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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金銅人의 僕參, 大都, 太白의 穴位에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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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tions of BL61, SP2 and SP3 in Chimgeumdongin
Yung-Hwan Park

Sijoong Korean Medical Clinic

The location of BL61 has commonly known as directly under the BL60 (Gollyun) which is at the lateral side of the heel. SP2 is 

located at the front of the big toe joint and SP3 is located at the rear of the big toe joint. These locations are the same with the 

standard acupuncture points of the WHO/WPRO. 

However, according to Chimgeumdongin (鍼金銅人), BL61 is located at the center of calcaneal tuberosity, which is close to the 

bottom of the heel, not at the side. SP2 is located at the rear of the big toe joint, not at the front. SP3 is located at the rear of 

sesamoid bone, not at the rear of the big toe joint. These can be also found in Douningyou (銅人形) c-544 with the same locations. 

Moreover, these locations are precisely equal in reference to the acupuncture classics such as <Zhenjiujiayijing : 鍼灸甲乙經>, 

<Buzhutongrenjing : 補註銅人經>, whereas the descriptions of the standard acupuncture points of the WHO/WPRO and the locations of 

acupuncture points in Zhenjiutongren (鍼灸銅人), Zhinjiuxueweitongren (鍼灸穴位銅人)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acupuncture classics.

Therefore, there needs to be further examinations on WHO/WPRO Standard Acupuncture Point with various acupuncture bronze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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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國立古宮博物館1)에 소장되어 있는 靑銅鍼金經穴人體像
은 간략히 鍼金銅人이라고도 한다. 鍼金銅人은 英祖 17年
(1741) 崔天若이 제작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단 한 개의 鍼灸銅人으로 朝鮮의 경혈학을 연구하는데 빠
질 수 없는 중요한 유물이며, 中國國家博物館의 鍼灸銅人
(1443年), 湖北省博物館의 鍼灸穴位銅人(16세기 추정), 東京
國立博物館의 銅人形 c-543(18세기 추정), 銅人形 c-544 
(1662年), 上野国立科学博物館의 銅人(에도시대)과는 다르
게 제작시기와 제작과정이 史書에 기록된 유일한 鍼灸銅人

이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따르면 鍼金銅人(1741)은 
의정 金在魯의 주장에 따라 英祖의 윤허를 받은 뒤, 內醫院 
首醫 吳志哲과 鍼醫 2人의 감독 하에 崔天若이 청동으로 
주조하 다고 한다2). 또한 鍼金銅人(1741)은 1748年 英祖 
앞에서 의술의 우열을 시험하기 위해 실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특히 1730年에 英祖가 “만약 銅人이 있다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자침 할 필요 없이 銅人에게 연습할 수 있
어서 좋을 것이다.3)”라고 언급한 사실 등에 의한다면, 鍼金
銅人(1741)은 내의원 鍼醫들의 자침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
하 으며, 18세기의 경혈과 경맥을 표시한 당시 국가표준이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鍼金銅人(1741)은 그 이전부터 내의원에 전해오던 鍼灸
木人을 원형으로 하 다고 하며, 鍼灸木人은 제작할 때마다 
경혈의 오류를 계속 수정해 왔다고 한다4). 따라서 鍼金銅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1-57), TEL.02-3701-7500, http://www.gogung.go.kr
2) 박 환. ｢鍼金銅人의 製作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12;25(2):3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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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707책/탈초본 39책(43/43) 1730년 雍正(淸/世宗)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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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1741)의 혈위는 학술적으로도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한국 경혈위치표준화위원회에
서 국제경혈표준화를 위해 ‘표준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제
정할 당시, 경혈도와 각종 의서만 참고하고 鍼金銅人(1741)
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5)6). 이는 18세기 국가표준 경
혈과 경맥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鍼金銅人(1741)
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애석한 부분
이며, 한편으로는 鍼金銅人(1741)이 누락된데 따른 오류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저자는 본 논문에서 일차적으로 承政院日記에 실
제 사용기록이 남아있는 鍼金銅人(1741) 僕參의 혈위와 舍
巖鍼法에서 자주 사용하는 大都와 太白의 혈위를 연구대상
으로 선정한 후, 이를 각종 의서의 원문 및 2009년도에 제
정된 WHO/WPRO 표준경혈위치7)에 기록된 혈위에 대한 
내용과 각각 비교 고찰하 다.

Ⅱ. 凡例

1. 國立古宮博物館의 靑銅鍼金經穴人體像은 ‘鍼金銅人
(1741)’이라 한다.

2. 中國國家博物館의 鍼灸銅人은 ‘鍼灸銅人(1443)’이라 
한다.

3. 湖北省博物館의 鍼灸穴位銅人은 ‘鍼灸穴位銅人’이라 
한다.

4. 東京國立博物館의 銅人形 c-543과 銅人形 c-544은 
각각 ‘銅人形 c-543’과 ‘銅人形 c-544’라 한다.

Ⅲ. 本論

1. 僕參

僕參은 실제 자침한 기록이 承政院日記에 기재된 유일
한 鍼金銅人(1741)의 穴이다. 기록에 따르면 1747年 8月 
24日 英祖는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鍼術이 뛰어나다고 하
는 ‘斗梅’와 ‘松月’을 테스트하기 위해 두 사람을 昌德宮으
로 불러서 鍼金銅人(1741) 왼발과 오른발의 僕參에 각각 
자침하라고 하 는데, 그 결과 斗梅가 더 능숙하게 자침을 
하 기 때문에 斗梅가 醫女들에게 자침 교습을 하게 하
다고 한다8). 

僕參의 혈위에 관하여 근래 출간한 한국, 일본, 중국의 
침구서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출간
한 經穴學(1973)에는 “外踝의 後下方으로 跟骨結節의 外
部에 在함. 崑崙穴의 直下八分陷中에 取한다”9)고 하 고, 
전국한의과대학교재인 鍼灸學(上)10)(2000)에는 僕參을 

4) 기록에 따르면 英祖는 얼마 전 새로 만든 鍼灸木人으로도 학습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鍼灸銅人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銅人을 鑄造하
자는 金在魯의 요청에 반대하 다. 하지만 金在魯는 鍼灸木人이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다시 제작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 崔天
若과 같이 재주가 뛰어난 조각가는 앞으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崔天若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 반드시 鑄造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英
祖를 설득하 다고 한다. 上揭書. 32-34.

5) 2005년 3월 10일의 제1차 한국 경혈위치표준화위원회 국내회의 기록에 따르면 “2) 고전에서 혈위가 불분명할 경우 고전에서의 경혈도를 고려, 
경혈에 관련된 모든 정보 고려, 다른 연관 경혈위치고려, 체표표식에 의한 혈위를 우의에 둠.”이라 하여 표준안 마련을 위한 주요원칙 제정에서 
鍼金銅人(1741)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WHO/WPRO 표준경혈위치. 서울:엘스비어 코리아. 2009:251-252.

