuan medicine. DonguiBogam Yirimchalyo and Chimgukyunghumbang succeeded these 
methods in separate ways. But they are similar at particular points. In many clinical cases of Seungjeongwonilgi, most 
methods written in DonguiBogam were used to choose auspicious day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 of Chimgutaekilpyonjip and other medical texts of Chosun are compared by analyzing 
the contents regarding choosing an auspicious day. Secondly, clinical records of Seungjeongwonilgi are examined to 
assess their practical use. Studying and evaluating the past theories could help accelerate the procedure of setting 
a proper standard in our times.
keywords : Auspicious day, Acupuncture, Chimgutaekilpyonjip(鍼灸擇日編集),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ngui 

Bogam

I. 서 론

택일에관한기록은삼국시대로거슬러올라간다. 天人相

應의원리에입각하여天文과曆法, 卜筮를활용함으로써

왕실과백성의안위를담당하였던日官은전문적인교육을

받아제도적으로양성되었다.1) 의학에서도다양한방법으

로택일법을사용하였는데, 그중에서도침구택일법은내용

이 상세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침구택일은침구치료로인한인체의손상을최소화하고

효과는최대화하기위하여고안된방법론으로서아시아지

역의전통의학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며, 일부에서는현재

에도치료의중요한부분으로간주되고있다.2) 우리의학에

1) 장인성, 백제의 술수 , 百濟硏究, 1994;24:138-139.
2) 티벳전통의학과부탄전통의학에서는지금도금기일을준수한다. 날짜및시

간에 따른 금기법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축일인신소재금기와 유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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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침구택일의원칙이비교적엄격하게적용되어왔으나,

조선말서양문물의강압적수용과이에따른전통의단절로

인하여평가를통한계승과도약의단계를밟지못하였다.

침구택일에대한가장빠른문헌적근거는 黃帝內經에
서찾을수있으며,3) 備急千金要方에서체계적이고종합
적인방법론으로정리되었다. 택일의이론은運氣學이성

행한宋代에보편적인방법론으로인정받았으며宋代이래

로다양한침구서들에반영되었다. 조선전기에간행된 鍼
灸擇日編集은침구택일에관한기존방서의내용을망라
하여 체계적으로 편집한 책으로, 黃帝內經과 千金方,
그리고宋金元시대의다양한침구서들에기재된택일법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내용을 비교한 책이다.

본고에서는 우리의학에서 활용된 다양한 침구택일법을

알아보기위하여먼저택일법의역사와의학관련택일법의

개략적인내용을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조선초기에간행

된 鍼灸擇日編集을비롯하여조선중기의 東醫寶鑑, 
醫林撮要, 鍼灸經驗方에수록된침구택일내용을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承政院日記의임상기록을조사하여침
구택일법의적용사례를살펴봄으로써조선시대침구택일

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본론

1. 택일의 역사 개략
택일은천문, 역법과밀접한관련을맺으며백성들의일

상생활은물론, 국가적으로도중요한위치를점유해왔다.

태이다. 이 외에도 'Holy Day'라하여종교적인이유로치료를하지않는

날이 있다.

3) 靈樞에서는 本輸 第二 를 비롯한 여러 편에서 四時에 따른 취혈법을

언급하였고, 終始 第九 에서는자침전에形氣를살필것과거동, 飢飽에

따른일반적인금기를말하였다. 특정금기일과는무관하지만이내용은천

금방을 비롯한 여러 의서에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가장 기본적인 금기사항

으로 전한다. 陰陽繫日月 第四十一 에서는 人氣 소재부위를 左右手足의

4 부분으로나누어각각 3개월씩해당부위의자침을금하였다. 五禁 第六

十一 에서는 甲乙日, 丙丁日 등 十干日에 금해야할 부위를頭耳, 肩喉廉

泉, 腹, 股膝, 足脛의 다섯 부위로 나누어 五禁이라 명하였다. 九宮八風

第七十七 에서는 太一의 운행과 그에 따른 바람의 영향을 논하였는데, 여

기에서 太一所在 금기일에대해서따로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의 내용은

이후 침구서들이나 東醫寶鑑과 같은 의서에서 주로 인용 되었다. 九鍼
論 第七十八 에나오는身形應九野 역시주요침구서에서침구금기를논

할수있는이론적근거를제공하였다. 身形應九野는좌우의足, 脇, 手 및

膺喉首頭, 腰尻下竅의 총 8부위를 8절기일에 응하는 것으로 보며, 六府와

膈下三藏은中州에응하므로大禁(太一소재일과모든戊己日)으로 정하여

이 아홉 가지를 天忌日로 정하였다.

제도적으로는이미삼국시대에기반이잡혀있었으니, 백제

에는日官部4)와曆博士5)가있었고, 고구려와신라에서도

日官의직책을두었다. 이시기의日官은天文, 曆法, 卜筮

등에관한업무를맡고있었으므로택일역시그범주에포

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신라에서도 시간측정이나

天文, 卜筮등을담당하는관직을각각두었으며, 고려시대

에들어와서는통일신라의관제를이어司天臺6)에서日官

의업무를보았다. 이후관제정비를거치면서변화를겪었

으나, 성종대에太卜監과太史局의 2원체제로운영되다가

충선왕대에書雲觀으로통합되었다.7) 고려시대日官의역

할에관해서는고려사에다양하게기록되어있으며,8) 이중

에는 卜日, 즉 택일도 확인된다.9)

조선에서는세종 27년(1445)에書雲觀산하에命課學을

설치하였는데,10) 이후에觀象監11) 산하로이어졌다. 성종

대에잠시폐지12)한것을제외하면命課學은조선말기에

갑오경장이있기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의命課學은 
應天歌, 徐子平, 袁天綱, 範圍數 등을기본으로하
였고, 여기에택일관련서적13)들이추가되었다. 대개중국

에서수입한책을사용하였으나직접편집하여간행하기도

하였다. 天機大要는유실이나증보등의이유로국내에
서다섯차례나간행되었을만큼활용도가높았다.14) 당시

4) 周書 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 上 百濟 : “外官有司軍部․司徒部․

司空部․司寇部․點口部․客部․外舍部․綢部․日官部․都市部”.

5) 日本書紀 卷第十九 天國排開廣庭天皇 欽明天皇 十四年(553년) 六月 :

“遣內臣闕名, 使於百濟, 仍賜良馬二匹……別勅, 醫博士․易博士․曆博士

等, 宜依番上下, 今上件色人, 正當相代年月, 宜付還使相代, 又卜書․曆

本․種種藥物, 可付送”.

6) 고려 태조 원년(918년)에 처음으로 관제를 정하면서 신라 제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高麗史節要 1 태조 원년 6월조) 신라에 있던 司

天臺를계승하여司天을두었음이 高麗史의사료들을통해확인된다. (
高麗史 관련 사료는 김창현, 高麗時代 日官에 관한 一考察 , 고려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91:.6-7을 참조.)

7) 김창현, 앞의 논문, pp.80-81.

8) 김창현, 앞의 논문, pp.30-35.

9) 高麗史 122 方技 伍允孚傳에 伍允孚는 卜日에 대하여 凶을 피하고 吉에

나아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김창현, 앞의 논문, p.26.) 이는 택일의 기본

원칙을 말한 것이다.

10) 성주덕 편저, 이면우 외 옮김, 서운관지, 2006:364.
11) 世祖實錄 38卷, 12년 1월 15일.
12) 成宗實錄 49卷, 5년 11월 27일. 성취한 자가 적고 충원이 어려워 폐지
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13) 剋擇通書, 象吉通書, 天機大要, 協紀辨方書, 協吉通義 등이 
서운관지에 언급되어 있는 택일서들이다.(성주덕 편저, 이면우 외 옮김,
앞의 책, p.55, 64, 141, 344을 참조.)

14) 정조 즉위년에 國葬日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일관들이 택일을 위해 주로

참고한 책으로 天機大要가 언급되었으며(承政院日記 정조 즉위년 5
월 8일), 정조 13년에는 遷園을 위한 택일 시 의거할 만한 책으로 天機
大要와 時用通書를 들고 있다.(正祖實錄 28卷, 13년(1789) 8월 9
일) 이 책은 본래 明의 林紹周의 찬술이다. 인조 14년(1636, 丙子)에 成

汝櫄이 간행하였으나 병자호란으로 유실되어 효종 4년(1653, 癸巳)에 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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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命課學은택일위주로운영되었으며,15) 관련서적에대

한요구가높았으므로정조 19년에는새로이 協吉通義를
편찬하여16) 試講書로 추가17)하기도 하였다. 택일서에서

중요하게다룬분야는喪葬, 遷墳, 起造,18) 婚姻, 移徙등이

었으며 이 외에도 관직업무, 상업, 농경, 목축, 양잠, 의료

등일상생활의다양한부문에대하여宜日, 忌日등으로선

택법을기록하였다.19) 이처럼택일은왕실의안위나업무

결정은물론, 백성들의경제활동이나일상생활에서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의학에서의 택일
成汝櫄이 改撰하면서 쓴 天機大要의 서문에 따르면
택일은星辰撮要의법칙을통하여吉凶을알게하는20) 방

법이다. 질병과의료역시인간의삶에서중요한영역이므

로택일서에는求醫療病日, 求嗣日등과같이의료와관련

된 기본적인 택일법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의서에기록된택일법은택일서에나타난질병이

나의료관련택일법과는다소차이가있으며층위별로보다

세밀하게나뉘어, 제약에관한택일법, 섭생관련택일법, 침

구택일법으로구분된다. 특히침구택일법은다른의료관련

택일법에비하여체계가정연하고내용이풍부하다.21) 조

刊하였다. 이 책을 원전으로 하여 영조 13년(1737, 丁巳)에는 池百源이

增補本을간행하였고, 영조 39년(1763, 癸未)에는池日賓이新增本을간

행하였다. 이후 후손인 池松旭이 고종 39년(1902, 壬寅)에 增補新本을

발간하였다.(林紹周 原著, 成汝櫄 改撰, 池百源 增補, 池日賓 新增, 大韓
曆法硏究所 譯編, 詳譯 新增參贊秘傳天機大要, 대지문화사, 2004:1-2
참조.)

15) 정조 15년에는 觀象監에서 올린 節目에서 命課學은 지금 諏吉하는 일을

담당하면서도 祿命만을 講하므로 배우는 바가 쓰임이 없다며 協紀辨方
書와 象吉通書의 두 권을 命課學의 취재과목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正祖實錄 33卷, 15년 10월 27일.)

16)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3월 16일.
17)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11월 12일.
18) 집을 수리하거나 건물을 고치는 일을 말한다.

