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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he result of a research conducted for “Knowledge Resource Development by Excavation and preservation and DB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Home Remedy”, a part of Korean Medicine knowledge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Korean Medicine 

therapy development project executed by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paper is a part of the plans to standardize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surgical techniques in order to make new techniques derived from Korean traditional medicine 

patentable, as presented in the Nagoya Protocol. By first reviewing traditional text sources and classifying them into index literature 

and index techniques, we can see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Based on current research papers, this study 

has established a total of 121 pieces of index literature as well as extracted 64 types of index techniques in acupuncture and surgery 

technique. Both index literature and index technique have been concurrently visualized in this paper in the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Technique and Surgical Manipulation Bas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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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의학의 치료기술은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문화적인 속성
과 결부되어 존재해왔으며, 최근 전통의학이 신의료기술의 중
요한 컨텐츠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관련 업계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초기 형태의 한의
학의 치료기술이 한의학 전문 집단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확 , 재생산해온 과정에 있었다면, 2000년  이후 정부의 
한의약육성법 추진과 확  전후로 해서 한의학의 치료기술은 
더 이상 특정 의료단체의 독점 상이 아닌 국가의료지식자

원의 하나로 인식되며 보다 광범위한 활동 기반을 갖게 되었
다. 동시에 각 국가별로 전통의학의 지식자원으로서의 속성이 
강화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한의학의 치료기술
이 광범위한 공급자와 사용자를 확보하고 또 이것이 국가 간
의 보호자원으로서 규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한의학의 치료
기술이 전통적인 형태로만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진행하는 한의지식인프라
구축 및 한의치료원천기술개발 사업의 하나인 ｢민간요법 
발굴･보존 및 DB구축을 통한 지식자원화｣의 연구의 일환으
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0년 10월 193개국이 참여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
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되면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 및 지표문헌 DB 구축을 위한 범위 설정과 모델링 연구

- 침구기법과 외과적 수기법을 중심으로 -

- 74 -

서 세계 각국의 전통 지식자원은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각광받게 되었다.1) 국제협약에 의거해서 보호해야 할 지식
자원으로서 인식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 컨텐츠
의 재가공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컨텐츠의 재가공
에 관해서는 컨텐츠의 속성과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한국 침구외과기술, 즉 침구기법과 
외과적 수기법을 중심으로 주요 컨텐츠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것을 단위기술로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하 다. 일종의 침
구외과기술을 지표화하는 방식으로서, 단일 침구외과기술의 
지표화 모델 연구를 통해서 추후 한국 전통의학에서 발굴되
거나 또는 한국 전통의학적 맥락에서 개발되는 침구기술을 
지표화할 수 있는 기준과 틀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먼저 한지원 등의 전통 민간요
법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가 있다.2) 이 연구를 통
해 전통의학의 요법이 어떠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하는지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준호 등의 전통침구기
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3)는 침구기법 관련 기술이 어떻
게 정형화된 형태로 표현되어야하고 표현될 수 있는지 기준
을 제시하 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확보한 국내 전통의학지
식 DB 속의 주요 침구기술에 한 선행정보를 얻는데 귀중
한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창연 등의 
전통의학문헌들에 나와 있는 치료기술을 정보라는 형태로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단위별로 추출해가는 과정4)5)6)들도 
본 연구의 중요한 참고 연구들이다.

Ⅱ. 본론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안점은 침구외과기술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어
떤 형태로 규격화하고 이것의 원천문헌과의 맥락을 맵의 형태
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표적인 그리고 

고유한 침구외과기술을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이하 지표기
술)’이라고 명명하고 이 기술들의 원천문헌을 ‘한국 침구외과 
지표문헌(이하 지표문헌)’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이 지표기
술과 지표문헌은 각각에 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프로
필 파일을 갖게 된다. 즉 전통침구기법과 그 기법이 수록된 문
헌들이 하나의 기술단위와 근거단위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이어서 이러한 근거단위의 맥락관계를 시각적으로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 바탕맵(이하 
바탕맵)’을 만들었다. 바탕맵은 지표기술과 지표문헌이 연
결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고에서 고안한 
일종의 그림판이다. 한국의 침구기법이 수록되어있는, 혹은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소스들을 시 와 지역, 그리고 
소스의 특성을 살려 배열하 으며, 추가로 발견되는 소스들
에 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형태로 바탕맵을 구성하 다.

2. 침구외과 관련문헌의 지표문헌 DB 구축

지표문헌은 말 그 로 지표가 되는 문헌으로, 한국 침구 
및 외과적 수기법의 근거가 되는 문헌근거를 설정하고 이것
을 지표화한 것이다. 한국의 침구외과기술 부분이 문헌을 
출처로 하거나 혹은 문헌에 기록이 남겨져있다는 것을 전제
로 여기에는 중국의서와 한국의서를 모두 포함하 으며, 침
구외과 전문의학서 뿐 아니라 일반 의학서 및 DB급의 총서
류 의학서나 고서도 포함하 다. 침구외과기술을 수록한 문
헌은 비단 침구 및 외과 전문의학서 뿐 아니라 일반 의학서
에서도 침구편이나 외과편을 별도로 두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침구 및 외과 내용을 수록한 것들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침구외과기술임에도 중국 의학서를 포함한 이
유는 ‘한국의 침구외과 문헌’의 범위를 비단 한국에서 간행된 
문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침구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공헌을 한 모든 의료 정보로 확 시켰기 때문이
며, 전근  한국의 침구학과 중국의 침구학은 서로 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바탕맵에 중국의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모든 중국 소스가 포함된 것은 아니며 의학사적으로 한국한
의학에 향을 많이 미친 의학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한국

