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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金銅人의 製作에 한 察

박 환
시중한의원

A Production of Chimgeumdongin(鍼金銅人) the Acupuncture Bronze Man in 18th Chosen dynasty
Yung-Hwan Park

Si-joong Korean Medical Clinic

The Chimgeumdongin(鍼金銅人) is a Acupuncture Bronze Man that casted by Choe Cheonyak(崔天若) the meister and directed by O 

Jicheol(吳志哲) the royal chief acupuncture doctor of Chosen dynasty(朝鮮) in 1741. Choe Cheonyak casted the Chimgeumdongin at least 

12 parts. After welding the parts, engrave the names of acupuncture point on it. It is suggested that there maybe one or more Wooden 

Acupuncture Man that remedy mistakes for a longtime before 1741. This became a prototype of Chimgeumdongin. The contents of 

Chimgeumdongin’s acupuncture points are equal to <Buzhutongrenjing : 補註銅人經> which was recited by royal acupuncture doctors for 

hundreds years.

Chimgeumdongin rigorously apply the bone proportional unit measurement of <the chapter on Measurement of the bone, chapter 14 of 

the Lingshu : 靈樞.骨度篇>. and the range of error was between 0.01cm~1.67cm. Specially, they made it`s head 1.34 times bigger, by long 

experience. Accoding to <Seungjeongwonilgi : 承政院日記>, the Chimgeumdongin was used for training inexperienced royal acupuncture 

doctors. 

As shown above, the Chimgeumdongin could be represents standard acupuncture technology of Chose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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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2012년 현재 國立古宮博物館1)에 소장되어 있는 鍼金銅
人은 정식 명칭이 靑銅鍼金經穴人體像2)으로 본래 昌德宮 
內醫院에서 전해오던 것이다. 鍼金銅人3)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며, 醫史學 硏究에서도 값을 따질 수 없
는 중요한 遺物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鍼灸銅人은 宋의 
王維一이 1026年에 처음 製作하 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1443年(明･正統8年)에 만든 天聖銅人의 모방품
을 2012년 9월 현재 北京 中國國家博物館에서 전시하고 있

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 한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昌德
宮에 보존되어 있던 鍼金銅人이 天聖銅人보다는 적어도 후

에 만들어졌다고 추측 해 왔다. 
그런데 奎章閣의 朝鮮王朝實錄과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에서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 承政院日記를 考察한 결과, 
朝鮮 太宗때부터 鍼灸銅人을 鑄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으나 제작하지 못하고 鍼灸木人으로 鍼灸學을 敎育하
다가, 英祖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鍼金銅人을 鑄造했다는 
정확한 기록을 발견하 기에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하
고자 한다. 또 鍼金銅人을 제작기법을 靑銅佛像의 鑄造法에 
근거하여 미루어 推論하려 하며, 靈樞.骨度第十四의 內容
이 鍼金銅人에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實測을 통해 考
察하고자 한다.

1) 서울 鐘路區 景福宮 內 所在.
2) 현재 靑銅鍼金經穴人體像의 國立古宮博物館 유물기호는 No.00006952YB이다.
3) 간략하게 昌德宮 鍼金銅人, 또는 鍼金銅人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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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論

1. 朝鮮時代 이전의 鍼灸銅人

素問.異法方宜論第十二에 “砭石 또한 東方에서 유래한 
것이다.”4)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鍼灸學은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古朝鮮 時代에는 일찍이 砭
石術이 실용되어 왔으며, 高句麗 平原王3年(561年) 吳나라 
사람 知聰이 內外典, 藥書, 明堂圖 등을 가지고 高句麗를 
거쳐 日本으로 건너가 歸化했다는 기록5)이 있는데 이를 미
루어 보면, 이 시 에 이미 우리나라에 經穴圖가 유입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 統一新羅에 이르러서는 학
생들에게 鍼經, 明堂經 및 甲乙經 등을 敎授하고 千金
方등을 輸入하는 등 鍼灸學이 더욱 실용화되었다6). 

그런데 鍼灸學은 經脈理論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
에 明堂圖에 따른 정확한 經脈과 經穴의 위치를 습득하
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加工이 손쉬운 재료인 나무로 적당한 크기의 
鍼灸木人을 제작하여 鍼灸學을 學習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經脈이 표시된 가장 오래된 木人은 1992年 2月 雙包
山 漢墓에서 출토된 黒漆木製人形이다. 이 遺物은 현재 綿
陽市博物館에 있으며 貯藏液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길이는 
약 28.1cm이며 검은 옻칠로 塗色되어 있다. 또한 이 黑漆
人形에는 폭이 1.5mm정도의 經脈이 朱漆로 그려져 있는데 
左右에 각각 9개, 가운데 1개가 經脈과 같이 上下의 방향으
로 그려져 있다7).(그림 1 참조)

이 黒漆木製人形의 製作時期는 B.C.179年에서 B.C.141
年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馬王堆帛書(B.C.168年)의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와 매우 가까운 시기
의 鍼灸木人에 해당한다. 이처럼 醫家들은 經脈學說의 발달 
초기부터 學習을 위한 木人形을 필요에 의해 제작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黒漆木製人形

따라서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61年 당시 高句麗에 
明堂圖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나라
도 일찍부터 鍼灸學習을 위한 鍼灸木人이 존재하 을 가능
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高麗 仁宗 14年(1136年)에 科擧制
度가 처음 실시되었는데, 시험과목 중에서 醫科考試를 醫業
式과 呪術式으로 나누어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醫業式 중
에서는 素問經 8條와 甲乙經 2條, 本草經 7條와 明
堂經 3條, 鍼經 9卷와 難經 1卷 등 각각 10條 중에서 
6條 이상 통과해야 했다고 한다8).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統一新羅時代와 高麗時代의 716年(676年~1392年)의 오랜 
기간 동안 甲乙經, 明堂經, 鍼經 등이 醫官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鍼灸書籍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鍼灸學의 오랜 傳統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시 에 鍼灸木人이 있었다
면 甲乙經, 明堂經, 鍼經 등의 내용을 기초로 제작하

을 것이다. 이러한 高麗의 醫療制度는 朝鮮時代에도 그
로 계승되었다9). 

2. 朝鮮時代 鍼灸木人의 존재

承政院日記와 朝鮮王朝實錄은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記錄文化를 代表한다고 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의 작성요
령 중에 첫 번째는 국왕에게 아뢴 것은 모두 기록한다는 

4) 楊維傑 編. 黃帝內經譯解.素問. 成輔社. 1980 : p.104.
5) 金斗鐘.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 p.44.
6) 上揭書 : p.104.
7) 真柳  誠. ｢前漢時代の墓から出土した黒漆木製人形 －はたして経絡人形か｣. 漢方の臨床. 1996 ; 43巻7号 : pp.1386~1388. 
8) 金斗鐘.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 p.178.
9) 上揭書 :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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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10). 따라서 현 의 국정 녹취록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번의 戰亂과 火災로 인해 현
재 承政院日記의 전부가 전해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
행히 鍼金銅人의 製作과정에 관한 日記는 남아있어서 鑄造
기록을 소상히 알 수 있었으며, 承政院日記에서 消失된 
仁祖(1623年) 이전의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鍼金
銅人을 鑄造하기 이전의 상황과 ‘鍼灸木人’의 존재에 관하
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鍼灸銅人에 한 최초의 기록은 朝鮮王朝
實錄 太宗 15年(1415年)의 1번째 기사다. 이 기사에는 吳
眞을 千秋使로 明에 보낼 때 禮部에서 鍼灸銅人을 얻어오
라고 咨文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11). 그리고 그 해 10月 
23일 吳眞은 太宗에게 다녀온 일을 報告 하 는데 鍼灸銅
人을 皇帝에게 달라고 하 으나 얻어오지는 못하고, 그 
신 皇帝가 太醫院에 命하여 그린 彩色한 銅人圖 仰, 伏 2軸
을 받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12). 太宗은 약 1주일 후인 11
월 1일 銅人圖를 그려준 것을 謝禮하기 위해 朴子靑을 明
에 보내고13), 12월 14일에는 鍼灸銅人圖를 刊行하여 반
포하게 하 다14). 1433年에는 典醫提調 黃子厚가 點穴法에 
따라 銅人에 試鍼하게 하여 人才를 뽑는 것이 제일 확실하

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中國처럼 鑄鐘所에서 銅人을 직접 
鑄造해야 한다는 내용을 世宗에게 上言하고 있다15). 이에 
世宗은 禮曹에서 심의해서 올리라고 하 으나 朝鮮王朝實
錄에는 銅人鑄造에 한 내용을 더 이상 찾을 수는 없었다.

이후 鍼灸銅人에 관한 기사는 承政院日記의 1730年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에는 英祖가 5월 19일 午
時 興政堂에 계실 때, 藥房에서 醫官들이 와서 診脈하면서 
나눈 화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이때 英祖가 “藥院에 銅人
과 木人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니 提調 尹淳이 “木人은 
있으나 銅人은 없습니다. 銅人을 비록 造成하려고 하나 崔
天若과 같이 정 하게 鑄造하는 사람을 쉽게 구하기 힘듭
니다.16)”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提調 尹淳은 英祖에게 
崔天若처럼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鍼灸銅人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東萊府 武人출신인 崔天若은 조각과 鑄造에 능했으며, 鍼
金銅人을 직접 鑄造한 匠人으로 한 시 를 표하는 뛰어
난 기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명
종을 제작한 사람이기도 했다. 幷世才彦錄에 따르면17) 
1730年에는 崔天若18)의 뛰어난 재주가 宮闕에 처음 알려
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崔天若은 

10) 국사편찬위원회(2001~2012) “승정원일기소개”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intro/intro_03.jsp (2012.11.4)
11) 공안부윤(恭安府尹) 오진(吳眞)을 경사(京師)에 보내어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하 다.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의약(醫藥)

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진실로 중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따로 해외에 떨어져 있는데다가 침구(針灸)의 방서(方書)도 적고, 또 훌륭한 
의원[良醫]도 없는 까닭에, 무릇 병을 앓게 되면 경락도(經絡圖)를 살펴가며 침도 놓고 뜸도 뜨지만, 흔히 효험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주문
(奏聞)에 힘입어 동인(銅人)을 내려 주어서 이를 본받아 시행하게 한다면, 단히 편익(便益)하겠습니다.” ○己丑/遣恭安府尹吳眞如京師, 賀千
秋也. 就咨禮部曰 “醫藥活人, 實惟重事. 本國僻居海外, 爲緣針灸方書鮮少, 且無良醫, 凡有疾病, 按圖針灸, 多不見効. 如蒙奏聞, 給降 ≪銅人≫, 取
法施行, 深爲便益.” (朝鮮王朝實錄 태종 29권, 15년(1415 을미 / 명 락(永樂) 13년) 4월 22일(己丑) 1번째 기사)

