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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bout the study on pictures of Daoist exercises described in Euibangyoochi- which is the largest book in Joseon Dynasty. 

Daoist exercises are the active exercises to prevent disease by training their body. In Euibangyoochi, there are lots of information of Daoist 

exercises. Specially, pictures of Daoist exercises are from ‘qúxi nhuórénx nf ng’. There are movements of body, methods of respiration, 

tooth brushing, and hand clapping in Daoist exercises this book. On the other hand, the pictures of Daoist exercises were composed with 

simple explanations so that readers actually might follow the directions at ease. There are 8 pictures of Daoist exercises left in Euibangyoochi. 

Those are Daoist exercises tradition in the midium of Joseon Dynasty which led to Hwalinshimbang of Yi-hwang. Also with the trend of 

preventing disease in these days, the importance of Daoist exercises is emphasized and these pictures became a tool of teaching the old 

Daoist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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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 의미를 전달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것을 문자화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한의학에서도 그러한 서술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의학의 이론이라는 것이 문자로 서술만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어 그림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전해지는 한의학 서적에는 다양한 의학이론을 설
명하는 많은 그림들이 실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이론을 설명한 많은 그림 중 導
引圖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도인법은 질병의 
치료에 응용되기도 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더
욱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한

의학연구에 있어서 ‘未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시점에서 도인법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의 주제와 관련한 도인법은 醫方類聚에서 중요
하게 다뤄져 서술되었다. 의방유취내용의 구성은 5만여 
종에 달하는 처방이 중심이지만, 이론편과 각 門마다 食治, 
禁忌, 鍼灸, 導引 등의 내용을 첨가하였다. 이전의 의서인 鄕
藥集成方에서 몇 개의 門에만 鍼灸, 導引이 첨가되었던 것
에 비해 양적으로도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1) 특히, 
導引은 ｢小兒門｣을 제외하고는 48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
어 본격적인 의학적 치료 이후의 양생법과 예방의학적 치
료가 중시되었음을 잘 보여 준다. 

도인법 혹은 도인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김현태 등은 ‘고전의서에 나타난 도인기공 방법에 대
한 연구’2)에서 역대 중국의서에 실린 도인법에 대한 문헌

1) 안상우, 최환수. ｢의방유취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1 ; 14(1) : 109.
2) 김현태, 한창현, 이상남, 박지하. ｢고전의서에 나타난 도인기공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 ; 15(2) :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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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김우호 등은 ‘기공학 발달에 관한 
문헌적 연구’3)에서 역대 중국의서에 실린 기공관련 내용들
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보여준다. 은석민 등은 ‘신간경본활
인심법을 통해 살펴본 주권의 의학사상’4)에서 심을 중요시
하는 주권의 양생사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남호영 
등은 ‘구선 활인심법이 여성 암 환자의 삶의 질과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5)에서 활인심법의 도인법의 실제 임상 
활용예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연구들의 논지를 바탕으로 의방유취
에 실린 도인도를 분석하여 도인도의 의의와 이후 한의학
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導引이란 무엇인가?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다양한 치료 방법을 경험하고 연구하여 만들어왔다. 素
問의 ｢異法方宜論｣에서는 지리적 특성, 환경, 체질에 따라 
발병하기 쉬운 질병을 설명하고 각 증상에 맞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砭石･毒藥･灸焫･九
鍼･導引按蹻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導引과 按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앙은 그 지세가 평탄하면서 습기가 있는 곳으로 천지
의 기운이 만물을 化生시키는 바가 다양하여 그 지역의 
백성들은 잡다한 것을 먹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니, 그
러므로 그 지역의 병은 痿厥證과 寒熱病이 많아서 그 
지역의 치료법은 導引과 按蹻가 마땅하다. 그러므로 
導引과 按蹻는 또한 중앙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다.6) 

이처럼 導引은 중앙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환경 및 그 지
역의 체질에 따라서 고안된 치료법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導引이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
으로 ‘道引’이라고도 한다. 능동적인 팔다리 운동을 위주로 
하여 호흡 운동 혹은 혼자 하는 추나를 배합시켜 몸을 단
련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고대의 양
생 방법으로서 후에 道家들이 이어받았다.7) 

앞서 살펴본 소문의 내용에 대해서 왕빙은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았다. 