6) 國立古宮博物館에 확인 결과 당시 연구자의 왕래는 없었다.
7) 上揭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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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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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료를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 다. 英祖께서 말씀하시기를 “斗梅가 그 穴에 鍼할 수 있는가?” 하시니, 松月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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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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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숙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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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년 8월 24일(壬午) 원본 1020책/탈초본 55책(21/22) 1747년 乾隆(淸/高宗) 12년).

9) 윤병화. 經穴學. 서울:新敎出版社. 19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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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外踝下 踵骨隆起外側白肉際로 아킬레스腱附着部. 崑崙穴
(B60)直下 1寸5分. 足髁以下地面(足蹠)까지를 3寸의 骨度
法으로 하여 崑崙穴과 足蹠(地面)까지의 中點에 取한다.”라
고 정의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經穴學叢書에서는 1寸
(약 3cm)11) 즉, 崑崙에서 지표면까지 1/3지점이라 하 고, 
圖解鍼灸實用經穴學12)에서는 “足外踝의 後下方 跟骨結節
의 前外側 崑崙의 下方 1寸5分에 있다.”고 하 으며, 중국
에서 발행된 책에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鍼灸腧穴解剖圖
解13)에는 “足外側部에 있으며 外踝 後下方으로 崑崙에서 
直下하여 跟骨外側의 赤白肉際이다.”라고 하 으며, 經穴斷
面解剖圖解14)에서는 “외측 복사뼈후하방, 곤륜혈 바로 아
래 종골의 오목한 곳의 적백육제(赤白肉際)에 있다.”고 하

고 實用鍼灸學15)에서도 역시 “足跟部外側面, 足外踝後
下方, 跟骨結節外部, 卽崑崙穴直下1寸5分”이라 定義하고 있
어서, 세 나라 모두 다른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전문가가 수년간의 협의를 통하여 표준에 합의
하고 그 결과로 WHO/WPRO 표준 경혈위치를 출판하
으며 현재 전국한의과대학공통교재로 사용 중이다. 이 책에
서는 僕參을 “발 가쪽면, 곤륜(BL60)의 먼쪽, 발꿈치뼈
(calcaneum) 가쪽, 적백육제(border between red and white 
flesh)”16)라고 정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의 표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한국, 일본, 중국의 僕參 위치.

하지만 실제 자침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鍼金銅
人(1741)의 僕參 혈위를 확인하면 WHO/WPRO 표준경혈
위치의 僕參 혈위와는 다르다. 즉, 발뒤꿈치 아랫단 중앙 
부분에 僕參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2).

鍼金銅人(1741)의 僕參은 그림 2와 같이 大鍾17)의 바로 
아래에 있으며 WHO/WPRO 표준경혈위치의 僕參과도 서
로 일치하지 않아 별개의 경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각종 의서의 원문에 더 부합하는지 고
찰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2. 鍼金銅人(1741)의 僕參은 崑崙이 아니라 大鍾의 
바로 아래에 있다(화살표 끝, 왼쪽 발꿈치). 
崑崙에서 僕參으로 足太陽膀胱經이 표시되어 있다. 

1) 주요 의서의 원문

醫學入門, 鍼灸甲乙經, 東醫寶鑑, 新刊補註銅人腧
穴鍼灸圖經 등의 주요 의서에서는 僕參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0) 崔容泰. 鍼灸學(上). 서울:集文堂. 2000:522.
11) 安榮基 編著. 經穴學叢書. 서울:成輔社. 2006:422.
12) 本間祥白 著, 朴鐘甲 譯. 圖解鍼灸實用經穴學. 大邱:東洋綜合通信敎育院出版部. 1986:144.
13) 북경중의약대학 침구과 저, 전국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역. 침구수혈해부도해. 서울:一中社. 2001:94.
14) 상해중의약대학 엄진국 교수. 경혈단면해부도해. 서울:一中社. 2000:79.
15) 李文瑞, 何保儀 主編. 實用鍼灸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9:216.
16)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WHO/WPRO 표준경혈위치. 서울:엘스비어 코리아. 2009:134.
17) 鍼灸甲乙經에는 “大鐘在足跟後衝中.別走太陽.足少陰絡”라고 하 는데, 그림 2에 따르면 衝中이란 발꿈치힘줄(아킬레스건)의 중심을 의미한다. 

즉 內醫院에서는 발꿈치뼈(足跟後)위 발꿈치힘줄(衝中) 가운데에서 大鍾을 取穴하 다. 大鐘의 위치도 WHO/WPRO 표준경혈위치와는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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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原文
鍼灸甲乙經 跟骨下陷者中拱足得之

備急千金要方 一名安耶在足跟骨下陷中
千金翼方 在足跟骨下陷中
外臺秘要 一名安邪在跟骨下䧟者中拱足得之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足跟骨下陷中拱足得之
聖濟總錄 一名安邪在跟骨下䧟中拱足得之

針灸資生經 一名安邪在跟骨下䧟中拱足得之
十四經發揮 在跟骨下陷中拱足取之
針灸聚英 跟骨下陷是
醫學入門 足後跟骨18)下陷中拱足取之
鍼灸大成 足跟骨下陷中拱足得之
東醫寶鑑 一名安邪在足跟骨下陷中拱足得之
鍼方六集 一名安邪陽蹻脈之在本足後跟骨

下陷中拱足取之
循經考穴篇 一名安邪穴在足跟骨下陥中拱足

得之
醫宗金鑑 從崑崙下行足跟骨下陷中拱足取之

표 1. 주요 의서의 僕參

이들 의서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발뒤꿈치 아래의 오목한 
가운데”라고 기술하고 있다. 足(後)跟骨은 해부학에서 발꿈
치뼈(calcaneus)에 해당하는데, 이 발꿈치 뼈의 아래쪽 오목
한 곳을 僕參의 위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WHO/WPRO 
표준경혈위치의 “발꿈치뼈(calcaneum) 가쪽”이라는 설명은 
원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中醫學에서는 일반적으로 
僕參을 “足外側部, 外踝後下方, 崑崙直下2寸, 跟部外側面赤
白肉際處.”이나 “足外側部, 外踝後下方, 崑崙直下, 跟部外側
面赤白肉際處.19)”, “崑崙直下, 跟骨凹陷中, 當赤白肉際.20)”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여 왔다. 하지만 醫學入門, 鍼灸
甲乙經, 東醫寶鑑,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등 주요 
의서에는 “崑崙의 바로 아래(直下)21)”라든지, “寸”이라든지, 
“발의 바깥쪽(外側)”, “赤白肉際”라는 표현은 없었다. 비록 
醫宗金鑑에 “崑崙下22)”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膀胱經