12) 황제가 우리 조정에 銅人圖를 주었다. 천추사(千秋使) 오진(吳眞)이 중국 서울[京師]에서 돌아왔는데,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하기를, “국
왕의 자문에 준하면, ‘우리 본국에 침구방서(針灸方書)가 적어서 이자(移咨)하니 주청(奏請)하여 동인(銅人)을 내려 주면 본받기가 편하고 도
움이 되겠다.’하 습니다. 본부관(本部官)이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태의원(太醫院)을 시켜 두 개를 그리어 저들에게 주어 가지고 가게 하
라.’ 하 습니다. 이에 의하여 태의원에 이문하여 침구 동인(針灸銅人) 앙(仰)･복(伏) 2축(軸)을 채색으로 그리어 오진(吳眞)에게 부치어 돌아
가게 합니다.” 하 다. ○帝賜我 ≪銅人圖≫. 千秋使吳眞回自京師, 禮部咨曰 “準國王咨, 該本國針灸方書鮮少, 移咨奏請, 給降 ≪銅人≫, 取法便
益. 本部官欽奉聖旨 ‘着太醫院畫兩箇與他去’ 欽此, 行移太醫院, 綵畫針灸銅人仰伏二軸, 就付吳眞領回.” (朝鮮王朝實錄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 / 명 락(永樂) 13년) 10월 23일(丁亥) 3번째 기사)

13)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박자청(朴子靑)을 중국 서울[京師]에 보내었으니, 동인도(銅人圖)를 준 것을 사례하기 위함이었다. ○遣左軍都摠制朴
子靑如京師, 謝賜 ≪銅人圖≫也. (朝鮮王朝實錄 太宗 30卷, 15年(1415 乙未 / 명 락(永樂) 13年) 11月 1日(甲午) 5번째 기사)

14) 명하여 침구 동인도(鍼灸銅人圖)를 간행 인쇄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 다. ○命刊印 ≪鍼灸銅人圖≫, 頒布中外. (朝鮮王朝實錄 太宗 30卷, 
15年(1415 乙未 / 명 락(永樂) 13年) 12月 14日(丁丑) 4번째 기사)

15) ○ 典醫提調黃子厚上言曰 …(중략)… 願自今依上國習醫之法, 各立專門, 令鑄鍾所鑄成銅人, 依點穴之法而試才, 則試取之法, 亦可實矣. (朝鮮王朝
實錄 世宗 60卷, 15年(1433 癸丑 / 明 宣德 8年) 6月 1日(壬午) 6번째 기사)

16) ○ 院不有銅人及木人乎? 淳曰, 木人則有之, 而銅人無之矣. 銅人雖欲造成, 精造如崔天若者, 未易得也. (承政院日記 조 6년 5월 19일 (丙戌) 
원본707책/탈초본39책 (43/43) 1730년 雍正(淸/世宗) 8년)

17) 이규상은 어릴 때 崔天若을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를 그의 저서 幷世才彦錄.方伎錄에 남겼는데 이에 따르면 崔天若은 東萊출신의 武人이다. 
1730년 辛亥年에 흉년이 들어 종로의 한 약방에 앉아 있다가 약방주인이 버린 천궁에 용과 산, 꽃, 새 등을 새긴 것을 약방 주인이 보고 그 
재주를 보고 놀라, 즉시 西平君 李橈에게 보고하고, 얼마 후 입궐하여 英祖를 만나 자명종을 고쳤다고 한다.(본문 요약) 이규상 지음　민족문학
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창작과비평사. 1997 : pp.162~165.

18) 현재 남아 있는 營造尺(鍮尺)도 그의 작품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 유척기가 말하기를, 세종(世宗) 때에 포백척
(布帛尺)이 삼척부(三陟府)에 있으니, 해조(該曹)를 시켜 가져오게 하여 최천약(崔天若) 같은 솜씨 좋은 자를 시켜 ≪ 전(大典)≫ 칫수에 따
라 교정(較正)하게 하면, 황종척(黃鐘尺)･주척(周尺)･예기척(禮器尺)･ 조척(營造尺)도 다 그 제도에 맞아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완
성되고 나면 중외에 반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拓基言: “世宗朝所造布帛尺, 在三陟府, 令該曹取來, 令巧手如崔天若者, 依 ≪大典≫分寸較正, 
則黃鍾尺, 周尺, 禮器尺, 營造尺, 皆可以得其制而不差, 旣成可頒布中外也.” (朝鮮王朝實錄 조 51권, 16년(1740 庚申 / 淸 乾隆 5년) 4월 5
일(乙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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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肅宗의 玉寶(1713年)와 다양한 玉印, 石物 등을 제작
하는 등 그 조각 실력이 오래전부터 宮闕에 알려져 있었다. 
崔天若은 젊을 때 倭館에 들어가 자명종기술과 火砲의 제
조법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하며 또 全州府의 장간에서 
구리를 鑄造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훗날 그가 營
造尺(1740年), 大報壇의 樂器(1741年)와 鍼金銅人(1741
年), 報漏閣(1742年), 자명종 등을 만들고 고치는데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1740년 9월 3일 개성을 방문한 英祖
는 개성 선죽교에서 “道德精忠亘萬古泰山高節圃隱公”이란 
14字를 빗돌에 써서 하사하 는데 이 귀중한 御製御筆을 
崔天若에게 시켜 새겼으며, 英祖는 그 탁본을 보고 崔天若
이 새긴 것임을 바로 알아보았다고 한다(이 表忠碑는 현재 
개성 표충각에 있다). 崔天若은 1753年 이후 史料에서 사
라지는데 이미 환갑이 넘어 사망하거나 實務를 담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19).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
면 金在魯와 尹淳가 ‘崔天若과 같은 사람은 구하기 힘들다’
면서 銅人鑄造를 서두른 것도 崔天若의 나이를 고려한 것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2. 현재 北京 中國中醫科學院鍼灸醫院 인근 서점에서 
판매중인 ‘經脈을 표시한 木人’

또 1741年의 기록에는 金在魯가 “本院20)의 일을 우러러 
말씀드립니다. 銅人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습
니다. 前 都提調21)가 재임할 시 우선 木人을 만들어 지금
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銅人을 鑄成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22)”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또 承政院日記의 1676年에는 丁昌燾23)가 醫官 李祉述
의 怪妄한 醫術을 肅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木人이 나온다. “사람 팔뚝의 脈이 뛰는 곳(寸口)에 
실(絲)을 묶어 지게문24) 밖에서 그 실(絲)을 診脈하면 능
히 病의 狀態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사람 신) 
木人으로 바꿔놓고 試驗하여도 지술은 (木人으로 바꾼 것
을) 알지 못하고 역시 그 病의 證狀이 어떻다고 말하는 등, 
괴이하고 망령되고 요사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역시 그 요사한 거짓말을 알고 있다.’ 
하시니, 李祉述은 마침내 官職에서 물러났다.25)” 

이러한 기록을 미루어보면 1676年 丁昌燾가 언급한 木
人이 鍼灸木人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醫療와 관련시키고 
있으며, 또 1737년 8월 11일 이후 李光佐가 領議政 都提調
로 재직할 당시에 鍼灸木人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洪致中이 
都提調로 있던 1730年 英祖와 提調 尹淳과의 問答에서도 
鍼灸木人이 있었다는 것26)이 확인되므로, 1737年 이후 李
光佐가 都提調로 있었을 당시에 만든 鍼灸木人은 최초의 
鍼灸木人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전해오던 鍼灸木人이 낡아서 
새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1730
年에 기록된 鍼灸木人이 최초의 鍼灸木人이라고 보기도 어
려울 것이다. 鍼灸木人은 쉽게 갈라지기도 하며 틀어지기도 
하고 試鍼을 반복하면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穴이 뭉
그러지는 특징이 있어서 內醫院에는 銅人이 꼭 필요했다. 
나무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鍼灸木人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제작되었겠지만, 承政院日記의 자료가 消失되어 1623年 
이전의 鍼灸木人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듯 鍼金銅人을 鑄
造하기 전부터 鍼灸木人으로 初學醫들을 實習했다는 것은 

19) 안 희. ｢ 조시 기술자 최천약｣. 문헌과 해석. 2007 ; 통권37호 : pp.142~164.
20) 本院이란 內醫院이다.
21) 이 때 金在魯의 직책은 의정이었음. 金在魯는 1740년 9월 28일 처음 領議政에 임명되어 1749년 9월 5일 면직되고, 1751년 3월 25일 다시 

의정에 임명되는 등 5차례 領議政을 역임하 다. 따라서 前 都提調는 1737년 8월 11일에 임명된 李光佐라고 추측한다. 
22) ○ 以本院事, 有所仰達. 銅人自前有設置之議, 前都提調時, 先造木人, 將以此樣, 鑄成銅人而未及矣. (承政院日記 조 17년 5월 17일 (경진) 원

본931책/탈초본50책 (19/19)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23) 1623年 ~ 1687年, 조선 후기의 文臣.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콘텐츠목차/인물사전” 한국역 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24) 여기서는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을 뜻한다고 봄.
25) 缺字가 있으나 앞뒤 문맥을 미루어 위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 다. ○ 昌燾曰, □絲於人臂脈動之處, 從窓外診其絲, 能知病情云, 元□以木人試之, 

則祉述不知, 亦言其病情云, 其怪妄妖誕□, 上曰, 予亦知其妖誕矣. 遂罷出. (承政院日記 숙종 2년 7월 28일 (戊申) 원본255책/탈초본13책 
(51/51) 1676년 康熙(淸/聖祖) 15년)

26) ○ 院不有銅人及木人乎? 淳曰, 木人則有之, 而銅人無之矣. 銅人雖欲造成, 精造如崔天若者, 未易得也. (承政院日記 조 6년 5월 19일 (丙戌) 
원본707책/탈초본39책 (43/43) 1730년 雍正(淸/世宗)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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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英祖 때 인물인 崔天若의 손재주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崔天若 생존 시에 銅
人製作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太宗 때(1415年)에 明에 요구하 던 銅人은 현재 
中国国家博物馆에 남아있는 天聖銅人의 모방품(1443年)도 
아니며 본래 王維一이 만들었던 原本(1026年)도 아니다. 
太宗 당시 明의 銅人은 네팔인 아니카(阿尼哥)가 元 世祖
의 命을 받들어 만든 天聖銅人의 모방품이었는데27) 이것이 
王維一의 天聖銅人과 완전히 같은 穴을 표시하는 것인지에 

해서는 疑問을 가질 필요가 있다. 鍼金銅人은 天聖銅人의 
모방품(1443年)을 참조하 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
만 鍼金銅人의 穴位와 骨度法은 天聖銅人의 모방품과 너무
나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鍼金銅人이 中國의 것
을 그 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鍼灸木人을 제
작하면서 내려오던 經驗과 知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 崔天若은 기존 鍼灸木人을 元型으로 하 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완벽한 鍼金銅人을 제작하 다고 할 수 있
다.