按은 안마를 하는 것이고 蹻는 손발을 움직여 올려 蹻
接하는 것이니 소위 導引이 이것이다.8)

왕빙의 설명에 따르면 안마를 뜻하는 안과 손발의 움직
임을 뜻하는 교과 합쳐져 안교라는 단어가 되었으며, 이것
이 곧 도인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인이 능동
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지칭한다는 측면에서 보았
을 때 안교라는 단어의 뜻이 도인과 상통한다는 말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다. 도인이 행기를 목적으로 행하는 신체운
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도인이 안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9)

한편 養生이란 고대로부터 養性, 道生, 衛生, 保生 등으
로 불리어왔고 노년의 보건에 대하여는 壽老, 壽親, 壽世, 
養老 등으로 불리어 온 개념이다. 그 구체적 방법들을 攝生
이라고 일컫는데, 여기에는 飮食起居나 導引按蹻와 같은 여
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도인은 운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체내외의 협조를 유지하고 기혈을 
왕성하게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거병연년하려는 양생의 목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10) 

도인은 기공이라는 개념과도 유사한데, 기공의 의가적 표
현을 도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사용하는 기
공의 의미는 청말에 편찬된 소림권수비결 제1장 ｢氣功闡微｣ 
중에서 ‘氣功之說有二 一曰養氣 二曰鍊氣’라고 한데서 찾아

3) 김우호. ｢기공학 발달에 대한 문헌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91.
4) 은석민, 김남일. ｢신간경본활인심법을 통해 살펴본 주권의 의학사상｣. 한국의사학회지. 2000 ; 13(1) : 129-148.
5) 남호영, 정태영, 유화승, 유동열. ｢구선 활인심법이 여성 암 환자의 삶의 질과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 ; 23(2) 

: 85-94.
6) ‘中央者，其地平以濕，天地所以生萬物也眾，其民食雜而不勞，故其病多痿厥寒熱，其治宜導引按蹻，故導引按蹻者，亦從中央出也’ (洪元植 校合編

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1 : 44 해석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金達鎬·李鍾馨 共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上卷. 
醫聖堂. 2001 : 275)

7)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동양의학 대사전 3권.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 62.
8) ‘按爲按摩 蹻謂之蹻接者之擧動手足 是所謂導引也’
9) 이진수. ｢조선양생사상의 성립에 대한 고찰(其1) - 도인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1988 ; 2 : 194.
10) 전춘산, 한창현, 박수진, 이상남, 권영규. ｢한국전통사상으로 살펴본 양생기공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 22(4)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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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이후 1957년 유귀진이 기공요법실천을 출판
한 때로부터 기공 및 기공요법에 대한 해석이 내려지면서 
각문 각파의 토납호흡, 도인, 정좌, 내공, 연단법 등을 총괄
하는 명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11)

의학 서적은 아니지만 중국 고서인 莊子｢刻意篇｣에서
는 導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셔 호흡하고 낡은 기를 토해내고 
새로운 기를 넣어 마치 곰이 나무에 오르고 새가 기지
개를 켜는 듯한 모습으로 주로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자가 있다. 이는 導引의 士라고 불리는 삶들, 신체를 
양생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 彭祖와 같은 장수를 원하
는 자가 즐겨하는 바이다.12)

장자에서는 도인의 목적인 신체를 양생하여 장수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도인의 방법이 호흡과 함께 
몸을 동물의 형상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으로 설명되
는데 양생을 위한 운동요법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설명한 
여러 서적들과 유사하다. 