分寸歌｣를 注할 때 穴의 순서를 암기하도록 모든 경혈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후렴구로써 특별히 僕參의 위치만을 강
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꿈치뼈(calcaneum) 가
쪽”에 위치한 僕參의 표준경혈 위치는 정확한 위치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또 후대에 經穴圖23)를 잘못 이해하여 와전
되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取穴法도 혈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주요 의서에서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발뒤꿈치를 들어올려 取穴하라”고 하 다. 그런데 일부에
서는 “拱足取之”를 해석할 때 “拱”의 字義가 두 손을 맞잡
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拱足을 “두발을 모으
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24). 그러나 
醫學入門에서 承山의 혈위를 설명하면서 “承山在腨股分肉
間 拱足擧地一尺取之”25)라고 표현한 것을 미루어 보면 拱
足은 발꿈치를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鍼金銅人(1741)의 僕參을 관찰하면 그림 2와 같이 발
뒤꿈치 아래에 있으며, 또 원문의 설명에 해당하는 실제 인체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면 옴폭 들어가는 홈을 만질 수 있다. 
따라서 의자에 앉거나 서있는 자세에서 僕參을 取穴하려면 
반드시 발뒤꿈치를 들어야하므로 鍼金銅人(1741)의 僕參은 
주요 의서의 원문과도 꼭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26).

또한 僕參의 主治를 고찰해도 鍼金銅人의 혈위가 주요 
의서의 원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원문에 따르면 僕參
은 足跟痛으로 인해 발을 땅에 디디지도 못하는 것(足跟痛
不得履地)27)을 치료28)한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Plantar 
Fasciitis(족근통)이라고 번역하는데 Plantar Fascia와 calcaneus
가 서로 만나는 곳의 痛症을 말한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鍼金銅人(1741)의 僕參의 위치에 해당한다(그림 3). 즉 鍼
金銅人의 僕參을 자침하면 足跟痛이 발생하는 곳을 자극하
여 치료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

18) 跟骨者 足後跟骨也라고 하 다. 즉 跟骨과 같은 의미이다. 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6:2329. 
19) A+醫學百科 “人體穴位” cht.a-hospital.com(2013.10.14.)
20) 章逢潤, 耿俊英. 中國灸療學. 台北:人民衛生出版社. 1991:234.
21) 醫宗金鑑의 “從崑崙下行”은 단순히 “崑崙의 아래”라는 뜻이다. 各種 醫書에서는 直下와 下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2) 예를 들어 從委中下行의 “委中下”와 같이 다음 순서의 穴位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 다.
23) 西洋畵의 고정된 視點과는 다르게 東洋畵는 움직이는 視點으로 그린다. 따라서 明堂圖를 관찰해보면 정수리, 양귀, 턱 아래,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 상하좌우로 視點을 움직여야 볼 수 있는 측면의 경혈들이 3장의 그림에 모두 표현되어 있다. 때문에 발꿈치 뒤에 숨어있는 僕參도 발꿈치 
옆에 표시하 다고 생각한다.

24) 本間祥白은 圖解十四經發揮에서 “拱足爲合兩髁以取之”라 主張하 다.
25) 醫學入門에서 承山在腨股分肉間 拱足擧地一尺取之라 하 는데, 여기서 一尺은 30 cm로 대략 발뒤꿈치에서 承山까지의 거리가 된다. 따라서 

까치발을 해서 발뒤꿈치를 땅에서 충분히 들어 올리면 承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발뒤축에서 一尺되는 곳에서 承山을 取穴하라는 뜻이다. 
26) 이에 대해 박혁규(한의학박사. 목우한의원. 062-523-6838)는 “僕參의 僕은 ‘엎드리다’는 뜻이고 參은 ‘살피다’라는 뜻이다. 즉 僕參은 足跟下

에 있기 때문에 몸을 낮춰 엎드려 봐야 穴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복참’이라 읽어야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大星文化社. 1990:307. 즉 足跟痛이다.
28)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에서 僕參主癲疾이라고도 하 는데 이는 王維一이 千金要方･孔穴主對法의 특수한 체례를 알지 못해서 잘못 인용

한 것이다. 金基郁, 朴炫局.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침구 문헌적 특징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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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경혈의 僕參보다는 鍼金銅人(1741)의 僕參이 주요 의서
의 원문에서 설명하는 위치, 取穴法 및 主治 등에 더 가깝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족근통(화살표)과 僕參의 取穴法.
僕參을 取穴할 때는 그림과 같이 발꿈치를 올려야 한다.

2) 기타 鍼灸銅人

현재 한국, 중국, 일본에는 나무, 종이, 靑銅으로 만든 여
러 가지 鍼灸銅人이 전해오고 있다. 이들 鍼灸銅人 중에서 
유물로서 가치가 있는 東京國立博物館의 銅人形-C543, 銅
人形 C-544, 中國國家博物館의 针灸銅人(1443), 湖北省博
物館의 鍼灸穴位銅人의 僕參을 鍼金銅人(1741)의 僕參의 
위치와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東京國立博物館 銅人形-C543의 僕參

銅人形-C543은 18세기 江戸時代에 제작된 것으로 높이
는 161 cm이다29). 鍼金銅人(174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든 것이며 제작자는 未詳이다. 銅人形-C543의 僕參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鍼金銅人(1741)의 僕參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림 4. 銅人形-C543의 僕參. 
鍼金銅人(1741)과 동일한 위치이다. 흰 선은 足太陽膀胱
經을 강조하여 표시한 것이다.

(2) 東京國立博物館 銅人形-C544의 僕參

銅人形-C544는 1662년 이무라 겐사이(飯村玄斎)와 이
와타 덴베에(岩田伝兵衛)가 제작한 것으로 높이는 143.9 
cm이다30). 鍼金銅人(1741)보다 79년 앞서 제작한 것이다. 
銅人形-C544의 僕參도 鍼金銅人(1741)의 僕參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1662年에 제작한 銅人形-C544의 僕參. 
鍼金銅人(1741)과 동일하게 발뒤축에 있다(연한 흰색 선
의 화살표 위치). 

