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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任『鍼灸經驗方』硏究1)

朴文鉉2)

A Study of Huh-Im(許任)'s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Park, Mun-Hyun

Huh-Im(許任, 1570～1647) was an acupuncture doctor of Chosun(朝鮮) era

through the late 16th century and early 17th century. Even though he was a

person of low birth, he participated in the loyal medication through three loyal

generations, Sunjo(宣祖), Kwanghaegun(光海君) and Injo(仁祖). He was recognized

of his services and became an official, 'Dangsanggwan'(堂上官) and Kyunggi(京畿)

district official several times.

In the early Chosun era, acupuncture medicine was focused. During the late

16th century, Imjin(壬辰) war aroused more needs about acupuncture medicine,

and acupuncture doctors showed remarkable work. Under these circumstances,

Huh-Im(許任)'s fame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Huh-Im(許任) wrote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in 1644 based on

his lifetime clinical acupuncture & moxibustion experience. It was the first

specialized book of acupuncture in Chosun era. This event took place 30 years

after DongEuiBoGam - Acupuncture Chapter(『東醫寶鑑-鍼灸篇』) was published.

But it was not influenced much by DongEuiBoGam -Acupuncture Chapter(『東醫寶

鑑-鍼灸篇』) in the form or contents.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and Huh-Jun(許浚)'s DongEuiBo- Gam -

Acupuncture Chapter(『東醫寶鑑-鍼灸篇』) were the fruits of the middle Chosun,

and the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theory and practice. The chief

distinctions of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are in it's compact and

practical edition and a lot of his clinical acupuncture prescriptions mentioned in

the book.

1)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位論文

2)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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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Im(許任) not only accepted the existing books such as NaeKyung(『內經』),

DongInSuHyulChimGuDoKyung(『銅人腧穴鍼灸圖經』) and Shin- Eung Kyung(『神

應經』) with his point of view and clinical experience, but also showed creative

operation of studies. Indicating incorrect acupuncture points(訛穴), acupuncture

remedy based on the visceral pathogenesis(臟腑病機) and the channel pathogenesis

(經脉病機), research on new acupuncture points, sorting out plenty of outer

meridian acupuncture points(經外奇穴), creating supplementary and purging

acupuncture method(鍼補瀉法) which is a change of hand treatment of

KiHyoYangBang(『奇效良方』), operating variet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s, and application of acupuncture treatments on surgery field such as

intumescences and emergency cases are the examples.

Huh-Im(許任)'s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influenced on the folk

remedy books(民間經驗方書) in the late Chosun era. Compact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the book let acupuncture treatment be freindly to the people. It

can be confirmed in JeungBoSanRimKyungJe-Emergency Chapter(『增補山林經濟-救

急篇』) or the formation of SaAmChimBob(舍巖鍼法).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was introduced to Japan in 18th

century and published twice. ChimGuJibSung(『鍼灸集成』), known as an

acupuncture medical book of late Qing dynasty(淸末, 1874), is confirmed to be an

plagiarization of DongEuiBoGam-Acupuncture Chapter(『東醫寶鑑-鍼灸篇』) and

ChimGuKyungHum- Bang(『鍼灸經驗方』) of 17th century Chosun. Confusions

and errors arouse from mistaken editional trend of ChimGuJIbSung(『鍼灸集成』)

which had not disclosed it's original author and the title of the book must be

reformed. In this way, fruits of acupuncture of the middle Chosun era including

Huh-Im(許任)'s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will take a right place in

acupuncture medicine history.



Ⅰ.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의 鍼灸醫家인 許任(1570～(?)1647)과 그의 저술인 『鍼灸經驗方』,

및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조선중기의 침구학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침구분야는 오랜 역사를 지니는 동양의학의 양대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여러 시

대와 지역을 통해 多岐多樣하게 발전해 왔다. 조선의학사 속에서도 침구의학은 늘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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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질병치료의 한 수단으로 일정한 몫을 담당하였다. 이미 조선

초기부터 여러 침구서적들이 의학교육에 활용되었고, 『鄕藥集成方』과 『醫方類聚』

등으로 대표되는 종합의방서의 편찬에도 침구관련자료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침구

에 대한 이러한 배려는 향약의 사용을 장려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민간의

료의 현실상 침과 뜸은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수단이 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바

라는 의료시책의 차원에서도 요긴한 것이었다.

조선의학사 중에서도 특히 17세기초는 침구의학이 매우 발달한 시기로 말해진다.3)

학술적 성취로 보았을 때, 허임『침구경험방』은 許浚『東醫寶鑑』鍼灸篇과 더불어

이 시기의 두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1644년 간행된 『침구경험

방』은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鍼灸專門書로 조선침구학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것이었

다. 간결성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이 책은, 여러 침구의서를 참고하였으면서도, 단순한

인용에 그치지 않고 당대의 명침구의가였던 허임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와 임상가로서

치료경험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찍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침구의서로

서 이 책의 가치에 주목하였고, 자체적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학사적 의미를 지니는 허임과 그의 『침구경험방』이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침구의학의 한 뿌

리가 되는 허임『침구경험방』을 의학사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허임과 그의 『침구경험방』의 내용을 올바로 파

악하는 것이다. 다만 조선의 침구학, 더 나아가서는 침구의학사 전반의 큰 흐름 속에

서 『침구경험방』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각을 견지하려고 하는데, 이

를 통해 허임침구의학의 특색 뿐 아니라 조선중기 침구학의 실상 또한 자연스럽게 드

러날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은 먼저 허임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고, 『침구경험방』의 간행내력,

판본, 간행의 시대적 배경, 편제 및 참고의서와 그 영향의 정도 등을 차례로 고찰해

보며, 책의 내용분석을 통해 허임『침구경험방』의 침구학술내용과 그 경향을 알아본

다. 아울러 허임『침구경험방』이 후대에 미친 적지 않은 영향을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淸代에 간행된 『鍼灸集成』이라는 침구

서가 실은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침구문헌인 허임의 『침구경험방』과 허준의 『동의

보감』 침구편을 표절한 것이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4)

허임의 『침구경험방』을 중심으로 한 조선중기 침구학에 대한 본 연구가 향후 韓

國鍼灸醫學史를 서술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3) 金斗鍾의 『韓國醫學史』나 三木榮의 『朝鮮醫學史』에서는 모두 이같은 입장을 취한다.

4) 졸고,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鍼灸集成』의 실상」, 한국의사학회지, 2000. vol.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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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임의 생애와 저작에 대하여

허임은 조선중기 임란직후 등장하여 큰 명성을 떨쳤던 침구의가이다. 그에 관하여

전해지는 기록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저술 『침구경험방』의 서문과 발문 등에 기록된 사실과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 그가 침구의가로 활약하면서 왕실의 침구치료를 담당했던 모습과 그의

신상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일부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5)

그의 生卒年에 대해서는 1570～1647년이라는 기록도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고 출생

지도 미상이다.6) 전라도 羅州에 있는 집에 내려가 있었다는 실록의 언급으로 보아 그

의 고향이 나주일 가능성도 있다.

허임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7) 실록상의 언급을 신뢰한다면 그는 賤民출

신임이 분명하다. 그의 부친은 許億福(혹은 許億逢)이라는 이름의 樂工으로 官奴였고,

그의 모친은 私婢였다고 전해진다.8)

그러나 世譜의 기록은 이와 다르다. 그가 쓴 서문 말미의 “河陽 許任”이라는 언급

에 주목하여, 河陽이 그의 본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河陽許氏世譜』9)를 검토한

결과 허임은 大宗分派의 21세손으로 許珞의 아들이며 벼슬은 嘉善大夫(종2품의 품계)

로 楊州牧使를 지냈고, 墓는 公州郡 牛城面 韓川里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內鍼醫 진출 이후 신분이 상승됨에 따라, 후대에 편입한 결과로 추측되나 확실한 것

은 알 수 없다.

허임이 언제 누구로부터 의학을 배우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의학

에 입문하게된 동기에 대해 자신이 젊었을 때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그의

책 自序에서 짧게 언급하고 있다.10) 그의 출신과 당시 침의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

려할 때, 自學이나 지역의 명망가로부터 수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醫科나 鍼灸醫取

才 등을 거치지는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

그가 침의로 왕실치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당시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인 전란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허임은 癸巳年(1593년) 피난길에 오른 선조를 호종(扈

從)한 무리와 동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략 그의 나이 스물 넷의 청년시절이었

5)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1997, 한국데이타베이스연구소. 이하 왕조실록과 관련된 부

분은 CD실록에서 鍼灸(전체53회), 鍼醫(전체81회), 許任(전체61회)의 세 단어를 검색하여 자료로 활용하

였다.

6) 김양수, 「조선시대 의원실태와 지방관 진출」, 1999, 제296회 국학연구발표회 논문집, p.24.

7) 민족문화대백과사전(24권), 1991, 721쪽에서 金斗鍾은 허임의 본관을 陽川이라 하였다. 그러나 양천 허씨

의 족보상에는 허임을 찾을 수 없었다.

8) 조선왕조실록, 광해군9년 6/21. 한편, 1561년(명종16)에 편찬된 『琴合字譜』라는 악보를 만드는데 참여

하였던 악공 허억봉(許億鳳)이 허임의 부친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9) 河陽許氏世譜卷之上 p.4, 36, 99

10) 허임의 自序 중 “少爲親病 從事醫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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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그 해 11월 해주에서의 침치료를 필두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선조를 진료

하게 된다. 후일 허임은 이 때의 공을 인정받아 광해군 4년(1612년)에 3등의 녹훈(錄

勳)을 받게 된다.11) 물론 허임이 癸巳年 이전 이미 등용되었을 수도 있다. 당시에는

지방에서 침술로 명성이 높은 이들을 서울로 불러 올려 왕실진료에 참여시킨 기록들

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12)

그는 宣祖, 光海君代에 걸쳐 침구의가로 크게 활약한다. 그는 당시 御醫 허준(154

6～1615) 등과도 여러 차례 함께 入侍하여 宣祖의 침치료에 참여한다.13) 그가 『침구

경험방』을 간행한 년도가 인조 22년(1644년)인 것을 감안할 때, 허준보다는 20여년

이상 年下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왕실의 鍼醫로 그의 활동이 언급되어 있는 기간은 선조 31년(1598)으로부터 광해군

15년(1623)까지의 26년간으로, 대략 그의 나이 29세～54세까지의 기간이다. 이는 허임

이 비교적 이른 나이인 20대 후반 경에 이미 왕실에서도 통할 수 있는 침구실력과 자

기논리를 갖춘 영민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거의 평생에 해당하

는 긴 기간을 왕실진료에 참여한 사실에서 그의 명성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여러 침의들 중에서 단연 활약이 두드러졌던 실력가였음

에 틀림없다.

허임은 당시 그에게 침구치료를 받았던 선조와 광해군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

그리하여 東班의 位階에까지 이르게 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지방의 수령직에 임

명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대우를 받는다. 광해군 이후로 의원들에 대한 권려(勸勵) 차

원에서 경기지방의 수령으로 임명한 경우가 현저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100리 이내에

배치하였다가 왕실뿐만 아니라 사대부나 서민들의 위급한 치료에 활용할 목적이었

다.14)

그의 벼슬생활을 살펴보자. 그는 1604년 9월 야간에 발병한 선조의 偏頭痛을 침치

료로 낫게 한 공으로 6품에서 堂上官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다.15) 이때 그의 나이는

대략 35세. 1609년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특별히 허임의 재능을 인정하여 총애하였다.

광해군은 허임을 麻田郡守(현재의 경기 연천지방)에 임명한다. 그러나 司憲府 관료들의

집요한 신분차별적 반대여론에 몰려 끝내는 물러나게 되고 實僉知에 임명되기에 이른

다. 당시 허임은 모친을 봉양하며 궁핍한 처지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은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하는데 귀천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先王인

11) 조선왕조실록, 광해군4년 9/21

12) 허임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全徵, 金龜相, 金英國, 白鶴起, 李馨益등의 침구의가들은 모두 각지방에서 善

鍼으로 명성을 떨치던 자들이었다.

13) 실록상으로는 선조34년(1601)에 허준과 허임이 처음으로 함께 入侍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해 3월 의관

허준, 李公沂, 金英國, 허임이 入侍하였고, 선조37년(1604) 9월의 선조의 偏頭痛 치료, 선조39년(1606)

4～5월의 5차례에 걸친 침치료, 선조39년(1608) 9월의 4차례에 걸친 침치료에도 어의 허준, 趙興男, 李

命源과 침의 南嶸, 허임, 金英國, 柳季龍등이 입시하여 함께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14) 조선왕조실록, 선조38년 8/4, 광해군 2년 2/24. 김양수, 상게논문집 P.23～24

15) 조선왕조실록, 선조37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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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祖때에 활동했던 허임의 공로가 이미 인정된 만큼, 그를 잔폐된 고을의 수령으로

보내어 牧民의 직임을 맡기는 것도 괜찮겠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양반관료들

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16)

1612년(광해군 4년) 8월에는 지난 날 임진란 때 宣祖가 해주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남으로 내려올 때까지 侍從한 공을 인정받아 3등 공신으로 허준과 함께 醫官錄에 기

록된다.

이후 永平縣令(1616년, 현 경기 포천지역), 楊州牧使, 富平府使(1617년)를 거쳐, 1622

년에는 수년간 왕실에서 침치료를 시행한 공으로 南陽府使(1622년, 현 경기 수원, 화성

일원)에 특별히 임명되기까지 여러 관직을 역임하게 된다.

그러나 賤出이었던 그가 封君이 되고 錄勳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사헌부를 위시한

양반관료들은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탄핵을 받는 등 그

의 지방관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못하였다.17) 이는 당시 조선 사회의 기술직에 대한

천시와 이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양반 관료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 때문이었다.18)

광해군 15년(1623) 의관들이 임금의 하교를 외부로 누설시켰다는 이유로 御醫 趙

興男, 鍼醫 柳大鳴, 安彦吉 등과 함께 광해군의 질책과 함께 감봉을 당하게 된다. 이

어지는 仁祖 재위시에는 실록상에서 허임의 이름을 볼 수 없다. 그가 인조의 어의로

도 활동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왕실의 진료에는 출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

다.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을까?

1644년(인조 22년) 20여년의 베일을 뚫고 『침구경험방』이 간행된다. 그의 나이

일흔 다섯 무렵. 책의 跋文을 쓴 이경석19)(李景奭, 1595～167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許太醫는 평소 神의 기술을 가진 자로 일컬어져 평생 구하고 살린 것이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 그간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효험을 많이 거두어 명성을 일세

에 날렸으니, 鍼家들이 추대하여 으뜸으로 삼는다”20)

여기에서 우리는 허임에 대한 세간의 높은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허임 그는 神

技를 가진 太醫였다. 그는 병자가 아무리 어려운 병증에 처했을지라도 죽기를 기다리

기보다는 만의 하나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치료에 매진했던 적극성과 열정을 소유한

의사였다. 그의 이런 면모는 『침구경험방』 중 腹部鼓脹이나 回骨症에 대한 처치법

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 그대로 확인된다.21) 사실 당시 요구되는 침의의 역할은 매우

16) 조선왕조실록, 광해군1년 10/8, 10/9, 10/10, 10/11, 10/14.

17) 조선왕조실록(32집), p.566～570,573,579,598 (광해 9년 2/18～11/10까지)

18)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1988, p.291

19)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白軒. 춘추관 史官을 지냈고, 『침구경험방』간행 당시 內醫院 提調의 자리에

있었다.

20)『침구경험방』 跋文중 “許太醫 素稱神術 平生所救活 指不勝屈 間多起死之效 名聲動一世 刺家之流 推以

爲宗”

21) 浮腫鼓脹에 대한 처치 중: “…然與其必死莫若鍼破冀獲僥倖…”(32후면)

回骨症에 대한 대처 중: “…愚自臆料, 以謂等死, 莫如救急鍼水分出水…” (53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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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것이었다. 瘡瘍질환을 위시하여 각종 외과질환이나 응급증 등 민중들의 온갖

절박한 상황에까지 대처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렇듯 파란만장한 의사의 삶을 살았을

노년의 허임 자신은 책을 저술하게 된 심경을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오랜 동안 공을 들여서, 鍼灸의 門戶를 대충이나마 알게 되었고, 이제 노

쇠하게 되어서는 올바른 침구의 법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염려되어, 평소에 듣

고 본 것을 가지고 편집하여……옛 사람들의 저술에 의존하지 않았고, 다만 내 일

생 동안의 고심의 결정이며……”22)

허임 자신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노년까지 일평생을 침구임상에 분투 노력했으며,

자신이 경험한 침구의 원리를 후학들에게 바로 전할 일념으로 저술을 준비했음을 말

해 준다. 또한 무엇보다 그는 기존 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자신의 고심

이 담겨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책을 편집하기를 희망했다. 일세에 鍼靈으로 불리웠던

허임은 과연 어떠한 독자적인 경험을 그의 책 『침구경험방』에 녹여 넣었을까?

이렇게 그의 저술이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당시 조선의 중앙 관계

나 의료계 내에서 허임이 침구의가로서 지속적인 신임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침구경험방』이외에도 후세인들이 집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四醫經驗方』23)에서

도 허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 광범했던 그의 영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참고자료1】

◇실록을 근거로 본 허임의 생애 연표◇

(나이는 1570년을 출생년으로 보았을 때의 추산)

1570년(?) 樂工인 부친 許億鳳(許億逢, 혹 許億福)과 私婢였던 모친 사이에서 출생.

1593년(24세) 임진왜란 중이던 癸巳年 宣祖의 서남행시에 수행하여, 11월엔 해주에서,

12월엔 參禮驛에서 3일 간격으로 침치료를 시행함.

1598년(29세) ‘鍼醫 許任’으로 호칭된 언급이 처음 실록에 보임.

1601년(32세) 의관 허준 등과 함께 入侍하여 선조의 침치료에 참여함.

1602년(33세) 고향에 물러가 있음. 침을 잘 놓아 일세에 이름을 날리는 자로 언급됨.

1604년(35세) 9/23 선조의 갑작스런 偏頭痛에 야간 入侍 진료. 阿是穴에 대한 평소 허

임의 견해를 허준이 언급함.

10/23 편두통을 치료한 공으로 포상을 받음. 6품의 직에서 堂上(通政大

夫)으로 전격 승진. 堂上官의 加資24)는 지나치다는 여러 신하들의 諫諍

22) 허임의 自序중 “…積久用功 粗知門戶 及今衰老 仍恐正法之不傳 乃將平素聞見 粗加編次 …又著雜論若干

…非敢自擬於古人著述 只爲一生苦心…”

23) 三木榮. 『조선의서지』p.111, 김두종,『한국의학사』,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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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606년(37세) 4/26,29, 5/2,4,6일 연속 다섯 차례에 걸쳐 御醫 허준, 趙興男, 李命源 등

과 다른 鍼醫 南嶸, 金英國과 함께 入侍하여 침치료 함.

9/14,16,18,20일에도 入侍하여 진료함.

1609년(40세) 새로 즉위한 광해군에게 재능과 공로를 인정받아 麻田郡守에 임명됨. 그

러나 사헌부의 반대로 이내 물러나게 되고, 實僉知에 임명됨.

당시 모친을 봉양하며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임.

1610년(41세) 2/24 鍼醫들을 서울 안에 머물게 함.

3/12 전라도 羅州의 집에 있음. 올라오도록 傳敎를 여러 차례 받고도 명

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3/13 허임의 몸에 전부터 중병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됨.

1612년(43세) 8/9 西路에서 남하할 때 호종(扈從)했던 공로로 加資 받음.

9/21 癸巳年(1593) 선조의 서남행시에 수행하며 침치료를 한 공로로 3등

의 녹훈(錄勳)에 수록됨.

1614년(45세) 內局의 의관에 속해 있음. 궐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필요시 入侍함.

1615년(46세) 11/28 광해군이 허임을 경기와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임명할 것을 지시.

1616년(47세) 1/23 永平縣令으로 임명됨.

11/27 여러 해 동안 入侍하여 침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급을 더해 받

게 됨.

1617년(48세) 2/12 楊州牧使에 임명됨.

2/18 허임이 천출이라는 이유로 사헌부가 왕에게 직위의 교체를 잇달아

간청하였으나 광해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3/9 富平府使로 자리를 바꿈.

6/21 임금에게 침을 놓고 인사를 하고 임지로 돌아감

1619년(50세) 11/23 의약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시에 熟馬 1필을 하사 받음.

12/13 모시고 있던 노모의 병세가 중한 까닭으로 자급을 더해 받음.

1622년(53세) 4/6 南陽府使에 임명됨.

1623년(54세) 2/19 의관들의 경솔한 행위에 대한 광해군의 질책을 받고 물러감. 다른

어의 및 침의들과 더불어 문책을 받고 祿 一等을 감봉 당함.

(이것이 실록에 나오는 허임에 대한 마지막 기록임.)

1644년(75세) 『침구경험방』 간행

3.『침구경험방』의 간행내력과 판본

24) 正三品 通政大夫 이상인 堂上官의 품계, 또는 그 품계를 올리던 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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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간간행에 관하여

『침구경험방』의 첫 간행내력은 李景奭이 쓴 跋文을 통해 알 수 있다. 간행 연대

는 “甲申年” 즉, 1644년(인조 22년) 4월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김류(金瑬, 1572～

1648, 호는 北渚)가 영의정으로 內醫院 都提調를 맡고 있던 때였다. 李景奭은 그의 밑

에서 의약관계의 업무를 총괄하던 내의원 提調로 있었는데, 그가 호남관찰사인 목성

선(睦性善)에게 부탁하여 『침구경험방』의 간행이 이루어지게 된다.25)

이경석은 跋文에서 “藥餌를 구하기 어려운 일반 백성들을 위해 침과 뜸은 그 필요

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치료 수단이며, 간결하게 요점을 잘 논한 『침구경험방』의 간

행은 이에 부합되는 것으로 백성들의 救病濟活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 책을 간행하는 취지의 일단을 말하고 있다.26)

(2)현존하는 판본에 대하여

규장각 소재의 한 목판본이 甲申年(1644년)에 간행된 초간본으로 생각된다.27) 改鑄

甲寅字중의 戊申字를 이용한 古活字本28)도 있는데, 이는 戊申字가 1668년 이후 사용

된 점으로 보아 초간 간행 후 적어도 20여년 후에 重刊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간행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목판본과 필사본29)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諺解本도 있다는 기

록이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었다.30)

이러한 사실은 『침구경험방』이 초간 이후에도 몇 차례 활자나 목판에 의해 重刊

되었음을 말해 준다.31) 또한 여러 종류의 필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민간에서 임상

침구서로 이 책을 폭넓게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의 분량이 작음을

25) 『침구경험방』 발문 “今首台北渚金相國都提內局 不侫適忝在下風 遂將此方 屬諸湖南觀察使睦公性善而

刊行之”

26) 上同 “金石丹砂 在僻鄕而何獲…… 鍼焫則不然 其具易備 其效甚速 而其方尤爲指南之捷徑 苟得是方 隨証

治之則是家家戶戶皆得遇其神手也 其所濟活 庸可量哉”

27) 규장각 목판본: 1644년(인조22), 1冊(81張), 9行20字注雙行, 20.4×14.9cm, 규장각 소재(奎4492)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p.205에 초간본으로 싣고 있는 그림도 이 판본으로 보여진다.

최근의 『韓國醫學大系』(38권)의 판본(1994년, 여강출판사)도 이 규장각 목판본을 축소 영인한 것이다.

28) 古活字本(改鑄甲寅字중 戊申字): 1668(현종29), 1책(19장), 10행17자주쌍행, 24.8×17cm, 규장각 소재(규

809)

崔秀漢, 1996, 『朝鮮醫籍通考』p.92에 따르면 고활자본을 전주판으로 보고 있으나, 이 고활자본은 戊申

字로 되어 있어 1668년 이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규장각 목판본을 전주 간행본으로 보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9) *1책(74장), 25×17.6cm, 규장각 소재

*1책(45장), 21×18cm, 표지명이 ‘鍼灸方’으로 되어 있음. 규장각 소재

30) 三木榮의 『朝鮮醫書誌』(p.110)에 나와 있다. 『침구경험방』의 전문을 諺文으로 번역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31) *간행년도 미상의 목판본: 1책(51장), 9행20자, 20.4×14.6cm, 규장각 소재(一蓑古615.135)

*韓獨藥史館의 一山記念文庫本1) 중에 목판본 3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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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더 많은 형태의 필사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구경험방』은 최근

에도 몇 차례 간행되었다.32)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 목판본(『韓國醫學大系本(38권)』)을 기준판본으로 하면서

다른 판본들을 참고하였다.33)

(3)해외에서의 간행

1)일본에서의 간행

젊은 시절 조선에 유학 왔던 오오사카 출신 의사 山川淳菴34)은 조선의 의가들이

침구를 중시하여 침구치료로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는 것과, 鍼家들이 하나같이 다

허임의 침구방을 배워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35) 그는 조선의 침구학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한다.

“유독 조선을 鍼刺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부른다.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

했다는 말이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36)

그는 일본으로 돌아갈 때 『침구경험방』을 가지고 가며, 이를 통해 享保 10년

(1725년) 일본판『침구경험방』이 간행된다.37)

한편 1994년 중국 中醫古籍出版社가 影印 간행한『침구경험방』이 일본 安永 7년

(1778년)의 浪華書林 淺野彌兵衛 판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침구경험방』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38)

2)중국에서의 간행

淸末에 廖潤鴻이라는 침구의가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왔던 『鍼灸集成』이라는

책이 실제로는 허임『침구경험방』등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

다.39) 『침구집성』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40) 이는 사실상

32) 최근의 간행사실: ①행림출판사, 1970(재판), 현토 붙임. ②陰陽脈診出版社, 1986, ③일중사, 1992년, (행

림본 영인) ④한국의학대계 38권 중 포함본, 1994년, 여강출판사(규장각 목판본을 축소 영인함)

33) 쪽수 표시도 이 목판본에 준하되 ‘전면’, ‘후면’을 구분하여 적기로 한다.

34) 山川淳菴이 의사였다는 사실은 三木榮이 『조선의서지』(p.340)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로보아 그는 의

학을 공부하기 위해 조선에 유학왔을 가능성이 많으며, 그 시기는 대략 17세기 말～18세기 초엽으로 추

측된다.

35) 『침구경험방』,1994, 중의고적출판사, 山川淳菴이 쓴 일본판 서문중. “予少時曾遊學於朝鮮 称習之餘間

接醫人 數聽說鍼灸爲醫家之要 又行見鍼灸醫病其效最捷 就扣其所用之方法 則壹皆因許氏經驗方學而然者

也……”

36) “獨以朝鮮呼爲鍼刺之最 素有聲于中華 實不誣矣”

37) 享保大阪刻本: 上中下3책, 享保10년(1725년), 간행자는 罔田三郞右衛門, 大坂吳服町書林, (山川淳菴소장

본)

38) 참고로 동의보감이 1724년, 1799년 두차례 일본에서 간행된 것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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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의 또 다른 傳本으로 볼 수 있다.

『침구경험방』이란 이름으로는 1994년 鍼灸善本醫書로 선정되어 影印 간행되었

다.41) 판본으로는 일본 安永 7년(1778년) 浪華書林판이 사용되었다.

4.『침구경험방』간행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찰

(1)조선초기 이래 침구학 발전의 축적

시야를 좀 확대하여 조선 초기이래 침구분야에 쏟아온 꾸준한 관심의 연장선 위에

서『침구경험방』을 한번 바라보자.(여기서는 다만 주로 침구의서의 간행과 활용을 중심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침구분야를 중시하였다. 의학교육과정 중에

서도 침구관련과목42)을 중시하여, 『銅人經』,『鍼經指南』,『十四經發揮』,『子午流

注』,『鍼經摘英集』,『玉龍歌』,『鍼灸資生經』등을 필독서로 지정하였고, 이러한 침

구서적을 중앙과 지방에서 여러 차례 간행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간행된 의서들 중에도 침구는 항상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자주적인 의

학의 기치를 내걸었던 세종 때에 간행된 『鄕藥集成方』의 경우는 권두에 단순한 腧

穴정리이긴 하지만 『鍼灸資生經』으로부터 채록한 침구목록을 수록할 정도로 침구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으며, 조선 최대의 종합의서인『醫方類聚』에서도 침구관련서적을

많이 인용하였다.43) 아울러 침구時日의 길흉을 택하기 위한『鍼灸擇日編集』을 편찬

하기도 하였다.44)

특히 성종은 醫書撰集廳을 따로 둘 정도로 의학을 장려하며 남다른 애정을 쏟았는

데, 그는 八穴灸法을 덧붙인 『神應經』의 간행을 직접 명하기도 하였다.45)『神應經』

39) 黃龍祥, 1996,『鍼灸名著集成』,華夏出版社, p.1214. 아울러 그는 『침구집성』이라는 책을 문헌가치조차

없는 일종의 僞書라고 혹평하고 있다. 실제로 『침구집성』은 세 가지의 문헌을 짜집기하여 섞어 놓았

는데, 『동의보감』「침구편」의 전 내용과 각 편에 산재해 있는 ‘침구법’, 『침구경험방』의 전 내용,

『유경도익』 6～8권과 4권의 일부 내용이 그것이다. 뒷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40) 王德深, 『鍼灸文獻提要』, 1996, 인민위생출판사, p.164. 이에 따르면 『침구집성』은 초간 이후 1879

년,1956년에도 간행되었다. 아울러 최근 1994년, 1998년에도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1) 中醫古籍出版社 간행: 1994, 日本安永刊本 사용, 傅景華 等編

42) ①김두종, 『한국의학사』, p.421. ②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p.204. 이상 7개 침구서는 성종19년

『경국대전』의 醫科取才 중 鍼灸醫取才 과목이었다.

