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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art “歷代醫學姓氏(Historic Doctors)” in 醫林撮要(Uirimchualyo), the following has been noticed and concluded.
1. Because acupuncture was originated from stony needle, the word “石(sok)” contains the meaning of needle, and from this point on, 
words like 石(sok), 砭石(pyumsok), 箴石(Jamsok), 鑱石(Chamsok) had been derived.

2. The word 砭石(pyumsok) used in Hwangjenaekyong(Yellow Emperor’s Canon of Medicine or Hwangdineijing) should be interpreted 
as acupuncture in a verb form, not a noun form.

3. 鑱石(Chamsok) or 鑱鍼(Chamchim) was used for surgical treatment for tumor, by cutting open tumors and pressing the pus out. 
Therefore, 砭石(pyumsok), 鑱石(Chamsok) are the same kind of needles, and 鑱鍼(Chamchim) is the tool improved from 鑱石
(Chamsok) used in the Bronze Age.

4. Kwakpak put a note on 鑱石(Chamsok) in 山海經(Sanhaekyong) that reads “it is defined as 砥鍼(Jichim) and treats tumor.” This let 
us know the shape of 石(sok), 砭石(pyumsok), 鑱石(Chamsok), 鑱鍼(Chamchim), and the stone that can be used as a surgical tool 
with slim & sharp shape is obsidian.

5. Because obsidian is only found around Mt. Baekdu and limited area in South Korea & Japan in Asia,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ife 
& medical environment of the tribe “Mt. Baekdu”.

6. The development of 鑱鍼(Chamchim) was influenced by surgical treatment used in early stage of civilization, and its origin is traced 
upto Gochosun dynasty. Korea’s own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is derived from this surgical treatment skill.

7. Because the acupuncture is originated from Gochosun dynasty, 鍼(chim) was derived from 箴(Jam) of 箴石(Jamsok), 䥠(Chim) & 金箴
(Chim) both were used for a time being, and finally settled into 鍼(Chim).

8. The word 針(Chim) showed up at Myung dynasty, and started to be used in Korea from early Chosun dynasty.
9. In the early Chosun dynasty, 鍼(Chim) was used for medical term, and 針(Chim) for non-medical term. In the mid Chosun dynasty, 
針(Chim) was used as a term for tool, and 鍼(Chim) as a term for acupunctural medical treatment.

10. Under the order of King Sunjo, Dr. Yesoo Yang published 醫林撮要(Uirimchualyo), added 醫林撮要續集(Sequel to Uirimchualyo), 
and added ｢歷代醫學姓氏(Historic Doctors)｣ again which eventually made totally 13 books of 醫林撮要(Uirimchualyo). In addition, 
many parts of 醫林撮要續集(Sequel to Uirimchualyo) were quoted in 東醫寶鑑(Donguibogam), and influenced much in publishing 
Donguibogam.

11. In ｢歷代醫學姓氏(Historic Doctors)｣ of 醫林撮要(Uirimchualyo), the same way in Donguibogam, referred to 針(Chim) as a term 
for a needle, and 鍼(Chim) as a term for Acupuncture.

12. From the usage of 針(Chim) & 鍼(Chim), shown in 鄕藥集成方(Hyangyakjipsungbang), 醫林撮要(Uirimchualyo) and 東醫寶鑑
(Donguibogam), we can notice the spirit of doctors who tried to take over the legitimacy of Korean tradition, and their elaboration & 
historical view that expresses confidence on our own medical technology, through the wording 鍼(C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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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조선중기는 고려 말 이래로 우리 향약(鄕藥)에 의한 우
리 의학을 만들고자 했던 의지가 조선이 창건되면서 더욱 



歷代醫學姓氏의 針과 鍼에 대하여

- 156 -

확고해졌고, 조선전기에 결집된 의학지식의 확충을 기반으
로 조선중기에 이르러 그 꽃을 피웠던 시기이다. 그것은 중
국의학의 답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의 새로운 체계
를 세우고, 조선의 환경에서 조선의 백성을 위한 조선의 의
학을 조선의 손으로 확립하 으며, 의학의 정통(正統)을 이
어오면서도 우리 의학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는 측
면에서, 고려시  이래로 숙원이었던 민족의학의 전통을 가
지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의림촬요는 동의보감에 앞서 발간되면서 
조선전기에 확충된 의학지식을 토 로, 임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종합의서를 선도하여 우리 의학의 중흥기를 이끌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책의 편찬자인 양예수(楊禮壽)
는 당시 태의(太醫)이자 수의(首醫)로서 총괄적인 자문을 
통하여 동의보감의 편찬에 참여하 고, 이미 한차례 의
림촬요를 편찬해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체적
인 뼈 와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마련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1) 그리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의서로서 
의림촬요의 이러한 시도는, 조선 의학의 최고의 정점에 동
의보감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간단히 
의론이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분류가 정연하게 
되었으며, 각 처방의 용량까지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
는 내경(內經)에서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의학을 망라하
다.

이러한 토  위에서 우리나라도 동의보감에서 파생된 
각종 의학서들이 번창하게 되었으니, 사의경험방(四醫經驗
方), 주촌신방(舟村新方), 의문보감(醫門寶鑑), 광제
비급(廣濟秘笈), 마과회통(麻科會通), 의령(醫零), 단방
신편(單方新編), 제중신편(濟衆新編), 통현집(通玄集), 
수민묘전(壽民妙詮)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계보를 형
성하는 동의보감은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학의 
계통발전을 선도하게 된다. 그래서 예방고(例方攷),  운
제방(纓雲齊方), 인제지(仁濟志), 의감산정요결(醫鑑刪
定要訣) 등과 같은 동의보감의 아류작들이 출현했을 뿐
만 아니라, 본초부방편람(本草附方便覽)으로부터 의종손
익(醫宗損益), 의종손익부여(醫宗損益附餘), 의방활투(醫
方活套)에 이어지는 방약합편(方藥合編)은 임상에서 손
쉽게 쓸 수 있는 동의보감의 요약결정판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어디 그뿐이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 의한 청출어람
(靑出於藍)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동의보감에서 파생된 동
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사람마다 체질이라는 것이 
있어서 병에 걸리는 형태가 다르고 그에 따라 치료법이 달
라야 한다는 체질의학을 등장시켰다. 또한 수천 년간 이어
져오던 맥의 진단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의감중마(醫鑑重
磨)는 음상부족(陰常不足)하고 양상유여(陽常有餘)하다는 
기존이론의 틀을 깨고 양상환부족(陽常患不足)의 새로운 
이론의 부양(扶陽)론을 제시하여 지금도 임상적 많은 효과
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방약합편과 동의수세보원, 
그리고 의감중마는 동의보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니, 실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동의
보감의 향력은 막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알
의 알에서 싹틔운 이 땅의 전통의학을 이룩한 성과의 정
점에는 의림촬요가 있었으니 어찌 눈여겨 살펴보지 않겠
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급변하는 현 의 의료환경 속에서 조선
중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됨이 크다. 왜냐하면, 8권
본의 의림촬요에 이어서 발간되는 의림촬요속집(醫林撮
要續集), 그리고 동의보감의 발간과 13권본의 의림촬요
가 새로 편찬되기까지의 시기는 바람 앞의 등잔불 같은 국
운이 쇠망하는 시기 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임진･정유의 
왜란과 정묘･병자의 호란을 겪으면서, 안으로는 이괄의 난
까지 일어나는 상황에 더하여 사색당파의 붕당이 형성되는 
가운데, 국토는 초토화되고 백성은 유린되어 극도의 불안과 
기근, 그리고 질병의 만연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
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의학만이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 던 조상의 슬기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
러한 상황은 조선 말기에 주변국의 야욕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집어삼키려한 시기임에도 방약합편과 동의수세
보원, 그리고 의감중마가 등장한 때와 같다.

그러므로 오늘날 천연물신약을 내세우며 한의학을 말살
하려는 작금의 사태에서, 이 같은 조상의 지혜를 되돌아보
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포박자(抱朴子)의 말처럼 
질병을 다스리듯이 나라를 다스리며, 환자를 살피듯이 사회
를 살피는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
의에 부응하여 의림촬요의 ｢역 의학성씨｣를 살펴보았을 
때, 조선중기의 우리나라에서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시각

1) 동의보감 서문.
“허준이 물러나와 유의 정작, 태의 양예수, 그리고 김응탁･이명원･정예남 등과 더불어 찬집을 위한 편찬국을 설치하고 긴요한 것은 거의 이루었
는데...(浚退, 與儒醫鄭碏, 太醫楊禮壽, 金應鐸･李命源･鄭禮男等, 設局撰集, 略成肯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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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에서는 명(明)나라 때부터 
여태까지 사용되어 오던 ‘침(鍼)’자를 버리고 ‘침(針)’자를 
쓰기 시작하 는데, 우리나라는 부분 ‘침(鍼)’자를 쓰고 
일부만 ‘침(針)’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의
학입문(醫學入門)에 있는 ｢역 의학성씨｣는 모든 글자를 
‘침(針)’자로 쓰며 ‘침(鍼)’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의
림촬요의 ｢역 의학성씨｣에는 용도에 따라 이 두 글자를 
구분하여 쓰고 있으며, 게다가 조선전기와 비교했을 때 이 
두 글자는 독특한 계통발전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계통발전이 되고 있는 ‘침’이란 글자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 글자를 쓰고 있는 조선
의 의관들이 갖는 의식의 저변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그
들의 의학사관(醫學史觀)을 통해 현 에 이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 의학의 정체
성(正體性)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우리 의
학의 정통성(正統性)을 확보하고, 우리 의학의 전통을 어떻
게 계승해나갈 것인가에 한 해답이기도 하다. 삼국시  
이래로 고려시 와 조선시 를 거치면서, 의학의 정통을 고
수해오면서도 각 시 마다 새로운 창조적 계승을 이루어냄
으로써, 항상 아시아 의학의 발전을 주도해왔던 것을 상기
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학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로부터 우리 의학의 새로운 도약
을 이와 같은 의사학적 연구를 통해서 도모하고자 한다.

Ⅱ. 本論

우리말에서는 ‘바늘’이라고 쓰이는 ‘침’이란 글자가 어느 
때부터 사용되어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에게 
‘침’은 의료용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바늘’은 침
을 포함하기는 하나 체로 의복을 꿰맬 수 있는 도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침’이라는 글자는 한자
어에서 ‘침(鍼)’과 ‘침(針)’의 두 글자가 통용되고 있다. 특
히 침(針)은 침(鍼)의 본자(本字)인지 약자(略字)인지 분
명하지 않으나, 일반인에게는 물론이고 의서(醫書)에서 조
차도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글자의 모양이 전연 다른 것을 
보면 그 연원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나 뜻은 동
일하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의림촬요(醫林撮要)의 ｢역

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에 있는 ‘침’은 두 가지가 함께 

쓰이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조선중기에 우리 선조
들이 가졌던 ‘침’에 한 의식을 찾아보려 한다.

1. ‘침’의 의미를 갖는 글자들

의림촬요의 ｢역 의학성씨｣에 표현된 ‘침’이란 의미를 
갖는 글자를 찾아보면 ‘침(鍼)’과 ‘침(針)’의 두 가지인데, 
‘침(鍼)’자는 28군데 쓰 고 ‘침(針)’자는 16군데 쓰 다. 
이들이 몇 군데 쓰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을 
쓸 때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쓴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글을 활자로 새긴다는 것은 목판본이든 인
쇄본이든 시간과 수공이 더해지거나 덜해지기 때문에 경제
성의 문제가 생긴다. 책을 만들기 위해 조판을 할 때는 한 
글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치열하게 따져서 글을 새긴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의미이
고 같이 쓸 수 있는 글자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수공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글을 쓰기 마련이고, 글자를 새길 때도 이
를 고려하여 새기기 마련일진 , 옛 사람들이 구태여 쓰기 
쉽고 새기기 쉬운 ‘침(針)’자를 놔두고 어려운 ‘침(鍼)’자를 
까닭 없이 고집할 리가 없다.

더구나 ‘침(針)’자는 일견하여 그 모양새를 살펴보면 쉽
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글자다. 쇠붙이의 의미를 가지는 ‘금
(金)’자와 ‘침’의 모양새를 나타내는 ‘십(十)’자가 붙어 ‘침
(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침(鍼)’자의 모양은 
‘금(金)’자가 붙은 것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전연 관계
가 없는 ‘함(咸)’자가 붙었는데 어째서 ‘침’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
상들이 ‘침(針)’자 보다 ‘침(鍼)’자를 더 즐겨 썼다는 것이 
언뜻 납득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침(鍼)’자는 28
군데 쓰 고 ‘침(針)’자는 16군데 쓰 다는 것도 그렇지만, 
같은 ｢역 의학성씨｣라도 의학입문(醫學入門)의 그것에
는 모두 ‘침(針)’자로 통일되어 있는데, 유독 의림촬요(醫
林撮要)의 그것에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침(鍼)’자를 많이 
쓰고 있다. 일단 ‘침’의 뜻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어느 곳에 
쓰 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유의(儒醫)

① 황보 (皇甫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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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名靜, 字士安, 西晉安定朝那人, 漢太尉 嵩之曾孫也. 居
貧, 年二十始感激讀書, 帶經而鋤, 博通典籍百家, 以著述爲務. 
沈靜寡慾, 高尙其志, 徵辟不就, 號玄晏先生. 後得風痺臝疾知
醫, 著甲乙經, 及針經.침

② 서지재(徐之才)
字士茂, 後周, 雄之子. 幼寯發, 年十三召爲太學生, 通禮･

易, 善醫術, 兼有機辨, 藥石2)多效, 官尙書, 贈司徒公, 錄
尙書事, “謚曰文明, 撰藥對”.침놓다

③ 적량공(狄梁公)
妙鍼術. 有富兒, 鼻端生贅, 爲腦下鍼, 贅應手而落.침놓다, 

침(행위)
④ 이경사(李慶嗣)
洛人. 少擧進士不第, 棄而讀素問, 洞曉其義. 著傷寒纂

類四卷, 改正活人書二卷, 傷寒論三卷, 針經一卷. 年
八十, 無疾而逝.침

⑤ 진경괴(陳景魁)
字叔旦, 號斗嵓, 句曲人, 陳太丘之後. 幼習擧業, 授易於

陸秋崖, 拜湛甘泉講學. 因父病習醫, 善針灸, 著五診集. 授
王府良醫, 竟不赴任, 每成詩文, 以樂其志.침놓다

명의(明醫)

① 화타(華陀)3)
가. 其療病合湯, 不過數種, 心解分劑, 不復稱量. 煮熟便飮, 

語其節度, 舍去輒愈. 若當灸, 不過一兩處, 每處七八壯, 病亦
應除. 若當針, 亦不過一兩處. 下鍼言, “當引某許, 若至語人.” 
病者言, “已過.” 卽便拔鍼, 病亦行4)差.침, 침(행위), 침(행위)

나. 若病結積在內, 鍼藥所不能及, 當須刳割者, 便飮其麻
痺散, 須臾便如醉, 死無所知, 因破取. 病若在腸中, 便破腸洗
浣, 縫腹摩膏, 四五日差不痛, 人亦不自悟, 一月間卽平復矣.침
놓다

다. 魏太祖聞而異之, 召公常在左右. 太祖一日苦頭風, 每發
作心亂目眩. 鍼其鬲, 其疾應針而愈. 後召不至, 竟爲所害.침

놓다. 침
② 범구사(范九思)
業醫善鍼. 昔人母患喉生蛾, 只肯服藥不許針, 無可奈何. 

九思云: “我有一藥, 但用新筆點之.” 暗藏鈹針在筆頭內刺之, 
蛾破血出卽愈. 醫者, 貴乎有機也, 學者, 知之.침(행위), 침놓
다. 침

③ 우법개(于法開)
治産難. 令食羊肉十餘臠而鍼之, 須臾兒從羊膋裹5)下.침(행위)
④ 이수(李脩)
字思祖, 本陽平館陶人. 得沙門姚僧坦鍼灸術. 撰藥方百

卷, 官太醫令, 贈靑州刺史.침놓다.
⑤ 마사명(馬嗣明)
南齊河內野王人. 善診脉, 知一年前死生. 針灸孔穴與明堂

不同, 藝術精妙, 一時明醫, 皆爲所輕.침
⑥ 왕찬(王纂)
宋海陵人. 少習經方, 尤精鍼石. 治一女子, 每夜被獺精假

作其夫迷惑, 鬼穴一鍼, 獺從穴出.침놓다. 침놓다.
⑦ 방시(龐時)
字安常, 宋蘄水人. 世醫不足父所授脉訣, 獨取素, 難

通其說, 時出新意. 註難經辨數萬言:作本草補遺, 補仲景
論. 嘗言華陀術, 非人所能及, 乃史氏之妄乎! 治難産, 以手隔
腹捫兒手所在, 鍼其虎口, 旣痛卽縮手, 産下. 治富家子走仆刑
屍, 大驚發狂時, 取絞囚繩燒灰, 酒調服而愈.침놓다.

⑧ 허희(許希)
開封人, 以醫爲業. 宋景祐元年, 仁宗不豫, 公爲針心胞絡

之間而愈, 命爲翰林醫官. 著神應針經要訣.침놓다. 침
⑨ 왕극명(王克明)
字彦昭, 饒州樂平人. 初生時, 母乏乳, 餌粥得脾疾. 長益甚. 

醫以爲不治, 乃讀素, 難, 刻意處藥乃愈. 針灸尤精有難療
者, 必沈思得其要乃與藥, 病雖數症, 只用一藥以除本, 亦有不
藥期某日自安者. 任內翰醫官.침놓다

⑩ 왕황(王貺)
字子亨, 本士人, 乃宋道方之壻, 盡傳其術, 後以醫得幸, 宣

2) ‘약석(藥石)’의 ‘석(石)’은 옛날에 ‘폄석(砭石)’이라 이르던 것인데, 소문(素問)･이법방의론(異法方宜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쪽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처음 생겨나는 곳이니, …(중략)… 그 다스리는 것은 돌침이 마땅하다. 때문에 돌로 침을 놓는 방법은 동방에서 유래한 것이다(東
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중략)… 其治宜砭石. 故砭石者, 亦從東方來).”라는 말에서 쓰인 폄석이 그것이다.

3) 화타의 항목에서 ‘침’의 뜻으로 쓰인 용례가 보이는 곳은 그의 경험을 전하는 ‘의안(醫案)’에 나타나 있는데, 전체 6개의 의안 가운데 3개 의안
에 ‘침(針)’ 또는 ‘침(鍼)’의 표기가 보이므로, 이들 3개의 의안을 차례 로 ‘가나다’로 표시한 것이며, 이러한 표시가 어떤 순서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4) ‘행(行)’은 ‘장차(將次)’, ‘바야흐로’라는 뜻이다.
5) 의학입문(醫學入門)에는 ‘리(裏)’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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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中爲朝請大夫. 著全生指迷論有塩商失驚, 吐舌不能入, 經
旬不食, 尫羸日甚, 公爲針舌之底, 抽鍼之際, 其人若委頓狀, 
頃刻舌縮如故.침으로 다스리다. 침놓은 것을 뺄 즈음에,

⑪ 정약(程約)
字孟博, 宋婺源人. 世工醫, 精鍼法, 著醫方圖說. 침놓는 

법에 정통하 으며,
⑫ 장제(張濟)
無爲軍人. 善用鍼, 治孕婦因仆地而腹偏左, 鍼右手指而正. 

脫肛鍼頂心而上. 傷寒反胃嘔逆, 累日不食, 鍼眼眥立能食. 凡
草木金石, 悉辨酸鹹淡甘辛等味. 침, 침놓다. 침놓다. 침놓다.

⑬ 석장용(石藏用)
蜀人. 一士人因承簷溜洗手, 覺爲物觸入指爪中, 初若絲髮, 

至數日稍長如線, 伸縮不能如常, 始悟其爲龍藏伏也, 乃求公治
之. 公曰:方書所不載, 當以意去之, 歸可末蜣螂塗指, 庶不深
入胸膈, 他日免震厄之患. 士人如其言後因迅雷見火光遍身, 士
人懼怕, 急以鍼穴其指, 果見一物自鍼穴躍出, 遂不爲害.침놓
다. 침놓다.

⑭ 두태사(竇太師)
諱漢卿, 金朝合肥人. 善針術, 撰有標由論.침을 다루는 

기술이 좋고, 
⑮ 직노고(直魯古)
吐谷渾人. 初元太祖破吐谷得之, 淳欽皇后收養. 長能針灸, 

官太醫, 撰脉訣･針灸書.침놓다. 침.
⑯ 서문중(徐文中)
字用和, 宣州人. 始爲縣吏, 復爲安陵府吏, 授紹興路知事, 

善針灸.침놓다.
⑰ 주한경(周漢卿)
國朝松陽人. 善鍼灸. 治一女子生瘰癧, 環頸及腋凡十九竅

竅破白瀋出, 右手拘攣不可動身體火熱. 公爲剔竅每, 長二寸, 
其餘以火次第烙之, 數日成痂而愈. 治一人背苦曲枤6)而行, 人
以風治之. 公曰:非風也, 血澁不行也. 爲鍼兩足崑崙穴, 頃之
投杖而去.침놓다. 침놓다.

세의(世醫)

① 서추부徐秋夫)
南宋徐熙之子, 爲射陽令醫術尤精, 曾鍼鬼腰.귀신의 허리

에 침놓다.
② 진권(甄權)
唐許州扶溝人. 以母病究集方書, 遂爲高醫. 仕隋爲秘書省

正字, 稱疾免. 魯州刺史庫狄嶔風痺不得挽弓. 公使彀矢向堋, 
立鍼其肩髃一穴, 進曰:可以射矣. 果如言. 貞觀中公已百歲, 
太宗幸其舍, 視飮食, 訪其術, 擢朝散大夫賜几枤, 衣服. 尋卒, 
年一百三歲撰脉經･鍼方･明堂等圖.침놓다. 침놓다.

덕의(德醫)

① 서문백(徐文伯)
字德秀, 南宋道度之子. 有學行, 雖精醫術, 不以爲業. 治患

腰痛牽心, 每至輒氣欲絶, 衆以爲肉癥. 公曰:此髮癥. 以油投
之, 卽吐物如髮, 稍引之長三尺, 頭己成蛇能動, 掛門上滴盡一
髮而已. 治孕婦欲去其胎, 瀉足太陰補手陽明, 胎便應鍼而下.
침놓다.