(3) 中國國家博物館 鍼灸銅人(1443)의 僕參

鍼灸銅人(1443)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黃龍祥의 1902
년 太醫院에서 제작한 것이라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29) 東京國立博物館 “畵像檢索” http://www.emuseum.jp(2013.10.10.) 
30) 동경국립박물관 “e-國寶” http://www.emuseum.jp(2013.10.1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발 뒤쪽에 기재된 명문에 따르면 이 동인

형은 1662년 와카야마 번의 의사 던 이무라 겐사이(飯村玄斎: ?~1699)가 고증하고 이와타 덴베에(岩田伝兵衛)가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되
어 있다. 몸 표면은 동을 사용하여 그물눈 모양으로 주조하 고, 몸 안에는 나무로 형태를 만들어 채색한 오장육부와 목제 뼈를 넣은 구조이
다. 이 그물눈을 통해 안의 모습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며, 앞뒤와 후두부의 세 곳에 있는 개폐식 창을 통해 체내를 관찰할 수 있다. 목제 
뼈의 모양 등으로 보아 당시 서양의학 지식을 결집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동인형이 독일 함부르크 주립 민속학박물관에도 소장
되어 있는데, 발 뒤쪽의 명문에는 1669년 이무라 겐사이가 제작에 관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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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 그러나 공식적인 中國國家博物館의 설명에 따르면 
鍼灸銅人(1443)은 1026년 王維一이 제작한 天聖銅人이 세
월이 지나면서 경혈이 마모되어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네팔
인 아니카(阿尼哥)가 1265年 다시 제작하 는데 이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1443
년 明代 英宗 때 다시 만든 복제품이라고 한다32). 현재 남
아있는 鍼灸銅人(1443)의 제작자는 未詳이다. 鍼灸銅人
(1443)의 僕參은 鍼金銅人(1741)과 다른 위치에 있는데 
현재 WHO/WPRO 표준경혈위치와 同一하게 발꿈치뼈의 
외측 바깥쪽 복사뼈 아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中國國家博物館이 소장한 鍼灸銅人(1443)의 僕參. 
오른발(흰색 원 중심)

(4)  湖北省博物館 鍼灸穴位銅人의 僕參

鍼灸穴位銅人은 明代에 제작하 다고 하며, 제작연대나 
제작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한다. 그림 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鍼灸穴位銅人의 僕參은 鍼金銅人(1741)과는 다르며, 
鍼灸銅人(1443)과 비슷하게 복사뼈 아래, 崑崙直下에 있다.

그림 7. 湖北省博物館이 소장한 鍼灸穴位銅人의 僕參
화살표 끝 흰점

3) 小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僕參의 위치는 크게 두 곳으로 살
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위치는 ‘발꿈치뼈 아래’로 鍼金銅
人(1741)과 銅人形 c-543, c-544의 僕參 혈위가 이에 해
당하는데 이는 주요 의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부위 다. 두 
번째 위치는 ‘발꿈치뼈 가쪽’으로 중국에서 제작한 鍼灸穴
位銅人과 鍼灸銅人(1443)의 僕參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은 WHO/WPRO 표준경혈위치의 내용과 일치하 다. 

僕參이 ‘발꿈치뼈 가쪽’에 있다는 문헌은 翟良이 1628年
에 저술한 經絡滙編･膀胱經諸穴歌33)에 “崑崙外跟陷中央, 
僕參亦在踝骨下”와 針灸集成(1879)의 “僕參在崑崙直下二
寸大些, 脚跟邊上34)”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鍼灸穴位
銅人과 鍼灸銅人(1443)의 僕參 혈위를 설명할 수 있는 하
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黃龍祥은 經絡
滙編의 ｢膀胱經諸穴歌｣35)는 翟良의 저작이 아니고 鍼灸
聚英의 ｢十四經步穴歌｣36)를 임의로 改作한 것이라 볼 수 

31) 黃龍祥은 鍼灸銅人(1443)이 1902년 地安門 東大街에 새로 건립한 太醫院에서 제작한 光緖銅人(1902)인데 오랜 시간 학계에서는 이를 明代에 
제작한 正統銅人 심지어는 宋代의 天聖銅人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 다. 黃龍祥 著. 朴炫局, 尹種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173.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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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銅人体模型” 中国国家博物馆 http://www.chnmuseum.cn/

33) Baidu “传业资料” http://wenku.baidu.com(2013.10.24.)
34) 廖潤鴻. 勉學堂鍼灸集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8:195.
35) 足太陽膀胱經, 目內角始睛明, 眉頭陷中攢竹取, 曲差髮際上五分 … (중략) … 承山腨下分肉間, 外踝七寸上飛揚, 附陽外踝上三寸, 崑崙外跟陷中央, 

僕參亦在踝骨下, 申脈踝下五分張, 金門申脈下一寸, 京骨外側骨際量, 束骨本節後陷中, 通谷節前陷中計, 至陰却在小指側, 以上諸穴屬膀胱. 鍼灸聚
英의 ｢十四經步穴歌｣와 비교했을 때 “僕參亦在踝骨下”의 “踝骨”은 “跟骨”의 誤字일 가능성도 있다.

36) “足太陽膀胱經, 目內角始睛明, 眉頭陷中攢竹取, 曲差髮際上五分 … (중략) … 承山腨下分肉傍, 飛陽外踝上七寸, 附陽踝上三寸量, 金門正在外踝下, 
崑崙踝後跟骨中, 僕參跟骨下陷是, 申脉分明踝下容, 京骨外侧大骨下, 束骨本節後陷中, 通谷本節前陷是, 至陰小指外侧逢.” 高武 纂集. 황룡상 整理. 
鍼灸聚英.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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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그 論理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또 針灸集成･卷三
에는 “僕參二穴一名安邪在足後跟骨下陷中拱足得之”라는 설명
이 “僕參在崑崙直下二寸大些腳跟邊上針三分留七呼灸七壯37)”
과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서 원문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針灸集成의 序文38)에도 위
조한 속임수가 많이 있어서 이 책은 학계에서도 저술로써
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39)40). 이러한 비판들을 참
고한다면 經絡滙編와 針灸集成에서 기록하고 있는 僕
參의 위치를 공식적인 표준으로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엄 하게 재검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鍼金銅人(1741)의 大都와 太白 

1) 주요 의서

大都와 太白은 足太陰脾經의 五輸穴로써 臨床에서 다양하
게 활용하는 要穴이다. 大都는 엄지발가락 本節의 앞에, 太
白은 엄지발가락 本節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별다른 異見이 없어서 
WHO/WPRO 표준경혈위치에서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러나 주요 의서의 大都와 太白의 위치와 현재 표준으로 정한 
WHO/WPRO 표준경혈위치의 위치는 서로 다르다(표 2 참조).