43) 三木榮, 『朝鮮醫書誌』, p.39. 『조선의학사』, p.132,151,161. 『의방유취』에서 인용하고 있는 침구관련

의서로는 “소문, 영추 외에 明堂灸經, 鍼經, 鍼灸經, 銅人經, 資生經, 子午流注, 鍼經指南, 玉龍歌, 十四經

發揮, 鍼灸廣愛書括등과 聖濟總錄”등과 같은 종합의서를 들 수 있다.

44) 三木榮, 『조선의서지』, p.54, 379. 세종때 全循義와 金義孫이 共撰. 본서는 일본에 鈔本으로 侍醫 多記

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淸 光緖 10년(1890) 중국 江寧 藩署에서 重印되었다.

45) 『神應經』은 陳會가 撰한 『廣愛書』를 1425년(明) 그의 제자인 劉瑾이 보완하여 만들었다고 알려진

침구임상서로, 조선에서는 성종 5년(1474) 韓繼禧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그 후 선조 및 인조

때에도 간행된 침구서로 조선중기 이후의 조선침구학에 많은 영향을 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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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조, 인조때에도 중인되는데, 『침구경험방』은 이 책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초기에 이미 당시까지 중국에서 나왔던 주요 침구

관련서적을 거의 입수하여 활발히 이용하였음을 말해 준다.

조선중기에 와서는 이러한 조선초의 토양 위에 『醫學入門』,『醫學綱目』등 明代

의학의 침구학적 성과를 적극 반영한 허준의 『東醫寶鑑』「鍼灸篇」이 간행된다.46)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조선침구학의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저술은 조선중기 침구학 발전의 양대 성과물로 중국의 침구의서를 그대로

사용하던 데서 한 걸음 나아가, 당시까지의 침구이론을 재정리하고 임상적 경험을 결

합시켜 조선의 의료실정에 맞는 침구의서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허

임은 17세기 임상 침구학의 발전을 주도한 대가답게 역대침구의서를 활용하면서 자신

의 경험적 색채를 혼합한 토속성47)이 짙은 『침구경험방』이라는 침구전문서를 탄생

시키기에 이른다.

(2)當代의 활발했던 침구치료와 침의들의 활동

선조, 광해군, 인조대에는 왕실에서 행했던 침구치료와 관련된 기록들이 비교적 많

다. 그만큼 침구치료가 빈번했고 관심도 컸다는 말이다. 임금의 受鍼과 관련한 병증

및 병기에 대한 의논, 진단 차원의 의학적 설명과 치료방안에 대한 논의, 침구치료일

자의 결정과 시침시간, 치료혈위선정에 대한 의논, 의료관련 관리들과 의관 및 침의들

의 협조체계와 상호역할, 침구도구의 종류, 또한 침치료를 받기 위한 관리들의 병가신

청 등 비교적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침구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16세기말～17세기초

거듭된 임진란 등 戰亂의 영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란은 각종 創傷이나 腫瘍 등

외과영역의 질환의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의학적 수요의 많은 부분은

침구영역 즉 침의의 몫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왕실 내에서의 빈번했던 침구진료가 침구임상의 발전

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침구전문서의 간행으로 연결된 것은 매우 자연스

런 결과이다.

허임을 비롯하여 당시 활동의 주역이었던 침구의가들은 주로 전국 각지에서 침술

46) 『醫學綱目』은 『동의보감』 각 편에 산재해 있는 침구법에서 가장 많은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는 책

이며, 『의학입문』침구편도 적지 않게 인용되고 있다.

47) 이러한 성격은 허임 스스로도 자서에서 “옛 사람들의 저술에 의존하지 않았다.(…非敢自擬於古人著述)”

고 말하고 있고, 책 가운데서도 여러면에서 나타난다. 침구전문서로는 특이하게 병기에 대한 이론을 많

이 정리하고 있는 점, 보사법과 침구기법들, 치료혈의 선택등에서 모두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문장서술에 있어서도 우리말 구어체식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허임의 학술경향과 관련하

여서는 차후 상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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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름을 떨치던 자들이었다. 이들의 출신지는 沃川(全徵), 居昌(金龜祥), 羅州(許任),

金溝郡(현재의 김제군, 金英國), 영남출신(白鶴起)등 전국 각지에 걸쳐 있다. 경우에 따

라서는 내의원에서 각 道監司로 임금의 명을 전하고 말(馬)을 보내어 상경케 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민간에 침구 분야의 저변이 상당히 넓어 조선 전역에 걸쳐 유명

침구의가들이 많이 활동했고, 이들이 왕실의 침구치료를 맡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실

력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 침구의가 되었는지, 지방별 어떤 전승의 맥이 있었는지

는 알 수 없다.48) 이러한 특채방식의 鍼醫등용과 관련지어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당시 중앙의 醫科나 醫員取才를 통해서는 침구임상가를 적극적으

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고,49) 다른 하나는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침의들을 수시로 등

용하여 치료를 맡겼던 제도적 유연함과 개방성이다. 당시 내의원 의관들은 학문적으

로 침구에 대해 연구하기는 했지만, 직접 침시술을 하는데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런 모습은 세종 때 鍼灸專門法50)을 두고 침구전문생을 채용하여 침구를 전담

하는 의사를 양성하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침구치료의 유용성과 침구의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적인 육성과 배려는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는 침구와 같

이 기술적 측면이 강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內鍼醫로서 이들은 主簿, 別坐 등에 임명되기도 했는데, 이는 종5,6,7품의 堂下官의

직책이었다. 때로는 왕실 치료의 공로로 왕의 총애를 입어 경기지방의 수령직에 나가

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51) 그러나 이들의 관직 생활은 불안정하여 교체가 잦았다. 이

는 의관들이 치료차 上京하게 됨에 따라 향리에 피해가 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의

술을 천한 기술로 여기면서 의관들의 신분상승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당시 양반 지배

층의 주자학적 입장 때문이었다.52)

48) 과거 의학교육의 일반적 형태는 오히려 도제적 수업방식이었다. 17세기 당시 침의의 등용과정과 교육

방식을 역으로 오늘날에 대입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당시 침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

의된 의료체계 내에서 활동한 정통 의료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내의원의 관할하에 활동하였고, 의

무와 관련된 직책으로부터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들은 결코 아웃사이더적인 존

재는 아니었다.

49) 허임 이후 시대인 효종때의 崔有泰(허임 침법의 계승자로 언급되고 있음)는 의과출신으로 內鍼醫가 되

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제도적으로 의과출신을 침의로 기용하도록 정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50) 孫弘烈,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1988, P.218,219,220. 조선초 세종(15년1433) 6월 典醫監提調 黃子

厚에 의해 의학에 있어서 전문교육의 실시가 건의된다. 건의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且治病之

速 莫如鍼灸 爲醫者明知鍼灸之穴 則不費一錢之藥 諸病可治也 願自今 依上國習醫之法 各立專門 令鑄種

所 鑄成銅人 依點穴之法 而試才 則試取之法 亦可實矣”. 이 건의의 요점은 ‘各立專門’이라하여 각각 전문

과를 세울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 건의는 5년 후인 세종20년(1438년) 매년 침구전문생을 3인씩 채용하

여 三醫司에 1명씩 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침구전문생을 처음으로 채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4년후 폐지되고 만다. 그러다가 단종 즉위년(1452) 5월에 任元濬의 건의에 따라 침구전문법의

부활되지만, 세조 때에 다시 전문별 취재가 폐지된다. 그러나 성종 3년(1472) 鍼灸醫만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시 침구전문법을 別設한다. 이렇게 존폐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결국 필요성은 늘 부각되었지

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정착은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51) 김양수, 상게서, p.23. 조선후기 들어 의관출신의 지방관 진출은 현저하였다. 17세기 이후 148명이 345

회를 역임하여, 중인 가운데 의관 출신이 49%정도, 관직 역임 횟수로는 61%를 차지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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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원직에 대한 관념적 천시53)와는 이율배반적으로 양반들이 의학에 보인

관심 또한 적은 것은 아니었다. 1598년(선조31) 허임이 침의로 왕실 출입을 시작하였

을 때, 영의정으로 藥房都提調를 맡고 있었던 柳成龍(1542～1607)의 경우가 그 대표적

인 예이다. 그는 퇴임 후 침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鍼灸要訣』이라는 책을 짓는

다.54)

허임은 이처럼 침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대의 주역이었다. 노년의 허임은

침구의가로 자신이 임상에서 경험했던 소중한 침구방과 技法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무를 느꼈던 것이 분명하다.55) 당시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침구경

험방』을 본다면, 이 책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엽 조선의 왕실과 민간에서의 침

구치료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활성화가, 허임이라는 탁월했던 침구의가의 손을 통해

맺은 하나의 결실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2】

허임과 동시대에 활동한 침구의가들의 면모56)

․전징(全徵): 沃川 출신. 광해군 2년 12월 내의원에서 말을 보내어 서울로 올라옴.

․김귀상(金龜祥): 居昌郡의 침의. 광해군 2년 12월 왕의 침치료를 위해 내의원의 부

름을 받음. 광해군 5년 7월 내의원 主簿에 임명됨. 침의 柳大鳴과 경기지방

의 수령직을 서로 맞바꾸기도 함. 광해군 8년에 尙衣 判官. 광해군 12년 砥

平縣監에 임명됨.

․이공기(李公沂): 선조 19년 중전의 咽喉症을 낫게 하여 東班의 직에 오름. 특히 침

술에 뛰어남. 선조 37년 忠勳貞亮扈聖功臣 3등에 기록됨. 선조가 아팠을 때

허준과 함께 入侍하여 수 차례 침구치료에 참여함.

․김영국(金英國): 선조 28년 4월에 침의관으로 入侍. 선조 39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왕실 침치료를 맡았으며, 善鍼으로 일세에 명성을 떨침. 광해군 2년 12월

金溝郡(현 김제군)에 거하던 중에 침치료를 위해 상경하였고 경기수령에 임

명됨. 광해군 5년 정월 나이 70에 현감직(6품)에 있음.

․박춘무(朴春茂): 선조 30년에 內鍼醫로 林川郡守, 水原府使, 仁川府使를 지냄. 침술

이 精妙한 것으로 이름 남.

52) 박성래,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P.332,333, 1995, 한길사, 한국사 중세사회의 발전(2)

53) 손홍렬, 상게서, p.290. 특히 조선초기의 경우는 의학 자체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다. 의원직을 천시하고

중인직으로 고착되어 가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후반으로 보여진다.

54) 1600년(선조33)에 초간된 『鍼灸要訣』은 『의학입문』의 수혈론을 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편찬한 것이다. 의학입문은 허준의 『동의보감』「침구편」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허임과 『침구경험방』에는 그리 큰 영향을 준것 같지는 않다.

55) 허임은 그의 자서에 이러한 심경(仍恐正法之不傳)을 피력하고 있다.

56) 김두종, 1998, 『한국의학사』, p.39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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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명(柳大鳴): 광해군 3년 7월 내의원 침의로 봉직함. 동 9년 11월 衿川縣監으로

재직. 善鍼으로 왕의 총애를 얻어 경기지방의 守令에 특별히 임명됨.

․안언길(安彦吉): 내의원 침의. 광해군 8년 정월 軍職에 附하여 내의원에서 常仕.

광해군 9년 3월 침의로 活人署 別坐의 직책에 임명됨. 동 11년 12월 侍藥廳

論功 때에 兒馬 1필을 하사 받음.

․백학기(白鶴起): 영남 출신. 광해군 8년 정월에 침술이 정묘하다 하여 상경.

․정대붕(鄭大鵬): 광해군 11년 12월 侍藥廳 論功 때에 침의로 兒馬 1필을 하사 받

음. 陰城縣監을 임명받음.

․이형익(李馨益): 大興人. 인조 10년(1632) 11월 침술이 정묘하다 하여 내의원에서

불러 상경. 동 25년까지 수 차례 왕에게 燔鍼을 실시. 특명으로 현령에 임

명되고, 의관에 임명됨.

․유달(柳達): 침의. 인조 17년 8월 瀋陽의 東宮의 치병을 담당. 동 21년 4월 淸帝가

風眩의 병으로 名醫를 청했을 때 藥醫 朴頵과 함께 보내짐.

․유후성(柳後聖): 輔國, 崇祿 正一品에 이름. 침의. 인조 23년부터 26년까지 왕실 침

치료에 참여함. 효종 8년 高陽군수에 임명됨. 현종 어의로 내의원에도 봉직

함. 숭록대부의 벼슬을 받았고, 3대에 걸쳐 의관을 이어가며 경기지방의 수

령을 6,7邑이나 역임

․최유태(崔有泰): 청주인. 인조 7년 己巳생이며 내침의로 현감, 知中樞府事를 지냄.

효종 2년 의과출신.

․윤후익(尹後益): 침의. 현종 원년 6월 왕의 小腫으로 入診. 동 6년 왕의 足部에 散

鍼을 시술하고, 동 2년 정월 朔寧현감을 특별히 임명받음. 동 6년 4월에 온

양 온천에 침의로 동행

(3)침구전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부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질병과 빈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은 큰 과제였고,

안정된 통치 기반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조선의 경우도 의학정책과 의서간행

은 늘 주된 관심사였는데, 이는 침구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15세기 후반인 성종때 중국침구서 『神應經』을 간행하게 된 배경에도 침구에 대

한 이러한 관심이 나타나 있다. 韓繼禧(1423～1482)가 쓴 서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57)

이를 대략 살펴보면, 藥餌와 鍼灸를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지만, 약재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침구에 대해서는 그 경제성과 휴대하기 쉬운 점,

빈부귀천이나 원근, 병의 완급 가릴 것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약에서는 기

57)『神應經-鍼灸醫學典籍大系本(12권)』, 1971, 중 韓繼禧의 서문 : “…唯砭焫之方 無費財遠求之勞 探暴合

和之難 一鍼一艾 備應無方 運於指掌 辦於談笑 貧富貴賤 遠近緩急 無適不宜 况於取效 常在藥力所不及攻

處 而其功用神妙 難以備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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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언급되고 있다.

침구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은 당시 의료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며『침

구경험방』의 간행을 주도했던 李景奭의 언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의 跋文을

보자.

“무릇 병증을 살펴 효과를 거두는데 藥餌보다 나은 것은 없지만, 소오줌이나 말

똥도 평소 기르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운데, 金石과 丹砂를 구석진 시골에서 어

찌 얻을 것이며, 하물며 한번 복용한다해도 연이어 쓰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

다. 침과 뜸은 그렇지 않아 그 기구를 갖추기 쉽고 그 효과도 매우 빠르다. 더욱

이 이 方(침구경험방)은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가 될 것이다. 진실로 이

方을 얻어서 병증에 맞게 치료하면 집집마다 다 그 신비한 손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제하여 살리는 바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여 널리 전해야 할 것이요. 전수가 끊어지게 하거나 감춰두

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58)

이경석의 이러한 언술은 의서간행에 따른 상투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를 위

시하여 의료정책을 맡았던 이들이 실용적인 침구의서의 간행이 당시의 의료현실상 백

성들의 질병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침구경험방』의 간행이 이에

부합할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말해 준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이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번잡한

이론서가 아닌 간결한 경험방서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침구경험방』은 침구치

료의 저변 확대를 통해 침구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민친화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

는데 기여한 의서로 볼 수 있다.

 (4)허준과 『동의보감』간행의 영향

조선중기 침구관련 저술의 쌍두마차 격인『동의보감』침구편과 『침구경험방』은

재미있게도 30년 안팎의 나이 차이가 나는 허준과 허임에 의해, 30여년의 간행 시차

를 두고 세상에 나온다. ‘허준과 『동의보감』’은 ‘허임과 『침구경험방』’에 어떤 동

기부여나 영향을 주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많지 않다. 다만 왕실 진료에

10여년을 함께 참여했다는 정황은 두 사람이 서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짐

작케 한다.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된 선조 37년(1604) 9월 23일의 기록은 눈여겨볼 만하다.59)

58) 『침구경험방』 跋文중 “夫按証收效 莫良於藥餌 而牛溲馬勃 非素畜則難辨 金石丹砂 在僻鄕而何獲 况一

服打疊 有不可期者耶 鍼焫則不然 其具易備 其效甚速 而其方尤爲指南之捷徑 苟得是方 隨証治之則是家家

戶戶皆得遇其神手也 其所濟活 庸可量哉 是宜與世共之 以廣其傳 不可以時詘 而有所靳也”

59) 『조선왕조실록』, 선조37년 9월 23일(庚午), 권178. “○巳時 上御別殿受鍼○初更末 上所患偏頭痛急發

傳于直宿醫官 欲爲受鍼 入直承旨 啓曰 醫官等獨爲入侍未安 入直承旨及史官幷入侍如何 傳曰 非受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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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선조에게 갑작스런 편두통이 발작한다. 선조가 入侍한 의관 허준에게 묻는다.

“침을 맞는 것이 어떻겠는가?”

허준이 아뢴다.

“여러 차례 침을 맞는 것이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증세가 긴급하니 일반적인

예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침의들은 항상 ‘반드시 침으로 熱氣를 해소시켜

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말합니다. 소신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허임도 평

소에 말하기를 ‘經脉을 이끌어낸 뒤에 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병풍이 쳐지고, 南嶸이 穴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한달 뒤, 대

대적인 포상이 따랐다. 어의 허준에게는 숙마 1필이 하사되고, 허임과 南嶸은 한 자급

을 加資받고 6,7품의 관원에서 堂上官으로 파격 승진을 하게 된다.

이 기록에 따르면, 허준이 침의들과 허임의 침구에 대한 견해를 긍정하여 수용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허임이 평소 허준과 침구에 관해 토론하면서 자신의 견

해를 피력한 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비록 이 대목의 기록이 단편적인 점과 허준

의 겸양스런 언사임은 고려해야겠지만, 허준과 허임 간에, 더 나아가서는 의관과 침의

간에 어느 정도 상호 교류와 존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왕실내에서 왕의 병을 놓고 함께 고민하며 공동진료60)를 해야 했던 상황

가운데서 노의학자 허준의 모습은 젊은 침구의가 허임의 눈에 어떻게 비쳐졌을까? 허

임이 왕실에서 침의로 활동을 시작하고 몇 해 후, 『동의보감』이 撰集에 들어가게

된다.(1598년) 이 무렵, 태의 허준을 중심으로 局이 설치되고, 여러 의가들이 참여하여

찬집 활동을 벌이게 된다. 허준의 『동의보감』저술 작업은 다양한 의학이론과 의서

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활용이 효율적인 새로운 의학과 의서가 요망되었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던 바, 허준이 독자적으로 저술에 진력하는 기간(1598～1610년)에

도 허임은 허준, 이명원 등과 함께 왕실의 진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서로

영향권 내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허임이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허준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침구의학 형성에

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그가 침구의가로서 활동하던 젊은

시절 『동의보감』의 간행을 직접 목도한 사실이 그로 하여금 노년에 침구전문서를

欲問證勢 承旨等勿入 又啓曰 許任已到閤門矣 傳曰入來 二更三點入侍御便殿 上曰施鍼如何 浚曰 證勢緊

急 不可拘於常例 屢度受鍼 似爲未安 鍼醫等每曰 必施鍼消散熱氣然後痛勢可歇云 而小臣則不知鍼法 渠輩

所言如此故啓之矣 許任常言 引經後可以進鍼於阿是 此言似有理 上命設屛 王世子及醫官入侍於房內 提調

以下 皆在房外 南嶸點穴 許任執鍼 上受鍼”

60) 당시의 이런 공개적인 공동진료의 형태를 고려할 때, 『침구경험방』은 허임 개인의 치료 경험을 모았

다는 의미를 넘어 그 당시 의가들이 침구치료에 대해 가졌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패턴의 경향성도 어

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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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하게 만든 하나의 유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5.『침구경험방』의 편제 및 참고의서 고찰

 (1)『침구경험방』의 구성 

『침구경험방』은 一卷으로 된 많지 않은 분량의 책이다. 목차상으로는 모두 52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판본에서는 책 전체를 序61), 上卷, 中卷, 下卷으로

나누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도1]과 같이 크게 서문과 전․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1] 『침구경험방』의 구성

서 문 ⇒ 기본의학관(病因, 病機, 治法), 침구이론(經絡, 補瀉法),

저술동기, 편집방향

전반부 ⇒ 총론에 해당(腧穴정리, 經絡病機, 取穴法, 침구이론 등)

-訛穴, 五臟總屬證, 一身所屬臟腑經, 五臟六腑屬病

十二經抄穴, 別穴, 募原會穴, 五輸穴, 鍼灸法, 折量法

후반부 ⇒ 각론에 해당(총 43항목의 병증별 침구치료 및 鍼灸擇日)

-頭面部, 耳部, 目部…咳嗽…心胸…腰背…風部…

霍亂…消渴…傷寒…婦人門, 小兒門, 鍼灸擇日

발 문 ⇒ 간행배경 및 의의

序文은 보통의 머리글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다. 허임은 서문에

서 책의 저술동기와 편집방향62)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의학관과 병인, 병기

및 경락, 보사법 등 핵심적인 침구이론을 요약해 놓고 있다. 이는 그가 무엇보다 질병

에 대한 이해와 경락에 대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전반부에서는 침구학의 기본이론 가운데 임상과 관계가 깊은 내용을 실용적 형식

61) 이 序는 맨 앞에 별도로 있는 저자의 自序와는 다르다.

62) 허임은 그의 서문에서 編次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乃將平素聞見 粗加編次 先著

察病之要 幷論轉換之機 發明補瀉之法 校正取穴之訛 又著雜論若干 且記試效要穴及當藥 合爲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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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取穴에 대한 지도, 경락 및 장부와 신체부분의 연관,

수혈에 대한 정리 및 일부 침구이론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腧穴에 대한 정리는 십이

경맥과 임․독맥을 합친 十四經脉의 수혈, 經外奇穴, 五輸穴, 募․原․會穴로 구분해

놓았고, 침구법, 折量法등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후반부는 침구임상각론에 해당한다. 총 43항목에 이르는 병증문별 임상침구처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책의 맨 끝에는 鍼灸擇日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지면의 배분

면에서 보았을 때 허임은 침구임상치료에 대한 내용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침구경험방』은 간결함을 지향하는 기본원칙 하에 병

기, 수혈, 경락, 침구이론(보사법, 금기, 취혈법등), 병증별 침구처방, 침구기법과 시술

경험에 대한 언급 등 침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비교적 두루 갖춘 침구의서라고 할 수

있다.63)

(2)『침구경험방』의 병증문 분석

1)병증항목의 구성과 배열방식

『침구경험방』의 병증문은 모두 4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병증항목들은 크

게 ‘부위별 항목’과 ‘병증별 항목’으로 구분된다.([표1]) 허임은 부위별로 나눈 항목들을

대체로 앞에 열거하고, 일반병증별 항목들을 뒤에 싣고 있다. 그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들 병증문들을 배열하는 순서를 정했을까?

부위별 병증항목은 頭面部→耳部→目部→口部→鼻部→(咳嗽)→咽喉→頰項→齒部→

心胸→腹脇→(腫脹)→(積聚)→手臂→腰背→脚膝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머리로부터

얼굴, 목, 몸통앞, 상지, 몸통뒤, 하지의 순이고, 그 부위와 관련있는 병증을 일부 사이

에 끼워 놓기도 했다.(괄호 안의 병증) 鼻와 咽喉 사이에 咳嗽를, 腹脇 다음에 腫脹과

[표1] 병증항목의 구성 (부위별/ 병증별) *( )안의 숫자는 병증소항목의 숫자(총 443항목)

부위별
頭面部(4), 耳部(4), 目部(7), 口部(9), 鼻部(5), 咽喉(5), 齒部(5), 頰項

(2), 心胸(23), 腹脅(6), 手臂(15), 腰背(6), 脚膝(15)

13항목

(106소항)

병증별

咳嗽(16), 腫脹(4), 積聚(7), 諸風(11), 癲癎(18), 厥逆(7), 急死(4), 痢疾

(6), 痔疾(4), 陰疝(11), 霍亂(9), 瘧疾(7), 虛勞(4), 勞瘵(3), 食不化(8),

黃疸(6), 瘡腫(26), 瘰癧(6), 蠱毒(3), 睡眠(2), 瘀(內傷瘀血)(1), 消渴(3),

汗(8), 傷寒(24), 大小便(11), 身體(身部)(10), 嘔吐(15), 雜病(4)

28항목

(245소항목)

과 별 婦人門(38), 小兒門(54) 2항목(92)

63) 참고로 일반적인 침구서의 내용구성은, 경혈과 경락계통에 대한 내용, 침구이론에 대한 내용, 침구의안

과 같은 임상기록등 크게 세 부분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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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聚를 배열한 것이 그 예다.

병증별 항목의 경우는 諸風으로부터 시작하여 癲癎, 厥逆, 急死, 痢疾, 痔疾, 陰疝,

霍亂, 瘧疾, 虛勞, 食不化, 黃疸, 瘡腫, 癩癧, 蠱毒, 睡眠, 瘀, 消渴, 汗, 傷寒, 大小便, 身

體, 嘔吐등의 순으로 23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뚜렷한 배열의 원칙을 찾기는 어렵

다. 맨 끝 부분에 婦人, 小兒門을 두고 있다.

2)병증항목/병증소항목 구분의 의미

『침구경험방』의 병증항목은 허임이 활동했던 17세기 전반 조선에서의 질병 및

병증분류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 의미도 지닌다. 다음 [표2]는『침구경험방』의 병증문

을 오늘날의 과별 구분에 대응시켜 정리해 본 것이다.64)

이 병증항목의 과별구분을 살펴보면 침구치료가 당시 비교적 광범위한 질병영역에

시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43개의 병증문과 그 아래 설정한 443개의 소항목의 경우

그 구성의 체계성은 약해 보인다. 이는 그가 완벽한 짜임새를 갖춘 책을 의식하기보

다는 자신이 임상에서 실제 경험했던 환자의 병증을 중심으로 책을 편집하려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2] 병증항목의 구분 (科別)

內 科

소 화 기 食不化, 霍亂, 嘔吐, 黃疸, 腹脇

순 환 기 諸風, 身體(不仁諸症), 心胸

호 흡 기 咳嗽

비뇨/생식기 陰疝(五淋, 陰痿), 腫脹, 大小便

감 염 질 환 傷寒(瘟疫), 瘧疾, 痢疾, (勞瘵)
종 양 질 환 積聚

전 신 질 환 虛勞, 消渴

耳部, 目部, 口部, 鼻部, 咽喉, (衄血)五官科

瘡腫, 癩癧, 痔疾, (腋腫)外 科

癲癎, 睡眠, 頭面部精神科

脇項, 腰背, 脚膝, 手臂, (轉筋), 瘀傷 科

소아과 小兒門

부인과 婦人門

기 타 厥逆, 急死, 蠱毒(蟲痛), 齒部, 汗, 雜病

3)병증문의 편집형식

64) 분과별 구분은 박찬국 주편,『懸吐黃帝內經講義』, 1998, p.123 이하의 구분을 참고로 하였다. 인체를 통

합적으로 이해했던 전통의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분이 무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해를 돕는 면에서 대

체적인 구분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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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의 병증문은 [도2]와 같이 병증항목을 두고 그 아래에 처방혈을 나

열하는 ‘病症在上, 穴名在下’의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편집방식

이 『千金要方』의 “孔穴主對法”인데, 이는 ‘穴名在上, 病狀在下’의 형식을 말한다.65)

[도2] 병증문의 편집형식

병증 항목 ⇒
총 43개의 병증항목

생리, 병기, 진단, 치법 등 요약 정리

↓

병증 소항목 ⇒ 총 443개의 소항목

↓

침구처방/처치법 ⇒ 1～10여 腧穴을 選穴한 침구처방

허임은 대개의 병증문 서두에 적게는 1～2행에서 많게는 5～6행 분량으로 생리,

병기, 진단, 치법, 장부․경락 배속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침구임상서에서는 잘 찾아 볼 수 없는 『침구경험방』의 특색으로, 학리에

근거한 침구치료를 모색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腰背門 서두의 이론정리 (36전면)

- 腰背痛者 腎氣虛弱而當風 坐臥觸冷之致也 → 병인에 대한 요약

- 臟病不離其處 腑病居處無常 → 감별진단

- 膀胱經及肝膽經主之 宜用缸灸 每處鍼刺 每處缸灸 七次神效 →경락배속 및 치법

또한 침구처방혈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鍼灸技法과

함께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66) 몇 예를 들자면, 水臂筋攣酸痛에 天應穴을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34후면), 肘關節痛에 透刺法을 활용하는 방법(35전면), 鍼中脘穴手法(33후

면), 浮腫鼓脹에 鍼水分穴出水法(32후면～33전면), 陰腫․臀腫․回骨疽등에 鍼破出膿하

는 방법(53전면) 등의 경우이다.