3. 鍼金銅人의 鑄造

1433年 典醫提調 黃子厚가 鍼金銅人을 鑄造하기를 世宗
께 上言한 후, 218年이 지난 1650年 孝宗에 이르러서야 비
로소 처음으로 이조판서 韓興一28)이 鍼金銅人 鑄造에 한 
구체적인 사항을 上言하는 기사가 나온다. 韓興一은 孝宗에
게 “臣이 內局을 맡아 鍼醫와 醫女 등이 六鍼法에 따라 點

穴하는 것을 비교해 봤는데 精確하지 못한 것이 자못 심합
니다. 청하옵건  中原(淸)의 銅人經에 따라 銅人을 만들어 
診脈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려는데 어떠하신지요?”라고 하자 
孝宗은 “銅人을 鑄造하는 일은 반드시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 것인데 그 크기를 어떻게 하려하오?”라고 한다. 이에 韓
興一은 “사람 키의 중간 정도29)로 하면 비용과 인력이 크
게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이에 孝宗이 서로 
의논을 하라면서 허락을 한다30). 현재 鍼金銅人의 身長이 
85cm이므로 위의 기록에 체로 附合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孝宗때에 처음 鍼金銅人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고 
鑄造를 계획하 으나, 그 후에는 鍼金銅人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후 鍼金銅人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임금은 英祖 다. 
1741年의 기사를 보면 英祖가 金在魯로부터 銅人을 만들게 
해 달라는 말을 들으시고 “銅人의 표면에 蜜蠟을 바른 다
음, 그 내부에 물을 채워 넣어 鍼으로 穴을 찔러 물이 새어
나오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木人을 보니 그것도 
역시 잘 만들어서 木人과 銅人이 서로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라고 말씀하자 金在魯는 “木人은 銅人의 
本草입니다.”라고 답한다. 이는 ‘鍼灸木人이 鍼灸銅人을 
제작하는 原型이다’는 意味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 “崔天
若이 손재주31)가 있어 이런 일을 잘 하므로 鍼醫廳의 首醫
인 吳志哲과 서로 의논하여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데, 지금 
流頭日32)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지만 일을 뒤로 미루게 
되면 工役이 倍로 들고 점점 늦어져 비용이 감당할 수 없
을 정도로 많아지므로 빨리 鑄造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

27) 天聖銅人의 ‘天聖’은 宋 仁宗의 연호(1023年 ~ 1032年)인데 王維一이 1026年에 제작하 기 때문에 命名한 것이다. 그런데 王維一의 鍼金銅人
은 본래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醫官院에 다른 하나는 大相國寺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北宋이 멸망하고 金이 세워지면서 大相國寺의 銅人
이 戰亂으로 불타 없어지고, 金이 멸망하고 元이 세워지면서 醫官院에 있던 銅人을 현재 北京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서 銅人의 글씨가 닳아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네팔인 아니카(阿尼哥:1244年~1306年)가 元 世祖의 命을 받들어 天聖銅人의 모방품을 만들었으
며, 元이 멸망하고 明이 세워지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역시 마모가 심해져 1443年 英宗 때 다시 만들었는데, 이것을 현재 中国国
家博物馆에 전시하고 있다. ○ 北宋不断发现针灸新穴位, 多由不同医生发现, 难以交流验证. 为防止混乱, 医官王惟一于大圣四年(公元1026年)铸造
了两个空心铜人体模型, 其全身标注559个穴位, 其中107个是一名二穴, 故全身共有666个针灸点. 铜人既是针灸医疗的范本, 又是医官院教学与考试的
工具. 考试时, 铜人外层涂蜡, 穿上衣服, 体内灌水, 学生根据命题以针刺穴, 针入水出, 方为合格. 两具铜人分别放在医官院和大相国寺. 金灭北宋, 相
国寺的铜人毁于战火, 仅剩医官院内的铜人. 元灭金后, 将此铜人运至大都(今北京市). 因长期使用磨损, 不堪再用. 于是尼泊尔人阿尼哥奉命按样仿铸
了一个新铜人. 明灭元后, 这个铜人仍然继续使用. 但到明英宗时. 又因磨损而无法再用, 于是再仿铸一个, 此即现存者. 此仿铸铜人忠实于宋代原物, 
准确反映了宋代针灸学的水平. 中国国家博物馆(2003~2012) “藏品欣赏>单一藏品详细内容>针灸铜人体模型” 中国国家博物馆 http://www.chnmuseum.cn/

28) 1587年 ~ 1651年, 조선중기의 文臣.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콘텐츠목차/인물사전” 한국역 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29) 현재 鍼金銅人의 身長이 85cm이므로, 1650年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가 략 160~170cm정도 다는 계산이 된다.
30) ○ 吏曹判書 韓興一 … (중략) … 又啓曰, 臣待罪內局, 比見鍼醫及醫女等點六鍼法, 頗甚不精, 請依中原銅人經, 造作銅人, 以爲診脈詳明之地, 何

如? 上曰, 鑄造必多物役, 而其大則幾何? 對曰, 體似中人, 而物役亦不至浩大矣. 上曰, 然則相議爲之. (承政院日記 효종 원년 7월 16일 (丁卯) 
원본114책/탈초본6책 (19/28) 1650년 順治(淸/世祖) 7년)

31) 이규상의 幷世才彦錄에 따르면 崔天若이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 번 북경 사행을 따라가 중국 사람의 솜씨를 보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솜씨
를 보지 못했다”, 또 “내가 금석과 나무를 하면 의장(意匠)이 먼저 서고 비로소 손이 따라 내려간다. 붓을 잡고 그림으로 그려내지는 못하지
만 칼은 잡으면 무슨 물건이든지 그 로 새기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 그러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이규상 지음 민족문
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창작과비평사. 1997 : pp.162~165.

32) 流頭日은 6월 15일(陰)이며, 이 기사는 5월 17일(陰)이다. 金在魯는 앞으로 流頭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宗廟에서 제사를 올리면 이리
저리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갈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빨리 鑄造所를 설치하자고 英祖를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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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겠습니까?33)”하고 답하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金
在魯가 英祖에게 재촉하고 있고, 英祖는 새로 만든 木人도 
좋은데 왜 銅人을 만들려고 하냐면서 나무라는 내용의 
화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判決事의 말을 들어보
니 民間에서 松月이라는 者가 사람 몸에 먼저 鍼을 연습한
다고 한다. 만약 銅人이 있어 연습한다면 불필요하게 살아
있는 사람에서 연습할 필요가 없어 좋을 것이다.34)”라는 
1730年의 기사를 추론해보면, 실제 英祖도 오래전부터 인
체에 實習하는 病弊를 인식하고 鍼灸銅人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거쳐 英祖의 허락을 얻은 뒤에는 구체적
으로 鍼金銅人을 제작하기 위한 鑄造所의 설치하게 된다. 
그런데 그 해 7월 1일 崔天若이 鑄成所에서 鍼金銅人의 제
작을 위해 英祖의 공식적인 下命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李道謙이 大報壇의 樂器를 만드는 일까지 감독하도록 
英祖에게 부탁한다. 英祖는 이 일을 允許하는데, 鍼金銅人
의 造成이 11월로 늦어진 것을 보면, 大報壇의 樂器를 만드
는 것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야 鍼金銅人을 제작했을 가

능성이 있다35). 
이후 1741年 11월 4일 임금님께 아뢰는 條項을 보면 金

在魯가 “銅人을 製造할 때 예전부터 경험이 많은 吳志哲36)
이 主管하게 하시고 또한 鍼醫 2명을 崔天若과 함께 監董
官37)에 임명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에는 임금의 恩惠를 입
은 賞을 받기를 우러러 바라지만 황공하여 감히 앞에 나서
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鍼監을 만드는 사사로운 
일에도 역시 賞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금 銅人을 
製造하는 일은 노력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므로 鑄造所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命하심은 어떠하신지요?38)”라고 
한 기사가 있다. 이날 金在魯는 鍼金銅人을 제작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니 일을 마치면 賞을 내려주라고 英祖에
게 간청하고 있으며, 鍼醫 2명을 崔天若과 함께 일하게 하
여 鍼金銅人을 鑄造할 때 經脈과 經穴에 誤謬가 없도록 하
고 있다. 또 鍼醫가 鑄成所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게끔 命을 
부탁하는데, 여기서 책은 王維一의 補註銅人經일 것이
다39). 이 책은 內醫院 鍼醫가 1年에 2차례 시험을 보면
서40) 背誦41)하는 책이지만, 精密한 작업에 만약의 실수라

33) ○ 金在魯曰, 以本院事, 有所仰達. 銅人自前有設置之議, 前都提調時, 先造木人, 將以此樣, 鑄成銅人而未及矣. 上曰, 以蠟附外, 而內儲水針穴而水
漏, 則謂之善矣. 予見木人, 此亦善造, 意謂木人與銅人無異矣. 在魯曰, 木人則是銅人之草本也. 崔天若有手才, 善於此等之事, 與針醫廳首醫吳志哲, 
相議造置爲好, 而前頭日短後, 則工役倍入而且遲, 且所入不甚多, 從速造置, 何如? 上曰, 依爲之. (承政院日記 조 17년 5월 17일 (庚辰) 원본
931책/탈초본50책 (19/19)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34) ○ 上曰, 問判決事之言, 則松月在外, 先試鍼於一人云, 若有銅人, 則不必試於生人, 試之於銅人好矣. (承政院日記 조 6년 5월 19일 (丙戌) 원
본707책/탈초본39책 (43/43) 1730년 雍正(淸/世宗) 8년)

35) 李道謙가 말씀 올리기를 “大報壇 樂器造成廳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樂器를 만들고 있는데, 樂院에서 가지고 있던 前排(임금의 御駕 행진 앞에 
놓이는 여러 악기)를 위한 악기와 궤범도형 등이 일반인의 재주로 감당하기에는 극히 미묘하여 製作하면 쉽게 오류가 생기거나 잘못 만들게 
되므로 서투른 장인의 손에 모두 맡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同知中樞府事 崔天若이 銅人을 鑄成하기 위해 임금의 命을 기
다린다고 들었습니다. 崔天若에게 大報壇 樂器造成의 일까지 오고가면서 감독하도록 하게 하시면 어떠하신지요?” ○ 李道謙, 以大報壇樂器造成
廳言啓曰, 今此樂器造成時, 取考樂院所在前排樂器及軌範圖形, 則一人量分數, 極爲微妙, 造作之際, 易致訛謬, 不可專委於生疎匠手, 而聞前同知崔
天若, 因判下待令於銅人鑄成所云, 使之往來監造事, 分付何如? (承政院日記 조 17년 7월 1일 (癸亥) 원본933책/탈초본51책 (17/36) 1741
년 乾隆(淸/高宗) 6년)

36) 內鍼醫와 砥平縣監의 두 官職을 가졌다.
37) 조선시  때 國家의 工事를 監督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 각 궁전을 짓는 데에 많이 동원되었다.
38) 金在魯가 말하기를 “銅人을 製造할 때 예전부터 경험이 많은 吳志哲이 主管하게 하시고 또한 鍼醫 2명을 崔天若과 함께 監董官에 임명하십시