이처럼 도인은 양생을 위한 한 방법으로 그 목적이 양생
의 목적인 건강유지 및 장수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양생에는 음식, 기거, 호흡, 안마, 도인 등 다양한 섭생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도인은 그 중에서도 몸을 움직여서 
양생의 목적을 달생하는, 일종의 운동섭생요법으로 분류된
다. 도인과 비슷한 표현으로 기공이 있는데, 기공의 의가적 
표현이 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醫方類聚의 導引法

의방유취의｢養性門｣은 199권에서 205권까지 모두 7권에 
걸쳐 있다. 여기에는 각종 養生書에서 인용한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의방유취가 당, 송, 원, 명대 초기
까지의 중국 의서와 고려, 조선시대 초기까지 고유 의학의 성
과를 담고 있는 만큼13), ｢養性門｣에는 양생 이론이 총괄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양생법의 정의와 歌訣, 服食法, 煉丹術 

등의 내용과 藥酒, 丹藥, 辟穀方 등 養生을 위한 여러 가지 
처방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양생의 금기 사항과 여러 가지 
導引法을 수록하여 당시까지의 양생 이론을 거의 대부분 
정리하였다. 인용된 문헌으로는 金匱方, 千金翼方, 聖惠
方, 四時纂要, 修眞秘訣, 事林廣記, 山居四要, 運
化玄樞, 延壽書, 經驗秘方, 臞仙活人心, 三元延壽書, 
壽親養老書 등 의학서적과 도가서적을 망라하고 있다.

醫方類聚｢養性門｣의 ‘養生導引’에는 金匱方, 瑣碎錄, 
延壽書, 經驗秘方, 臞仙活人心, 去病延壽六字法의 양
생법과 도인법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千金方 按摩
法, 瑣碎錄의 正心法, 搬運法, 握固法과 延壽書의 導引
有法, 經驗秘方의 道演法, 景尺捷法 그리고 去病延壽六字
法의 소위 六字氣訣法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학적 지식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의
방유취는 그 엄청난 분량에 걸맞게 ｢오장문｣, ｢상한도인｣, 
｢온병후｣ 등 여러 의학적 분류 체계하에 다양한 도인법들
이 기재되어 있다. 그 다양성의 범위는 중국, 한국을 넘어
서는데 대표적인 예로 ｢천축국안마｣가 있다. 천축국은 중국
에서 과거 인도를 부르던 표현인데, 인도의 수련법까지 의
방유취에 포괄되었음을 보여준다.14) 

이러한 의방유취의 도인법은 이후 조선의 도인법에도 영향
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의방유취의 ｢眼門｣ 도인의 경우, 손
바닥을 비벼 발열시킨 다음 양쪽 눈에 대주는 눈병예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퇴계의 活人心方에도 소개되어 있다. 
오장문과 아치문에는 침을 머금어 삼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15) 東醫寶鑑｢신형편｣에도 언급된 내용이다.16)

특히 퇴계는 의방유취에도 등장한 臞仙活人心의 내용
을 가지고 활인심방을 써서 스스로 그 책에 있는 도인법
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더 나아가 퇴계는 이상의 도인법을 
자기 혼자만 시행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가까운 문
인들에게도 권했던 것으로 보인다.17)

3. 醫方類聚의 導引圖 소개

의방유취에는 총 8폭의 導引圖가 남아있는데, 이는 모

11) 위의 글. 742
12) ‘吹呴呼吸 吐故納新 熊經鳥伸 爲壽而已矣 此道引之士 養形之人 彭祖壽考者之所好也’
13)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0. 1.
14) 안상우, 최환수. ｢의방유취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1 ; 14(1) : 121-123.
15) 위의 글. 122
16) ‘食玉泉, 叩齒二七, 名曰鍊精. 又杜景升, 王眞常, 漱玉泉嚥之, 謂之胎息.’ 
17) 이진수. ｢조선양생사상의 성립에 대한 고찰(其1) - 도인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1988 ; 2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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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臞仙活人心에 수록된 것이다. 