② 전을(錢乙)
字仲陽, 宋之錢塘人. 父顥善鍼醫, 然嗜酒. 一朝匿姓名, 游

東海不歸. 公時三歲, 隨母嫁醫呂氏, 稍長從呂君問醫. 母將沒
告以家世, 公號泣請往迹父. 三十餘年, 往返六次, 迎父以歸. 
後自患周痺, 杜門閱書史, 非獨醫可稱也. 得仲景之閫奧, 建爲
五臟之方, 各隨所宜. 謂肝有相火, 則有瀉而無補;腎爲眞水, 則
有補而無瀉. 皆啓內經之秘. 厥後張元素, 劉守眞, 張從政盡
皆取法, 今人但知其爲嬰兒醫也. 著傷寒指微論五卷, 嬰兒百
篇. 治一乳婦因大恐目張不得瞑, 公煮郁李酒飮之, 使醉則愈. 
所以然者, 目系內連肝膽, 恐則氣結, 膽衡不下, 惟郁李去結, 
隋酒入膽, 結去膽下, 則目能瞑矣.침놓다

③ 육몽(陸蒙)
不知何許人, 號東園散人. 博學經史, 精篆隷, 遇異人得子午

按摩法, 療疾不施鍼灸, 對坐談笑, 頃疾卽脫, 未嘗須人直. 或
勸其仕, 則嘿不應.침놓다.

이상의 표기는 ‘침’이란 글자를 빨리 찾기 위해서 활자가 
크고 굵은 글씨에 밑줄을 그었다. ｢역 의학성씨｣를 본래 의
학입문은 상고성현(上古聖賢)･유의(儒醫)･명의(明醫)･세의
(世醫)･덕의(德醫)･선선도술(仙禪道術)의 6종류로 분류하
고, 의림촬요는 여기에 ‘본국명의(本國明醫)’의 항목을 더 
만들어 7종류로 분류하 다. 그리하여 의학입문의 215명

6) ‘장(杖)’의 오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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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림촬요는 9명을 더하여 224명을 기술7)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침’이란 뜻에 중점을 두어 그러한 글자가 포함된 
글만 옮기니, ‘유의･명의･세의･덕의’의 4종류가 되었다. 그
리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의에 5명, 명의에 17명, 세
의에 2명, 덕의에 3명 등, 도합 27명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침’이란 글자가 어떻게 쓰 나를 살피기 위한 것
이기 때문에, 이들 분류와 등장인물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침’의 쓰임새를 살펴야 하므로, 이들을 
구분 짓고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편의상 분류를 하
다. 이상에서 ‘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침’이란 의미에서의 글자는 세 가
지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침(針)’과 ‘석(石)’, 그
리고 ‘침(鍼)’자가 그것인데, ‘침(針)’자는 16군데 쓰 고, 
‘석(石)’자는 2군데 쓰 으며, ‘침(鍼)’자는 28군데 쓰 다. 
이들 46군데의 글자들에 한 의미 분석을 위하여, 첫째로 
‘침’자의 기원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며, 둘째로 ‘침’자의 용
례를 분석하고, 셋째로 용례분석의 결과로 조선중기의 의학
사관(醫學史觀)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며, 넷째로 이
를 통한 다른 의서에서의 용례를 훑어 어떻게 계승하고 발
전해왔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하여 한국의학사의 정
통성(正統性)이 어떻게 우리 의학에 녹아있는지 살펴 조선
의 전통 의학사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2. ‘침’자의 기원에 관하여

1) ‘돌침’의 유래

위의 ｢1. ‘침’의 의미를 갖는 글자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침’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연 닮아있지 않은 글자로 
‘석(石)’자가 2군데 쓰 음을 알 수 있다. 유의(儒醫)의 서
지재(徐之才)의 항목에서 ‘약석(藥石)’이란 표현에서 찾을 
수 있고, 명의(明醫)의 왕찬(王纂)의 항목에서 ‘침석(鍼石)’
이란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서지재의 ‘약석’에 한 것은 
원문을 살피면, ‘의술(醫術)에 뛰어났으며, 아울러 변증(辨
證)에 조리가 있었고, 약과 침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善
醫術, 兼有機辨, 藥石多效).’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때의 ‘석
(石)’이란 글자는 ‘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왕현의 ‘침석’에 해서는 ‘어려서 경방(經方)을 익혔으며, 

침을 놓음에 더욱 정 하 다(少習經方, 尤精鍼石).’로 해석
되기 때문에, 이때의 ‘석(石)’이란 글자도 역시 ‘침’을 의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침’의 기원이 모두 ‘돌침’에
서 유래하기 때문이니 그것을 짐작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돌침’에 해서는 주지하다시피 가장 먼저 쓰인 곳이 황
제내경(黃帝內經)이다. 소문(素問)에서만 찾아봐도, ‘침’
의 뜻으로 ‘석(石)’자만을 쓰고 있는 곳은 ｢복중론(腹中論)｣
과 ｢병능론(病能論)｣이 있으며, ‘침석(鍼石)’으로 쓰인 곳은 
｢금궤진언론(金匱眞言論)｣에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어서 ｢오
장생성편(五藏生成篇)｣･｢오장별론(五藏別論)｣･｢이정변기론
(移精變氣論)｣･｢탕액료례론(湯液醪醴論)｣･｢혈기형지편(血
氣形志篇)｣･｢통평허실론(通評虛實論)｣･｢시종용론(示從容論)｣ 
등의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 또한 ‘폄석(砭石)’으로는 ｢이법
방의론(異法方宜論)｣･｢보명전형론(寶命全形論)｣･｢시종용론
(示從容論)｣･｢소오과론(疏五過論)｣･｢징사실론(徵四失論)｣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참석(鑱石)’으로 표현된 곳은 ｢탕액
료례론(湯液醪醴論)｣과 ｢기병론(奇病論)｣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같이 ‘석(石)･침석(鍼石)･폄석(砭石)･참석(鑱石)’ 등
은 모두 ‘돌침’과 연관 있는 표현이다.

이것은 ｢이법방의론｣에서 표현하 다시피, ‘폄석은 동방
에서 온 것이다(砭石者, 亦從東方來).’는 말처럼, ‘돌침’의 
유래가 우리나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돌침’이 쓰 음을 ｢역 의학성씨｣
에는 유의 ‘서지재’와 명의 ‘왕찬’의 기록에 표현하고 있다. 
‘서지재(492~572년)’는 남북조시 (南北朝時代)의 북제(北
齊)때 사람이고, ‘왕찬’의 기록은 남조(南朝)의 송(宋)나라 
원가(元嘉, 424~453년) 때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적
어도 5~6세기 때만 해도 ‘돌침’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청동기시 를 지난 이후로 사라졌을 법한 ‘돌침’의 용도
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기록을 통
해 알 수 있으니, 의학사에 있어서는 ‘돌침’의 사용은 청동
기시 와 철기시 를 지난 한참 후에도 그 유효성이 입증
되는 기록인 셈이다. 하지만, 글자로 살펴보는 ‘침’의 유래
는 ‘돌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침’자의 발음상 발전변화

‘침’을 뜻하는 글자는 ｢역 의학성씨｣에 있는 ‘침(針)’과 

7) 金洪均,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硏究,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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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돌침’을 의미하
는 ‘석(石)’과 ‘폄(砭)’ 및 ‘참(鑱)’ 등이 있고, 이밖에도 ‘잠
(箴)’, ‘침(䥠)’, ‘침(金箴)’ 등이 더 있다. 이들이 어떻게 만들
어졌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용도로 쓰 는지는 지금으로
선 알 수 없다. 유적이 제 로 남아있지도 않거니와 그 용
례도 정확히 어떠한지 자세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다만 다양하게 글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이들에 한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에 
한 표현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무엇
일까 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들에 한 
의미 분석을 위해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그 글자
가 생성된 배경을 이해하고, 더불어 ‘침’자의 글자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침’자의 모양은 비록 여러 가지로 변화하 지만 이들의 
뜻이 같은 것은, 그 발음상 변화가 큰 역할을 하 을 것이
라 여겨지는 글자들이 있다. 즉 발음이 같으면 뜻도 같은 
글자가 되는 한자의 독특한 구조가 그것인데, 중국의 많은 
문헌에서 이런 경우는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 현 에는 이
런 경우가 많이 사라졌지만 고 에는 흔하게 있었던 것이
기에, 송 (宋代) 이전의 문헌에서는 더욱 쉽사리 찾아볼 
수 있으며, 인쇄와 출판이 가장 발전하 던 명･청(明淸)시

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래
서 고전을 할 때 문의(文意)가 언뜻 이해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하는데, ‘침’을 나타내는 글자에서도 바로 그런 경우
에 해당하는 예가 몇 가지 있다. 즉, ‘침(針)･침(鍼)･잠(箴)’
은 모두 같은 [zhēn]의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자는 
비록 차이가 있어도 중국어로 표현하면 모두 같은 뜻이 된
다.

모양만 다를 뿐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글자는 ‘침(鍼)’의 동자(同字)인 ‘침(金箴)’도 마찬가지다. 여
기서 발음을 나타내는 어근이 다른 글자인 ‘침(針)’을 제외
하면, ‘침(鍼)･잠(箴)･침(金箴)’들은 발음의 근원을 모두 [xián]
으로 발음되는 ‘함(咸)’자를 어근으로 갖고 있고, 여기서 발
전한 ‘침(葴)’자나 ‘잠(箴)’자는 같은 [zhēn]으로 발음되며, 
이들 글자에 ‘침’의 의미를 갖게 만든 ‘침(䥠)’자나 ‘침(金箴)’
자도 ‘침(鍼)’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zhēn]으로 발음된다. 
물론, ‘침(鍼)’의 속자(俗字)인 ‘침(䥠)’이 같은 [zhēn]의 발
음을 갖듯이, 이체자(異體字)인 ‘침(針)’도 같은 [zhēn]의 
발음을 갖는다. 이들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와 소리를 나타
내는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로 변형되는 구조를 갖는 
형성문자(形聲文字)이다. 즉, 돌이나 쇠붙이의 뜻을 나타내

는 앞의 ‘금(金)’자와 [zhēn]의 소리를 나타내는 ‘침(葴)’자
나 ‘잠(箴)’자가 붙어서 같은 뜻의 ‘침’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도 ‘침(針)’이 [zhēn]으로 발음되
는 것은 ‘금(金)’자 뒤의 발음을 나타내는 ‘십(十)’이 ‘침
(針)’의 발음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십
(十)’은 [shí]의 발음이기 때문에 ‘침(針)’의 발음을 [zhēn]
으로 발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 서
로 다른 뜻을 가진 글자가 하나로 합치면서 새로운 뜻을 
갖는 회의문자(會意文字)처럼 보이지만, 그 뜻을 아무리 조
합하여도 ‘침’이란 의미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의문자도 아니다. 물론 뒤에 붙은 소리 값인 [shí]의 발
음과 맞지 않으면서도 ‘침(針)’자가 [zhēn]으로 발음되므로, 
위에서 말한 ‘침’의 다른 글자에서 보다시피 또한 형성문자
(形聲文字)도 아니다. 그러므로 ‘침(針)’자의 형성은 상형문
자(象形文字)･지사문자(指事文字)･회의문자(會意文字)･형
성문자(形聲文字)･전주문자(轉注文字)･가차문자(假借文字)
의 육서(六書) 가운데, 상형문자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왜냐하면, ‘침(針)’자의 뒤에 붙은 것은 ‘십(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의 표면(一)에다 고 찌르는
(丨) 모양’을 나타내는 상형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
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이 같은 형상이 ‘침(鍼)･잠(箴)･
침(䥠)･침(金箴)’의 ‘침’과 가장 유사한 뜻이 되며, 이들이 
[zhēn]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 소리 값만 차용한 글자가 
바로 ‘침(針)’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침(針)’자는 침을 놓는 
모양을 본 뜬 상형문자이면서, ‘침(鍼)’의 소리 값을 취한 
형성문자라 보아야 합당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침
(針)’은 ‘침(鍼)’보다 나중에 생성된 글자이며 소리 값만 취
해 편리하게 쓰는 상형문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침’
이란 문자가 생성된 역사적인 순서로 살펴볼 때, 처음에 
‘돌침’이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다가 새롭게 ‘쇠침’이 생겨나
고, 그 쇠침을 의미하는 글자 가운데 가장 나중에 생성된 
글자가 ‘침(針)’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침’자의 형태적 발전변화

‘침(針)’자가 누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써왔는지는 알 수 
없어도, 앞의 ｢2) ‘침’자의 발음상 발전변화｣를 통하여 ‘침
(針)’이란 글자가 쓰이기 전에 ‘침(鍼)’자가 먼저 쓰 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인의 발음특성에 맞
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고 ‘침(鍼)’자와 ‘침(針)’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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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차서를 알 수 있을 뿐이지, ‘침’자의 기원을 알려주는 단
서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의림촬
요의 ｢역 의학성씨｣에서는 ‘침(鍼)’자를 고집스럽게 쓰고 
있고, 이 ‘침(鍼)’자의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뿐이
다. 즉, 의학입문의 ｢역 의학성씨｣에서는 모든 ‘침’자가 
‘침(針)’자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의림촬요의 ｢역 의학
성씨｣에서는 다만 ‘침(針)’자는 16군데 쓰 을 뿐이고, ‘침
(鍼)’자는 28군데나 쓰여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
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중기의 우리나라 의
관들의 의학사관(醫學史觀)이 어떠한지를 캐고 싶은 것이
다.

① ‘석(石)’자와 ‘폄(砭)’자에 하여

이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돌침’을 뜻하는 글자들의 모양
을 살펴보자. ‘석(石)’자는 앞의 ｢역 의학성씨｣ 가운데 서
지재의 항목에서 ‘약석(藥石)’이란 표현에서 보다시피, 이 글
자 자체로도 ‘돌’이란 뜻과 함께 ‘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전에서도 ‘돌 바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돌침’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황제내경에서부터 익숙해져 있는 ‘폄
(砭)’자를 보자. 이는 ‘돌’ 또는 ‘돌침’을 의미하는 ‘석(石)’
자에 다만 소리 값만 ‘핍(乏)’자에서 차용해온 형성문자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핍’의 용례가 그렇게만 볼 수 있
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같은 소리 값을 가지면서
도 이 ‘핍’이 들어간 글자들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글자의 활용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면 그 글자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핍’의 뜻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폄(貶)’자의 뜻은 ‘떨어뜨리다, 낮추다, 덜다, 
감하다, 물리치다, 내치다, 벌하다, 귀양 보내다, 떨어지다, 
지위가 낮아지다, 줄다, 감해지다’ 등의 의미를 갖고 활용되
기 때문에, 무언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폄(窆)’
의 뜻은 ‘하관(下官)하다, 광중(壙中), 무덤구덩이’라는 뜻
을 가지고 있으니, 이 또한 무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시 말해, ‘폄(貶)’은 ‘패(貝)’와 ‘핍(乏)’으로 이루어져 재물
과 관련된 가치나 지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폄(窆)’
은 ‘혈(穴)’과 ‘핍(乏)’으로 이루어져 구멍이나 구덩이에 내
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글

자의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핍(乏)’자는 원래 가지고 있
던 무엇이 ‘떨어져서’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가난하다, 버리다, 고달프다’의 뜻이 파생된 것이
다.

그렇다면 ‘폄(砭)’은 ‘석(石)’과 ‘핍(乏)’으로 이루어져 돌
침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니, 바로 돌침을 내리
꽂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침을 놓는 
형태를 표시하기 위한 글자로 만들어진 회의문자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 글자를 파악한다면 ‘폄
(砭)’은 그냥 단순히 ‘돌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놓는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써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황제내경의 ｢소문(素問)｣에는 모두 ‘폄(砭)’자가 ‘석
(石)’와 붙어서 ‘폄석(砭石)’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석(石)’
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돌침’을 의미하고 ‘폄(砭)’은 침을 
놓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니, ‘폄석(砭石)’이라고 되어 있는 
곳의 해석은 모두 ‘돌침을 놓다’로 봐야 한다. 그냥 ‘돌침’을 
의미하는 ‘폄석’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타당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 추(靈樞)｣의 ‘옹저(癰疽)’편에 
‘폄(砭)’자가 홀로 쓰이는 곳도 마찬가지다.

② ‘참(鑱)’자에 하여

한편, ‘참(鑱)’은 ‘돌침’이라고는 하지만, 그 형태적인 모
양은 쇠붙이를 의미하는 ‘금(金)’자에다 토끼, 또는 토끼처
럼 빠른 것을 의미하는 ‘참(毚)’자가 붙은 회의문자다. ‘참
(毚)’은 두 마리의 토끼가 위아래로 붙어서 한 토끼 위로 
다른 토끼가 뛰어넘는 형상으로 매우 약삭빠른 토끼를 뜻
하는 말이다. 또한 ‘토(兎)’는 긴 귀와 짧은 꼬리를 가진 토
끼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다. 따라서 이 ‘참(鑱)’이라
는 글자는 재빠른 방법이나 효능을 가진 금속성 침이니, 사
실은 ‘돌침’ 보다는 ‘쇠침’에 가까운 것을 뜻하는 회의문자
다. 이것이 오늘날 각종 사전에서 ‘돌침’으로 표현되는 것은 
｢소문(素問)｣의 ‘탕액료례론(湯液醪醴論)’과 ‘기병론(奇病
論)’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에서는 모두 ‘참석
(鑱石)’이란 표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자의 형태
를 놓고 보면 ‘참(鑱)’이 뒤의 ‘석(石)’을 꾸며주는 말이 되
니, ‘참’이 어떤 것이든 ‘돌’로 만든 무언가로 짐작하게 한
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이 돌로 만든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돌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경(內經) 전체를 놓고 볼 때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탕액료례론’과 ‘기병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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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면 어느 곳에서도 이런 표현은 없다. ‘참(鑱)’이라는 글
자가 황제내경에 언급되는 것은 ｢소문｣에 위의 두 군데
를 포함해서 ‘자학(刺瘧)’편에 한 번 더 나오고, ｢ 추｣의 
‘구침십이원(九鍼十二原)’에 2번과 ‘관침(官鍼), 자절진사
(刺節眞邪), 구침론(九鍼論)’ 등에 각각 1번씩 모두 8번 등
장한다. 하지만 ‘탕액료례론’과 ‘기병론’을 제외한 나머지 6
군데는 모두 ‘참침(鑱鍼)’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참’
이라는 것이 뒤의 ‘침’을 꾸며준다는 점에서 ‘참석(鑱石)’과 
같은 용례라고 볼 수 있다. 즉, ‘참’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런저런 침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참침’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내경
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 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소문･자학편｣에 “풍학(風瘧)은 학질이 발작하면 땀이 
나고 바람을 싫어하니, 족삼양경(足三陽經)과 배수(背腧) 
중 어혈( 血)이 뭉친 곳에 침을 놓고, 정강이가 시고 아픈 
게 심하여 누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부수병(附髓病)이
라 하니, 참침으로 절골혈(絶骨穴)에 침을 놓아 피를 빼내
면 곧 낫습니다(風瘧, 瘧發則汗出惡風, 刺三陽經背兪之血者, 
䯒痠痛甚按之不可, 名曰胕髓病, 以鑱鍼, 鍼絶骨出血, 立已
)”8)라 했으니, 이때의 ‘참침’은 침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
다. 또, ｢ 추･구침십이원｣에 “구침(九鍼)의 이름은 각기 모
양이 달라서니, 첫째는 참침이라 하는데, 길이가 1촌6푼이
요.…(중략)…참침이란 것은 머리가 크고 끝이 날카로워9) 
양기(陽氣)를 제거하여 흐르게 합니다(九鍼之名, 各不同形. 
一曰鑱鍼, 長一寸六分.…(중략)…鑱鍼者, 頭大末銳, 去瀉陽
氣).”라고 하 으니, 이때의 ‘참침’은 2번 모두 구침 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 추･관침편｣에는 병의 위치에 따라 어떤 침을 쓰
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병이 피부에 있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는 병소(病所)에 참침을 씁니다(病
在皮膚無常處者, 取以鑱鍼於病所).”라고 하고 있으니, 이때
의 ‘참침’은 침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 추･자절진사편｣에는 각 침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데, “황제가 묻기를 ‘침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라고 물으니, 
기백이 말하길 ‘옹종을 찌를 때는 피침을 쓰고, 큰 것을 찌

를 때는 봉침을 쓰고, 작은 것을 찌를 때는 원리침을 쓰고, 
열나는 것을 찌를 때는 참침을 쓰고, 차갑게 언 것을 찌를 
때는 호침을 씁니다.’라 하 다(黃帝曰, 官鍼奈何. 岐伯曰, 
刺癰者, 用鈹鍼. 刺大者, 用鋒鍼. 刺小者, 用員利鍼. 刺熱者, 
用鑱鍼. 刺寒者, 用毫鍼也).”고 했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 ‘참침’은 이런저런 침 가운데 한 가지를 지칭하는 말에 
불과하다.

끝으로, ｢ 추･구침론｣에서는 구침의 모양과 크기 및 용
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황제가 이르길 ‘침이 길고 짧음
에 규칙이 있는가?’라고 하니, 기백이 말하길 ‘첫째는 참침
이라 하는데, 헝겊을 깁는 바늘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끄트
머리 반촌을 어내서 예리하게 마무리 하 으니, 길이가 1
촌 6푼이고 열이 머리와 몸에 있는 것을 다스립니다.’라 하

다(黃帝曰, 鍼之長短有數乎. 岐伯曰, 一曰鑱鍼者, 取法於
巾鍼, 去末寸半, 卒銳之, 長一寸六分, 主熱在頭身也).”고 하

으니, 여기서도 ‘참침’은 구침 중에 하나로써 표현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탕액료례론’과 ‘기병론’을 
제외한 내경의 모든 곳에서는 ‘참(鑱)’이란 글자는 ‘침
(鍼)’자를 꾸며주는 말로써, 구침 중에 하나인 ‘참침’을 지
칭할 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써 ‘참침’의 모양과 크기 및 용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왜 ‘참(鑱)’이란 글자를 쓰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③ ‘참침(鑱鍼)’의 용도에 하여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제외시켰던 ‘탕액료례론’과 ‘기병
론’은 ‘참(鑱)’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왜냐
하면, ‘참침’이라는 글자에서는 이를 ‘돌침’이라고 연관시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참석(鑱
石)’이라 되어 있는 부분에서 ‘참석’을 ‘돌침’이라 보게 된 
연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른 곳에
서는 ‘참(鑱)’이라는 글자가 ‘침(鍼)’이라는 글자에 붙어 구
침 중에 하나인 ‘쇠침’이란 느낌을 주는데, 이곳에서는 ‘참’
이란 글자가 ‘석(石)’이라는 글자에 붙어 ‘돌침’의 종류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것이 

8)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 素問注釋, 上, 529~530쪽.
9) 임용수(任容秀)는 그의 砭石의 起源과 形成에 관한 硏究 5쪽과 37쪽에서 중국 쪽의 주일모(周一謨)가 주장하는 말을 그 로 받아들여, 폄석

(砭石)의 모양은 한쪽 끝이 침의 모양이고 다른 끝이 칼의 모양이어서, 침과 칼의 작용을 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두 말예(頭大末銳)’에 
한 해석을 통해 추측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장이다. 일견 ‘두(頭)’와 ‘말(末)’이 상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 듯도 하다. 하지만 그

와 같은 모양새를 갖는 ‘돌침’도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하나로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 추･구침론｣에서 ‘끄트머리 
반촌을 어내서 예리하게 마무리 하 으니(去末寸半, 卒銳之)...’라는 말을 통해서도 예리함(銳)이란 서로 다른 반 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을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다른 사람이 먼저 주장한 것이라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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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침’으로 해석된다면 다른 곳에 표현된 ‘참침’도 ‘돌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구침이 모두 ‘돌침’으로 만들어졌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침의 재질을 달리 봐
야 하기 때문에 ｢ 추･구침론｣에 표현되어 있는 구침의 제
조방식에까지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를 낳게 한다.