오. 전에 하던 일들은 지금 다 끝냈으므로 과감하게 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는 임금의 恩惠를 입은 賞을 받기를 우러러 바라
지만 황공하여 감히 앞에 나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鍼監을 만드는 사사로운 일에도 역시 賞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그러니 그
들에게 賞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 銅人을 製造하는 일은 (매우 정 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醫官들은 補註
銅人經을 암기하고 있어서 책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 鑄造所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命하심은 어떠하신지요?”라
고 하자 英祖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시었다. ○ 出擧條 在魯曰, 銅人製造時, 初旣陳達, 使吳志哲主管, 且令鍼醫二人, 與崔
天若監董. 今旣畢役, 故敢達矣. 此等事, 仰希恩賞, 雖涉惶恐, 而在前如鍼監造微事, 亦有賞典. 今此銅人製造, 其勞不細, 似或有書入之命矣. 上曰, 
依爲之. (承政院日記 조 17년 11월 4일 (乙丑) 원본938책/탈초본51책 (17/17)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39) 1776年 1월 21일 承政院日記의 기사에는 醫科 初試와 覆試의 講書가 11冊라고 하 는데 이중 鍼灸書籍은 銅人經과 纂圖 두 권 뿐이다. 
따라서 銅人을 제작할 당시 鍼醫가 지참한 서적은 補註銅人經이라 할 수 있다. 또 위의 기사를 분석해 봤을 때 평소에 鍼醫가 補註銅人經
의 내용을 잊어버려 책을 찾아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 存謙曰, 臣方待罪典醫監提調, 故敢達矣. 醫技之設科試取, 蓋出於勸奬術業之意, 且況入
屬太醫者, 必由醫科而進, 則法意尤重, 初覆試講書, 以銅人經纂圖･直指方･大觀本草･經國大典･得效方･婦人大全･瘡疹集･胎産集･救急方･和劑方十一
冊爲定, 載於經國大全, 其後以黃帝素問･醫學正傳･東垣十書三秩, 添入試講, 如得效方･瘡疹集･婦人大全･胎産集･救急方･和劑方六冊, 則不甚關緊, 
故拔之, 只以八冊試講, 冊名昭載於續大典, 眞所謂加減不得者也. (承政院日記 조 52년 1월 21일 (癸巳) 원본1374책/탈초본76책 (45/48)1776년 
乾隆(淸/高宗) 41년)

40) 鍼醫는 補註銅人經을 春夏等과 秋冬等, 1年에 2회에 걸쳐 考講(經書를 외우는 시험)을 봤으며 성적이 좋으면 벼슬을 받기도 하 다. 간혹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醫官도 있었다. ○ 蔡忠元, 以內醫院言啓曰, 本院入直鍼醫等, 每都目, 銅人經纂圖考講, 連次純通者, 入啓遷轉, 以爲勸奬
之道, 曾已完定矣. 副司勇全顮, 去春夏等今秋冬等, 連爲純通. 請令該曹相當職遷轉事, 捧承傳施行,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효종 7년 12월 
21일 (갑오) 원본143책/탈초본7책 (6/14)1656년 順治(淸/世祖) 13년)

41) 1747年의 기사를 보면 英祖가 銅人經을 暗誦하는 노랫소리에 誤謬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듣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銅人經의 暗誦은 항
상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予亦以爲銅人經講聲, 無乃誤認以唱歌之聲耶 (承政院日記 조 23년 6월 29일 (戊子) 원본1017책/탈초본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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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길까 걱정되어 필요하면 책을 보고 만들 수 있게 배
려한 것이라 생각한다42). 

11월 29일에는 銅人監造官 吳志哲이 절차를 무시하고 
啓事43)를 英祖에게 올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 일로 元景
夏44)는 銅人監造人과 匠人, 監穴官 2명, 算員45) 1명, 書員 
1명의 잘못을 들어 首醫 吳志哲을 파직시키고 書員 韓弼周
를 從重46)에 의거해서 벌은 내리도록 英祖에게 청을 올린
다47).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1월 29일 당시
에는 鍼金銅人의 鑄造가 진행 중이었으며 鑄造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과 費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이날 金在魯는 
銅人을 鑄造한 일에 해서 賞을 잊지 말고 베풀어 달라고 
英祖에게 특별히 부탁하 다48). 그런데 元景夏가 英祖에게 
請을 올린 같은 날인 11월 29일에 銅人監造成監造醫官이며 
前縣監49)인 吳志哲에게는 加資의 벼슬을, 監役嘉義인 崔天
若에게는 半熟馬 1匹을 내리고, 監董折衝인 鄭文行과 前別
提인 李台齡에게는 각각 어린 말 1匹을 賜給하 다고 기록
하고 있다50). 이를 미루어 볼 때 吳志哲의 罷職은 없었으
며, 이날 이후 鍼金銅人 鑄造에 한 기사는 承政院日記

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미 銅人造成이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림 3. 鍼金銅人의 僕參穴(左足). 足跟 下端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또 이렇게 만든 鍼金銅人이 실제로 初學醫의 刺鍼 實習
에 사용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사는 1747年에서 찾을 

책 (12/12) 1747년 乾隆(淸/高宗) 12년)
42) 1831年 典醫提調 李羲甲의 제안에 따라 1834年 醫科 初試부터 醫學入門과 纂圖를 동시에 背講하고 銅人經은 面講할 때까지 補註銅人

經의 背講은 계속되었다. 朝鮮王朝實錄의 文脈을 살펴보면 이때는 補註銅人經보다 醫學入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19세기 初까지도 補註銅人經의 背誦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朝鮮王朝實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 이희갑(李
羲甲)이 아뢰기를, “의학과(醫學科)의 강책(講冊) 중에서 ≪동인경(銅人經)≫을 배송(背誦)하는 일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침구
(針灸)와 탕액(湯液)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 이후 ≪동인경≫을 치우치게 폐지하기는 부당하다 하더라도 또한 오로지 숭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서(醫書) 가운데에 이른바 ≪의학입문(醫學入門)≫은 실로 이것이 의가(醫家)의 학설을 하나로 모아 완성한 것이고 후학
(後學)의 방향을 인도해 가리킨 것입니다. 무릇 편작(扁鵲)･화타(華佗)의 의술을 배우는 자는 이 책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 책에서 힘을 얻
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의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니, 의학에 긴요 절실한 것은 이 책만한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상고하건 , ≪ 전통편≫의 잡
과조(雜科條)에 의과(醫科)의 강서(講書)가 본래 11책(冊)이었는데, 지금은 8책이 되었고, 역과(譯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등 여러 학
문의 강하는 책도 또한 때에 따라 이혁(釐革)한 것이 많이 있어서 더하거나 지워 변통하여 그 사례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다
음 갑오년 식년시(式年試)에 시행할 의과의 초시(初試)로부터 시작하여 ≪의학입문≫과 ≪찬도(纂圖)≫를 동시에 배강(背講)하고 ≪동인경≫
은 면강(面講)을 하되 9책으로 정해 구히 시행한다면, 권과(勸課)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으로 실질을 힘쓰는 길이 될 것이니, 청컨  신에
게 물으시어 처리하소서.”하 는데, 신들이 모두 마땅하다고 하니, 그 로 따랐다. (朝鮮王朝實錄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0장 A면)

43) 임금께 사실을 적어 올리던 일, 또는 서면.
44) 이 당시 元景夏의 관직은 형조참판이다. (朝鮮王朝實錄 조 54권,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9월 18일(경진) 1번째 기사)
45) 경비의 출납을 맡은 직책, 현재의 경리부에 해당.
46)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좇아서 처벌함.
47) 元景夏가 내의원 관원 조제사의 생각을 英祖에게 말씀드리는데 “11월4일 왕을 진맥하는 중에 銅人監造官 등이 啓事를 적어 올리고 命을 받았

습니다. 그 후에 臣이 근심을 하여 마음이 어지러워 다른 곳에 적당히 피해 있었으나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만 급해졌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물어보니 鍼醫廳에서 臣에게 물어보지 않고 임금께 바로 啓事를 써서 올리고 또 그 글을 쓴 書員도 임시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갑자기 前例를 외울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만히 놔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書
啓중에 監造人과 匠人외에도 소위 監穴官 2人, 算員 1人, 書員 1人도 부당하게 들어와 함부로 하고 있으니 首醫 吳志哲을 파직하시고 書員 韓
弼周에게는 本院에서 가장 무거운 죄목을 들어 처단하여 크게 그 죄목을 적은 종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 
승정원에 올리려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 元景夏, 以內醫院官員都提調意啓曰, 今月初四日入診時, 銅人監造官等, 書啓事, 命下矣. 其後臣適有憂
擾出避之事, 未遑念及矣, 過累日後問之, 則自鍼醫廳, 不問於臣等, 直爲書啓, 而又令當該書員, 直呈于差備云, 事之可駭, 莫此爲甚. 渠雖稱未諳前例, 
而其在事體, 不可置之, 且書啓中監造人及匠人外, 所謂監穴官二人･算員一人･書員一人, 不當入而濫入. 首醫吳志哲罷職, 書員韓弼周, 自本院, 從重
科罪, 元單子還下, 以爲改修進呈於政院之地, 何如? 傳曰, 依爲之. (承政院日記 조 17년 11월 29일 (庚寅) 원본938책/탈초본51책 (11/21)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48) ○ 乾隆六年辛酉十一月二十九日巳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金在魯曰, 今月初入診時, 以宗廟官員及銅人監造成論賞等事, 有所陳白
矣. 上曰, 予忘而置之, 俄命持來矣. (承政院日記 조 17년 11월 29일 (庚寅) 원본938책/탈초본51책 (21/21) 1741년 乾隆(淸/高宗) 6년)

49) 實錄에 따르면 吳志哲은 그 해 2월 경 砥平縣監의 관직에 있었다. (朝鮮王朝實錄 조 53권, 17년(1741 신유 / 청 건륭(乾隆) 6년) 2월 27
일(임술) 1번째 기사)

50) ○ 銅人監造成監造醫官, 前縣監吳志哲加資, 監役嘉義崔天若, 半熟馬一匹, 監董折衝鄭文行, 前別提李台齡, 各兒馬一匹賜給, 員役･工匠等, 令該曹 
分等磨鍊題給. (承政院日記 조 17년 11월 29일 (경인) 원본938책/탈초본51책 (21/21)1741년 乾隆(淸/高宗)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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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기사에서 英祖는 大王大妃殿에 醫女를 보내서 
仁元王后51)의 僕參穴을 刺鍼하여 病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僕參穴의 取穴과 刺鍼이 어려워서 그 당시 民間에서 실력이 
출중하다고 알려진 松月과 斗梅를 불러온다. 그리고 그들 앞
에 鍼金銅人을 세워놓고 한사람씩 銅人에 試鍼52)하라고 하
면서 두 사람의 刺鍼 실력을 테스트한다. 이때 斗梅가 더 능
숙하게 下鍼했기 때문에 英祖는 斗梅에게 醫女의 교육을 命
했다는 기사가 있다53). 이 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僕參穴을 試鍼하기 위해 僕參穴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따라
서 蜜蠟으로 표면을 덮어 穴位와 穴名을 감추고 銅人에 물
을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蜜蠟으로 
표면을 덮었다는 등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朝鮮時代에는 初學醫의 敎育을 위해 鍼金銅人을 항시 
사용하 으며 試鍼 또한 자주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以上 鍼金銅人의 鑄造되기까지의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연 기사
1415年 4월 22일

(太宗15年)
吳眞이 千秋使로 明에 가서 鍼灸銅人을 얻어 오려고 했으나 얻어오지 못하고 신 銅人圖 2軸을 받아
옴.

1443年 6월 1일
(世宗15年)

典醫提調 黃子厚가 點穴法에 따라 鍼灸銅人에 試鍼하게 하여 人才를 뽑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주장
하면서 우리도 鑄鐘所에서 銅人을 직접 鑄造해야 한다고 주장함.

1650年 7월 16일
(孝宗元年)

吏曹判書 韓興一이 銅人鑄造의 필요성을 제차 언급하면서 사람 身長의 중간정도 크기로 만들 것은 제
안함.