1) 臞仙活人心에 대하여

이 글의 소재인 의방유취 도인도는 중국 명나라 때의 
朱權이 저술한 臞仙活人心에 실려 있는데, 저자인 주권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아들이면서 도가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의학과 道家의 결합을 목적으로 도가의 양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학을 이 책에 제시하였다.18) 그의 저작으로
는 神隱, 壽域神方, 運化玄樞, 乾坤生意 등이 있다.

구선활인심은 14세기 말에 간행된 양생학 서적으로 조
선에서도 간행되어 新刊京本活人心法 또는 退溪活人心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간경본활인심법은 조선
에서 간행한 것이다. 현재 주권의 구선활인심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이 신간경본활인심법과 퇴계 이황의 
活人心方만이 존재하고 있다.19) 

주권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기 보다는 미리 예방할 
것을 중요시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
으로 삼았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至人은 병이 들기 전에 다스리고, 醫家는 이미 병든 
후에 다스린다. 병이 들기 전에 다스리는 사람은 治心
과 修養을 말하고, 이미 병든 후에 다스리는 사람은 
藥餌와 砭焫을 말한다. 비록 다스리는 법은 둘이지만 
병의 근원은 하나이니, 心으로 말미암아 생기지 않는 
것이 없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일상적인 말들이지만 가장 道의 묘함에 부합된
다. 이제 二家의 說을 모아 스스로 새로운 일가의 말
로 만들어 상하 2권으로 펴내고 이름하여 活人心이라 
하니 常存하여 사람을 구하는 마음을 이름이며 사람의 
生을 온전하게 하여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의 의학이론을 전개하였다. 구
선활인심은 모두 2권이며 상권은 治心, 導引法, 祛病延壽
六字法, 保養精神 및 補養飮食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러한 내용은 당나라 孫思邈의 千金要方 중의 ‘養性’편과 
陶弘景의 養性延命錄에서 그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導
引法’에서는 八段錦20)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의방유취의 導引圖이다. 하권은 玉笈 26방方과 加減
靈秘 18方을 집록하였다.21)

주권은 구선활인심에서 도교사상을 바탕으로 의학에서 
心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생이라는 적극적인 면을 중시하
였다. 그는 醫家와 仙家의 결합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내
용 면에서 양생사상, 양생법, 임상처방 등을 포괄하였다. 주
권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
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마음을 다스
리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다.22)

2) 臞仙活人心의 도인법 내용

구선활인심에 나타난 도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閉目冥 上海本作 “寅”. 心坐, 冥心盤跌而坐. 
눈을 감고 마음이 캄캄한 상태로 앉는다.

握固靜鬼神,(활인심법에는 鬼가 思로 되어 있다.) 叩齒三
十六, 兩手抱崑崙, 

주먹을 쥐고 조용히 신을 생각한다. 어금니 마주치기를 
36번 하고, 두 손으로 곤륜(정수리)을 감싼다.

又兩手向項後, 數九息, 勿令耳聞, 自此以後, 出入息皆不可
使耳聞. 

또한 두 손을 목 뒤로 돌려 감싸고 난 뒤에 숨쉬기를 9
번 하는데 숨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한다.

左右鳴天鼓, 二十四度聞, 移兩手心, 掩兩耳, 先以第二指壓

18) 은석민, 김남일. ｢신간경본활인심법을 통해 살펴본 주권의 의학사상｣. 한국의사학회지. 2000 ; 13(1) : 129.
19) ‘臞仙活人心은 세종 15년과 25년 사이에 중국에서 들어와 조선에서 몇 차례 간행되었다. 活人心方은 퇴계가 活人心을 보고 필사한 것이

며, 이 자료에 후손들이 ‘活人心方 退溪先生遺墨’이라 하였기에 活人心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이진수. 한국도교의 현대적 조
명｢퇴계철학의 양생사상에 대한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 103-104) 

20) 중국의 전통적인 의료 보건을 위한 체육 방법의 하나. 팔단금도인법을 말한다.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동양의학 대사전 10권. 경희대
학교 출판국. 1999 : 434)