그러므로 ‘참침’에서처럼 재질이 ‘쇠침’인 어느 하나로 볼 
것인지, ‘참석’에서처럼 재질이 ‘돌침’인 어느 하나로 볼 것
인지는, ‘침’의 재질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구침’의 
해석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소문･탕액료
례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박찬국(朴贊
國)은 “지금에는 반드시 독약을 만들어 속을 다스리고 돌침
이나 쇠침이나 뜸으로 겉을 다스려야 합니다(當今之世, 必
齊毒藥攻其中, 鑱石鍼艾治其外也).”라고 해석10)하 다. 즉, 
‘참석침(鑱石鍼)’의 부분을 ‘돌침이나 쇠침’으로 국역(國譯)
한 것이니, 곧 ‘참’자와 ‘석’자가 뒤의 ‘침’자를 수식하는 글
자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본다면 ‘돌침이나 
쇠침’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쇠침이나 돌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설사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참’을 ‘쇠’로 봤다는 것인데 뒤의 ‘침(鍼)’은 엄연
히 ‘쇠침’을 표현한 글자라서 중복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중복이 되고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몰라서 그
렇게 해석했을까? 그건 단연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석
(石)’에 해서는 ‘돌’이라는 개념을 잡았지만, ‘참(鑱)’에 

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참(鑱)’에 
해서는 앞의 ‘금(金)’의 부분만 ‘쇠’라고 이야기하고 ‘참

(毚)’에 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았으니, 결국 ‘참
(鑱)’에 해서는 무엇인지 몰랐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그
는 이를 그냥 ‘돌침이나 쇠침’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 
얼버무림이 ‘쇠침이나 돌침’이 아닌 ‘돌침이나 쇠침’이라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니, 이는 마치 S. 프로이드의 실수
의 분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수에 한 실례를 보는 듯
하다. 이런 해석이 실수라 하더라도 이걸로는 ‘참(鑱)’이라
는 글자에 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얼버무림
으로써 ‘참’이 쇠침의 일종인지 돌침의 일종인지에 한 의
혹만 증폭시켰을 뿐이다.

그럼, ｢소문･기병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
기서는 임신 말기에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에 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른바 ‘부족한 것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몸이 여위었다는 것이니 참석을 써서는 안 됩니다(所
謂無損不足者, 身羸瘦, 無用鑱石也).”라고 하 으니, 이때의 
‘참석’은 허증(虛證)에 써서는 안 되는 어떤 도구라는 사실
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증(實證)에는 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문･자학편｣에는 
부수병에 사혈(瀉血)을 하는 도구로 쓰 고, ｢ 추･구침십
이원｣에는 양기가 성할 때 이를 거사(去瀉)하는 도구로 쓰

고, ｢ 추･관침편｣과 ｢소문･탕액료례론｣에는 병이 겉에 
있는 경우에 쓰 고, ｢ 추･자절진사편｣과 ｢ 추･구침론｣에
서는 열이 있는 것을 다스릴 때 쓰 으니, 열이 표(表)에 
있는 실증에 쓰이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즉, 표사(表邪)
의 실열(實熱)과 같은 급성병에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참(鑱)’이라는 것은 이러한 급성열병에 효과 
빠르게 작용하는 치료수단을 표현할 때 쓰이는 글자임이 
분명하다. 그러기 때문에 ‘쇠붙이’라는 재료를 설명하는 ‘금
(金)’자가 쓰이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매우 약삭빠른 토
끼를 의미하는 ‘참(毚)’자가 그 옆에 붙어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참(鑱)’이라는 글자는 그것이 ‘돌’이라
는 재료보다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니, 뒤에 ‘석(石)’자가 붙어 ‘참석(鑱石)’이 되든지 ‘침(鍼)’
자가 붙어 ‘참침(鑱鍼)’이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효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그것의 재료는 
｢ 추･구침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헝겊을 깁는 바늘을 본
떠서 만든 것으로 끄트머리 반촌을 어내서 예리하게 마
무리하 으니, 길이가 1촌 6푼(取法於巾鍼, 去末寸半, 卒銳
之, 長一寸六分)’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흙으로 빚는 
것이 아닌 이상 돌로서는 불가능하니 쇠가 재질로서는 마
땅하다.

④ ‘참침’의 모양에 하여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참침(鑱鍼)’의 모양을 나
타내는 그림들은 이러한 재료와 제조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며, 위에서 추론했던 사항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 그림에서는 ‘끄트머리 반촌을 어내
서 예리하게 마무리’11)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쇠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사진들은 원 (元
代)에서 청 (淸代)에 이르기까지 ｢ 추｣를 기초로 한 ‘참

10) 朴贊國, 懸吐國譯 黃帝內經 素問注釋, 上, 223~224쪽.
11) 이를 김재효 등은 砭石의 한반도 기원과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폄석을 한쪽 끝은 침으로 한쪽 끝은 칼로 쓰는 다용도의 모양으로 보았는데, 

｢ 추ㆍ구침론｣의 표현을 보아서도 그럴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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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鑱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구침도(九鍼圖)의 일부이
다. <사진 1, 2, 5, 6, 8>은 ｢ 추･구침론｣에 입각한 모습
들을 그리고 있고, 나머지 <사진 3, 4, 7>은 변형된 모습
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변형된 모습은 후 로 내려
오면서 실용성에 따라 모양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
연한 것이지만 모양이 변한 것은 그 시 를 반 하는 것이
므로, 아마 지역에 따라 편리를 도모하여 발전된 것으로 여
겨지는데, 찔러서 피나 고름을 빼내는데 더 유효하리라고 
본다.

사진 1. 원 (元代) 두사경(杜思敬)의 침경적 집(鍼經摘
英集).

사진 2. 명 (明代) 고무(高武)의 침구절요(鍼灸節要).

사진 3. 명 (明代) 서춘보(徐春甫)의 고금의통(古今醫統).

사진 4. 명 (明代) 양계주(楊繼洲)의 침구 성(鍼灸大成).

사진 5. 명 (明代) 마시(馬蒔)의  추주증발미(靈樞注證
發微).

사진 6. 명 (明代) 장개빈(張介賓)의 유경도익(類經圖翼).

사진 7. 청 (淸代) 오겸(吳謙) 등의 의종금감(醫宗金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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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청 (淸代) 이학천(李學川)의 침구봉원(針灸逢源).

따라서 참침은 <사진 1, 2, 5, 6, 8>과 같은 형태로 고
부터 유지되어 명 까지 내려오다가, 명 에서부터 <사

진 3, 4>와 같은 뾰족한 찌르기의 기능이 강조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청 에 이르러 <사진 7>과 같은 끝이 
뾰족하고 둥글게 변형되어 찌르고 째는 기능을 동시에 가
능하도록 모양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참침의 변
화가 있었지만 언제나 구침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표현되
었고, 표사(表邪)의 실열(實熱)로 인한 급성병에 피부를 째
서 피나 고름을 빼냄으로써,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처
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
를 절개하여 피를 빼고 고름을 제거하는 방법은 침의 발달
측면에서 생각하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학적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황제내경에서는 최초
의 침을 언급하면서, 종기(腫氣)가 생긴 것을 제거하기 위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침의 원시적인 모습
이 아닌가 한다.

⑤ ‘참침(鑱鍼)’의 재질에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문(素問)･이법방의론(異法方宜
論)｣을 보자. “동쪽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처음 생겨나는 
곳인데, 물고기와 소금이 나는 땅으로 바닷가 같은 물 옆에 
있어 그 백성들이 물고기를 먹고 짠 것을 즐기며, 모두 자
기들의 거처를 편안히 여겨 그곳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물
고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을 뜨겁게 하고 소금은 피를 엉
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얼굴이 검고 피부가 성글며 거
기에서 생기는 병은 모두 옹양(癰瘍)이 되니, 이를 다스릴 
때는 돌침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돌침을 놓는 것
은 동방에서 유래한 것이다(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
鹽之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

使人熱中, 鹽者勝血, 故其民皆黑色踈理, 其病皆爲癰瘍, 其治
宜砭石. 故砭石者, 亦從東方來).”라 하 다. 여기서 우리는 
열이 있고 피가 엉긴 옹양을 다스리기 위해 돌침을 사용한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법방의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옹양의 처치에 돌침
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침의 사용법
과 같은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위의 ‘돌침을 놓는 
방법’과 앞서 말한 ‘참침’을 종합하면, ‘속에 피고름이 엉킨 
옹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침(石)으로 째서(砭) 피부를 절
개하여 빼내는 것이 가장 빠르니(毚) 이를 참침(鑱鍼)’이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돌(石)’이 ‘침’이란 뜻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참(鑱)’은 그 
기능적 역할 때문에 생긴 글자이고, 이들의 상관관계는 ‘돌
(石)’과 ‘침(鍼)’이 같은 기능을 갖는 다른 재료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참침’은 글자에서 보듯이 ‘쇠침’이지만, ‘폄
석’의 글자는 ‘돌침’임을 나타내고 있어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모양새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재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보기는 쉽지 않다.

같은 증상에 같은 처치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떤 재
질이든 상관이 없을 듯하지만, 글자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
져 있고 각기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상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 ‘폄침’과 ‘참침’과의 차이에 

한 이해도 더욱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참침’의 
모양새는 위의 ｢ 추･구침론｣에서 언급했듯이 머리가 둥글
고 납작하며 예리하게 만든 것으로, 위에 나열한 <사진 1, 
2, 5, 6, 8>에서 보이는 ‘구침도’의 그림과 같은 모양이었
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름이 고여 있는 종기를 째
는 도구는 ‘돌침’이라 하더라도 모양새는 비슷해야 그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문･이법방의론｣에서 보이
는 ‘폄석(砭石)’은 ｢ 추｣에서 보이는 ‘참침(鑱鍼)’과 그 역
할과 기능이 같으므로 ‘돌침을 놓다’ 또는 ‘돌침으로 째다’
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글자의 변화는 ‘돌’에서 ‘쇠’로 변하
는 침의 재료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재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처음 
신석기시 로부터 청동기시 에까지 이어지고 발달한 간석
기(磨製石器)의 일종인 돌침에서 ‘폄석(砭石)’이란 글자가 
발생되었고, 철기시 에 들어서면서 훨씬 만들기가 간편한 
쇠침이 발달하면서 ‘참침(鑱鍼)’이란 글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고찰을 통해 이러한 도구의 발달에 
따라 선사시 의 유물이 어떻게 이용되었나를 알 수 있으
며, 그것이 글자에 미친 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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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관찰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발달에 따른 
시 구분이라면 ‘석기시  → 청동기시  → 철기시 ’에 
이르는 변화에 따라, 당연히 ‘돌침(砭石) → 구리침(銅鍼) 
→ 쇠침(鑱鍼)’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청동기
시 의 유적 가운데 ‘구리침’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론 
‘폄석’과 ‘참침’도 발견된 바는 없지만, 이들은 문자와 그림
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리침’은 그림은 물론이고 문자로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조차 의문스럽다. 왜 그럴까? 그것은 
‘돌침’의 존재가 생각보다 오래 갔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인류문화발달에 있어서 청동기시 가 없이 석기시 에서 
철기시 로 넘어간 지역도 지구상엔 많이 있다. 그건 재료
의 측면에서 구리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반도 지역은 구리가 생산되기 때문에 
청동기시 를 거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동기시  유물로 ‘구리침’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
석기시 부터 발달한 간석기의 일종으로 만들어진 ‘돌침’이 
철기시 까지 이어진 것일까? 아니, 위의 ｢역 의학성씨｣의 
‘서지재’와 ‘왕찬’의 기록에 의하면 5~6세기 무렵에도 ‘돌
침’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지구상의 부분이 국가의 형
태가 완전히 갖추어진 시기에도 신석기시 의 유물이 쓰이
고 있다는 자체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4) 흑요석의 발견

그러나, 재료의 측면에서라면 ‘돌침’의 사용을 다시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신석기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
물관을 들여다보면 칼이나 침, 그리고 화살촉들로 다듬은 
유물들이 상당히 곱고 날카롭게 제작되어 있는 솜씨가 놀
라울 정도다. 그만큼 오랜 시간동안 돌을 다듬어야 하는 정
성이라면 제작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치는 시간이 소
요될 것이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 게다가 다듬는 과정에서 
잘못 힘을 주면 부러지거나 깨져서 새로 그만한 시간을 들
여 겨우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오랜 시간과 숙련과정
을 거쳐야 겨우 하나의 ‘돌침’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철기

가 보편화되어 있는 5~6세기에도 신석기시 와 같은 작업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덥지 않다. 그러나 침에 
관한한 이 같은 생각을 불식시킬만한 재료가 있다. 다른 
‘쇠침’이야 철기시 의 도래 이후로 이미 사용될 수 있지만, 
‘돌침’은 고 국가를 형성하고도 그러하지 않았을 수 있다.

특히, ‘참침(鑱鍼)’과 모습이 비슷한 ‘폄석(砭石)’으로 표
현되는 ‘돌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
는 돌이 바로 ‘흑요석(黑曜石)’이다. 규산이 풍부한 유리질 
화산암으로 광택이 있다. 오늘날에도 장식용이나 공업용으
로 쓰이는데 쪼개면 그 단면이 아주 날카로워 칼날처럼 예리
하면서도, 유리질이라 화강암이야 말할 것도 없고 현무암보
다도 단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게는 비중은 2.30~2.58 
정도로 상당히 가볍다. 구태여 단단한 정도를 따지자면, 다
이아몬드가 ‘경도 10’인데 비해 흑요석은 굳기가 ‘경도 9’이
기 때문에, 흑요석을 캐자면 반드시 다이아몬드 곡괭이로만 
가능하다. 보통 단단하기를 ‘차돌 같다’라고 표현하는 차돌
(석 )의 굳기가 ‘경도 7’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가볍기로 말하자면 강철의 비중이 7.85 정
도 되는 것에 비하면 흑요석의 비중은 2.30~2.58 정도로 
엄청 가볍기 때문에 쓰기 편리하다.

그러기에 현 의학에 있어서도 수술용 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반 스테인레스 칼보다 수술한 면이 깔끔하고 상
처에 한 거부반응이 적어서 일부러 이 칼을 쓰기도 한다. 
이 정도라면 잘 부서지거나 무뎌지지 않을 터이니 오래 쓸 
수도 있고, 무게도 가벼워 휴 하기도 편리할 터이니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고,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를 쓰는 것보다 
다른 돌로 쳐서 깨진 면을 다듬어서 사용하니 제작기법도 
어렵지 않다. 유리질이라서 돌로 치면 다른 돌처럼 부러지
듯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조개처럼 쪼개지기 
때문에, 돌칼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끝이 비교적 
얇고 넓게 쪼개지니 ‘참침’과 같은 모양새를 만들기엔 아주 
그만이다. 그러기에 신석기시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 ‘돌
침’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어 왔을 터이고, 구멍을 뚫어 사용
하는 바늘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침의 용도로, 특히 ‘참침’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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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10. 흑요석의 깨진 단편들(왼쪽)과 조금 다듬은 모습(오른쪽)

다만, 워낙 단단하고 그 특유의 쪼개짐 때문에 생각처럼 
원하는 모양을 얻기가 어려워, 적절한 모양을 구하자면 여
러 차례의 깨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다. 비록 그렇
다 하더라도 돌을 갈아서 만드는 다른 석기제품에 비하면, 
훨씬 만들기가 간결하고 빠른 시간에 완성될 수 있으므로 
상용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본다. 실제로 위의 
<사진 9>는 흑요석의 깨진 단편의 모습들인데, 예리하게 
비늘처럼 쪼개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폄
석(砭石)’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참침(鑱鍼)’으로 변화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모습은 어떠했
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겠다. 그런데, 고고학에서는 이와 같
이 깨진 돌을 사용했던 시기를 구석기시 라 하고, 이렇게 
자연 상태의 돌을 때려서 작게 만든 뒤에 사용하는 석기를 
뗀석기라 하며, 이를 모루에 돌을 얹고 나무나 뿔 망치 등
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석기를 깬석기라 구분한다.

5) 고조선시대의 백두산족의 이동

뗀석기이든 깬석기이든 타제석기(打製石器)인 것은 같지
만, 뗀석기는 전기 구석기시 에 등장하며 깬석기는 후기 
구석기시 에 등장한다. 그러므로 깬석기는 위 <사진 10>
에서처럼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을 하며, 침으로 사용하는 
돌의 시작은 이 후기 구석기시 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깬석기라 하더라도 특히 흑요석은 
아무 곳에서나 있는 것이 아닌 일정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므로, 흑요석의 분포는 이들 구석기 사람들이 어떤 경
로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흑요석은 유리질의 화산암이기 때문이
다. 즉, 반드시 화산활동이 있었던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것이기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동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화산활동이 있던 지

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돌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아
주 특별한 곳에서만 이 흑요석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구석기유적은 전국 곳곳으
로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흑요석이 출토
된 곳만도 꽤나 넓게 나타나고 있다.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
가 발굴된 곳은 충남 공주군 석장리와 함경북도 웅기군 굴
포리를 비롯하여, 함경북도 종성군 종성면의 동관진, 충북 
단양의 수양개, 평안남도 평양시 승호구역 만달리, 경기도 
연천군 신답리 등의 구석기 유적지이다. 또한 시 를 달리
하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의 중석기 유적지와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및 부산 도구 동삼동 등의 신석기 
유적지에서도 발굴되었다. 이것은 구석기시 부터 사용되어
오던 유물들이 신석기시 에도 그 로 계승되어 오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흑요석의 특이한 재질이 석기시  원시
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소용되고 있는 것이니, 그 쓸모의 
측면에서는 그리 다양하지는 않아도 일정한 용도로서는 꾸
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흑요석의 성분을 조사했을 때 몇 가지 계통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체로 세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백두산 갈래로 강원도 양구군 상
무룡리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경
기도 양평군 교평리 등의 유적인데, 강원도 철원군 장흥리
의 유적에서도 일부 출토되고 있다. 이 장흥리의 유적에서
는 한반도 표적 흑요석 산지인 백두산 계열의 것도 출토
되지만, 이와 성분이 다른 흑요석은 동해시 망상동 기곡유
적지에서도 발견되어 이들의 이동경로를 알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갈래는 경기도 연천군 신답리와 충남 공주군 석장
리, 남해안의 경남 통 시 욕지면 상리의 상노 도와 통
시 산양면 연곡리의 연 도 유적지이며, 세 번째 갈래는 충
북 단양 적성면 애곡리 수양개 유적지이다. 이러한 흑요석
의 갈래를 통하여 구석기시  원시인들의 문화전파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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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추측할 수가 있다.
특히 양구군 상무룡리 유적을 통해 백두산 계열의 흑요

석은 이 돌을 소유한 원시인들이 함경북도에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북한강 상류에서 사용하 고, 다시 한강을 따
라 그 이남으로 전파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된 중요한 발굴이다.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하면 흑요석
은 유문암이 형성된 인근에서 발견되는데, 세계적으로 알려
진 흑요석의 주요 산지로는 아르메니아, 미국, 캐나다, 칠레,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케냐, 뉴질랜드, 페루, 터키 
등이며 동양에서는 오직 한국과 일본뿐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흑요석의 사용은 중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 백두산 
계열의 흑요석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참침(鑱鍼)’과 같은 모양의 ‘폄석(砭石)’이라고 
표현되는 ‘돌침’의 사용법은 ｢소문･이법방의론｣의 표현 로 
‘동방’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동방이라는 곳이 백두산을 중
심으로 한 한민족이 살던 터전이었던 고조선일 수밖에 없
다.

우리는 여태까지 ‘돌침’의 유래를 찾아 그 발전과정을 추
적해 보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구석기시 부터 백두산을 중심으로 거주하던 한민족이 
고 국가의 틀을 이루어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들의 문화는 
바다와 강을 중심으로 살면서 어로를 통한 물고기와 소금
을 즐겨먹었으며, 그리하여 이로 인한 질병형태는 급성열병
으로 발생하는 종기로써 옹양(癰瘍)을 자주 앓게 되었다. 
이 옹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백두산에서 생산되는 일정한 
돌을 사용하여 침으로 쓰게 되었는데, 그들이 쓰던 ‘돌침’은 
바로 그 지역에서 독특하게 생산되던 흑요석이었다. 그런데, 
이 ‘돌침’을 쓰는 방법이 중국으로 전해져서 내경의 ｢소문｣
에서는 ‘폄석’으로 표현되었고, 이 방법은 자혈(刺血)시켜 
종기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이것이 철기시 의 발
전과 더불어 ‘쇠침’의 발달로 내경의 ｢ 추｣에서는 같은 
모양의 ‘참침’으로 발전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쇠침’으로 만들어진 ‘참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돌침’은 꾸준히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는데, 그 흔적으로 
｢역 의학성씨｣에 ‘서지재’와 ‘왕찬’의 항목에서 ‘돌침’을 사
용했던 기록이 있으니, 이 ‘돌침’은 신석기시 부터 5~6세
기까지 적어도 1만년 이상 사용되어온 오래된 역사를 가지
며, 그 기원을 살펴볼 때 오래 전에 우리 조상들이 최초로 
사용했던 이 작은 ‘돌침’으로부터 모든 침의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와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 ‘돌침’을 조사했던 것은 아니다. 본
래의 문제는 의림촬요의 ｢역 의학성씨｣에 ‘침(鍼)’자와 
‘침(針)’자가 동시에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의학입문의 ｢역

의학성씨｣에는 모두 ‘침(針)’자로 통일되어 있다고 수차
례 언급해온 바 있다. 중국과 조선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기
에 이렇게 표현이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침(鍼)’자의 
기원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이제부터 이를 확인해 보자.