19) 택일서에 따라 채택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나 대개 이러한 범주로 정의된

다. 天機大要에서는喪葬, 遷墳, 起造, 婚姻, 移徙, 기타길일의여섯항
목으로 구분되며 기타길일에서는 上官赴任, 入學, 祭祀, 祈福, 裁衣, 醫

療, 出行, 造醬, 敎兵, 穿牛鼻, 養蠶, 伐木 등 29개항목으로나누어설명

하였다.(林紹周 原著, 成汝櫄 改撰, 池百源 增補, 池日賓 新增, 大韓曆法
硏究所 譯編, 앞의 책, pp.12-17 참조.) 協吉通義에서는 御用六十七
事, 民用三十七事, 通書選擇六十事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天機大要
와달리왕실에서택일이필요한경우를세분화해놓은것이특징이다.(閔

鍾顯 等奉勅編, 協吉通義 卷十, pp.95-101 참조.) 協吉通義는 특히
왕실에서의 택일의 쓰임과 중요도를 보여준다. 의료 관련 택일법으로는 
天機大要에 求醫療病日, 求嗣日, 避病五鬼起例, 房勞當避日 등이 기록
되어 있고, 協吉通義에는 求醫療病, 經絡의 항목이 있다.

20) 林紹周 原著, 成汝櫄 改撰, 池百源 增補, 池日賓 新增, 앞의 책, p.5.
21) 다른 분야에서보다 침구에서 특히 택일법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여러

선시대에간행된우리의서에서확인되는택일법들을상기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약 예방 및 섭생 침구 기타

醫方類聚 葆養志 鍼灸擇日編集 四時纂要

袖珍經驗神方 東艸單方 東醫寶鑑 山林經濟

附方便覽 醫林撮要

鍼灸經驗方

醫本

仁濟志

一金方

<Table 1> 택일법 수록 의서의 유형별 분류

이절에서는침구택일을제외한나머지택일법을수록한

의서를먼저살펴보도록하겠다. 먼저, 제약관련택일에관

해서는, 단순히 길일을 택한다는 내용부터 天醫吉日이라

명시한내용까지다양하게확인된다. 醫方類聚나 袖珍
經驗神方에서는 약의 재료를 준비하였다가 天醫吉日과
같은 길일에 合藥한다22)고 하였고, 附方便覽에는 萬病
解毒丸 條에서 天德, 月德, 黃道上吉日23)을 택하여 약을

만들도록24) 하였다. 이 내용은 東醫寶鑑의太乙紫金丹,
일명 萬病解毒丹의 제법과 동일한데, 다만 黃道上吉日에

대한언급은 附方便覽에서추가한것이다. 이는택일방
법론이 보다 폭넓게 적용된 사례이다.

다음으로예방과섭생관련택일에관해서언급한 葆養
志를살펴보면, 慾有所避라하여범방에관련된금기일을
기록하였는데, 人神所在와 절기 및 弦望晦朔을 기준으로

하였다.25) 그에따르면매월 28일에는人神이陰에소재하

가지가있겠으나, 침구치료가기혈운행에직접적인자극을가하는치료법

이라는 것, 그리고 침구치료의 근본원리를 제공하는 십이경락의 운행이

천기의 운행과 밀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22)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袖珍經驗神
方, 諸傷金刃傷, “神效金瘡方……擇天醫吉日, 合藥，細末, 入琉璃甁
內……”.

23) 天德과 月德은 月建吉神 중 하나이다. 매달의 길신에 해당되는 십이지를

택하여 배열하여 제반 행사를 시행하기 좋은 날을 가려 활용하도록 하였

다. 黃道上吉日은 黃黑道法을 따르는데 황도는 길하고 흑도는 흉하다.

인신, 묘유, 진술, 사해, 자오, 미축으로십이지를나누고각각에해당되는

청룡, 명당, 천형, 주작 등 황흑도를 십간으로 배합한다. 이들은 山林經
濟의 選擇 편에자세하게기록되어있다. (홍만선, 민족문화추진회옮

김, 신편국역 산림경제, 2007:300.)
24) 황도연, 附方便覽,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24, 여강출판사, 1988:146-
147. “萬病解毒丸……以端午, 七夕, 重陽, 或天德, 月德, 黃道上吉日, 預

先齋戒, 盛服精心, 治藥爲末……”.

25)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서유구, 葆養
志, 慾有所避. “每月二十八日, 人神在陰, 切忌慾事, 甚於甲子庚申, 十五
日, 人神在遍身, 右當戒之(三元延壽書)……諸神降日, 犯陰者促壽, 朔日

減一紀, 望日減十年, 晦日減一年, 初八上弦, 二十三下弦, 三元減五年,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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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慾事를꺼리고, 15일에는人神이인체에두루소재하

므로경계한다고하였다. 또한朔日에는12년, 望日에는10

년, 晦日에는 1년등으로犯陰시의수명감소를논하였다.

痘瘡전문서적인 東艸單方에서는 出行禁忌日, 送西神吉
日, 和日, 無厄日26) 등의월별택일법을기재하여痘瘡의

치료와 섭생에 참고로 삼았다.

이밖에의학관련택일법이수록된일반서로는 四時纂
要와 山林經濟가대표적이다. 여기에는농경이나일상
생활과관련하여백성들에게필요한제반택일법이다양하

게수록되어있다. 四時纂要에는절기에따른월별기후
변화와 卜筮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의 침구치료

금기일로血忌日을기록하였다.27) 山林經濟에는求醫療
病日을수록하면서, 치료하기에좋은날과꺼리는날을구

분하여써놓았다. 이중天醫일및除, 破, 開일을길일로

꼽은것, 弦望晦朔과辛未일을기일로삼은것, 그리고남자

는戊일, 여자는己일을꺼린다고한내용28) 등은 東醫寶
鑑에서도언급된부분이다. 그러나또다른忌日로제시한
往亡, 遊禍, 六未, 三敗일등은여타의서에서발견되지않

는내용이다. 실제민간에서사용하던택일기준은의서에

구애받기보다는일반택일서에의거하는경우가많았음을

보여준다.

3. 침구택일법을 다룬 의서
조선전기에들어와기존의침구서들을근간으로침구택

일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함으로써 鍼灸擇日編集이라는
전문서가탄생하였다. 이후로도침구택일을다룬조선시대

의서들은다수있으나, 이를전문적으로다룬의서는이책

이 유일하다. 東醫寶鑑과 醫林撮要, 鍼灸經驗方은
조선중기라는비슷한시기에간행된의서들로, 침구택일을

별도로다루었다. 이의서들은각각독특한관점을보여주

므로 비교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鍼灸擇日編集
鍼灸擇日編集은세종 29년(1447년)에 전순의와김의
손이정리, 간행하였으나우리나라에서는일찍이실전되었

立二分二至二社, 各減四年, 三伏減一年……”.

26)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東艸單方.
“正辰, 二丑, 三戌, 四未, 五卯, 六子, 七酉, 八午, 九寅, 十亥, 冬申, 臘

巳, 送西神吉日”.

27)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 四時纂要.
“四月……血忌在申不可針灸出血”. 각 월별로 해당 血忌日을 기록하였다.

28) 홍만선,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앞의 책, p.328.

다. 日本의侍醫敎諭인多紀元堅이보관하던유일본을중

국의羅嘉杰이발견하여빛을보게되었는데, 羅嘉杰은淸

光緖16년(1890)에 상해에서 重刻鍼灸擇日編集29)이라
는이름으로이책을復刻하였다. 羅嘉杰이쓴중간서문에

는이책이매우귀중한책임을설명하면서 ‘明醫院官인全

循義와金義孫’의저술이라하였다. 이구절로인하여우리

의서가아닌중국의서로그간오인되어왔으나, 안상우를

위시하여북경을방문한한의학연구원일행에의해그존재

가밝혀지게되었다.30) 鍼灸擇日編集은그내용은물론
이거니와이책에인용된문헌을통하여의학사연구에중

요한 자료를 제공하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책의편제는김예몽의서문과羅嘉杰이쓴중각본서

문으로시작하여 16권의인용문헌31)을밝혀놓았고, 침구

의길일및금기일에관하여총 24개의항목32)으로기술하

였다. 각항목에는인용문헌을밝혀놓았고의서별로차이

가있는내용까지상세하게덧붙였다. 마지막에는이책을

교정하고 淨寫한 于(希璟)小宋의 跋文이 적혀 있다.

김예몽의서문에의하면, “병을치료하는간편한방법은

침구만큼묘한것이없고, 침구의도리에서택일보다중요

한것은없다”고하여침구에서차지하는택일의중요성을

말하였다. 여기에인용된책들은대부분송금원대의침구전

문서적이나 임상방서들이지만 事林廣記와 같은 방대한
백과사전류에수록된의학관련내용도참조하였다. 안상우

가이책의해제에서지적한바와같이이책은 “인용서를

29) 重刻鍼灸擇日編集은 鍼灸擇日編集과 景宋本備急灸方을 하나로

묶어 간행하였는데, 備急灸方 역시 羅嘉杰이 일본에서 함께 구한 孤本
이다.

30) 안상우, 고의서산책 144, 민족의학신문, 2003년 4월 19일.

31) 따로 인용서목이라는 소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권두에 위의 16번까지

에해당하는서명을기재하였다.( 1. 孫眞人備急千金方, 2. 黃帝明堂灸經,

3. 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4. 太平聖惠方, 5. 竇漢卿編集鍼經指南, 6. 新

刊銅人鍼灸經, 7. 鍼灸廣愛書括, 8. 事林廣記, 9. 齊人千金月令, 10. 元

龜集, 11. 龍木總論, 12. 資生經, 13. 素問靈樞經, 14. 巢氏病源論, 15.

易簡方, 16. 龍樹菩薩眼論) 鍼灸擇日編集에 인용한 것으로 밝힌 16종
의의서들중 元龜集과 新刊銅人鍼灸經을 제외하면모두 醫方類聚
 편찬에도인용되었다. 素問靈樞經과 龍樹菩薩眼論, 千金方 외에
는 모두 송, 원대의 저작들이다. 본문에서 발견된다. 인용서들 중 外臺
秘要, 千金翼方, 灸膏肓兪穴法은 鍼灸擇日編集의 인용서목에 나
오지않는다. 앞의두책은 千金方에서재인용한책들이기때문에인용
서목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灸膏肓兪穴法은 뚜렷한 이유
없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인용 문헌 중에서는 千金方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 24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千金方에서 인용되었고, 元龜
, 銅人經이각 9회, 明堂 8회, 聖惠方 7회, 廣記 6회, 鍼經 5
회, 龍目, 龍樹, 兪穴, 資生經이 각 2회, 廣愛, 月令, 易簡
方이 각 1회 인용되었다.

32) 18번째 항목까지는 침구택일에 관한 내용이고, 19번 이후로는 주로 구법

에서의 각종 금기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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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대조하여분류하는의서편찬방식”33)이두드러진

다.