大都 太白
鍼灸甲乙經  足大指本節後陷者中 在足內側核骨下陷者中

備急千金要方 在足大趾內本節後陷中 在足大趾內側核骨下陷中
千金翼方 在足大指本節後陷中 在足內側核骨下陷中
外臺秘要 在足大指本節後䧟者中 在足內側核骨下䧟者中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足大指內側本節後陷中 在足大指內側核骨下陷中
聖濟總錄 在足大指本節後䧟中 在足內側核骨下䧟中

針灸資生經 在足大指本節後陷中 在足內側核骨下陷中
十四經發揮 在足大指本節後陷中 在足內側核骨下陷中
針灸聚英 足大指本節後內側陷中骨縫赤白肉際 足大指內側內踝前核骨下陷中
醫學入門 足大指內側本節後陷中 足大指內側核骨下陷中
鍼灸大成 足大指本節後內側陷中骨縫赤白肉際 足大指內側內踝前核骨下陷中
東醫寶鑑 在足大指內側本節後陷中 (銅人)

在本節內側白肉際 (資生) 在足大指內側核骨下陷中 (銅人)
鍼方六集 足大指本節後內側陷中赤白肉際 足大指內側核骨下陷者中

循經考穴篇 在足大指本節後陥中 在足内側核骨下陥中
醫宗金鑑 節後陷中求大都 太白內側核骨下

표 2. 주요 의서에 기재된 大都와 太白의 혈위

37) 책에는 ｢靈光賦｣가 출처라고 밝히고 있으나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38) 이 중수본(重修本)은 광서(光緖) 5년 (1879년)에 간행되었다. 중수본의 판은 잇따라 문보당(文寶堂) 이유재(二酉齋)로 전전하 으며, 그 중에 

이유재에서 침구집성(針灸集成)을 다시 간행할 때 동시에 얻은 동치(同治) 13년 료윤흥(摩潤鴻)의 ｢고정주선혈법가(考正周 身六法歌)｣에서 
료윤흥의 자서를 권의 첫머리에 붙이고 또한 동치 13년 겨울에 중간한 ｢고정주신혈법가｣에서 유린(裕麟)의 발문(跋文) 전문을 권말에 붙 다. 
마찬가지로 원래 발문 두 곳에 나타나는 '針灸大成'을 '針灸集成'으로 고쳤다. 마지막으로 옛 판에 서명을 명시한 표지마저도 바꾸지 않고, 그 
중에 ‘寶名顆’ 3글자만 삭제하 다. 위조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쇄가 조잡하여 마구 만들었음을 족히 알 수 있다. 그 후 노이유당(老二西堂)
에서 이 중수판(重修版)을 얻어 옛 판에서 료윤홍의 자서 마지막 줄에 표시해 놓은 것을 삭제하고, 상응하여 출판한 곳의 이름을 넣지 않고, 
권말에는 발문을 싣지 않고, 서명의 표지를 바꾸어 1936년 에 중간하 다. 이 판본이 비교적 널리 유전하 다. 黃龍祥 著. 朴炫局, 尹種和, 金
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법인문화사. 2005:191.

39) 침구집성(針灸集成)의 판본 원류는 상술한 바와 같지만 편찬한 사람을 왜 표시하지 않았을까?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이 책은 사실 동의보
감(東醫寶鑑)･침구경험방(針灸經驗方･유경도익(類經圖靈)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침구경험방은 책의 전체 글을 인용하여 수
록하 는데. 이 문자에는 대량의 묵정(墨釘)을 볼 수 있어 여기에서 채용한 것이 처음에 새긴 초간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찰을 통하여 볼 
때. 이러한 묵정(墨釘)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빠진 글이 아니고 원서에서 공란인데 편자가 그 의의를 모르고 빠진 글로 오인한 것이다 동의보
감은 그 중에 ｢침구편(針灸篇)｣의 전문과 기타편에 있는 ‘침구법(針灸法)’을 인용하 다 유경도익은 제 64권 전문과 권4 금침(禁針). 금구
혈(禁灸穴). 권10 ‘기수류집(奇兪類集)’을 인용하 다. 편성에 있어서는 앞 두 책의 글을 섞어서 초록하 는바, 즉 먼저 일단의 동의보감을 
수록한 후에 침구경험방의 글을 삽입하고 다시 이어서 그 나머지 동의보감･침구경험방의 글을 초록하 다. 또한 원서의 이름과 원작자
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총서(叢書)라고 칭할 수도 없다. 수록한 3책의 내용이 서로 겹쳐 있고 옛것에 따라 초록하여 어떠한 개편도 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유서(類書)라고 할 수도 없다. 순서를 매기고 분류를 하지 않은 이러한 편성법은 책을 출판한 주인으로부터 직접 나왔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자의 성명을 기명하지 않은 것이다. 上揭書. 189.

40) 편저자로 알려진 료윤홍은 鍼灸集成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박문현.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침구집성의 실상｣. 韓國醫史學會誌. 
2000;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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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韓醫學, 中醫學, 日本漢方醫學에서는 모두 同一하게 
“엄지발가락 本節의 앞”을 大都의 표준 혈위로 하고 있다. 
하지만 표 2에서와 같이 실제 鍼灸甲乙經, 新刊補註銅人
腧穴鍼灸圖經, 醫學入門 등 주요 의서들의 원문에서는 
大都를 “엄지발가락 本節의 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주
요 의서의 기록에 따른다면 현재 WHO/WPRO 표준경혈위
치의 太白이 주요 의서의 大都가 되고, WHO/WPRO 표준
경혈위치에서 표준으로 정한 大都의 위치에는 본래 경혈
이 없었다(그림 8 참조). 

그림 8. 주요 의서의 大都와 WHO/WPRO 표준경혈위치
의 大都. 
WHO/WPRO 표준경혈위치의 大都 위치에는 본래 穴
이 없다.

太白의 혈위도 현재의 WHO/WPRO 표준과는 다르다. 주
요 의서의 기록에 따른다면 太白은 本節 뒤가 아니라 “核骨 
아래의 오목한 곳”이 정확한 위치다. 그런데 核骨은 모든 
醫家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神經通考에서는 “本節後岐骨, 岐骨上跗, 跗下爲核骨41)”이
라 하여 核骨이 ‘跗骨’ 아래에 있다고 하 지만, 여전히 核
骨의 위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 다. 이에 대해 醫
宗金鑑에서는 “跗骨은 발가락의 本節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중 엄지발가락의 本節 뒤 안쪽에 동그랗게 나온 뼈가 
核骨이다42)”라고 한층 더 명확히 하 으며, “바깥 복사뼈를 
核骨이라고 하는데 일반 대중이 통속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다”라고 하여 核骨이 外踝나 內踝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 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本節 뒤 안쪽에 튀어나온 
둥근 뼈를 核骨 또는 覈骨이라고 한다.43)”라고 하여 核骨
이 엄지발가락 本節의 뒤에 있음을 명확히 하 다. 현대에 

저술된 중의명사술어사전에서는 “核骨은 핵골(覈骨)이라
고도 한다. 즉 엄지발가락의 제 1지골과 척골관절 후상방에 
있는 원형의 종자골이다.44)”라고 해부학적으로 위치를 명
시하 다. 鍼金銅人(1741)의 太白은 엄지발가락 本節의 아
래에 있는 核骨 또는 종자뼈(種子骨, sesamoid bone)의 아
래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그림 9, 10 참조).