6) ‘침(鍼)’과 ‘잠(箴)’, ‘침(䥠)’, ‘침(金箴)’

‘침(針)’자의 경우는 침의 모양을 딴 상형문자라는 것을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침(鍼)’자의 경우는 다만 
발음이 같은 [zhēn]이라는 소리가 난다는 것뿐이지, 왜 ‘함
(咸)’자가 붙어서 ‘침(針)’과 똑같은 ‘침’이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왜냐하면, ‘함(咸)’자가 의미하
는 것은 ‘다, 모두, 두루 미치다, 널리 미치다, 같다, 같게 
하다’라는 뜻을 가질 뿐이지, 여기서 ‘침’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 ‘쇠붙이’를 
나타내는 ‘금(金)’자와 ‘모두, 두루’라는 의미를 가지는 ‘함
(咸)’자의 결합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주 생뚱맞다. 따라서 
당연히 쓰는 글자이고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써오던 글
자임에도 이 글자의 의미 분석이 결코 쉽지 않다. 다만 모
든 병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함’자를 붙여서 썼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타당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
므로 그리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1) 잠석(箴石)의 등장

이에 한 의미를 알아보는 데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의 글에서 우리는 ‘참침(鑱鍼)’이 용도에 따라 
발전한 글자임을 밝혀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 백두산의 흑
요석에서 발전한 최초의 ‘돌침’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러한 ‘돌침’에서 기원하고 있는 다른 글자가 있
으니 바로 ‘잠(箴)’이라는 글자다. 이것은 ‘바늘, 돌침, 꽂다, 
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최초로 쓰인 곳은 산해경
(山海經)에서다. 그 ｢동산경(東山經)｣조에 “고씨의 산에 
그 상품으로는 옥이 많고, 그 하품으로는 잠석이 많다(高氏
之山, 其上多玉, 其下多箴石).”라고 하 다. 여기서 고씨의 
산이란 고주몽의 산으로 곧 백두산을 말하니, 앞에서 이야
기했던 ‘돌침’의 원료가 되는 흑요석의 산지와 같다. 그렇다
면, ‘잠석(箴石)’이란 흑요석의 ‘돌침’일 가능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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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돌침’이 ｢소문･이법방의론｣에서 말하고 있는 ‘폄석’의 
표현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해
경의 ‘잠석’에 해 주를 단 진(晋)나라 때의 곽박(郭璞, 
276~324년)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잠석은 지침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옹종을 치료하는 
것이다(箴石, 可以为砥鍼, 治癰腫者).”라 했으니, 내경에
서 말하는 ‘옹양’과 같은 종기인 ‘옹종’을 치료하는 목적으
로 쓰이는 것이 ‘잠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것을 다뤄서 병을 치료하는 목적은 종기를 
치료한다는 데 있다. 종기를 치료하는 침은 당연히 째는 침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경에서 ‘폄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참침’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같
은 ‘돌침’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곽
박은 ‘잠석’을 곧 ‘지침(砥鍼)’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잠석’
이란 말에 한 해답이 이 ‘지침’에 있으니 이를 분석해 보
지 않을 수 없다.

(2) 지침(砥鍼)에 관한 분석

‘지침’에서의 ‘지(砥)’는 숫돌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고운 
것을 말할 때 ‘지’라 한다. 거친 숫돌은 ‘여(礪)’라 하는 것
을 보면, 이 ‘지’라는 것은 그만큼 미세하게 갈도록 되어있
는 숫돌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것이 숫돌이라는 의미
를 갖게 되는 이유는 뒤의 ‘저(氐)’자에 있다. 즉, 이는 ‘씨
(氏)’자와 ‘일(一)’자가 합쳐진 글자로, ‘씨’는 예리한 날붙
이의 상형(象形)이고, ‘일’은 그 날붙이를 가는 편평한 숫돌
을 뜻하여, 칼날을 바닥에 는 모양에서 만들어진 회의문
자다. 따라서 곽박이 ‘잠석’을 ‘지침’으로 보았다는 것은 ‘침’
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미 ‘쇠침’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고, ‘잠석’이라는 ‘돌침’에 숫돌로 간 침이란 뜻으로 ‘지’자의 
글자를 붙여 표현하고 있으니, 이 ‘잠석’이라는 것은 갈아서 
만든 ‘돌침’임을 알 수 있다. 즉, 쪼개진 모습 그 로를 쓰
고 있어서 ‘폄석’이란 표현을 썼던 것처럼, 갈고 다듬었기에 
‘잠석’이란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두산에서 채취한 흑요석을 그 로 썼을 때 ‘폄
석’이라 하고, 이것을 나중에 갈고 다듬어 쓸 때 ‘잠석’이라 
하며, 이러한 ‘돌침’이 발달하여 나중에 ‘쇠침’이 나왔을 때 
‘참침’으로 명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처음에 ｢소
문｣의 ‘이법방의론’에서는 ‘폄석’이라 표현하 던 것이 다듬
어지면서 산해경에서는 ‘잠석’이라 표현되고, 이것이 효과 

빠른 기능성이 강조되어 ‘탕액료례론’과 ‘기병론’에서는 ‘참
석’으로 표현되고, 철기가 이용되는 시기에 접어들어 제조
의 편리성이 더해진 ‘쇠침’으로 발전하여 ｢ 추｣의 ‘구침십
이원’과 ‘구침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참침’으로 변화되는 과
정상의 명칭이니, 결국 시 에 따라 ‘폄석(砭石) → 잠석
(箴石) → 참석(鑱石) → 참침(鑱鍼)’으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름이 달라지
는 글자를 살펴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명칭만의 변
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침(九鍼)의 분화

그것은 ‘폄석’에서 ‘잠석’에 이르는 동안에는 다듬어진 정
도에 따라 그 ‘돌침’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지만, ‘참석’이
란 이름은 기능에 따라 붙인 이름이므로 다른 기능을 하는 
침이 존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기에 ‘폄석’과 ‘잠
석’이 쓰이던 시 는 흑요석을 쪼개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부분으로 종기를 째는 방법으로만 사용하 기 때문에, 그것
을 그냥 썼던지 갈아서 썼던지 ‘석(石)’이라는 말 그 자체
가 ‘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
래서 오늘날 ‘석(石)’의 뜻 가운데 ‘돌’이라는 뜻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침’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상
할 일이 아니다. 그 시 의 상황이 반 된 의미가 오늘날까
지 전해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참석’의 경우는 ‘효
과 빠른 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돌로 만
든 침이라도 그 기능이 다른 침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
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다른 침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일까? 현재 발굴되거
나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종류
이고 어떤 모양일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참침’
이 존재하던 시 의 상황으로 보아 ‘참석’이 존재하는 시
를 짐작할 뿐이다. 즉, ‘참침’이 있었던 시기는 ｢ 추｣의 ‘구
침십이원’과 ‘구침론’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구침(九鍼)의 종
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의 종류는 참침(鑱鍼)･원침(員
鍼)･시침(鍉針)･봉침(鋒鍼)･피침(鈹鍼)･원리침(員利鍼)･호
침(毫鍼)･장침(長鍼)･ 침(大鍼) 등의 9가지다. 이들 침이 
모두 ‘참석’의 시 에도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지만, 몇 가
지는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참석’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본
다. 즉, 흑요석이 위의 <사진 10>과 같이 칼날 같은 ‘참석’
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진 9>와 같은 뾰족한 것
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석’과 유사한 ‘봉침’과 ‘피침’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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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신석기시 의 간석기(마제석기)가 청동기시 로 

이어지면서 고도로 발달되어 돌화살촉이나 슴베찌르기와 
같은 것은 그 세공이 아주 정교해짐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초기 철기시 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참석’과 ‘봉침’ 및 
‘피침’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유사한 침들이 철기시 에 
만들어지는 구침의 일부가 더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석기시 로부터 청동기시 를 지나 초기 철기시

로 이어지는 간석기로서 ‘돌침’의 특성은 워낙 가늘고 잘 
부서지기 때문에 유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아
쉬울 뿐이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잠석’
의 존재가 단일 품목으로서의 ‘돌침’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시 이고, ‘참석’이 등장함으로서 다른 종류의 ‘돌침’의 등장
을 예고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의문점을 해결하는 ‘침(鍼)’자와 
유사한 ‘잠(箴)’자가 사용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잠(箴)’과 ‘침(鍼)’

‘침(鍼)’자와 ‘잠(箴)’의 공통점은 다같이 ‘함(咸)’자를 사
용하면서 그 뜻에서도 ‘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침’자와 ‘잠’자의 공통분모로 사용되고 있
는 이 ‘함’자는 체 어떻게 ‘침’의 뜻을 가지도록 형성되었
는지 알아보자. ‘함’자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다, 두루, 
널리,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함(咸)’자를 ‘함(鹹)’자의 간체자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뜻에서 ‘짜다, 소금기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것은 
‘로(鹵)’자가 이미 ‘소금, 짠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함(咸)’자를 붙여 ‘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비록 ‘함(鹹)’이라는 글자가 소금이라는 뜻의 ‘로(鹵)’
자와 소리 값을 나타내는 ‘함(咸)’자가 붙어서 생성되는 형
성문자라 하더라도, 하필 같은 뜻의 글자를 붙여서 소리를 
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소리 값으로 따지면 ‘잠
(箴)’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

이건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함(鹹)’과 ‘함(咸)’을 모두 
[xián]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글자가 생성된 이후에 붙인 해
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함(咸)’자가 붙으면 같은 소리 값
을 갖는다면 ‘잠(箴)’자도 이와 유사한 소리가 나야 할 텐
데, 전혀 이와 다른 [zhēn]으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함(鹹)’이라는 글자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로(鹵)’자에 ‘함(咸)’자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여

기서 ‘함(咸)’자의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을 다시 생각해보자. 
위에 언급하다시피 이 글자가 ‘다, 두루, 널리, 모두’의 뜻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함(咸)’자를 뜯어보면 ‘무(戊)’자
와 ‘일(一)’자와 ‘구(口)’자로 이루어져 있다. ‘무(戊)’자는 
‘무(茂)’자와 같은 뜻으로 ‘우거지다, 무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이것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함(咸)’이 ‘다, 두루, 널리, 모두’의 뜻을 
갖고 있다 하여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일(一)’자와 ‘구(口)’자는 무엇인가? 이는 입
(口)에서 혀(一)를 내 고 있는 형상이다. 이와 같은 형상
은 주역(周易)의 ‘택산함괘(澤山咸卦)’에도 차용되고 있
다. 함괘에서는 ‘무(戊)’자를 ‘월(戉)’자로 보아 같은 모양의 
‘월(月)’자의 의미로 쓰면서 ‘달밤’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달밤에 혀를 내 어 농 한 사랑을 나누는 의미
로 쓰여 성행위의 현실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점잖은 말
로 “함(咸)은 형(亨)하고 이정(利貞)하니 취녀(取女)ㅣ면 
길(吉)하리라.”고 하 다. 주역에선 비록 ‘무(戊)’자를 ‘월
(月)’자로 썼지만 그 결과는 ‘길(吉)’하다 하므로 ‘좋다, 즐
겁다’의 의미가 도출된다. 그것은 어쨌거나 ‘함(咸)’자가 ‘무
(戊)’자와 ‘일(一)’자와 ‘구(口)’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옛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다 현실적인 의미가 도출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口)’은 곧 생존의 기관으로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무리(戊)가 혀(一)를 내 어 맛(口)보고자 하
는 것’ 또는 ‘모두(戊)가 혀(一)로 맛(口)보는 것’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혀끝으로 맛을 알 수 있
는 것이니, 곧 소금과 같이 짠 것일 수밖에 없다. 단 하루
도, 단 한 끼도 빼놓고 지낼 수 없는 그것이 소금이니, ‘함
(咸)’자가 ‘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다. 그러므로 이는 ｢소문･이법방의론｣에서 말하는 ‘물고기
와 짠 것을 많이 먹는 지역’인 바닷가 지역과 접한 관계
를 가지는 글자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함(咸)’자
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바다와 가깝거나 소금과 연관 있는 
지명임을 보이고 있다. 함경도(咸鏡道)를 위시하여 함주(咸
州), 함흥(咸興), 함평(咸平), 함안(咸安), 함열(咸悅), 함양
(咸陽) 등의 각 시군과 읍면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에서는 어로(漁撈)와 소금의 생산을 생활기반으로 하여 터
전을 마련하 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잠(箴)’이라는 글자는 이 ‘짜다’는 뜻의 
지역적 특성을 가진 글자이며, 아울러 앞의 ‘지침(砥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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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백두산의 흑요석을 다듬어 침을 만
들었던 곳과 일치하는 지역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백
두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민족이 물고기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 활동한 곳이라는 위치가 분명해진다. 그러므
로 ｢소문･이법방의론｣에서 동방(東方) 또는 동방지역(東方
之域)이라고 한 표현은,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
족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잠(箴)’자를 붙여서 사용하는 ‘잠석
(箴石)’이라는 ‘돌침’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민족이 
사용하 던 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폄석(砭石)’
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한층 더 침의 기원을 분명히 해주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잠(箴)’자 위에 붙은 ‘죽(竹)’
변은 무슨 의미일까?

‘잠석(箴石)’이 분명 ‘폄석(砭石)’에서 기원한 ‘돌침’이고, 
나중에 ‘참석(鑱石)’과 ‘참침(鑱鍼)’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돌’이 ‘쇠’로 변하므로 광물성 재료라
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광물성 돌과 아무런 연관
이 없는 식물성의 나무를 의미하는 ‘죽(竹)’자가 붙어있
는 셈이다. 즉, ‘죽(竹)’이라는 글자가 ‘함(咸)’자의 머리에 
붙어 ‘잠(箴)’자를 만드는 까닭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죽(竹)’자가 나무 잎의 모양을 딴 상형문자라는 점
에서 이 ‘잠석’의 모양새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넓적하
고 뾰족한 모양을 갖는 ‘돌침’을 상형하기 위해 쓰 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것은 ‘폄석’이 쪼개진 그 로 쓰는 것
과는 달리, 곽박이 ‘지침(砥鍼)’이라 표현하 다시피 보다 
뾰족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위의 <사진 10>보다 조금 더 
길쭉한 모양새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가능하다. 실
제로 철기시 의 침들은 보다 더 가늘고 길쭉하기 때문이
다.

또 하나는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는 뜻이 아닐까 한다. 
나무는 원래 푸르기 때문에 동양적 의미에서는 푸르다는 

것 자체가 동쪽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다. 서양의 인식은 
푸르다는 것이 ‘창백하다, 우울하다’라는 의미의 부정적인 
면으로 바라보지만, 동양의 철학적 발전은 푸르다는 것이 
곧 ‘동방, 희망’으로 변되는 인식적 발전이 있기 때문에, 
동방의 지역을 가리키고 있음과 동시에 동경과 희망을 내
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무에 기록한 역사를 ‘청
사(靑史)’라고 하니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의 기록은 나무
의 색깔 때문에 ‘청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이 탈
색되면 누렇게 변하지만 기록될 당시의 색은 어쨌든 푸른
색을 띠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비록 ‘돌침’이긴 

하지만 그 유래가 백두산과 연관을 가지면서도 소금을 차
지하고 있는 바닷가를 생활의 터전으로 한 동방의 민족이 
사용하는 침이라는 의미로써 ‘잠(箴)’자가 쓰 던 것이다.

이것을 그리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침(鍼)’자의 속
자(俗字)로 쓰이고 있는 ‘침(䥠)’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침(䥠)’자는 ‘쇠붙이’를 나타내는 ‘금(金)’자 옆에 ‘침(葴)’
자를 쓰고 있는데, ‘침(葴)’자의 뜻은 ‘쪽풀’이라는 뜻이고 
이 쪽풀의 빛깔이 쪽빛이기 때문에, 역시 푸르다는 뜻을 내
포하고 있어서 ‘침(䥠)’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침(葴)’과 ‘잠(箴)’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침
(鍼)’의 동자(同字)로 ‘침(金箴)’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게 된
다. 결국 ‘잠(箴)’이라 쓰든, ‘침(䥠)’이라 쓰든, 또는 ‘침(金箴)’
이라 쓴다 할지라도 모두 동방에서 유래한 침이라는 뜻으
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옛사람들이 즐겨 
써왔고 의림촬요의 ｢역 의학성씨｣에 등장하며 현재까지 
쓰고 있는 ‘침(鍼)’이라는 글자는 ‘돌침’인 ‘잠(箴)’에서 유
래하 는데, ‘쇠침’이 등장함으로써 ‘침(金箴)’이란 글자가 생
겨났고, 이것이 그 후에 ‘침(䥠)’이란 속자로도 쓰 으며, 
나중에는 속자보다 더욱 간편하게 ‘침(鍼)’이란 글자로 정
착하게 된 것이다.

(5) ‘잠석(箴石)’의 사용시 에 관한 추정

그래서 이들 글자는 ‘잠(箴) → 침(金箴) → 침(䥠) → 침
(鍼)’이란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신석기시 부터 철기시 에 
이르는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
제내경･ 추에는 모두 ‘침(鍼)’이란 글자가 현 와 같이 
완성되어 쓰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초기 철기시 의 부족
국가의 형태를 지나 철기시 가 완전히 정착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침(金箴)’이나 ‘침(䥠)’은 철기시
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초기 철기시 나 그보다 앞선 청
동기시 에 쓰 음직한 글자로 추정된다. 그것은 ‘잠(箴)’자
의 형태가 아직 남아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
다면 ‘잠석’이 쓰 던 시 는 언제일까? 그것은 이 말이 기
록된 산해경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곽박
이 주석을 달면서 ‘잠석(箴石)’에 해 ‘지침(砥鍼)’이라 언
급했으니, 이는 철기시 에 석기시 의 ‘돌침’에 해 언급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곽박(276~324년)이 주석을 단 때는 한(漢)나라 멸망 이
후에 벌어졌던 위(魏)･촉(蜀)･오(吳)의 각축전을 끝내고 
진(晋)나라가 천하를 평정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도 또한 삼



한국의사학회지 제 25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5, No. 2

- 173 -

국이 정립되던 시 로 신라의 미추왕이 김씨 세습을 시작
하고, 백제의 고이왕이 관제를 정비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
제를 마련하던 때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미 국가가 완전
히 형성된 때여서 당연히 철기를 사용하던 시기이기에 ‘쇠
침’이 널리 쓰이던 때이다. 이때 곽박이 ‘잠석’에 해 주석
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쇠침’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돌침’은 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침’이란 
언급이 이미 ‘쇠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돌침’에 해 
그같이 주석을 달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확실
한 어조로 말하지 못하고 “잠석은 지침이라 생각할 수 있는
데(箴石, 可以爲砥鍼)…”라고 머뭇거리고 있다. 실상은 그도 
접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이다.

곽박도 실제로 접해보지 못했던 것이라면 ‘잠석’은 그가 
살았던 시 보다 훨씬 이전의 고 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잠석’이라는 ‘돌침’이 존재했던 때는 산
해경을 집필하던 시기를 포함하는 시 일 수밖에 없다. 산
해경의 저작자는 하(夏)나라 우왕(禹王) 또는 그 후계자
인 백익(伯益)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는 B.C. 4세기 전국시

 후의 저작으로 한 (漢代 ; B.C. 202∼A.D. 220) 초에
는 이미 이 책이 있었던 듯하다. 원래는 23권이었으나 전한
(前漢) 말에 아버지 유향(劉向 ; B.C. 77~B.C. 6)과 아들 
유흠(劉歆 ; B.C. 53?~A.D. 25)이 이것을 교정(校定)하고 
새로 간추려 편찬한 18편만 오늘에 전하고 있다. 현  중국
학자들은 이 책이 한사람에 의해 일시에 쓰인 것이 아니라, 

략 전국 초기에서 한 에 걸쳐 파촉(巴蜀), 산둥 및 제
(齊) 지방 사람이 쓴 것을 전한시 에 유향과 유흠 부자에 
의해 합쳐서 편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12).

그 가운데 ｢남산경(南山經)｣ 이하의 ｢오장산경(五藏山經)｣ 
5편이 가장 오래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해외사경(海外四
經)｣ 4편, ｢해내사경(海內四經)｣ 4편이 이어졌고, 한 (漢代)
의 지명을 포함하 으며, ｢ 황사경(大荒四經)｣ 4편, ｢해내
경(海內經)｣ 1편은 가장 나중에 지어졌다. 원래 ｢산해도경
(山海圖經)｣이라고 불리는 지도책이 같이 있었다고 하나 위
진(魏晉) 이후에 유실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오장산경｣ 
가운데 ｢동산경(東山經)｣조에 ‘잠석’이란 말이 실려 있으니, 
산해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기의 표현에 ‘잠석’
이 등장한다. 따라서 ‘잠석’에 한 기록은 B.C. 4세기 무렵
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오장산경｣이 B.C. 2세기 

무렵의 작품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B.C. 4세
기~B.C. 2세기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고조선시  말에서 북
부여시  초기에 해당한다. 이때의 한민족의 터전을 그림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고조선시 의 한민족의 강역.

위 지도는 당시에 백두산의 흑요석을 소유하면서 물고기
와 소금을 공유하는 바닷가를 포함한 한민족의 생활터전의 
강역(疆域)을 표시한 것이다. 중국과 경계를 두어 빗금으로 
표시한 것은 고조선과의 구분을 두기 위해서 만들었다. 즉, 
진(秦)나라 때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이민족의 침입을 막
고 자기들의 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성 밖은 중
국이 자기 땅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 그 장성 끝
의 갈석산(碣石山)에서 비롯하여 난하(灤河)를 거슬러 올라
가면서 경계를 두었다. 따라서 산해경에 한 중국측 역
사학자들의 고증에 따라, B.C. 4세기 무렵부터 B.C. 2세기 
무렵까지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경을 고려하 을 때 고조
선시 를 비정(比定)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흑요석의 산
지인 백두산과 소금의 생산지를 연결시켰을 때 난하 동쪽
의 릉하(大凌河)와 요하(遼河)가 주요한 어촌생활의 입
지가 된다13).