鍼灸擇日編集은 독자적인 의론을 전개하기보다는 각
의서에서침구택일에관련된자료들을수집하여비교, 나열

하였다. 동일한항목안에서의서별로비교해놓은내용을

보면, 같은택일법이라하여도의서에따라적게는한두글

자에서많게는반이상의내용이다르게기록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鍼灸擇日編集에서는
이렇게상이한내용에대해서어떠한견해도제시하지않았

다. 이 책이 관찬의서임을 감안한다면 편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만들었을터이므로이는의도적인편제로볼수있

다. 의서마다서로다른택일법이난무하여어떤택일법을

사용해야할지확신하기어려운현실에서택일의공통된기

준에대한요구가있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흩어

져있는택일원칙들을모아서비교하는작업이필요하였으

므로그첫시도로나온결과가이책이었을것으로생각한

다. 다시말해서이책의의도는당장택일의공통된기준을

마련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택일법들을한눈에

찾아보고적절한방법을선택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2) 東醫寶鑑
東醫寶鑑에서는 鍼灸擇日編集에서 의서마다 분분
했던내용이일목요연하게정리되었다. 기본적인이론의토

대는 內經에서찾았으며, 여기에몇가지기본적인택일
법을선택하여기재하였다. 이내용들은임상에서실재적이

면서도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되었다.

東醫寶鑑에기록된택일법은대부분 鍼灸擇日編集
에도나오지만, 택일법의명칭을비롯하여세부적인내용에

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鍼灸擇日編集은 千金方을
인용한항목이많으므로 千金方에서사용한명칭이많이
보이는반면, 東醫寶鑑에서는대개의의서에서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단순히 항목의 수만 비교하여도 한결

33)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안상우, 鍼灸

擇日編集 해제. 문헌을비교하고철저히대조하는편찬방식은 醫方類聚
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醫方類聚에서는 매우 세밀한 내용까지 대조하
여정확히기재하고자노력한반면, 鍼灸擇日編集에서는인용문의정확
성이 다소 떨어지며 일부에서는 오류가 발견된다. 세월에 따른 원본의 훼

손으로글자의식별이 어려워새 판본을만들기위해옮겨적는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도 있었겠으나, 원본의 오류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다.

34) 예를 들어 千金方과 元龜集, 鍼灸廣愛書括의 내용을 비교한 鍼灸
吉日을 보면, 일진 몇 가지가 빠지고 더해진 정도이다. 그러나 日辰忌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금기부위가 의서에 따라 달라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간략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는사실을알수있는데, 임

상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선별하였다고 여겨진다.

형식이나내용면에서 鍼灸擇日編集과 東醫寶鑑의직
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3) 醫林撮要
醫林撮要는 東醫寶鑑과거의비슷한시기에편찬된
관찬의서임에도불구하고내용과구성방식에서차이가있

다. 먼저 醫林撮要는매우소략한택일방식이두드러진
다. 이는 간략한 구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

던35) 이책의편찬목적과동일한맥락으로이해할수있다.

醫林撮要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택일법을 배제하고
쉬우면서도반드시지켜야할방법론만을선택함으로써필

요에따른즉각적인활용을도모한것으로보인다. 여기에

서비교의대상으로삼은다른의서들이여러택일법을다

룬것과달리, 醫林撮要에서는血忌日과瘟㾮日만을기
재하였다. 가괄의형식으로기재함으로써활용의편의를도

모하였다는 사실 역시 실용적 측면을 확인시켜 준다.

4) 鍼灸經驗方
鍼灸經驗方은 東醫寶鑑과 醫林撮要의 중간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鍼灸經驗方에는 鍼灸吉日과
매월의鍼灸忌日, 神直日및절기에따른太乙유주부위금

기법을기록하였는데, 큰줄기는 東醫寶鑑과비슷하지만
東醫寶鑑에기록된택일법에비하면 4종으로더간략하
게정리한셈이다. 이는鍼家의입장이나환자의입장모두

를고려한것으로여겨지는데, 임상에서현실에맞게활용

하면서도원칙은최대한지키고자하였던저자의의도를짐

작케한다. 즉, 東醫寶鑑이백과사전적의서로서원칙에
충실한자세를보여주었고, 醫林撮要는보다손쉽게활
용될수있는방법으로압축시켰다면, 鍼灸經驗方은민
간에서 활동한 임상가의 저술로서, 실용성과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고자한선택을보여준다. 항상환자를접해야하

는의원으로서택일에따른번거로움도있었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생각한다면원하는때에치료받기어려운불편도

존재하였을것이다. 간략하면서도기본적인원칙을고수한

항목들은이양자를절충하고자한임상가적인안목을드러

내고 있다.

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택일항목별로비교하면다음의

<Table2>와 같다.

35)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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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鍼灸擇日編集과 東醫寶鑑, 鍼灸經驗方의 택일항목 비
교36)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鍼灸吉日 鍼灸吉日 鍼灸吉日

推天醫吉日及雜忌傍通法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
圖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
圖

千金方忌鍼灸法 鍼灸忌日 鍼灸忌日

千金方推四時人神忌

千金方十二支人神忌

千金方十干人神忌

千金方逐時人神忌

千金方日辰忌 逐一人神所在

千金方十二部人神忌

千金方鍼灸忌日

千金方忌鍼灸法

腧穴經四時太一神忌 身形應九野

腧穴經太一人神忌 太乙遊八節日數 太乙遊入節日數

千金方九部人神忌

明堂經尻神法 九宮尻神禁忌出入門

千金方推十二部人神法

病源論年人神忌

龍樹菩薩眼論醫眼禁忌日

鍼經雜忌法

明堂經候天色法

易簡方灸膏盲忌法

資生經灸艾雜說法

資生經點艾火法

莊季裕灸膏肓忌法

이밖에도조선후기에침구택일법을기재한의서들중, 
醫本에서는 日辰吉日 일부37)와 弦望晦朔, 瘟㾮日, 日辰
에따라병을피하는방위등, 특정택일법만을취하여기재

하였고,38) 仁濟志에서는 東醫寶鑑의 택일법을 일부
발췌하였으며,39) 一金方에서는 東醫寶鑑의택일법전
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4. 택일법 세부 비교
여기에서는 東醫寶鑑의침구택일법을기준으로하여 

36) 醫林撮要는 내용이 간략하여 표에서 제외하고 본문에만 기록하였다.
37) 己酉, 丙辰, 壬戌, 天醫, 除, 破, 開日만을 길일로 기록하였다.

38) 醫本,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30, 여강출판사, 1988:112-113. “宜己
酉, 丙辰, 壬戌, 天醫, 除破開日, 忌建滿平收閉, 弦望晦朔日, 未日, 瘟㾮

日……避病方, 甲己日 南方, 丙丁東方, 戊己南方, 庚辛北方, 壬癸西

方,……鍼灸, 宜同療病, 忌血支血忌瘟㾮, 逐日人神所在”.

39) 서유구, 仁濟志,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48, 여강출판사, 1988:596-
597.東醫寶鑑의 내용 중 鍼灸吉日, 鍼灸忌日, 坐向法, 逐日人神所在
를 그대로 수록하였다.

鍼灸擇日編集과 醫林撮要, 鍼灸經驗方의내용을비
교하였다.40)

1) 鍼灸吉日

鍼灸擇日編集의침구길일은 千金方의내용을기본
으로한다. 東醫寶鑑에는 鍼灸擇日編集에서언급한길
일이외에庚戌, 庚申, 辛亥, 乙丑, 乙亥, 癸未의여섯가지

가추가되었고, 甲辰대신甲寅, 壬辰대신壬申으로기록된

것이다르다. 丙辰, 己未일은 鍼灸擇日編集에는있지만
東醫寶鑑에서는 빠져 있다.
또, 鍼灸擇日編集에서는 또 다른 길일로 除, 破, 開
일41)과天醫, 要安日까지만언급하였으나 東醫寶鑑에서
는 ‘春甲乙, 夏丙丁, 四季戊己, 秋庚辛, 冬壬癸’등으로사계

절에따른길일42)을따로언급하였고, 除일과破일도남녀

를구분하여43) 길일이다른것을말하였다. 이를표로나타

내면 다음의 <Table 3>와 같다.

鍼灸擇日編集44) 東醫寶鑑 鍼灸經驗方45)

甲戌 甲申 甲辰
乙巳 乙卯
丙子丙申丙午丙辰丙
戌
丁卯 丁亥 丁丑46)

戊戌 戊申
己亥 己未
庚午 庚子
辛卯 辛丑
壬午 壬辰 壬子 壬戌
癸丑47)

甲戌 甲申 甲寅
乙巳 乙卯 乙丑 乙亥
丙子 丙申 丙午 丙戌
丁卯 丁亥 丁丑
戊戌 戊申
己亥
庚午 庚子 庚戌 庚申
辛卯 辛丑 辛亥
壬午 壬子 壬戌 壬申
癸丑 癸未

甲戌 甲申
乙巳
丙子 丙午 丙申 丙戌
丁卯 丁亥 丁丑
戊戌 戊申
己亥
庚午 庚子
辛卯
壬午 壬子 壬戌
癸丑

宜用除日, 破日, 開日
天醫要安竝吉

春甲乙, 夏丙丁, 四季戊己,
秋庚辛, 冬壬癸
男喜破日, 女喜除日, 男女
俱宜開日

<Table 3> 침구길일 비교

40) 承政院日記에서 보이는 침구택일법의 종류를 분석해 본 결과 東醫寶
鑑의침구택일법에가장근접한다고여겨지므로이를기준으로비교, 분
석하였다.

41) 이를 十二直, 혹은 十二辰이라고도 한다. 建, 除, 滿, 平, 定, 執, 破, 危,

成, 收, 開, 閉의 12일로구성되며매월의월건에따라적용한다. 즉정월은

寅月이므로寅日이建日이되어순환하는식이다. 東醫寶鑑에는 醫學
入門을 인용하여 “男喜破日 女喜除日 男女俱宜開日”이라 하였으며 이
외에 다른 날짜는 말하지 않았다. 醫學入門에는 東醫寶鑑에 인용된
내용이외에도成, 開, 執일이길하다는내용이있다. 그러나이와연관된

특정부위의금기에관해서는두책모두언급하지않았다. 침구택일편집에

는 千金方十二部人神忌 라하여이내용이있다. 十二直에관련된택일

은 택일관련 내용이 비교적 풍부한 山林經濟에서 다수 확인된다.
42)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2004:787. "春甲乙 夏丙丁 四季戊己 秋庚辛

冬壬癸 皆吉".

43) 許浚, 앞의 책, p.687. "男喜破日 女喜除日 男女俱宜開日".