1730年 5월 19일
(英祖 6年)

提調 尹淳은 현재 鍼灸木人이 있지만 鍼灸銅人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 英祖에게 崔天若처럼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빨리 鍼灸銅人 만드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함. 英祖도 試鍼
에 鍼灸銅人의 필요성을 언급함. 

1741年 5월 17일
(英祖17年)

金在魯가 崔天若의 손재주가 꼭 필요하며, 首醫 吳志哲과 서로 의논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함. 또 流頭
日(6月15日)이 얼마 남지 않아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를 것 같으니 그 전에 鑄造所를 빨리 설치해 달
라고 요청함. 

1741年 7월 1일
(英祖17年) 崔天若이 李道謙의 요청으로 大報壇 樂器造成廳의 일까지 監督하게 됨.

1741年 11월 4일
(英祖17年)

金在魯의 提案에 따라 鍼金銅人을 製造할 때 首醫 吳志哲이 主管하게 하고 또한 鍼醫 2명을 崔天若과 
함께 監董官으로 임명함. 또한 銅人을 鑄造할 때 穴位의 誤謬를 막기 위해 鍼醫가 補註銅人經을 鑄
造所에 가지고 들어가도록 命함. 또한 일이 끝난 뒤에 賞을 내려주기를 英祖에게 부탁함.

1741年 11월 29일
(英祖17年)

啓事의 일로 元景夏는 銅人監造人과 匠人, 監穴官 2명, 算員 1명, 書員 1명의 잘못을 들어 首醫 吳志哲
을 파직시키고 書員 韓弼周를 從重에 의거해서 벌은 내리도록 英祖에게 청을 올림. 그러나 英祖는 銅
人監造成監造醫官이며 前縣監인 吳志哲에게는 加資의 벼슬을, 監役嘉義인 崔天若에게는 半熟馬 1匹을 
내리고, 監董折衝인 鄭文行과 前別提인 李台齡에게는 각각 어린 말 1匹을 賜給함.

1747年 8월 24일
(英祖23年)

仁元王后의 病을 治療하기 위해 僕參穴에 下鍼해야 하는데 內醫院 鍼醫조차 下鍼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鍼金銅人을 앞에 세워놓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民醫 松月과 斗梅에게 각각 刺鍼하라고 하여 英
祖가 직접 優劣을 확인함.

표 1. 鍼金銅人의 製作되기까지의 과정을 도표로 나타냄.

51) 英祖의 大王大妃는 肅宗의 王妃인 仁元王后 金氏(1687년~1757년)이다.
52) 1747年 9월 1일 承政院日記의 기사에서는 斗梅가 刺鍼하는 것과 點穴한 행위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斗梅가 鍼金銅人

에 刺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3) 英祖께서 말씀하시기를 “…(中略)… 오늘 다시 迎香穴과 僕參穴 2곳을 더 치료하고 싶지만 내가 한 번에 여러 穴을 치료하면 (仁元王后께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僕參穴 한군데만 치료하고자, 여러 醫員들에게 여쭈오.” 하시니 모든 醫員들이 다시 답을 올리기를 “가능합니다.”라고 
하 다. 또 모든 醫員들은 “迎香穴은 얼굴에 있어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또 임금께서 迎香穴을 꺼리시니 受鍼할 수 없으며, 게다가 僕參
穴은 點穴하기가 매우 어려워 치료받는 사람이나 치료하는 사람이나 모두 어렵지만, 만약 執鍼法을 斗梅에게서 배운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니 치료를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 다. 英祖께서 말씀하시기를 “斗梅가 그 穴에 鍼할 수 있는가?” 하
시니, 松月에게 시켜서 물어보고 또 斗梅에게도 물어보니 할 수 있다고 하 다. 松月이 말하기를 “斗梅가 僕參穴에 下鍼하는 실력이 있다는 것
은 의심할 바 없으나, 단지 (仁元王后에게) 下鍼하는 것은 國家의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私家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니 걱정되기는 합니다.”라
고 하 다. …(中略)… 英祖가 말씀하시기를 “銅人을 앞에 세워놓고 松月과 斗梅에게 각각 點穴하라고 하여 실제로 실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라고 하셨다. (임금께서 실제 銅人에 試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둘이 비슷하지만 역시 斗梅가 더 나은 것 같도다. 銅人에 下鍼하는 
것을 보니 능숙하다.”라고 하셨다. 이에 醫官 鄭文恒도 “과연 능숙합니다.”라고 하 다. ○ 今日欲更加榮向･僕參二穴爲敎. 而予以一時累穴爲難, 
當只以僕參穴, 問於諸醫, 然後仰達云矣. 諸醫更達, 可也. 諸醫皆以爲面上二穴爲難. 今日, 且有拘忌, 榮香穴, 則不可受鍼. 僕參則點穴甚難, 受鍼與
執鍼皆難, 而若以執鍼法, 敎於斗梅, 則亦不至太難. 此穴受鍼, 爲宜矣. 上曰, 斗梅可以鍼此穴乎? 使問於松月, 又問於斗梅, 可也. 松月曰, 斗梅於僕
參, 亦能無疑下鍼, 但國家事重, 異於私家, 故爲慮矣. 上曰, 慈意欲使松月下鍼. 下問曰, 汝挾眼鏡則能爲乎? 渠對曰, 雖挾眼鏡, 不可爲云矣. 上曰, 
立銅人於前, 使松月與斗梅, 各自點穴, 以觀其能知與否也. 上曰, 斗梅似亦多爲矣. 觀其下鍼於銅人則熟矣. 文恒曰, 果熟矣. 上曰, 卿等出去, 使斗梅, 
試鍼於他醫女然後, 入送, 可也. 喆輔曰, 試鍼後, 卽入時刻乎? 上曰, 依爲之. 上曰, 大王大妃殿, 受鍼, 僕參一穴加定. 出榻敎 諸臣, 以次退出. (承
政院日記 조 23년 8월 24일 (壬午) 원본1020책/탈초본55책 (21/22) 1747년 乾隆(淸/高宗)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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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鍼金銅人에 해서 韓醫學界에서는 太宗 때에 
明에서 傳來되어 왔다는 學說과 世宗때 鑄造하 다는 學說, 
또 王維一이 宋代에 제작한 眞本 중의 하나가 朝鮮에 건너
왔다는 學說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學說들
은 근거자료가 부족한 시 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추측에 불
과한 것이었다. 朝鮮王朝實錄와 承政院日記의 考察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鍼金銅人은 1741年 11月 英祖 때에 領
議政 金在魯의 노력에 의해 首醫 吳志哲이 監督하고 鍼醫 
2人과 더불어 明匠 崔天若이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여 鑄造
한 것이다. 또한 鍼金銅人의 經穴과 經脈은 朝鮮時代 鍼醫
가 수백 년간 暗誦하여 考講했던 補註銅人經의 穴位를 
표시한 것이며 오랜 세월을 거쳐 誤謬를 수정한 결과물이
라 할 수 있으며, 鑄造된 鍼金銅人은 실제 初學醫와 醫女의 
試鍼 敎育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英祖가 民醫인 
松月과 斗梅에게 鍼金銅人에게 試鍼하라고 하여 穴位의 是
非를 가린 것은 鍼金銅人의 穴位가 그 당시 國家의 標準이
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鍼金銅人의 外形과 보존상태

鍼金銅人은 본래 昌德宮에 保存되어 온 것인데, 1992年 
12月 23日부터 德壽宮 宮中遺物展示館에서 展示하다가54) 
2005年 8月 이후 현재 새로 설립된 景福宮 國立古宮博物館
에서 展示하고 있다. 鍼金銅人은 나무로 만든 座臺 위에 서 
있는데 1993年에 발행한 朝鮮王朝遺物圖錄에는 현재와 
같은 둥근 모습이 아니라 사각형태의 座臺로 되어 있다. 國
立古宮博物館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둥근형태의 座
臺는 德壽宮 宮中遺物展示館(석조전)에서 展示할 당시에 
鍼金銅人을 쳇바퀴처럼 회전하도록 가운데 홈을 파고 고정
시키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즉 展示를 위해 사
각형태의 座臺에서 둥근 원형의 座臺로 교체하 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座臺 바닥면에는 그 당시 사용했던 홈이 
중심점에 그 로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展示方法은 遺
物의 과학적인 보존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림 4의 
① 참조)

그림 4. 그림 왼쪽은 1993年 발행한 朝鮮王朝遺物圖錄에 
수록된 鍼金銅人이며 오른쪽은 2012년 國立古宮博
物館의 鍼金銅人이다. 
①에서는 본래 분리 가능했던 양 팔을 용접한 것을, ②에
서는 座臺를 교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鍼金銅人은 손, 발, 몸통, 머리 부분을 각각 앞 뒤판으로 
분리하여 12개의 板으로 분리한 뒤 거푸집을 만들어 鑄造
한 뒤 다시 이어 붙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음새는 용접한 미세한 흔적만 찾을 수 있지만 어깨와 옆
구리, 고관절부분에는 앞 뒤판을 따라 다소 큰 틈이 있으며 
얼굴과 머리를 접합한 부위에도 板을 확인 할 수 있는 틈
이 있다. 이러한 틈 들은 다소 불규칙한 상태로 마감이 되
어 있다. 이는 鍼金銅人의 原型이 흙으로 제작되었을 가능
성을 말해주며 건조나 초벌구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조금 
더 수축되었기 때문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5 참조) 

54) 鄭遇悅. ｢昌德宮 銅人에 對한 小考｣. 한국과학사학회지. 1994 ; 16권 1호 :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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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鍼金銅人의 分解圖(推定). 
왼쪽 옆구리에는 앞 뒤판을 맞추기 위한 凹凸돌기가 있
다.(오른쪽에는 없다) 용접된 부분을 확인하면 최소 12
개의 板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鍼金銅人은 左右가 완벽하게 칭이 되지 않으며, 
손발의 모양과 길이도 左右가 조금씩 다르다. 앞판과 뒤판 
사이에는 1~4mm의 틈이 있으며, 뒤에서 바라보면 왼쪽으
로 약간 기울어진 느낌으로 서 있다. 또 鍼金銅人을 鑄造한 
다음에 骨度法에 따라 정확하게 穴과 經脈, 穴名을 陰刻하

기 때문에 左右의 同一한 穴位가 완벽하게 수평선에 위
치하지는 않고 上･下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崔天若은 取穴할 때 기준이 되는 筋骨을 정확하게 모두 표
현하 다. Scapula, Clavicle, Hyoid bone, Sternocleidomastoid 
muscle, Jugular notch, Libs, Sternum, Xipoid process, 
Spinous processes, Erector spinae muscle, Extensor indicis 
tendons, Median duo 등 이외에도 筋肉의 형태도 모두 정
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鍼金銅人을 만져보면 실제 
사람을 만지는 느낌이 들도록 제작하 다. 전체적인 骨格은 
男子이지만 前陰部는 만들지 않고, 頭部를 骨度法의 비율보다 