이는 ｢소문･이법방의론｣에서 말하는 ‘폄석’이라는 표현이 

12) 네이버 지식백과.
13) 김재효 등은 砭石의 한반도 기원과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측이 주장하는 산동반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를 입증하려 하나, 흑요석이 

아시아 륙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백두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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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즉, 황제내경의 등장시기를 
진한(秦漢)시 에 이르러 성서(成書)되었다고 보는 일반적 
시각과, 산해경이 B.C. 4세기 무렵 또는 B.C. 2세기 무렵
에 성서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치하는 상황에서의 당시 
모습으로, 고조선시 에서 북부여시 까지의 위치를 고려했
을 때 한민족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활동위치가 된다. 그러
나 북부여의 시조인 동명(東明)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 
북쪽의 탁리국(橐離國)에서 이주하 다는 것은 중국 쪽 기
록인 논형(論衡)과 위략(魏略)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산해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했을 때 이처럼 동
명이 부여를 건국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산해경에 
언급되어 있는 지명이 고조선의 어떤 지명이거나 부여의 
어떤 지명이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산해경에 한 고증과 
산해경에 표현된 내용의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다시 산해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고씨의 산
에 그 상품으로는 옥이 많고, 그 하품으로는 잠석이 많다
(高氏之山, 其上多玉, 其下多箴石).”고 하 다. 곧 여기서 
말하는 ‘고씨의 산(高氏之山)’은 당연히 백두산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갈석산과 난하 동쪽으로 잠석이 생산되는 지역을 
고려했을 때,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잠석은 오로지 백두산에
서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흑요석은 아시아에
서는 한국과 일본에서만이 생산되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잠석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산 
이름을 산해경에서 ‘고씨의 산’이라고 명명한 자체가 B.C. 
4세기 무렵 또는 B.C. 2세기 무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것은 이 ‘고씨의 산’이 현재로선 고주몽의 
산이라고 통일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산해경에서 말하는 
고씨는 고조선이나 부여와 상관이 없는 고구려의 고주몽
(高朱蒙)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명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하여 선포하지 않는 한, 오
랜 시간 전설과 같이 입과 입으로 전해지면서 정해지는 일
반적인 경우를 고려했을 때, 백두산이 ‘고씨의 산’으로 정해
지기까지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나서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구려의 국
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광개토 왕비에 새겨져있다시
피 “옛적 시조 추모왕(주몽)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북부
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
백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
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14) 있었다(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

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郞. 剖卵降世, 生(而)15)
有聖□□□□□).”라고 말한 무렵인 A.D. 5세기 초 이전에
는 주몽에 한 이야기가 백두산을 배경으로 이미 확립되
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씨의 산’을 중심으로 한 산해경
의 ‘잠석’이란 표현은 B.C. 2세기보다 훨씬 후기가 된다.

따라서 산해경에 표현된 ‘고씨의 산’에 초점을 맞추어 
‘잠석’이 쓰 던 시기를 추정한다면, 적어도 주몽이 고구려
를 세운 B.C. 37년 이후가 되며 그러한 공적으로 지명이 
인구에 회자되는 언어로 정립되자면 기원후에나 가능하다. 
이때를 고구려 최 의 전성시기에 맞춘다 하더라도, 소금의 
산지와 흑요석으로 만든 ‘잠석’의 생산지가 공통되는 지역
을 추정한다면, 앞서 언급하 던 고조선시 의 갈석산과 난
하의 동쪽인 릉하와 요하의 지역보다 고구려의 판도는 
훨씬 줄어든다. 때문에 당시 한민족의 생활권은 훨씬 동쪽
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중국의 북연(北燕)과 경계를 가지
는 요하의 동쪽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바다와 강을 끼고 있
는 소금과 어업이 중심이 되는 생활터전은 압록강과 청천
강 유역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지도에 표시하면 다
음 <그림 2>의 ‘고구려 전성시기의 한민족의 강역’과 같
다.

그림 2. 고구려 전성시기의 한민족의 강역

14) 이는 ‘聖□□□□□’에 한 해석으로, 뒤의 ‘□□□□□’로 표시된 부분의 글자가 확실치 않아 임의로 해석하 다.
15) 원문에는 ‘이(而)’자가 없으나 해석상 편의를 위해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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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는 이미 철기시 가 일반에 이르기까지 보편
화되고 확고하게 정착되었기 때문에, 휴 와 사용이 편리한 
‘쇠침’을 놔두고 구태여 ‘돌침’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에서 의림촬요의 ｢역 의학성씨｣에 해서 언
급했듯이 ‘왕찬’이나 ‘서지재’의 경우를 봐서도 5~6세기 때
만 해도 ‘돌침’을 사용한 예를 보면 이때라고 사용하지 않
았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더구나 곽박(276~324년)이 
산해경에 주석을 달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미 ‘돌침’이 사
라지고 ‘쇠침’이 보편화된 것은 적어도 곽박보다 그 이전의 
시기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상반된 사실을 놓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씨의 산’이다. 광개토 왕비문에 언급되
어 있는 것처럼 고주몽이 고구려 건국을 이끈 인물인 것이 
사실이라면, B.C. 37년 이후의 사건이 그보다 수백 년 앞선 
시기에 편찬된 산해경에 등장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산해경에 등장하는 ‘고씨의 산’은 고주몽의 
산이 아니거나, 고주몽과 같은 고씨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산해경에 기록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산해경이 지금까지 알려진 시기보다 수백 년 뒤
에 써졌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여타의 고증으로 보아
서는 수백 년 뒤에 써졌을 가능성도 없고, ‘잠석’의 존재와 
그 용도가 옹종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 산해경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고씨의 산’은 고주몽의 
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주몽과 같은 고씨가 수백 년 전
부터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주몽이 고구려를 
창건하 지만 고씨의 시작이 주몽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몽
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씨들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으며, 그 몇  후손이 주몽일 뿐이기 때문에 주
몽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백두산이 ‘고씨의 산’으로 불렸다
는 것이다16).

고씨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언
제부터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산해경을 중심으로 시기
를 추정한다면 이 책이 저술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것
이므로, 적어도 부여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고씨들이 백두
산을 중심으로 존재해 있었다고 여겨진다. 북부여는 고조선
에서 독립되는 B.C. 2세기경부터 고구려에 흡수･통합되는 
A.D. 494년까지 존재했으므로, 산해경의 저술연 로 보
아 이 책이 저술된 무렵이거나 그 뒤에 성립된 국가인 셈
이다. 더구나, 부여국은 백두산을 근거로 살던 고씨들과는 

상관없는 국가이므로 산해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고씨의 
산’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그 최  전성기 
때를 보더라도, 부여국은 서쪽으로는 오환(烏桓)･선비(鮮
卑)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읍루(挹婁)와 잇닿으며, 남쪽으
로는 고구려와 이웃하고, 서남쪽으로는 요동의 중국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백두산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최  판도인 3세기 전후 무렵 역은 사방 2천리에 
달할 정도로 광활하 지만, 그 위치가 평야지 고 한 번
도 고구려의 경계를 넘어 백두산을 차지할 수가 없었다. 물
론 모용씨의 침략으로 일부 동쪽으로 이동했었던 동부여의 
경우도 백두산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두산의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잠석’을 
사용하는 주인공은 부여도 고구려도 아닌 고조선시 에 일
정 부락을 형성했던 고씨들로부터 전해지는 ‘돌침’임이 분
명하다. 이를 산해경에서는 그 ｢동산경｣조에 “고씨의 산
에 그 상품으로는 옥이 많고, 그 하품으로는 잠석이 많다.”
고 하 으며, 이에 곽박이 주석을 달기를 “잠석은 지침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옹종을 치료하는 것이다.”라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비파형동검을 사용하며 청동기시

를 열었던 고조선시 에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잠석’이 
의료용 도구로 ‘침’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

3. ‘침’자의 활용에 대하여

이제까지 우리는 ‘침(鍼)’자의 유래를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구석기시 부터 신석기시 에 이르기까지 흑요석의 
산지인 백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하 던 
흔적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된 것이 
‘돌침’이며 그것이 내경･이법방의론에 등장하는 ‘옹양(癰
瘍)’을 치료하는 ‘폄석(砭石)’이란 표현과 같음을 알았다. 
또한 청동기시 를 이끈 고조선시 에 ‘폄석’을 다듬어 ‘잠
석(箴石)’으로 사용하 으며, 그 또한 용도는 같은 ‘옹종(癰
腫)’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산해경의 
｢동산경｣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잠(箴)’이라는 
글자는 철기시 에 접어들어 ‘쇠침’이 발전하면서, 동방을 
뜻하는 ‘쪽빛’의 의미를 가진 ‘침(葴)’자를 더하여 속자(俗
字)인 ‘침(䥠)’자가 만들어졌고, 그 뒤에 같은 글자인 ‘침(金箴)’
자가 동자(同字)로 쓰이다가 최종적으로 간편하게 줄인 것

16) 김재효 등은 砭石의 한반도 기원과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山海經의 高氏는 예맥족과 같은 혈통인 高夷族을 비롯한 다양한 씨족집단의 존
재 가능성이 높으며, 古代의 예맥족이 요하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남만주와 한반도 등의 일 에서 활동하 다.”고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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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침(鍼)’자로 고착되어 쓰 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내경･소문의 ｢탕액료례론｣과 ｢기병론｣을 통해, 

표증의 급성열병에 효과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잠석’
에 ‘참(鑱)’자를 붙여, 기능적 측면에서 ‘참석(鑱石)’이란 말
이 생겨났음을 알았다. 이러한 기능이 강조된다는 것은 ‘침’
의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그리하여 점차 여러 종류
의 ‘침’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철기시 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기틀이 
잡혀나가면서 철제도구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
한 철기의 발달과 더불어 ‘참석’은 ‘참침(鑱鍼)’으로 발전하
게 되었고, ‘참석’의 발달과 더불어 ‘침’의 분화가 이루어졌
던 여러 종류의 ‘침’들도 더욱 발전하여 내경･ 추의 ｢구
침십이원｣과 ｢구침론｣에서 언급하는 ‘구침(九鍼)’이 확립되
게 되었던 것도 확인하 다. 이리하여, 약 6억년전 쥐라기 
때에 최초의 화산폭발에서 형성되었던 백두산의 흑요석으
로부터 모든 ‘침’의 기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침(針)’자의 유래

이렇듯 고조선시 부터 발전한 침술은 작은 흑요석 덩어
리에서 출발하여 ‘침(鍼)’자를 형성하 고, 그것은 또한 우
리나라 외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 는데, 
어느 순간부터 ‘침(針)’자가 등장하여 ‘침’을 의미하는 새로
운 글자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는 
‘쇠침’이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모양새를 본떠서 만들어진 
글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글자가 언제부터 쓰이게 되
었는지는 문헌적 검토가 현재로선 어려운 과제다. 왜냐하면 

개 현 에 구할 수 있는 책들은 인쇄본이기 때문에, 각 
시 마다 당시에 쓰 던 원서들을 구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구할 수 있는 책으로 원서를 살핀다 하더라도 몇 가
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
록 원본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복사본으로 출판된 서적
들을 통해서 그 시 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우선 송(宋)나라 판본인 황제내경(黃帝內經)과 원각본
(元刻本)인 제생발수(濟生拔粹)를 통해서 이때까지 ‘침
(鍼)’자를 써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明)나라 때로 
들어서면 의학정전(醫學正傳)이나 의학강목(醫學綱目), 
그리고 의학입문(醫學入門) 등에는 뚜렷이 모두 ‘침(針)’
자로 고쳐 쓰고 있다. 모든 책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 있겠지만, 이로써 명  이후로 ‘침(針)’자가 

등장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우선 이것만으로도 공통적으
로 어김없이 ‘침(針)’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의도적으로 ‘침(鍼)’자에서 벗어나고자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언제부터 어떤 
책에서 최초로 쓰 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공통적으로 모
두 바꾸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명나라 정부에서 주도했
던 일이 아니었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 에 해
당하는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2) 조선에서의 ‘침(針)’자의 사용

같은 시 임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와 조선은 ‘침(針)’자의 
쓰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원나라 때까지만 해도 모두 
‘침(鍼)’자를 썼던 중국이 명나라에 들어오면서 ‘침(針)’자
로 바꿔 쓴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통을 오
늘에까지 이어와서 중국은 모든 의서에서 ‘침(針)’자로 통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 있어서는 ‘침
(鍼)’자의 쓰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의방유취(醫方類聚)
는 원본을 입수할 수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향약집성
방(鄕藥集成方)과 의림촬요(醫林撮要), 그리고 동의보
감(東醫寶鑑)을 비교했을 때, 향약집성방은 ‘침(鍼)’자가 
748번 쓰이는 동안 ‘침(針)’자는 고작 5번 쓰 고, 의림촬
요는 ‘침(鍼)’자가 전체 168번 쓰이는 동안 ‘침(針)’자는 
단지 ｢역 의학성씨｣에만 16번 쓰 을 뿐이며, 동의보감
은 ‘침(鍼)’자가 971번 쓰이는 동안 ‘침(針)’자는 겨우 18번 
쓰인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으로 조선시  의서에 쓰 던 ‘침(鍼)’자와 ‘침
(針)’자를 모두 변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침
(鍼)’자와 ‘침(針)’자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음에 반하여, 
중국은 모든 ‘침(鍼)’자를 ‘침(針)’자로 바꿔서 쓰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들 글자를 
구분하여 썼음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침(鍼)’자의 발전과정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정과 맞물리면서 발달해왔고, ‘침’이 백두산을 
주요 활동무 로 한 고조선의 의료행위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고려
시 나 그 이전의 의서를 통하여 모두 조사된 것은 아니지
만, 조선시 를 중심으로 표적인 몇 가지 의서를 살펴보
았을 때, 우리 의서에도 ‘침(針)’자가 쓰이지 않은 것은 아
니어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 쓰 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 그 구분의 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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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약집성방의 ‘침(針)’자 용례

향약집성방은 세종 15년(1433)에 집현전 직제학 유효
통(兪孝通), 전의감 정 노중례(盧重禮), 동 부정 박윤덕(朴
允德)에게 명하여 간행된 종합의서로, 기존에 간행되었던 향
약제생집성방을 기본으로 하 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
는 향약(鄕藥)으로 처방될 수 있는 중국과 조선의 모든 방
문들을 수집하여 분류하 으니,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의
학을 확립하고자 했던 강력한 조선의 자존심을 내건 작품
이었다. 그것은 우리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중국산 
약재에 의존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하 기에 
우선 우리 약재의 분포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팔도
지리지(八道地理志)를 통해 전국에 산재된 약재의 분포와 
수량을 확인하고, 이들 약재의 생육과 채취에 적절한 조건
들을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을 통해 재확인하여, 마
침내 85권 30책을 만들었으니 비록 조금 서둘렀던 감은 있
으나 우리 의학을 집 성한 당  최고의 의서이다.

물론 민생복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 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단순히 중국과 우리 의서에 있는 처방들을 모으
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산야초로 질병을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니
만큼, 국가적 자부심과 민족적 긍지를 갖게 하는 중요한 작
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향약제생집성방에 388
개 증상이 소개되어 있는 것에서 959개 증상을 다스리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으며, 2천 
8백여 종의 처방에 불과했던 것에서 1만 700여 종의 처방
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실로 비약적인 질병퇴치의 기
회가 마련되고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약재만으로 이만큼 많
은 의료혜택이 늘어나게 된 셈이니,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며 
우리 의학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 의학의 전통을 살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중
국의학을 통합하여,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로 우리 백성들
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주적 성향의 발로이며, 민족
의학의 중흥의 토 를 마련하 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
니는 것이라 하겠다. 곧이어 이루어진 한글창제도 이러한 
자신감과 자존감의 성취에서 얻어진 우리 글자에 한 애

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우리 글자에 
한 애착이 한글창제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한자만을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도 같은 한자라도 우리 한자에 
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중

국이 명나라에 들어와서는 ‘침’에 해 형태적인 모양으로
서만 이해하고 모두 ‘침(針)’자로 바꾸는 상황에서도, 조선
은 향약집성방을 편성하면서 그 형태적 모습인 ‘바늘’이
나 ‘가시’를 의미할 때는 ‘침(針)’자를 썼지만, 의료기술의 
‘침’을 놓는 것에는 모두 ‘침(鍼)’자를 써서 달리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향약집성방에 쓰인 ‘침’자가 모두 753번 있었
지만, 의료기술이 가해지는 침술로서의 ‘침’을 의미하는 ‘침
(鍼)’은 모두 748번 쓰 고, 그 밖의 뾰족한 ‘바늘’이나 ‘가
시’를 의미하는 ‘침(針)’은 겨우 5번 쓰 을 뿐이다. 이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은데, 같은 ‘침(針)’자를 썼어도 그 뜻은 
‘가시, 바늘’의 의미로나 ‘뾰족하다’의 의미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래 향약집성방의 요통문(腰痛門)과 옹저창양
문(癰疽瘡瘍門)에서 쓰인 ‘극침(棘針)’은 ‘멧 추나무의 가
시’를 의미하고, 제손상문(諸損傷門)의 ‘식침(食針)’은 ‘가시
(또는 바늘)를 삼킨 것’을 의미하며, 제구급문(諸救急門)의 
‘이침(以針)’은 ‘바늘로’라는 표현이며, 향약본초(鄕藥本草)
에 쓰인 ‘묘여총침근백(苗如葱針根白)’에서는 ‘뾰족하다’는 
뜻으로 쓰 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침술을 나타내는 ‘침’
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았으니, 의료행위에서 표현되는 ‘침
(鍼)’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卷第十二 腰痛門 治개17)腰痛及피18)痛.
棘針 一升[剉, 微炒] 鹿角屑 二升[微炒]
右, 以生絹袋盛, 用酒一斗, 於자19)甁中, 浸七日後, 每於食

前, 溫一中盞飮之.(聖惠方)

卷第四十二 癰疽瘡瘍門 丁瘡(幷附魚臍丁瘡) 治丁腫內消.
亂頭髮 蛇脫皮 曲鉤棘針[爛者] 露蜂房 各三兩 緋絹 二尺
右, 相和, 分作四分, 用緋絹各裹, 以麻纏之, 於炭火內燒令

烟斷, 細硏, 日二服, 以溫水調下二錢.(聖惠方)

卷第四十九 諸損傷門 骨鯁 治骨鯁不下. [呪水] 治鯁.
淨器, 盛新汲水一盞, 捧之, 面東而黙念, 呪云(謹請太上東

17) ‘旣’자 아래에 ‘月’자가 붙은 글자. 허리가 문득 아플 [개].
18) ‘肉’변의 오른 쪽에 위로는 ‘比’가 붙고 그 밑으로는 ‘土’자가 붙은 글자. 밥통 또는 넓적다리 [피].
19) ‘玆’자 아래에 ‘瓦’자가 붙은 글자. ‘瓷’의 속자. 오지그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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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順水急急如南方火帝律令勅). 一氣念七遍, 卽吹一口氣入水
中, 如此七吹, 以水飮患人, 立下. 亦治食針, 幷竹剌.(澹療方)

卷第五十三 諸救急門 卒死 治卒死而壯熱者.
白礬半斤, 以水二斗煮消, 以漬脚卽活. [又方]㹠尾截取血

灌之, 幷縛㹠以枕之, 死人須臾活矣. [又方]視其上脣, 裹絃絃者, 
白如黍米大, 以針盡去之. [又方]小便灌其面, 數卽能廻語, 此
是扁鵲法. [又方]雄雞頭血, 以塗其面, 乾復塗之.(聖惠方)

卷第八十五 鄕藥本草 菜部下品 蒜(小蒜) [鄕名]月乙賴伊
(달래)

味辛, 溫, 有小毒. 歸脾腎. 主霍亂, 腹中不安, 消穀, 理胃
溫中, 除邪痺毒氣. 五月五日採之.

[陶隱居]云: 生葉時, 可煮和食. 至五月葉枯, 取根名薍子, 
正爾噉之, 亦甚熏臭. 味辛, 性熱. 主中冷霍亂, 煮飮之. 亦主
溪毒. 食之損人, 不可長服. [孟詵]云: 小蒜亦主諸蟲毒丁腫甚
良, 不可常食. [日華子]云: 小蒜熱, 有毒. 下氣, 止霍亂吐寫, 
消宿食. [圖經]曰: 舊不著所出州土, 今處處有之, 生田野中, 
根苗皆如葫而極細小者是也, 謹按爾雅蒚山蒜. 釋日: 說文云: 
蒜, 葷菜也. 一云: 菜之美者, 雲夢之葷, 生山中者, 名蒚. 今
本經謂大蒜爲葫, 小蒜爲蒜, 而爾雅･說文所謂蒜葷菜者, 乃今
大蒜也, 蒚乃今小蒜也. 書傳載物之別名不同如此, 用藥不可不
審也. 古方多用小蒜治霍亂, 煮飮之, 南齊楮澄用蒜治李道念雞
瘕, 便差. [衍義]曰: 蒜, 小蒜也. 又謂之蒚, 苗如葱針根白, 大
者如烏芋子. 兼根煮食之, 又謂之宅蒜. 華佗用蒜虀, 卽此物也.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향약집성방에 보이는 
‘침(針)’자는 비록 의학서적에 쓰 지만, 실제로 의료행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뾰족한 모양새에 의미를 두고 
형태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침(針)’자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748군데 ‘침’이 쓰인 곳은 모두 ‘침(鍼)’
자를 쓰고 있는데, 이는 내경이 쓰 던 시 부터 정착되
어왔던 글자이다. 말하자면 의료도구로서 ‘잠(箴) → 침(金箴) 
→ 침(䥠) → 침(鍼)’으로 변화되어 왔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침(針)’자가 쓰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쉬운 글자를 선택하지 않고 뚜렷이 그 용도를 구분하여 
쓰고 있다는 것은, ‘침(鍼)’자에 한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글자 하나에도 
정통을 벗어나지 않고자 했던 고양된 의식이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주적이면서도 정통성을 획득한 의
식적 배경은 이 책의 편찬의도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우리 의학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조선시 의 정통성의 획
득은 이미 삼국시 와 고려시 부터 고양된 의식이었고, 그러
하기에 의학교육과 과거시험에서도 소문경(素問經)･갑을
경(甲乙經)･본초경(本草經)･명당경(明堂經)･맥경(脉
經)･침경(鍼經)･난경(難經)･구경(灸經)･유연자방
(劉涓子方)･옹저론(瘡疽論) 등과 같은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20)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의학에 관한 
주체적 성향은 이미 고려 말에 편찬되었던 향약구급방(鄕
藥救急方), 향약고방(鄕藥古方), 향약혜민경험방(鄕藥惠
民經驗方),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 등에서도 나타나 있
듯이, 우리 약재와 처방에 한 의지를 이러한 ‘향약(鄕藥)’
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 
전기에 이와 같은 ‘향약’으로 우리 약재에 한 의식이 고
취되고, 이 땅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을 손쉽게 다스
릴 수 있는 민족자존의 기량이 확보되었다.

그리하여, 보다 넓고 깊은 학술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
으니 그것이 바로 의방유취의 간행이다. 이것이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당시 ‘의학의 백과사전’
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책의 겉모습만 보고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훑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
기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당시에 중국과 우리나라에 존재하
는 모든 의서들을 한 데 모았으며, 중국처럼 그냥 단순히 
끌어 모아 분량만 많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의서들을 비교
하고 고찰하여 중복된 것들은 제외시켰으며, 비슷한 것은 
주석을 달아 비교할 수 있게 하 고, 글자 하나하나에도 차
이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
으며, 병증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누고 종류가 비슷한 것
은 한데 묶어서 병증을 비교할 수 있게 하 다. 요즘의 개
념으로 말하자면, 의학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게 
꾸몄다 할 수 있다.