1) 한지원, 김진희, 이상훈. ｢전통 민간요법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인문콘텐츠. 2013;30:249-269.
2) 한지원, 김진희, 이상훈. 상게논문. 249-269.
3) 오준호, 안상우. ｢전통침구기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한국의사학회지. 2005;18(1):103-126.
4) 한창현, 박상 , 안상 , 권오민, 이봉효, 안상우. ｢국내침구서적의 眼疾患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 治腫指南東醫寶鑑鍼灸經驗方校勘 舍岩

道人鍼法의 비교연구｣.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3):79-95.
5) 한창현, 안상 , 박상 , 이정현, 이봉효, 권오민. ｢두통과 현훈 치료관련 침구문헌 비교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0;16(1):43-50.
6) 한창현, 박상 , 안상 , 권오민, 안상우. ｢국내침구서적의 중풍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 ≪治腫指南≫≪東醫寶鑑≫≪鍼灸經驗方≫≪校勘舍岩道

人鍼法≫의 비교연구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09;26(2):14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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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 향을 많이 미친 정도에 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재간행된 적이 있는 의학서7)
둘째, 한국의 고  정부체계에서 의료인의 고시과목으로 
채택된 적이 있는 의학서8)
셋째, 현행 한국 의학사 기술에서 한국한의학에 향력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서9)

이중에서 한국에서 재간행된 적이 있는 의학서와 고  

정부체계에서 의료인의 고시과목으로 채택된 적이 있는 의
학서는 바탕맵의 해당의서 항목에 색채우기를 하 고, 고시
과목인 의학서는 이름 옆에 ‘*’를 붙여 구별하 다. 그리고 
한국의 침구학술사에서 중요한 의학서로 평가되는 항목은 
굵은 블록표시를 하 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진은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 의학서 121종에 
한 내용분석을 진행하 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입각해서 

문헌들을 정리하 다.

항목 설명 및 포함내용
번호 번호 붙이기 방식은 ‘분류-연 -연구순서’로 하는데, 중국일반서(SCGG), 중국침구서(SCAA), 한국일반서(SKGG),한국침구서(SKAA)로 나누어 출간연 에 따라 백년 단위로 구분하고, 연구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임. 출간연도가 분명한 경우는 백년 단위에 f를, 불분명한 경우는 n을 덧붙여 추가로 구분함.10)
명칭 책 이름이나 자료 이름을 원제목과 최 한 유사하게 표기함.
분류 중국, 한국 등 자료발행국가와 침구전문서 일반의서 등 속성을 표기함.
근거 해당문헌이 지표문헌으로 포함될 근거를 표시. 주로 조선시  고시과목의 경우 취재기록 등을 표시하거나 의학사적으로 중요문헌일 경우 관련내용을 게시함.
해제 자료의 전체적인 속성에 해서 기술함.

주요내용 침구 관련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 혹은 침구 관련 내용의 주요 특징을 기술하거나 필요할 경우 해당 목차를 기술함.
참고자료 해당 자료에 관한 연구자료 또는 온라인소스를 표기함.

비고 기타 해당 자료의 지표성을 부연하기 위한 설명

표 1. 한국 침구외과 지표문헌의 정리기준

지표문헌번호 SCAA-12f-001
지표문헌명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 분류 중국침구전문서 문헌확보 ○

지표문헌근거 1471년(성종2) 5월, 1472년(성종3) 3월, 1485년(성종16) 정월 의학 및 침구의 取才 시 講書로 사용.[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해제 1220년 간행. 전 7권으로 된 중국 송나라 王執中이 편찬하여 1220년에 간행한 鍼灸書. 줄여서 ≪資生經≫이라고도 함. 여러 가지 침구 문헌을 널리 참고하고 지은이 본인의 침구 임상 경험과 깨달은 바를 결합하여 엮은 것으로 침구에 하여 제법 체계적으로 소개

주요내용
권1:　腧穴名稱, 位置, 主治, 刺灸法, 腧穴排列方法(銅人腧穴灸圖經의 내용과 유사), 督俞, 氣海俞, 風市 등 腧穴 및 眉衝, 明堂, 當陽, 百勞 등 21개 민간에서 유행하는 유효한 別穴수록. 魄戶, 大檜, 巨骨, 照海, 申脈, 肓門, 鳩尾 등 혈자리에 한 오류 수정, 足三裏 취혈법 고증권2: 鍼灸注意事項, 一般理論소개 “鍼灸須藥”, “針忌”, “忌食物”, “同身寸”, “論壯數多少” 등등, 男左女右手中指第二節內庭兩橫紋간의 거리를 1촌으로 삼음.권3~7: 각과질병 및 灸二十種骨蒸

참고자료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醫齒藥出版株式會社. 1963.한국전통지식포탈(http://www.koreantk.com/)한의학 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의학 사전. 서울:정담. 2001.
비고 2000년 경희 학교 의사학교실 박문현 박사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침구갑을경와 동인수혈침구동의 계보를 잇는 중국의 표적인 침구의학서임.

표 2. 지표문헌 정리기준에 의거한 침구자생경 정리 예시

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醫齒藥出版株式會社. 1963:3-8. 김두종. 韓國醫學史. 서울:탐구당. 1966:266-270.
8) 三木榮. 상게서. 295-296.
9) 三木榮. 상게서. 3-8., 김두종. 상게서. 266-270.
10) 일반서는 일반 의학서와 총서류 의학서 및 고서를 포함하고, 침구서는 침구 및 외과 전문의학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613년 간행된 동의

보감은 한국일반서이므로 SKGG-16f-001로 표기하며, 12세기 초 간행된 중국침구서인 자오유주침경은 SCAA-11n-001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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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의 설정 및 주요 지

표기술

지표기술을 설정하는 방식은 기존 한국의 침구학에 한 
연구를 토 로 명백한 연구결과가 있는 것을 위주로 모델

링 형식으로 정리하 으며, 추후 침구외과기술이 발굴되고 
연구되는 것에 따라 수시로 추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 다. 
지표기술을 설정하는 방식과 정리기준은 오준호 등의 연구
논문을 참고로 하 다.11)

침구기법번호 일련번호는 연구된 순서에 의거해서 ‘TTKM-연구순서’로 표기함. T는 테크닉, KM은 한의학을 의미함.
기법명칭

기법의 창안자가 명명한 명칭이나 최초 출현문헌에서 언급한 명칭을 기본으로 함.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적
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수록함. 적절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채록자가 명명
하고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침.