약 1.34倍 크게 만들어서 5.5等身의 체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鍼金銅人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鍼金銅人에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생긴 많은 
파손과 찍힘, 균열 등의 흔적도 있다. 특히 허리 뒷면, 목 
전체가 파손되어 균열이 있다. 지금은 이를 補修한 상태인
데 언제 파손된 것인지 누가 수리를 하 는지에 한 기록
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양 팔도 겨드랑이가 있는 위치에
서 용접한 흔적이 있다.(그림 4의 ① 참조) 그런데 1993年
에 발행한 朝鮮王朝遺物圖錄의 유물 사진과 비교해보면 
鍼金銅人의 양 팔은 본래 몸체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양 팔이 분리되도록 한 것은 아마도 試鍼 敎育할 
때에 脇腋과 上肢內側의 穴位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제
작하 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는 양 팔이 몸체에 용접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補修는 략 1993年 이후 
시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두 팔을 
용접한 이유를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鍼金銅人의 保
存과 補修의 처리에는 앞으로 과학적 정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과거에는 鍼金銅人에 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膾炙되었다. 표적인 것으로는 “胸腹腔에는 臟器를 두고 
가운데에는 비어 있었다.”, “下肢와 頭部도 分離가 되는데 
頭部는 前後로 分離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등이 있는데 이
러한 말 들은 실제 확인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鍼金銅
人을 실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에 어떠한 장치도 없
으며, 腹部을 열 수도 없고, 胸腹腔에 臟器도 없으며, 얼굴
도 分離할 수 없다. 또 다리와 몸체까지 1개의 鑄物로 鑄造
하고 앞, 뒤 두 개의 판을 하나로 용접해서 서로 分離할 수 
없는 구조다55).(그림 5 참조)

그런데 鍼金銅人이 鑄造된지 약 270年의 세월이 지나면
서 확인할 수 없는 補修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穴名과 
穴位의 陰刻이 다소 훼손되었다. 현재 鍼金銅人은 위에서 
언급한 로 모든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 접합
된 상태이며 수리한 부분은 표면이 거칠어 육안으로도 확
인이 가능하다. 補修가 진행된 곳은 왼손바닥, 목, 왼쪽 허
벅지 안쪽, 왼쪽 겨드랑이 늑골부분, 허리에서 옆구리 오른
쪽 아랫배 등이다. 그런데 허리부분은 가장 큰 균열이 있었

55) 2012년 10월 현재 國立古宮博物館 홈페이지 유물안내를 검색하면 鍼金銅人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修正이 필요하다. 
“창덕궁昌德宮에 보존되어 있던 것으로 동인銅人이라고도 한다. 몸의 표면 전신에 흐르는 경혈經穴을 몸체 앞 ･ 뒤와 팔, 다리, 머리 등에 선
으로 새기고 이 선 위에 총354개의 경혈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정수리 부위에는 직경 1cm의 구멍이 있고, 그 양측에는 4mm의 보조 구멍이 
있다. 납蜜蠟을 100℃로 끓여 인체상을 그 속에 담가 혈穴이 막히도록 하여 인체상의 경혈점을 알아 볼 수 없게 한 다음, 정수리 부분의 구
멍으로 물이나 수은을 부어 침으로 찌르면 물이나 수은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침구의鍼灸醫를 시험할 때 사용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흉
복강胸腹腔에는 장기臟器를 두고 가운데는 비게 하 다 손과 발 등 사지四肢는 몸체와 분리될 수 있게 하 고, 머리 부분은 전후로도 분리할 
수 있게 하 다.” 국립고궁박물관(2005~2012) “유물안내/유물검색” 국립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 (20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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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수리하는 과정 중에 督脈의 懸樞(13顀), 命門
(14顀), 陽關(16顀)과 足太陽經의 三焦兪, 腎兪, 大腸兪, 胃
倉, 肓門, 志室, 胞肓, 秩邊이 부분 또는 전부 損傷되었다. 
특히 命門, 陽關, 腎兪, 志室의 穴名은 兩側 經穴이 완전히 
損傷되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었으며 命門, 陽關이 있
는 腰椎突起 4개도 임의로 造形하여 原型이 손상되어 穴位
를 전혀 확인 할 수 없었다.(그림 6, 7 참조) 이는 1989年 
金重完의 관찰기록56)과도 同一하다. 따라서 1988年 이전에 
이미 두 팔을 제외한 鍼金銅人의 파손부위는 이미 현재와 
같은 상태로 補修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正
營은 미세한 흔적만 남아있으며, 少府, 勞宮, 光明, 府舍, 腹
結, 大橫의 明, 少, 勞, 舍, 結, 橫字는 穴名이 損傷되어 있
었다. 또한 消濼은 穴位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手足의 井穴名은 부분 닳아서 없어졌으나 사진 분석으로 
확인이 가능하 다. 補修하면서 지워진 經脈들은 다소 반듯
하지 못하게 칼로 그어 새겨놓기도 하 다. 또한 太一, 飛
陽, 付陽, 步朗 등의 穴名이 지금과 다르며 眉衝, 風市, 中
樞, 督兪, 氣海兪, 關元兪 등의 穴이 없고 陽鋼穴이 있는 것
은 補註銅人經과 同一했으며 築賓의 築字는 木 신 寸으
로 陰刻되어 있었다. 또 居髎의 髎는 누군가 補修하면서 醪
字로 잘못 陰刻한 것 같았다.

그림 6. 鍼金銅人의 균열과 補修를 표시한 그림. 
①, ③, ⑤, ⑥, ⑧, ⑩은 前後板의 연결 틈새이고, ②, ④, 

⑦, ⑨는 파손이 있어 補修한 곳이다. 특히 ⑦에서는 척
추돌기와 穴位, 穴名에 損傷이 있다.

그림 7. 腰部損傷 部分

經穴孔을 관찰해보면 막힌 것과 뚫린 것이 있으며 또 다
른 經穴에 비해 비교적 크게 뚫린 것도 있었다. 遺物의 保
存을 위해 이들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 막혀있
는 經穴들이 본래 그렇게 제작된 것인지 後代에 이물질로 
인해 막힌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1747年 8月 
24日에 松月과 斗梅가 刺鍼한 僕參穴 또한 현재 육안관찰
로는 막혀있지만, 承政院日記에는 실제 刺鍼을 했던 기록
이 있으므로, 실제 閉鎖된 것인지 이물질이 막혀있는 것인
지는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鍼金銅人의 材質도 분석하 다. 銅人의 靑銅을 X-MET5100 
X-ray 형광분석기로 머리, 등, 허리, 다리 부분에 무작위 
측정을 해보면57) 모두 동일하게 Cu 75.6%, Zn 15.1%, Si 
8.7%, Pb 0.5%, Sn 0.1%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손으로 打診하면 균열 때문에 靑銅의 맑은 울림소리
가 나지 않고 “퍽퍽”하는 특유의 둔탁한 소리를 냈다.

鍼金銅人 靑銅의 成分
성분 % STD
Cu 75.6 0.18
Zn 15.1 0.07
Si 8.7 0.32
Pb 0.5 0.16
Sn 0.1 0.03

표 2. X-MET5100의 측정결과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鍼金銅人은 試鍼實習用으로 제작
된 것이다. 靑銅으로 鑄造하 으며 製作 당시 頭部, 四肢, 
胸腹과 腰背를 앞뒤를 따로 제작한 뒤 표면에 穴位와 穴名

56) 金重完은 1988年에 鍼金銅人의 외형을 石膏로 떠서 複製한 複寫本을 관찰하여 碩士論文 ｢古典鍼金銅像과 中國樹脂銅像의 比較 硏究｣ (1989
年)를 작성하 다.

57) 2012년 7월 19일 國立古宮博物館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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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金銅人과 靈樞.骨度第十四의 比較
部位 靈樞의 수치 예상수치(cm) 실측치(cm)

 1. 신장(人長) 7尺 5寸 85cm 85cm59)
 2. 머리둘레(頭大骨圍) 2尺 6寸 29.46cm 38cm
 3. 가슴둘레(胸圍) 4尺 5寸 51cm 47cm
 4. 허리둘레(腰圍) 4尺 2寸 47.59cm 44.5cm
 5. 전발제에서 후발제(髮至項) 1尺 2寸 13.59cm 19cm
 6. 전발제에서 턱(髮以下至頤)大小有60) 1尺 11.33cm 15cm
 7. 목젖에서 결분(結喉至缺盆) 4寸 4.53cm 2cm
 8. 결분에서 갈우(缺盆至騔骬)大小有 9寸 10.19cm 11cm61)
 9. 갈우에서 천추(騔骬至天樞)大小有 8寸 9.06cm 9cm
10. 천추에서 횡골(天樞至橫骨)大小有 6.5寸 7.36cm 9cm
11. 횡골길이(橫骨長) 6.5寸 7.36cm 7~8cm
12. 橫骨上廉에서內輔上廉 1尺 8寸 20.39cm 17cm
13. 內輔上廉에서 下廉까지 3.5寸 3.96cm 5cm
14. 內輔下廉에서 內踝까지 1尺 3寸 14.72cm 15cm
15. 內踝에서 발바닥(至地)까지 3寸 3.39cm 3.4cm
16. 膝膕에서 跟骨上(附屬)까지 1尺 6寸 18.12cm 18cm
17. 跟骨上(附屬)에서 발바닥(至地)까지 3寸 3.39cm 3cm

표 3. 鍼金銅人 實測 圖表

을 陰刻하 는데, 양 팔은 분리가 가능했다. 또한 鍼金銅人
에 표현된 筋･骨･肉도 정확하고 섬세하 다. 그러나 270年
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목, 허리 등에 큰 파손이 있었고 이
를 補修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腰部의 11
개 穴이 부분 또는 전부 또는 부분 손상되었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全體 經脈과 經穴을 이
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5. 鍼金銅人과 骨度法

骨度法이란 骨節의 大小, 廣狹, 長短을 基準하여 經脈의 
길이와 穴位을 定하는 것으로 靈樞.骨度第十四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모든 穴位는 骨度法에 근거하여 位置를 표시하
기 때문에 骨度法의 穴位의 基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래 骨度法의 길이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穴位를 찾을 수 있지만, 現代에는 靈樞.骨度第十四의 骨
度法이 現代人의 체형과는 달라서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主張하는 傾向도 있다. 그렇다면 朝鮮時代 內醫

院에서는 骨度法에 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임상에 
응용했는지 疑問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骨度法이 鍼
金銅人에 실제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해 보기로 하 다. 그 
결과 鍼金銅人은 靈樞.骨度第十四의 骨度法에 충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鍼金銅人의 骨度法 實
測은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1. 靈樞.骨度第十四에 제시한 7尺5寸의 身長을 현 鍼金
銅人의 크기인 85cm로 환산했다58). 그 결과 1寸을 1.133 
cm로 하 다. 

2. 1寸을 1.133cm로 하여 身長을 제외한 靈樞.骨度第十
四의 39항목 수치를 cm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2자리까
지 변환하 다. 이를 “예상수치”라고 하 다.

3. 鍼金銅人 40곳의 길이를 靈樞.骨度第十四에서 제시
한 로 측정하 다. 이를 “실측치”라고 하 다.

4. 예상수치와 실측치 40항목을 비교 검토하 다.