44) 鍼灸擇日編集 내에서 다른 의서와 비교한 것은 각주에 명시하였다. 길
일의기재순서는비교의편의를위하여 東醫寶鑑에기재된간지순서
에 따랐다. 鍼灸經驗方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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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표를보면일진에따른길일이대체로비슷하게기

록되어있으나일부에서는첨삭이확인된다. 이는기준으로

삼은 의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인데, 어느 의서의

내용이정확하다고단언하기는어렵다. 일진에따른길일은

침구택일의첫번째기준이되므로그중요도가비교적높

으며, 承政院日記의 임상기록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택일원칙으로 확인된다. 간혹 일진에 따라 길일로 선택된

날과 금기일이 겹치는 경우도 있었으나 瘟㾮日만 아니면

그대로사용하였다. 각종택일법을모두적용하다보면실

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데, 대개의 택일에서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 질병 치료의 특성 상 적절한

시기를놓쳐서는안되므로모든금기일을준수할수없었

고, 길함이많고흉함이적은경우에는길로써흉을제어할

수있다고보았으므로,48) 해당길일과겹친금기일의중요

도에따라결정한것으로보인다. 역으로말한다면, 침구택

일법에서정해놓은길일은대부분의금기를무시할만큼

영향력이 큰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금기일

길일은 위에 언급된 내용이 거의 전부이지만, 금기일은

길일에비하여그종류가많다. 특정일과弦望晦朔은물론,

일진에따른특정금기일을기록하였고, 本命日에관련된

금기사항도보인다. 그러나이러한금기원칙들이임상에서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弦望晦朔일의

금기는 東醫寶鑑에만기록되었는데, 실제로는月滿無補
의 원칙에 따라 弦望일에 뜸 치료를 금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치료를허용하였던것으로보이며, 민간에서는月

滿無補의 원칙을 침치료에 역이용49)하기도 하였다. 한편,

東醫寶鑑과 鍼灸經驗方에서는매월의특정일금기일
중16일대신 15일로되어있는것이 鍼灸擇日編集과다
르지만, 매월의정해진날짜금기는임상에서거의참고하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5) 鍼灸經驗方에는 기재 순서가아래와 다르다. 앞부분은 鍼灸擇日編集
의순서와유사하며천간별로모았으나뒷부분은천간의순서와무관하게

기재하였다. “丁卯 丁亥 庚午 庚子 甲戌 甲申 丙子 丙午 癸丑 丙戌 壬

午 壬子 壬戌 辛卯 戊戌 戊申 巳亥 乙巳 丁丑 丙申”. 이 내용은대체로

鍼灸擇日編集이나 東醫寶鑑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鍼灸擇日編集
과 비교하면 6항목, 東醫寶鑑과 비교하면 10개 항목이 적다.

46) 丁丑은 千金方에는 없으며 元龜와 廣愛에만 나온다고 되어 있다.
47) 鍼灸擇日編集 원문에는 鍼灸廣愛書括에 丙辰 丙戌 壬戌 辛丑 己未

癸丑의 여섯 가지가 없음을 별도로 기록하였으나 이 표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48) 承政院日記 정조즉위년 5월 8일. “今此擇日, 雖有些少之殺, 吉多凶少,
以吉制凶, 如此些少之殺, 豈有少妨乎?”.

49) 承政院日記 영조 13년 5월 14일.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每月 6, 15, 18, 22, 24, 小盡日50)
每月 6, 16, 18, 22, 24, 小盡日
弦望晦朔

每月 6, 16, 18,
22, 24, 小盡日

又戊午甲午等日大忌刺出血鍼
灸服藥 不出月凶51)

甲辰庚寅乙卯丙辰辛巳甲子
壬子丁巳辛卯癸卯乙亥等日
忌鍼灸52)

辛未日 鍼藥俱忌 扁鵲死日
也

男忌除 女忌破 男忌戊 女忌己
壬辰甲辰己巳丙午丁未男忌
鍼灸
甲寅乙卯乙酉乙巳丁巳女忌
鍼灸

男忌除日及戊日 女忌破日及
己日 男女俱忌滿日
壬辰甲辰己巳丙午丁未男
忌鍼灸
甲寅乙卯乙酉乙巳丁巳女
忌鍼灸

五辰 五酉 五未 及八節先後各
一日凶, 素問云前後各五日

五辰 五酉 五未 及入節前後
各一日凶

五辰, 五酉, 五
未日

木命人行年在木則不宜鍼及服
靑藥
火命人行年在火則不宜汗及服
赤藥
土命人行年在土則不宜吐及服
黃藥
金命人行年在金則不宜灸及服
白藥
水命人行年在水則不宜下及服
黑藥

病人本命日 不可鍼灸

<Table 4> 침구금기일 비교

3)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

天醫吉日과雜忌方通法은 東醫寶鑑에매월의神直日
避忌方通圖로기재되었다.53) 東醫寶鑑과 鍼灸經驗方
의 월기일 항목은 <Table 5>와 같다.

여기에서주목할만한내용은온황일이다. 鍼灸擇日編
集에는온황일이기재되지않았고, 금원시대까지의침구
서에도온황일에대한언급은없다. 그러나조선중기의서

인 醫林撮要와 東醫寶鑑, 鍼灸經驗方에는공통적으
로온황일이기재되었다. 특히 醫林撮要는온황일과혈
기일만을침구금기로다루었다54)는점에서이두금기일을

중요하게여긴당시의인식을짐작할수있다. 鍼灸經驗方
에서는다른신직일은표의형식으로기재하였으나온황
일만은가괄로썼으며, 그내용은 醫林撮要에실린온황
일가괄과동일하다. 온황일만을가괄로쓴것은온황일의

임상적 중요성과 보편적인 활용도를 보여준다.

瘟㾮神, 즉역병에대한두려움은오래전부터종교적인

방법까지동원하여해결책을모색해왔다. 瘟㾮神을물리

50) 음력으로 29일을 말한다.

51) 千金方의 원문에는 ‘千金翼方 不出月凶’으로 나온다.
52) 千金方에는 壬子와 丁巳 사이에 甲午와 丙辰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누
락되었다.

53) 六害, 季忌, 天滅, 瘟㾮, 不向 등의 항목이다.

54) 楊禮壽, 醫林撮要,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11, 여강출판사, 198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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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日 二日 三日 四日 五日

足大指厥陰分 足外踝少陽分 尻內少陰分 腰太陽分 口舌太陰分

六日 七日 八日 九日 十日

手陽明分 足內踝少陰分 手腕太陽分 尻厥陰分 腰背太陰分65)

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十四日 十五日

鼻柱陽明分 髮際少陽分 牙齒少陰分 胃脘陽明分 遍身鍼灸大忌

十六日 十七日 十八日 十九日 二十日

胸乳太陰分 氣衝陽明分 尻內少陰分 足趺陽明分 足內踝少陰分

二十一日 二十二日 二十三日 二十四日 二十五日

手小指太陽分 外踝少陽分 肝腧厥陰分 手陽明分 足陽明分

二十六日 二十七日 二十八日 二十九日 三十日

胸太陰分 膝陽明分 陰少陰分 膝脛厥陰分 足趺陽明分

<Table 6> 逐日人神所在

<Table 5>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55)

正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六月 七月八月 九月 十月十一 十二

月厭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月忌 戌 戌 戌 丑 丑 丑 辰 辰 辰 未 未 未

月殺 丑 戌 未 辰 丑 戌 未 辰 戌 未 未 辰

月刑 巳 子 辰 申 午 丑 寅 酉 未 亥 卯 戌

大殺 戌 巳 午 未 寅 卯 辰 亥 子 丑 申 酉

六害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血忌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午 子

血支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天醫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季忌 丑 戌 未 辰 丑 戌 未 辰 丑 戌 未 辰

天滅 丑 卯 申 酉 丑 卯 申 酉 丑 卯 申 酉

瘟㾮 未 戌 辰 寅 午 巳 酉 申 亥 子 丑 卯

치는주문인 佛說天尊却瘟㾮神呪經은현재해인사장경
각의 팔만대장경에도 전하며, 조선말에 언해본이 다시 간

행56)되기도하였다. 月忌日 중유독온황일을 ‘鍼家의大

忌’57)라하여중요하게여기는경향은 承政院日記의진
료기록에서도확인된다. 온황일은다른택일법들과달리조

선에서유난히강조된측면이있는데, 조선중기이후로온

황일이 부각된 것은 疫病의 유행과도 무관하지 않다.58)

명대의 대표적인 침구서인 鍼灸大成이나 청대의 醫
宗金鑑에도온황일에대한언급은없다. 鍼灸大成의침
구택일법은대략 14개항목으로정리되는데,59) 대부분기

존의금기법을바탕으로하였으므로 鍼灸擇日編集과중
복되는부분이많다. 그러나신직일중血忌日과血支日을

강조60)한 것 외에는 많은 택일법을 모아놓았다는 특징을

보여줄뿐이다. 醫宗金鑑은 鍼灸大成에비하여택일법
이보다간략한데, 四季節人神忌, 逐日人神忌, 十二時人神

忌등으로61) 인신소재금기만을다루고있다. 또다른명대

55) 鍼灸擇日編集에는 季忌, 天滅, 瘟㾮의 항목이 없으며, 六害 대신 月害
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었다.

56) 이 경전은 1908년에 언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해인사 장경각 팔만대

장경을 열람하던 뇌허법사가 인출하여 독송 후 효력을 경험하여 판각을

권유한것이 간행 계기였다. 역병을 주재하는 瘟㾮신을 물리치기위한주

문으로서, 아난이 부처에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중생을 구하는 방법을

청하니, 주문을일러주며이를지성으로독송하면병이나을것이라는내

용이다.

57) 承政院日記 인조 23년 5월 12일.
58) 李梴 編著, 진주표 譯解, 新對譯編註 醫學入門, 법인문화사, 2009:571.
역자는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 수록된 鍼灸忌日의 내용을 비교하여
東醫寶鑑에 瘟㾮의 두 글자가 추가된 것을 통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59) 楊繼洲, 鍼灸大成, 岳麓書社, 1992:448-456.
60) 이 두 항목만 각각 별도의 가괄로 넣었고, 기타 침구기일의 항목에 辛未

일, 白虎, 月厭, 月殺, 月刑이라하여몇가지신직일을명칭만추가하였

다.

61) 吳謙, 醫宗金鑒, 文淵閣四庫全書 子部88 醫家類. 臺灣商務印書

종합의서인 醫學入門에서도血忌日과血支日만을주요
금기일로삼았고,62) 그외에는人神과尻神금기만다루었

다.