21) 한국한의학연구원(2003.08.08.) “한의고전명저총서” 의방유취 해제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iblio.jsp?srchTab=1&DataID 
=KIOM_A109_Z_001&DataName=%EC%9D%98%EB%B0%A9%EC%9C%A0%EC%B7%A8%201&ssot=> (2014.04.05)

22) 은석민, 김남일. ｢신간경본활인심법을 통해 살펴본 주권의 의학사상｣. 한국의사학회지. 2000 ; 13(1)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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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指, 彈擊腦後, 左右各二十四次. 
좌우로 하늘의 북을 울리기를 24번 해서 그 소리를 듣는다.
두 손바닥을 옮겨서 두 귀를 덮고 먼저 집게손가락으로 

가운데손가락을 눌 다가 튕기면서 머리 뒤를 치는 것이다. 
좌우 각 24번 한다.

微擺23)撼24)天柱, 搖頭,左右顧, 肩膊隨動二拾四, 先須握固.
천천히 하늘 기둥 비틀기
머리를 좌우로 돌려 어깨가 보이도록 하는데, 팔이 따라서 

움직이기를 24번 한다. 먼저 반드시 손을 굳게 쥐어야 한다.

赤龍攪25)水渾. 赤龍者, 舌也, 以舌攪口齒, 幷左右頰, 待津
液生, 而嚥 

붉은 용이 물을 뒤흔든다. 
붉은 용은 혀를 말한다. 혀로써 입 속의 이빨과 좌우 볼

을 휘둘러서 진액이 생기기를 기다려 삼킨다. 

漱津三十六. 一云鼓漱. 
진액으로 양치질하기를 36번 한다. 
혹은 양치질하기를 고수(鼓漱)라고도 한다.

神水滿口 壹口分三嚥, 所漱津液, 分作三口, 作汨汨聲, 
而嚥之.

신비한 물이 입안에 가득하게 되면 세 모금으로 나누어 
삼킨다.

양치질한 진액을 세 번 나누어서 꿀꺽 소리를 내면서 삼
키는 것이다. 

龍行虎自奔, 液爲龍, 氣爲虎. 
용이 가면 호랑이는 저절로 달린다.
진액이 용이고 기가 범이다.

閉氣搓手熱, 以鼻引淸氣閉之, 少頓, 搓手令極熱, 鼻中徐徐
乃放氣出, 

숨을 멈추고 손이 뜨거워질 때까지 비빈다.
코로 맑은 기를 들이마시어 닫아 놓고 잠시 있다가 손을 

비비기를 아주 뜨겁도록 한다. 코로 천천히 기를 내보낸다.

背摩後精門, 精門者, 腰後外腎也, 合手心摩畢, 收手握固. 
등으로 돌아가서 정문을 문지른다. 
정문이란 허리 뒤의 신장이다. 손바닥을 합쳐서 문지르기

가 끝나면 손을 거두어서 주먹을 쥔다.

盡此壹口氣, 再閉氣也. 
동작을 마쳤으면 이어서 한 모금의 기를 머금는다.
다시 숨을 멈추는 것이다.

想火燒臍輪, 閉口鼻之氣, 想用心火下燒丹田覺熱極, 卽用後法.
불이 배꼽주위를 태운다고 상상한다.
입과 코의 기를 닫고 심화가 아래로 내려가 단전을 덥힌다

고 상상하고 아주 뜨거워지면 즉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간다.

左右轆轤轉, 俯首擺撼兩肩三拾六, 想火自丹透雙關, 入腦
戶, 鼻引淸氣, 閉步頂間26). 

좌우로 도르래를 돌린다.
머리를 숙이고 두 어깨를 교대로 흔들며 돌리기를 36번 

한 다음, 단전에서 불이 올라와서 척추를 뚫고 뇌 속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하고, 코로는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어 잠시 
닫아놓는다. 

兩脚放舒伸, 放直兩脚. 
두 다리를 천천히 뻗는다.
두 다리를 곧게 뻗는 것이다.