(3)『침구경험방』의 참고의서 고찰

65) 孫思邈 原著, 李景榮 등, 『備急千金要方校釋』, 인민위생출판사, 1998, p.639

66) 허임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침법을 많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운동기질환, 외과질환(창종, 옹저 등)에서

는 이러한 鍼灸技法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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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편집방향과 관련하여 저자 스스로 ‘古人의 저술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듯이, 『침구경험방』은 기본적으로 허임 자신의 경험을 위주로 만들려고 의도

한 책이다. 따라서 허임이 직접 참고한 의서는 그리 많지 않아서, 『內經』,『銅人腧

穴鍼灸圖經』,『鍼灸資生經』,『千金方』,『奇效良方』,『神應經』등 몇 종에 불과하

다. 이는 책 중에 “經曰”, “銅曰”, “奇效良方之法”, “千金云”, “資生經云”, “神應經” 등

으로 표시된 책이름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東醫寶鑑』의

[도3] 『침구경험방』이 참고한 의서와 그 내용

內 經 ⇒ 병인,병기,치법/침구이론

千 金 方 (652년) ⇒ 일부 병증문

銅 人 經 (1026년) ⇒ 경락/수혈

鍼灸資生經 (1220년) ⇒ 일부 병증문/灸法

神 應 經 (1425년) ⇒ 일부 병증문/折量法/灸法

奇效良方 (1470년) ⇒ 補瀉法/別穴/出血法

東醫寶鑑 (1611년) ⇒ 別穴/鍼灸擇日

기

타

方曰(?)

鍼灸甲乙經(?)

十四經發揮(?)

鍼灸大全(?)

鍼灸大成(?)

三十六黃疸方

⇒ 鍼中脘穴法

⇒ 經脉病候부분(?) (1644년)

⇒ 경맥배열부분(?)

⇒ 中風門(?)

⇒ 〃

⇒ 黃疸門

鍼灸經驗方

경우는 참고했음이 확실한 책이다.

허임은 진단 및 병기 등 기초의학이론에 관해서는 『내경』을 참고하였다. 또한

경락이나 수혈 등에 대한 내용은 『銅人腧穴鍼灸圖經』을 위주로 정리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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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醫學取才로부터 의과고시에 이르기까지 침구서 중에서는 조선 전시기를 통해 가

장 중시되고 널리 사용된 책이다.

또한 補瀉法이나 出血法 등 鍼刺手法과 經外奇穴의 집록은 『奇效良方』을 참고하

였다. 『기효양방』은 침구전문서는 아니지만 조선에서도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의보감』「침구편」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던 책이다.

『동의보감』을 참고한 부분은 일부 別穴의 정리와 鍼灸擇日에 그치고 있다. 이는

허임『침구경험방』이 『동의보감』이 간행되고 오래지 않아 나온 의서였음에도 내용

적으로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허임은 각 병증별 침구처방에 있어서는 『神應經』을 비교적 많이 참고하였다.

『鍼灸資生經』,『千金方』등을 부분적으로 참조하였으나, 인용한 분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는 미미한 정도이다. 『神應經』은 성종

때 국내에서 첫 간행된 이후 선조 초기에도 간행되었으며, 조선에서 비교적 널리 소

개되었던 침구의서였다. 『鍼灸資生經』은 조선초 『향약집성방』의 침구관련편집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책이다.

이밖에도 『鍼灸大成』을 참고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鍼灸大全』을 참조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책 가운데 “方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

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동의보감』침구편과 비교했을 때, 『침구경험방』의 타서인용상황은 숫자적으로

나 시대적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의보감』의 경우는 『靈樞』,

『難經』,『甲乙經』으로부터 『千金方』,『銅人經』,『資生經』,『神應經』, 그리고

金元四大家의 저술,『世醫得效方』 및 『醫學綱目』,『醫學正傳』,『萬病回春』,『醫學

入門』등 바로 직전 明代 의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인용을 하고 있다.67)

『침구경험방』이 참고한 의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內經』68)에서의 참고    

인용한 분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다. 『내경』에서는 병인, 察

色診斷, 五臟病機, 침구법, 침구금기 등을 취하고 있다.

․『素問(33)․評熱病論』:“邪之所湊 其氣必虛”

․『素問(5)․陰陽應象大論』:“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 審淸濁而知部分”

․『素問(56)․皮部論篇』:“其色多靑則痛 多黑則痺 黃赤則熱 多白則寒 五色皆見 則

寒熱也”

67) 崔秀漢, 『朝鮮醫籍通考』,중국중의약출판사, p.76
三木榮, 『朝鮮醫書誌』, p.95.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184,194,195,385

68) 일중사판의 “음양오행의 生制之理를 闡明하였으며, 의가의 綱法으로 이 책을 초월할 것이 없다.”는

『내경』에 대한 短評은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후대에 누군가가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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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靈樞(49)․五色篇』:“靑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 是爲五官”

“沈濁爲內 浮澤爲外 黃赤爲風 靑黑爲痛 白爲寒 黃而膏潤爲

膿 赤甚者爲血 痛甚爲攣 寒甚爲皮不仁”

․『素問(42)․風論』:“善行數變者 風也”

․『素問(74)․至眞要大論』: “諸風掉眩, 皆屬于肝. 諸寒收引, 皆屬于腎. 諸氣膹鬱,

皆屬于肺. 諸濕腫滿, 皆屬于脾. 諸痛瘍瘡, 皆屬于心.”

․『素問(5)․陰陽應象大論』:“故善用鍼者 從陰引陽 從陽引陰 以右治左 以左治

右…”

․『素問(52)․刺禁論』: “無刺大醉, 令人氣亂. 無刺大怒, 令人氣逆, 無刺大勞人, 無

刺新飽人, 無刺大飢人, 無刺大渴人, 無刺大驚人.

․『靈樞(5)․根結』: “形氣不足者, 病氣不足, 此陰陽氣俱不足也, 不可刺之, 刺之則

重不足, 重不足則陰陽俱竭, 血氣皆盡, 五臟空虛, ……”

  2)『銅人經』에서 참고한 내용

『침구경험방』의 수혈정리는 『동인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69) 또한 서문

중의 침구치료기전, 五色과 寒熱을 통한 진단, 手足三陰三陽經脉의 유주 등에 관한 내

용도 『동인경』을 참고하였다.

․『銅人經』:“其治以鍼灸 各調其氣血 合而刺之 補虛瀉實 皆須盡知 其部分也”

․『銅人經』:“視其部中浮絡 其色多靑則痛 多黑則風痺 黃赤則熱多 白則寒 五色皆

見 寒熱也 感虛乃留于筋骨之間 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骨消筋緩也”70)

3)『神應經』에서 참고한 내용

○折量法 (22후면～24전면)71)

○癲癎門의 鬼邪(40전,후면)를 치료하는 十三鬼穴72)과 小兒門의 怪疾의 治鬼邪法

(71전면)

○八穴灸法73) (57후면～58후면)

○四花穴74) (47전면～48후면)

○그 외 치료문(風部 등) 소항목의 제목들과 치료혈

4)『鍼灸資生經』에서 참고한 내용

69) 허임은 “臟腑十二經脉氣血經絡에 대해 상세히 다 싣고 있는 책은 『銅人經』이다.”(4후면)라고 말한다.

70)『銅人腧穴鍼灸圖經』-鍼灸醫學典籍大系(9권)중- p.140. 『鍼灸名著集成』, p.196

71)『鍼灸醫學典籍大系(권12) 神應經』, p.25～28

72) 상게『神應經』, p.88～89

73) 상게『神應經』, p.15～16

74) 상게『神應經』, 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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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欬嗽門의 欬逆不止(28전면)에 灸咳逆法75)

○心胸門(30전면)에 “資云 心邪實則心中暴痛, 虛則心煩惕然失智”76)

○虛勞門(46전면)과 身部(64전면)에서 “身有四海, 氣海 血海 照海 髓海”77)

○諸藥灸癰疽法 中 黃土灸法(56전면)78)

○風部(38전면)의 中風전조증에 대한 灸法79)

5)『기효양방』에서 참고한 내용

○太陽과 當陽血絡에 삼릉침을 貫刺하여 출혈시키는 법 (25전면)

○別穴 集錄80)

鼻準, 耳尖, 聚泉, 海泉, 囊底, 肩柱, 肘尖, 中泉, 中魁, 五虎, 大都, 上都, 中都,

下都, 四縫, 十宣, 足內踝尖, 足外踝尖 등 18여혈

6)『千金方』에서 참고한 내용  

○齒部의 “凡人患齒者 多由於日食夜飮食所致也”81) (29후면)

7)『동의보감』에서 참고한 내용

○鍼灸擇日에 관한 내용(每月諸神直日避忌旁通圖, 太乙遊八節日數 등)82)

○別穴 집록

神聰, 當陽, 太陽, 明堂, 眉衝, 精宮, 胛縫, 環岡, 腰眼, 下腰, 闌門, 腸遶, 龍玄,

三白, 八邪, 大空骨, 小空骨, 旁廷, 通關, 直骨, 氣門, 胞門, 子戶, 鶴頂, 膝眼, 營

衝, 漏陰, 交儀, 陰陽, 陰獨, 獨陰 등 모두 32여혈을 집록

8)『鍼灸大成』의 인용 여부

『침구경험방』中風門이 『鍼灸大成』을 인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김달호 등에 의

해 제시된 바 있다.83) 그러나 『침구대성』권8「중풍론」은 서씨의 『鍼灸大全』84)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1600년에 간행된 『鍼灸大成』이 1644년 이전 조선에 수입되

어 허임이 참고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鍼灸大全』을 인용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75) 黃龍祥 主編, 『鍼灸名著集成 중 鍼灸資生經』, 華夏出版社, 1997, p.305

76) 상게『鍼灸資生經』, p.290 : “凡心實者, 則心中暴痛, 虛則心煩惕然不能動, 失智, 內關主之(『千』)”

77) 상게『鍼灸資生經』, p.270

78) 상게『鍼灸資生經』, p.346

79) 상게『鍼灸資生經』, p.300

80) 董宿/方賢, 상게서, p.1105～1107

81) 孫思邈 原著, 李景榮 등, 『備急千金方校釋』, 1998, 人民衛生出版社, p.143. 원문에는 “凡人好患齒病, 多

由月蝕夜食飮之所致也, 識者深宜愼之”로 되어 있다. 인용상의 착오로 보인다.

82) 허준, 『동의보감』, 남산당, p.786, p.783

83) 김달호․김중한, 「사암침법의 저작시기 및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1995, 한국의사학논문집, p.218～

220.

84) 明代 徐鳳에 의해 저술된 침구서. 대략 1465～1521년간에 지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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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세 책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鍼灸大全』: “夫中風者 有五不治也 開口閉眼 散屎遺尿 候中雷鳴喊 皆惡候

也”85)

․『鍼灸大成』: 散→撒, ‘喊’字 없음86)

․『침구경험방』: “夫中風 有五不治者 開口合眼 散手遺尿 魚口氣喘 候中雷鳴

直視摸衣 皆惡症也” (39전면)

․中臟과 中腑 비교: “夫中風者 爲百病之長,……逐其源而來害”에서 굵은 활자 부

분이 『침구대전』과 『침구대성』에서는 “逐其隙而害成也”로 되어 있다. 허임

은 中臟과 中腑의 중상을 요약해서 정리한 후, 鍼刺에 앞서 “先看形體及臟腑之

症候 詳察治之” 할 것을 언급

․五臟六腑中: 肝中, 心中, 肺中, 腎中, 脾中, 胃中은 동일하나, 膽中에서 약간 차

이를 보인다. “眼目牽連, 鼾睡不醒”이 『침구대전』에서는 ‘自侵牽連’으로, 『침

구대성』에는 ‘目眼牽連 酣睡不醒’으로 되어 있다.

 (4)『神應經』87)의 영향 검토 

李景華는 그의 『廣濟秘笈』에서 許任方을 두고 “『神應經』을 표절한 것이다”88)

라고 말하고 있고, 三木榮89)과 黃龍祥90) 등은 『침구경험방』에 대해 劉瑾의 『神應

經』을 기본으로 하면서, 허임 자신의 경험이 혼합된 침구전문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침구경험방』은 과연 어떤 내용에서, 어느 정도로

『神應經』의 영향을 받았을까? [표3],[표4]를 통해 두 책의 편제와 내용을 비교 검토

해 보기로 한다.

1)두 책의 목록 및 내용 비교

『神應經』은 ‘病證→腧穴’을 위주로 한 침구처방서이다. 병증에 따라 처방혈을

몇 개씩 열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병증항목 → 병증소항목 → 침구처방혈’이라

85) 상게서, 『鍼灸名著集成 중 鍼灸大全』, p.527

86) 상게서, 『鍼灸名著集成 중 鍼灸大成』, p.971

87) 주43) 참조. 최근 黃龍祥은 『神應經』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 『神應經』이 明 이전의 의학문헌을 모아

편찬한 『普濟方』의 침구문을 개편하여 만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그간 席弘派의 鍼法을 전수받은

陳會의 『廣愛書』를 그의 제자 劉瑾이 보완하여 만들었다는 기존의 통설과는 다른 것이다.

88) 李景華,『廣濟秘笈』引處諸書: “許任方, 剽竊神應經者也”. -韓國醫學大系(권16), p.30. 이는 내용도 제대

로 비교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평가이다. 한편 그는 『神應經』에 대해서도 許叔微의 저서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89)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205.

90) 黃龍祥, 상게서, 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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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집형식에 있어서는 『침구경험방』이 『神應經』의 도움을 받은 면이 있다.

[표3]『침구경험방』과 『神應經』의 목록비교 (총론과 병증문으로 구분해서)

神 應 經 침 구 경 험 방

총론

*수혈: 百穴法歌, 穴法圖

*보사법: 補瀉手法

*취혈: 折量法

*수혈: 十二經抄穴, 別穴, 募原會穴,

五腧穴

*장부병기: 五臟總屬病

*경맥병후: 一身所屬臟腑經,

五臟六腑屬病

*취혈: 訛穴, 折量法

*침구법: 鍼灸法

병증문

같은 병증
諸風, 傷寒, 霍亂, 瘧疾, 腫脹, 汗, 頭面, 咽喉, 婦人, 小兒, 雜病(11개)

諸般積聚, 瘡毒 積聚, 瘡腫

유사한 병증

痰喘咳嗽 咳嗽

心邪癲狂 癲癎

腹痛脹滿 腹脇

痺厥 厥逆

복합/단일

병증항목

陰疝小便, 腸痔大便 陰疝, 大小便, 痔疾

耳目, 鼻口 耳部, 目部, 口部, 鼻部

胸背脇, 心脾胃, 手足腰腋 心胸, 腹脇, 腰背, 手臂,

차이나는

병증

脇項, 脚膝, 急死, 痢疾, 虛勞, 食
不化, 黃疸, 瘰癧, 蠱毒, 睡眠, 消

渴, 身體, 嘔吐(13개)

병증항목수 24 43

소항목수 443

그러나 위 [표3]의 목록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책의 총론부분의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神應經』은 수혈에 대한 정리, 折量法, 補瀉法 정도를 싣고

있는데 불과해 내용적으로 빈약한 모습이다.

수혈정리에 있어서 『神應經』은 歌賦형식의 百穴法歌를 수록하고 있고, 126혈을

경락의 유주순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침구경험방』에서는 手足端으로부터 體幹

이나 頭面部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補瀉法에 있어서도 허임 『침구경험방』

의 보사법은 『神應經』의 복합보사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병증항목의 구성에 있어서는 『神應經』이 2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침구경험방』은 4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같거나 유사한 병증항목도 있지만, 『침구경

험방』의 부위별 병증항목은 『神應經』보다 더 세분되어 있고, 『神應經』에는 없는

것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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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침구처방 비교

選穴의 유사성, 즉 침구치료처방이 서로 얼마나 같은가 하는 점을 咳嗽門을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91) 아래 [표4]는 咳嗽門 중 『神應經』의 병증 명칭을 그대로

인용한 항목을 위주로 선혈내용을 비교해 본 것이다.

선혈의 형식을 보면, 『神應經』이 매 병증에 1～10여개의 처방혈을 선록하면서,

오수혈을 다용한 특색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은 『침구경험방』 역시 유사하다. 그러

나 처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책의 처방혈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많다. 『神應

經』이 처방하고 있는 28穴 중 동일한 것은 13穴이다. 『침구경험방』에는 또다른 17

穴이 처방되어 있다. 또한 『神應經』은 경외기혈을 사용한 경우가 극소수인데 비해,

허임은 경외기혈과 혈명 없이 부위로만 표시된 혈들을 많이 쓴 것도 다른 점이다.

이는 『침구경험방』이 『神應經』에는 없는 병증항목을 더 두고 있고, 咳嗽門보

다 인용 의존도가 낮은 병증문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허임이 『神應經』을 참

고한 비중은 『침구경험방』 전체의 분량을 놓고 보았을 때 그리 높다고는 볼 수 없

다.

무엇보다 『침구경험방』이 『神應經』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神應經』이 단순

하게 병증에 따른 치료혈의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침구경험방』은 허임

자신의 임상경험에서 나온 치료법과 이론을 특색 있게 결합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

이다. 즉 『침구경험방』은 『神應經』으로부터 외형적인 틀을 참조하고 일부의 처방

혈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침구경험방』의 독특성을 훼손할 정도는 결코 못

되며, 책 전체로 보아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李景華가 말한 ‘표절’ 云云한 것은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지 않고 내

린 성급한 평가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침구경험방』은 『神應經』을 부분적으로 참

조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임이 자신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만든 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1) 咳嗽門을 예로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神應經』의 병증을 많이 참고(16개 세부병증중 7개 병증이 거

의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병증문의 『신응경』인용 정도는 이보다도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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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두 책의 咳嗽門의 침구처방혈 비교

병 증 『神應經』의 처방혈 동일한 처방혈 차이를 보이는 처방혈

乾嘔 間使30壯 膽兪 通谷 隱白 期門3壯

咳嗽飮水 太淵 太淵 神門 支溝 中渚 合谷

喘嘔欠伸 經渠 太淵 中脘 下三里 三陰交

唾血內損

魚際瀉 尺澤補 間使 神門 太淵

勞宮 曲泉 大淵 大溪 然谷 太

衝 肺兪100壯 肝兪3壯 脾兪3壯

魚際瀉 尺澤補

間使 神門 肺兪

100壯 肝兪100壯

脾兪3壯

太衝 下三里

痰涎 陰谷 然谷 復溜 然谷 復溜 腎兪

喘息不能行 中脘 期門 上廉 期門 中脘 下三里 合谷 上星

結積溜飮 膈兪5壯 通谷(灸) 膈兪 照海 中脘

혈 수 28 13 17

咳逆不止, 失音, 唾喘, 嘔吐不下食, 喘急, 哮喘,

飜胃酒及粥湯皆吐, 肺癰咳逆上氣, 痰喘

왼편 9개의 병증은 『神應經』엔 없고,

『침구경험방』에만 있는 것임.

(4)『동의보감』「침구편」과의 비교 고찰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출간된 두 책의 성격과 편제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연 『동의보감』은 『침구경험방』의 편제와 내용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먼저『동의보감』침구편/침구법의 편제방식을 보자. 『동의보감』은 복합구성방식

으로 침구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다. 즉 별도의 鍼灸篇을 두어 침구이론에 대한 전반

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한편, 침구치료에 관한 내용은 內景, 外形, 雜病이라

는 『동의보감』만의 독특한 편제방식에 따라 각 병증문 끝에 분산시켜 “鍼灸法”이란

제하에 수록하고 있다.

『침구경험방』의 편제는 다음의 [표5]에서 볼 수 있듯이,『동의보감』의 편제에

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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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동의보감』침구편과 『침구경험방』의 편제 비교

침구경험방 동의보감

수 혈

十二經抄穴, 別穴, 募

原會穴, 井滎兪經合旁

通, 患門穴, 四花穴

手太陰肺經左右凡20穴～足厥陰肝經左右凡26穴, 督脉(任脉)流

注及孔穴, 五臟六腑所屬五腧五行, 子午八法, 五臟六腑有疾當

取十二原, 臟腑要穴, 六合所出所入, 足三焦別脈, 八會穴, 人身

四海腧穴, 大接經, 主病要穴, 奇穴(取膏盲腧穴法, 取患門穴法,

取四花穴法, 騎竹馬灸法), 別穴

경 락
五臟總屬證, 五臟六腑

屬病

十二經脉流注腧穴, 手太陰肺經流注～足厥陰肝經流注, 十五絡

所生病, 十二經血氣多少, 十二經行度部分, 脈病有是動有所生

病, 脈有經脈絡脈孫絡脈, 奇經八脈, 六經標本

鍼 法 침구법,(鍼中脘穴手法)
製九鍼法, 鍊鍼法, 四時鍼法, 鍼刺淺深法, 火鍼法, 鍼法有巨刺

繆刺散刺,

灸 法

침구법, 灸後治法, 灸

後有熱, (騎竹馬穴法,

諸藥灸法, 八穴灸法)

點穴法, 製艾法, 作艾炷法, 取火法, 下火灸時法, 灸法, 壯數多

少法, 發灸瘡法, 療灸瘡法, 調養法, 諸藥灸法

補瀉法 (서문중에 언급)
鍼補瀉法, 用鍼宜審逆順, 五奪勿用鍼瀉, 鍼法有瀉無補, 灸補

瀉法

取穴法 折量法 量分寸法

禁 忌 禁忌, 禁鍼穴, 禁灸穴 鍼灸禁忌, 禁鍼灸(刺中五臟死候, 失鍼致傷, 禁鍼穴, 禁灸穴)

鍼灸擇日

(九宮數, 鍼灸吉日, 鍼

灸忌日, 太乙遊八節日

數)

擇鍼灸吉日法, 太乙徒立於中宮朝八風占吉凶, 九宮圖, 身形應

九野, 太乙遊八節日數, 九宮九神圖, 遂日人神所在, 鍼灸吉日,

鍼灸忌日, 向坐法

기 타
鍼灸不可並施, 不耐鍼灸, 用鍼須合天時, 鍼要得術, 鍼有上工

中工, 鍼入着肉, 氣行有街, 子午流注

『침구경험방』의 앞 총론 부분은 『동의보감』의 침구편과는 형식이나 내용면에

서 차이를 보인다. 허임은 內景, 外形, 雜病의 3分편제방식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부

위 및 병증별의 2分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병증문 목록구성 즉, 질병분류에 있어서

는 외형편과 잡병편의 병증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많아 어느 정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92) ([표6]참고)

그러나 두 책은 형식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더욱 눈에 띄게 드러낸다.

『동의보감』에서 허준은 자신의 독특한 편제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92) 잡병증의 목록 중 두 책이 동일한 것으로는 咳嗽, 積聚, 霍亂, 虛勞, 嘔吐, 瘰癧, 黃疸, 消渴, 瘟疫, 婦人

小兒 등이 있고, 유사한 것으로는 風-諸風, 寒-傷寒, 救急-急死, 癰疽․諸瘡-瘡腫, 邪祟-癲癎, 脹滿․浮

腫-腫脹, 咳瘧-瘧疾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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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동의보감』침구법과 『침구경험방』의 병증문 비교

동의보감 침구법을 언급하고 있는 병증 『침구경험방』 병증문

內經篇

精,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飮, 胞, 蟲, 小便, 大便, 身形(灸)

(臍灸法)

外形篇

頭,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

項, 胸, 乳, 腹, 腰, 脇, 脈, 筋, 骨,

手, 足, 前陰, 後陰, 皮(灸), 肉

부위별

병증

頭面部, 耳部, 目部, 口部, 鼻部,

咽喉, 頰項, 齒部, 心胸, 腹脇, 手

臂, 腰背, 脚膝

雜病篇

風, 寒, 濕, 火, 內傷, 虛勞, 霍亂(鍼

法), 嘔吐,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

渴(禁忌法中), 痎瘧, 瘟疫, 邪祟, 癰疽

(鍼法蜞鍼法), 諸瘡(白癩瘡, 疥癬,

膁瘡), 諸傷, 救急, 婦人, 小兒, 霍亂

(灸), 癰疽(烙法, 灸法), 瘰癧, 癭瘤,

疳瘻, 解毒,(諸蟲傷)

잡병증

咳嗽, 腫脹, 積聚, 諸風, 癲癎, 厥

逆, 急死, 痢疾, 痔疾, 陰疝(五淋,

陰痿), 霍亂, 瘧疾, 虛勞(勞瘵), 食
不化, 黃疸, 瘡腫, 癩癧, 蠱毒(蟲

痛), 睡眠, 瘀, 消渴, 汗(轉筋,衄

血), 傷寒(瘟疫), 大小便, 身體, 嘔

吐, 婦人, 小兒

역대의 鍼灸諸書에서 인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자신이 추가한 견해는 거

의 찾기 어렵다. 반면 허임은 부분적인 인용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자주 표명

하고 있는데, 이 점이 두 책의 큰 차이점이다.

두 책의 이러한 편제상의 영향과 차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동의보감』의 구성 방식은 어떤 병증에 약물과 침구를 겸용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

는 데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침구관련부분을 다루는데 있어서『동의보감』은 병증문

에 산재해 있는 ‘鍼灸法’보다는 아무래도 별도의 鍼灸篇 쪽에 더 비중을 둔 듯한 인상

을 준다. 즉 개별치료보다는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동의보감』침구편은 역대침구제서 중 실제적인 내용을 뽑고, 이를 첨삭 변용해 가

며 치밀한 자신의 구성체계 속에 재구성한 이론적 정합성이 돋보이는 책이다. 이에

비해 『침구경험방』은 병기 및 침구이론의 요약정리를 중시하면서도 병증별 臨床鍼

灸技法과 選穴을 주축으로 하는 경험적 실제성이 돋보인다 하겠다. 두 책이 묘한 대

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의 이러한 성격 차이는 약물과 침구를 병행하는 종

합적 치료를 지향하면서도 다분히 약물치료를 위주로 삼았던 허준의 입장93)과 침구의

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시대적 상황 아래 침구임상가로 활약했던 허임의 입장94)을

93) 침구편을 제외한 『동의보감』 각 편 전체의 분량에서 침구법이 차지하는 분량이나, 병증을 불문하고

처방을 먼저 열거하고 침구법을 뒷 편에 두고 있는 서술순서로 볼 때, 침구치료에 대한 허준의 입장은

약물치료를 보조하는 이차적인 치료법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의견은 『동의보감』 침구법이 부실하

다는 말과는 다르다.

94) 허임의 경우 침구라는 치료수단은 약물치료의 보조수단이 아니었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나 난치질환에

도 침구치료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했던 절박한 현실이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대의 허

임과 그의 『침구경험방』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오늘날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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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두 책은 침구이론과 임상, 양

면에 걸쳐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적 체계를 가지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함께 지

니고 있어 조선침구학 발전의 귀중한 성과로 비교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뒷

날 이 두 책을 중심으로 『침구집성』이라는 撰集이 나오게 되고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이다.95)

6. 허임『침구경험방』의 학술내용과 그 경향  

『침구경험방』은 어떤 침구의학적 내용을 싣고 있으며, 허임은 어떤 생각을 가진

침구의가였을까? 기존의 침구의서나 침구의가의 학술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

인 것은 무엇이며, 허임이 이를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변용하거나 창안한 특색 있

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를 침구학사 전반을 놓고 비교 검토함으로써 허임 『침구경험

방』이 지니는 침구학술내용과 그 경향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선 침구의가로서 허임의 학풍의 면모를 간략히 살펴

보면, 무엇보다도 그는 ‘臨機應變’을 매우 강조한 의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96)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을 들어보자.

“經에 이르기를 ‘醫’는 ‘意’라고 했다. 만약 생각이 꽉 막혀서 변화를 알지 못하

면 더불어 병을 논할 수 없다. 병을 논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97) (서문 중에서)

허임은 “醫者意也”라는 구절의 의미를 의사는 마땅히 臨機應變 할 줄 알아야 한다

는 뜻으로 풀어내고 있다.98) 모름지기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증을 잘 판별할

뿐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질병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올바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허임은 경험을 중시한 실용적 학풍의 소유자였다. 이는 책이름을 ‘…經驗

方’이라고 붙인 데서도 드러난다. 허임이 책 내용의 전부를 그가 직접 시술하고 경험

한 사실만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하지만 『침구경험방』을 보면 허임은 자

이다.

95)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재론하기로 한다.

96) “醫者 宜臨機應變” (25후면, 29후면) 허임은 두 곳에서나 이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運意轉換”, “轉換

之機” 등의 언급도 나오는데, 이 역시 생각을 이리 저리 바꾸어 가면서 할 것을 권하는 의미로 여겨진

다.

97) “經曰, 醫者意也, 或若膠滯, 不知變化則不可與論病, 論病尙且不可, 況望其能治乎” (서문 중에서)

98) 김훈, 「“醫者意也”의 기원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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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임상경험을 매우 중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침구임상에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결함을 지향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면모를 염두에

두면서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나가기로 한다.

(1)허임이 정리한 찰병(察病)의 요점 

허임은 병이 생기는 원인과 병을 진단하고 감별하는 요령을 중시하여 序文에 이를

정리하고 있다. 주로『素問』과 『銅人腧穴鍼灸圖經』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분량

이 많지는 않지만, 허임이 침구치료에 기초로 삼은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다.