근거문헌 채록한 한국의학문헌을 ‘근거문헌’으로 표기하고, 전래된 경우에는 처음 형태가 담겨져 있는 원시문헌을 ‘유
래’로 기록함.

유래 원시문헌의 고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급 가능한 최초의 문헌이나 저작자, 혹은 중간 인용문헌과 수록자를 
‘유래’로 함.

개요 기법의 정의로, 해당 기법을 간단명료하게 부각하여 기술함.
기본방식 기법의 기본적인 조작법과 회수, 시간, 용량 등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함.
임상응용 임상에서 사용할 때의 방법과 적응증, 활용예시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도로 설명함.
주의사항 임상응용상의 금기사항이나 주의점,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경과증상 등을 기술함.
분석평가 기법에 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기법이 가지는 의의나 고안점 등을 명시함.
특이사항 위 항목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특이사항에 하여 기술함.
참고문헌 기법 복원에 참고한 논문이나 저술
채록자 기법을 추출하여 정리한 사람을 밝힘.

해당원문 기법의 원문을 밝힘.

표 3.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의 정리원칙

지표기술을 선정하는 원칙은 ‘한국의 전통의학이라고 인
정되는 침법, 구법 및 수기법’으로 정한다. 여기서 전통의학
이라 함은 김남일의 정의에 의거해서 ‘한국인이 질병을 치
료해가면서 발전시켜온 한국 땅에 존재하는 의학의 한 형
태’12)로 정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침법, 구법, 수기법

에서 침구 혈자리와 관계된 기술은 일단 연구범위의 한계 
상 제외하 다.13)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지표기술은 매우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개발될 것으로 기 하
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물을 토 로 다음 64종의 
지표기술을 추출하 다.

11) 오준호 안상우. 상게논문. 103-126.
12)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對한 硏究｣. 한국의사학회지. 2003;16(1):20.
13) 증후에 따른 침구 혈자리의 독특한 배열도 침구기술의 중요한 기법에 속하지만, 모델링 연구라는 본 연구의 특성과 연구자원의 제약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상에서 제외하며 후속연구를 기 한다.
14) 오준호. ｢醫書에 나타난 朝鮮 鍼灸擇日法의 발전과정｣. 한국의사학회지. 2009;22(2):33-41.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한국의사학회지. 

2002;15(1):63-146.
15) 박문현. 상게논문. 63-146.
16) 박문현. 상게논문. 63-146.
17) 오준호, 안상우. ｢鍼灸經驗方 鍼中脘穴手法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0;27(2):35-47. 박문현. 상게논문. 63-146.
18) 박문현. 상게논문. 63-146.
19) 박문현. 상게논문. 63-146.
20) 박문현. 상게논문. 63-146.
21) 박문현. 상게논문. 63-146.
22) 박문현. 상게논문. 63-146.
23) 박상 , 권오민, 안상 , 한창현, 안상우. ｢任彦國의 治瘇方 번역 연구｣.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22(4):117-128.
24) 오준호. ｢조선중기 침자수법 계족침법에 한 문헌 고찰｣.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5;32(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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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표기술번호 기법명칭 근거문헌 및 유래 기법개요
1 TTKM-001 침구택일법

(鍼灸擇日法)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 

동의보감(東醫寶鑑),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천인상응의 한의학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침구치료에 있어
서의 吉日과 忌日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치료효과를 이끌
어 내도록 한 방법14)

2 TTKM-002 팔혈구법
(八穴灸法)

중간신응경(重刊神應經),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조선 成宗때 日人 良心이 神應經과 함께 조선에 헌납한 
灸法으로, 옹저를 발생한 부분에 따라 머리･등･손･발 네 부
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에 따라 각각 두 穴자리를 선혈하여 
여기에 뜸을 떠서 제반 瘡腫을 치료하는 뜸법15)

3 TTKM-003 오장수구법
(五臟兪灸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五臟六腑의 장부병기를 통해 

背兪穴을 이용하여 五臟病을 치료했던 灸法16)
4 TTKM-004 침중완혈수법

(鍼中脘穴手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中脘穴에 침을 깊이 자입하여 
제반 병증을 치료했던 침법17)

5 TTKM-005 관절천자법
(關節穿刺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견관절･주관절 등의 빈 공간

을 침으로 관통시켜 통증 및 운동장애를 치료했던 침법18)

6 TTKM-006 자락부항구법
(刺絡附缸灸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통증이 심한 질환이나 積聚로 
인한 병변에 통처를 刺絡하고 出血시키고 쑥으로 생긴 음압
으로 부항을 붙여 치료했던 방법19)

표 4. 64종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 일람표

25) 오준호, 안상우. ｢傳統鍼灸技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한국의사학회지. 2005;18(1):103-126.
26) 노승희, 차웅석, 김남일. ｢舍巖鍼法 經驗篇에 한 小考 - 治療篇과 比較를 중심으로 -｣.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71-79.
27) 노승희,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71-79.
28) 사공희찬, 임낙철, 강정수. ｢舍岩鍼法 火熱門의 君火方과 相火方에 한 연구｣.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13(1):27-38.
29) 사공희찬, 임낙철, 강정수. 상게논문. 27-38.
30) 조미숙. ｢趙廷俊의 及幼方에 對한 硏究｣. 경희 학교 학위논문. 2003;1-45.
31) 오준호. ｢조선 의서에 나타난 牛角灸法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1;17(1):31-38.
32)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0;27(1):159-168.
33) 김재규. ｢太極鍼法의 임상 적응증에 한 小考｣. 한침구의학회지. 2011;28(2):69-73. 임교민, 백진웅. ｢靈樞･九鍼十二原篇을 중심으로 한 