일반적인택일서적에서온황에관한내용이발견되기는

하지만, 療病, 竪造, 修宅, 移徙등을꺼린다63)고하여의료

에만국한시키지는않았으며, 세부적인적용에서도차이가

있다.64) 이는국내의서에기록된온황일이중국의의서에

서채용되거나일반택일서적에서나온내용이아니라는사

실을보여주며, 토착화된전통에서비롯되었으리라는추정

에무게를실어준다. 중국의서와우리의서가모두 內經과
송금원대의택일법을근간으로하였지만, 변화해간방향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4) 逐日人神所在

한달 30일에따른人神소재부위를표기한것이다. 鍼
灸擇日編集에는 의서마다 다르게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
여표기해놓았는데, 東醫寶鑑의내용은이중 鍼灸擇日
編集에서인용한 銅人經의내용과가장유사하다. 다른
의서들에서는경락을기재하거나부위를기재하는등혼재

된 명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었는데, 銅人經과

館:755-756.

62) 李梴, 醫學入門, 고려의학, 2006:140.
63) 林紹周 原著, 成汝櫄 改撰, 池百源 增補, 池日賓 新增, 大韓曆法硏究所
譯編, 앞의 책, p.288.

64) 林紹周 原著, 成汝櫄 改撰, 池百源 增補, 池日賓 新增, 大韓曆法硏究所
譯編, 앞의책, p.288; 閔鍾顯 等奉勅編, 協吉通義 卷十三, p.208. 天
機大要에는 瘟㾮殺이라 하였고, 協吉通義에는 鬼哭의 항목에 瘟㾮이
라부기하였는데, 두내용모두 6월에는子, 9월에는巳, 10월에는亥日을

해당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東醫寶鑑, 醫林撮要, 鍼灸經驗方에
는 모두 6월이 巳, 9월이 亥, 10월이 子日로 되어 있다.

65) 東醫寶鑑에는 太陰分으로 되어있으나 부위상으로 보면 太陽分의 오기
로 보인다. 나머지 내용에서 거의 일치하는 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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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醫寶鑑은부위와경락을함께기재하는일관성을보여
준다. 여기에서말하는人神은天氣에대응되는개념으로

여겨진다.66) <Table 6>은 東醫寶鑑에 기재된 내용이
다.

5) 太乙遊八節日數

太乙遊八節日數는인체부위를手, 足, 脇, 膺喉首頭, 腰

尻下竅, 臟腑로나누어 8절기와간지에배속시키는 靈樞
九鍼論 의身形應九野67) 내용을바탕으로한다. 鍼灸擇
日編集은冬至에서시작하고있으나 東醫寶鑑이나 鍼
灸經驗方은모두立春에서시작하는것이다르다. 팔절기
에따른태을의소재부위는앞의身形應九野에서상응하는

인체부위를시작으로하여순환한다. 일부만예를들어본다

면 <Table 7>과 같다.

이내용은 鍼灸擇日編集의인용서중 腧穴經과 鍼
經에만수록되어있으며, 비슷한시기의다른중국침구서
에는없다. 이와달리 鍼灸擇日編集과 東醫寶鑑, 鍼灸
經驗方에서는 모두 이 방법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Table 7> 太乙遊八節日數68)

1日
10日
19日
28日
37日

2日
11日
20日
29日
38日

3日
12日
21日
30日
39日

4日
13日
22日
31日
40日

5日
14日
23日
32日
41日

冬至 腰尻下竅 右肩臂 左脅 左肩臂 藏腑膈下

立春 左脚足 頭首喉膺 腰尻下竅 右肩臂 左脅

春分 左脅 左肩臂 藏腑膈下 右脚足 右脅

立夏 左肩臂 藏腑膈下 右脚足 右脅 左脚足

夏至 頭首喉膺 腰尻下竅 右肩臂 左脅 左肩臂

立秋 右肩臂 左脅 左肩臂 藏腑膈下 右脚足

秋分 右脅 左脚足 頭首喉膺 腰尻下竅 右肩臂

立冬 右脚足 右脅 左脚足 頭首喉膺 腰尻下竅

이는의서에서뿐아니라 承政院日記의임상활용예에
서도 확인되는 특징이다.

銅人鍼灸經에도 太陽分으로 되어 있다.
66) 金達鎬, 李鐘馨 共編譯, 黃帝內經素問(下), 의성당, 2001:800. “天地之
大紀, 人神之通應也”.

67) 홍원식역, 黃帝內經靈樞, 傳統文化硏究所, 1999:511. “左足應立春, 其
日戊寅己丑, 左脇應春分, 其日乙卯, 左手應立夏, 其日戊辰己巳, 膺喉首

頭應夏至, 其日丙午, 右手應立秋, 其日戊申己末, 右脇應秋分, 其日辛酉,

右足應立冬, 其日戊戌己亥, 腰尻下竅應冬至, 其日壬子, 六腑隔下三臟應

中州其大禁, 大禁太乙所在之日, 及諸戊己, 是爲天忌日也”.

68) 표는 東醫寶鑑의 내용이다. 鍼灸擇日編集에는 臟腑膈下 항목이 五
臟六腑膈下로 표기되었고 鍼灸經驗方에는 臟腑로 간칭하였다.

한편, 온황일과같은月忌日을적용할때음력과함께절

기달력을기준으로사용하였는데,69) 이는 24절기가농경

사회에서중요한위치를점유하였기때문이다. 東醫寶鑑
의침구택일법서두에서는 靈樞의내용을인용하여절기
에따른바람의방향과성질및그에따른질병을먼저논하

였다.70) 절기를기준으로한기후의변화와이에따른인체

의변화는天人相應을바탕으로한의학의기본적인관심

사이고, 택일 역시 일월성신의 운행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절기의변화가중요한것은일견당연하다. 그러나이렇게

실생활과침구택일법에서절기가공통적으로중요하게부

각되고있는것은우리의학에서발견되는특징이기도하다.

5.承政院日記의 택일 사례 분석
承政院日記의 임상기록에서 발견되는 택일기준은 위
에서살펴본의서의공통적택일원칙에서크게벗어나지않

는다. 의관이길일과구기가있는날을구분하여임금에게

아뢰면임금이원하는날을길일중에서선택하였다. 길일

과금기일에대한설명을덧붙인경우가많지않으므로정

확한택일의기준을알기어려우나, 承政院日記의택일
기록에서언급된기준이나의서에나오는기타택일원칙들

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기준이 된 택일원칙을 추적하였다.

길일을제시할때에極吉, 最吉, 次吉, 平吉등의명칭을

사용한곳도있는데, 길일이면서금기와전혀겹치지않는

날을極吉이나最吉이라한것같다. 次吉이나平吉은크게

구애받지 않는 금기와 겹치는 날이거나, 길일은 아니라도

금기가 없는 날의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承政院日記의사례에서나타나는침구택일원칙은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진에따른택일을기본으로삼았다. 조사한사례

중일부를제외하고는모두일진길일에부합하였다. 길일로

선정된날중, 일진길일에나오지않는날은금기사항이없

는 날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東醫寶鑑에 수록된 원칙들은 임상에서 대부분
사용되었지만우선순위에따라적용하였다. 온황일은가장

자주 언급된 금기일이라 할 수 있다. ‘침가의 대기’라하여

금기중에도금기였다. 다른금기일은무시되는경우가있

어도온황일이무시되는경우는거의없었다. 반면에弦望

69) 承政院日記 경종 3년 7월 4일. 24절기는 입춘을 시작으로 두 개의 절
기가 정월부터 배속되는데, 입춘은 正月節, 우수는 正月中, 경칩은 二月

節 춘분은 二月中의 차례로 나간다. 음력 날짜로는 달이 바뀌었더라도

절기력에 따르면 전 달의 영향이 남아있게 된다.

70)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2004:78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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晦朔은금기일로언급되기는하였으나이역시다른금기

에 비해서는 가볍게 적용하였다.

셋째, 한달이바뀌는주기를음력이아닌절기로계산하

였다. 24절기를 2절기씩배속시키면 1년이되는데, 입춘을

정월절의시작으로한다. 따라서음력달력으로는달이바

뀌었다하더라도절기가아직바뀌지않는경우가발생한

다. 온황일과같이일진으로정하는금기의경우, 이달에는

금기이지만바뀐달에는금기가아닐수있다. 음력으로계

산하게되면금기가아니므로택일을할수있지만, 절기력

으로적용하면지난달에해당되어아직금기를지켜야하는

것이다. 이러한경우에는절기를기준으로한달력을우선

으로 계산하였다.

넷째, 금기일이많아택일이어려울때에는금기일중에

서도꺼리는바가가벼운날을선택하여치료를하였다. 예

외적인방법을허용하여금기일이라도치료가필요할경우

에는하루중 2시간만금하는방법을택하기도하였다. 즉

해당일이 온황일인데 인일인 경우, 인시에만 치료를 하지

않는것이다. 또한, 침구치료를연속된일자에시행하는중

에금기일을만나면, 큰금기가아닌이상관계없이치료하

였다.

다섯째, 치료당일의 일기는이러한 금기들과 상관없이

중요한결정요인이었다. 폭서나혹한에는치료하지않았으

며흐리거나풍우가있는날도혈맥의소통이원활하지않

다하여 치료하지 않았다.

承政院日記의 택일 사례들을 보면 택일이 과연 쉽지
않았음을알수있는데, 실재로선택된날짜들중금기일에

해당되는경우가종종발견되기때문이다. 그중에는금기

일이지만융통성을발휘하여적용한사례도있으나, 일부의

경우는의서에서공통적으로다루는금기일임에도무시하

였다. 이를잘못된택일이라볼수도있으나, 이러한상황이

반복되는것으로보아택일시의우선순위, 혹은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특히 신직일에서 자주 발견된

다. 의서에다양한신직일이기재되어있지만, 실재로모두

활용되지는않았음을알수있다. 承政院日記에서는신
직일중瘟㾮일만발견된다. 다른신직일들을사용하지않

았다는사실은, 해당일을금기일에넣지않고길일로택일

한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承政院日記에서 발견되는 택일 사례들을
유형별로살펴보고자한다. 택일의기준으로발견되는日辰

吉日, 弦望晦朔, 入節日, 人神所在, 太乙神所在, 瘟㾮日, 계

절이나날씨등각각에대하여사례로예시하였으며예외적

인 적용례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1) 日辰吉日

일진길일은택일에서가장기본적으로활용된방법이다.

숙종 17년 1월 15일 (신축) :

“……의관에게길일을택하게 한즉 오는 20일(丙午)과
26일(壬子)이모두길하다고합니다. 이두날중어느것으

로 정하시겠습니까?”

이기사에서는일진에따른길일을적용하여택일한사례

를보여준다. 일진으로길일을잡는방법은일반적으로많

이사용된택일법이다. 대부분의택일기록은일진에따른

길일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길일로 선택된 날에 기타

금기사항이겹치는경우도있었으나瘟㾮일만아니면그대

로 사용하였다.