1)병인에 대한 견해

허임의 병인관은 “邪氣가 모이는 것은 반드시 그 氣가 虛하기 때문”이라는 원칙

에 입각해 있다.99) 즉, 인체의 本氣를 외부의 邪氣보다 중시하는 바탕 위에 있는 것이

다. 그는 ‘飮食, 酒色, 風寒暑濕의 부적당함이 虛를 타고 經絡에 녹아들어가 榮衛를 운

행을 막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보았다.100)

2)진단과 병기에 대한 견해

첫째로 허임은 察色을 중시한다. 그는 ‘部分의 色’을 잘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風․濕․寒․熱이 모두 五色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素問․皮部論篇』101)에 나

오는 내용인데, 허임은 『銅人經』102)을 인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푸른색을 많이 띄면 통증이 있는 것이고, 검은색이 많으면 風痺이고, 흰색이 많

으면 寒證이고, 누렇거나 붉은색을 띄면 熱證이다. 風濕寒熱이 다 五色에 나타난

다.”(多靑則痛, 多黑則風痺, 多白則寒, 黃赤則熱, 風濕寒熱 皆現於五色.)

둘째로 그는 寒熱병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寒熱과 筋骨병태와의 관계, 惡寒의 감

별 및 배와 머리의 寒熱에 대해 언급한다.

“寒이 많으면 근육이 당기면서 뼛골이 아프고, 熱이 많으면 근육이 늘어지면서 뼈

가 마른다.”(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骨消筋緩也)

“惡寒하면서 몸이 찬 사람은 冷證이고, 惡寒하면서 몸이 더운 사람은 熱證이다.”

(惡寒而身寒者, 冷也. 惡寒而身熱者, 熱也)

“머리는 차서 생기는 통증이 없고, 배는 따듯해서 생기는 통증이 없다.”

(頭無冷痛, 腹無熱痛)

99)『素問(33)․評熱病論』: “邪之所湊 其氣必虛” (서문 중에서)

100) “凡人疾病, 皆由於飮食失節, 酒色過度, 風寒暑濕, 乘虛鑠入, 經絡榮衛不行故也” (서문 중에서)

101) 山東中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인민위생출판사, 1995, p.694

102) 王惟一, 『銅人腧穴鍼灸圖經』,鍼灸醫學典籍大系(10권), 1971, 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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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그는 雜病證의 감별진단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통증의 양상에 따라

風과 膿과 痰을 구별하고, 痰入心竅, 脾胃不和, 中風, 痰厥症의 병태를 설명한다.

“통증이 잘 돌아다니고 자주 변하는 것은 風이다.”(善行數變者, 風也)103)

“통증이 한 곳에 있으면서 피부가 벌게지고 熱이 있는 것은 膿의 조짐이다.”

(痛在一處而皮膚赤熱者, 膿兆也)

“혹 피부가 겉으로 부으면서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은 것은 痰이다.”

(或有皮膚外浮而不痛不痒者, 痰也)

“머리와 눈이 어지러워 빙빙 도는 것은 痰이 風을 낀 것이다.”

(頭目眩暈者, 痰挾風也.)

“痰이 心竅로 들어가면 정신이 혼미하고 언어가 錯亂된다.”

(痰入心竅則精神昏迷, 言語錯亂)

“脾胃不和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脾胃不和則不能飮食)

“中風이 되면 언어가 굼뜬다.”(中風則亦言語蹇澁)

“痰厥은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면서 토한다.”(痰厥則亦頭痛嘔吐)

넷째로 허임은『素問(74)․至眞要大論』의 오장병기를 중시하여 이를 평생의 要訣

로 여겼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상론한다.

3)鍼灸治療의 작용

허임은 침구치료의 의의를 “虛實을 가려 補瀉를 함으로 氣血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104) 또한 그는 무엇보다 침구의학은 마음과 손, 즉 정신과 기술의

조화를 통해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기 스스로 정교한 기술을 연

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105) ‘神鍼’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침구임상의 대가

다운 말이다.

 (2)經絡에 대한 이해와 활용

1)경락의 소통과 질병

經絡의 개념이 물길의 흐름을 다스리는 水利의 역사에서 생겨났을 것이라고 보

는 견해가 있다. 즉 流體가 흐르는 水路가 상정되고 그로부터 경락의 개념이 演繹되

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물을 氣血에 類比시킴으로써 점차 체계화된 의학

103)『素問(42)․風論』: “善行數變者 風也”

104) 상게, 『동인경』, p.140, “其治以鍼灸 各調其氣血 合而刺之 補虛瀉實 皆須盡知其部分也” (서문 중에서)

105) “得之於心 應之於手”, “能與人規矩 不能與人巧”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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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이루게 된다.106) 허임 역시 經絡을 물 흐르는 계곡에 비유한다.

“만일 어떤 물체가 가로막아 정체하게 되면, 물이 흐를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열어서 소통시킨 다음에야 다시 흐를 수 있게 된다.”107)

“그 증세를 살펴서 때에 따라 변화에 응하며 막힌 것을 소통시키되, 모름지기

禹임금이 하천을 만들고 수리공사를 한 뜻을 본받아야 가히 병을 물리칠 수 있

다.”108)

이처럼 그는 경락의 정체와 폐색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를 소통시켜 흐르

게 하는 것을 침구치료의 관건으로 이해하였다.

2)十二經脉의 流注

手足三陽三陰經의 경락유주에 대한 기록은 『내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인

경』, 『十四經發揮』,『鍼灸聚英』,『鍼灸大成』등의 주요침구서에 전해져 왔다.109)

“凡人手足 各有三陽三陰脈 合爲十二經 手之三陰 從臟走至手 手之三陽

從手走至頭 足之三陽 從頭下走至足 足之三陰 從足上走入腹 絡脈傳注 周流

不息 故經脈者(行血氣) 通陰陽 以榮於一身者 其始從中焦 注手太陰陽明 陽

明注足陽明太陰 太陰注手少陰太陽 太陽注足太陽少陰 少陰注手心主少陽 少

陽注足少陽厥陰 厥陰復還注手太陰 其氣常以平朝爲紀 晝二十五度 夜二十

五度 與漏水下百刻爲配 晝夜流行 與天同度 終而復始”

허임은 『銅人經』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還’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십사경발휘』를 간접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行氣血)’ 부분을 빠트린 것은 실수

로 보인다. 굵은 활자 부분은 『침구경험방』이 다른 책과 차이를 보이는 자구들이

다.110)

3)십이경맥의 氣血多少

106) 加納喜光, 『중국의학과 철학』, p.127, 여강, 1993

107) “晝夜流行, 與天同度, 終而復始, 行於筋骨膚腠之間. 比之水行谿谷, 如或有物碍滯, 則水不能行, 必待開疏

而後, 乃能流行也.” (서문 중)

108) “觀其証勢, 隨時應變, 疏其滯, 通其塞, 須法大禹開川導水之義, 乃可却病.” (서문 중)

109) 경맥의 流注逆順에 대한 기록의 효시는 『靈樞(38)․逆順肥瘦』: “手之三陰 從臟走手 手之三陽 從手走

頭 足之三陽 從頭走足 足之三陰 從足走腹”으로 볼 수 있다.

110)『鍼灸名著集成』중의『銅人經』부분(p.171), 『十四經發揮』부분(p.460), 『鍼灸聚英』부분(p.657), 『鍼

灸大成』부분(p.807)을 각각 참고하여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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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에서 말하는 인체의 三陰三陽經脉의 氣血多少는 단순한 量的개념을 넘어

臟腑의 생리병리적 특징에 대한 抽象개념이다. 鍼刺치료에 있어서는 “多”則瀉, “少”則

補의 원칙에 따라 허실보사의 이론근거가 되기도 한다.

『내경』각 편에 따라 견해가 서로 불일치한데, 일반적으로「血氣形志篇」의 견해

를 따른다.111) 『침구경험방』의 경맥별 氣血多少에 대한 관점 역시「血氣形志篇」,

『銅人經』(下卷)의 언급과 동일하다.

〔표7〕六經別 氣血多少에 대한 견해

六 經 침구경험방 血氣形志篇 五音五味 九鍼論 동인경(하권)

太 陽 多血少氣 多血少氣 多血少氣 多血少氣 多血少氣

少 陽 少血多氣 少血多氣 少血多氣 少血多氣 多氣少血

陽 明 多氣多血 多血多氣 多血多氣 多血多氣 多血多氣

太 陰 多氣少血 少血多氣 多血少氣 多血少氣 少血多氣

少 陰 少血多氣 少血多氣 多血少氣 少血多氣 少血多氣

厥 陰 多血少氣 多血少氣 多氣少血 多血少氣 少氣多血

4)經脉病候112)의 臟腑病機的 이해

『침구경험방』에서는 十二經脉의 流注에 따른 병증을 오장육부의 병증으로 연관

시키고 있다. 이는 『甲乙經』의 「十二經脉支別」편의 내용을 「五臟六腑屬病」이라

는 제하에 정리하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그는 “是動則病”, “是主～所生病者”부분을

생략하여 시동병과 소생병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중복된 부분이나 형용어의 생략,

배열순서를 변화, 일부 내용의 보충 등을 통해 허임 자신이 부분적인 재정리를 시도

하고 있다.

또한 ‘臂厥証’(肺屬病과 心屬病에서), ‘踝厥証’(膀胱屬病에서), ‘骨厥証’(腎屬病에서),

‘陽厥証’(膽屬病에서)과 같이 ‘…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단일증상들을 종

합하여 ‘証’으로 귀납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甲乙經․十二經脈支別』편을 재정리한 『침구경험방』의 「五臟六腑屬病」

(굵은 활자는 허임이 고친 부분)

[肺屬病] -중복되는 ‘咳, 上氣, 喘喝’생략, ‘溺色變’을 ‘尿色變 遺失無度’로 고침

[大腸屬病] -‘氣盛有餘則…, 虛則…’을 ‘陽氣盛陰氣不足則…, 陰氣盛陽氣不足則…’

으로 변경

111) 王琦 외, 『素問今釋』,貴州人民出版社, 1983, p.132

112) 경맥병후에 대한 내용은 『영추(10)․經脈篇』,『갑을경』2권 중 十二經脈支別, 『동인경』상권 등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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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胃屬病] -‘溫淫汗出’을 ‘溫虐汗出’로 고침. ‘膝髕腫痛 循膺乳 氣街 股 伏兎 胻外 足

跗上皆痛 中指不用’부분을 빼고 그 중 ‘膝髕腫痛’은 ‘氣盛則…’에 포함시

키고, ‘中指不用’은 ‘氣不足則…’에 포함시킴. ‘是爲臂(一作骭)厥’을 맨 뒤로

돌려 ‘謂骭骨是主血’로 바꿈

[脾屬病] -‘舌本强’과 ‘舌本痛’을 합쳐 ‘舌本强痛’으로 고침, ‘心下急’을 ‘心痛’으로, ‘不

能食’을 ‘不能臥’로 고침, ‘脣靑 强立’은 생략.

[心屬病] -중복된 ‘是爲臂厥’생략. ‘厥’‘痛’字 없앰.

[小腸屬病] -‘頰腫’을 ‘頰頷腫으로, ‘頸頷肩臑肘臂外後廉痛’을 ‘頸肩臑肘外痛 手小

指不用’으로 고침.

[膀胱屬病] -‘脊腰似折 不可以曲’을 ‘脊痛 腰似折 髀不能曲’으로 고침.

[腎屬病] -‘脊股內後廉痛’에서 ‘脊臀股…’로 첨자.

[心包絡屬病] -중복되는 ‘掌中熱’ 생략.

[三焦屬病] -‘渾渾焞焞’과 ‘頰’을 생략.

[膽屬病] -‘耳中及耳前耳後痛’을 새로이 첨가. ‘心脇痛不能反側 甚則面微塵 體無膏

澤 足外反熱’을 ‘心脇痛 面塵 無膏澤’으로 정리. ‘頭面頷痛’을 ‘偏頭角頷痛’

으로 변경. ‘膝外至胻 絶骨…’에서 ‘至胻 絶骨’생략. ‘膽主謀慮亦主骨節’을

새로이 추가.

(3)腧穴에 대한 정리방식

1)十四經脉의 수혈 수록

『침구경험방』에서는 十四經脉에서 총 150개혈(雙穴:127개, 單穴:23개)을 뽑아서

‘十二經抄穴’이란 항목하에 싣고 있다. 물론 ‘十二經抄穴’에는 기재하지 않았어도, 병증

문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수혈 및 경외기혈을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는 『甲

乙經』이 349穴, 『銅人經』이 354穴을 수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수가 적다. 허

임은 수혈 전체를 다 수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임상에 꼭

필요한 穴을 선별하여 중요혈 위주로 수록하였다.

〔표8〕十四經脉別 수록 腧穴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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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혈에 대한 언급 내용

허임은 『銅人經』을 기초로 하여 十二經脉과 任․督脉의 주요수혈을 集錄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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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銅人經』중에서도「中,下卷」을 주로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보인다.113) 수혈

에 대한 언급내용은 부위, 刺鍼깊이, 灸壯數, 留鍼시간, 主治, 五腧穴性(관련혈), 腧穴異

名, 금기나 부작용 등이다. 그러나 허임은 자침깊이, 뜸장수 등에 대해서는 『동인

경』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싣기도 한다.

[표9] ‘十二經抄穴’의 腧穴언급내용

언 급 유 형

定 位 『銅人經』을 위주로 하되 자신의 견해를 보완.

자침깊이 1分, 2分, 3分, 4分, 5分, 6分, 7分, 8分

뜸 壯數 1壯, 2壯, 3壯, 5壯, 7壯, 3×7壯, 7×7壯, 百壯, 三百壯, 隨年壯

유침시간 3呼, 6呼, 7呼, 10呼

補 瀉

先瀉後補(曲池), 瀉3吸(攢竹,睛明), 瀉5吸(列缺,譩譆,腰兪,中脘,水分,關

元), 得氣卽瀉(心兪,陽陵泉,臨泣,水溝,百會,承獎,巨闕,陰交), ～呼卽瀉(絲

竹空,中極), 得氣卽瀉不補(聽會), 得氣卽瀉後補(氣海)

二名穴

14혈―合谷(虎口), 陽谿(中魁), 天樞(長谿), 風門(熱府), 睛明(淚孔), 絲

竹空(目髎), 懸鐘(絶骨), 客主人(上關), 水溝(人中), 風府(舌本), 腰兪

(腰戶), 神闕(氣合), 石門(丹田), 中極(玉泉)

主治 언급혈 14개혈(아래표 참고)

五腧穴性 관련혈

出 血 少商, 當陽 / (禁血)然谷

부작용/주의 經渠, 尺澤, 合谷, 三陰交, 少海, 肺兪, 肝兪, 腎兪, 肩井

허임은 수혈에 대한 정리에서도 간결화를 지향하고 있다. 몇몇 穴을 제외하고는

主治病症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책의 후반부에 ‘病症在上, 穴名在下’의 편집방

식으로 되어있는 병증문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14)

[표10] 主治를 언급한 腧穴 (14개 혈)

수 혈 主 治 수 혈 主 治

孔 最 治熱病汗不出 關 衝 治翳膜證

商 陽 治靑盲 上 星 刺洩諸陽熱氣

氣 衝 治陰丸蹇縮 神 道 治小兒風癎瘛瘲
隱 白 婦人月事不止愈 水 分 治水腫灸良

神 門 治五癎 陰 交 治月事不調

照 海 治陰挺出 石 門 鍼婦人則終身絶子

陰 谷 治男子如蠱 女子如姙之證 中 極 婦人斷緖四度鍼卽有子

113) 허임 스스로가 “臟腑十二經脈氣血經絡 盡言其處 詳在銅人經”이라고 언급한 데서도 알 수 있다.

114) 이런 방식은 『鍼灸資生經』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반대되는 방식은 『천금요방』의 경우이다.

주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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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혈과 경맥의 배열순서

『침구경험방』에서는 ‘十二經抄穴’이란 항목 아래 十二正經에 임맥, 독맥을 포함

한 十四經脉의 수혈을 정리하고 있다. 침구제서들이 수혈을 배열하고 있는 방식은 크

게 두 가지 형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수혈을 나열하는 終始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고, 다른 하나는 ‘십이경맥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있는가’ 이다.

최초로 혈위배열을 체계화한 『甲乙經』에서는 體幹과 四肢의 穴을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銅人經』,『資生經』에도 이어진다.(『동인경』에서는

사지와 체간의 수혈을 같이 정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중 사지에 있는 穴의 나열

은 사지말단→몸통으로의 구심성 배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열방식은 후에

『十四經發揮』115)에 이르면 사지, 체간 할 것 없이 모두 경맥유주방향으로 통일된다.

『침구경험방』에서는 체간과 사지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동인경』에서와 동일

하게 수족 말단으로부터 몸통 쪽으로 나열하는 구심성 배열을 따르고 있다. 다만 膀

胱經 背部의 穴인 “上髎, 次髎, 中髎, 下髎” 4개혈 및 “大杼, 風門, 肺兪 心兪,……,大

腸兪, 小腸兪, 膀胱兪”에 이르는 14혈은 신체의 上部에서 下部 방향으로 나열하고 있

는 점이 다르다.

또한 경맥의 배열순서에 있어서는 『甲乙經』 이하 『銅人經』,『資生經』등에서

모두 手陰陽經→足陰陽經의 순서로 언급하던 것이 『十四經發揮』에 이르러 『靈樞․

經脉篇』의 십이경맥유주순서를 채용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배열방식의 효시가 되었

는데, 『침구경험방』 역시 이를 따라 手太陰→手陽明→足陽明→足太陰→手少陰→手

太陽→足太陽→足少陰→手厥陰→手少陽→足少陽→足厥陰의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4)腧穴 集錄상의 특징

임맥, 독맥을 제외한 手足三陽三陰經의 수혈 127혈중 오수혈(60혈), 原穴(6혈), 募

穴(9혈)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는 중요하다고 여긴 혈들을 선별하여 기재한 것

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風市, 當陽” 두 혈을 足少陽膽經에 포함시키고 있다

는 사실인데, 이 두 혈은 『銅人經』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혈이다. 역대 문헌상의

출전을 보면 “風市”혈은 『千金方』에 別穴로 나오고, “當陽”혈은 『千金要方』에 경

외기혈로 나온다. 후대에 王執中은 이 두 혈을 『鍼灸資生經』에 보충하여 실었는데,

그 중 風市穴은 膽經에 포함시켰다.116) 허임은 이들 두 혈을 膽經에 포함시키면서, 이

중적으로 ‘別穴’에도 포함시켜 놓았다.

5)經外奇穴에 대한 정리

115) 滑壽, 『十四經發揮, 鍼灸醫學典籍大系本(10권)』, 1971

116) 黃龍祥, 『鍼灸名著集成 중 鍼灸資生經』, 華夏出版社, p.356. 王執中은 風市, 當陽穴를 포함하여 『銅

人經』에 없는 穴 11개를 『聖惠方』99권, 100권으로부터 그의 『침구자생경』에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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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기혈을 의미하는 “別穴”이라는 명칭은 『醫學入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李

梴은 『銅人經』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穴을 別穴이라 불렀다. 別穴이라는 호칭은

『동의보감』에서도 사용하였는데, 허임도 이 호칭을 사용하였다. 허임은 別穴을 애용

하였고, 이를 정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침구경험방』에 集錄된 총 58개(阿是穴 포함)의 別穴은 경외기혈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117) 그가 집록한 別穴은 대부분 『동의보감』과『기효양방』에서

선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임은 이들 別穴을 대체로 부위별로 정리하였다. [표11]

은 이를 다시 頭部(9혈), 背部․肩部(11혈), 上肢部(15혈), 胸腹部(8혈), 下肢部(14혈)로

구분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6)要穴에 대한 정리

허임은 五輸穴, 募穴, 原穴, 會穴 등 이른바 특정한 要穴들을 잘 정리해 놓았고,

임상에서 많이 이용하기도 했다. ‘十二經井滎兪經合’이라는 이름 하에 싣고 있는 오수

혈은 『銅人經』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오수혈의 穴性118)과 계절에 따른 오수

혈의 취혈방법119)을 언급하고 있다.

[표11] 침구경험방의 別穴 (총58혈수록)

Ⅰ.頭面部(9혈)

혈 명 부 위 主 治 침 구 법 출전/인용

神聰(4혈) 在百會前後左右 各去1寸 主頭風,目眩,風癎,狂亂 鍼3分 資生/東

當陽(2혈) 在直目上 入髮際1寸 血絡 主風眩,不識人,鼻塞症 鍼3分 千金/東

太陽(2혈) 在兩額角 眉後靑絡 治偏頭痛 鍼出血 奇/東

明堂(1혈) 在鼻直上 入髮際1寸(上星穴是) 主頭風,鼻塞,多涕 鍼3分 /東

眉衝(2혈) 在目外眥上 銳髮動脈 主五癎,頭痛,鼻塞 鍼2分 /東

鼻準(1혈) 在鼻柱尖 主鼻上酒㾴 鍼出血 /奇

耳尖(2혈) 在耳尖 捲耳取之 治目生白膜
灸7壯(不宜多

灸)
/奇

聚泉(1혈) 在舌 以舌出口外 使直有縫陷中 治哮喘,咳嗽久不愈
灸7壯(不宜多

灸, 生薑隔灸)
/奇

海泉(1혈) 在舌下 中央脉上 治消渴 ― /奇

(*東:東醫寶鑑, 奇:奇效良方)

117) 『동의보감』에 수록된 別穴은 40개혈이고, 『기효양방』에 수록된 奇穴은 26개혈이다.

118)『靈樞․九鍼十二原』: “所出爲井, 所溜爲滎, 所注爲輸, 所行爲經, 所入爲合”(『靈樞經校釋』, p.23)

119)『難經』74難의 “春刺井, 夏刺滎, 季夏刺兪, 秋刺經, 冬刺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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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腹部(11혈)

혈 명 부 위 主 治 침 구 법 출전/인용

旁廷(2혈)
在腋下4肋間 高下正與乳相直 乳後

2寸陷中 名注市 擧臂取之

主卒中惡, 飛尸遁注,

胸脇支滿
鍼5分, 灸50壯 千金/東

通關(2혈) 在中脘穴傍 各5分
主五噎 (左撚)能進飮

食, (右撚)能和脾胃

鍼8分 (一鍼有

4效)

鍼灸摘英集

/東

直骨(2혈)

在乳下大約紋 離一指頭 看其低陷
處與乳直對不偏者 /婦人 按乳頭直

向下 乳頭所到處(일명: 乳根)
主積年咳嗽

灸3壯 (男左女
右) 艾炷如小

頭大

千金/東

陰都(2혈) 在臍下1寸5分 兩傍相拒 各3寸(?) ― 鍼5分 甲乙經/

氣門(2혈) 在關元傍 3寸 主治婦人崩漏 鍼5分 千金/東

胞門(1혈) 在關元左傍 2寸 治婦人無子 灸50壯 千金/東

子戶(1혈) 在關元右傍 2寸 治婦人無子 灸50壯 千金/東

子宮(2혈) 在中極兩傍 各5分 ― ― 大全/?

囊底(1혈) 在陰囊下 十字紋
主治腎臟風瘡,小腸疝

氣,一切腎病
灸7壯 /奇

闌門(2혈) 在玉莖傍 各2寸 治疝氣衝心欲絶
鍼2分半,
灸14壯

/東

腸遶(2혈) 在挾玉泉 相去各2寸 主大便閉塞 灸以年爲壯 /東

Ⅲ.腰背部(8혈)

혈 명 부 위 主 治 침 구 법 출전/인용

崇骨(1혈) 在大椎上 第1小椎 ― ― ?

百勞(2혈)
在大椎向髮際2寸點記 將其2寸中摺

墨記 橫布於先點上 左右兩端盡處
治瘰癧 灸7壯, 神效 玉龍經/?

精宮(2혈) 在第14椎下 各開3寸半 治夢遺 灸7壯, 神效 /東

胛縫(2혈) 在肩胛端 腋縫尖 主治肩背痛連胛 鍼3分 /東

環岡(2혈) 在小腸兪下2寸橫紋間 治大便不通 灸7壯 /東

腰眼(2혈)
令患人 解去衣服 直身正立 於腰上

脊骨兩傍 有微陷處
治瘵(之捷法)

癸亥日 灸7, 9,

11壯(遇仙灸)
醫說/丹心,東

下腰(1혈) 在八髎正中央 脊骨上(名:三宗) 治泄痢,下膿血 灸50壯 千金/東

回氣(1혈) 在脊窮骨上 主五痔,便血,失屎 灸100壯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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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上肢部(15혈)

혈 명 부 위 主 治 침 구 법 출전/인용

肩柱(2혈) 在肩端 起骨尖 主治瘰癧,手不擧 灸7壯 /奇

肘尖(2혈) 在屈肘 骨尖 治瘰癧, 腸癰 灸100壯 千金/奇?

龍玄(2혈) 在列缺之後靑絡中 在側腕上交叉脈 治下牙痛 灸7壯 /東

中泉(2혈) 在手腕 陽谿陽池之中 兩筋間陷中 治心痛, 腹中諸氣塊 灸7壯 /奇

三白(4혈)

→二白

在掌後橫紋上4寸(手厥陰脉) 兩脉相

並而一穴在兩筋中 一穴在大筋外
主痔漏, 下血, 痒

鍼3分, 瀉兩吸,

灸3壯
/奇,東

中魁(2혈) 在中指 第2節尖上 主五噎, 呑酸, 嘔吐
灸5壯

(吹火自滅)
/奇

五虎(4혈) 在食指及無名指 2節尖 屈拳取之 治五指拘攣 灸5壯 /奇

八邪(八關) 治大熱, 眼痛睛欲出 鍼出血 /東

大都(2혈)
在手大指次指間虎口赤白肉際 屈拳

取之
治頭風 牙疼痛 鍼1分, 灸7壯 /奇

上都(2혈) 在食指中指本節 岐骨間 治手臂紅腫 鍼1分, 灸3壯 /奇

中都(2혈) 在手中指無名指間 本節前 岐骨間 治手臂紅腫 鍼1分, 灸3壯 /奇

下都(2혈) 在手小指無名指間 本節前 岐骨間 ― 鍼1分, 灸3壯 /奇

四縫(16혈) 在手4指內中節 橫紋紫脉 ― 鍼出血 /奇

十宣(10혈) 在手十指頭端 去爪甲1分 治乳蛾 鍼1分 /奇

大骨空(2혈) 在手大指 第2指尖上 治眼爛, 風眩
灸9壯

(以口吹火滅)
玉龍經/東

小骨空(2혈) 在手小指 本節尖 治眼爛, 風眩
灸9壯

(以口吹火滅)
玉龍經/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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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下肢部(14혈)

혈 명 부 위 主 治 침 구 법 출전/인용

鶴頂(2혈) 在膝蓋骨尖上 主治兩足癱瘓無力 灸7壯 /東

膝眼(2혈)
一名 百虫窠, 血郄在膝蓋下 兩傍陷

中

主治腎臟風瘡 膝臏

痠痛
鍼5分, 留3呼,

灸禁一云14壯
/東±

風市(2혈)
使病人正立 以兩手自然垂下 當弟3

指之端
主治中風症 灸7壯

千金/資生
?

營衝(2혈) 一名 營池 在足內踝前後兩邊之中脉
主赤白帶下 小便不

通
鍼3分, 灸30壯 千金/東±

漏陰(2혈) 在足內踝下5分 有脉微微動 主赤白帶下 鍼1分, 灸30壯 /東

交儀(2혈) 在足內踝上5寸 主婦人漏下赤白 灸30壯 /東

陰陽(2혈) 在足大拇指下 屈裏紋頭 白肉際 主婦人赤白帶下 灸14壯 /東

陰獨(8혈) 一名 八風, 八邪. 在足4指之間

主治婦人月經不調
須待經定爲度 治足

背上紅腫

鍼3分, 灸5壯 /東＋奇

呂細(2혈) 在足內踝尖(?, 內踝骨肉下陷中) 主治上牙痛 灸14壯 玉龍經/?

足內踝尖

(2혈)
在足內踝尖

治下牙疼 足內廉轉

筋
灸7壯 /奇

足外踝尖

(2혈)
在足外踝尖

治脚外轉筋 寒熱 脚

氣
鍼出血, 灸7壯 /奇

獨陰(2혈) 在足大指次指內 中節橫紋當中 主胸腹痛 疝痛欲死
灸5壯 (男左女

右)
/東

內大衝

(2혈)

在足太冲穴 對內傍 隔大筋陷中 擧

足取之

主治疝氣上衝 呼吸

不通
鍼1分, 灸3壯 /?

甲根(4혈)
在足大拇指端 爪甲角隱皮爪根 左右

廉 內甲之隙
治疝 鍼1分, 灸3壯 千金/?