그림 9. 이 그림은 오른발의 바닥면이며 “核骨下陷者中”에 
따른 鍼金銅人(1741)의 太白의 위치를 표시한 것
이다. 
僕參의 경우처럼 발바닥에 가깝다. 

그림 10. 鍼金銅人(1741)의 大都, 太白, 公孫. 세 穴은 삼
각형으로 위치하고 있다. 
大都는 本節 뒤, 太白은 核骨 아래, 그리고 公孫은 本
節後에서 1寸 뒤에 있다. 왼발 안쪽의 사진. 발아래에 
거울을 두고 촬 했다.

太白의 이러한 특이한 위치 때문에 大都 → 太白 → 公孫
을 지나가는 足太陰脾經의 흐름은 직선을 벗어나 발바닥으
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靈樞･經脈篇의 경맥유주에

41)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大星文化社. 1986:24.에서 발췌
42) “跗骨者足趾本節之衆骨也…(중략)…其大趾之本節後內側圓骨形突者名核骨” 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6:2118-2119.
43) “在外者爲外踝俗名核骨. …(중략)… 大指本節後內側圓骨努突者一名核骨又名覈骨俗呼爲孤拐也.” 上揭書. 2328-2329.
44) 中醫硏究院, 廣東中醫學院 編. 한종률, 소균 譯. 중의명사술어사전. 서울:醫聖堂. 19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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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흐름이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過
核骨後45)”라고 특별히 강조하 다고 생각한다(그림 10 참
조). 또 許任鍼灸經驗方에서는 太白의 혈위를 “在足内側
核骨下, 大都後一寸陷中”라 하고 公孫의 혈위를 “在足大指
本節後一寸陷中46)”이라 하 는데, 약 100년 뒤 제작한 鍼
金銅人에도 大都에서 公孫까지의 거리와 大都에서 太白까
지의 거리가 각각 같게 표시하고 있어 許任의 설명과도 역
시 일치한다. 더불어 核骨이 本節에서 一寸 내에 있다는 것
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2) 기타 鍼灸銅人

僕參의 고찰과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하 던 銅人形-C543, 
C-544, 鍼灸銅人(1443)의 大都, 太白의 혈위도 鍼金銅人
(1741)의 위치와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자 한다.

(1) 銅人形-C543의 大都와 太白

그림 11과 같이 銅人形-C543의 太白도 WHO/WPRO 
표준경혈위치와 다르다. 銅人形-C543의 太白은 大都에서 
약 2寸後에 있어 鍼金銅人과도 다르며 WHO/WPRO 표준
경혈위치의 太白과도 다르다. 公孫은 本節後 1寸에 위치하
고 있는데 이는 公孫이 “本節後一寸에 있다”는 원문의 내용
을 따른 것 같다. 太白은 公孫와 商丘 사이에 있으며 本節
의 약 2寸 뒤에 있다. 大都는 엄지발가락 本節의 뒤에 정확
히 표시되어 있다.

그림 11. 銅人形-C543의 大都, 太白과 公孫. 
大都는 本節의 뒤에 있으며 그 다음이 太白이다. 大都와 太

白사이에 足厥陰肝經의 근처 가까이 발허리뼈 위에 표시한 
穴이 公孫이다. 太白과 公孫에는 穴名이 銅人의 표면에 경맥
을 따라 세로로 표시되어 있다. 

(2) 銅人形-C544의 大都와 太白

銅人形-C544는 나무로 만든 스탠드 위에 서 있다. 銅人
形의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銅人形의 발이 스탠드에 반쯤 
들어가 있기 때문에 東京國立博物館에서 제공하는 사진으
로는 정확한 太白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없다. 하지만 足太
陰脾經의 經脈流注를 관찰하면 鍼金銅人과 동일하게 엄지
발가락의 안쪽을 지난 뒤 本節後에서 급격히 커브를 틀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온다. 大都는 本節의 뒤
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아래로 내려가는 커브가 大都이
며 위로 올라와서 발목으로 올라가는 커브가 公孫이다. 따
라서 銅人形-C544의 太白은 核骨 아래에 표시되었다고 추
정 할 수 있다(그림 12).

그림 12. 銅人形-C544의 足太陰脾經. 
大都와 公孫 사이의 경맥이 발바닥 쪽으로 급격히 내려
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왼발 경혈에 公孫이라 표시되어 
있다.

(3) 鍼灸銅人(1443)의 大都, 太白과 公孫

鍼灸銅人(1443)의 경우 大都, 太白과 公孫이 일직선상에 
있는데다 大都도 발등의 本節中에 있고 太白과 公孫도 발
등에 표시되어 있어서 足太陰脾經의 流注와도 일치하지 않
는다. 발의 형태를 보더라도, 조선이나 일본의 鍼灸銅人이 
실제 발모양과 비슷하고 사실적인데 비해 중국의 鍼灸銅人
(1443)은 발의 형태도 사실적이지 못하다. 이는 鑄造 기술

45) 脾足太陰之脈, 起於大指之端, 循指內側白肉際, 過核骨後, 上內踝前廉, 上踹內, 循脛骨後, 交出厥 之前, 上膝股內前廉, 入腹, 屬脾, 絡胃, 上膈, 挾
咽, 連舌本, 散舌下. 其支者, 復從胃, 別上膈, 注心中. 楊繼洲. 黃帝內經釋解(靈樞). 서울:成輔社. 1980:114.

46) 許任. 許任鍼灸經驗方. 서울:一中社. 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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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中國國家博物館의 鍼灸銅人(1443). 
太白, 大都, 公孫뿐만 아니라 그 외의 혈위도 많은 오류
가 있다.