太極鍼法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2;18(2):25-38.
34) 정유옹, 차웅석, 김남일. ｢小谷 李在元의 舍岩鍼法 運用에 關한 硏究｣. 한국의사학회지. 2010;23(2):89-101.
35) 김기욱, 박현국. ｢運氣理論을 應用한 針灸治療法-子午流注 鍼法과 寄經八法을 中心으로-｣. 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8;11(1):1-20.
36) 박사현, 신정철, 류충열, 조명래. ｢人迎氣口脈診法의 五行鍼 운용에 관한 고찰｣. 한침구의학회지. 2004;21(4):149-158.
37) 박유리, 강백규, 김호겸, 변지환, 송정호, 정종율, 외. ｢董氏鍼法의 意義와 臨床的 應用｣.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02;19(2):119-131.
38) 조학준. ｢奇門鍼法에 관한 硏究((手冊)神訣 및 保身訣을 중심으로)｣.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3;6:1-60. 김광호. ｢기문의 의학적 운용에 관

한 연구｣. 전 학교 학위논문. 2002:1-285.
39) 오준호, 강연석, 차웅석, 김남일. ｢李馨益 燔鍼의 계통과 성격｣. 한한의학회지. 2009;30(2):46-55. 김성수. ｢이형익의 번침술에 하여｣. 연

세의사학. 2014;17(2):7-29. 오준호. ｢침구경험방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의료와 침구기법｣. 한국의사학회지. 2011;24(1):63-71.
40) 정창현. ｢醫易三鍼法에 한 연구 : 命理理論을 활용한 체질 분류 및 침치료법｣. 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4):193-201.
41) 강경화, 김경철, 백근기, 이용태. ｢形狀鍼法 硏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5):1157-1176.
42)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한국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봉합수술에 관한 소고｣. 한국의사학회지. 2010;23(2):48-49.
43)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49.
44)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49-50.
45)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50-51.
46)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51.
47)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51.
48)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51-52.
49)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52.
50)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52.
51)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52.
52)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針과 刀를 이용한 수술법에 한 문헌 조사｣. 한국의사학회지. 2007;20(2):82.
53)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2-83.
54)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3.
55)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3.
56)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3-84.
57)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4.
58)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4.
59)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4.
60)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4.
61) 방성혜, 차웅석, 김남일. 상게논문. 84.
62) 김 곤, 안상우. ｢의방유취를 통한 이상속단방의 내용｣.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07;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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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TKM-007 허임보사법(許任補瀉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조선 중기 침구 명의 許任이 刺針후 의사의 손을 이용하여 補瀉를 행했던 방법20)
8 TTKM-008 수분출수법(水分出水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조선 중기의 鍼灸 名醫 許任이 浮腫 및 鼓脹 등 腹水가 차는 병증에 水分穴에 침을 찔러 물을 빼내준 針刺術21)

9 TTKM-009 결찰자락법(結紮刺絡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조선 중기의 鍼灸 名醫 許任이 傷寒과 瘟疫의 熱로 인해 발생한 頭痛引飮하는 증상과 大頭瘟과 蝦蟆瘟으로 인후부위가 부어서 폐색되는 등의 위급한 증상에 사혈할 곳의 위아래를 실로 묶고 絡血에서 피를 내는 수법22)

10 TTKM-010 배종파침법(背腫破鍼法) 치종비방(治腫秘方),　의휘(醫彙) 背腫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침으로 背腫을 十字형태로 가르고 파괴시켜 惡血을 빼내는 외과시술법23)

11 TTKM-011 계족침법(鷄足鍼法) 동의보감(東醫寶鑑), 침구극비전(鍼灸極秘傳)
가슴과 복부에 積聚를 제거하거나, 肌肉間의 邪氣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鍼法으로 닭의 발 모양으로 침을 斜刺하여 찌르는 침자 수법24)

12 TTKM-012 수산왜인구법(水疝倭人灸法)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광제비급(廣濟秘笈), 인제지(仁濟志), 의휘(醫彙)

水疝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를 竹馬에 태우고 同身寸法으로 등에 두 개의 혈자리를 찾아 뜸을 뜨는 뜸법

13 TTKM-013 오화혈구법(五花穴灸法)
주촌신방(舟村新方), 의방합편(醫方合編), 의휘(醫彙)

胸痛･胸腹痛･腹中塊痛･傷寒腹痛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를 竹馬에 태우고 同身寸法으로 등에 다섯 개의 혈자리를 찾아 뜸을 뜨는 뜸법

14 TTKM-014 기충구법(氣衝灸法)
주촌신방(舟村新方), 의휘(醫彙), 비전만병통치법(秘傳萬病通治法)

脚氣를 치료하기 위하여 鼠蹊部 氣衝穴 부근의 경결점에 뜸을 떠서 치료하는 뜸법25)

15 TTKM-015 연미혈(燕尾穴)
주촌신방(舟村新方), 의방합편(醫方合編), 의휘(醫彙) 胸腹痛에 사용하는 새로운 경혈로서 燕尾穴

16 TTKM-016 사암침정격(舍岩鍼正格)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장부가 허할 때 보하는 침법26)

17 TTKM-017 사암침승격(舍岩鍼勝格)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장부가 실할 때 사하는 침법27)

18 TTKM-018 사암침열격(舍岩鍼熱格)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장부의 한증을 치료하는 침법
19 TTKM-019 사암침한격(舍岩鍼寒格)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장부의 열증을 치료하는 침법
20 TTKM-020 사암침담음방(舍岩鍼痰飮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肺濁으로 인한 痰飮을 치료하는 침법
21 TTKM-021 사암침어혈방(舍岩鍼 血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어혈을 풀어주는 침법
22 TTKM-022 사암침상한통치방(舍岩鍼傷寒通治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감기에 걸렸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침법
23 TTKM-023 사암침이명방(舍岩鍼耳鳴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이명에 사용하는 침법
24 TTKM-024 사암침주담방(舍岩鍼酒痰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飮酒不消證을 치료하는 침법
25 TTKM-025 사암침반신불수방(舍岩鍼半身不遂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말이 어눌하고 반쪽을 못 쓰는 증에 쓰는 침법
26 TTKM-026 사암침군화방(舍岩鍼君火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心火不寧의 증상을 치료하는 침법28)