叉手雙虛托, 叉手相交, 向上托空三次, 或九次. 
두 손을 깍지 껴서 허공을 어 올린다. 
손을 서로 엇갈리게 깍지 끼고 위로 허공을 받쳐 올리기

를 3차례 혹은 9차례 한다.

低頭攀足頻, 以兩手向前, 攀脚心, 拾三次, 乃收足端坐. 
머리를 낮추고 발을 잡고 팽팽하게 당긴다.
두 손을 앞으로 향하여 발바닥을 잡고 13차례 당긴 다음 

발을 거두어 단정히 앉는다.

以候逆水上, 候口中津液生, 如未生, 再用急攪, 取水同前法.

23) 擺 (열 파/옷의 아랫단 파, 열 패/옷의 아랫단 패)
24) 撼 (흔들 감)
25) 攪 (흔들 교)
26) 퇴계 활인심방에서는 ‘閉少頃間’이라 쓰고 있고, 판본에는 ‘閉氣頂間’이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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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거슬러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입속에 진액이 생기기를 기다리되 만약 생기지 않으면 다

시 마음을 써서 물을 만들어 내기를 앞의 방법과 같이 한다.

再漱再呑津. 如此三度畢, 神水九次呑, 謂再漱三拾六, 如
前, 一口分三嚥, 乃爲九也. 

다시 양치질하고 다시 진액을 삼키는데, 이렇게 세 번 거
듭하기를 마치면, 신비한 물을 결국 9번 삼키게 된다.

다시 양치질하기를 36번 하고 앞에서와 같이 한 입에 세
차례 씩 나누어 삼키니 아홉 번 삼키는 것이다.

嚥下汨汨響, 百脈自調 , 
꼬르륵 침 내려가는 소리에 모든 경맥이 저절로 고르게 

되는 것이다.

河車般運訖, 擺肩, 幷身二拾四, 及再轉轆轤二十四次. 
물 푸는 수레가 실어 나르기를 끝마치면, 어깨와 몸을 

24번 흔들면서 다시 도르래 돌리기를 24차례 하는 것이다.

發火遍燒身, 想丹田火, 自下而上, 遍燒身體, 想時口及鼻皆
閉氣少頃. 

불을 피어나게 하여 몸을 온통 태운다.
단전의 불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두루 전신을 태우는 

것을 상상하고 이때 입과 코는 모두 잠시 숨을 멈추고 닫
아 놓는다. 

邪魔不敢近, 夢寐不能昏, 寒暑不能入, 災病不能迍. 子後午
前作, 造化合乾坤, 循環次第轉, 八卦是良因.

사특한 기운과 마귀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꿈자리
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추위와 더위가 침입하지 
못하고, 재앙과 질병이 머뭇거리지 못한다. 자정 이후 정오 
이전에 동작을 하는데, 조화가 건곤과 부합하고 차례를 따
라 순환하여 팔괘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訣曰: 其法於甲子日, 夜半子時起, 首行時口中不得出氣, 唯
鼻中微放淸氣, 每日子後午前, 各行壹次, 或晝夜共行三次, 

결에 이르기를, 방법은 갑자일 한밤중인 자시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행할 때, 입 속의 기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고, 
오직 코로 약간 맑은 기운을 내보내고 매일 자정 이후 정오 

이전에 한 차례씩 실행하거나 주야로 합쳐서 세 번 한다.

久而自知, 蠲27)除疾疫, 漸覺身輕, 若能勤苦不怠, 則仙道
不遠矣. 

오래 계속하면 질병을 덜어내고 점점 몸이 가벼워짐을 
스스로 알게 되고, 만약 부지런히 애쓰고 게으르지 않으면 
신선의 길도 멀지 않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금니 마주치기와 같은 작은 동작부터 
온몸을 움직이는 동작까지 있으며, 호흡하는 법이나 양치하
는 법, 마찰하는 법 등 다양한 지시동작들도 함께 있다. 글
의 말미에는 이러한 도인법의 효과가 나오는데, 무병장수와 
같은 의학적 효과뿐만 아니라 나쁜 기운으로 말미암아 생
길 수 있는 재앙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표현한다.