그 결과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58) 85÷75=1.1333이다. 따라서 1寸은 1.133cm이다.
59) 국립고궁박물관의 홈페이지(http://www.gogung.go.kr)에는 86cm라고 되어 있으나, 여러 번 측정해 본 결과 85cm가 정확한 身長이다.
60) 표 3의 6, 8, 9, 10 항목은 靈樞.骨度第十四에 길이의 過不及에 따라 五臟六腑의 大小가 定해진다고 하 다. 즉 길이가 사람에 따라 유동적

이다.
61) 騔骬 하단까지의 측정 길이다. 9번 항목도 騔骬하단부터의 측정 길이다.
62) 說文解字義證에 따르면 兩髀之間은 奎이며 奎는 가랑이를 뜻한다. 또 28宿의 奎星도 가랑이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랑이 前後의 길이를 말한다. 桂馥.　說文解字義證. 齊魯書社. 1994. pp.87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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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額角에서 柱骨까지 1尺 11.33cm 13cm
19. 겨드랑이 깊이(行腋中不見者) 4寸 4.53cm 4.5cm
20. 腋에서 季脇까지 1尺 2寸 13.59cm 13.5cm
21. 季脇에서 髀樞까지 6寸 6.79cm 7~8cm
22. 髀樞에서 膝中까지 1尺 9寸 21.52cm 20cm
23. 膝에서 外踝까지 1尺 6寸 18.12cm 18cm
24. 外踝에서 京骨까지 3寸 3.39cm 3.5cm
25. 京骨에서 발바닥(至地)까지 1寸 1.13cm 1cm
26. 完骨-後頭-完骨 사이의 길이 9寸 10.19cm 10cm
27. 耳門-鼻準-耳門 사이의 길이 1尺 3寸 14.72cm 20cm
28. 兩顴의 간격 7寸 7.93cm 8cm
29. 兩乳의 간격 9.5寸 10.76cm 10.5cm
30. 兩髀의 간격(가랑이 깊이)62) 6.5寸 7.36cm 6.5~7cm
31. 발의 길이(足長) 1尺 2寸 13.59cm 14cm
32. 발의 폭(廣) 4.5寸 5.08cm 5cm
33. 어깨에서 팔꿈치까지(肩-肘) 1尺 7寸 19.26cm 20cm
34. 팔꿈치에서 손목까지(肘-腕) 1尺 2.5寸 14.16cm 13cm
35. 손목에서 中指本節까지 4寸 4.53cm 6cm
36. 中指本節에서 손가락 끝까지 4.5寸 5.08cm 4cm
37. 後髮際에서 脊骨(大椎)까지 2.5寸 2.83cm 3cm
38. 膂骨에서 尾骶까지 21節, 3尺 33.99cm 35cm
39. 上七節(T1-T7) 各椎의 크기 1.41寸 1.59cm 약 1.5cm~1.6cm
40. 上七節至于膂骨(上七節전체 길이) 合 9.87寸 11.18cm 11cm

실제 측정결과, 身長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머리의 크기는 
骨度法보다 1.34倍정도 크게,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약간 
작게 설계하 으며, 四肢의 크기는 骨度法에 맞춰 제작했
다. 이들의 오차를 살펴보면 0.01cm~0.09cm이내가 6개 항
목, 0.1cm~0.99cm이내가 13개 항목, 1.00cm~1.99cm이내
가 9개 항목, 2cm~2.99cm가 1개, 3cm~3.99cm가 3개, 4 
cm~4.99cm가 1개, 5cm~5.99cm가 2개, 8.54cm가 1개 항
목이다63). 이 중 인위적으로 작거나 크게 설계한 것 4개 

항목을 제외하고, 12번 항목의 3.39cm를 제외하면, 28개 
항목의 예상수치와 실측치가 최소 0.01cm에서 최  1.67 
cm의 범위에 있었다. 이는 현재의 기술로 銅人을 제작하려
고 하여도 계산해 내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內醫院에서 오래전부터 鍼灸木人의 제작기술을 축적해 왔
기 때문에, 鍼金銅人을 骨度法에 충실하게 鑄造하는 것이 
가능하 을 것이다.

鍼金銅人 頭部의 확  배율
頭部의 확 된 部位 예상수치 실측치 오차 배율

 2. 머리둘레(頭大骨圍) 29.46cm 38cm 8.54cm 1.289884
 5. 전발제에서 후발제(髮至項) 13.59cm 19cm 5.41cm 1.398086
 6. 전발제에서 턱(髮以下至頤) 11.33cm 15cm 3.67cm 1.323918
27. 耳門-鼻準-耳門의 길이 14.72cm 20cm 5.28cm 1.358595

표 4. 鍼金銅人 頭部의 확  배율

또한 위 圖表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항목 2, 5, 6, 26, 
27은 頭部의 수치다. 그런데 예상수치와 실측치를 비교해보
면 항목 26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상수치에 비해서 실측치
가 략 1.34배 크다.(표 4 참조) 즉 後頭部는 骨度法을 따

랐으나 前頭와 顔面部는 骨度法의 예상수치보다 134%정도 
크게 만들었다. 그런데 頭部의 수치가 커지면 身長도 커질 
것을 염려하여 목젖에서 결분까지의 거리를 약 2.2寸(2.53 
cm)정도 줄여서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었다64). 이에 비해 

63) 1번 신장 외에 11, 21, 30번 항목은 측정 시 起始點과 終始點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오차계산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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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頭部 完骨사이의 거리는 예상수치와 실측치 차이가 
0.19cm밖에 되질 않았다. 만약 靈樞.骨度第十四에 따라 
頭部를 제작한다면 그림 8과 같이 정상적인 비율의 成人像
이 될 것이다.

그림 8. 鍼金銅人 頭面의 骨度補正圖. 鍼金銅人의 頭面을 
예상수치에 따라 제작하면 위와 같을 것이다. 
①은 靈樞.骨度第十四에서 제시한 예상수치 11.33cm
이고 ②는 실측치 15cm이다. 頭圍도 비율에 맞게 조절
하 으나 점선으로 표시한 後髮際와 天突, 缺盆의 위치 
및 後頭部의 크기는 그 로 두었다.

이처럼 吳志哲과 崔天若은 오랫동안 鍼灸木人에 축적된 
경험을 토 로 하여 骨度法에 정확하게 근거한 鍼金銅人을 
제작하 다고 할 수 있다. 鍼金銅人의 正面, 側面, 背面의 
실측치와 骨度法은 다음 그림 9, 그림 10, 그림 11과 같이 
측정하고 분석하 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40개 항목 중 
부분 항목의 基準點이 명확하여서 측정이 객관적으로 진행
되었다65). 

그림 9. 鍼金銅人의 正人圖와 骨度法. 
위 그림에서 鍼金銅人이 左右가 완벽하게 칭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季肋도 鑄型의 左右가 완벽하
게 칭이 아니기 때문에 正面에서 보면 비 칭이 된다.

그림 10. 鍼金銅人의 側人圖와 骨度法.

64) 표 3의 7번 항목 참조.
65) 예를 들어 ‘31. 발의 길이’, ‘32. 발의 폭’, ‘29. 兩乳의 간격’ 등의 항목은 起始點과 終止點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측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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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鍼金銅人의 伏人圖와 骨度法.

그런데 基準點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측하기 어려운 항목
도 있었다. 예를 들어 ‘9. 騔骬에서 天樞까지의 길이’, ‘30. 
가랑이의 깊이’, ‘33.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등의 항
목은 起始點이나 終止點이 명확하지 않았다. 9번 항목을 측
정할 때에도 騔骬의 중간부터 天樞까지의 길이인지, 끝부분
부터 길이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미리 준비해 간 예상수치
와 비교하면서 여러 번 측정하 다. 그 결과 骨度法의 예상
수치는 缺盆66)에서 騔骬가 10.19cm, 騔骬에서 天樞까지가 

9.06cm인데 실측치는 騔骬의 아래쪽 끝을 基準點으로 측정
할 경우 각각 11cm, 9cm이었다. 따라서 8번 항목을 만족
시키지 못하 으며, 騔骬67)의 중간점으로 측정할 경우에도 
각각 10cm, 10cm로 역시 骨度法과는 달랐다. 그러나 靈
樞.骨度第十四에서 항목 8번 항목의 길이가 9번 항목보다
는 길다고 하 으므로 騔骬의 아래쪽 끝을 基準點으로 하

다. ‘11. 橫骨의 가로길이’ 항목도 명확한 基準點이 없어
서 下腹에 표시된 橫骨線을 측정하 다. ‘30. 가랑이 깊이’ 
항목도 基準이 모호하여 략 曲骨穴에서 長强穴까지의 직
선거리를 측정하 다. ‘33.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항목은 靈
樞.骨度第十四에 따르면 1尺7寸인데 예상수치는 19.26cm
이었다. 이는 肩髃穴에서 曲池穴까지의 길이로 보기에는 너
무 길어서, 다시 측정해 본 결과 肩井穴에서 曲池穴까지의 
거리 다68). 그런데 본래 양 팔에서 분리가 되던 부분은 
그림 4의 ①에서 볼 수 있듯이 완벽하게 결합되지 않으며 
약 1cm의 틈이 있다. 따라서 실측치 20cm에서 1cm를 제
외하면 19cm이므로 예상수치 19.26cm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6 참조) ‘18. 額角에서 柱骨까지’ 항
목은 頭維穴에서 鎖骨에 이르는 거리 중에 최단거리를 실
측치로 하 다. 

지금까지 鍼金銅人의 骨度法을 실측하고 靈樞.骨度第十
四과 비교해본 결과 鍼金銅人은 전체적으로 靈樞.骨度第
十四에서 제시한 骨度法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제작되었다
고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그림 9, 10, 11에 정리하 다. 
鍼金銅人에 骨度法의 치수를 표시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
림 13은 2012年 촬 한 鍼金銅人의 실물사진이다. 

66) 靈樞.骨度第十四에서는 結喉에서 缺盆, 缺盆에서 騔骬까지의 길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鍼金銅人은 頭部가 커지고 頸部가 짧아져서 缺盆
과 結喉의 높이가 0.3cm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結喉에서 橫骨까지 일직선상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측정에서는 結喉-天突-騔骬의 길이를 측정하 다. 

67) 마름모꼴로 돌출 표현된 騔骬의 전체 길이는 2cm이다. 骨度法으로 환산하면 1.8寸이다.
68) 현재 일반적으로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하면 肩髃穴에서 曲池穴까지를 말하는데, 적어도 朝鮮時代 內醫院에서는 肩井穴에서 曲池

穴까지의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鍼金銅人의 製作에 대한 考察

- 44 -

그림 12. 鍼金銅人의 正人･側人･伏人圖와 靈樞.骨度第十四의 骨度法 값.