의학에 관한 모든 지식정보를 다 담아서 전문가로 하여
금 활용에 편리하게 하 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단 이
러한 DB가 형성되면 그로부터 다양한 새로운 지식이 마르
지 않는 샘물처럼 재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DB 구축은 지식정보의 기간산업이 되는 중요한 일이기에 
사회 각 분야에서 여기에 막 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미 약 6백 년 전
에 이러한 시도를 하 다는 것은 중국의학에 의존하지 않

20) 金洪均, 高麗時代 醫學史觀 叱正(高麗初期 醫學에 관한 金斗鍾의 역사인식에 한 비판), 2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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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체적으로 우리 의학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을 기초로 하여, 
‘침(鍼)’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모두 ‘침(針)’자로 바꿔 
쓰고 있는 중국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정통성을 고수하고 우리 의학의 본질적인 전통을 이어간다
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조선중기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동의보감을 놓고 비교해 보자.

(2) 동의보감의 ‘침(針)’자 용례

물론 동의보감이 편찬되기 이전에 이미 양예수(楊禮
壽)에 의해서 8권본의 의림촬요(醫林撮要)가 발간되어 
있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의림촬
요를 살피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8권본의 의림촬요에는 
단 한 글자도 ‘침(針)’자가 쓰이지 않았다. 또한 그 이후 광해
군 즉위년(1608)에 발간된 의림촬요속집(醫林撮要續集)
에도 ‘침(針)’자는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 나중에 이 속집
을 8권본의 의림촬요에 합쳐서 13권으로 증보하여 발간
할 때는 권수(卷首)에 ｢역 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를 두
었는데, 이 ｢역 의학성씨｣에만 ‘침(針)’자가 쓰 을 뿐 이
를 제외한 본문에는 ‘침(針)’자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러
므로 의림촬요의 이러한 변화의 차이 때문에, ｢역 의학
성씨｣에 있는 ‘침(針)’자를 살펴야하므로 그 생성연 가 오
히려 동의보감 보다 뒤늦게 잡힐 수밖에 없으니, 동의보
감 보다 의림촬요를 늦게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여하간 조선전기를 표하는 종합의서로는 향약집성방
이 있지만, 조선중기를 표하는 종합의서는 동의보감이
라는 것에 그 누구도 감히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더구
나 한국의서 전체를 망라하여도 단연 동의보감은 그 
표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그 
실효성이 돋보이는 의서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로만으로
도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러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동의보감에는 전 의 어
느 의서보다 ‘침(針)’자가 가장 많이 쓰인 의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로 보면 ‘침(鍼)’자가 971번 쓰
이는 동안 ‘침(針)’자는 고작 18번 쓰인 것에 불과하니 겨
우 1.8%가 조금 넘을 뿐이다. 그 마저도 잘못 쓰여 오자가 
생긴 것을 빼면 더욱 줄어든다. 이제 동의보감에 ‘침(針)’
자가 쓰인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內景篇 卷之一 精門 [鍼灸法]

遺精夢泄, 心兪･白環兪･膏肓兪･腎兪･中極･關元, 等穴, 或
針或灸.<綱目>침놓다

內景篇 卷之一 神門 [鍼灸法]
癇病, 取鳩尾･後谿･湧泉･心兪･陽交･三里･太衝･間使･上脘. 

凡癇病, 必先下之乃可灸. 不然則, 氣不通, 能殺人, 針不拘
此.<綱目>침놓다

內景篇 卷之二 血門 [禁忌]
內經曰, 鹹走血, 血病無多食鹹. 又曰, 久視傷血, 凡血少血

虛之人, 針刺出血過多, 皆爲禁忌.침
卷之二 血門 鍼灸法
衄不止, 以三稜針, 於氣衝出血, 立愈.<東垣>침

內景篇 卷之二 痰飮門
[痰飮流注證]凡人忽患, 胸背手脚腰胯, 隱痛不可忍, 連筋

骨牽引釣痛, 坐臥不寧, 時時走易不定, 俗醫不曉, 謂之走注, 
便用風藥, 及針灸, 皆無益. 又疑風毒結聚, 欲爲癰疽, 亂以藥
貼, 亦非也. 此乃痰涎伏在心膈, 上下變爲此疾. 或令人頭痛不
可擧, 或神意昏倦多睡, 或飮食無味, 痰唾稠粘, 夜間喉中如拽
鋸聲, 多流睡涎, 手脚冷痺, 氣脉不通, 誤認爲癱瘓, 亦非也. 
凡有此疾, 只服控涎丹, 其疾如失.<得效>침

[痰病難治證]痰涎等病不一而足, 惟癆瘵有痰爲難治. 宜
早灸膏肓四花穴(詳見針灸).<資生經>침

[針灸法]침놓다

內景篇 卷之三 蟲門 [鍼灸法]
○瘵虫, 居肺間, 蝕肺系, 故咯血聲嘶. 此所謂膏之上肓之

下, 針之不到, 藥之不及, 宜早灸膏肓腧･肺腧･四花穴爲佳.
<入門>침놓다

○傳尸勞瘵, 涌泉鍼三分, 瀉六吸. 有血可治, 無血必危. 豊
隆治痰, 針入一寸, 瀉十吸. 丹田治氣喘, 鍼入三分, 補二呼.
<已上入門>침

外形篇 卷之一 頭門 [鍼灸法]
○一老婦, 久患頭痛, 因視其手足, 有血絡皆紫黑. 遂用針

刺出, 血如墨汁, 後刺受病之經, 得全愈.<綱目>침
○偏頭痛, 及正頭痛, 取阿是穴, 針之, 卽愈.침놓다



歷代醫學姓氏의 針과 鍼에 대하여

- 180 -

外形篇 卷之一 面門 [單方] 石灰
去黶子方; 石灰末, 水調如稠粥, 揷糯米粒, 經宿, 米如水精. 

先以針尖微動黶子, 置糯米於其上, 經半日, 黶汁自出, 剔去
藥, 勿着水.<本草>침

外形篇 卷之一 眼門
[外障]外障; 有肝藏積熱･混睛･努肉攀睛･兩瞼粘睛･膜入水

輪･釘瞖根深･黑瞖如珠･花瞖白陷･水瑕深瞖･玉瞖浮滿･順𨒫生
瞖･鷄冠蜆肉･瞼生風粟･胞肉膠凝･漏睛膿出･蟹睛疼痛･突起睛
高･風起喎偏･倒睫拳毛･風牽瞼出･神崇疼痛･旋螺尖起･鶻眼凝
睛･轆轤轉關･被物撞打･撞刺生瞖･血灌瞳人･眯目飛塵飛絲･天
行赤目･暴赤眼後生瞖･胎風赤爛･風赤瘡疾･衝風淚出･暴風客
熱･瞼硬睛痛･痛如針刺･痒極難任･瞳人乾缺･黃膜上衝･赤膜下
垂･小眥赤脉･偸針･小兒通睛･小兒胎中生贅･小兒靑盲.<得
效>침, 바늘

[兩瞼粘睛]目眶赤爛歲久, 俗呼爲赤瞎是也. 當以三稜針刺
目眶外, 以瀉濕熱, 卽愈.<東垣>침

[玉瞖浮滿]黑珠上, 浮玉色, 不疼痛, 瞖根不紅. 不宜針割, 
但服還睛散, 點磨瞖膏, 卽愈.<得效>침

[瞼生風粟]瞼生風粟者, 眼痛狀如眯, 名曰粟眼. 其眼瞼皮
肉上下, 有肉如粟粒, 淚出磣痛, 可翻眼皮起, 以針撥之, 兼服
湯散, 宣其風熱.<類聚>침

雜病篇 卷之七 邪祟門 [鍼灸法]
百邪所病鍼有十三穴. 一名鬼宮(卽人中穴). ○二名鬼信(在

手大指爪甲下入肉二分). ○三名鬼壘(在足大指爪甲下入肉二分). 
○四名鬼心(卽太淵穴). ○五名鬼路(卽申脉穴). ○六名鬼枕
(在大傾入髮際一寸). ○七名鬼床(在耳前髮際宛宛中耳垂下五
分). ○八名鬼市(卽承漿穴). ○九名鬼路(卽勞宮穴). ○十名
鬼堂(卽上星穴). ○十一名鬼藏(在陰下縫女人玉門頭). ○十
二名鬼臣(卽曲池穴). ○十三名鬼封(在舌下縫針刺貫出舌上). 
○又, 鬼邪發狂, 灸十指端, 去爪一分, 名曰鬼城.<扁鵲>침

이상을 ‘침(針)’자를 살펴보았을 때 앞에서 보았던 향약
집성방과 그 쓰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향약
집성방에서는 ‘침(針)’자가 ‘가시, 바늘’ 또는 ‘뾰족하다’의 
의미로 썼음에 비해, 위의 동의보감에서는 같은 ‘침(針)’
자인데도 ‘침’과 ‘바늘’이라는 뜻으로 쓴 것도 있지만, ‘침놓
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다. 다시 말
해, 이상의 18군데 중에서 부분에 해당하는 13군데는 그 

형태적인 모양새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침(針)’자가 쓰 지
만, 나머지 5군데는 침을 놓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침(針)’자가 쓰 음을 알 수 있다. 이 5군데는 ‘침(針)’자에 
행위의 의미부여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향약집성방에서와 
달리 ‘침(針)’자의 의미 분화가 생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침놓다’란 의미로 쓰인 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문(精
門)･신문(神門)･담음문(痰飮門)･충문(蟲門)･두문(頭門)의 
침구법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즉, 정문의 ‘혹침혹구(或針或灸)’는 ‘더러는 침을 놓고, 
더러는 뜸을 뜬다.’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신문(神門)의 ‘침
불구차(針不拘此)’는 ‘침놓는 것은 이에 구애되지 않는다.’
로 해석된다. 이는 언뜻 보기에 그냥 ‘침’이라고 해석될 것 
같지만, 앞에 ‘가구(可灸)’가 ‘뜸을 뜰 수 있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냥 형태적인 ‘침’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음으로, 
담음문의 ‘침구법(針灸法)’은 제목으로 쓰인 경우인데, 사실
은 동의보감의 전체를 통틀어서 다른 ‘침구법’은 모두 ‘침
구법(鍼灸法)’이라 쓰여 있으므로, 여기의 ‘침구법(針灸法)’
이란 표기는 잘못된 오자임을 알 수 있다. 오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제목이기 때문에 그냥 ‘침과 뜸의 방법’
이라고 보고 ‘침구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엄 히 말하
자면 그 내용상 이것은 ‘침을 놓고 뜸을 뜨는 방법’으로 해
석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충문(蟲門)에서 ‘침지부도(針之不到)’는 ‘침을 
놓아도 이르지 아니하고’로 해석된다. 끝으로, 두문(頭門)의 
‘침지(針之)’는 ‘침을 놓으면’이라 해석된다. 결국 이상의 경
우는 담음문의 오자로 쓰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4군데
는 모두 ‘침을 놓다’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침(針)’자의 의미 분화는 조선전기와 확연한 차
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향약
집성방에서는 특별히 ‘가시, 바늘’ 또는 ‘뾰족하다’의 의미
를 가지는 일반적인 경우에만 ‘침(針)’자를 쓰고 나머지는 
모두 ‘침(鍼)’자를 썼다. 즉, 그것은 의료도구로서 ‘침’을 뜻
할 때나 침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침을 놓다’를 뜻할 
때는 모두 ‘침(鍼)’자를 쓰고,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경우에
는 모두 ‘침(針)’자를 썼기 때문에, ‘침’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의료행위가 개입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글자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런 향약집성방의 뚜렷한 기준이 동의보감
에 있어서는 깨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의료도구로서의 
‘침’을 뜻할 때도 ‘침(針)’자를 썼거니와, 의료행위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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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침놓다’를 뜻할 때도 이 글자를 썼기 때문에, 구태여 
‘침(鍼)’자와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형태
와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전기의 그것에 비
해 상당히 파격적이자, ‘침(針)’자의 보편적 확 로 새로운 
의미전달체계에 한 새로운 질서와 편성을 예고한다. 하지
만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확 해석이 아닌가 싶다. 왜냐
하면, 동의보감 전체에서 ‘침’자가 쓰인 것은 989번이고, 
그 가운데 ‘침(鍼)’자가 971번 쓰 으며 나머지 ‘침(針)’자
는 겨우 18번 정도가 쓰 다. 그 중에 5번에서 이러한 파
격이 있었으며 그나마 오자가 생긴 경우를 빼면 극히 드문 
4번의 경우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파격이라 하기엔 
989번 중에 4번은 극히 미약하다.

말하자면, 동의보감에서 이를 파격이라 표현하기엔 너
무 적은 숫자라는 것이다. 더구나, 동의보감의 오자는 앞
에 언급한 조선시 를 표하는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
취 또는 의림촬요에 비해 오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된 4번의 ‘침(針)’자는 오히려 오자일 
가능성이 짙다. 앞에서 잠시 지적하 듯이 ‘침구법(鍼灸法)’
을 ‘침구법(針灸法)’이라고 잘못 쓴 경우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담음문에 이러한 명백한 오자가 보이는 정도라
면 ‘침(針)’이라고 쓰인 정문･신문･충문･두문 등에서 쓰인 
이 4군데의 경우는 파격이라 보기 보다는 오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썼다면 
파격이라 할 수 있지만, 의도가 없이 이루어진 실수라고 보
아야 합당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수로 묵인한다
면, 동의보감도 향약집성방과 같이 형태적 모양새를 의
미할 때는 ‘침(針)’이라 썼다고 봐야 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향약집성방에는 의료용과 비의료
용을 구분하여, 의료용에는 도구를 의미하든 행위를 의미하
든 ‘침(鍼)’자를 쓰고, ‘가시’나 ‘바늘’을 의미하는 비의료용
에는 ‘침(針)’자를 썼지만, 동의보감의 경우에는 비의료용
의 경우에 쓰인 ‘침’자의 용례가 없어 같이 논할 수는 없으
나, 모두 의료용에 ‘침’자를 쓰면서 행위를 의미할 때는 ‘침
(鍼)’자를 쓰고 도구를 의미할 때는 ‘침(針)’자를 썼음의 차
이가 있다. 그것은 ‘침’을 의미하는 글자가 본래 의학적인 
의미에서 유래된 점을 생각해본다면, 향약집성방의 표현
은 의료용을 따로 구분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동의보감의 표현은 이에 한 의미가 보다 심화되어 전
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속된 말로 침통만 흔든다고 다 
의술을 펼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침(針)’이란 도구를 
가지고도 진정한 의술을 펼칠 수 없다면 ‘침(鍼)’을 놓는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조선전기는 ‘침’을 들고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에 한 모든 글자를 ‘침(鍼)’자로 표현하 지만, 조선중
기에 들어서는 ‘침’이란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병자에게 적절히 행해질 수 있는 것에만 ‘침(鍼)’자를 쓰고
자 하 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그저 ‘침’
을 가지고 설치는 돌팔이는 ‘침의(針醫)’가 되는 것이며, 병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맥을 제 로 짚어서 ‘일도쾌차(一到
快差)’하기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진정한 의원이라면 ‘침의
(鍼醫)’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침의(針醫)’와 ‘침의(鍼
醫)’를 가릴 수 있는 철학적 개념으로 승화한 것이 조선중
기의 의서에 쓰 던 ‘침(鍼)’자에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에 쓰이고 있는 ‘침(鍼)’자와 ‘침
(針)’자는 이러한 철학적 바탕을 두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가 시 적 변천에 따라 어떻게 글자를 달라
지게 했는지 다음 <표 1>에 구분하여 표시하 다.

시 구분 조선 전기 조선 중기
비교의서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사용구분

및
사용글자

의료용 鍼 행위 鍼
도구 針

비의료용 針 X X

표 1. ‘침(鍼)’자와 ‘침(針)’자의 시 별 변화

4. 의림촬요의 ｢역대의학성씨｣에 쓰인 ‘침(鍼)’

과 ‘침(針)’

1) ‘침(鍼)’자와 ‘침(針)’자의 의학사적 재구성

신생  제4기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 Epoch, 洪績世)
에 있었던 최후의 빙하기인 빙하시 (Great Ice Age, 大
氷河時代)는 화산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 중에 4~6회의 빙하기(氷河期)
와 그 사이에 있었던 간빙기(間氷期)가 있었으며, 이때 약 
3회에 걸쳐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백두산에서 규암질의 
생성물은 흑요석(黑曜石)을 생성하게 되었다. 70만 년 전부
터 시작된 전기구석기시 만 해도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보듯이 주먹도끼를 사용하 기에 이 돌의 쓰임은 아무에게
도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12만 년 전부터 시작된 중기구석
기시 에 들어서면서는 함북 웅기 굴포리에서 보이듯이 불
도 사용하고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 조각을 쓰기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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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흑요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5만 년 전부
터 시작된 후기구석기시 부터는 보다 작고 가벼워진 석기
를 쓰면서 이 돌의 쓰임은 보다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수렵을 위한 예리한 날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 하 고 기껏 화살촉이나 슴베찌르개를 만드는 
정도에 쓰 을 것으로 보인다.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시

에 접어들면서 수렵과 채집경제를 벗어나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식량생산이 증 되었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위하면서 벼 베기나 가죽의 제련을 위해서 돌칼
이 쓰이기 시작하 다. 이후 청동기시 에 접어들면서 본격
적인 농경생활이 시작되어 더욱 발달된 반달돌칼 같은 것
으로 농사일이 손쉽게 도구가 발달되어가고 주령(呪鈴)이
나 청동거울과 더불어 비파형동검 등이 쓰이기 시작되었는
데, 아마도 이러한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시  초기에 가죽
제련을 위해 돌칼보다 예리한 흑요석이 의료용으로 개발되
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폄석(砭石)’은 적어도 청
동기시  초기에 이미 등장하기 시작하 고, 고조선시 에 
확실하게 의료도구로 굳어졌으니 이른바 ‘잠석(箴石)’이다.

그러나 고조선 말기인 B.C. 400년 무렵에는 중국에서 전
국시 에 철기가 만들어졌고, 이때 ‘쇠침’이 만들어지면서 
그 침의 유래를 담아 ‘침(金箴)’이란 글자가 쓰이게 되고, 동
시에 같은 뜻으로 ‘침(䥠)’자도 함께 쓰 던 것 같다. 본격
적인 철기시 에 돌입한 B.C. 200년 무렵인 한(漢)나라 때
는 제련기술도 더욱 발달하게 되어 ‘침(鍼)’자로 정착되고, 
‘침’도 용도에 따라 분화되어 ‘구침(九鍼)’이 완성되었다고 
본다. 이때 고조선에도 이의 향을 받아 ‘쇠침’이 유입되었
지만, 고조선이 멸망하고 부여가 고구려에 흡수통합 되기까
지 일부 수입된 ‘쇠침’이 사용되었을 것이나, 지역적 특성상 
옹종(癰腫)이 많은 관계로 ‘잠석’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한편으론 원삼국시 (原三國時代)에 들어서는 기원전후 무
렵부터 가야제국(伽倻諸國)의 야철술(冶鐵術)이 도입되어, 
금은의 세공품들이 중국의 남조(南朝)에 수출되는 것을 보
면 이때부터 ‘쇠침’이 생산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쇠침’의 등장은 통일신라시 를 거치면서 화
려하고 미세하게 발달한 세공술과 더불어 최고의 경지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수입에서가 아니라 오히
려 수출의 품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고려시
에 들어오면 송(宋)나라에 보내는 중요 수출품목으로 고려
사(高麗史) 및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자주 등장하
는 걸 볼 수 있다. 품질이 우수한 침이 량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독자적인 연호를 쓰면서 황제국을 

선포한 고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
에 따른 침술과 치료의 기법도 상당히 발전하 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기에 금원사 가(金元四大家)의 출현으로 의료기
술이 발전된 원(元)나라에 세조(世祖) 쿠빌라이 칸(Khubilai 
khan)의 치료를 위해 고려의 의원으로 파견된 설경성(薛景
成)이 수차례 드나들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본
다.

또한 고려후기에 등장하는 여러 향약방서(鄕藥方書)를 
통해서도, 우리 약재에 의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처방들이 
구사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침(鍼)’이란 글자는 우리 의학의 독자적
인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새로 천하를 통일한 
명(明)나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 는지, 이때부터 누군가
에 의해서 ‘침(針)’이란 글자를 새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
다. 명나라에서는 ‘침(鍼)’자가 ‘침(針)’자로 변하는 동안 조
선에서는 그 전통을 그 로 이어가면서 ‘침(鍼)’자를 고집
하고 있었다. 이것이 조선전기에 그 로 계승되어 뛰어난 
세종 왕(世宗大王)의 지휘아래 이루어진 향약집성방(鄕
藥集成方)에 ‘의료용’과 구분하여 ‘비의료용’에만 ‘침(針)’
자를 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중기에 들어오면 단지 글
자의 구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놓는 도구와 구
분하여 침술을 행하는 마음까지 가다듬었던 것이다.

2) 침놓는 정성을 표현한 글자, ‘침(鍼)’

조선중기의 이러한 변화는 침술을 행하는 의원으로 하여
금 환자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요구하게 되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상에 임할 수 있는 기량을 닦을 
수 있게 하 으니, 꿩이 콩 한 쪽을 쪼아 먹는 데도 아홉 
번을 돌아본다는 말처럼, 침을 놓음에도 이렇게 신중을 기
하는 ‘구고일태(九顧一太)’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곤 하 다. 
그리하여 조선시  침통 속에는 꿩의 깃털을 담아 침을 꺼
낼 때마다 이를 새길 수 있도록 한 조상의 슬기를 볼 수 
있으니, 단순한 ‘침(針)’을 통해 ‘침(鍼)’의 철학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실력을 익히고 가다듬어 기술을 익히고도, 
자칫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사람을 죽
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주의력을 염
려하는 마음이 이러한 ‘구고일태’에 담겨있는 것이고, 임상
에 임해서도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침통 안에 꿩의 
깃털을 넣었으니 아래 <사진 11>의 ‘침통과 침’이 그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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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침통과 침.