3) 의방유취의 導引圖

총 8폭의 그림이 있으며 각 그림에 들어있는 동작은 다
음과 같다. 

그림 1.

叩齒集神三十六, 兩手抱崑崙, 雙手擊天鼓二十四.
정신을 집중하여 이를 맞쪼기를 36번 한 다음 두 손으로 

27) 蠲 (밝을 견, 덜어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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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륜혈을 싸쥔다. 다음에 양쪽 손가락으로 천고를 24번 두
드린다. 

그림 2.

左右手搖天柱, 各二十四.
손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천주를 흔드는 것을 각각 24번 한다.

그림 3.

左右舌攪上齶三十六, 漱三十六, 分作三口, 如硬物嚥之, 後
方得行火.

혀를 좌우로 움직여 입천장을 36번 휘젓고 난 다음 입을 
가시어 3번에 나누어 마치 딱딱한 것을 삼켜 넘기듯이 한
다. 그러면 화의 기운이 돈다. 

그림 4.

兩手摩腎堂三十六, 以數多更妙. 
두 손으로 신수혈 부위를 36번 문지르는데 많이 할수록 좋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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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單關轆轤, 各三十六.
좌우 한쪽의 녹로관 부위를 주먹등으로 36번 두드린다. 

그림 6.

雙關轆轤三十六.
양쪽 녹로관 부위를 동시에 주먹등으로 두드리기를 36번 

한다. 

그림 7.

兩手相搓當呵 五呵後 叉手托天 按頂各九次.

양손을 문지르는 것을 5번 숨 쉴 동안 한다. 다음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을 위로하여 하늘을 떠 었다 정수
리를 눌 다 하는 것을 9번 한다. 

그림 7.

以兩手如鉤, 向前攀雙脚心十二, 再收足端坐.
양 손을 꼬부려 앞으로 내 어 두 발바닥을 12번 잡아당

기고 다시 다리를 오그리며 단정하게 앉는다. 

앞서 살펴본 구선활인서의 도인법 내용에 비하여 도인도
라는 그림에 나타난 도인 방법은 조금 더 단순하다. 그림을 
통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된 것으
로 보이며 글보다는 조금 더 따라 하기에 좋은 설명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에서 ‘양쪽 손가락으로 천고를 24번 
두드린다(雙手擊天鼓二十四)’로 설명한 부분을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는 ‘두 손바닥을 옮겨서 두 귀를 덮고 집게손가락
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눌 다가 튕기면서 머리 뒤를 치는 
좌우 24변 한다(移兩手心, 掩兩耳, 先以第二指壓中指, 彈擊
腦後, 左右各二十四次)’와 같이 길게 설명하고 있다. 복잡한 
행동방식을 도식화시킴으로 따라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설명 자체도 간추릴 수 있었던 것이다. 

4. 의방유취 導引圖의 의의

내용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의방유취 도인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의방유취 도인법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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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사지를 동작하여 혼자서 행할 수 있는 좌식체조법
이나 호흡법, 신체의 특정부위를 자극하는 경락안마법 위주
로 소개되어 있고 外丹이나 武功과 같은 특별한 교육이나 
수련을 요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또 종교적 수행이나 도가 
수련에서 보이는 특수한 수련법과 전문용어도 드물다. 이는 
도가수련과 의학적인 양생법이 상당 부분 분리되기 시작했
음을 보여준다.28)