27 TTKM-027 사암침상화방(舍岩鍼相火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岩道人鍼灸要訣) 肝腎火의 妄動으로 인한 陽狂증상을 치료하는 치법29)

28 TTKM-028 벽적침법(癖積鍼法) 급유방(及幼方) 조선 肅宗때 소아과 명의 趙廷俊이 침으로 皮膜을 뚫어 정체된 기운을 흩어 소아의 癖積을 치료했던 침자수법30)

29 TTKM-029 첩종치법(睫腫鍼法)
단곡경험방(丹谷經驗方), 의방합편(醫方合編), 의보(醫寶), 의휘(醫彙)

睫腫(눈꺼풀이 붓는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가운데 손가락과 가운데 발가락을 출혈시키는 鍼法

30 TTKM-030 우각구법(牛角灸法)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의방합편(醫方合編), 의휘(醫彙), 양방금단(良方金丹),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쑥을 牛角모양(속이 빈 원뿔형태)으로 만들어 배꼽을 비롯한 체간에 뜸을 떴던 방법으로, 복통 설사 등의 질환을 치료했던 뜸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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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TKM-031 자와편압법
(炙瓦片壓法) 의휘(醫彙)

風寒으로 생긴 근골격계 疼痛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약쑥에 물에 적시어 환처에 붙이고 기와 조각
을 뜨겁게 달구어 그 위를 눌러주는 수법

32 TTKM-032 예막락침법
(瞖膜烙鍼法) 부방편람(附方便覽) 눈에 생긴 瞖膜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끝이 평평한 침을 불

에 달구어 눈에 생긴 瞖膜을 가볍게 지져주는 수법
33 TTKM-033 화침법

(火鍼法)
부방편람(附方便覽), 
수세비결(壽世寶訣)

침을 자침하기 전에 불이 달구어 가열한 다음, 침이 뜨거운 
상태에서 경혈에 찌르는 침구 수법

34 TTKM-034 장진침법
(藏珍鍼法) 장진요편(藏珍要編) 팔맥교회혈을 포함하여, 각 경혈을 표하는 주요 경혈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조합하여 치료에 사용하는 종합 침법32)

35 TTKM-035 태극침법
(太極鍼法)

침도원류중마
(鍼道原流重磨)

李炳幸이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을 토 로 고안한 침법
으로서, 心經의 혈을 이용하여 체질을 감별하고 질병의 치
료에는 四象人의 臟腑配合과 臟腑大小의 순서를 관련시켜 
十二原穴을 취혈하는 침법33)

36 TTKM-036 이재원사암침법
(李在元舍岩鍼法)

사암음양오행침법비결
(舍岩陰陽五行鍼法秘訣)

소곡 이재원이 전통 의서를 바탕으로 비교맥진과 오행체질
을 이용하여 사암침법을 운용한 독창적인 방법34)

37 TTKM-037 운기침구법
(運氣鍼灸法) 황제내경(黃帝內經) 黃帝內經의 운기 이론을 응용한 침구 치료법35)

38 TTKM-038 인 기구맥진오행침
(人迎氣口脈診五行鍼) 황제내경(黃帝內經) 人迎氣口脈法을 진단적 근거로 적용하여 오행침을 운용하

는 방법36)

39 TTKM-039 동씨침법
(董氏鍼法)

동씨침구정경기혈학
(董氏針灸正經奇穴學)

董景昌이 가전되던 침구법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기법으
로, 12正經의 수혈과는 다른 수백 개의 奇穴, 독특한 鍼法, 
간단한 수기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침법37)

40 TTKM-040 기문침법
(奇門鍼法)

신결 및 보신결
(神訣 및 保身訣)

조학준이 천안에서 침법에 해 필사한 手冊의 복사본에서 
발굴한 침법, 奇門의 布列法을 사용하여 穴을 선택하여 치
료하는 방법38)

41 TTKM-041 이형익번침
(李馨益燔鍼)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鬼邪나 怪疾, 邪祟, 瘧疾, 저주를 받아 생겨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間使及十三穴이라는 특정 수혈에 불에 달군 
침을 사용하는 방법39)

42 TTKM-042 의역삼침법
(醫易三鍼法) 의역삼침법(醫易三鍼法)

東吾 박용욱이 정립한 것으로, 명리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선천적인 臟腑氣血의 허실을 판단하고, 五行生克理論에 근
거해서 刺鍼穴位를 선정해서 補瀉를 시행하는 침법40)

43 TTKM-043 형상침법
(形象鍼法)

황제내경(黃帝內經), 
지산선생임상학특강

(芝山先生臨床學特講)
形象醫學에서 사용하는 膽膀胱體, 男女, 五臟六腑, 魚鳥走甲
類 등 形象에 따른 침자 요법41)

44 TTKM-044 금창봉합법
(金瘡縫合法)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방유취(醫方類聚), 
의림촬요(醫林撮要),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춘감록(春鑑錄), 

부방편람(附方便覽)

金瘡으로 인한 腸出 시에 봉합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42)

45 TTKM-045 마교봉합법
(馬咬縫合法)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말에 의한 외상에 봉합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43)

46 TTKM-046 장두상봉합법
(腸肚傷縫合法)

의방유취(醫方類聚), 
인제지(仁濟志), 

단방비요경험신편
(單方秘要經驗新編)