3) 小結

僕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大都와 太白의 혈위도 각각 2
곳으로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本節後의 大都”와 “核骨下
의 太白”으로 鍼金銅人(1741)과 c-544의 穴位가 이에 해
당하며 주요 의서의 내용과 동일하 다. 두 번째 위치는 
“本節前의 大都”와 “本節後의 太白”으로 WHO/WPRO 표준
경혈위치의 혈위이다. 이는 明堂圖 등에 근거하여 표준화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혈위를 설명 할 수 있는 
문헌으로는 鍼灸集成이 있다47). 이 책의 내용 중에 針
灸集成･十二經脈流注腧穴에서는 大都에 대해 “大都在大趾
內側, 第二節後, 本節前骨縫白肉際陷中, 居孤拐前48)”이라 하
거나 “大都二穴在足大指內側本節前陷中(銅人)49)”이라 하여 
銅人經의 원문과 다르게 “本節前”으로 改作한 반면에 針
灸集成･十四經抄歌에서는 “大都滎火也在足大指本節後內側
白肉際陷中50)”이라 올바로 기술하고 있다. 또 太白에 대해
서는 針灸集成･十二經脈流注腧穴에 “太白在大趾後孤拐正
中, 赤白肉際陷中51)”이라고도 하고 針灸集成･十四經抄歌

에는 “太白土也在足內側核骨下大都後一寸陷中52)”이라고도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모두 일관성이 없고 眞僞가 불분명
하다. 이에 근거한다면 당시 淸의 民間에는 太白, 大都의 
혈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는 1822年 淸의 宣宗이 太醫院에 설치된 針灸科의 기능을 

원히 정지하도록 지시한 결과53)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
다. 이에 비하여 斗梅나 宋月이 僕參을 자침하 다는 承
政院日記의 기록이나 明堂銅人圖54)(1939)에 표시된 太
白의 위치에 근거해 볼 때 조선에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으
로 鍼灸學을 보존하 을 뿐만 아니라 民間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혈위에 치료하 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明堂銅人圖(1939)의 太白. 
그림에서 大都는 本節後陷中, 太白은 核骨下赤白際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明堂圖에 비해 비교적 정확하게 
혈위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1962年 本間祥白은 圖解十四經發揮에서 大都는 
“醫學綱目云 於本節前陷中取之. 諸書均以此爲正”이라 註
하고 太白은 “如前所術, 核骨的意味不明. 宜在本節之後取之.”
이라 註55)하 는데, 확인 결과 醫學綱目에서 本間祥白이 
언급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위 고찰에 따른다면 현재 임상에서 舍岩鍼法이나 기타 
五輸穴을 응용한 침법에서 大都와 太白을 광범위하게 시술

47) 經絡匯編에서는 大都, 太白의 穴位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48) 廖潤鴻. 勉學堂鍼灸集成.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8:170.
49) 上揭書. 174.
50) 上揭書. 28.
51) 上揭書. 170. 本文에는 출처를 千金方이라고 하 으나 찾을 수 없었다.
52) 上揭書. 28.
53) 그러나 민간에서는 鍼灸를 여전히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이재동, 김남일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집문당. 1997:338.
54)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太白과 大都, 公孫의 穴位를 삼각형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韓秉璉. 明堂銅人圖. 京城:杏林書院. 1939.
55) 本間祥白. 圖解十四經發揮. 横須賀:醫道の日本社. 1962(改版):6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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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穴位에 자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다. 手太陰肺經의 正格, 足太陰脾經의 正格, 手少陰心經의 
勝格, 足少陰腎經의 正格과 勝格, 手厥陰心包經의 勝格 등
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考察

우리나라에서 보존하고 있는 鍼金銅人(1741)은 현재 제
작연대와 제작과정, 제작자 및 실제 사용기록이 국가의 공
식기록에 남아있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유물이며 그 상
태 또한 양호하다. 이러한 사실은 경맥의 유주와 경혈의 위
치 등에 관한 역사적 유물에 기초한 연구가 가능하며, 또한 
각종 주요 문헌 기록과의 상호 비교 고찰이 가능함을 시사
한다. 이러한 연구는 醫史學 연구의 한 분야를 새롭게 개척
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經穴學 및 鍼灸學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鍼金銅人(1741)의 원형이 된 鍼灸木人은 內醫院에서 오
랜 기간 오류를 수정하면서 파손될 때마다 수시로 제작하

다고 한다.56) 朝鮮의 醫政制度가 高麗 醫官의 관직명까
지 그대로 계승57)하 다는 기록을 미루어 봤을 때, 사실상 
鍼灸木人이 高麗時代의 典醫寺부터 계속 전승되어 왔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발표한 논문 鍼金銅

人 製作에 관한 硏究에 이어 이번 논문은 역사적 유물에 
기초한 경맥의 유주와 경혈의 위치 등에 관한 연구의 總論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鍼金銅人(1741)의 太白, 大都, 僕參
의 위치를 주요 의서의 원문 내용 및 일본, 중국의 鍼灸銅
人의 위치와 각각 비교하여 고찰해 본 것이다. 그 결과 鍼
金銅人과 銅人形-C544의 太白, 大都, 僕參의 혈위는 주요 
의서의 내용에 부합하거나 일치했으나, 銅人形-C543의 太
白과 天聖銅人을 복제하 다고 하는 鍼灸銅人(1443)의 太
白, 大都, 僕參은 주요 의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新刊
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과 동시에 제작하 다고 주장하는 
鍼灸銅人58)(1443)의 穴位가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의 내용과 서로 다른 반면, 오히려 후대에 조선, 일본에서 
제작한 鍼金銅人(1741)이나 銅人形 C-543, C-544의 穴
位가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의 내용에 더 일치한다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지
만, 한 가지 고려해 볼 만한 것은 당시 高麗가 黃帝鍼經
을 오랜 기간 잘 보존59)하고 있었던 반면, 宋에는 오랜 戰
亂으로 黃帝鍼經이 이미 소실되어 원본이 없었다는 사실
이다. 즉 기록에 따르면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을 저
술하고 天聖銅人을 제작한 王維一은 당시 太醫局 翰林醫官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黃帝鍼經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책
을 저술하 다는 것이다60)61). 때문에 新刊補註銅人腧穴鍼
灸圖經에는 앞뒤가 틀리거나 모순된 편집이 많으며, 글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범한 곳도 있다62). 따라서 新
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에 근거하여 제작한 天聖銅人에도 

56) 박 환. ｢鍼金銅人의 製作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12;25(2):33.
57)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探究堂. 1981:195.
58) 天聖銅人을 그대로 보고 복제한 것을 다시 복제했다고 하므로 原本과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鍼灸銅人(1443年)이 天聖銅人의 복제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59) 때문에 당시 高麗에 鍼灸木人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鍼灸木人이 존재하 다면 八萬大藏經처럼 정확하게 資料를 검

증하여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짐작해보면 상당한 정 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근거는 한국인의 기록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朝鮮時代의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웃 中國이나 日本의 기록유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 정 하고 방대한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www.unesco.or.kr(2013.10.15.)에 따르면 1237年
에 제작된 八萬大藏經은 81258개의 板에 52,382,960글자가 새겨져 있지만 알려진 誤字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大藏經이라
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八萬大藏經은 아시아 각국 大藏經의 原本역할을 했다고 한다. 