阿是穴 天應穴 謂當處也

『침구경험방』의 原穴 정리는 『靈樞』120)나 『難經』121)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13] 침구경험방의 原穴

膽原 肝原 小腸原 心原 胃原 脾原 大腸原 肺原 膀胱原 腎原 三焦原 包絡原

丘墟 太衝 腕骨 神門 衝陽 太白 合谷 太淵 京骨 太溪 陽池 大陵

“오장육부의 병엔 반드시 門穴122), 海穴, 兪穴, 募穴을 취한다”123)고 한 허임의 언

120)『靈樞․九鍼十二原』에는 肺原(太淵2穴), 心原(大陵2穴), 脾原(太白2穴), 腎原(太溪2穴), 肝原(太衝2穴),

膏原(鳩尾), 盲原(패胦 즉 氣海)라고 되어 있고, 오장육부의 질병을 主治한다고 되어 있다. 상게,『靈樞

經校釋』, p.29

121)『難經』(66難)에는 心之原出於太陵 즉 大陵, 少陰之原出於兌骨 즉 神門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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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서 그가 腹募穴과 背兪穴 등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募穴에 대한 침구제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難經』67難에서는 “五藏募皆在陰, 而

兪皆在陽”이라 하여 五臟兪募만 제시하고 六腑는 언급하지 않고 혈명도 기록되어 있

    

[표12] 침구경험방의 募穴表

肺募 心募 胃募 肝募 膽募 脾募 腎募 大腸募 小腸募 三焦募 包絡 膀胱募

中府 巨闕 中脘 期門 日月 章門 京門 天樞 關元 無 無 無

지 않다.124) 臟腑募兪와 背兪의 명칭과 부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甲乙經』에서 비

롯된다. 그러나 『甲乙經』에서는 膽募에 中極, 三焦募에 石門, 膀胱募에 日月을 각각

배속하고 있어 『침구경험방』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王氷은 『素問․奇病論』의

“治之以膽募兪” 부분에 대해 “胸腹曰募, 背脊曰兪”라고 注를 붙이고 있다.

八會의 명칭은 『難經』45難에 처음 나타난다. 원문에서는 “府會-大倉(즉 中脘), 藏

會-季脇(즉 章門), 筋會-陽陵泉, 髓會-絶骨, 血會-鬲兪, 骨會-大杼(즉 大杼), 脉會-太淵,

氣會-三焦(즉 膻中)”로 되어 있다.125) 『鍼灸大成』도 宋 侯自然의 『難經注疏』를 인

용하여 다루고 있다.

[표14] 침구경험방의 會穴

血會 氣會 脈會 筋會 骨會 髓會 臟會 腑會

膈兪 亶中 太淵 陽陵 大杼 絶骨 章門 中脘

 (4)五臟病機에 근거한 침구치료

1)『素問․至眞要大論』의 五臟病機를 변용

허임은 『침구경험방』에서 침구전문서로서는 특이하게 臟腑病機에 대해 많은 관

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素問(74)․至眞要大論』의 오장병기를 ‘醫家의

122) 期門, 章門, 京門 등의 혈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23)“五臟六腑之病, 必取門穴, 海穴, 兪穴, 募穴而治之.”(21전면) 한편, 일중사 판에는 다음과 같은 補注가 나

오는데 누군가 후대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募는 膜과 通하는 말로, 穴이 흉복에 있는 것을 募라고 하

는데, 經氣가 結聚하는 곳을 말한다. 兪는 즉 輸와 通하며, 背脊에 있는 穴을 兪라고 하는데, 經氣가 委

輸하는 곳을 말한다.”

124) 최승훈, 『難經入門』, 법인문화사, 1998, p.306

125) 상게, 『難經入門』,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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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綱領이며, 병을 살피는 지름길이자 자신의 평생 要訣’이라고 말하고서,126) 이를 또

다시 반복해서「五臟總屬證」으로 정리하고 있다. 허임이 정리한 오장병기를 타의서

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자.

“諸痛痒瘡瘍 皆屬心”이라는 구절은 瘡腫門에서도 “痛痒瘡瘍 皆屬心火”라는 표현

으로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는 瘡瘍질환과 心의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劉完素의

『素問玄機原病式』과도 상통하는 관점이다.127) 이런 생각은 瘡瘍을 치료하는 요혈로

다용했던 騎竹馬穴法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騎竹馬穴은 心脉이 통과하는

곳’이라면서, ‘癰疽의 원인을 心氣留滯로 보고 心脈을 流通시키면 낫는다’라고 말한

다.128) 일련의 이러한 기록은 허임이 瘡瘍과 心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고, 瘡瘍의 치

료에 心經을 활용하였음을 말해 준다.

“諸欬氣喘 皆屬肺”, “諸筋骨痛 皆屬腎”이라는 두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임

은 肺와 腎의 병기에 대해서『至眞要大論』과는 다른 표현의 병기를 대응시키고 있

다. 즉, 諸濕腫滿을 諸欬氣喘으로, 諸寒收引을 諸筋骨痛으로 바꾼 것인데, 이는 실제의

肺病證과 腎病證에 더 부합하는 병기연계라고 생각된다.

또한 “諸節 皆屬膽”이라는 전례가 없는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는데, 이는 「五臟總

屬証」과 「脚膝門」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된다.(1후면, 36후면) 허임의 이러한 독특한

견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五臟總屬証」의 ‘膽屬病’에서 그는 “…胸脇肋髀膝外外外踝前及諸節皆痛…膽主謀

慮 亦主骨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허임이 ‘諸節의 痛症이 膽에 속한다’고 생각

하고, ‘膽이 骨節을 主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충한 것이다.

그가 “諸節皆屬膽 諸骨皆屬腎”이란 구절을 脚膝門에 싣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서 ‘節’은 어떤 의미이며, 왜 脚膝門에 이를 싣고 있을까? 아마도 이

는 脚膝門에서 관절과 관계된 병증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靈樞․本腧篇』에 따르면, ‘節’은 관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節之交’는 인체에 있는

관절 각 부분의 交接處, 더 나아가서는 교접처의 間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간극이

인체에 모두 365개가 있다는 설명이다.129) 아울러 ‘節’을 神氣가 흘러 다니고 드나드는

곳으로 보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역시 節의 교접처를 神氣 곧 正氣가 유주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130) 허임의 ‘節-關節(關節痛), 관절-膽’이라는 특색 있는 상관 주장

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神氣가 드나드는 節과 膽과의 관

126) “……此固醫家之大綱, 察病之捷逕而亦愚平生所用要訣也.” (서문 중에서)

127) 劉守眞, 『河間醫集』중「素問玄機原病式」p.345, 인민위생출판사, 1998

128)“盖此二穴, 心脉所過, 凡癰疽之疾, 皆由於心氣留滯, 故生此毒. 灸此, 則心脉流通, 卽時安愈, 可以起死回生

矣.” 이 내용은 송대(1263년) 陳自明의 『外科精要』에 나온다.(『中醫外科傷科名著集成』p.84)

129)『영추(2)․本腧篇』:“節之交 三百六十五會 知其要者 一言而終 不知其要 流散無窮 所言節者 神氣之所游

行出入也 非皮肉筋骨也” ―《校釋》“節, 指關節肌肉等各部分而言. 節之交, 卽人體關節等各部相交接之處,

尤指其交接處的間隙, 這些間隙共有三百六十五介, 爲經脈中的氣血滲灌各部位的會合点.”

130)『동의보감』, p.758(十二經脈流注腧穴) :“節之交……非皮肉筋骨也 又曰神氣者 正氣也 神氣之所游行出入

者 流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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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표15] 諸書의 五臟病機 언급 비교 (굵은 활자 부분은 허임이 바꾼 부분)

침구경험방 至眞要大論 素問玄機原病式 醫學入門

諸痛痒瘡瘍 心 諸風掉眩 肝 諸風掉眩 肝木 諸風掉眩乃肝木

諸風掉眩 肝 諸寒收引 腎 諸痛痒瘡瘍 心火 痛痒瘡瘍心火屬

諸濕腫滿 脾 諸氣膹鬱 肺 諸濕腫滿 脾土 濕腫滿本脾土經

諸欬氣喘 肺 諸濕腫滿 脾 諸氣膹鬱 肺金 氣膹鬱痿肺金伏

諸筋骨痛 腎 諸痛癢瘡 心 諸寒收引 腎水 寒之收引腎水鄕

諸節 膽 - - -

2)‘병증문’ 내의 臟腑病機

『침구경험방』에는 각 병증문 내에도 관련된 장부병기를 요약해 놓고 있다. 이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風部] : “諸風掉眩, 皆屬肝木”(38전면)

․[痢疾] : “中氣虛弱 三焦不和之致”(42후면)

․[陰疝] : “腎氣虛弱……”(43후면)

․[霍亂] : “脾胃及三焦不和…”(44후면)

․[虛勞] : “五勞謂五臟之勞, 七傷謂憂愁思慮悲驚恐. 心腎受邪 五內不足…”(46전면)

․[食不化] : “飢飽失時 脾胃不和之致……”(48후면)

․[黃疸] : “多因脾胃不和,……”(49전면)

․[瘡腫] : “痛痒瘡瘍 皆屬心火, 主治在各隨其經及心經.”(50전면)

․[睡眠] : “不得安臥, 不能睡, 皆屬心熱也. 昏睡困憊, 腎脾虛熱之致也. 治心脾腎經

穴.”(60전면)

․[消渴] : “三焦不和 五臟津液焦渴,……”(60전면)

․[汗部] : “肺主皮毛 表虛則自汗, 是吐血衄血, 皆因肺熱, 心血妄行皮膚, 須瀉心肺

熱氣也.”(60후면)

․[傷寒] : “……初起只傳足經, 不傳手經.”(61후면)

․[大小便] : “膀胱有寒 三焦熱結 小便不利”(63전면)

․[身部] : “心腎受邪 水火不能交濟 積聚緩急……”(64전면)

․[嘔吐] : “心腹痛而嘔者, 寒熱或痰飮客於腸胃也.”(64후면)

3)五臟病은 五臟兪로 치료한다

허임은 經脉病候를 오히려 오장육부의 臟腑病機로 변용하여 운용하려는 의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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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는 經脉病候를 [肺屬病], [大腸屬病], [胃屬病], [脾屬病]……등으로 정리하

고, 「五臟六腑屬病」이라는 명칭까지 붙인 데서도 드러난다. 어떤 하나의 병증을 오

장육부와 연관된 것으로 귀납분류 한 것이다.

그렇다면 침구치료는 어떻게 여기에 맞게 시도했을까? 다음의 언급을 보자.

․腹脇門에서 ⇒ “治在足三陰經及五臟兪穴” (31후면)

․腫脹門 水腫腹脹에서 ⇒ “幷治五臟兪穴” (32후면)

․風部에서 ⇒ “五臟의 病은 각각 五臟兪穴에 뜸뜬다” (39후면)

“五臟의 병은 각각 五臟兪穴로 치료한다”131)라는 언급이 이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

다. 즉, 오장육부의 병으로 귀납분류하고 五臟兪를 활용하여 오장의 병을 치료하였다

는 얘기이다.

 (5)身體 部分에 대한 연관방식

허임은 「一身所屬臟腑經」에서 전신을 23개 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가 어느 경

락 혹은 장부에 배속되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락유주개념과 장부상관개념

이 함께 섞여 있다. 예를 들어 허임은 耳部의 경우 “耳屬腎, 小腸, 三焦經”이라 하였는

데, 이는 耳가 장부상관으로는 腎과 연계되고, 경락유주상으로는 小腸經, 三焦經과 연

계됨을 말한 것이다. 즉 五行的 장부연관과 六經的 경락연관을 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락 및 장부적 대응인식은 각 병증문에서도 거듭 부연하고 있는데,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 『영추(10)․經脉』의 경락주행을 정리한

「경혈편」의 도표132)를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16]과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허임 「一身所屬臟腑經」의 신체부위별 경락․장부연관

을 「경혈편」의 ‘走行經絡’과 비교할 때 다른 내용은 각각 顙(→督脈, 肝經, 膀胱經),

舌(→心, 腎, 心經), 喉嚨(→心經), 小腹(→肝, 腎經), 脇(→肝經), 肩(→大腸, 三焦經)에

배속시키고 있는 점이다. ([표16]의 굵은 활자체 부분)

131) “五臟病各治五臟兪” (3후면)

132) 木下睛都 외, 『圖說東洋醫學』「經穴編」, 學硏, p.32 에는 『영추(10)․경맥편』의 경락유주부위에 대

한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놓았다. 이를 『침구경험방』의 「一身所屬臟腑經」과 비교하였다.



韓國醫史學會誌 Vol.15 No.1



- 110 -

[표16] 신체부위별 ‘走行經絡’과 『침구경험방』의 「一身所屬臟腑經」 비교

부위
「경혈편」

주행경락

『침구경험방』
부위

「경혈편」

주행경락

『침구경험방』

소속경락 소속장부 소속경락 소속장부

頭
手三陽,

足三陽
膀胱,膽,胃,督脉 胸 手三陰

肺 ,心 ,心包(手

三陰),任脉

顙 膀胱,肝經,督脉 脇 膽,三焦 膽經,肝經

面 胃,大腸 胃,大腸 心 肩胛 小腸
小腸,大腸,

三焦經

項 小腸,膀胱 胃經,膽經 腹 足三陰
脾 ,肝 ,腎經(足

三陰),任脉

眼(目)
手三陽,

膀胱,膽

膀胱,膽,大腸,小

腸

肺 ,腎 ,心 ,

脾胃,肝,脾
小腹 脾 肝,腎經

耳
膽,小腸,

三焦
小腸,三焦 腎,心

背 膀胱 膀胱,督脉

腰 膀胱 腎,肝臟

鼻 大腸 督脉 肺 上肢 手三陰,三陽 脾,胃

口 胃,大腸
胃,大腸,督脉,任

脉
脾,肺 下肢 足三陰,三陽 脾,胃

舌 心,腎,脾經 肌肉 脾

齒
上 胃 胃

腎臟
皮毛 肺

聲音 肺下 大腸 大腸

喉
手三陽,

胃,肺,腎

胃,腎,心經,

肺,小腸

九竅 心臟

한편, 『類經圖翼․권5』 「諸部經絡發明」에서도 신체부위와 경락이 통과하는 연

관성을 서술한 내용이 나온다.133) 인체의 93개의 부위 혹은 혈위를 지나는 경락의 상

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어 각 부위를 辨經施治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유경도

익』의 신체연관방식을 몇 부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밑줄 친 곳은 허임과 경악

의 연관방식이 같았던 부분이다.

〈『類經圖翼』의 신체연관방식 중 일부〉

[頭] : 足少陽, 足太陽之筋, 手陽明之筋, 督脉

[目] : 任, 督, 蹻脉, 足太陽, 足太陽之筋, 足陽明之筋, 足少陽之筋, 足陽明, 足少陽,

手太陽, 手少陽, 手少陰, 足厥陰, 手陽明之別, 肝之官, 心之竅, 五臟六腑之精

上注于目.

[舌] : 足少陰, 足太陰, 手少陰之別, 手少陽之筋, 足太陽之筋, 足厥陰, 心主舌.

133) 張介賓, 『類經圖翼』, 대성문화사, 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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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脇] : 足少陽, 手厥陰, 足厥陰, 足陽明之筋, 手太陰之筋, 手厥陰之筋, 脾之大絡.

[肩] : 足太陽, 足少陽, 手太陽, 手陽明, 手少陽, 手太陽之別, 手陽明之別, 足太陽之

筋, 手陽明之筋, 手太陰之筋, 督脉.134)

이러한 ‘신체부위-경락’ 및 ‘신체부위-장부’에 대한 연관인식은 전신에 대한 유기적

인 이해를 높여주고, 임상에서의 부위별 병태인식을 도와줄 뿐 아니라, 침구치료에 있

어서 循經取穴이나 辨證取穴을 보다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정리로 생각된

다.

 (6)정확한 取穴을 중시    

허임은 무엇보다 침구는 정확하고 정교한 기술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털끝 만

한 차이가 千里만큼의 잘못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취혈의 정확성을 강조한다.135) ‘잘못

[표17] 訛穴에 대한 지적

잘못된 취혈에 대한 허임의 생각

少商2혈
부춧잎 넓이만 생각하여 손톱에서 실낟만큼 띄워서는 안되며, 손톱에서 3分

정도 떨어진 제1절橫紋頭와 서로 일직선이 되는 곳을 취혈해야 한다는 지적

合谷2혈
合谷穴이 陽明經 소속이라고 食指에 치우쳐 취혈하지 말고, 歧骨間의 움푹한

곳을 취혈해야 한다는 지적

神門2혈
陰經과 陽經을 잘 분간하여야 하며, 손목 바깥쪽 銳骨端의 太陽小腸經을 잘못

취혈하면 안된다는 지적

肩井2혈

肩上의 움푹한 곳 大骨(?) 앞 1寸半을 三指로 눌러 中指가 짚어지는 곳이 肩

井인데, 俗醫가 肩上에서 大骨端을 三指로 눌러 肩胛 위 叉骨間(?)의 움푹한

곳을 잘못 취혈한다는 지적

絶骨2혈 絶壟骨 위를 취혈하지 말고, 絶壟骨 앞의 骨肉 사이를 취혈해야 한다는 견해

三里2혈

膝蓋下 三寸 䯒骨의 바깥 골변으로부터 옆으로 1寸을 재어 해당하는 양 근육

중간의 움푹한 곳을 손으로 눌렀을 때 발등 위의 太衝脉이 뛰지 않게 되는 곳

을 취혈해야 효험이 있다는 견해

된 취혈을 바로잡아주는 것’(校正取穴之訛)도 그가 『침구경험방』을 저술하게 된 이

유 중 하나였다. 허임이 취혈을 강조한 의도는 『침구경험방』의 서두에 “訛穴”이라는

항목을 배치한 데서도 드러난다. “訛穴”이라는 항목의 설정과 언급은 타침구서에서는

볼 수 없는 허임의 독창적인 것이다.

134) 陳克正, 『古今鍼灸精華』, 중국중의약출판사, p.189～191

135) “豪釐之差 千里之謬” (「訛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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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訛穴’에서 언급되고 있는 혈은 비록 少商, 合谷, 神門, 肩井, 絶骨, 三里 등 여섯 혈

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임상에서 대표적으로 다용되는 주요 혈들이다. 먼저 『동인

경』에 언급된 혈위를 기준으로, 엉뚱하게 혈위를 선정하는 俗醫들의 빈번한 오류를

지적하면서 올바른 취혈을 지도한다. 침구의서에 언급된 취혈법을 임상에서 잘못 사

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수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나올 수 있는

얘기로, 허임의 침구임상가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는 背部에 있는 수혈의 혈위에 대해 『銅人經』과는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다. 그는 足太陽膀胱經의 背部 제2行線을 椎骨傍 각 2寸으로, 제3行線을 椎骨傍 각

3.5寸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銅人經』에서 각각 1.5寸, 3寸으로 잡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허임이 『神應經』의 折量法136)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神應經』에서는 椎骨의 넓이를 1寸으로 별도 계산하고, 그 바깥으로 1.5寸 씩을

띄워 각각 1, 2행선으로 삼고 있다.

2行 1行 椎骨 1行 2行

1.5寸 1.5寸 0.5 0.5 1.5寸 1.5寸

[도3] 背部 膀胱經 1,2行線 위치에 대한 견해

(7)鍼灸補瀉法과 그 특색

허임은 『침구경험방』을 통해 補瀉法을 잘 밝혀주기를(發明補瀉之法) 원했다. 그

의 책에는 침의 보사법과 뜸의 보사법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허임보사법”이

라고도 칭해지는 그의 방법은 침보사법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가 받아 왔

다.137) 허임이 소개하고 있는 보사의 수법은 어떤 것이었나? 그가 사용한 보사법은 얼

마나 독창적인 것이었나? 이에 대한 해답을 본 고찰을 통해 찾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그 밖의 침자보사법, 즉 일부 配穴補瀉에 관한 언급, 그리고 따로 보사요령

을 언급하고 있는 수혈들을 함께 정리해 본다.

『침구경험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허임은 手法補瀉를 위주로 하면서 配穴補

136)『침구의학전적대계, 권12, 신응경』p.25～28

137) 김두종, 『한국의학사』, p.329. 三木榮, 『朝鮮醫書誌』, p.110. 『동양의학대사전』(11권), 경희대출판

국, 1999, p.218. 그러나 허임침구의학에 대한 평가를 보사법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침구경험방』

을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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瀉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허임의 鍼補瀉手法

허임이 언급하고 있는 침에 대한 보사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補法을 보자.

“5分의 깊이를 鍼刺해야 할 穴이라면 2分을 刺入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2

分을 入하고 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1分을 入하고, 환자로 하여금 숨을 들이쉬

게 하면서 침을 뽑고 곧바로 손으로 침구멍을 눌러 주어 眞氣를 보존한다.”

이어 瀉法을 보면,

“5分을 鍼刺해야 할 穴이라면 5分을 刺入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2分을 뽑고 다

시 잠시 멈추었다가 2分을 뽑고 다시 잠시 멈추었다가, 환자로 하여금 숨을 내쉬

게 하면서 침을 뽑아 邪氣를 끌어내고, 맞으면서 빼앗는다”

〈補法〉 〈瀉法〉

進鍼 出鍼 進鍼 出鍼

2分

2分

1分

1分

2分

2分

[도4] 침구경험방의 보사법 도해

이를 정리하면 허임이 논한 침자보사법은, 3단계에 걸친 提揷補瀉法에다가 呼吸補

瀉法, 開闔補瀉法을 함께 사용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즉 補法은 3단계에 걸친 刺入,

瀉法은 3단계에 걸친 出鍼을 통해 각각 眞氣를 보존하고, 邪氣를 끌어내는 방법을 기

본으로 하면서, 발침할 때 환자의 호흡에 따라 補할 때는 들이 쉬(吸)게 하고, 瀉할 때

는 내 쉬(呼)도록 하는 呼吸補瀉法을 가미하고, 아울러 보법에서는 발침시 鍼孔을 눌

러주는 開闔補瀉法을 가미한 것이다.

이러한 허임의 침자보사법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때, 3단계에 걸쳐 提揷補

瀉를 하는 방법은 『奇效良方』138)의 補瀉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효양

방』에서는 拔鍼시의 徐疾에 따른 보사를 가미하고 있는데 반해, 허임은 발침시 呼吸

과 開闔에 따른 보사법을 가미하고 있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침의 진퇴시에 『기

효양방』은 ‘得氣를 기다린다’고 한데 비해 허임은 ‘잠시 留鍼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138) 董宿/方賢, 『奇效良方』, 商務印書館出版, p.11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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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18]『침구경험방』과 『奇效良方』의 보사법 비교

침 구 경 험 방 기 효 양 방

補 法

所謂補者 當刺五分之穴則 鍼入

二分 停少時 次入二分 又停少時

次入一分 令患人 吸而出鍼 卽以

手按住鍼孔 保其眞氣 是謂補也

假令此穴合鍼5分 先鍼2分 候得

氣 再入2分 至4分 候得氣 更鍼1分

撞5分止 然後急出其鍼 便以左手大

指按其鍼穴 勿令出血 是爲補法

瀉 法

瀉者 當刺五分之穴則 入鍼五分

停少時 出鍼二分 又停少時 出鍼

二分 又停少時 令患人 呼而出鍼

引其邪氣 迎而奪之 是謂瀉也

假令此穴合鍼5分 便鍼入5分 候

得氣 便起鍼2分 少停又起2分 少停

候得氣 又起鍼慢出 不用左手閉鍼

孔 令其氣出 是爲瀉法

결론적으로 허임은 『奇效良方』의 보사법에 『내경』의 複式補瀉法139)을 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보사법으로 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침구경험방』의 치료문에는 직접 보사를 언급한 경우가 몇 군데 되지 않

는다. 허임이 주장한 침보사법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침구경험방』에는 ‘瀉法’을 사용할 것을 명시한 곳이 두 곳 나온다. ‘두통 및 눈

이 충혈되는 眼疾’의 경우와 ‘짐승이나 벌레 등에 물려서 통증이 심할 때’이다.140)

침보사법 ⇒ 『奇效良方』補瀉法 + 『內經』複式補瀉法 → 변용

2)뜸보사법

허임이 소개하고 있는 뜸보사법은 補法은 “쑥불을 살에 놓고 다 탈 때까지 기다

리는” 방식이었으며, 瀉法은 “쑥불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끄는” 방식이

었다.141) 이러한 뜸보사법은 『靈樞․背腧』로부터 시작된 방법인데,142) 朱丹溪는 이

를 이론적 바탕으로 그가 힘써 주장한 ‘熱證可灸說’을 발전시켰다. 그는 뜸법에 補火

하는 방식과 瀉火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았으며, 임상에도 이를 연결시켜 實熱證에도

뜸을 사용하였다.143) 이러한 뜸보사법은 『鍼灸大成』 및 『동의보감』에 이르기까지

139) 複式보사법은 이미 『내경』 중에 기재되어 있다. 『영추․官能篇』에 나오는 ‘徐疾보사’, ‘開闔보사’,

‘捻轉보사’ 등의 방법과 切, 轉, 迎, 推, 留 등의 동작을 배합하는 보사법을 말한다. 『소문․離合眞邪

論』에도 呼吸法, 開闔法, 捻轉法 등을 배합하여 응용하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다.

140)“頭痛及眼疾赤目等症 全用瀉法” (25전면) / “蝎蜤蛇犬蜈蚣咬傷, 痛不可忍者, 各隨其所傷經絡鍼刺, 用瀉

法, 使不欲呼吸者, 使毒氣隨經而直瀉者也.” (71후면)

141)“艾火至肉 以待自滅 謂補也, 艾火不待自滅 旋卽掃却 謂瀉也” (서문 중)

142)『영추(51)․背腧篇』:“以火補者 毋吹其火 須自滅也 以火瀉者 疾吹其火 傳其艾 須其火滅也”

143) 朱丹溪, 『丹溪心法․拾遺雜論』: “灸法有補瀉火. 若補火, 艾焫至肉; 若瀉火, 不要至肉便掃除之, 用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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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수용되었던 방식이기도 하다.144)

뜸보사법 ⇒ 『靈樞․背腧』, 朱丹溪의 방식

3)配穴補瀉法

혈위에 따라 補 혹은 瀉를 시행한 配穴보사 방법이 일부 치료문에 언급되어 있

다. 주로 역대침구서에 소개된 바 있는 경우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배혈보사법

이 전반적으로 널리 이용된 것 같지는 않다. 配穴보사법을 언급한 병증과 配穴은 다

음과 같다.

①한 혈은 補하고 한 혈은 瀉한 경우

․唾血內損: 魚際瀉 尺澤補 (28후면)145)

․心熱不寐: 解谿瀉 湧泉補 (30후면)

․子上逼心悶亂: 補合谷 瀉三陰交 (66후면)146)

․虛汗: 合谷瀉 復溜 下三里幷補 (61전면)147)

②한 혈을 補한 경우

․吐血(虛者): 補氣海穴 (64후면)

․無乳汁: 少澤補 (67전면)148)

③여러 혈을 補한 경우

․熱病煩心足寒多汗: 先鍼然谷 太谿 行間 皆補 (62후면)

④여러 혈을 瀉한 경우

․食渴: 三焦兪 胃兪 太淵 列缺鍼 皆瀉 (60후면)

․身體不仁: 先取京骨 後取中封 絶骨 皆鍼瀉之 (64전면)

․上吐下關 關格: 宜瀉四關穴 (64후면)

․心痛面蒼黑欲死: 尺澤鍼 支溝瀉 (31전면)

⑤久留鍼 卽瀉

․目睛痛無淚: 中脘 內庭 皆久留鍼 卽瀉 (26후면)

․咽喉不腫而熱塞呑飮從鼻還出久不愈: 然谷 合谷 幷久留鍼 卽瀉 (29후면)

吹風主散.” -丹溪醫集, p.468

144) 양계주 원저, 『鍼灸大成校釋』 p.1205. “以火補者 毋吹其火 待自滅 卽按其穴 以火瀉者 速吹其火 開其

穴也.” 『동의보감』 중에도 『영추』와 단계의 견해를 나란히 소개하고 있다.

145) 출전:『甲乙經』→『千金方』→『鍼灸資生經』→『神應經』상게서, p.74.

146) 출전: 상게『神應經』, p.127.

147) 출전:『鍼灸大成』

148) 출전: 상게『神應經』,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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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밖에 소개된 補瀉이론

ⓛ平補平瀉法(25전면)

平補平瀉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神應經』의 견해는 먼저 瀉해주

고 나중에 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149) 이와 달리 『鍼灸大成』에서는 氣血을 조화롭

게 하고 음양의 평형을 이루게 하는 보사방법을 의미하였다.150) 허임이 어떤 의미로

‘平補平瀉’를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는 頭面部에서 “頭痛, 眼疾赤目 등의 증상

에는 전부 瀉法을 쓰고, 그 밖의 제 증상에는 平補平瀉를 해야한다.”151)라고 말한다.

②침의 有瀉無補說을 소개(14전면)

『내경』에서는 形氣가 부족한 사람과 오랜 병으로 虛損한 사람을 鍼刺하면 그

기운을 더 빼앗게 되므로 침시술을 피해야 된다고 말한다.152) 이러한 견해는 후세에

침은 瀉하는 작용만 있고 補하는 작용은 없다는 “有瀉無補說”153)의 근거가 된다. 『침

구경험방』에도 이를 언급은 하고 있지만 허임이 이런 입장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8)選穴방식과 그 특색 

허임의 침구치료는 어떤 선혈경향을 가지고 있을까? 選穴이란 병의 상태에 따라

유효한 혈위를 선택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取穴法이라고도 한다. 일반

적으로 局部選穴法, 隣近選穴法, 遠道選穴法, 循經選穴法, 異經選穴法, 辨證選穴法, 對

證選穴法 등의 방식이 있는데, 『침구경험방』에서는 여러 선혈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그는 꼭 필요한 혈을 선택하여 치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병에 맞게 要穴을 취하지 않고, 여러 경락을 亂刺하여, 病源을 몰아내기보다

는 도리어 眞氣를 소모시키니, 이는 바로 옛 사람이 말한 바 ‘넓은 들판에 그물을

치고, 토끼 한 마리가 잡히기를 기다리는 것’154)과 같으니, 가히 얻을 수가 있겠는

가?.”155)

1)循經取穴방식 (各隨其經行鍼)

병이 있는 바로 그 경락의 수혈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靈樞․四時氣』

149) “……平補平瀉 須先瀉後補 謂之先瀉邪氣 後補眞氣” -상게『신응경』, p.31

150) “有平補平瀉 謂其陰陽而平也 陽下之曰補 陰上之曰瀉 但得內外之氣調則已”

151) “頭痛及眼疾赤目等症, 全用瀉法, 其他諸症, 宜平補平瀉.”