복부가 터져 창자가 손상된 경우 이를 봉합하는 방법44)

47 TTKM-047 도부상봉합법
(刀斧傷縫合法)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칼이나 도끼에 상처를 입은 경우에 봉합하는 방법45)

48 TTKM-048 할후봉합법
(割喉縫合法) 의방유취(醫方類聚) 다친 목구멍을 봉합 수술하는 방법46)

49 TTKM-049 우촉장출봉합법
(牛觸腸出縫合法)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의휘(醫彙)
소에 부딪혀 창자가 밖으로 나온 경우에 봉합하는 방법47)

50 TTKM-050 자문봉합법
(自刎縫合法) 광제비급(廣濟秘笈) 스스로 목을 벤 것을 치료하는 방법48)

51 TTKM-051 동치상목타하봉합법
(童稚上木墮下縫合法) 광제비급(廣濟秘笈) 뱃가죽이 찔린 것을 봉합하는 방법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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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TKM-052 부손순피봉합법
(趺損唇皮縫合法) 일금방(一金方) 입술을 다친 경우에 봉합하는 방법50)

53 TTKM-053 안면외상봉합법
(顏面外傷縫合法) 가정구급방(家庭救急方) 안면의 절상에 이를 봉합하는 방법51)

54 TTKM-054 횡입법
(橫入法)

유연자귀유방(劉涓子鬼遺方), 
외과 성(外科大成), 
외과리례(外科理例)

癰膿을 치료할 때 침을 橫刺로 찌르는 방법52)

55 TTKM-055 직입법
(直入法)

외과리례(外科理例), 
외과정종(外科正宗)

癰膿을 치료할 때 침을 환부에 직각이 되게 자입하는 방
법53)

56 TTKM-056 십자형절개법
(十字形切開法)

외과정요(外科精要), 
치종지남(治腫指南)

癰膿을 치료할 때 침으로 환부를 橫과 直으로 잘라 절개하는
방법54)

57 TTKM-057 천자형절개법
(川字形切開法)

지사공유사부경험방
(知事公遺事附經驗方)

川字 형태로 기육을 절개하여 膿과 惡血을 배출하는 방
법55)

58 TTKM-058 품자형점개법
(品字形點開法) 외과정종(外科正宗) 瘡을 치료할 때 鈹針으로 3개의 구멍을 品字 모양으로 點開

하는 방법56)
59 TTKM-059 사공형점파법

(四孔形點破法) 외과정종(外科正宗) 瘰癧을 치료할 때 火針으로 4개의 구멍을 點破하는 방법57)

60 TTKM-060 오공형침자법
(五孔形針刺法) 외과계현(外科啓玄) 疔毒의 중심 및 동서남북 사변을 針刺하여서 毒血을 배출

하는 방법58)
61 TTKM-061 소자법

(燒刺法) 외과리례(外科理例) 努肉을 제거할 때 호침을 불에 달군 후 환부의 종처를 침
자하는 방법59)

62 TTKM-062 소락법
(燒烙法) 외과계현(外科啓玄) 頑癤瘡瘤가 잘 낫지 않을 때 칼로써 瘡根을 잘라낸 후 환

부를 불에 붉게 달군 銀錢이나 銀匙로 지지는 방법60)
63 TTKM-063 절법

(截法) 외과 성(外科大成) 칼을 이용하여 썩은 지절을 잘라내는 방법61)

64 TTKM-064 날정
(捺正) 의방유취(醫方類聚)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을 때 어긋난 뼈의 위치를 바

로잡는 처치법62)

본 연구과정을 통해서 추출된 64종의 지표기술은 표 3의 
지표기술의 정리원칙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필 파일

을 갖게 된다. 다음은 ‘날정(捺正)’이라는 의방유취(醫方類
聚)에서 근거한 외과처치법에 한 프로필 파일이다.

침구기법번호 TTKM-064
기법명칭 捺正

날정 근거문헌 醫方類聚 유래
개요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을 때 어긋난 뼈의 위치를 바로잡는 처치이다.

기본방식
먼저 손상된 부위를 끓인 물로 씻어서 소독해준다. 그 다음 골절이 생긴 곳을 살펴보고 골절 범위와 정도를 
재보는 것이다. 이것이 상도손처(相度損處)이다. 골절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한 후에는 골절 부위를 당겨서 펴
준다. 이것이 발신(拔伸)이다. 필요하다면 의사가 힘을 써서 골절되기 전 원래 부위로 뼈를 어 넣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용력수입골(用力收入骨)이다. 그리고 골절된 뼈를 원래 위치로 바로 잡는 것이 날정(捺正)
이다. 이 과정에서 골절이 생긴 부위를 칼을 이용하여 째는 처치도 행하 다.

임상응용 골절상의 치료 과정 중 뼈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다.
주의사항

부러진 뼈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은 후 흑룡산이나 풍류산과 같은 적절한 외용약을 사용한다. 그 다음 부목으
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데, 이것이 협박(夾縛)이다. 부목으로 고정한 후에는 어혈을 제거하고 골절된 뼈가 
잘 유합되도록 해주는 내복약을 사용한다.

분석평가 골절상의 치유 과정에서 뼈의 위치를 바로잡는 골절 정복(骨折整復)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특이사항

골절상이 생기게 되면 4가지 종류의 처치법을 행하게 된다. 첫째 손상된 부위를 씻고, 둘째 손상된 부위를 바로
잡고, 셋째 적절한 외용약을 사용하고, 넷째 내복약으로 조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손상된 부위를 바로 잡는 
행위가 바로 날정이다.