여기에 그림이라는 형태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림
이 가지고 있는 설명방식은 기존의 글로 설명하는 설명방
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도인법을 알려
준다. 이처럼 그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해당 도인법의 전
파나 전승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방유취 도인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
는 한국 한의학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중국에서는 실
전된 구선활인심법의 도인도가 의방유취에 기록이 남아있
어 단순사료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또한 이 기록이 훗날 
퇴계의 활인심방으로 이어져 한국의 선비들 사이에서 널리 
시행됨으로써29) 의방유취 도인도가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에 도인법이 이어지면서 국내 도인법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작용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바라본 양생은 연년익수, 무병장수뿐만 아
니라 홍익인간, 在世理化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한
국적 전통으로 이어진 도인의 개념도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할 것이다.30) 도인도의 도인법들이 의방유취에 실린 이후 
퇴계의 활인심방으로 연결되고 널리 상용화되면서 보다 한
국적 개념의 도인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Ⅲ. 결론

시대가 변하여 사는 모습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바뀌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바
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이나 불경, 유교 경전과 같은 
고전(古典)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고, 이

러한 경전을 통해 균형된 세계관과 정신의 자양분을 보충
할 수가 있다. 

고전의서에 실린 도인법 또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구
체적인 도인법 등을 통해 몸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갈고 닦
아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세월
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활인심법
에 나온 도인법이 여성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현대 연구결과는 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
다. 또한 우리의 도인법과 유사한 인도의 요가 역시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니31), 과거의 도인법의 현대적 활용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퇴계의 활인
심방을 기반으로 한국적 민속체조를 개발하여 도인의 효과
를 실용화시키려는 노력과도 맞물린다.32) 

특히, 도인법은 질병의 치료에 응용되기도 하지만, 질병
을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더욱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한의학연구에 있어서 ‘未病’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인법의 중
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醫方類聚.
2. 東醫寶鑑.
3. 活人心方.
4. 精校 黃帝內經素問.
5. 김달호, 이종형.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 上卷. 서울 : 

醫聖堂. 2001.
6.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동양의학 대사전. 경희대

학교 출판국. 1999.
7. 김우호. ｢기공학 발달에 대한 문헌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1.
8. 김현태, 한창현, 이상남, 박지하. ｢고전의서에 나타난 도

인기공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 
28) 안상우, 최환수. ｢의방유취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1 ; 14(1) : 121-123.
29) 한양순. ｢퇴계의 활인심방을 활용한 한국적 민속체조의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논집. 1992 ; 28 : 177-214.
30) 전춘산, 한창현, 박수진, 이상남, 권영규. ｢한국전통사상으로 살펴본 양생기공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 22(4) : 743.
31) 남호영, 정태영, 유화승, 유동열. ｢구선 활인심법이 여성 암 환자의 삶의 질과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 ; 

23(2) : 90.
32) 한양순. ｢퇴계의 활인심방을 활용한 한국적 민속체조의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논집. 1992 ; 28 : 177-214.



의방유취의 導引圖에 관한 연구

- 50 -

; 15(2) : 39-50.
9. 남호영, 정태영, 유화승, 유동열. ｢구선 활인심법이 여성 

암 환자의 삶의 질과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
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 ; 23(2) : 85-94.

10.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0.

11. 안상우, 최환수. ｢의방유취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
국의사학회지. 2001 ; 14(1) : 109-124.

12. 은석민, 김남일. ｢신간경본활인심법을 통해 살펴본 주
권의 의학사상｣. 한국의사학회지. 2000 ; 13(1) : 129-148.

13. 이진수. ｢조선양생사상의 성립에 대한 고찰(其1) - 도
인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1988 ; 2 : 191-258.

14. 이진수. 한국도교의 현대적 조명｢퇴계철학의 양생사
상에 대한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15. 전춘산, 한창현, 박수진, 이상남, 권영규. ｢한국전통사상
으로 살펴본 양생기공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
지. 2008 ; 22(4) : 740-745.

16. 한양순. ｢퇴계의 활인심방을 활용한 한국적 민속체조의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논집. 1992 ; 28 : 177-214.

17. 한국한의학연구원(2003.08.08.) “한의고전명저총서” 의방유
취 해제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iblio. 
jsp?srchTab=1&DataID=KIOM_A109_Z_001&DataNa
me=%EC%9D%98%EB%B0%A9%EC%9C%A0%EC%
B7%A8%201&ssot=> (201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