152) 『素問․刺禁論』과 『靈樞(5)․根結』

153) “鍼法渾是瀉而無補”는 주단계의 주장이다. 『丹溪心法․拾遺雜論』-丹溪醫集 중 p.468

154) 많은 약재를 쓰는 것에 대한 송대 의가 許胤宗의 풍자. 원문은 ‘獵不知兎, 廣發原野, 冀一人獲得.’

155) “不取對病要穴而亂刺諸經, 未袪病源, 徒泄眞氣, 此正古人所謂廣絡原野, 冀獲一兎, 其可得乎” (서문 중)



許任『鍼灸經驗方』硏究



- 117 -

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循經取穴法은 허임이 선호한 선혈방식 중의 하나이다. “각

기 그 경락에 따라 치료한다”(各隨其經治之, 各隨經行鍼, 혹은 各治其經絡)는 등의 비

슷한 표현의 언급을 10여 차례나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다음은 그 중 몇

예이다.

․口部: “윗 치아, 턱과 잇몸, 입술은 胃經에 속하고, 아랫 치아, 잇몸, 입술은 大腸

經에 속하며, 督脈과 任脈은 가운데 행로를 주관한다. 각기 그 경락에 따

라 치료한다.”(27전면)

․咽喉門: “足陽明胃經, 肺經, 小腸經이 모두 喉嚨에 연락되므로 치료할 때 각기

그 경락에 따라 침을 놓는다.”(29전면)

․瘡腫門: “痛痒瘡瘍은 다 心火에 속한다. 각기 그 경락에 따르거나 心經으로 主治

한다.”(50전면), “癰疽나 疔癤이 처음 돋은 데, 그 경락과 부분을 보고 각

기 그 경락에 따라 침을 놓는다.”(50전면), “髮際腫, 脣腫, 面腫은…… 반

드시 그 경락에 따라서 날마다 침을 놓아 그 毒氣를 없애 준다.”(51전면)

이밖에도 循經取穴을 직접 언급한 병증문으로는 目部, 斑瘡入眼, 項强, 落傷打撲傷,

咬傷 등이 있다.

특히 각종 瘡瘍질환의 경우 종기가 돋은 부위를 중시하여 그 부위와 연관된 경락

의 수혈 혹은 心經의 수혈을 선택하였음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경락학설의 分部개념

에 근거하여 침구로 瘡瘍질환을 치료할 것을 주장한 의가로는 劉完素를 들 수 있

다.156) 그는 치료혈의 선택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해당 경락의 오수혈을 취하였

다.157) 이와 일정한 연관 속에서 元明代에 나온 옹저에 대한 灸法전문서인 『癰疽神秘

灸經』158)에서도 옹저가 생긴 부위의 경맥에 따른 循經取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瘍科방면에서의 뜸치료 발전사를 보면, 晋唐宋代에는 병소국부를 施灸하던

것이, 宋代에는 옹저가 생긴 부위에 관계없이 背部의 특정혈을 선택하는 이른바 騎竹

馬灸法과 같은 방법이 성행하였고, 이어서 옹저부위의 經脉歸屬에 따를 것을 강조하

여 循經取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갔음을 볼 수 있다.159)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침구경험방』에서는 경락에 따른 循經取穴방식과 함께 背部

의 특정혈인 騎竹馬穴에 대한 뜸법도 많이 애용하고 있어, 두 패턴의 선혈방식이 병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6) 유완소,『素問病機氣宜保命集(河間醫集 중)』, 인민위생출판사, p.488: “凡瘡瘍可灸刺者, 須分經絡分部

血氣多少 兪穴遠近”

157) 상게 『素問病機氣宜保命集』, p.488: “從背出者, 當從太陽五穴選穴: 至陰, 通谷, 束骨, 崑崙, 委中; 從鬢

出者, 當從少陽五穴選穴: 竅陰, 俠溪, 臨泣, 陽輔, 陽陵泉; 從髭出者, 當從陽明五穴選穴: 厲兌, 內庭, 陷

谷, 冲陽, 解溪; 從腦出者, 則惟絶骨一穴.”

158) 瘍科질환의 뜸치료 전문서이다. 原撰者는 元代의 胡元慶이나 원서는 실전되고, 현존하는 것은 明代인

1527년 薛己에 의한 校補本이다.

159) 중국민간중의의약연구개발협회 편,『特種灸法臨床精要』,1994, 중국의약과기출판사,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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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과질환의 경우도 장부경락배속을 중시하였다. “黑睛-肝, 白睛-肺, 白黑間-

脾胃, 瞳子-腎, 眼胞-脾, 上絃-膀胱, 下絃-脾胃, 內眥-膀胱․大腸, 外眥-膽․小腸, 內外

眥-心經”으로 배속시켜, 각기 그 경락에 따라 치료하였다. 소아문의 斑瘡入眼에서도

“침범된 부위를 잘 살펴서 각기 그 경락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2)遠道取穴法 (從陽引陰․從陰引陽法)

원도취혈법은 『靈樞․官鍼』의 “遠道刺者, 病在上, 取之下, 刺府輸也.”를 근거로

하는 원격취혈을 말한다. 즉 頭面部나 體幹臟腑의 병증에 四肢에 있는 수혈을 사용하

고, 좌우 혹은 상하의 수혈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허임은 病所反對側에 鍼刺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手臂門에서 그는 左右,

表裏, 上下, 腹背의 병증은 각각 그 반대측에 침을 놓고 있으며, 이렇게 반대측에 취

혈하는 방법을 ‘從陽引陰․從陰引陽法’160)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취혈법

의 이론적 근거로 『素問(5)․陰陽應象大論』161)을 들고 있다. 즉「陰陽應象大論」의

음양개념을 허임은 부위적인 음양으로 이해하여 침구치료에 적용한 것이다.

한편 이외에도 병소 반대측에 침자하는 방법으로 巨刺法과 繆刺法162)이 있는데,

『침구경험방』에서는 이들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 그는 임상

에서 특히 중풍, 마비질환을 비롯하여 편두통, 치통 등에 이러한 병소반대측 침자법을

사용하고 있다.

․偏頭痛으로 目䀮䀮不可忍한데 患左治右, 患右治左 (25전면)

․耳痛耳鳴에 左取右, 右取左 (26전면)

․上下齒痛에 左痛灸右, 右痛灸左 (30전면)

․手臂門에서 病在左, 治右; 在右, 治左; 在裏, 治表; 在表, 治裏; 在上, 治下; 在腹,

治背, 是謂從陽引陰、從陰引陽之法也. (34전면)

․風部의 言語蹇澁, 半身不隨에 患左灸右, 患右灸左 (38후면)

․風部의 口眼喎斜에도 換治한다. (38후면)

․風部의 偏風口喎에 間使를 左取右, 右取左하여 灸37壯 (38후면)

․陰疝門의 奔豚氣……兩丸蹇縮에서도 灸左取右 右取左 (43후면)

․蛇咬에 물린 곳이 왼쪽이면 오른편의 상대처를 침자하여 출혈시킨다. (71후면)

3)近位取穴 및 국부취혈 (阿是穴 사용)

근위취혈법은 병변부위 근처의 수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阿是穴이라는 용어는

160)“從陽引陰 從陰引陽 左之右 右之左 以寑以灸則必有其效矣” (서문중에서)

“病在左治右 病在右治左 在裏治表 在表治裏 在上治下 在腹治背”(34후면)

161)『素問(5)․陰陽應象大論』: “故善用鍼者 從陰引陽 從陽引陰 以右治左 以左治右 …”. “陽分을 치료하여

陰分의 邪氣를 이끌어내고, 陰分을 치료하여 陽分의 邪氣를 이끌어내며…”

162)『靈樞(7)․官鍼』: “巨刺者 左治右 右治左”. 『素問(63)․繆刺論』: “繆刺 以左治牛 以右治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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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思邈이 처음 정의한 것으로,163) 『靈樞․經筋』의 “아픈 곳을 혈자리로 삼는다(以痛

爲輸)”164)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는 天應穴이라 부르기도 한다.

허임은 阿是穴을 “當處”라 하여 別穴에 포함시켰다. 그는 阿是穴을 사용하는 방법

을 “아픈 곳을 따라 침을 놓는 방법(隨痛隨鍼法)”이라 칭하고 있다. 그가 임상에서 阿

是穴을 사용한 예를 보면, 項强, 手臂筋攣酸痛, 落傷 打撲傷, 肘腕酸重痛 등으로 주로

근골의 통증질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165)

또한 阿是穴점을 탐색하는 요령에 대해 “의사가 왼손 엄지로 筋이 뭉쳐 통증이 있

는 부위를 꽉 눌러 움직이지 않게 하고 鍼으로 筋이 뭉친 곳을 貫刺하여 鍼鋒이 傷筋

한 곳에 이르면 酸痛을 참을 수 없는 곳이 바로 天應穴이다. 통증에 따라 침을 놓으

면 神效를 본다”166)라고 설명한다.

아시혈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치법은 최근 서의학에서 근막통증증후근, 섬유근통

등의 병증에 방아쇠점(Trigger Point), 압통점(Tender Point)의 개념167)을 이용한 국소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4)치료문의 選穴경향분석

『침구경험방』의 총 43개 병증문 - 443개 병증소항목에서 사용된 수혈의 수는 도

합 1544개(중복 계산)이다. 이들 수혈을 五輸穴/原穴, 募穴/會穴, 背兪穴, 일반 正經穴,

經外奇穴, 부위표시혈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그 사용횟수를 조사해 보면 다음 [표19]

와 같다.

[표19] 『침구경험방』 치료문의 選穴유형 및 횟수 분석

유형
五輸穴/

原 穴

募穴/

會穴
背兪穴 正經穴 經外奇穴 부위표시혈 계

사용횟수 651회 174회 164회 369회 100회 87회 1544회

％ 42.2％ 11.3％ 10.6％ 24.0％ 6.5％ 5.6％ 100％

[표19]를 보면, 『침구경험방』에서 허임은 오수혈/원혈168)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

였는데, 그 선혈빈도는 대략 전체의 약 42%정도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일반 正經穴,

163) “吳蜀多行灸法, 有阿是之法. 言人有病痛, 卽令捏其上, 若理當其處, 不問孔穴, 卽得便快, 成痛處卽云阿是,

灸刺皆驗, 故曰阿是穴.” : 상게서,『備急千金要方校釋』권29「灸例第六」, p.635

164)『靈樞經校釋(下)』, 인민위생출판사, 1995, p.300

165) 項强(29후면), 手臂筋攣酸痛(34후면), 落傷打撲傷(35전면), 肘腕酸重痛(35후면)

166) “醫者, 以左手大拇指堅按筋結作痛處, 使不得動移, 卽以鍼貫刺其筋結處, 鋒應於傷筋, 則痠痛不可忍處是天

應穴也, 隨痛隨鍼, 神效.” (34후면)

167) 유태성외 편역, 『근막통증증후군』대신출판사, 1996, p.15

168) 오수혈은 십이경의 肘膝관절 이하에 각각 5개씩 위치하는 총 60개의 중요수혈로 원위취혈에 많이 이

용된다. 『영추․九鍼十二原』, 『難經․68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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募穴/會穴, 背兪穴, 經外奇穴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선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임은 그의 이러한 오수혈 및 要穴 위주의 선혈 특색을 서문에서도 천명하고 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部分과 經絡, 井滎兪經合의 오수혈 및 臟腑

의 募穴, 原穴, 會穴을 살펴야 한다.”169)

이와 유사하게 五輸穴과 兪募穴을 배합하여 응용하는 치료방법은 王叔和의 『脉

經』에도 소개되어 있다. 이는 肝․心․脾․肺․腎 각각의 오장병증을 치료하는데 있

어서 연계된 경락의 五輸穴에 침을 놓고, 兪募穴에는 뜸을 방식이다.170)

『침구경험방』에서 매 병증마다 처방한 수혈의 숫자는 적게는 1～2혈에서부터 많

게는 10여혈에 이른다. 그러나 처방한 수혈을 매 번의 치료에 모두 다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일부의 수혈을 선택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아래 [표20]은 병증문 중 心胸門을 예로 들어 허임의 選穴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

도록 정리해본 것이다.

5)치료문에서 사용된 경외기혈(別穴)

『침구경험방』의 ‘別穴’에서 집록하고 있는 穴은 모두 58개에 이르지만, 허임이

치료문의 침구처방에서 1회라도 직접 선혈하고 있는 경외기혈은 20여혈이다. 아래의

[표2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실제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주치작용범

위를 넘는 경외기혈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獨陰穴은 그가 여러 병증에 애용한 別穴이었다. 경외기혈의 활용에 기울인

허임의 이러한 노력에서 기존 正經穴을 이용한 선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허임의

임상가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169) “臨病將治, 必察部分經絡井滎兪經合及臟腑募原會之穴” (서문 중에서)

170) 王叔和, 『脉經』(『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중), 華夏出版社, 1997, p.544. : “肝病, 其色靑, 手足拘急,

脇下苦滿, 或時眩冒, 其脉弦長, 此爲可治.……春當刺大敦, 夏刺行間, 冬刺曲泉, 皆補之, 季夏刺太衝, 秋

刺中郄, 皆瀉之. 又當灸期門百壯, 背第九椎五十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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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心胸門의 選穴경향 분석 * ( )안의 숫자는 뜸장수

오수혈/원혈 모/회혈 배수혈 일반수혈 경외기혈 부위 언급혈

心惕惕失智 神門 內關,百會

胸腹痛或痰

厥胸痛

3椎下近4椎上從脊骨

上兩傍各5分(21～49)

卒心胸痛汗

出

間使,神門,列缺,

大敦(刺出血)

胸滿逆氣悶

熱
膈兪(3) 心兪(14)

厥陰兪 (隨

年)

積年胸痛 大冲(3) 章門(7) 獨陰(5)
足大指爪甲之本根爪

甲之半當中(7)

眞心痛 (不可治)

胸痛吐冷酸

水
大冲(3) 內關(3) 獨陰(5)

足大指內初節橫紋中(

3), 尾窮骨(50)

心熱不寐 解谿(瀉),湧泉(補)

胸痛如刺手

卒靑

間使,下三里,支溝,

大谿,少冲
膈兪 內關

冷氣衝心痛 大冲(3) 內關 獨陰(5)
臍下6寸兩傍各1寸(21

),臍部近?(14)

驚恐心痛
神門,少衝,然谷,

陽陵泉, 內關

心恍惚 心兪
天井,百會,

神道

胸腹痛暴泄 大都,陰陵泉,太白 中脘(鍼)

心痛嘔涎 上脘(7)

心痛面蒼黑

欲死

尺澤(鍼),支溝(瀉),

下三里(鍼),合谷(14)

,大陵(3),大冲

心悲恐煩熱
神門,大陵,魚際,通里

,大淵,隱白,陰陵泉
肺兪

三陰交 ,公

孫

心風 曲澤(幷鍼) 中脘(鍼) 心兪(30)

風眩 臨泣,陽谷,腕骨 申脉

胸引兩脇痛 魚際 絶骨 肝兪 內關

胸痛口禁 大陵,神門 期門(3) 陰囊下十字紋(3)

胸連脇痛 神門,行間,湧泉
期門,章門

, 絶骨

胸中瘀血 下三里,神門,大淵 內關

胸噎不嗜食 間使,關衝,然谷
中脘(鍼),

期門(3)

계 49 13 5 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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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침구경험방』 치료문 중의 ‘別穴’ 사용례

병 증 사용한 別穴 병 증 사용한 別穴

頭面部 - 熱極不能

下氣者
太陽, 當陽

疝氣上衝 心腹急痛

呼吸不通

內太衝3壯, 獨陰5壯,

甲根

風目眶爛 太陽, 當陽 皆鍼 奔豚氣 繞臍上衝 獨陰5壯

目生白瞖 耳尖7壯 腸風下血痔 三白21壯

瞳子突出 太陽 勞瘵症 灸腰眼穴(遇仙灸)

雙蛾
大拇指爪甲後根 排刺3

鍼 →甲根
連珠瘡

百勞21壯～100壯,

肘尖100壯

牙頰痛 龍玄3壯, 呂細14壯 腸癰 化膿 후에는 灸肘尖100壯

積年胸痛 獨陰5壯 附骨疽 三白穴灸隨年壯

胸痛吐冷酸水 獨陰5壯, 尾窮骨灸50壯
瘰癧 繞項起核(蟠蛇

癧)
肘尖100壯, 百勞灸

冷氣衝心痛 獨陰5壯 惠袋癧(左耳根生) 肘尖

胃脘痛 獨陰 黃疸 百勞21壯

奔豚氣 獨陰5壯, 甲根各3壯 大小便不通 胞門50壯, 營衝3壯

小腹積聚, 腰脊周痺,

咳嗽, 大便難
中泉, 獨陰 大小便不利 營衝3壯

痞塊 專治痞根穴 小便不通 臍下冷 胞門, 營衝皆灸

臍下結塊如盆 獨陰5壯 蒼汗陰痛 獨陰

伏梁及奔豚, 積聚 獨陰 臍下冷疝 獨陰

脚足轉筋不忍 內踝尖7壯, 外踝尖7壯 無子 胞門,子戶灸100壯～300壯

遍身痒如蟲行不可忍 肘尖7壯 血漏赤白 營衝50壯

癲癎 獨陰穴7壯 羸瘦食不化 長谷灸7壯

四肢轉筋厥逆 內踝尖1壯, 外踝尖1壯 陰囊偏大入腹 獨陰

傳尸骨蒸 腰眼穴灸 小便不通 營衝3壯, 胞門50壯

五痔 便血 失尿 尻

痛
三白(二白)21壯 四五歲不言 足內踝尖灸3壯

肌膚溫而自言寒冷… 鍼十宣, 八邪穴

6)왕조실록상의 選穴例

왕실에서의 침구치료기록 중 수혈처방이 언급된 곳을 통해, 허임 당시 질병에 따

른 選穴형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조 30년(1597) 4월 14일 왕이 침치료를 받

는다. 이때 선조의 병증은 세 가지였다. 각 병증에 따른 選穴을 보면, 耳鳴症 때문에

는 面部의 聽宮, 翳風, 手部의 外關, 中渚, 後谿, 腕骨, 合谷, 足部의 大谿, 俠谿 등을

각 두 혈에 침을 맞았고, 偏虛症 때문에는 肩髃, 曲池, 通里와 足三里 등을 각 두 혈

에 침을 맞았고, 겨드랑이 밑에 氣流注症이 있어서 足部의 崑崙, 陽陵泉, 承山 등을

각 두 혈에 침을 맞았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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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두 혈(各二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이다. 이에 따라 選穴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부위별로 거론하고 있는 수혈 가운데 두 혈을 선택하는 것

으로 보면, 한 병증에 각각 두 혈씩 총 여섯 개의 혈을 선혈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

를 ‘左右 두 穴’의 의미로 보면 매 병증에 따라 각각 18穴, 8穴, 6穴을 선혈한 것이 된

다. 만일 세 병증을 함께 시침했다면 엄청난 多鍼을 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

자가 더 타당할 듯 하다.

(9)침과 뜸을 함께 중시함 

『침구경험방』에서는 침과 뜸 가운데 어떤 치료수단을 더 선호했을까? 일찍이 孫

思邈은 침과 뜸, 그리고 약이라는 세 가지 수단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는 주장을 폈지만,172) 치료수단의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의가별로 이견도 적지 않았다.

허임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약은 일단 제외하고 볼 때, 그는 침과 뜸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그는 병증에 따라 침과 뜸 두 수단을 적절히 병용한 침구의가였다.

역대 침구의가들은 크게 침에 의존한 重鍼派와 뜸을 위주로 한 重灸派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뜸치료를 선호했던 重灸派는 『陰陽十一脉灸經』을 효시로 『皇帝明堂灸

經』등의 의서와 함께 발전했으며, 고대의 침구유파 중 가장 비중있는 유파였다. 葛

洪, 陳延之 등이 이들 유파의 선구자에 속하며, 唐代의 王燾는 침은 쓰지 않고 뜸치료

에 편중하였던 대표적인 의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내경』,『난경』,『갑을경』등

의 책은 뜸보다는 침을 더 중시한 경향의 의서로 볼 수 있다.

重鍼派에 속하는 竇漢卿은 그의 『鍼經指南․氣血問答』에서 침이나 뜸 어느 한

방법을 쓸 것이지 침과 뜸을 겸해서 쓰지 말 것을 주장한다. 李梴의 경우도 『의학입

문』에서 동일한 의견을 내놓는다. 그는 ‘침과 뜸을 일제히 사용하는 것은 庸醫의 짓’

이라고까지 말한다.173) 물론 竇漢卿이나 李梴의 이러한 주장은 뜸치료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침을 놓은 뒤에 연이어 뜸을 뜨는 즉,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었다.

허임 당시의 「선조실록」에도 같은 날 침과 뜸을 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의관 등은 대체로 먼저 침을 놓아 通氣를 시키고 나서 쑥 기

운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施鍼을 마친 후 맨 마지막에 뜸을 뜨는 것이 온당

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74)

171)『조선왕조실록』29冊, p.56, (宣祖 권87 30년 4월)

172) “若鍼而不灸, 灸而不鍼, 非良醫也. 鍼灸而藥, 若不鍼灸, 亦非良醫也.……知鍼知藥, 固是良醫, 此言鍼灸
與藥之相須也.” -상게서,『備急千金要方校釋』중 鍼灸須藥, p.639

173) 魏稼, 『各家鍼灸學說』, 상해과학기술출판사, p.15～18

174)『조선왕조실록』29책, 宣祖 30년 4월 : “上曰, 鍼然後灸之乎. 醫官等曰, 先以鍼通氣, 後入艾氣可矣.”,

“鍼醫等曰, 鍼而灸, 灸而又鍼則反有傷矣. 盡施鍼後終末灸之宜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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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에서는 병증별로 침구처방을 구성하면서 ‘針’, ‘灸’, ‘並鍼’, ‘皆灸’ 혹

은 몇 ‘壯’ 등의 표시를 붙여 놓고 있다. 이는 일단 허임이 한 병증에 침과 뜸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같은 날 시술을 병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침구처방에 ‘針’ 혹은 ‘灸’ 표시를 한 횟수를 비교하자면, ‘灸’, 특히 ‘壯’數를 언급

한 경혈이 훨씬 많다. 이들 횟수만으로 침과 뜸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단순

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허임이 많은 병증에 있어서 침치료 못지 않게 뜸치료

를 애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침, 뜸의 별도지시 없이 그냥 혈자리만 적어 놓은

처방도 많다. 이러한 처방의 경우는 침이나 뜸 어느 치료나 가능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뜸치료혈의 경우 일일이 壯數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냥 침치료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다.

침과 뜸 가운데 어떤 치료수단을 더 선호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병증에 따라서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혈에 따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침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병증으로는 手臂, 脚膝과 같은 근골관절병증을

들 수 있으며, 食不化, 霍亂 등의 소화기질환 및 咽喉질환에서도 비교적 침이 많이 쓰

였다. 또한 傷寒門의 경우도 침치료가 뜸보다 더 강조된 병증에 해당한다.

뜸에 비중을 두고 치료한 병증도 적지 않다. 瘡腫질환은 침으로 膿을 터트리는 방

법과 함께 뜸을 활발히 사용한 대표적인 병증이며, 中風질환이나 應急질환에도 뜸치

료의 비중이 침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도 痔疾, 陰疝, 虛勞 등의 병증

에도 뜸이 많이 쓰였으며, 소아의 질환에도 적지 않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체적인 경향일 뿐이며, 많은 병증에서 허임은 침과 뜸을 적절하게

혼용하며 융통성 있는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咳嗽門의 嘔吐不下

食 증상에 ‘中脘鍼, 然谷鍼, 心兪20壯’의 침구처방을 내린다. 여러 수혈을 이용하면서

침과 뜸을 병행한 경우이다.

또한 한 혈위에 침과 뜸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도 보인다. 腰背傴僂의 경우 ‘脊骨傍

으로 좌우에 높이 돌출한 부위를 침으로 深刺하고 뜸 500～800장을 뜬다’고 한 것이

나, 疝氣上衝에 ‘甲根穴에 鍼一分 灸三壯으로 鍼灸를 하면 神效가 있다’고 한 것, 瘧母

의 경우 ‘章門에 침을 놓은 다음 즉시 뜸을 21장 뜬다’고 한 것 등은 모두 이에 해당

한다.

수혈의 부위별로는, 그가 다용했던 腹募穴인 中脘穴에는 거의 침치료를 시행하였

고, 背兪穴에는 대체로 뜸치료를 많이 시행한 것을 볼 수 있다.

(10)다양한 鍼刺技法과 鍼具의 활용

1)부항구(付缸灸) →刺絡拔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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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에서 언급되고 있는 ‘付缸灸’란 뜸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쑥을

태워서 생긴 陰壓으로 부항을 붙이는 火罐法 즉 拔罐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에서 흔히들 ‘부항을 뜬다’고 말하는 것도 ‘부항구’라는 표현과 연관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腹脇門의 ‘諸處流注刺痛不可忍’ 병증에서 그는 부항구의 사용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적고 있다.

“몸체가 긴 부항을 쓰되 付缸灸는 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능히 毒

을 빨아낼 수 있다. 아픈 곳마다 매 곳을 三稜鍼으로 4～5차례 찔러 부항입구 안

에 대고 부항구를 7차 하되 아픈 곳마다 침을 놓고 부항구를 한다. 여러 차례 효

과를 보았다”175)

腰背痛의 경우에도 “마땅히 부항구를 쓴다(宜用缸灸). 매처에 鍼刺하고 매처에 부

항구를 한다”176)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허임은 삼릉침으로 刺絡하거나 침자한

후 부항구를 사용하는 刺絡拔罐法을 자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2)鍼刺出血法(刺絡法)

放血요법은 『내경』에서부터 적지 않게 등장한다. 『靈樞․九鍼十二原』의 “宛

陳則除之”177)라는 말은 血이 鬱滯되어 야기된 병증은 반드시 그 鬱滯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혈요법이 『침구경험방』에서 그리 많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

나 허임은 『奇效良方』에 나오는 放血이론을 소개하면서 필요시에는 과감히 사용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약 熱이 심하여 내리지 않는 자는 명주실로 목을 묶어 頭額部에 있는

太陽 및 當陽血絡이 드러나게 하고, 즉시 三稜鍼으로 그 血絡을 貫刺하여 피

를 조금 빼내주면 효과가 좋다.”178) (25전면)

이 방법은 風目眶眼이나 蝦蟆瘟(Ha Ma Pestilence)을 치료하는데도 그대로 사용되

고 있다. 또한 ‘윗 팔뚝을 묶고 尺澤穴 上下의 血絡을 출혈’시키기도 하였는데, 이 방

법도 ‘傷寒熱病으로 頭痛引飮'하는 병증과 蝦蟆瘟, 風目眶眼 등 열성병에 주로 사용되

었다. (62후면, 63전면)

또한 頭目癰腫의 경우는 ‘肘內血絡 및 陷谷穴에 多出血’ 하였고(25전면), 卒心胸痛汗

175) “用體長缸, 而缸口以手三指容入, 乃能吸毒也, 隨其痛, 每一處, 以三稜針刺四五穴, 幷入缸口內, 付缸灸七

次, 隨痛隨針, 亦付缸灸, 累次神效.” (32전면)

176) “宜用缸灸, 每處鍼刺, 每處缸灸, 七次神效.” (36전면)

177) 상게『靈椎經校釋(上)』, p.11

178) “若熱極不能下氣者, 以細繫頸, 則頭額大陽及當陽血絡自現, 卽以三稜鍼貫刺其血絡, 棄血如糞, 神效.” (25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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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 한데는 ‘間使, 神門, 列缺, 大敦을 刺出血’ 시켰으며(30후면), 龍瘡, 大風瘡(Leprosy)에

는 ‘委中, 尺澤穴을 출혈’시켰고(56전면, 57전면), 霍亂질환의 경우는 ‘關衝穴에 刺出血’

하는 방법을 애용하였다.(44후면, 45전면)

‘頭面部의 風癉’이나, 火丹毒(Erysipelas)에는 ‘붉게 부어오른 當處를 삼릉침을 이용

하여 惡血을 많이 빼내주면 곧 좋아진다’고 하였다.(25후면, 56후면)

이처럼 허임은 주로 열성질환에 熱을 내릴 목적으로 출혈방법을 다용하였다. 그는

“出血과 發汗이 같은 효과가 있다”(出血與汗出同故也)고 하였는데, 이런 주장은 일찍

이 放血요법의 대가였던 張子和가 천명했던 것이기도 하다.179)

3)透刺法180)

허임은 肘關節痠痛과 ‘오래된 肩痛으로 擧上하지 못하는 병증’에 투자법을 사용하

고 있다. 즉 주관절과 견관절에 사용한 것이다. 그 요령은 주관절의 경우는 “病人으로

하여금 팔꿈치를 굽히게 하고, 曲池穴에서 아주 가까운 橫紋空處를 침으로 깊이 찔러

肘下의 살갗을 뚫고 나오게 하되 筋을 건드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다.