참고문헌 김 곤, 안상우. ｢의방유취를 통한 이상속단방의 내용｣.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07;13(3):1-9.
채록자 김 곤, 안상우

해당원문 皮破骨出差爻, 拔伸不入, 撙捺相近, 爭一二分, 用快刀割些捺入骨, 不須割肉, 肉自爛碎了, 可以入骨. 骨入之後, 
用黑龍散貼瘡之四圍, 腫處留瘡口, 別用風流散塡.所用刀, 要快. (醫方類聚)

표 5.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 정리원칙에 의거한 ‘날정’ 정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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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문헌을 이용한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 

바탕맵의 구성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 바탕맵(이하 바탕맵)은 현재 지
표기술의 시 성, 지역성 및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맵을 말한다. 지표문헌을 시 성과 지역성 그리고 

문헌의 속성을 고려해서 총 7개의 기둥으로 나누어 시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한 후 여기에 지표기술을 붙이
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바탕맵에 포함되는 지표문헌은 연
구검토를 마친 지표문헌 중에서 지표기술과의 연관성을 고
려하여 다시 121개를 추린 것으로 다음과 같다.

위치 분류 포함의서 포함기준
① 중국의서 

총서류
추(靈樞) 소씨제병원후론(巢氏諸病源候論) 천금요방(千金要方) 태평

성혜방(太平聖惠方) 성제총록(聖濟總錄) 보제방(普濟方)
중국의 표적인 DB급 의료정보총
합서 또는 기준이 되는 의학서

② 중국의서 
일반

천금익방(千金翼方) 외 비요(外臺秘要) 식의심감(食醫心鑑) 화제국방
(和劑局方) 화제지남(和劑指南) 본초연의(本草衍義) 소아약증직결(小兒
藥證直訣) 백일선방(百一選方) 부인 전양방(婦人大全良方) 엄씨제생방
(嚴氏濟生方) 인재직지방(仁齎直指方) 어약원방(御藥院方) 제생발수방
(濟生拔粹方) 의방 성(醫方大成) 서죽당방(瑞竹堂方) 세의득효방(世
醫得效方) 쌍종처사활인서(雙鍾處士活人書) 두씨전 (竇氏全嬰) 장자화
방(張子和方) 의학정전(醫學正傳) 동원십서(東垣十書) 의가필용(醫家
必用) 의학강목(醫學綱目)

한국 의학에 향을 미친 의학서 또
는 한국에서 간행되었거나 의사고시
에 사용된 의학서 위주

③ 중국의서 
침구외과

명당경(明堂經) 침구갑을경(針灸甲乙經) 맥경(脈經) 유연자귀유방(劉涓
子鬼遺方) 찬도맥결(纂圖脈訣) 동인수혈침구도경(銅人腧穴鍼灸圖經) 침
구자생경(針灸資生經) 외과정요(外科精要) 직지방론맥진경(直指方論脈
眞經) 외과정의(外科精義)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신응경(神應經) 외
과리례(外科理例) 침구 성(鍼灸大成) 외과계현(外科啓玄) 외과정종
(外科正宗) 외과 성(外科大成) 동씨침구정경기혈학(董氏針灸正經奇穴學)

한국 의학에 향을 미친 침구 및 
외과 전문의학서 또는 한국에서 간
행되었거나 의사고시에 사용된 의학
서 위주

④ 한국의서 
총서류

의방유취(醫方類聚) 동의보감(東醫寶鑑) 광제비급(廣濟秘笈) 제중신편
(濟衆新編)

한국의 표적인 DB급 의료정보총
합서 또는 기준이 되는 의학서

⑤ 한국의서 
일반

태산집요(胎産集要) 산서(産書) 상한유서(傷寒類書)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구급방(救急方) 의림촬요(醫林撮要)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본초정화(本草
精華) 이석간경험방(李石澗經驗方)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주촌신방(舟
村新方) 실험단방(實驗單方) 급유방(及幼方) 단곡경험방(丹谷經驗方) 의원
거강(依源擧綱)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진양신방(晋陽神方) 진우신방
(晋寓神方) 본초유함요령(本草類函要領) 검요(檢要) 인제지(仁濟志) 우잠
잡저(愚岑雜著) 약산호고종방촬요(若山好古腫方撮要) 부방편람(附方便覽) 
신기천험(身機踐驗) 의휘(宜彙) 의방합편(醫方合編) 의보(醫寶) 요략(要略)
양방금단(良方金丹) 별초단방(別抄單方) 의본(醫本) 우잠만고(愚岑漫稿) 
지사공유사부경험방(知事公遺事附經驗方) 장진요편(藏珍要編) 소문 요(素問
大要) 의감중마(醫鑑重磨) 신결 및 보신결(神訣 및 保身訣) 수진경험신방
(袖珍經驗神方) 단방비요경험신편(單方秘要經驗新編) 의가비결(醫家秘訣) 
연소천지문답(演小天地問答) 포상기문(浦上奇聞) 석곡심서(石谷心書) 춘
감록(春鑑錄) 일금방(一金方) 양무신편(兩無神編) 가정구급방(家庭救急方)
수세비결(壽世秘訣) 비전만병통치법(秘傳萬病通治法) 석곡산고(石谷散稿) 
지산선생임상학특강(芝山先生臨床學特講)

한국 의학서 중 침구 및 외과기법의 
내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의학서 
및 고서

⑥ 한국의서 
침구외과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 창진집(瘡疹集) 치종비방(治腫秘方) 치종
지남(治腫指南)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 침구경험방(鍼灸
經驗方) 사암도인침구요결(舍巖道人鍼灸要訣) 치종방(治瘇方) 침구극
비전(鍼灸極秘傳) 사암음양오행침법비결(舍岩陰陽五行鍼法秘訣) 침도
원류중마(鍼道原流重磨) 의역삼침법(醫易三鍼法)

한국의 주요 침구 및 외과 전문의학서

⑦ 중국의서 
운기침법

자오유주침경(子午流注鍼經) 침경지남(鍼經指南) 침경적 집(針經摘英集)
옥룡경(玉龍經) 옥룡가(玉龍歌) 침구 전(鍼灸大全) 의학입문(醫學入門)