2) 弦望晦朔에 따른 금기

현종 4년 10월 15일 (己酉) :
藥房의 都提調 李景奭과 左承旨 徐必遠이 啓를올려아

뢰기를,

“……受鍼한 후에침의 효과가 있으므로 6회만시행하

고그칠수는없다고하시었고, 오늘이나내일이면끝나게

되는데 16일은 望日이므로꺼리므로 17일로미루고 10회를

채우도록하교하시었습니다.針醫들과상의해본즉, 16일이

望日이기는 하지만補하는것을꺼릴뿐이고 瀉하는것은

꺼리지않습니다. 17일에 鍼刺하는것은 曆家에서마땅하지

않게여기는바이나이미치료를시작한뒤에는반드시구

애될필요가 없습니다. 내일(16일)과모레(17일)에 受鍼할

수있으나 18일이 瘟㾮이므로 19일과 20일에이어서수침하

면 10회가 찹니다. 이렇게 정함이 어떻겠습니까?”71)

16일을望日이라하여금기로여겼으나, 黃帝內經에기
록된 月滿無補의 원칙에만 부합하면 된다고 보고 瀉法인

침술을허용하고있다. 弦望晦朔에관한내용은 東醫寶鑑
에만기록되어있고 鍼灸擇日編集이나 鍼灸經驗方에
는 나오지 않으나, 黃帝內經素問에서 자세히 언급하였
다.72) 택일의기본중하나로간주되었던듯하나, 이외의

71) 承政院日記 현종 4년 10월 15일, “藥房都提調李景奭, 左承旨徐必遠啓
曰,……受鍼之後, 多有鍼效, 不可六度而止, 今明日則姑停, 十六日更稟,

而若以望日爲忌, 則更退於十七日, 十度爲限可也事, 下敎云。議諸諸針

醫, 則十六日雖云望日, 於補爲忌, 瀉則不忌, 十七日鍼刺, 曆家所不宜,

而旣始之後, 則不必拘焉, 明日․明明日受鍼爲可, 十八日瘟㾮也, 十九

日․二十日連受, 則便滿十日, 以此爲定,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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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도 弦일이나 晦朔일 등을 길일로 선정한 것으로

보아 그리 엄격한 적용을 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17일은曆家에서꺼리는바라고하였는데, 每月諸神直日

避忌傍通圖에서血忌와月刑에해당하는것을말한것인지

절기를기준으로말한것인지는확실하지않다. 그러나 ‘이

미시작한후에는구애될필요가없다’는이유로17일의금

기는무시하였다. 그러나 18일은瘟㾮일이라하여금기를

지키고 있다.

19, 20일은다시연이어치료를하도록하여10회의시술

을 채울 것을건의하였다. 여기에서 19일은 癸丑, 20일은

甲寅이다. 每月諸神直日避忌傍通圖에서 10월의丑은月厭

일로 침구를 금하게 되어있으나 역시 구애받지 않았다.

다음의사례에서도역시月滿無補의원칙에따라구법은

금하되 침법은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13년 5월 14일 (신축) :

志哲이 아뢰기를, “受鍼의 吉日로는 오늘이 가장 좋고

나머지날은다꺼리는바가있으니 18일에야비로소길일

입니다.”

興慶이아뢰기를, “15일은뜸을뜨기에는해롭지만간혹

침을쓴다고하니의관들로하여금진달하게함이어떻겠습

니까?”

志哲이 아뢰기를, “醫書에 이르되 望에는 補하지 않고

晦에는 瀉하지않는다고하였는데, 대개望이되면 氣血이

충만하므로 補를해서는안되는것입니다. 비록뜸을뜨는

것은꺼리지만침은꺼리지않으니외간에서도이날을많

이 씁니다.”

聖徵이아뢰기를, “望일에는 血氣이충만하므로 瀉법을

쓰기에는마땅하지만만약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써서는

안됩니다. …… ”73)

72) 黃帝內經素問 八正神明論 , “歧伯曰 凡刺之法, 必候日月星辰四時八

正之氣, 氣定乃刺之. 是故天溫日明, 則人血淖液, 而衛氣浮, 故血易寫, 氣

易行, 天寒日陰, 則人血凝泣, 而衛氣沈. 月始生, 則血氣始精, 衛氣始行.

月郭滿, 則血氣實, 肌肉堅. 月郭空, 則肌肉減, 經絡虛, 衛氣去, 形獨居.

是以因天時而調血氣也. 是以天寒無刺, 天溫無疑. 月生無寫, 月滿無補,

月郭空無治, 是謂得時而調之. 因天之序, 盛虛之時, 移光定位, 正立而待

之. 故日月生而寫, 是謂藏虛. 月滿而補, 血氣揚溢, 絡有留血, 命曰重實.

月郭空而治, 是謂亂經. 陰陽相錯, 眞邪不別, 沈以留止, 外虛內亂, 淫邪乃

起”.

73) 承政院日記 영조 13년 5월 14일, “上曰, 何日當受鍼乎? 志哲曰, 受鍼
吉日, 今日最好, 而其餘則皆有拘忌, 十八日始吉矣. 興慶曰, 十五日雖害

於灸, 而或用於鍼云, 使諸醫達之, 何如? 志哲曰, 醫書云, 望不補晦不瀉,

蓋望則氣血充滿, 故不可補也. 雖忌之於受灸, 而鍼則不忌, 外間亦多用此

日矣. 聖徵曰, 望日血氣充滿, 雖宜於瀉, 而若非不得已, 則不可用, ……

上曰, 今日則太急, 何日更爲吉日耶? 興慶曰, 乃十八日, 而似遠矣. 上曰,

今日則太急, 八日則太遠, 弦望雖不宜補, 而旣宜於瀉, 且與灸有異, 定以

현망일에는기혈이충만하므로보법은쓸수없으므로뜸

은안되지만, 사법은쓸수있으므로침은괜찮다는견해이

다. 왕실이라는특수성으로인하여모든원칙을준수하고자

하는경향이있으므로여기에서도반대의견이나오기도하

지만, 결국임금의결정에따라망일에수침을하기로하였

다. 承政院日記의다른기사에서도현일이나망일에그
대로수침을하는경우가발견되므로瘟㾮일처럼절대적인

금기일은아니었음을알수있다. 한편, 여염에서도침치료

에보름날을자주쓴다고한것으로보아구법에서는금기

로삼았으되침법에서는오히려이를역이용하였다는사실

도 알 수 있다.

3) 入節日 기준 금기

인조 4년 9월 18일 (정해) :

藥房에서 啓를올려아뢰기를, “……臣等이 憂慮를이기

지못하여감히 醫官들과상의해본즉, 18일은 丁亥일로 立
冬이라 十月節이고,瘟㾮神(이지키는날)입니다. 19일은 入
節 후다음날이라역시 瘟㾮神(이지키는날)입니다. 20일은

滿日이라 男女 모두꺼리는날이니, 말씀드린날들은모두

針家에서꺼리는날들이라 施針하기어렵습니다만, 急病이

면 하루중에 다만一時만피하면됩니다. 21일과 22일은

平吉이라합니다. 이증후를살펴서아주긴급하지않다면

21일을 기다려 受針해야할 듯하여 감히 아룁니다.74)

입절일과입절일전후역시금기일이다. 위의기사에서는

입절일과 瘟㾮일, 만일이 금기일로 제시되었다.

4) 人神所在禁忌

다음의사례 7에서는日辰에따른人神所在부위를금한

경우이다. 東醫寶鑑에는축일인신소재로칭하였고 鍼灸
擇日編集에서는 일진기라 칭하였다.

사례 7. 인조 20년 6월 10일 (戊申)
藥房의 都提調 李聖求와 提調 李溟, 副提調 李行遠이 啓

를 올려 아뢰기를,

“……오늘 受針하도록 명하시었기에 의관들과 상의해

再明日爲之, 可也”.

74) 承政院日記 인조 4년 9월 18일, “藥房啓曰, …… 臣等, 不勝憂慮之至,
敢與醫官等商議, 則十八日丁亥立冬, 十月節, 乃瘟㾮神, 十九日入節後

一日, 亦是瘟㾮神, 二十日滿日, 男女俱忌, 俱是針家所忌, 皆難施針, 而

急病則一日上, 只忌一時, 二十一日二十二日, 平吉云. 詳此症候, 不至大

段緊急, 似當等待, 二十一日受針, 敢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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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오늘은 腰脊이 遊神禁忌라침을놓을 수 없고 다만

經絡의 行針만마땅하므로, 中脘穴에침을놓아야한다고

합니다. 또, 丹地灸는 입시한 후에 觀勢하여 한다고 하여

감히 아룁니다.”

답하시기를,

“알았다. 오늘이 禁忌라하니내일시행하도록하라.”75)

여기에서요배부위의수침은금하되경락행침은가능하

다고하였는데, 사용한침법이나침의종류가한가지가아

니었으며, 침법이나침의종류에따른금기의적용에차이

가있었다는사실을짐작하게해준다. 이는오늘날의침의

종류가과거와다르므로이러한침구금기에크게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5) 太乙遊八節日數에 따른 금기

현종 3년 8월 6일 (丙午) :
藥房에서 다시 啓를 올려 아뢰기를,

“문안에대한비답을엎드려받잡건대,성상의 眼澁 등의

증상이어제와다름없고사소한금기를다지킬수는없으

므로오늘과내일중에정하여 受鍼함이좋겠다고하교하시

었습니다. 이에우려를금할수없어서다시 鍼醫로하여금

擇日하게하니, 오늘의 拘忌는대단치않으나 明日은꺼리

는 바가 左脚足에있어절대로 受鍼해서는 안된다고합니

다. 그러한즉 오늘 受鍼함이 어떠하겠습니까?”76)

위의사례에서수침하기로결정한 6일은매달의정해진

금기일에해당되는날이지만, 丙午일이일진에따른길일이

므로이를더중요하게본것같다. 병오와정미일은 鍼灸
擇日編集이나 東醫寶鑑에 의하면 남자의 침구 금기
일77)이기도 하나, 이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침의가절대불가하다고말한 7일(丁未)에는 금기가左

脚足에있다고하였는데, 이렇게인체좌우를구분하여나

타내는금기는 8절기를기준으로하는太乙遊八節日數78)

75)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6월 10일, “藥房都提調李聖求, 提調李溟, 副提
調李行遠啓曰,……今日受針事, 命下矣。 與諸醫相議, 則今日腰脊, 以日

遊神禁忌, 不得下針, 只宜經絡行針, 而中脘穴, 不可不受針云, 且丹地灸

則入侍後, 觀勢爲之云, 敢啓。 答曰, 知道。 今日禁忌, 則明日爲之”.

76) 承政院日記 현종 3년 8월 6일, “藥房再啓曰, 卽伏承問安之批, 有予之
眼澁等症, 與昨無異, 些少拘忌, 不可盡忌, 今明日間, 定爲受鍼, 可也之

敎。不勝憂慮之至, 更令鍼醫擇日, 則今日拘忌, 不至大段, 明日則忌在左

脚足, 決不可始爲受鍼云。無已則今日受鍼, 何如?”.