견관절의 경우는 “肩下와 腋上의 양 사이 空虛한 곳을 취하여 침을 놓는데, 鍼鋒

이 거의 살갗 바깥으로 뚫고 나오게 하되, 뼈를 건드리지는 말고 筋이 뭉친 곳을 찌

르면 神效가 있다.”라고 비교적 그 刺鍼技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35전면)

4)鍼中脘穴手法

八會穴 중 腑會穴인 中脘穴은 허임이 여러 병증에 특히 애용한 要穴 중 하나이

다. 그는 目部, 咳嗽門, 齒部, 心胸門, 腹脇門, 腫脹門, 手臂門, 脚膝門, 痢疾門, 霍亂, 瘧

疾, 食不化, 消渴門, 汗門, 嘔吐門 등에 폭넓게 중완혈을 이용하고 있다. 그가 중완혈

에 침 놓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환자를 앞에 눕혀 놓고 직접 시술

을 하듯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方書에 이르기를 中脘穴은 침을 8分 찔러 넣지만, 보통 사람들의 外皮와 內胞

에 각각 깊고 얕음이 있으니 명심하여 조심해야 된다. 皮膚에 침을 꽂으면 처음에

는 견고한 것 같으나 서서히 침을 들여보내 皮膚를 통과하게 되면 鍼鋒이 공중에

빠진 것 같이 느껴지고, 內胞에 이르면 갑자기 굳게 느껴지면서 病人이 또한 微動

하게 되니, 그런 후에 침을 멈추어 10呼를 머무르고 서서히 침을 뺀다.” (33후면)

허임은 方書181)에서 중완혈의 자침 깊이를 8分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

의 皮肉 두께 차이에 따라 시술자가 鍼感을 느끼면서 융통성 있게 刺鍼할 것을 주장

179) 張海岑 외,『儒門事親校注』, 河南科技出版社, 1984, p.70: “以其血在表, 故宜汗……出血之與發汗. 名雖
異而實同.”

180) 구체적으로 혈위를 언급한 透鍼刺法은 王國瑞의 『扁鵲神應鍼灸玉龍經』에 7조, 『鍼灸大成』에 40조

가 정리되어 있다. -상게, 『古今鍼灸精華』, p.194

181)『동인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中脘一穴……鍼入八分, 留7呼…”: 상게『동인경』,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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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5)鍼具의 종류와 사용례

『침구경험방』에 보이는 鍼具로는 三稜鍼, 圓利鍼, 圓鍼, 大鍼, 細鍼, 火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원리침, 원침, 대침, 삼릉침은 『靈樞․九鍼論』에 나오는 것이다.

①三稜鍼은 九鍼 중의 鋒鍼182)에 해당한다. ‘頭面部에 熱이 심하여 내리지 않는

경우’(25전면), ‘頭面의 風癉發作’(25후면), ‘腹脇 및 諸處가 옮겨다니면서 아파 참을 수

없을 때’(32전면), ‘腹中의 積聚’(34전면), 風丹 및 火丹毒(56후면) 등의 질환에 주로 刺絡

하여 출혈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②圓利鍼183)은 주로 관절의 염좌나 근육경련, 微脈의 回生 등에 사용하였다. 다음

의 예들이다.

․“손발가락을 삐끗하여 시고 아픈 것이 오래 낫지 않을 때 ⇒ 다친 指節을 굽

혀 皮骨을 할 수 있는 한 오므리고, 圓利鍼으로 約紋虛空을 깊이 찌르고 뽑

아낸다. 모든 관절의 손상에 동일하게 치료한다.”184)

․“팔다리의 근육이 당겨 잘 쓸 수 없을 때(筋攣蹇澁) ⇒ 圓利鍼으로 그 근육

을 貫刺하기를 4～5차례 한 후 ……” (37전면)

․勞瘵門에서 “맥이 微細하여 혹 없는 듯 할 때 ⇒ 圓利鍼으로 足少陰腎經의

復溜穴을 깊이 鍼刺하여 맥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침을 뺀다.” (47전면)

․“怪疾의 경우 ⇒ …… 火鍼을 쓰지 않더라도, 圓利鍼 혹은 三稜鍼으로 여러번

시행한다. 순서대로 하면 매번 神效가 있다.”

③圓鍼은 九鍼 중의 하나로 침 끝이 타원형이며, 肌肉을 傷하지 않고 按摩를 통

해 分肉間의 氣血을 疏泄시키는 데 사용한다. 허임은 便毒에 圓鍼을 사용했다.

④大鍼은 주로 종양질환에 膿을 破할 때 사용하였다. 背腫을 잘못 치료하여 熟膿

이 된데 大鍼으로 결연히 파열시키고(51전면, 후면), 肺癰, 陰腫, 臀腫의 경우에도 邊刃

大鍼으로 찔러 …膿을 빼내 주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52후면, 53전․후면)

⑤細鍼은 陰腫, 臀腫 등에……熟膿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먼저 細鍼으로 試刺해

보거나(53전면), 難産의 경우 細鍼으로 태아의 手心과 足心을 찔러 순산을 유도할 목적

182) “鋒鍼者, 刃三隅, 以發痼疾.” :『영추(1)․九鍼十二原』-상게, 靈樞經校釋(上), p.16

“鋒鍼者, 取法如絮鍼,……主癰(瀉)熱出血.” 『영추(78)․九鍼論』-상게, 靈樞經校釋(下), p.401

183) “員利鍼, 取法于氂鍼, 微大其末, 反小其身, 令可深內也, 長一寸六分, 主取癰痺者也.” 『영추․九鍼論』

“員利鍼者, 尖如氂, 且員且銳, 中身微大, 以取暴氣.” 『영추․九鍼十二原』

184) “手足指節 蹉跌 痠痛久不愈 屈其傷指 限皮骨內縮, 卽以圓利鍼深刺其約紋虛空而拔, 諸節傷同.” (35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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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했다. (66후면)

⑥火鍼을 사용한 것은 주로 鬼邪185), 咀呪之症 등 정신질환이었고, 十三鬼穴을 주

로 사용했다. 그러나 諸瘧, 怪疾의 경우 화침을 안쓰고 단순 鍼刺나 圓利鍼, 三稜鍼만

을 써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火鍼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

성도 있다. 또한 火鍼7鋥을 灸7壯과 같은 것이라고도 하였고, 火鍼은 침을 살 속으로

찔러 넣은 후, 皮外로 뽑지 말고 鍼鋒을 약간 뽑았다가는 다시 집어넣기를 일곱 차례

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鬼邪에 十三鬼穴 이용시 申脉, 上星, 曲池穴에 火鍼 언급 (40후면)

․諸瘧에 十三鬼穴을 쓸 때 (46전면)

․怪疾에 申脉, 上星, 曲池穴을 火鍼으로 7鋥한다. (71전면)

․咀呪之症에도 火鍼을 사용 (71후면)

 (11)뜸법이론과 그 활용

허임이 침과 함께 뜸을 중시한 침구의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침구경험방』에서 소개하고 있는 뜸법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허임이 활용했던 각종 뜸법을 정리해 본다.

1)뜸법이론

①뜸치료에 적합한 시간

하루 중 어느 때에 뜸을 뜨는 것이 좋을까? 허임은 이에 대해 “平朝와 午後에는

穀氣가 虛乏한 때이므로 반드시 日午에 시행한다.”고 말한다.186) 이는 밥 먹는 시간과

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너무 배가 고픈 시간 즉 아침 일찍이나 저녁보다는 한

낮에 뜸을 뜨는 것이 더 좋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뜸뜨는 壯數의 다소

허임은 신체부위에 따라 뜸의 壯數를 달리 하였다. ‘四肢는 단지 風邪만 없애면

되므로 7壯에서 49壯 정도로 했고, 나이를 넘지 않게 했다. 腹背部는 뜸뜨는 壯數를

많이 했다. 예를 들어 臍下久冷, 疝瘕, 氣塊, 伏梁, 積氣 등의 병증엔 쑥심지를 크게

하고 500壯을 떴다. 다만 巨闕, 鳩尾는 비록 흉복부의 穴이지만 49壯을 넘지 않게 했

다. 만약 이 穴들에 쑥심지를 크게 하여 많이 뜨면 사람을 오랫동안 心力이 없게 한

185) 현대의학적으로는 히스테리성 질환이나 정신분열증에 해당한다.

186) “凡灸, 平朝及午後則穀氣虛乏, 須施於日午” (15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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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頭頂에 있는 穴 또한 많이 뜨면 정신을 잃게 한다’고 보았다.187) 허임은 혈

의 深淺에 따라 뜸의 壯數를 결정해야 하며, 淺穴의 경우 뜸을 많이 뜨면 筋力을 상

하므로 3壯, 5壯, 7壯에서 그친다고 하였다.

부위별로 四肢에는 적게 뜨고, 체간에는 많이 뜨는 방식은 『外臺秘要』에서 王燾

가 주장하였고,188) 王執中의 『침구자생경』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189) 허임은 이들

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③쑥의 성질과 뜸의 작용

허임은 뜸의 작용이 寒症과 熱症 모두에 각각 효능이 있다는 입장이다. “熱症에

뜸을 뜨면 그 熱을 발산시키고, 寒症에 뜸을 뜨면 그 寒을 溫和하게 한다”고 말한

다.190) 이러한 견해의 이론적 뿌리는 『素問』에 나오는 “正反逆從”의 치법개념과 “火

鬱發之”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191)

金元代로 오면서 劉完素는 瘡瘍을 비롯한 火熱병증에 뜸법이 “熱을 밖으로 끌어

내 주고(引熱外出)”하고 “熱을 아래로 끌어 내려주는(引熱下行)” 작용이 있음을 주장

했다.192) 朱震亨에 이르러는 보다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熱證可灸說”이 확립되게 된

다. 그는 “뜸법이 暢達하는 작용을 통해 鬱毒을 끌어내 주는데, 이는 從治의 의미가

있다.”라고 實熱證에 뜸을 뜰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동시에 그는 虛熱證에도 뜸

이 “補陽, 陽生陰長”할 수 있다고 보았다.193) 허준 역시 『동의보감』에서 같은 입장

을 취하고 있다.194)

아울러 허임은 쑥이 “藥에 들어가면 上行하고, 뜸을 뜨면 下行하는 작용이 있다”고

말한다. (24후면)

④뜸치료 후의 조치법

뜸을 뜬 후에 생기는 灸瘡의 관리도 중요한 일이었다. 대개는 빨리 發膿시키기

위해 薄荷, 桃枝, 柳葉 등을 끓인 물로 灸瘡을 씻어 주고, 보릿가루를 소금물에 진흙

같이 개어 灸瘡에 붙여 주고, 마르면 다시 소금물로 그 위를 적셔주어 發膿하게 하였

187) “如巨闕鳩尾, 雖是胸腹之穴, 灸不過七七壯而止. 若大炷多灸則令人永無心力, 頭頂穴多灸則失精神, 臂脚穴

多鍼則血脉枯渴, 四肢細瘦無力又失精神……” (15전면)

188) 王燾, 『外臺秘要』, 인민위생출판사, 1996, p.1078. : “四肢者, 身之支幹也, 其氣系于五臟六腑出入, 其灸

疾不得過頓多也, 宜依經數也. 若頓多, 血脈絶于火下, 而火氣不得行, 隨脉遠去也, 故云三壯五壯七壯者.”,

“腹中者, 水穀之所盛, 風寒之所結, 灸之務欲多也. 脊者身之梁……背又重厚, 灸之宜多, 經脉出入往來之處,

故灸能引火氣.”

189) 상게 『鍼灸資生經』-鍼灸名著集成 중, p.268

190) “熱者 灸之則使其熱發散 寒者灸之則使其寒溫和”, “入藥則上行 艾灸則下行” (24후면)

191)『素問․至眞要大論』: “逆者正治, 從者反治” -素問校釋(下), p.1223

『素問․六元正紀大論』: “木鬱達之, 火鬱發之, 土鬱奪之, 金鬱泄之, 水鬱折之” -素問校釋(下), p.1147

192) 劉完素,『河間醫集 중 素問病機氣宜保命集․瘡瘍論』, 인민위생출판사, p.489

193) 朱震亨,『丹溪醫集 중 丹溪心法』, 인민위생출판사,

194) 상게『동의보감』, p.555 : “灸法所以暢達, 拔引鬱毒, 此從治之義也(綱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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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후면)

또한 灸瘡이 빨리 낫지 않을 경우는 人糞을 태워 만든 가루, 또는 黃土를 소금물

에 진흙처럼 개어 붙여 주기도 하였다.

2)각종 뜸법의 활용과 뜸요혈

①筒灸法(Tube Moxibustion)195)

원통을 이용해 뜸을 뜨는 일종의 간접구로서, 허임은 이 방법을 귓병(耳痛耳鳴)

과 風門의 口眼喎斜에 사용하였다. 요령은 5촌 길이의 갈대 대롱을 귓구멍에 삽입하

고, 밀가루 반죽으로 대롱 주변을 잘 봉한 다음, 바깥 대롱 끝에 뜸을 뜨는 것이다.

허임은 蒼朮에 구멍을 내어 뜸을 뜨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26전면)

②牛角灸

우각구는 쑥심지를 매우 크게 하여 뜨거운 쑥기운이 스미게 하는 방법으로 국부

의 피부가 벌게질 때까지 溫熱만 쐬는 溫和灸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灼灸와는

달리 피부는 태우지 않으면서 뜨거운 기운은 배나 더 세었다고 한다.196) 대개 3～5壯

정도에서 쑥기운이 피부에 스미는 것을 느끼게 되며, 7壯 이상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조왕의 경우는 6곳에 7壯씩 42壯을 뜬 기록도 보인다.197)

허임은 신생아 배꼽의 胞係가 탈락한 자리에도 쑥심지를 우각처럼 만들어 뜸을 떴

다. 불이 반정도 타들어 가면 치우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배가 안 아프다고 한다.

(67후면)

③遇仙灸

勞瘵症에 경외기혈인 腰眼穴을 이용하는 뜸법이다.198) 시간을 따져 뜸을 뜬 것이

특이하다. “癸亥日 하루 전에 미리 點穴하였다가 癸亥日이 시작되는 子時에 병자를

床에 엎드려 눕게 하고, 쑥심지를 적게 하여 7壯, 9壯, 11壯을 뜨면 瘵蟲이 吐出되거

나 瀉下된다. 즉시 蟲을 태우면 편안해 진다.”고 소개하고 있다. (47전면, 17후면)

이 遇仙灸法은 인조실록에도 나온다. 당시의 침의였던 李馨益이 인조에게 “6월 癸

亥日에 腰眼穴에 뜸을 뜨면 모든 병이 치료되고 邪祟를 다스리는데는 더욱 신묘하다”

고 말한다. 신하들은 “무더울 때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도 침구를 금하는데 임금께서

한 의관의 말만 듣고 밤중에 뜸을 뜬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못마땅해들 한다. 그러

195) 옛 뜸법 이름이다. 『천금방』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可治耳聾 其法截箭竿2寸 內耳中 以麵糊四畔 勿

令泄氣筒上7壯”, “治口耳僻 法以葦筒長5寸 以一頭刺耳孔中四畔以麵密塞之 勿令泄氣 一頭內大豆一顆 並

艾燒令燃 灸7壯卽瘥 患右灸左 患左灸右 耳病亦可灸之”(상게, 신편침구대사전, p.921)

상게『鍼灸資生經』, p.327에도 “葦筒灸耳病”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196)『조선왕조실록』, 선조34년 4/10(丁丑)

197)『조선왕조실록』, 선조31년 9/22, 선조30년 4/14

198) 腰眼穴은 『침구경험방』에도 수록되어 있는 경외기혈이다. 일명 偶仙, 鬼眼, 癸亥라고도 부른다. 혈위

는 요부의 제4요추극돌하에서 옆으로 약3.5촌의 陷中處로 좌우2혈이다. 『醫說』(송, 1226년)에 언급

되어 있다. (상게, 『신편침구대사전』, p.926, 899) 허임은 『동의보감』「別穴」(p.781)의 내용을 참

고한 것으로 보이고, 허준은 이를 『丹溪心法』,『醫鑑』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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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조는 신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199)

④八穴灸法200)

癰疽, 疔, 癤, 瘰癧 등의 瘡腫에 사용한 뜸법이다. 和介氏法이라고도 한다. 頭部,

手部, 背部, 足部에 각2혈씩 모두 8혈로 되어 있는데 혈위를 정하는 방법이 복잡하다.

(57후면～58후면) 이 八穴灸法은 성종 4년 日人 부관 良心이 『神應經』과 함께 獻한

것인데, 이듬해인 1474년 『신응경』의 권말에 붙여 간행하게 된 것이다.201)

『침구경험방』에 이 뜸법이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은 허임이 조선에서 간행된

『神應經』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騎竹馬灸法(Moxibustion while on a Bamboo Horse)

허임이 주로 癰疽, 諸瘡 등의 질환에 즐겨 뜸치료를 시행한 穴이다. 취혈방법이

복잡한데, 근대 의가들은 제10흉추 극돌기하 양옆으로 5分되는 자리로 본다. 외과병증

에 消瘀散結, 解毒生肌, 通絡止痛의 효과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병자를 竹杠 위에 말

을 타듯이 앉게 한 다음 뜸을 떴다. 이 뜸법은 宋代의 『衛濟寶書』에 “騎竹馬量灸

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책은 聞人耆

年의 『備急灸法』이라는 책이다.202) 『침구경험방』에서는 肺癰咳嗽上氣, 脚足內外踝

紅腫日久不膿不差, 癰疽疔癤, 癰疽諸腫, 癰疽腫毒, 背腫, 肺癰, 腸癰, 疔腫, 縷疔, 龍瘡,

乳癰 등의 병증에 모두 12차례에 걸쳐 처방되고 있다. (51후면)

⑥患門穴203)

주로 虛勞에 사용된 要穴로 대체로 제5흉추 棘突傍 1.5寸 부위에 해당한다. 『침

구경험방』에서는 적응증의 설명은 『의학입문』의 내용을, 혈위의 선정은 『침구자

생경』을 인용하고 있어, 두 책을 절충하고 있다. (45후면)

⑦四花穴204)

勞瘵症(Consumptive Disease)과 傳尸骨蒸의 치료에 이용한 穴이다. 허임은 『신

응경』205)을 인용하고 있다. 『침구취영』에서는 “오늘날 이 방법에 따라 혈을 정해

보면, 足太陽膀胱經의 膈兪, 膽兪 4혈과 합치된다.…사람의 입의 크기와 넓이가 다르

기 때문에 四花 역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206)

199) 『조선왕조실록』, 인조 26년 6/29

200) 김두종, 『한국의학사』, p.254

201) 김두종, 『한국의학사』, p.254 / 三木榮, 『朝鮮醫書誌』, p.195, 380

202) 袁鍾 등, 『中醫辭海(中卷)』, 中國中醫科技出版社, p.1440

203) 患門穴의 원출전은 『外臺秘要』중 최씨의「別錄」이다. 참고로 『동의보감』「奇穴․取患門穴法」

(p.780)에서는 『의학입문』(p.121)과 『침구자생경』(『침구명저집성』, p.273)을 인용하고 있으며, 아

울러 ‘이 두 책의 방법이 거의 같다’는 『의방유취』의 의견을 함께 싣고 있다.

204) 奇穴로 원출전은 『外臺秘要』의 최씨「別錄」이다.

205) 劉瑾, 『신응경』, 침구의학전적대계본(12권), 1971, 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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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套頸法

哮喘, 中風口噤 痰塞 如引鉅聲의 병증에 脊椎骨 위에 뜸을 뜨는 방법으로, 혈위

의 선정은 가는 끈으로 목에서 鳩尾骨까지의 길이를 잰 후, 끈을 등뒤로 늘어뜨려 끝

닿는 척골상의 점에 뜸을 뜬다. (28전면, 39전면)

⑨中風豫防灸法

이는 일종의 예방뜸법으로 원 출전은 唐代의 뜸법전문서인 『黃帝明堂灸經』이

다. 이 뜸법은 『鍼灸資生經』,『神應經』등에 전해졌는데, 허임은 이를 참고한 것으

로 보인다.207)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38전면)

“中風이 발병하기 전에 다리 정강이가 시리면서 아프고 뻣뻣하게 마비가 오면

서 오래도록 풀리지 않으면, 이는 장차 中風이 발병하려는 조짐이다. 얼른 三里,

絶骨 좌우 4혈에 각3壯씩 뜸을 뜨고, 파뿌리, 박하, 복숭아나무잎, 버들잎 등 네

가지를 끓여 灸瘡을 씻어 주어서, 風氣를 뜸자리로부터 몰아내도록 한다.”208)

⑩癰疽에 이용한 약뜸법

허임은 隔蒜灸法, 附子灸法, 黃土灸法 등 세 가지의 약뜸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늘뜸법은 腫毒 등의 질환에 마늘을 절편으로 만들거나 짓찧어서 종기 위에

놓고 뜸을 떴는데, 그는 이 뜸법이 鬱滯된 毒을 풀어주는(引發鬱毒) 효능이 있다고 말

한다. 또한 附子뜸법은 腦瘻와 諸癰腫이 견고한 경우에 쑥심지를 부자 위에 붙이고

뜸을 떴다. 이 두 뜸법은 일찍이 孫思邈이 『千金方』에서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聞人

耆年에 의해 한층 발전하였다.209)

黃土뜸법은 『鍼灸資生經』에 소개된 것을 인용하였다.210) 腫氣가 등이나 양쪽

肩胛間에 생겨 처음엔 좁쌀 만한 것이 혹 아프거나 혹 가려울 때, 황토와 물을 이겨

서 두께는 2분으로 하고 넓이는 1촌반으로 하여, 쑥심지를 크게 황토 위에 놓고 뜸을

떴다.

 (12)외과질환 및 急症에 대한 침구술  

206)『新編鍼灸大辭典』,華夏出版社, 1995, p.272

207) 상게, 『神應經』, p.70～71

208) 陳克正, 『古今鍼灸精華』, 중국중의약출판사, p.60

209) 陳克正, 상게서, p.81

210) 상게, 『鍼灸資生經』(침구명저집성 중),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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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회에서 침구의가들은 腫瘍이나 水腫 등 각종 외과영역의 질환에 대한 처

치와 함께, 尸厥, 急死, 難産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절실

하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침구경험방』에도 이러한 외과영역의 질환이나 危難症 및

急症에 대처했던 허임의 임상경험이 얼마간 기록되어 있다. 특히 瘡腫門에 많은 비중

을 두고 있는데, 이는 허임의 外科鍼灸學家다운 면모를 엿보게 한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선조 36년(1603) 治腫廳을 두어 瘡瘍질환을 따로 맡겼는데, 그

직원으로 敎授 1人 및 鍼醫 3人 등을 두었다.211) 治腫廳은 후에 典醫監에 병합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 鍼醫가 治腫醫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6세기말～17세기초 거듭된 전란 등으로 각종 瘡瘍이나 外傷 등 외과질환의 발생이

적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의학적 요구도 늘어났던 조선의 시대상황과 관계가 깊다.

1)외과질환과 침구술

허임은 癰疽질환의 경우 초기에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침구치료를 할 것을 권장한

다. 그는 치료를 게을리 하여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연이어 열흘을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고생을 감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50전면, 후면) 그의

대처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癰疽질환의 뜸치료

허임은 癰疽毒腫 발생 3일 이내의 초기치료 방법으로 “그 腫氣 끝에 뜸을 21장

뜨고, 만약 3일을 경과하게 되면 騎竹馬穴에 뜸을 7장 뜨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를

권한다.(50전면, 후면) 의학사적으로 癰疽질환에 대한 뜸치료는 일찍이 晋唐시대에 흥

기하여, 『劉涓子鬼遺方』,『肘后備急方』,『千金要方』,『外臺秘要』등에서는 모두 옹

저질환에 뜸치료를 많이 이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宋代의 유명한 외과의였던 李迅212)(12세기)은 뜸으로 옹저질환을 낫게 하는 작용

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癰疽를 치료하는 데는 뜸을 뜨는 것이 약을 쓰는 것보다 낫다. 대개 毒氣를

밖으로 몰아내 준다. 비유하자면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문을 열고 그를

내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으로 들어와 害를 끼친다.”213)

위의 글을 그의 『外科精要』에 싣고 있는 宋代 陳自明의 경우도 옹저에 灸法을

많이 사용한 의가이며, 劉河間 역시 “瘡瘍은 火에 속하는(瘡瘍者, 火之屬)” 까닭에 뜸

211) 김두종, 『한국의학사』, p.274.

212) 남송의 의가. 유학자로 외과에 뛰어남. 풍부한 치료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1196년 『集驗背疽方』을

저술한다.

213) 陳自明, 『外科精要(中醫外科傷科名著集成 중)』, 華夏出版社, 1997, p.84～5: “治疽之法, 灼艾之功勝于

藥, 盖使毒氣外泄. 譬如盜入人家, 當開戶逐之, 不然則入室爲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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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熱邪를 끌어내어 밖으로 내보내야(引邪氣出)” 한다며 瘡瘍에 대한 뜸치료를 옹

호했다. 다만 뜸을 뜰 것인지 침을 쓸 것인지의 결정은 창양의 化膿여부에 따라 정했

다.214)

②鍼破出膿法

옹저의 辨膿 및 破膿法으로 가장 앞선 기록 중의 하나는 『劉涓子鬼遺方․卷4』

이다.215) 明代의 외과침구학가인 汪機(1463～1539)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癰疽가

처음 생겼을 때는 반드시 먼저 뜸을 떠서 …문을 열어… 邪氣를 내보내었고, 이미 膿

이 생겼을 때는 砭石, 鈹鍼, 鋒鍼, 三棱鍼, 火鍼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膿을 빼내줌으

로 瘀滯된 것을 없앴다.216)

허임 역시 陰腫, 臀腫, 回骨症, 縷疔 등 창양질환에 있어서 膿의 여부를 확인한

후 膿이 생기기 전에는 뜸을 떴고, 膿이 생긴 후에는 침으로 膿을 빼내는 治法을 사

용하였다.217) 다만 그는 膿의 상태가 곪았는지(成膿 혹은 熟膿) 안 곪았는지(不膿)를

판단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환자의 눈을 통해 그리고 腫處를 按壓해 보아 알아

내는 진단요령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膿의 여부를 알려면 처음 아프기 시작한 날로 四五十日을 지나 환자의 눈을

관찰하여 白睛에 精采가 없고 蒼黑한 기미가 있으며 실처럼 가늘면서 붉은 血絡

이 白睛에 종횡으로 어지럽게 설켜 있으면 이미 膿이 생긴 것이다.” (52후면의 肺

癰, 53전면의 陰腫 혹 臀腫)

“대개 손으로 먼저 腫氣가 난 곳과 주변을 눌러 보았을 때 견고하면서 손가

락 자국이 움푹 들어가서는 따라나오지 않으면 곪지 않은 것이다. 손으로 점차

腫氣를 눌렀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함몰하는 듯 하다가 손가락을 들면 다시 일

어나 마치 누에고치를 눌렀다가 뗄 때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으면 곪은 것이다.”

(54전면의 回骨症)

『침구경험방』에서 鍼破出膿法을 시행한 경우는 背腫, 肺癰, 陰腫, 臀腫, 回骨症,

走馬疳瘡, 汞毒瘡 등의 경우였으며, 주로 大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肺癰의 경

우는 破膿하여 膿을 빼낸 다음 비벼서 꼰 종이를 꽂고, 매일 새로 갈아주어 鍼孔이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膿을 도출해 내는 외과적 배농처치법을 제시하기도 하였

214) 劉完素,『河間醫集 중 素問病機氣宜保命集․瘡瘍論第26』, 인민위생출판사, p.489 : “凡瘡瘍已覺微漫腫
硬, 皮肉不變色, 脉沈不痛者, 當外灸之, 引邪氣出而方止. 如已有膿水者, 不可灸, 當刺之.”

215)『劉涓子鬼遺方(中醫外科傷科名著集成 중』, P.26: “癰疽初發幷宜灸, 膿成宜鍼, 膿出之後, 人必生之.”

216) 汪機,『外科理例․論灸刺分經絡五十(中醫外科傷科名著集成 중)』, p.171: “癰疽初發, 必先當頭灸之, 以開

其戶,……外用所屬經脉之兪穴鍼灸, 以泄其邪.” “已成膿者, 唯砭石鈹鋒之所取也.”