중국 의학서 중의 침구 부분, 또는 
중국 침구 전문의학서의 내용이 운
기침법에 근간하고 있는 의학서

표 6.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 바탕맵의 구성기준(배열된 번호는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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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한 바탕맵의 결과 이미지에서 
중국측 소스는 1665년 외과 성(外科大成)을 끝으로 더 
이상 바탕맵에 구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측 소스는 15
세기 초반으로 사료되는 태산집요(胎産集要) 이전의 소
스가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실물이나 근거를 확인할 수 있
는 의학서의 부분이 조선시 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
다. 조선시  간행되거나 의과고시에서 참고한 의학서의 
부분은 명  이전의 의학서들이 절  다수 던 조선시  
의학조류를 반 하기 때문이며, 한국에서는 고려 때까지의 
의학서 특히 침구의학의 잔재는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는 사료적 한계 때문에 맵의 형태는 특정 시기의 컨텐츠가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표에서 ⑦번 항목 중국의학서 
중에서 운기침법에 관련한 내용을 다른 중국측 소스들과 
떼어내 한국의 침구서류와 이웃하게 배치한 것은 조선시  
침구의학은 중국의 운기침법의 향을 다수 받은 의학사적
인 사실 때문에 일반적인 중국전래 침구기술과 가시적인 
구분을 두어야했기 때문이다.

5. 지표기술과 지표문헌의 연결

표적인 지표문헌을 이용해서 바탕맵을 구성하고 여기
에 지표기술을 붙여서 만든 것이 아래 그림 1이다. 시각적
으로 지표문헌과 지표기술을 한 그림에서 구현한 것은 지
표기술의 시 성, 지역성, 그리고 연계성을 이해하기 위함
이다. 또한 추후에 지표문헌과 지표기술이 발굴 또는 개발
되는 것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바탕맵
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이 바탕맵을 구성하
는 지표문헌과 지표기술은 순차적으로 넘버링, 네이밍 및 
분류, 해제, 근거 등의 내용 등이 실린 각각의 프로필 파일
을 갖게 되며, 추후 웹에서 구현될 경우 효과적인 인터페이
스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 로 추출한 64종의 지표

기술은 총 각각 최소 1개에서 최  6개까지의 지표문헌과 
연결된다(표4 참조).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본고에서 추출한 지표기술 중에서 지표기술 TTKM-030 
우각구법(牛角灸法)은 총 4개의 지표문헌과 연결된다. 1644년
의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과 1871년의 의휘(宜彙), 연
도미상의 의방합편(醫方合編), 그리고 연도미상의 양방
금단(良方金丹)이다. 의방합편과 양방금단이 연도미상
이기는 하지만 내용의 특성상 략 1800년  후반부의 저
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즉 우각구법의 4종의 지표문헌과
의 연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각구법은 허임의 
침구경험방에서부터 시작한다. 허임이 최초로 우각구법을 
개발한 인물인지 아니면 허임이 당 의 침구기술을 채록한 
것인지는 좀 더 정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최소
한 조선시  이후 의학서에서의 우각구법은 침구경험방
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침구경험방은 조선 중기 
침구학을 표하는 왕실의 침의 허임의 저작이며 조선 침
구학계뿐 아니라 의학계 전체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63) 그러한 권위 있는 의학서를 의휘나 의방합편, 
양방금단같은 조선후기 민간인을 위한 중의학서들이 
인용한 것이다. TTKM-035 태극침법(太極鍼法)은 지금도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오수혈의 혈성과 체
질이론을 결합해서 만든 침치료기법인데, 출처는 1974년의 
침도원류중마(鍼道原流重磨)이다. 다른 고전 침구기법과 
비교해서 상당히 후 에 등장한 기법이다. 한편 본고에서 
추출한 지표기술의 출처에 해서는 전수조사를 거치지 않
았기 때문에 1개의 지표문헌과 연결되는 지표기술들의 출
처가 해당 지표문헌 1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추후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표문헌이 추가될 가능성은 매우 높
다. 이 외에도 지표기술과 지표문헌의 연결은 중국의학에서 
유래된 침구외과기술, 한국 고유의 침구외과기술들을 한눈
에 이해하고, 침구외과기술이 전승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한다.

63)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 고양: 성의학사. 2006:28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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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침구외과 지표기술 바탕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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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고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진행하는 한의지식인프라구축 
및 한의치료원천기술개발 사업의 하나인 ｢민간요법 발굴･
보존 및 DB구축을 위한 지식자원화｣의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의 침구외과기술을 효과적으로 지식자원화하는 방안에 

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의 발효로,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기술과 지식은 
이제 국가의 자원으로서 각광받게 되면서 그 자원을 보호
하고 유용한 형태로 존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
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침구외과기술을 지표화하
여 추후 발굴되거나 연구되는 치료기술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정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위한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상이 되는 지표기술을 선정하고 이 지표기술이 
속하는 문헌들의 속성을 파악하여 지표문헌을 정한 뒤 선
정된 지표기술과 지표문헌의 연결과정을 시각적으로 구현
하여 현재 알려진 침구외과기술의 시 적, 지역적 맥락을 
이해하고, 추후에 추가되는 침구외과기술을 분류하여 배치
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의 침구외과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총 121건의 문헌
자료를 선정하여 시각적 구현을 위한 바탕맵을 구성하고 
여기에 현재까지 연구된 한국의 침구외과기술 64종을 배열
하 다. 현재 64종인 한국의 지표기술은 추후에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맞춰서 바탕
맵의 형태와 구성도 조금씩 바뀌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팀은 그러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각적인 구
현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시
연모델을 제시하 다. 이 모델은 추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
해 지속적으로 나아지기를 바라며, 추후 한국 전통의학기술
의 지표화 연구에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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