77) 東醫寶鑑에는 醫學入門을 인용하여 “壬辰 甲辰 己巳 丙午 丁未日
男忌鍼灸”라 하였고, 鍼灸擇日編集에서도 千金方을 인용하여 동일
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에나온다. 추분이八月中이고추분후 2일에금기가左脚

足에있으므로이는추분을기준으로계산한결과로여겨진

다. 이처럼절기를기준으로한太乙遊八節日數에따른금

기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효종 9년 9월 26일 (庚申) :
藥房에서 다시 啓를 올려 아뢰기를,

“世子의 受灸吉日은당초에 鍼醫들이 方書를두루고찰

하여이번달 26일이길하다고하였으므로이로써정하였는

데, 오늘아침에 鍼醫들이와서말하기를오늘이 庚申이므

로 鍼灸하기에 가장길하지만秋分後 30일째되는날이라

太乙이 頭部에있으므로이것이꺼리는바가되어뜸을뜨

지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택일을 하게 한즉이달의

28일이길하다고합니다. 이날짜로미루어서정함이마땅

하므로 감히 아뢰며신등은 待罪합니다. 藥房에서 당초에

택일을할때에상세히살피지않았기때문에일에닥쳐서

야날짜를미루게되었으니지극히황공함을이기지못하겠

습니다. 택일한의관들을모두 推考함이어떻겠습니까?”79)

庚申일은 東醫寶鑑에 길일로첨가되기는하였으나80)
가을에 庚, 辛이 길일이라는이유로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太乙遊八節日數에 따르면 秋分후 30일에는

頭首喉膺에太乙이머물기때문에이부위에침구를금하

므로頭部의취혈을할수없어서택일을파기하였다. 다시

선택한 28일은 壬戌일로 침구길일 중 하나이다.

6) 瘟㾮日 금기

현종 8년 7월 30일 (壬申) :
“오늘은 申일이므로이달에는꺼리는바가없으나, 8월

로 본다면 瘟㾮일이라하니 어찌 할지 감히 아룁니다.”

답하시기를, “7월이 끝나지 않았으니 어찌 구애받겠는

가? 受鍼하라.”81)

78) 이는 東醫寶鑑에 나오는 명칭이다. 鍼灸擇日編集에는 太一人神忌라
고 하였다.

79) 承政院日記 효종 9년 9월 26일, “藥房再啓曰, 世子受灸吉日, 當初以鍼
醫等, 遍考方書推擇, 則本月二十六日爲吉云, 故以此日啓下矣。卽朝鍼醫

等來言, 今日乃庚申也, 最吉於鍼灸, 而但秋分後三十日, 太乙在頭部, 此

爲拘忌, 不可行灸, 又令推擇, 則今月二十八日爲吉云。以此日退定宜當,

敢此仰稟。臣等待罪, 藥房, 當初擇日時, 不能詳細致察, 以致臨時退日,

不勝惶恐之至。且擇日醫官等, 竝推考, 何如?”.

80) 鍼灸擇日編集이나 鍼灸經驗方에는 일진 길일 중에 庚申일이 없다.
81) 承政院日記 현종 8년 7월 30일, “今日, 卽申日, 在此月則別無拘忌, 而
以八月若論之, 則是爲瘟㾮日云, 何以爲之? 敢稟。答曰, 七月未盡, 何用

拘忌, 受鍼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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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황일은 承政院日記 임상사례에서비교적자주발견
되는금기일이다. 택일에관한의서에서온황일을다른신

직일과함께다루고있지만임상사례에서는온황일이외의

신직일을적용한사례를발견하기어렵다. 온황일은침가의

대기라 하여 민간이나 왕실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겼다.

7) 절기달력

경종 3년 7월 4일 (辛巳) :
台佐가아뢰기를,鍼家에서는 瘟㾮일을 受鍼에서꺼리는

데, 6월의 巳일과 7월의 酉일은온황일입니다. 오늘은 巳일

이고 아직 7월절에 들어가지않았습니다. 혹자는 7월절에

들어가지않았다면아직 6월이므로 受鍼하면 안된다고하

고, 혹자는 7월절에아직들어가지않았지만이미 7월이므

로 受鍼하여도 무방하다고합니다. 先朝의 일을듣자옵건

대, 拘忌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니, 瘟㾮일에도 受鍼을 한

예가있습니다. …… 지금은이미 7월에접어들었으니 瘟㾮
일이아니므로오늘 受鍼하라는전교는마땅합니다만,비록

7월이라고는하여도유월절이아직남아있으므로 瘟㾮일이

니,내일수침하라고명하시는것또한마땅한일입니다.”82)

이기사를통해서월을계산할때음력과함께절기에따

른달력을사용하였음을알수있다. 24절기는입춘을시작

으로두개의절기가정월부터배속되는데, 입춘은正月節,

우수는正月中, 경칩은二月節춘분은二月中의차례로나

간다. 음력날짜로는 7월 4일이지만입추인칠월절을지나

지않았기때문에아직 6월의영향하에있다고보았다. 농

경사회에서는 24절기가실질적으로중요하기때문에택일

에서도그영향력이나타나는것으로여겨진다. 한편, 위기

사에서先朝대에는온황일에도수침한예가있다고하였

는데, 정확히어느시기를지칭한것인지는알수없다. 承
政院日記의인조대기사에서부터온황일을금기한것이
확인되고, 현종대에도의관들이강경하게온황일을적용하

고자 한 예를 상기한다면, 적어도 인조 대 이전의 사례를

말한것이거나, 간혹존재한예외적인사례를든것같다.

82) 承政院日記 경종 3년 7월 4일, “台佐曰, 鍼家, 以瘟㾮日受鍼爲忌, 而
六月巳日, 七月酉日, 乃瘟㾮日也。今日乃巳日, 而七月節未入, 或以爲七

月節未入, 則猶是六月, 不可受鍼云. 或以爲節雖未入, 旣是七月, 則受鍼

無妨云矣. 伏聞先朝事, 則不顧拘忌, 雖瘟㾮日, 亦有受鍼之規, 而第聖候

腫處, 亦非時急之候也. 今日旣係七月, 則非瘟㾮日也. 以今日受鍼爲敎爲

當, 雖是七月, 六月節猶在, 則乃瘟㾮日也. 以明日受鍼爲敎亦當”.

8) 예외적인 사례

(1) 瘟㾮의 예외적 적용(2시간 금기)
현종 14년 4월 15일 (甲寅) :
“……醫官의말을 들으니 成濃處가 대단치않으니 오늘

은 鍼灸에서꺼리는날이므로내일受鍼함이마땅하다하므

로 감히 아룁니다.”

上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10여일이지나도별로아프지않았는데지금은

통증이점점심해지는것같다.지난밤에는통증이몹시심

하였으니 금기일에 구애받지 말고 受鍼하고자 한다.”

……
東馨이 아뢰기를,

“瘟㾮이라혹寅時에꺼리나지금은 寅時가이미지났습

니다.”

縝이아뢰기를, “통증이대단치않다면하필오늘 受鍼하

시겠습니까?”

上께서말씀하시기를, “醫家에서도 達人는세속의금기

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東馨이 受鍼할지여쭈니 上께서 受鍼을하라말씀하시었

다.83)

이기사에서도온황일은역시중요하게여기고있으나성

농으로인한통증이심하므로현종은침치료를받고자하

였다. 현종은증후의경중에따라의원이자량하여금기의

구애를받지않을수있다는구절을들어치료를주장하였

고, 의관 역시 의서에나오는 ‘2시간 금기’의 구절을 들어

이를허용하였다. 4월에는寅日이온황일이므로寅時만제

외하면급증의경우치료를할수있다는내용이다. 병치레

가잦았던현종은금기일적용으로인하여치료를거르는

일로고통을받았던듯하다. 현종 15년에咽喉症으로인하

여受灸를하던중, 온황일이되어受灸를중단해야함을

아뢰었음에도 계속 치료를 주장하며 ‘금기를 지키는 일로

인해心病이많다’84)고한데에서이를짐작할수있다. 지

83) 承政院日記 현종 14년 4월 15일, “第聞醫官之言, 成濃處不至大段, 而
今日乃鍼灸所忌之日, 故以明日受鍼似當, 敢爲啓稟矣。上曰, 前則或過十

餘日, 而別無所痛矣, 今則痛勢, 似爲漸加, 過夜則其痛必劇, 故不計拘忌,

欲爲受鍼矣. …… 東馨曰, 瘟㾮日, 或有寅時之忌, 而今則寅時已過矣。

縝曰, 痛勢不至大段, 則何必今日受鍼乎? 上曰, 醫家亦有達人, 不拘俗忌

之論矣. 東馨曰, 然則受鍼乎? 上曰, 受鍼爲之”.

84) 承政院日記 현종 15년 3월 16일, “瘟㾮日, 不宜受灸事, 昨已詳細陳達,
今日受灸, 姑爲停止宜當……今又更申前請矣, 卽伏承聖批, 未蒙允許, 至

以亦有所拘之義爲敎, 臣等竊不勝憂悶焉. 瘟㾮, 卽鍼家大禁忌之日, 閭閻

之人, 亦莫不拘忌, 況於至尊之身乎? 醫書, 雖有通人達士不拘此例之語,

此則必指急病而言也. 方書, 且有急病, 則一日上忌一時之語, 而卽今自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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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인임금의진료를담당한의관들의입장에서는금기일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였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덜

수있는방법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금기일에걸려치료를

미루어야 한다는 현실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의관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금기일이 계속될 경우의 택일 방법
현종 4년 8월 2일 (丁酉) :
“오늘은瘟㾮이라이르는날이며,또한宮除 두자를꺼립

니다. 3일은 戊와 滿을꺼리고, 4일에도꺼리는바가있어서

부득이하게 5일로택하였습니다. 지금매우 고통스럽다고

하시므로다시의관들과상의한즉, 5일이머지않았지만하

루가급하다면 내일꺼리는 戊, 滿은 다른금기에 비하여

가볍다고 하니 어찌할지 감히 아룁니다.”85)

이기사에따르면 2일과 3일(戊戌), 4일(己亥) 모두금기

일이므로 3일뒤인 5일(庚子)로택일을하였다. 戊戌과己

亥, 庚子는본래모두일진에따른길일이다. 그러나 2일은

온황이므로 치료를하지못하고, 3일은 무일과 만일의 금

기86)에걸린다. 4일의금기는신직일의大殺에해당되기는

하지만, 온황이외의신직일을엄수하지않았음을감안한다

면입절일과같은다른금기사항이있었을것으로여겨진

다. 현종은증상의심화로인해빠른치료를원하므로금기

일들중금기하는바가비교적가벼운3일로택일을하였다.