이것은 실제로 임상에서는 단히 중요한 문제로, 침놓는 
기술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황이 없고 다급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제 로 펼치기는 상당히 어려
운 경우도 있다. 급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제 로 침을 맞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침놓는 자의 상태가 좋
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할 때는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여 
제 로 침을 놓을 수 없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환자무례
(患者無禮)하고 의자불병(醫者不病)이라 하 다. 아픈 사람
이야 고통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예의를 갖추기가 쉽지 않
고, 의술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환자 
앞에서는 아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할 때도 역시 ‘구고일
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기 위
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송(宋)나라 때의 구종석(寇宗
奭)도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의원이 자애롭고 어질지 아니하고, 병자가 의심하고 깔
보아, 이 두 가지 이해가 서로 제멋 로라면 병에 무슨 이
득이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말하노니, 의술을 베푸는 자는 
자애롭고 어질어야 하는데 자애롭고 어질지 아니하면 거짓
을 구할 것이요, 병자는 의심하고 깔보지 않아야 하는데, 
의심하고 깔보게 된다면 재앙을 부를 것이다. 현명한 사람
이라면 물정에 통달하여 각자 편안하고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역시 병을 다스리는 한결같은 도리다(醫不慈仁, 病者
猜鄙, 二理交馳, 於病何益? 由是言之, 醫者不可不慈仁, 不慈
仁则招非; 病者不可猜鄙, 猜鄙则招祸. 惟賢者洞達物情, 各就
安樂, 亦治病之一說耳).”라고 하 다. 이것은 바로 의원에게
는 환자에 하여 인자하고 자애로움이 요구되고, 환자에게
는 의원에 하여 믿고 맡기는 신임이 필요하다는 말이라 
하겠다. 이 또한 의술을 펼침에 마음부터 가다듬고 나서야 
올바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3) ｢역대의학성씨｣의 ‘침(鍼)’과 ‘침(針)’

이처럼 조선중기는 의술을 펼치는 사람으로서 가다듬어
야 할 자세를 철학적 과제로 삼으면서, 글자 하나에도 어찌 
써야할지를 따져가며 신중히 기록함을 보여주었으니 의림
촬요(醫林撮要)의 ｢역 의학성씨｣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침’의 의미를 갖는 글자는 모두 
46군데에 쓰 는데, 그 중 2군데에 ‘석(石)’자가 쓰 고, 
‘침(針)’자가 16군데 쓰 으며, ‘침(鍼)’자는 28군데 쓰 다. 
‘석’자는 ‘돌침’의 뜻으로 쓰 으며 이미 앞에서 충분히 논
하 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고, 주 관심사인 ‘침(鍼)’자
와 ‘침(針)’자에 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것은 의학
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위에서 그 유래를 밝혀놓았고, 조선
전기와 중기를 비교하여 표의서인 향약집성방(鄕藥集成
方)과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통해서 ‘침(鍼)’자와 ‘침(針)’
자의 계통이 세워졌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한 재확인이 필
요할 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1) ｢역 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의 성립과정

그런데, 원래 ｢역 의학성씨｣는 의학입문(醫學入門)에 
있는 것을 의림촬요에 옮겨오면서, ‘본국명의(本國明醫)’
의 항목을 추가하여 설정하고, 의학입문에서 언급하고 있
는 215명에 7명을 더하 고, ‘본국명의’에 양예수(楊禮壽)
와 허준(許浚)의 2명을 더하여 모두 224명을 언급하여 기
술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의림촬요의 ｢역 의학성씨｣
는 기본적으로 ‘쓰 다’라기 보다는 의학입문에서 ‘옮겨왔
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
도, 의학입문에서 설정했던 6가지 항목을 7가지로 바꿔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물들을 나름 로 살펴서 추가하
여 새로 편집하 기 때문에, 그 주체적 의도가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의학입문을 충분
히 검토한 상태에서 체제를 정비하 으므로, 조선중기의 의
관들에 의해서 당시의 실정을 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
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록 주체성을 가지고 새로 정비하 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침(鍼)’자와 ‘침(針)’자를 놓고 볼 때 ‘옮겨왔다’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옮겨왔다면 의학입문에는 
모두 ‘침(針)’자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입문에 쓰
인 로 이 ‘침(針)’가 그 로 옮겨져야 한다. 그런데, 의
림촬요에서는 일부 16군데는 ‘침(針)’자를 그 로 남겨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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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분에 해당하는 28군데는 ‘침(鍼)’자로 바꿨다. 잘 
정비되어 ‘침(針)’자로 통일시켜 쓰인 것을 일부러 어렵게 
‘침(鍼)’자로 바꿨다는 말이 된다. 그것도 바꾸려면 아예 모
두 ‘침(鍼)’자로 확 바꾸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의도가 분명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를 활자화하
여 인쇄를 하자면 그 수고도 어렵지만 비용도 그만큼 더 
든다는 말이 되는데, 의림촬요의 ｢역 의학성씨｣를 제외
한 모든 본문에는 다 ‘침(鍼)’자가 쓰 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역 의학성씨｣와 본문을 다 합한 전체 174군데가 
‘침(鍼)’자를 쓰고 있는 것이며, 단지 의학입문에서 옮겨
온 ｢역 의학성씨｣의 16군데만 ‘침(針)’를 쓰고 있는 셈이
다. 본문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침(針)’자가 어째서 ｢역
의학성씨｣에만 쓰 을까? 본래 의림촬요의 8권본에 ｢역

의학성씨｣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13권본의 편찬이 의
림촬요의 본래 편찬자인 양예수(楊禮壽)가 사망한 뒤에 
이루어졌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이는 후 의 누군가가 양예
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삽입하 다는 말이 된다. 13권본
의 편찬연 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역 의학성
씨｣가 언제부터 의림촬요에 들어오게 되고 누구에 의해
서 어떤 의도로 삽입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양예수 사후의 
당시 의관들에 의해서 옮겨진 것은 분명하므로, 이들 16군
데의 ‘침(針)’자는 당시의 시 적 상황을 반 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역 의학성씨｣가 양예수와 하등의 관련 없이 
어떻게 의림촬요에 실릴 수 있었을까? 13권본 의림촬요
의 본문과 8권본의 의림촬요에 따르면 ‘침(針)’자가 하나
도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예수는 ‘침(針)’자를 쓰려는 의
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에 존재했던 향약
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의
미에서든 이미 ‘침(針)’자를 쓰고 있음에도 양예수는 의도
적으로 ‘침(鍼)’자를 고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런 고집은 의림촬요의 본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데, 8권본의 의림촬요를 편찬할 당시만 해도 이미 중국의 
최신 의학문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용되고 있었음에도, 
그가 의림촬요에 인용한 것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의서들을 참고하 다는 것이 그러하다. 가령 향약집성방
만 해도 동의보감에는 단지 3군데만 인용되었는데, 의림
촬요에는 100여 군데에 인용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중국의서도 인용되었지만 특히 국내의서의 
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적인 향
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 뿐만 아니라, 향약방(鄕藥方),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 향약고방(鄕藥古方), 청낭집
(靑囊集), 구급방(救急方), 창진집(瘡疹集), 간이벽온
방(簡易辟瘟方), 위생방(衛生方), 어약원방(御藥院方), 
의문정요(醫門精要) 등의 국내의 여러 의서들에서 발췌
하기도 하 고,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수차례 중국에 
보내진 사신과 동행하며 중국의 의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얻어진 중조질문방(中朝質問方)이나 중조전습방(中
朝傳習方)도 편찬하여 인용하 으며, 본인의 ‘본국퇴사옹
소제방(本國退思翁所製方)’을 위시하여 조선의 다른 의관이 
편찬한 의서를 통해서 얻어진 새롭고 독특한 처방들도 인용
하여 그 이름을 남겼으니, 하종해(河宗海), 정렴(鄭磏), 서
희(徐禧), 이오산(李五山), 장행원(張杏園) 등이 그들이다.

게다가 중국의 본조경험방(本朝經驗方)이나 본조찬상
용경험방(本朝撰常用經驗方) 등과 같은 경험방들도 인용
하 지만 국내의 경험방들도 소중하게 채록하 으니, 창양
집험방(瘡瘍集驗方), 상용경험방(常用經驗方), 경험 방
(經驗大方), 경험구급방(經驗救急方) 등도 그가 애써 수
집하여 인용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가에서 
쓰던 간편한 경험들도 의미가 있는 것들은 채록하여 일일
이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조선의학에 관한 애착은 
실로 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시 에 간행
된 동의보감에서 위에 열거한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
취를 제외하면 여타의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민족의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의보감과 비교하면,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서 허준에 비해 양예수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의서를 소중하게 여겼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예수는 주체성을 가지고 정통의 계승
을 중시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의
림촬요의 인용문헌 뿐만 아니라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의론
(醫論)을 기술함에도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 편집하고 있
으며, 국내의서와 경험방 들을 우선으로 기재하고 중국의 
의방서를 나중에 기록함으로써, 우리 의서와 중국 의서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 고, 인용된 각 의서의 처방을 기
록함에도 체계적인 계통을 중시하여 시  순으로 나열하고 
있음을 볼 때, 얼마나 전통을 중시하고 의학의 계통을 세우
고자 애써왔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역 의학성씨｣
는 이러한 그의 생각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며, 이것은 의
학을 공부하는 누구든지 의학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는 그의 의지와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이 
생전에 이루지진 못하고, 다만 그가 동의보감의 편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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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참할 때 비로소 조금 반 된 것 같다.
동의보감의 ｢역 의방(歷代醫方)｣은 그의 생각과 일치

하지는 않지만, 간략하나마 시  순으로 의서가 나열되었다
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의 생각이 반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동의보감(1610년)이 양예수의 사후(1600
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생전의 그의 생각이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가 ｢역 의학성씨｣를 생전에 이루
지 못했거나, 이루어졌다고 해도 동의보감에 제 로 반
되지 못했던 것에 한 아쉬움이 후배에게 전해져, 새로 13
권본의 의림촬요를 편성하면서 권수(卷首)에 편입된 것
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의림촬요의 내
용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이뤄졌기 때문인데, 실제로 동의
보감의 인용근거 표시가 다만 책이름만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의림촬요는 인용된 책 이름과 병증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의 인용문헌
은 원서를 통해 검토해보면 상당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 기록
된 허준은 단지 약방문을 내거나 양예수의 심부름으로 약
을 전달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유희춘이 명의(名醫)라고 
칭하고 있는 양예수는 병증의 이치를 설명하고 처방의 이
유와 복약방법과 금기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꼼꼼하여 치 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성격이 그러하기에 ｢역 의학성씨｣가 상당히 치

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미 양예수의 생전에 
이미 ｢역 의학성씨｣가 완성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
의 완성된 것일 가능성이 짙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동의
보감의 ｢역 의방｣은 양예수의 입김이 작용하 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엉성함이 지나쳐서 그의 의지가 제 로 반
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어쩌면 양예수의 견해가 허준과 상
충되어, 그가 살아있었더라면 충실하게 반 될 수 있었을 
것이, 늙은 몸을 이끌고 정유재란 후에 당시 중전이었던 의
인왕후 박씨를 호종하 던 탓에 병을 얻어 사망하 으니 
아쉬움이 남았을 수도 있겠다.

(2) 의림촬요속집(醫林撮要續集)의 역할

비록 양예수의 의지가 동의보감에 제 로 반 되지 못
한 아쉬움은 있었어도, 당  최고의 명의이자 깐깐하면서도 
조용한 성품에다 인성이 후덕하 던 그는, 후학들에게 존경
받는 스승으로 삼의사(三醫司)의 의관들에게 향을 미쳤
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존경심은 그의 사후 8년 뒤인 

1608년 의림촬요속집의 간행으로 이어진다. 속집은 8
권본의 의림촬요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중국의학의 
표적인 작품인 방광(方廣)의 단계심법부여(丹溪心法附餘, 
1536년)이천(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 1575년), 공
신(龔信)의 고금의감(古今醫鑑), 공정현(龔廷賢)의 만병
회춘(萬病回春, 1587년)등을 각 병증별로 발췌하여 만든 
것으로, 의림촬요의 병증분류에 맞춰 2권으로 편찬된 책
이다. 당시 교서관(校書館)에서 만들어지고 감교관(監校官)
으로 내의원 판관이었던 이격(李彳各)과 주부(主簿) 던 이
희헌(李希憲)이 선정되어, 그해 9월이 되어서 비로소 개간
(開刊)되었으니 실로 의림촬요의 보강이자 양예수에 
한 존경이 담겨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양예수에 한 존경의 표현은 13권본의 의림촬
요가 편찬되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13권본은 8권본의 의
림촬요에 2권본의 의림촬요속집이 합쳐지고, 여기에 양
예수 생전의 의지가 담겨진 ｢역 의학성씨｣가 맨 앞에 붙
여지게 된다. 특히 속집 속에 들어있는 서적들은 동의보
감에 크게 향을 주어 가장 많이 인용하게 되는 중요한 
의서가 된다. 물론 인용빈도수가 반드시 중요도를 나타낸다
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자주 인용하 다는 것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동의보감에 500회 이상 인용된 서적을 보면 본초(本草)
가 4034회로 가장 많고, 의학입문이 2810회, 단계심법
부여가 1309회,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이 947회, 의
학강목(醫學綱目)이 922회, 고금의감이 602회, 의학정
전(醫學正傳)이 515회, 만병회춘(萬病回春)이 511회의 
순서를 갖는다.

이들 가운데 의림촬요속집에서 다뤄졌던 의학입문, 단
계심법부여, 고금의감, 만병회춘은 모조리 동의보감
에 크게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를 통해서 의
림촬요속집은 13권본 의림촬요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으로 이어지는 가교로써 충실한 역할을 하 다는 사실이 
확연해진다. 그만큼 속집은 동의보감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속집의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시의 동의보감은 성립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도 그
럴 것이, 본초를 제외하면 속집에 인용된 위의 네 의서
가 동의보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의학입문의 
경우는 속집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그 가치
를 제 로 검증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선조의 경연(經
筵)에 등장하는 의학입문에 한 평가는 혹평에 가까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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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잠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략) 상이 이르기를, “3대를 계승한 의원이 아
니면 그 약을 먹지 않는다 했고, 공자(孔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약은 감히 먹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는 약의 복용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
람들은 약 쓰기를 매우 쉽사리 하니 지금의 의술을 알 
만하다. 중원 사람은 이에 대해 많은 책자를 만들었는
데, ≪평림(評林)≫･≪의학입문(醫學入門)≫ 같은 책들
은 모두 양생(養生)의 방법을 말하여 사람을 기만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믿고 배운다면 필시 생
명을 잃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고, …(중략)… 또 이
르기를, “옛날에는 조사(朝士) 가운데도 의술에 능한 
자가 있었으니, 정작(鄭碏)의 형 정렴(鄭磏)은 의술에 
정통하여 인묘(仁廟)를 진찰하였다. 그런데 지금 의술
은 단지 찌꺼기만을 훔쳤을 뿐이다.” (후략)…21)

위의 이야기는 양예수가 사망한지 5년이 다된 시점이고, 
의림촬요속집이 나오기 3년이 조금 못되는 시점이자, 동
의보감이 완성되기 채 5년이 못되는 시점이다. 선조의 불
평이 당시 의관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쏟아졌을까를 보여주
는 목이기도 하지만, 의학입문에 한 신뢰가 아주 형
편없기 짝이 없을 정도로 선조의 식견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선조의 비난이 심한 의학입문이 아무런 여과도 없
이 그냥 동의보감에 폭넓게 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보감에 의학입문이 채택되어, 
본초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인용된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속집을 통해 여과장치가 제 로 작동하 기 때
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동의보감과 13권본
의 의림촬요에 지 한 향을 미쳤던 의림촬요속집의 
간행은, 후학 의관들에게 8권본의 의림촬요를 썼던 양예
수에 한 흠모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양예수에 한 마음은 곳곳에 보이는데, 선조의 
양예수에 한 총애가 각별하 음은 물론이거니와, 앞서 이
야기했던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보이는 그에 한 예우가 
그러하며, 석담일기(石潭日記)에 담긴 율곡 이이(李珥)의 
그에 한 신뢰가 그러하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면 인조 때에 산실된 의림촬요를 다시 인출하기 위해 
언급했던 조익(趙翼)의 그에 한 평가가 그러하며, 순조 

때의 김재찬(金載瓚)이 건강에 해 양예수를 예를 들어 
거론함이 그러하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에 해 모두 21건
이 언급되지만, 양예수에 한 언급이 혹평을 받은 것은 단
지 명종 때 그가 젊었을 때 순회세자 이부를 잘못 치료했
을 때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양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의 평
판이 좋았던 것으로 보면 그의 학식과 인품이 얼마나 고매
하 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13권본의 의림촬
요에 ｢역 의학성씨｣가 들어간들 하등의 이상할 일이 아
니다.

(3) 의림촬요의 향력

이처럼 양예수는 뭇사람들에게 흠모의 상이 되기도 하
거니와, 생전의 그를 생각하며 추도하고자 하는 후학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그가 직접 ｢역 의학성씨｣를 
편집하 는지는 알 수 없어도, 정통을 고수하고 전통을 이
어가려는 그의 생각은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8권본의 의림촬요를 편찬하고 동의
보감의 편집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그의 이러한 생각이 반

되었기에, 13권본의 의림촬요에 ｢역 의학성씨｣가 보입
(補入)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괄(李适)의 난(1624년) 때 산실되었던 의림촬요를, 인
조 때의 형조참의 던 조익(1579~1655)이 내의원에서 올
라온 계(啓)를 전하며, 의림촬요의 인출(印出)을 주청(奏
請)하여 허락을 받아내게 되니, 이때 13권본의 의림촬요
의 책판(冊版)을 박아 내게 되고, ｢역 의학성씨｣도 보입되
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조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략) 또한 기운이 변하고 풍토가 각기 달라 옛
날에는 알맞았더라도 지금에는 알맞지 않으며 중국(中
國)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 용도에 맞는 것은 취하고 부
적합한 것은 버려야 비로소 전서(全書)가 될 수 있습
니다. 이 때문에 지난 선조조(宣祖朝)에 고(故) 명의
(名醫) 양예수(楊禮壽)에게 명하여 ≪의림촬요(醫林撮
要)≫를 편찬하게 한 것입니다. 이 책이 한번 나오자 
단지 약을 의논하고 조제할 때 사람들이 매우 편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 7자 원문 빠짐 － 한번 책을 
펴면 증상에 대해 조제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혜택

21) 한국고전종합DB, 국역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1605) 11월 3일 기사.



한국의사학회지 제 25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5, No. 2

- 187 -

이 넓고 (후략)…”22)

위의 이야기로 보면 우선 조익은 양예수에 하여 ‘명의
(名醫)’로 칭하며 그의 의술을 높이 사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조익이 누구인가. 성리학의 가로서 예학에 밝았으며, 
예조판서, 사헌, 좌참찬,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
고, 그의 학덕을 높이 기리며 개성의 숭양서원(崧陽書院), 
광주(廣州)의 명고서원(明皐書院), 신창(新昌)의 도산서원
(道山書院) 등의 여러 곳에서 제향(祭享)되기도 했던 인물
이 아니던가! 물론 조익이 별시문과에 급제할 무렵(1602
년)에 양예수가 사망(1600년)하 으니 그는 양예수를 본 
적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정3품의 형조참의로서 내린 그의 
평가는 당시에 양예수가 어느 정도 명망을 지니고 있었는
지 알 수 있는 단면이다. 또한 양예수가 의림촬요를 편찬
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면, 시 와 장소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선조의 명으로 의림촬요가 찬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책이 한번 나오자 단지 약을 의논하고 조제
할 때 사람들이 매우 편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한번 책
을 펴면 증상에 해 조제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혜택이 
넓고…”라고 하 으니, 당시 의림촬요의 향력은 단했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미 동의보감이 출간된 지
도 13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내의원의 주청이 그렇게 올
라와 조익이 그리 아뢴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전조
(前朝) 광해군 때 동의보감이 출간되었을 때 충분히 삼
의사(三醫司)에 보급되어 있었고, 지금은 허준이 사망
(1615년)한지도 겨우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의원에
서 의림촬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때 당시
만 해도 동의보감 보다 의림촬요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괄의 난으로 의림
촬요가 산실됨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던 것 같
다. 조익의 말을 더 들어보자.

“…(전략)≪의림촬요≫는 진상한 것 외에 의사(醫
司)에 나누어 배치하고 지방에도 널리 유포시켰으나 
역적 이괄(李适)의 변 때에 산실되어 지금은 지방에 
나누어 주었던 책을 거두어 모아도 권질이 다 갖추어
지지 않으니 약재를 － 1자 원문 빠짐 － 가져다 상고

할 즈음에 민간을 분주히 뒤지며 다니는 일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후략)23)

이상의 이야기는 본래 의림촬요를 간행했을 때, 왕실도
서관에는 물론이고 삼의사에도 배치시켰고, 지방관아에도 
필요량을 어느 정도 보급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긴 반
란이 한 번 일어나자 부분 상실되었으니, 이괄의 난이 불
과 1달여 만에 평정되었음에도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나타낸다. 스스로 광해군을 뒤엎고 반정에 의해 정권을 잡
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의 반란에 인조가 공주까지 
피신을 하 을 정도이니, 얼마나 다급한 상태 는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반란의 여파는 컸었던지 
당시 제 로 권질이 갖춰진 의림촬요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 다는 것은 충분히 이 책이 배포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인출(印出)’이란 단어를 써가며 조익이 상고
(上告)하는 것을 보면, 아예 책판을 다시 박아내기로 했는
가 보다. 조익의 마지막 말을 더 들어 보자.

…(전략) 지금 만약 규례에 따라 교서관(校書館)으
로 하여금 인출(印出)해 내게 하신다면 일이 쉽게 이
루어지지 않고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만 허비할 것
입니다. 지금 호조와 병조 양조에 저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만일 3, 4동(同)의 면포와 50석의 대미(大米)를 
얻는다면 때에 따라 조절해 가면서 매매(賣買)하여 이
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니 다시 해사(該司)를 번거롭
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이 
수량에 따라 조절해서 폐단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조
사가 되돌아간 뒤에 하도록 하라.” 하였다.24)

책을 인쇄하고 반포하는 일이야 본래 교서관의 역할이지
만, 당시 사정이 어떠한지 알아보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폐
단이 있었나 보다. 그러기에 교서관을 놔두고 호조와 병조
에서 맡아 일을 추진하도록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책을 찍어내는 일에 면포와 쌀로 비용을 충당하는 
규모가 3~4동의 면포와 50석의 미를 언급할 정도면, 식
량과 의복이 귀한 때이니 꽤나 많은 규모인 것 같다. 쌀만 

22) 한국고전종합DB,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4월 5일 위의 기사 중 한 단락.
23) 한국고전종합DB,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4월 5일 위의 기사 중 한 단락.
24) 한국고전종합DB,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4월 5일 위의 기사 중 마지막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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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석(石)’이란 단위는 ‘섬’을 의미하고 쌀 한 섬은 10
말을 의미하니, 1970년 에 포 로 단위가 개량되기 이전
으로 말하자면 10말은 한 가마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쌀 50가마니에 해당하여 요즘 말로 하자면 9천 리터 정도다. 
이같이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의림촬요의 인출은 상당
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니, 당시에 의림
촬요의 비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만한 목이다.