그림 13. 鍼金銅人의 사진(20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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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考察

전하는 바에 의하면 鍼金銅人은 오랫동안 昌德宮 내에 
거의 방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鍼金銅人의 목과 허리
는 완전히 파손되어 접합되어 있었고, 분리가 가능했던 양
팔은 1994年 이후 몸체에 용접되었다. 또 어떠한 이유인지
는 모르겠지만 왼손바닥과 오른쪽 아랫배도 穴名이 일부 
지워져 있어서 누군가 補修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
만 다행스럽게도 朝鮮 內醫院 鍼灸學을 硏究하는데는 문제
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었다. 현재는 
鍼金銅人을 國立古宮博物館 유물과학과에서 안전하게 保存, 
管理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鍼金銅人에 해 金哄鎰(1988年), 金重
完(1989年), 鄭遇悅(1994年), 孫仁喆(1998年)의 4篇의 論
文이 발표되었다. 이 중 初期에 發表된 金哄鎰과 金重完의 
論文은 學位論文이며 모두 1988年 石膏로 複製한 鍼金銅人
의 複製本을 관찰하여 作成하 다. 이들 論文에서 金哄鎰은 
韓國國民標準體位와 鍼金銅人을 比較하 으며, 金重完은 鍼
金銅人의 穴位, 穴名과 中國樹脂銅人의 穴位, 穴名의 差異
點을 比較하 다. 이 論文들은 鍼金銅人을 직접 관찰하여 
1988年 당시의 보존 상태와 鍼金銅人의 體位를 자세히 기
록한 최초의 論文이다. 그러나 金重完은 複製本을 관찰하
기 때문에 鍼金銅人의 穴位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으며, 金哄鎰은 당시 鍼金銅人의 穴位가 어떤 책에 根據
하 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硏究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

다. 그런데 두 論文에서 모두 同一하게 鍼金銅人의 胸腹
腔에 臟器가 있다고 敍述하고 있으며 金重完은 頭部와 四
肢의 分離도 가능하다고 敍述하 는데 모두 직접 관찰한 
結果는 아니라고 하 다69). 鄭遇悅은 ｢昌德宮 銅人에 對한 
小考｣이란 論文에서 崔周若의 明來說을 初로 반박하 는
데,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黃子厚의 말을 근거로 世宗 
15年(1433年) 이후 國內에서 製作되었을 것이라고 처음으
로 主張하 다. 또 文獻考察을 根據로 鍼金銅人이 補註銅
人經의 經穴을 표시한 것이며, 醫女와 鍼醫의 學習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처음 主張한 점에서 중요한 意義를 가
진다. 鄭遇悅은 昌德宮에 가서 鍼金銅人을 직접 관찰하 다

고 한다. 하지만 鍼金銅人의 胸腹腔에 臟器가 있고, 四肢도 
分離되고 頭部도 前後로 分離 가능하다고 敍述한 부분은 
著者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金重完의 論文을 재인용
한 것70)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孫仁喆은 崔周若의 明來
說과 鄭遇悅의 國內製作說을 간단하게 언급하 는데 마찬
가지로 鍼金銅人의 胸腹腔에 臟器가 있고, 四肢도 分離되고 
頭部도 前後로 分離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 없이 그 로 
引用하 다.

이에 비해 本 論文은 先行硏究와 比較해 볼 때 3가지 차
이점이 있다. 첫째는 鍼金銅人의 複製本이 아니라 原本을 
실제 관찰하 다는 것이고, 둘째는 承政院日記에서 鍼金
銅人을 鑄造한 기사를 직접 확인하여 鍼金銅人의 제작과정
을 명확하게 敍述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韓國國民標準體位
보다는 骨度法과 鍼金銅人의 體型을 比較했다는 것이다. 특
히 鍼金銅人이 英祖(1741年) 때에 首醫 吳志哲의 監督아래
에 崔天若에 의해 鑄造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연구의 가장 
큰 成果이며 이는 앞으로 醫史學에서 매우 중요한 意義를 
가질 것이라 기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鍼金銅人
에 새겨진 經穴의 內容이라고 생각한다. 承政院日記의 내
용에 따르면 오랜 세월동안 內醫院의 鍼醫들은 1年에 2회 
補註銅人經을 제 로 暗誦하는지 테스트를 받았던 것을 
확인하 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鍼金銅人이 補註銅人
經의 經穴을 표시한 것이며, 그 이전 시 부터 수차례 제
작하 던 鍼灸木人을 修正, 補完을 거듭하여 完成하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만약 承政院日記가 壬辰倭亂 때 
燒失되지 않았었다면 鍼灸銅人의 製作에 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또 鍼金銅人은 靈樞.骨度第十四의 骨度法을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할 수 있었다. 骨度法이란 穴位에 절 적인 基
準點이므로 骨度法이 한군데라도 잘못되면 穴位가 하나 잘
못되고 잘못된 穴位 하나 때문에 연관된 수십 개의 穴位가 
모두 잘못될 수 있다. 때문에 鍼灸木人의 骨度法은 오랜 세
월동안 誤謬를 수정하 을 것이다. 金在魯가 “木人은 銅人
의 本草입니다.”라고 한 것도 鍼灸木人을 原型으로 하여 鍼
金銅人을 鑄造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머리를 1.34倍 크게 
제작하고 목을 짧게 제작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된 鍼灸木

69) 2012年 9月 28日에 金哄鎰과의 交信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1988年 圓光大學校 유희  교수의 主管으로 鍼金銅人을 2개 複製하 다고 한다. 
또한 그 당시 양 팔의 분리가 가능하 다고 한다. 하지만 鍼金銅人의 原本을 직접 관찰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金重完은 四肢, 頭部가 分離된다
거나 內部臟器가 있다는 것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책에서 인용한 것이라 하 다. 이 당시에는 鍼金銅人을 王維一이 製作한 것이라는 
主張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허준박물관에는 鍼金銅人의 複製本 1개가 전시되어 있다.

70) 2012年 9月 27日 著者와 交信하여 확인함. 또 鄭遇悅은 鍼金銅人이 현재 검은색으로 塗色되어 있다고 하 으며 본래는 초콜릿에 가까운 색이
었다고 主張하 다. 이에 해서는 추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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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의 製作 경험에 따른 것이며 이를 통해 朝鮮 鍼灸學의 
높은 기술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해서도 앞으
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실측한 骨度法은 
200cm의 줄자로 육안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을 것이다. 차후에 과학적인 정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鍼金銅人이 비록 中國의 天聖銅人이나 1669年에 이무라 
겐사이(飯村玄斎)가 제작한 日本의 銅人形에 비해 조금 늦
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太宗, 世宗, 孝宗 때에
도 銅人을 鑄造하기 위해 노력하 다는 것을 보면, 이미 이 
당시에도 鍼灸銅人을 鑄造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鍼灸學 知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鍼金銅人이 內醫院 初學醫나 醫女의 鍼灸學 敎育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하 다. 英祖가 民醫인 松月과 
斗梅에게 鍼金銅人에게 試鍼하라고 하여 鍼術의 優劣을 가
린 承政院日記의 기사는 鍼金銅人의 穴位가 그 당시 國
家의 標準었다는 反證이 될 것이다.

이 論文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鍼金銅人의 外部를 硏
究한 것이다. 內部의 상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X-ray 분석기로 靑銅의 재질, 균열
상태, 穴孔의 閉塞與否 등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鍼金銅人의 製作方法까지 전문가에 의해 考證되었
으면 하는 바이다.

朝鮮은 高麗의 醫療制度를 그 로 받아들 기 때문에 朝
鮮의 鍼灸學은 약 1000年의 歷史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
다. 그런데 近世에 日帝가 朝鮮王朝의 傳統을 끊어버리면서 
朝鮮 內醫院의 命脈도 함께 단절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도 鍼金銅人을 통해서 18세기 우리민족의 鍼灸學을 復元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본다. 鍼金銅人은 內醫院 首
鍼醫 吳志哲과 匠人 崔天若이 현시  한의사들에게 남겨준 
귀중한 鍼灸學 敎科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도 재평가 받기를 바라는 바이다. 현재 韓･中･日
은 經穴의 표준화를 위해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는 中國과 
日本에서 간행된 鍼灸學敎材를 부분 받아들여 標準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鍼金銅人은 우리
나라 傳統 鍼灸學을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論文에
서는 鍼金銅人의 經穴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中國의 標
準經穴를 서로 비교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Ⅳ. 結論

1. 鍼金銅人은 1741年(英祖17年) 11월 4일에서 11월 29일 
경에 鑄造된 것으로 推定하며 領議政 金在魯의 提案에 
따라 內鍼醫의 首長 吳志哲의 主管아래 鍼醫 2명이 監督
하고 崔天若이 製作하 다. 崔天若은 鍼金銅人을 적어도 
12개의 板으로 나누어 鑄造한 뒤 용접하 던 것으로 추
정하며, 銅人을 完成한 뒤 經穴과 經脈, 穴名을 陰刻하
다고 볼 수 있다.

2. 鍼金銅人은 현재 머리와 몸체를 분리할 수 없으며, 양 
다리도 몸체와 동일한 板으로 만든 것이어서 몸체에서 
분리할 수 없다. 머리도 앞뒤로 서로 분리할 수 없다. 
또한 內部를 열어볼 수 없는 구조이므로 胸腹腔에 臟器
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양 팔은 본래 몸체에서 분리
할 수 있게 製作했는데 1994年 경 몸체에 용접되었다. 
前陰은 제작하지 않았다.

3. 鍼金銅人을 鑄造하기 전부터 內醫院에는 鍼灸木人이 있
었다. 鍼灸木人은 오래 사용하면 穴孔이 닳아 원래 위치
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파손될 때마다 새로 제작하 다
고 본다. 따라서 鍼金銅人을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
었던 것도 오랜 세월동안 誤謬를 修正한 鍼灸木人을 原
型으로 하여 製作하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당시 內醫院 鍼醫들은 補註銅人經과 纂圖을 暗誦하
여야 했는데, 1年에 2회 考講을 받았다. 經典의 暗誦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행해졌다. 金在魯는 鍼
金銅人을 製作할 때 鑄造所의 鍼醫들에게 補註銅人經
라 추정할 수 있는 ‘書’를 지참하게 하 는데, 이는 만약
의 실수까지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사실
들을 미루어 보면 鍼金銅人의 經穴과 經脈은 王維一의 補
註銅人經의 穴位, 穴名을 陰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鍼金銅人은 靈樞.骨度第十四의 骨度法에 근거하여 製
作되었다고 할 수 있다. 靈樞.骨度第十四의 骨度法을 
40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鍼金銅人의 실측치와 비교해보
면, 前頭와 面部는 1.34倍 크게 만들고 頸部는 짧게 만
들었으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도 약간 작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5.5等身의 체
형이 되었다. 40개 항목들의 오차를 살펴보면 0.01cm 
~0.09cm이내가 6개 항목, 0.1cm~0.99cm이내가 13개 항
목, 1.00cm~1.99cm이내가 9개 항목, 2cm~2.99cm가 1
개, 3cm~3.99cm가 3개, 4cm~4.99cm가 1개, 5c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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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가 2개, 8.54cm가 1개 항목이다. 이 중 인위적으로 
작거나 크게 설계한 항목을 제외하면, 28개 항목의 예
상수치와 실측치가 0.01cm에서 최  1.67cm의 범위에 
있었다. 

6. 鍼金銅人은 內醫院에서 試鍼敎育用으로 사용하 다. 英
祖는 鍼金銅人을 앞에 놓고 民醫인 松月과 斗梅에게 僕
參穴에 刺鍼하라고 하여 직접 서로의 優劣을 가렸다. 이 
사실을 통해 鍼金銅人의 穴位가 그 당시 刺鍼能力의 正
誤를 판정할 수 있는 國家의 標準이었다고 볼 수 있으
며, 실제 初學醫와 醫女의 試鍼 敎育에도 사용되었을 것
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세월 축적된 鍼灸木人
의 제작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鍼金銅人의 精密한 鑄造가 
짧은 시간 내에 가능했다. 鍼金銅人은 東醫寶鑑과 더불어 
韓醫學의 독창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생
각하며, 그 가치는 學術的으로나 臨床的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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