무일과만일은남자의금기일로 東醫寶鑑에나온다. 그
러나 온황일에 비하여 그 금기가 가벼우므로 선택되었다.

(3) 사용되지 않은 택일법
숙종 43년 7월 17일 (기사) :

藥房에서 口傳으로 再啓하여 아뢰기를, “지난번입진에

서 處暑가지난후에 受鍼하고자 하는뜻을 陳達하였습니

다. 지금眼部의 患候가더심하시어 오늘저녁에입진한

의관들중에 受鍼해야한다고아뢰는이가많습니다.내일이

다시 受鍼의길일이라하니, 내일신등이침의와약의들과

患侯, 雖甚不輕, 亦非急病之類, 遲待一日, 無甚利害, 何必故犯醫家之禁,

以致群下疑慮乎? 臣等區區悶迫之情, 惶恐敢啓. 答曰, 知道. 非但一日爲

苦, 因此亦多有心病, 今日受灸, 不可不爲之矣”.

85) 承政院日記 현종 4년 8월 2일 (정유), “今日則稱以瘟㾮, 且忌宮除二
字, 初三日, 忌戊與滿, 初四日, 亦有忌, 不得已擇於初五矣。今承頗苦之

敎, 更與諸醫等相議, 則以爲初五日, 雖不遠, 一日爲急, 則明日戊滿之忌,

較他差輕云, 何以爲之, 敢稟”.

86) 東醫寶鑑에 남자는 戊日, 여자는 己日을 꺼리고 남녀 모두 滿日을 꺼
린다고 하였다.

함께 일찍 입진하여 受鍼 여부를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87)

위의기사에서길일로제시한 18일은庚午일로, 일진에

따른길일중하나이다. 그러나이날은동시에매달의정해

진금기일자88)에해당되기도한다. 그러나사례 5에서도살

펴본것처럼이기준은택일에별다른영향을주지않았다.

鍼灸擇日編集과 東醫寶鑑, 鍼灸經驗方에서공통적
으로다룬금기일임에도불구하고택일에있어서는별다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서에 기재된 택일

기준이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9) 날씨

다음의두사례는시술일의날씨가마지막요인으로작용

하는경우를보여준다. 최종적으로택일하였다고하더라도

일기가고르지못한경우에는치료를행하지않거나신중을

기하였다.

인조 20년 6월 11일 (己酉)
藥房都提調 李聖求와 提調 李溟, 副提調 李行遠이계를

올려 아뢰기를,

“受鍼한 후에 비가 그치지않으니조섭에 방해가될까

우려를이기지못하여 문안을아룁니다.……受針할시간이

다가오는데비오는기세가이와같아개일것같지않습니

다.의관들은흐린날에도血脈이잘행하지않아서침효과

가없는데하물며이처럼바람불고비오는때에성상께서

受鍼하심이 매우 편안치 않다고 하는데어찌함이 좋을지

감히 아룁니다.”89)

이상의 承政院日記의 택일사례들에서 발견되는 택일
법들은대개 東醫寶鑑에기재된내용들이며, 東醫寶鑑
에서벗어나는예를찾아보기어렵다. 일진에따른길일을

기본으로하여정해진금기사항에해당되지않으면정하여

87) 承政院日記 숙종 43년 7월 17일, “藥房口傳再啓曰, 頃日入診時, 以處
暑過後受鍼之意, 陳達矣。卽今眼部患候有加, 今夕入診醫官等, 多以受鍼

宜當仰稟, 而明日又是受鍼吉日云. 明日臣等, 率鍼藥諸醫, 趁早入診, 議

定受鍼當否何如? 若當午, 則恐或犯暑, 不可不預爲定奪, 故惶恐敢啓. 傳

曰, 明日受鍼爲之”.

88) <Table 4>에서 제시하였다.

89)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6월 11일, “藥房都提調李聖求, 提調李溟, 副提
調李行遠啓曰, 受鍼之後, 陰雨未已, 恐妨調攝, 不勝憂慮, 敢此問安……

受針時刻將至, 而雨勢如此, 似無開霽之望, 諸醫皆以爲雖在天陰之日, 血

脈不行, 鍼無功效, 況此風雨之時, 聖體受鍼, 極爲未安云, 何以爲之? 敢

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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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하였다. 주로확인되는금기는온황일이며, 절기를중

요하게여긴한편, 일자를계산하는방법역시절기에따른

달을기준으로삼았음을알수있다. 이밖에도인신소재금

기와현망회삭에따른금기사항등이확인되지만온황일이

나절기에비하여중요도는덜하였던것으로보인다. 또한,

금기에우선순위가있었으며이를역으로응용하여현실에

맞게 운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承政院日記의 택일 사례들은 왕실의료라는 특징으로
인하여원칙적인내용을보다강조한측면이있다. 이로인

하여 빚어지는 갈등도 확인된다. 이에 비하여 민간에서는

보다유연한적용이이루어졌으리라여겨진다. 택일에는분

명원칙들이존재하지만, 모든금기를피할수는없다는기

본적인사고가있었으므로, 선택법의취지는경중을따지고

상충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벼운 것을 지향하는90) 쪽으로

결정되었다.

鍼灸擇日編集에서는 사용 가능한 택일기준들을 망라
하기는하였지만, 내용의단순비교와나열에서그친것으

로보아이원칙들을임상에서그대로사용하기위해서였다

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새로운원칙을수립해나가기위

한기초작업에가깝다고여겨진다. 鍼灸擇日編集 이후
의침구택일법들은새롭게정리된양상을보여주는데, 임상

에서활용할때의번거로움을줄이는한편, 경험적으로적

합한방법을선택해온과정으로볼수있다. 東醫寶鑑과
醫林撮要, 鍼灸經驗方에서각기다른방법들을선택한
것 역시 그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현재의임상환경에이러한택일방식을모두적용하기에

는무리가따른다. 그렇다고는하나, 현행침구학교과서에

일부택일방법을인용하면서이론에만치우쳐실제와부합

되지않는다91)고평한것을정당한평가로보기는어렵다.

日月星辰의운행을바탕으로성립된택일법을의학에적용

한근거는 內經의天人相應이므로, 결국전통의학의심
부와맞닿아있다. 과거의원칙들을현재의관점에서임의

적으로해석하기보다는그이론적토대와원칙을바탕으로

타당성과 의의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Ⅲ. 결 론

택일은日月星辰의운행법칙에부합함으로써避凶諏吉

90) 林紹周 原著, 成汝櫄 改撰, 池百源 增補, 池日賓 新增, 大韓曆法硏究所
譯編, 앞의 책, p.74.

91)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敎室, 鍼灸學(下), 1991:1073.

하고자한노력의산물이다. 이러한택일의원칙은일상생

활의다른분야와마찬가지로의료에서도중요시되어왔다.

침구택일법은그중에서도내용이상세한데, 조선시대의서

들과 사료에서도 침구택일의 풍부한 전통이 확인된다.

침구택일법이침구치료에미치는영향을임상적으로검

증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침구택일법은한의학에서제시

하는자연과인간의관계와맥락을같이하므로기본적인

원칙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기존에명확하게제시되지

못한택일의원칙들을조선시대의관련의서와임상기록을

토대로분석함으로써현재임상에서지니는침구택일법의

의미를재고하는기회로삼고자하였으며, 다음과같은결

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삼국시대이래로그존재가확인되는日官은조선말기

에이르기까지天文, 曆法, 卜筮와함께국가적으로요구되

었던택일을담당해왔다. 조선시대에는택일에관련된命課

學서적들이여러차례간행될만큼관련분야에대한요구

가 높았다. 택일서에서 중요하게다룬 분야는 喪葬, 遷墳,

起造, 婚姻, 移徙이외에도관직업무, 상업, 농경, 목축, 양

잠, 의료등다양한범위를포괄하였으며, 왕실의안위와백

성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의서에기록된택일법은택일서에나타난질병이나의

료관련택일법과는다소차이가있다. 크게나누어제약에

관한 택일법, 섭생관련 택일법, 침구택일법으로 구분된다.

제약관련택일은주로약의재료를준비하였다가길일에合

藥하는방식을취하였고, 예방과섭생관련택일에서는人

神所在와절기및弦望晦朔을기준으로하여범방을금기

한내용이나痘瘡의치료와섭생에관련된내용이확인된

다. 일반적인택일서에기재된의학관련택일법들은의서

와공통되는내용도있지만, 일반적인택일기준에의거하여

정한내용들도확인된다. 이는의서에구애되지않는다양

한택일기준이존재하였음을시사한다. 한편, 의서에기재

된침구택일법은다른의료관련택일법에비하여체계가정

연하고 내용이 풍부하다.

3. 조선전기에저술된 鍼灸擇日編集은국내에서활용
되던수입의서들에수록된침구택일관련내용을취합하고

비교하여새로이항목별로정리해놓은책이다. 후대의서

들과달리이책은택일의기준을제시하지는않았으나, 기

존의다양한택일법들을일목요연하게정리함으로써적절

한방법을선택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반면에이후



韓國韓醫學硏究院論文集 第15卷 2號

- 78 -

의의서들에서는나름대로의선택기준을가지고택일항목

을 제시하였으므로 의서마다 기재된 내용이 각기 다르다.

이는편찬자의의도에따라선택항목에차이를둔것으로

보이며 내용 역시 수정, 보완된 것을 실었다.

4. 東醫寶鑑에기록된대부분의택일법은 鍼灸擇日編
集에나오지만세부적인내용에는차이가있다. 보다간략
하게정리되면서도부족한부분은추가되었다. 醫林撮要
는血忌日과瘟㾮日만을기재한것이특징인데, 종합의서

이면서도실용성에비중을두었기때문으로여겨진다. 鍼
灸經驗方의큰줄기는 東醫寶鑑과비슷하지만일부택
일법들이 생략되었고, 온황일에 비중을 두었다. 택일법에

있어서간략함을추구하는경향은현실적인활용에초점을

맞춘것으로보인다. 우리의서에서발견되는택일원칙들은

중국의서에제시된원칙들과는차이를보이며, 鍼灸擇日
編集을통하여정리된기존의침구택일법들이토착화되어
간모습이확인된다. 우리의서와임상기록에서공히발견되

는침구택일법의특징은절기와온황일을중요하게여긴것

이다.

5. 承政院日記에서는조선중기이후에활용된침구택
일법을확인할수있다. 대체로 東醫寶鑑에명시된침구
택일원칙들이사용되었지만구체적인적용에서는우선순

위가있었으며모든원칙을다적용하지는않았음을알수

있다. 먼저, 택일시에는일진길일을기본으로한다는원칙

을 보여준다. 중요한 금기일로는 온황일이 있었으며 절기

역시중요한기준으로삼았다. 이에비하여弦望晦朔은엄

격하게지키지않았으며오히려역으로이용하기도하였다.

또한 치료일의 일기도 택일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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