217) “…膿後則鍼破出膿, 未膿前 灸騎竹馬穴各7壯” (54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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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임의 이러한 외과적 治腫術은 일찍이 조선 明宗 때의 治腫醫 任彦國과 그의 제

자들의 저술인 『治腫指南』에 나오는 膿瘍鍼破法, 紙撚을 鍼孔에 삽입하는 법, 蟾膾

를 복용한 점 등과 유사한 면이 많아 주목된다.218)

③出水法

허임이 浮腫 및 鼓脹 등 腹水가 차는 병증에 水分穴에 침을 찔러 물을 빼내준

침자술이다. 대개는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들과 상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銅人經』등 기존의 方書에서는 水分穴에 鍼

刺하여 물이 다 빠져버리면 죽게 된다고 여겨 ‘鍼水分穴出水法’에 대해 신중론을 편

데 반해, 허임은 가만히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최후까지 구급책을 강구하자는 입장

이었다. 그의 임상가 다운 면모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放水法의 침

법은 일찍이 『肘後備急方』에서 볼 수 있다.

“배꼽 아래 2촌에 몇 푼 깊이로 찔러 물이 나오게 한다.”219)

또한 허임은 물을 2/3정도만 빼내준 후에 鍼孔을 막았는데, 이 때 물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血竭末이나 寒水石末을 미리 준비하여 붙였다. 血竭이 없을 경우는 槐花를

炒黃하거나 百草霜末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出水法은 外腎腫이나 陰囊浮腫의 경

우에도 사용되었다. (32전면․후면)

④鍼刺順生法

허임은 産科영역에서도 침법을 이용하였다. “橫産, 逆産 등의 難産에 細鍼을 사

용하여 태아의 手心이나 足心을 1～2분 깊이로 3～4곳 찌르고, 소금을 鍼穴에 발라

비벼준 후 가볍게 집어넣으면 태아가 수축되어 順生한다.”고 하였다. (66후면)

2)응급침구법

『침구경험방』의 厥逆門이나 急死門에는 中惡, 厥逆, 尸厥 등 주로 갑작스런 의식

의 장애나 轉筋痙攣을 동반한 응급병증에 대응했던 침구처방이 나온다. 사용된 수혈

은 臍中, 人中, 承漿, 百會 및 陰囊下穴, 乳頭根, 그리고 合谷, 太冲, 下三里 등이었으

며, 주로 뜸을 많이 사용하였다.(41후면～42후면) 이는 急症에 뜸치료를 많이 했던 대표

적인 의가인 葛洪과 그의 『肘後備急方』에 나오는 처방혈과 공통점이 많다.220)

또한 溺死와 縊死, 中暑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환자처치요령이나, 狂犬咬

傷, 蛇咬傷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치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218) 김두종, 『한국의학사』, p.271～2. 그러나 『治腫指南』이라는 책이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다.

219) 葛洪,『肘後備急方』, 인민위생출판사, p.69: “治卒大腹水病方- 若有腹大, 下之不去, 便鍼臍下二寸入數
分, 令水出, 孔合須腹減乃止”

220) 상게서, 『肘後備急方』, p.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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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心痛, 卒心胸痛汗出, 疝氣上衝心腹急痛呼吸不通, 霍亂已死而有暖氣者, 難産, 小兒驚風

등의 각종 급성통증질환에 대해서도 침구치료가 많이 사용되었다.

[표22] 瘡腫門의 외과적 처치법 및 침․뜸법

병증 외과적 처치 침치료 뜸치료

癰疽疔癤(初出) 各隨其經行鍼 騎竹馬穴(7)

癰疽腫毒(初出三日前) 其腫觜(21),騎竹馬穴(7)

癰疽諸腫(或不痒不痛色

靑黑者)
騎竹馬穴(7)

髮際腫脣腫面腫 各隨其經行鍼

背腫 行鍼,大鍼破膿

凡大小腫 騎竹馬穴(7)

肺癰 大鍼破膿 尺澤,太淵,神門,內關 騎竹馬穴(7)

陰腫或臀腫… 邊刃大鍼破膿

回骨症 鍼破出膿

凡小癤腫

腸癰
膿前:騎竹馬穴(7),膿後:

肘尖(100)

疔腫
面上口角:合谷,下三

里,神門, 背部:委中

騎竹馬穴(7),肩井(7),手

部:曲池(21)

縷疔 騎竹馬穴(7)

諸瘡努肉 硫黃硏末塗

腫堅有根(石癰) 當處(100)

龍瘡 煙燻法 湧泉,委中(刺出血) 騎竹馬穴(7), 尺澤(5)

走馬疳瘡 鍼破出膿

附骨疽 三白(年)

風丹及火丹毒 當處出血

遍身疥瘡 神門,曲池,大陵,肺兪

腋腫馬刀挾癭
曲池,曲澤,合谷,列缺,

魚際,神門,肺兪,內關

皮風瘡(牟疥瘡) 神門 曲池(200),合谷(21)

白癩
後燻法(卽用熟艾+信

石作末煙燻)
先鍼當處

風癩(大風瘡)

身上肉黑處三稜鍼亂

刺+灸,

調攝

委中,尺澤,太冲(皆鍼出血),曲池,神門,中渚,合

谷,太淵,崑崙,絶骨,心兪,肺兪,胃兪,脾兪,內關,

申脉,照海

癰疽疔癤瘰癧等瘡 八穴灸法

汞毒瘡 鍼刺出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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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임『침구경험방』이 후대에 미친 영향

 (1)조선후기의 침구학에 미친 영향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후세 침구의가와 조선 후기의 침구학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끼쳤다. 17세기 말～18세기 초엽에 조선에 유학 왔던 일본 의사 山川淳菴은 “조선

의 鍼家들이 하나같이 다 ‘허임의 경험방’을 배우고 이용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

을 보았다”는 목격담을 전하고 있어 후대에까지 이어졌던 허임의 명성을 짐작케 한

다.221)

또한 조선 최초의 소아전문의서를 지은 趙廷俊도 그의 『及幼方』(1749) 에서 “숙

종때 太醫知事 崔有泰222)(1629～ ? )와 別提 吳鼎和는 다 ‘허임이 전수한 침법’을 계승

하여 당시에 유명하였다. 내가 두 사람에게서 영향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히 기록한

다.”라고 말한다.223) 그러나 정작 ‘허임침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도 되어있지 않다. 한편 『급유방』에서는 丹毒, 驚風, 慢驚風, 癎疾, 癖痞, 外感, 絞腸

沙, 中暑, 疝症 등 일부 병증에 침구치료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지만,224) 허임『침구경

험방』으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1)『增補山林經濟』「救急篇」에서의 인용

1766년(영조 42년)에 柳重臨225)이 증보한 『增補山林經濟』에서도『허임경험방』,

『침구경험방』을 인용하고 있다.226) 이 책은 민간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응급한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13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후 1771년 徐命膺이 『攷事撮要』를 增刪하여 만든 『攷事新書』의 日用門

醫藥門에도 『增補山林經濟』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침구치료법을 싣고 있다. 이

러한 민간 경험치료방에 『침구경험방』의 내용이 흡수된 것은 간결하면서 실용적인

『침구경험방』의 특색이 민간의 구급의료적 요구에 잘 부합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

각된다. 다음은 『增補山林經濟』에서 『침구경험방』으로부터 인용한 부분들을 정리

221)『침구경험방』,1994, 중의고적출판사, 山川淳菴이 쓴 일본판 서문중. “予少時曾遊學於朝鮮 称習之餘間

接醫人 數聽說鍼灸爲醫家之要 又行見鍼灸醫病其效最捷 就扣其所用之方法 則壹皆因許氏經驗方學而然者

也……”

222) 최유태는 인조 7년생으로 효종 2년 의과출신의 의가이다.(김두종, 한국의학사, p.398참조)

223) 趙廷俊, 『及幼方』, 여강출판사, p.205: “肅宗朝大醫知事崔公有泰, 別提吳公鼎和, 皆得許任傳授之鍼法

有名, 當世余於二公得聞其緖餘, 故詳記之.”

224) 조정준, 『급유방』, 여강출판사, p.52, 75, 89, 100, 204～206, 213, 289, 303, 329

225) 任希聖의 序에 따르면 “저자가 중년에 太醫內院에 입하여 西班의 錄을 受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柳重臨은 영조 때 내의원에 入仕하여 軍職의 俸祿으로써 醫務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학

대계 44권)

226) 三木榮, 『朝鮮醫書誌』, p.297. 김두종, 『한국의학사』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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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縊死(1) 중 “心下微溫者 一日已上 猶可活 當徐徐抱下解之 不可截斷繩子 令安臥

被中一人 用手厚裹衣物 緊塡穀道 勿令泄氣. 一人以脚 踏其兩肩 手挽

其髮 常令弦急 勿使縱緩. 一人以手 據按胸上 數摩動之. 一人摩擦臂脛

屈之伸之 雖得氣從口出 呼吸眼開 仍按引勿止 更令兩人以竹管 兩耳勿

輟” →『침구경험방』急死門 縊死에서 인용

◎溺水死(2) 중 “多灸臍中二三百壯” →『침구경험방』急死門 溺水死에서 인용

◎猝死(5) 중 “鍼灸法 ○鍼人中 無鍼則以大指爪甲搯刻 ○急灸人中及隱白 又灸臍中

百壯 卽活” →『침구경험방』急死門 中惡에서 인용

◎中惡(6) “鍼灸法 ○灸百會九壯 人中七壯 臍中氣海百壯” →急死門과 유사

◎客忤猝厥(9) 중 “灸臍中百壯” →『침구경험방』厥逆門 尸厥과 동일

◎尸厥(10) 중 “鍼灸 ○鍼人中至齒立甦 ○灸百會十七壯 氣海關元各三百壯”

→『침구경험방』厥逆門과 유사

◎霍亂(22) 중 “鍼灸 ○關衝穴 無名指外邊 去爪甲角僅容韭葉連飢處 男左女右㝡要 鍼刺出血卽

差○轉筋欲絶 以鹽塡臍中 灼艾不許壯數 立效 霍亂已死而胸中有煖氣

者 依此灸之 亦效 此法㝡妙” →『침구경험방』霍亂門과 유사

◎猝腹痛(25) 중 “鍼灸 ○獨陰 在足大指次指內 中節橫紋當中 男左女右取 大敦 在足大指端 去爪

甲如韭葉 如前三毛中 幷灸氣海 三十壯” →『침구경험방』霍亂門과 유사

◎猝疝痛(26) 중 灸 ○獨陰 灸五壯男左女右 口角穴 以稈量病人口吻 如一字作三摺 如此樣 以

一角按臍心 兩角在臍下兩傍盡處是穴 二七壯 ○炒鹽熨痛處

→『침구경험방』陰疝門 奔豚氣繞臍上衝에서 인용

◎腦背腫(48) 중 “灸法 ○凡癰疽生於腦背 初如粟米 或痛或痒 因作赤色 人皆漫忽 不

爲治 不過十日而死 但於瘡上灸二三百壯 無不愈 但早覺早灸爲佳 始

發一二日十灸十治 三四日五六活 五六日三四活 七日則不可灸 惟頭

爲諸陽所聚 艾炷宜小而少灸之”

◎破傷風(57) 중 “鍼灸法 ○…灸第二椎五椎如半棗核火灸”

◎丹毒(58) 중 “以鍼輕手亂刺出血 頻府猪血㝡效”

◎難産(123) 중 “橫産者先露手 逆産者先露足 ……手足先露者 用細鍼 刺兒手足心一

二分三四次 以鹽塗其上擦之 輕輕送入 兒得痛驚縮卽順生 又兒脚先

生 急以鹽塗之脚心 因急搔之 倂以鹽摩母腹上卽自然正生”

→『침구경험방』婦人門 難産에서 인용

◎難産(123) 중 “鍼灸法 ○急於右脚小指尖頭灸三壯卽差 又鍼合谷三陰交卽效”

→『침구경험방』婦人門 胞衣不下 死胎

◎小兒初生急病(128) 중 “初生遍身發丹毒赤腫遊走乃胎毒也 入腹入腎則必死 宜以細

鍼或砂鍼 隨赤暈周匝 刺出惡血” →『침구경험방』小兒門 火丹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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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驚風(130) 중 “灸法 ○慢驚諸藥不效 先診太冲脉 若存則百會灸三壯 又兩乳頭上 男

左女右三壯 灸髮際五分 眉心 顖會 各三壯 壯數則隨輕重七壯 未效又灸之

亦可” →『침구경험방』小兒門 驚風과 유사

2)〈舍巖鍼法〉의 형성에 미친 영향

한편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보사법인 〈사암침법〉의 형성에도 허임과

『침구경험방』은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원래부터 사암 자신의 저작으로 생각

되는 치료편 중에서 中風, 霍亂, 脚氣, 口病門 등은 허임『침구경험방』을 인용한 것

으로 연구된 바 있다.227) 한편 『經濟要訣』이라는 필사본 중에 들어있는 ‘河陽目錄’은

바로 허임의 『침구경험방』을 선별 발췌한 것이기도 하다. 이 『경제요결』은 조선

후기 어느 침구의가의 손을 통해 필사된 것인데, 舍巖目錄, 芝山目錄, 河陽目錄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舍巖의 치료편에 芝山이란 자의 경험방, 그리고 許任의

『침구경험방』을 합쳐서 필사한 것이다.228) 〈사암침법〉 치료편에 인용된 『침구경

험방』의 병증항목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침구경험방』 風部 ⇒ 「필사본」 제1장 中風

(言語蹇澁 半身不遂/ 口眼喎斜/ 偏風口喎/ 卒(中)風 不語 肉痺/ 遍身痒如蟲行不可

忍/ 歷節風/ 口噤痰塞如引鉅聲/ 角弓反張/ 眼戴上不能語 第二椎幷五椎上/ 中臟者

不省人事 痰涎 喉中雷鳴/ 四肢癱瘓 不知疼痛 言語蹇澁是也/ 中腑者 半身不遂 口

眼喎斜 知疼痛 言語不變是也 先看形體及臟腑之症候 詳察治之/ 肝中 無汗 惡寒 色

靑 名曰怒中/ 心中 多汗 驚怕 色赤 名曰思慮中/ 肺中 多汗 惡風 名曰氣中/ 腎中

多汗 身(冷)色黑 名曰氣勞中/ 脾中 多汗 身熱 色黃 名曰喜中/ 膽中 眼目牽連 鼾睡

不醒 色綠 名曰驚中/ 胃中 飮食不下 痰涎上壅 色淡黃 名曰食後中/ 太息善(悲) 神

門 日月)

○『침구경험방』 霍亂 ⇒ 「필사본」제23장 霍亂

(霍亂 悶亂/ 轉筋/ 心胸滿(痛) 吐(食) 腸鳴 中脘/ 暴泄/ 頭痛 呼吸喘鳴 (下)三里/

霍亂已死 而有暖氣者)

○『침구경험방』 脚膝 ⇒ 「필사본」제33장 脚氣

(脚足轉筋(不忍)/ (手足)筋攣/ 鶴膝風 中脘/ 脚足寒(冷))

○『침구경험방』 口部 ⇒ 「필사본」제38장 口病

(上(齒上顎齗及)脣 屬胃, 下(齒下齗及)脣, 口中生瘡 承漿 勞宮, 脣吻不收 (下)三里, 重舌

舌裂

이와 같이 『침구경험방』 일부 몇 병증문의 소항목이 그대로 〈사암침법〉의 병

227) 김달호 편저, 2000, 『校勘舍巖道人鍼法』, 소강, p.179～187.

228) 김달호 편저, 상게서, p.156～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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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항목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침구경험방』의 내용이

〈사암침법〉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허임은 『침구경험

방』에서 오장병기개념을 중시하면서 침구처방에 五行穴(五輸穴)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配穴원칙에 입각한 침구처방으로까지 이론화하지는 못하였다.

〈사암침법〉은 음양오행의 相生相克원리에 입각하여, 장부의 허실에 따른 子母補瀉

法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갔다.

3)『靑囊訣』에서의 인용

1924년 南采祐가 저술한 경험의서인 『靑囊訣』의 침구편229)은 각종 침구법, 十二

經脉流注腧穴, 別穴 및 奇穴, 子午流注, 奇經八法, 鍼灸要歌, 萬病散鍼灸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 중 병증치료편에 해당하는 ‘萬病散鍼灸’는 『동의보감』에 산재해 있는

침구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침구경험방』및 사암침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취합해 놓고 있다. 다음은 그 중 일부분이다.

○頭目癰腫胸脇支滿, 偏頭痛目䀮䀮不忍 부분(p.361)

○目睛痛無淚, 瞳子突出 부분(p.362)

○口苦 부분(p.363)

○胸痛如刺手卒靑, 冷氣冲心痛, 胸痛口噤, 心痛面蒼黑欲死 부분(p.364)

○老人腰痛, 腰痛不得俛仰 부분(p.365)

○臂細無力, 兩手大熱如火 부분(p.366)

○鶴膝腫如大瓢上下皆細身熱, 便毒, 脚足內踝紅腫久不膿不差 부분(p.367)

○中風痰盛聲如曳鉅藥不能下, 中風豫治, 中風目戴上不能視 부분(p.369)

○小兒顖門不合, 雀目 부분(p.373)

허임을 포함한 네 사람의 의가의 경험방을 후인들이 수집하여 편술한 『四醫經驗

方』에도 『침구경험방』과 관련이 있는 침구방을 단편적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230)

이처럼 조선후기의 경험의료 속에는 허임 『침구경험방』의 흔적과 영향이 매우

광범하게 녹아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침구경험방』을 잇는 더 이상의 침구

전문의서는 나오지 못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의가들의 학문적 비중이 침구요법 보다

는 전반적으로 약물치료에 더 치중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중국의 침구학에 미친 영향

229) 南采祐저,『靑囊訣』, 1995, 계축문화사 p.309～p.374가 침구편이다.

230) 김두종, 『한국의학사』, p.333

『한국의학대계』권15 중 『四醫經驗方』판본 및 국립중앙도서관 일산문고 소장 필사본



許任『鍼灸經驗方』硏究



- 141 -

1)청말 간행된 『鍼灸集成』의 실상

『침구집성』이란 책이 『침구경험방』의 또 다른 傳本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밝

혀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 책은 그간 廖潤鴻이라는 침구의가에 의해 간행(1874년)

된 淸代의 대표적인 침구의서 중 하나로 여겨져 왔고,231) 初刊이래 최근까지도 여러

판본이 간행되어 비교적 광범하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 책은 『침구경험방』,

『동의보감』의 침구관련내용 및 『類經圖翼』의 일부를 표절하여 짜집기하고, 저자

의 이름까지도 거짓으로 같다 붙인 일종의 僞書임이 드러났다.232)233)

『침구집성』의 편집실태를 살펴보자. 이 책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

권은 “침구집성”으로, 3,4권은 “經穴詳集”으로 되어 있다.

〈권1〉은 침구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싣고 있다.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

에 나오는 鍼法, 灸法, 禁鍼穴, 禁灸穴, 訛穴, 十四經脉循行과 病候, 鍼灸吉日 등의 내

용을 모두 그대로 베꼈다. 『동의보감』→『침구경험방』→『동의보감』 순으로 번갈

아가며 옮겨 놓은 것이다.

〈권2〉는 인체 각 부위에 따른 병증에 대한 침구치료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역시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을 全錄하고 있다. 『침구경험방』→『동의보감』의

순으로 옮겼다.

〈권3〉,〈권4〉는 경맥과 경혈에 대한 내용이다. 十四經脉의 流注와 수혈의 부위,

主治작용에 대해서는 『類經圖翼』권6과 『동의보감』을 번갈아 옮겨다 놓았고, 경외

기혈은『유경도익』권10과 『침구경험방』,『동의보감』의 「別穴」에서 집록하였다.

140여개에 이르는 경외기혈의 명칭, 부위, 주치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을 놓고 보았을 때, 『침구집성』을 침구저술로 보기는 곤란하다. 내용

전체가 다른 책의 글자를 그대로 옮겨 모아 놓은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동의보감』의 침구관련내용과 『침구경험방』을 위주로 집록한 조선의 “침구자료

집”인 셈이다.

2) 조선중기침구학에 대한 再考

『鍼灸集成』의 이러한 불량한 편집태도는 후대의 침구문헌 연구에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기존의 다른 의서를 全錄했으면서도 그 集錄한 原書의 책이름을 전혀 밝히

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침구의학사, 침구사전류 등에 나오는 『침구집성』에

231) 원서명은 『면학당침구집성』이다. 많은 침구문헌 중에 잘못된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32) 黃龍祥, 1996, 『鍼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1214

233) 졸고,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침구집성』의 실상」, 한국의사학회지, 2000.VOL.13, No.2

p.81～91. 특히 『침구경험방』으로부터는 서문, 발문을 제외한 전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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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록은 진실이 은폐된 오류 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필자가 확인해 본 많은 침구

문헌들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출판사에서 간행된 『勉學堂鍼灸集成』

의 다음과 같은 교주설명도 그 한 예이다.

“이 책은 淸代 이전의 침구문헌 50여종을 채집하여 만든 책으로 침구학의 기초

이론에서부터 임상응용에 이르기까지 제가들의 설을 널리 모으고 있어서 내용이 풍

부하고, 청 이전의 침구학술상의 성취를 상당한 정도 반영하고 있다.”234)

『동의보감』이나 『유경도익』을 참고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고 있는 일부 문헌

들이 있기는 하다.235)236) 그러나 정작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베껴 놓은 『침구경

험방』을 언급한 문헌들은 거의 없었다.237) 이는 허임『침구경험방』이 본 이름을 찾

지 못한 채, 『鍼灸集成』이란 이름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셈이다.

기존의 침구의학사나 침구문헌 가운데서 『침구집성』의 특색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과 ‘訛穴’

이라는 항목을 통해 취혈의 정확성을 강조한 것, 그리고 많은 수의 경외기혈을 수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평가가 허임과 『침구경험방』의 몫으로

돌려져야 한다.

그간 왜곡되었던 사실의 시정은 곧 조선침구학의 실체와 그 위상을 올바로 찾는

길이기도 하다.238)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침

구편 이 두 책은 원전에서부터 明代까지의 침구의서를 폭넓게 수용한 바탕 위에 조선

의 독자적인 침구임상경험을 가미하여 정리한 17세기 조선침구학의 성과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침구집성』의 집록 태도가 후대에 끼친 많은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들 책은 국적이 감추어진 체 淸末 이후 중국에서 유행하였고, 일정한 평가와 함께 적

지 않은 학술적 영향도 끼쳤다. 이런 점에서 『침구집성』이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

234) 1998년 중국중의약출판사에서 간행된 『면학당침구집성』의 교주설명이다. “該書采輯淸同治以前有關鍼

灸的醫學文獻50餘種, 從‘內經’ ‘難經’ ‘銅人’ ‘甲乙’ ‘千金’到 ‘醫學入門’ ‘醫學綱目’ ‘類經圖翼’ 等均有所載.

全書從鍼灸學基礎理論到臨床應用, 博采諸家之說, 內容豊富全面, 很大程度上反映着淸以前鍼灸學術上的成

就.……” 이러한 류의 언급은 1994년 沈愛學, 包黎恩의 点校로 인민위생출판사에서 간행된 『면학당침

구집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35) 국내에서 간행된 두 종의 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재동외 공편의 『중국침뜸의학의 역사』1997, 집문

당, p.344.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찬,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1985, p.314

236) 王德深, 1996, 『中國鍼灸文獻提要』인민위생출판사, p.164

237) 특히 『침구경험방』의 경우는 황용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는 『침구명저집성』

의 ‘未收鍼灸名著提要’중에 『침구경험방』을 소개하고 있다. 『中國鍼灸文獻提要』에서는 조선의 침구

문헌으로 『鍼灸擇日編集』과 『동의보감』을 소개하고 있지만, 『침구경험방』은 빠져 있다. 이러한

침구문헌에 대한 총람 형식의 책에 『침구경험방』이 빠져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38) 거의 모든 중국침구학사 책들이『침구집성』이라는 책에 대해 잘못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원전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앞 사람의 언급을 답습하는데서 오는 나쁜 연구 풍토 때문이다. 僞書라는 논란에도 불구

하고 이 책이 조선 침구학의 성과를 모은 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책이 『동의보감』과 『침구경

험방』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밝히는 것은 잃었던 조선침구서의 위치를 바로 자리매김

하고, 조선침구학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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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겠지만, 조선의 양대 침구문헌인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을 한데 묶어 놓음

으로써 조선침구의학의 면모를 중국에 부각시키고, 이들의 침구의학적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뜻밖의 기여를 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100여 년이 넘도록 『침구집성』의 내용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의 침구문헌에 대한 정리와 소개가 그만큼 미흡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조

선의 침구문헌이 해외에서 받은 주목만큼도 정작 제 땅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

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239)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을 축으로 하는 조선중기

침구의학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완연구가 새삼 요망되는 시점이다.

3)『침구경험방』에 대한 최근의 평가

최근인 1994년 『침구경험방』은 중국에서 鍼灸善本醫書로 선정되어 影印 간행되

었다.240) 실로 오랜만에 이름과 실제가 부합된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淸의 太醫였던 力軒擧가 소장하고 있던 珍本의서 중 학술가치가 높고 연구가치가 있

는 책을 선택하여 총서로 발간하였는데, 그 가운데 『침구경험방』을 포함시킨 것이

다. 판본으로는 일본 安永7년(1778년) 浪華書林판이 사용되었다.

아울러 내용 개요를 통해 “조선에서 편찬한 침구전문서의 효시로……전 책의 내용

이 간명하고, 조리가 분명하며, 독특한 특색을 갖추고 있어서 침구임상에 있어서 비교

적 실용성이 있는 참고서라 할 수 있다.”241)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黃龍祥은 역대침구명저를 소개하는 책에서 『침구경험방』에 대해 “편자의

다년간의 침구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으로, 여러 서적에서 취하여 싣기는 했

지만, 편자의 임상경험에 근거하여 수혈을 언급한 뒤에 침법과 뜸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임상적 가치가 높으며, 문헌을 끌어 모으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

다.”242)라고 경험을 바탕으로 편찬된 허임 『침구경험방』의 특색을 평가하고 있다.

8. 맺음말

許任은 16세기말에서 17세기 전반기에 걸쳐 활동하며 명성을 떨쳤던 조선의 鍼灸

醫家이다. 賤出이라는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왕실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침의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일생동안 쌓은 폭넓은 침구임상경험을 바탕으로 1644년 『鍼灸經驗

方』을 저술한다. 이는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침구전문서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색

239) 주4)와 9)에서 언급한 최근 중국에서 간행된 두 종류의 『침구집성』교주본은 이를 말해 준다.

240) 中醫古籍出版社 간행: 1994, 日本安永刊本 사용, 傅景華 等編

241) “爲朝鮮編鍼灸專書之始……全書內容簡明, 條理淸楚, 具有獨特之處, 是鍼灸臨床的較爲實用的參考書”

242) 黃龍祥, 『鍼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12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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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침구서로서, 저자 자신의 견해와 임상경험을 많이 수록하고 있

다는 점이다. 뛰어난 침구임상가였던 허임은 이 책을 편집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완결

성을 갖추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침구임상의 실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허임은『內經』과『銅人腧穴鍼灸圖經』을 위시하여『神應經』,『鍼灸資生經』,『千

金方』,『奇效良方』,『東醫寶鑑』등 기존의 침구의서를 참고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

는 이들 의서를 자신의 관점에서 수용할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진취적인

학문적 자세를 보여 주었다.

腧穴의 정리, 부정확한 取穴에 대한 올바른 지도, 臟腑病機에 근거한 침구치료, 새

로운 치료혈에 대한 모색과 함께 많은 수의 經外奇穴을 정리한 점, 『奇效良方』의

手法을 변용 발전시킨 鍼補瀉法의 활용, 다양한 침뜸법의 활용, 鍼刺術의 활용영역을

넓혀간 점 등은 모두 그가 침구임상 현장에서 기울인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조선침구

학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한 발 앞서 간행된『東醫寶鑑』은 허임『鍼灸經驗方』의 저술에 하나의 발판이 되

었다. 이 두 책은 각기 특징적인 체계를 지니면서도, 침구이론과 침구임상이라는 두

측면을 상호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 두 책의 간행은 임란전후 조선중기의 새로운

의학에 대한 요망 속에 활발히 발전해 나갔던 침구분야가 거둔 알찬 결실이었다. 아

울러 이때까지 중국침구의서에 주로 의존하던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침구의학

방면에서 토착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허임『침구경험방』은 조선후기의 침구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갖춘 그 체계적 특성은 어려운 의료현실 속에 있던 民衆救療에

침구치료가 효과적이면서도 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이러한

實用性으로 인해 조선후기에 저술된 여러 민간경험방서에서도 허임『침구경험방』의

내용이 폭넓게 인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增補山林經濟』「救急篇」이나, 특

색있는 보사법을 발전시킨 〈사암침법〉의 형성에 미친 영향이 그러한 예들이다.

또한 해외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18세기에 두 차례 일본

판 『침구경험방』이 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淸代의 대표적인 침구의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던 『鍼灸集成』이 실은 조선의 침구문헌인 『東醫寶鑑』「鍼灸篇」과 『鍼

灸經驗方』을 표절하였다는 사실이 최근 비로소 밝혀졌다. 원저자와 서명을 밝히지

않은 침구집성의 잘못된 편집태도에서 비롯된 후대 여러 침구문헌의 혼란과 오류는

올바로 고쳐져야 한다. 그간 은폐되었던 이러한 진실의 확인은 허임 침구경험방을 위

시한 조선중기침구학의 성과가 침구의학사 속에서 바른 자리를 찾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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