(4) ｢역 의학성씨｣의 ‘침(鍼)’과 ‘침(針)’

이렇게 하여 탄생된 13권본 의림촬요의 수권(首卷)에 
｢역 의학성씨｣를 붙 으니, 비로소 우리나라 의학사(醫學
史)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 의학성씨｣는 바
로 역 의 의학인물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어떤 저술을 남
겼는지 볼 수 있는 의학사의 효시라 할 만하다. 더구나 곳
곳에 당  최고의 명의가 펼쳤던 임상활동까지 담아내고 
있어 오늘날에도 그 활용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 적 
연구 상이 될 수 있는 의안(醫案)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의학문화사(醫學文化史)적인 가치가 높다. 물론 이들 가운
데 몇몇은 동의보감에도 인용되어, 제 로 갖춰진 의안이 
없었던 시 에 임상가들을 위한 좋은 자료로 제공되고 있
다. 그러므로 당 에도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들의 의학사 
강의를 위한 자료로 쓰 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
라도 개별적으로 의가(醫家)에서 재미있게 읽을 만한 것이
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편찬자가 ｢역 의학성씨｣의 맨 앞에 언급하 다
시피, “뒤에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느낀 바를 알게 
하 노라(俾後學, 知所觀感云).” 하 으니, 후학들을 교육하
고자 하는 의도로 이 책이 만들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후학에 한 교훈이 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구태여 ‘침(針)’를 ‘침(鍼)’자로 바꾼 것은 의도가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역 의학성씨｣가 의학입문
에서 쓰인 것과 의림촬요에서 쓰인 것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이 ‘침(針)’자가 ‘침(鍼)’자로 변화된 까닭을 
찾아 당시의 용법을 살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침’을 
의미하는 46군데의 글자 가운데 ‘석(石)’자를 쓰고 있는 2
군데를 제외하면, 의학입문에서 쓰인 그 로 의림촬요
에서 ‘침(針)’자를 쓰고 있는 곳은 16군데이고, 의학입문
에 쓰인 ‘침(針)’자를 의림촬요에서 ‘침(鍼)’자로 바뀐 경
우는 28군데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앞에서 조선전기의 향약집성방에서는 의료용으로 

쓰일 때는 ‘침(鍼)’자를 쓰고 비의료용으로 쓰일 때는 ‘침
(針)’자로 썼다는 것도 언급하 다. 그리고 조선중기의 동
의보감에서는 비의료용으로 쓰인 용례는 하나도 없고 모
두 의료용으로 쓰 으며, 침을 놓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는 
‘침(鍼)’자로 쓰고 그냥 단순히 ‘침’이라는 ‘도구’를 지칭할 
때는 ‘침(針)’이란 글자를 썼음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의
림촬요의 ｢역 의학성씨｣에서도 이와 같은 규칙은 부분 
그 로 지켜지는 것 같다. 그래서 ‘침을 놓다, 침을 다루다, 
침을 빼다’ 등의 행위를 동반하는 말에는 ‘침(鍼)’자를 쓰
고, 단순히 ‘침’이라는 도구로 책이름에 붙는 말이나 침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에는 ‘침(針)’자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문법적으로 단순하게 말하자면 ‘침(鍼)’
자는 동사로 ‘침(針)’자는 명사로 쓰 다는 말이다. 이들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황보 (皇甫謐)
幼名靜, 字士安, 西晉安定朝那人, 漢太尉 嵩之曾孫也. 居

貧, 年二十始感激讀書, 帶經而鋤, 博通典籍百家, 以著述爲務. 
沈靜寡慾, 高尙其志, 徵辟不就, 號玄晏先生. 後得風痺臝疾知
醫, 著甲乙經, 及針經.

이경사(李慶嗣)
洛人. 少擧進士不第, 棄而讀素問, 洞曉其義. 著傷寒纂

類四卷, 改正活人書二卷, 傷寒論三卷, 針經一卷. 年
八十, 無疾而逝.

화타(華陀)
其療病合湯, 不過數種, 心解分劑, 不復稱量. 煮熟便飮, 語

其節度, 舍去輒愈. 若當灸, 不過一兩處, 每處七八壯, 病亦應
除. 若當針, 亦不過一兩處. 下鍼言, “當引某許, 若至語人.” 
病者言, “已過.” 卽便拔鍼, 病亦行差.

魏太祖聞而異之, 召公常在左右. 太祖一日苦頭風, 每發作
心亂目眩. 鍼其鬲, 其疾應針而愈. 後召不至, 竟爲所害.

범구사(范九思)
業醫善鍼. 昔人母患喉生蛾, 只肯服藥不許針, 無可奈何. 九

思云: “我有一藥, 但用新筆點之.” 暗藏鈹針在筆頭內刺之, 蛾
破血出卽愈. 醫者, 貴乎有機也, 學者, 知之.

마사명(馬嗣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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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齊河內野王人. 善診脉, 知一年前死生. 針灸孔穴與明堂
不同, 藝術精妙, 一時明醫, 皆爲所輕.

허희(許希)
開封人, 以醫爲業. 宋景祐元年, 仁宗不豫, 公爲針心胞絡之

間而愈, 命爲翰林醫官. 著神應針經要訣.

직노고(直魯古)
吐谷渾人. 初元太祖破吐谷得之, 淳欽皇后收養. 長能針灸, 

官太醫, 撰脉訣･針灸書.

이상의 8군데에서는 모두 ‘침(針)’자가 명사로 쓰 으니, 
우선 책이름으로 쓰인 경우를 보면, 황보 과 이경사의 이
야기에 쓰인 침경(針經)과 허희의 이야기에 쓰인 신응
침경요결(神應針經要訣)이나 직노고의 이야기에 쓰인 침
구(針灸) 등이 그러하다. 또한 침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
로 범구사의 이야기에 쓰인 ‘피침(鈹針)’이 그러하며, 단순
히 ‘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타의 이야기에 쓰인 ‘당침(當
針)’이나 ‘응침(應針)’이 그러하고, 마사명의 이야기에 쓰인 
‘침구공혈(針灸孔穴)’이 그러하다. 이 8군데는 모두 명사로 
쓰 기 때문에 조선중기 의학을 표하는 동의보감의 ‘침
(針)’자의 쓰임과 그 취지가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는 용례가 보인다. ‘침(針)’자가 이런 명사
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행위’에도 쓰인 
용례가 있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범구사와 허희를 소
개하는 글에 그 같은 것이 보인다.

즉, 범구사의 이야기에서는 ‘단지 약을 먹는 것은 수긍해
도 침은 허락하지 않는다(只肯服藥不許針)’라는 말이 있는
데, 이때의 ‘침(針)’의 쓰임은 ‘침을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
는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약(服藥)’이
란 말이 앞에 놓여서 언뜻 ‘약을 먹는다.’로 해석되는 것이
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약을 먹는다는 것은 약이 몸
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입장에서는 침도 
몸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침을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
는다.’는 말은 곧 침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으니, 이때의 ‘침(針)’은 단순한 도
구로서의 ‘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허희의 이야
기에서는 ‘공이 심포락의 사이를 침을 놓아 낫게 하 더니
(公爲針心胞絡之間而愈)’라고 하 는데, 여기서는 ‘위침(爲
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즉, ‘침으

로 심포락의 사이를 다스려서 나으니’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침’이라는 글자라도 ‘침(鍼)’으로 쓰 나 또
는 ‘침(針)’으로 쓰 나는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각기 다른 글에서는 이들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
만, 같은 글의 같은 문장 안에서도 ‘침(鍼)’자와 ‘침(針)’자
의 쓰임을 확연히 구분하고 쓰는 것이 조선중기 시 의 글
자쓰임이다. 그 표적인 예가 바로 화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위의 화타 이야기 중에 윗글은 같은 글에서 
‘침(鍼)’자와 ‘침(針)’자가 쓰인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
랫글은 같은 문장 안에서도 ‘침(鍼)’자와 ‘침(針)’자가 쓰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장이라 할지라
도 그럴진  한 문장에서 ‘침(鍼)’과 ‘침(針)’의 서로 다른 
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침(當針)’은 ‘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침(下鍼)’은 ‘침을 놓다’로, ‘발침(拔
鍼)’은 ‘침을 뽑다’로, ‘침기격(鍼其鬲)’은 ‘그 격수에 침을 
놓으니’로 ‘응침(應針)’은 ‘침에 응답하다’로 해석되어야 한
다.

이 같은 구분은 다른 글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설사 같
은 내용일지라도 해석은 그렇게 구분하여 써야 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혹시는 억지 같다고 할 수는 있
으나, 조선중기의 우리네 조상이 이 두 글자를 구분하여 쓰
고 있는 이상 그 뜻을 새겨서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전통을 세우고 명분
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재확인시켜주는 문장이 
왕황(王貺)의 이야기에 있는데, 같은 ‘침’이라는 글자로 쓰
인 것 같지만 ‘침(鍼)’과 ‘침(針)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이 침으로 혀의 밑바닥을 다스리고 
침놓은 것을 뺄 즈음에(公爲針舌之底, 抽鍼之際)’라는 것이 
그것이다. ‘침’자를 구분하여 도구로 쓰인 ‘침(針)’과 행위를 
의미하는 ‘침(鍼)’을 구분하여 글자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
에 그에 맞춰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소 억지스러운 경우를 보자면, ‘선침’이나 ‘능침’
의 경우이다. 그것이 ‘선침(善針)’ 또는 ‘선침(善鍼)’으로 쓰

나에 따라, ‘능침(能鍼)’ 또는 ‘능침(能針)’으로 쓰 나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진경괴(陳景魁), 두
태사(竇太師), 직노고(直魯古), 그리고 서문중(徐文中)의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문장구조가 같고 글자의 쓰임
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조선중기의 조상들이 생각해왔던 
의식적 기반을 놓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달리 해석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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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같은 의미의 같은 문장구조에서 통
일성이 없이 쓰 다는 것은, 그들 자신도 이에 한 일정한 
틀이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므로, 비난을 할만은 하지만 단
순히 비아냥거리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는 
의식저변에 깔려있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런 경우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진경괴(陳景魁)
字叔旦, 號斗嵓, 句曲人, 陳太丘之後. 幼習擧業, 授易於

陸秋崖, 拜湛甘泉講學. 因父病習醫, 善針灸, 著五診集. 授
王府良醫, 竟不赴任, 每成詩文, 以樂其志.

두태사(竇太師)
諱漢卿, 金朝合肥人. 善針術, 撰有標由論.

직노고(直魯古)
吐谷渾人. 初元太祖破吐谷得之, 淳欽皇后收養. 長能針灸, 

官太醫, 撰脉訣･針灸書.

서문중(徐文中)
字用和, 宣州人. 始爲縣吏, 復爲安陵府吏, 授紹興路知事, 

善針灸.

범구사(范九思)
業醫善鍼. 昔人母患喉生蛾, 只肯服藥不許針, 無可奈何. 

九思云: “我有一藥, 但用新筆點之.” 暗藏鈹針在筆頭內刺之, 
蛾破血出卽愈. 醫者, 貴乎有機也, 學者, 知之.

주한경(周漢卿)
國朝松陽人. 善鍼灸. 治一女子生瘰癧, 環頸及腋凡十九竅

竅破白瀋出, 右手拘攣不可動身體火熱. 公爲剔竅每, 長二寸, 
其餘以火次第烙之, 數日成痂而愈. 治一人背苦曲枤而行, 人以
風治之. 公曰:非風也, 血澁不行也. 爲針兩足崑崙穴, 頃之投
杖而去.

전을(錢乙)
字仲陽, 宋之錢塘人. 父顥善鍼醫, 然嗜酒. 一朝匿姓名, 游

東海不歸. 公時三歲, 隨母嫁醫呂氏, 稍長從呂君問醫. 母將沒
告以家世, 公號泣請往迹父. 三十餘年, 往返六次, 迎父以歸. 
後自患周痺, 杜門閱書史, 非獨醫可稱也. 得仲景之閫奧, 建爲

五臟之方, 各隨所宜. 謂肝有相火, 則有瀉而無補;腎爲眞水, 
則有補而無瀉. 皆啓內經之秘. 厥後張元素, 劉守眞, 張從政
盡皆取法, 今人但知其爲嬰兒醫也. 著傷寒指微論五卷, 嬰兒
百篇. 治一乳婦因大恐目張不得瞑, 公煮郁李酒飮之, 使醉則
愈. 所以然者, 目系內連肝膽, 恐則氣結, 膽衡不下, 惟郁李去
結, 隋酒入膽, 結去膽下, 則目能瞑矣.

이상의 경우는 두태사의 ‘능침(能針)’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선침(善針)’이나 ‘선침(善鍼)’ 쓰인 경우에 해당하는
데, 다행스럽게도 ‘능침(能鍼)’으로 쓰인 경우는 한 번도 없
기 때문에, ‘능침(能針)’과 ‘선침(善針)’ 및 ‘선침(善鍼)’에 
관한 용례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모두 ‘침놓기를 잘한
다.’는 의미로 쓰 지만 앞서 언급한 로 조선중기의 동의
보감에 쓰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능침(能針)’과 
‘선침(善針)’의 경우는 ‘침을 잘 놓는’이 되고, ‘선침(善鍼)’
의 경우는 ‘침놓기를 잘하는’이 되는 것이다. 즉, 도구가 되
느냐, 행위가 되느냐가 되느냐의 갈림이 글자의 형태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이니, ‘침(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어떻
게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비로소 ‘침(鍼)’
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의관들 사이에 이들에 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앞
의 4군데 쓰인 ‘침(針)’자는 모두 ‘침(鍼)’자로 써야 할 것 
같다.

거꾸로 다른 곳에서도 몇 번 ‘침(針)’자를 써야 할 것에 
‘침(鍼)’로 쓴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
면 ‘침(鍼)’자와 ‘침(針)’자를 헷갈려 잘못 쓰거나 아니면 
오자(誤字)가 생겨 잘못 표기될 수는 있어도, 의림촬요의 
｢역 의학성씨｣를 살폈을 때 그 기본적인 생각은 도구로서
의 ‘침(針)’과 침놓는 행위를 나타내는 ‘침(鍼)’을 구분하여 
써왔으니, 형태적인 의미에서의 ‘침’은 단순한 바늘로써 
‘Needle’인 것이며, 그 바늘로 의료인이 병을 구제하기 위
하여 행위를 취했을 때 ‘침술(鍼術)’이 되는 것이니, 이를 
‘Acupuncture’이라 표현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중국이 모
든 ‘침’이라는 글자를 간체자로 ‘침(針)’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은 명(明)나라 때부터 써왔던 것이지만, 조선은 이
들을 엄 하게 구분하여 써오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는 조
상의 그 뜻을 새기면서 쓰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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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論

조선중기는 임진･정유의 왜란을 겪으면서 명청교체기(明
淸交替期)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정묘･병자의 호
란까지 겹쳐져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온 백성이 유린되
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치는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인조
반정을 거쳐 효종의 등극에 이를 때까지, 동인･서인･남인･
북인이 다시 노론･소론･남인･북인으로 갈리는 붕당을 형성
하며 칼바람이 회오리쳤다. 그리하여 세상은 극도의 불안과 
기근, 그리고 질병의 창궐로 백성의 삶은 거의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었다. 그런 혼란이 거듭되는 와중에서도 안으로는 
이괄(李适)의 난까지 일어나 그나마 남아 있는 의서들이 
산실되었다. 그 중에서도 선조의 명으로 간행되었던 동의
보감(東醫寶鑑)이 아직 제 로 일반에게 쓰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예전부터 익숙하게 써오던 향약집성방(鄕藥集成
方)과 의림촬요(醫林撮要)의 산실은 이 땅의 의료현장
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인조 때에 새로 의림촬요를 인출하게 되었으
니, 이전에 선조의 명으로 간행되었던 8권본에 명나라의 새
롭게 등장한 의서를 망라하여 만든 의림촬요속집(醫林撮
要續集)을 더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  의학인
물들의 활동을 기록한 ｢역 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를 합
하여 13권본의 의림촬요가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 
시  가장 걸출한 의서라 할 수 있는 동의보감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13권으로 정리된 의림촬요는 요긴
하게 쓰이게 된다. 이에 논자는 이 가운데 ｢역 의학성씨｣
를 번역하던 중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침(鍼)’과 
‘침(針)’은 같은 뜻과 같은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쓰
임이 같아야 할 텐데,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달리 쓰
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왜 이 글자들을 달리하
여 쓰고, 언제부터 이 글자들이 쓰 는지, 그 기원과 이유
를 찾던 중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침’의 기원은 처음부터 ‘쇠침’에서부터 발달한 것이 아니
라 ‘돌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석(石)’자는 ‘침’이란 뜻
을 가지며, 이로부터 ‘돌침’을 의미하는 뜻으로 ‘석(石), 폄
석(砭石), 잠석(箴石), 참석(鑱石)’이란 말이 파생되었다.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말하는 ‘폄석(砭石)’은 ‘돌침’
의 일종인 ‘폄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돌침’

을 사용하던 청동기시  이전에 해당하므로 ‘석(石)’자는 
‘침’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폄(砭)’은 ‘침을 내려놓는 모양’
을 나타내는 글자이므로 ‘폄석(砭石)’은 ‘침을 놓다’로 해석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법방의론(異法方宜論)’의 이야기는 
‘그 다스림은 침을 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침을 놓
는 것은 또한 동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其治宜砭石. 故
砭石者, 亦從東方來).’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

‘참석(鑱石)’ 또는 ‘참침(鑱鍼)’의 사용이  추(靈樞)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풍열(風熱)에 의한 급성열병으로 생긴 
옹양(癰瘍)을 치료하고, 그 처치방법이 피부를 째고 고름을 
짜내는 방식이므로, 소문(素問)에서 언급하는 옹양(癰瘍)
의 처치법과 같다. 따라서 소문의 이야기나  추의 이
야기가 다 같은 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이므로, ‘폄석’과 ‘참
석’은 같은 침의 종류이며 ‘참침’은 청동기시 에 쓰던 ‘참
석’이 발전하여 철기시 에 ‘참침’이란 말이 생겨난 것에 불
과하다.

산해경(山海經)에서 언급하고 있는 ‘잠석(箴石)’은 곽
박(郭璞)이 주석을 달기를 ‘지침(砥鍼)’이라 하 고 ‘옹종
(癰腫)을 치료한다.’ 하 으니, 숫돌에 가는 얇은 칼날과 같
은 침의 모양을 나타내고, 처치법이 내경에서 언급하는 
같은 질환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석(石), 폄석(砭石), 참석(鑱石), 참침(鑱鍼)’의 모양을 알 
수 있고, 청동기시 의 ‘돌침’으로 사용되는 얇고 쨀 수 있
는 돌은 화산폭발에 의해서 생긴 흑요석(黑曜石)이란 사실
을 알 수 있다.

흑요석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될 수 있으나 모든 화산에
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시아권에서는 백두산과 
남한의 일부지역 및 일본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돌이기 때
문에, 내경의 ‘이법방의론’의 언급은 청동기시 를 의미하
고, 동시 를 살았던 고조선시 의 백두산 족들의 생활환경 
및 의료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경(內經)에서 언급되고 있는 ‘침’의 종류는 청동기시
 이전의 ‘석(石)’에서부터 철기시 에 이르러 생긴 ‘참

(鑱)’이란 글자를 쓰게 되었기 때문에, 소문(素問)과 
추(靈樞)의 표현은 청동기시  이전과 철기시  이후의 
시 적 차이를 가진다. 또한 ‘참(鑱)’자는 그 효과가 빠르다
는 의미에서 ‘참(毚)’자가 붙은 것이므로 ‘효과 빠른 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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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뜻이며, 이 ‘침’은 침의 기원과 그 유래를 같이 하므로 
구침(九鍼) 가운데 가장 앞서 표현하는 말이 된다.

‘참침’의 발달은 ‘돌침’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므로 최초의 
의료 활동은 외과술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바탕은 고조선
시 부터 그 연원이 닿아있는 것이므로 외과술은 우리 민
족의 의료기술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 세계의 유래가 없는 
치종청(治腫廳)까지 설치하며 발전되었던 외과술을 오늘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

‘침’의 기원이 고조선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잠석’
에서 ‘잠(箴)’자가 ‘침(鍼)’자의 기원이 되었고, 동방의 침이
란 뜻에서 ‘침(䥠)’자와 ‘침(金箴)’자가 쓰이게 되다가 ‘침
(鍼)’자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침(針)’자는 명(明)나라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며 오늘
날 중국은 모든 ‘침’의 표현은 ‘침(針)’자로 통일하여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시 는 그 쓰임을 알 수 없으나 거
의 같은 시 에 해당하는 조선전기부터 쓰기 시작하 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통하여 조선전기는 의료용
으로는 ‘침(鍼)’자를 쓰며, 비의료용인 ‘가시, 바늘, 뾰족한 
것’을 뜻하는 말로는 ‘침(針)’자를 써왔다. 또한 동의보감
(東醫寶鑑)을 통하여 조선중기는 비의료용에 관해서는 언
급이 없었고, 의료용에서 도구를 말하는 ‘침’으로 쓰일 때는 
‘침(針)’자를 쓰고, 의료활동을 의미하는 침술을 의미할 때
는 ‘침(鍼)’자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연 는 알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에 표현된 조익(趙翼)의 말에 따르면, 선조의 명으로 양예
수(楊禮壽)가 8권본의 의림촬요(醫林撮要)를 편찬하 다
고 하는데, 여기에 양예수 사망(1600년)한 후에 편찬된 의
림촬요속집(醫林撮要續集, 1608년)이 더해지고, 다시 ｢역

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가 더해져 13권본의 의림촬요
(醫林撮要)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림촬요속집의 내용은 
그 로 동의보감의 중요내용으로 크게 인용되어 책의 편
찬에 가장 큰 향을 미쳤다.

의림촬요(醫林撮要)의 ｢역 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는 
약간의 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체로 동의보감(東醫寶鑑)
과 궤를 같이 하여 조선중기의 ‘침’자를 같은 의미에서 쓰

고 있었으니, 역시 도구인 ‘침(Needle)’으로 사용할 때는 
‘침(針)’자를 쓰고 의료활동인 ‘침술(Acupunchure)’을 의미
할 때는 ‘침(鍼)’자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림촬요(醫林撮要), 그리
고 동의보감(東醫寶鑑)으로 이어지는 ‘침(鍼)’자와 ‘침
(針)’자의 쓰임은 이러한 구분을 둠으로써, 고조선시 에서
부터 발전해왔던 한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했던 측면
을 알 수 있었으며, ‘침(鍼)’자를 통한 의료인으로서의 정성
과 우리 의학의 자존감을 표현하는 의학적 사관(史觀)이 
깃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학의 외과술의 기원은 
침의 기원과 같이 발달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오
늘날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지만 세계의 유래가 없는 치종
청(治腫廳)까지 설치하여, 현란한 외과술을 보 던 조선중
기의 의학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의 역을 확 하는 것도, 
좁아져가는 의료시장의 확장을 위해 뜻 깊은 일이 될 것도 
같다. 우리의 침이 저들 양의사에게 야금야금 약탈되어 가
고, 우리의 약이 저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 마당에, 우
리는 언제까지 찬탈되는 현실을 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침은 꽂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약은 마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 저들의 침탈에 비하고 우리 의학의 고
유 역을 되살리고 확장시켜야 할 것 같다. 아울러 같은 뜻
으로 쓰이고 있는 ‘맥(脉)’과 ‘맥(脈)’ 또는 ‘삼(蔘)’과 ‘삼
(參)’의 의미를 찾아볼 것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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