60) 이에 대해서 宋史와 高麗史의 기록이 다르다. 宋史本紀･第十七에는 “八年春正月己卯朔, 不受朝. 甲申, 蔡確卒. 丁亥, 禦邇英閣, 召宰臣讀
≪寶訓≫. 庚寅, 詔複範純仁太中大夫. 壬辰, 幸太乙宮. 庚子, 詔頒高麗所獻黃帝針經於天下.”라 하여 1093年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高麗
史에는 1091年 宋의 哲宗이 高麗의 宣宗에게 深師方黃帝鍼經九卷을 傳寫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丙午 李資義等還自宋, 
奏云, “帝聞我國書籍多好本, 命館伴, 書所求書目錄, 授之乃曰, ‘雖有卷第不足者, 亦須傳寫附來.’” 百篇尙書･荀爽周易十卷･京房易十卷…(中
略)…古今錄驗方五十卷･張仲景方十五卷･元白唱和詩一卷･深師方黃帝鍼經九卷 1091년6월18일(음력). 고려사 卷十世家 卷第十 宣宗8年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사” db.history.go.kr(2013.10.25.)

61) 靑莊館全書의 기록도 高麗史와는 다르다. ≪송사(宋史)≫ 고려전에 “철종이 제위에 오르자 고려왕이 사신 김상기(金上琦)를 보내어 위문하
고 임개(林槩)를 보내어 하례를 드린 다음 형법(刑法)에 관한 책과 ≪태평어람(太平御覽)≫･≪개보통례(開寶通禮)≫･≪문원 화≫를 사기를 
청하므로 조명(詔命)으로 ≪문원 화≫ 1부만을 하사하게 되었다.” 하 고, ≪송사(宋史)≫ 본기(本紀)에 “철종 원우(元祐) 8년(1093)에 예부
상서 소식(蘇軾)이 ‘고려의 사신이 역대의 사책(史冊)과 ≪책부원귀(冊府元龜)≫ 등의 책을 사기를 청하고 있으니, 그 청을 허락하지 않아야 
옳다.’고 하 는데 성신(省臣)이 그것을 허락하므로 다시 다섯 가지의 해(害)를 진술하여 불가함을 극론하 다. 이에 이미 사놓은 서적만은 가
져가도록 하라는 조서가 내렸다.” 하 다. 靑莊館全書 第 55卷: 盎葉記二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총서” db.itkc.or.kr(2013.10.26.) 이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2) 金基郁, 朴炫局.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침구 문헌적 특징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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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63).
한편, 모든 의서가 동일하게 僕參의 혈위를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翟良은 經絡滙編에서 “崑崙外跟陷中央, 僕參亦
在踝骨下”이라 하여 僕參이 복사뼈 아래에 있다고 하 지만 
이 글은 鍼灸聚英의 ｢十四經步穴歌｣를 임의로 改作한 것
이다. 따라서 誤字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64). 마찬가지로 針灸集成의 “僕參在崑崙直下二寸”이
나 “大都二穴在足大指內側本節前陷中(銅人)”, “太白在大趾後
孤拐正中, 赤白肉際陷中”도 그 원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鍼灸銅人(1443年)이나 鍼灸穴位銅人, WHO/WPRO 표준경
혈위치의 僕參과 大都를 설명할 수 있는 학술적인 근거라
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鍼金銅人(1741)은 內醫院 鍼醫가 이미 오랜 
기간 검증한 鍼灸木人을 원형으로하여 주조한 것으로 당시 
국가에서 표준으로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鍼金
銅人(1741)의 연구는 18세기 內醫院 표준 경혈을 완벽하
게 복원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다르게 우리나라가 중국의 鍼灸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鍼灸經穴을 보전하고 연구해 왔다
는 사실이다. 이는 內醫院에서 보존하고 있던 鍼灸木人이나 

鍼金銅人이 정확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鍼灸學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라 하여 중
국의 경혈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정확하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유물을 통해 3穴을 검증해 본 바로는 오히려 가장 부
정확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많은 비교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WHO/WPRO에서 경혈을 표준화하는 작업은 6穴65)
을 제외하고는 합의가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2005년 3월 
10일 ‘한국경혈위치표준화위원회’에서 표준화 작업의 기준을 
정할 때 鍼灸甲乙經,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醫學
入門 등의 의서와 경혈도만 채택했을 뿐 鍼灸銅人은 고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66). 따라서 鍼金銅人(1741)을 표준화 
기준에 추가하여 재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주요 의서
의 원문과 실제 內醫院에서 사용하 던 鍼金銅人(1741)을 
추가 보완하여 검토한다면 더욱 학술적으로도 정확하게 고
증이 이루어진 WHO/WPRO 표준경혈위치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鍼金銅人(1741)의 경맥의 유주와 경혈의 위
치 등에 관해 연구하는 연속된 논문 중 첫 번째 논문으로, 
僕參, 太白, 大都의 혈을 예로 들어 鍼金銅人(1741)에 관한 
연구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67) 다음 논문에서는 鍼金
銅人(1741)의 五輸穴을 주요 의서의 원문과 비교 고찰하고 

63) 혹은 黃龍祥의 주장에 따라 1902年에 제작한 것일 수도 있다.
64) 鍼灸銅人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經穴圖나 明堂銅人圖를 보면 누구나 僕參이 踝骨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翟良은 跟을 踝의 

誤字라 생각하고 改作하 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經穴圖나 明堂銅人圖는 편의에 따라 經穴의 3차원 위치를 2차원 평면에 표시한 것이
므로 참고자료로 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 안 보이는 뒷면의 경혈도 일부러 그려서 전체적인 경맥의 흐름을 표시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僕參과 大鍾, 太白 등이다. 

65) 현재 禾髎, 迎香, 勞宮, 中衝, 環跳, 水溝의 6穴이다. 
66) 하지만 제 4차 국제 경혈위치표준화 비공식 자문회의(2005.4.)와 제 3차 국제경혈위치표준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2006.6.)에서는 경혈도, 

문헌, 동인에 대하여 검토하 다고 기록하고 있음.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WHO/WPRO 표준경혈위치. 서울:엘스비어 코리아. 2009:242-245.
67) 앞으로 진행할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크게 醫書와 鍼灸銅人으로 구분된다. 鍼灸銅人은 韓國古宮博物館의 鍼金銅人(1741), 中國國家博物館의 鍼灸銅人(1443), 湖北
省博物館의 鍼灸穴位銅人, 東京國立博物館의 銅人形 c-543, 銅人形 c-544, 上野国立科学博物館의 銅人, 현재 유통되는 中國銅人, 韓國標
準銅人 등을 포함하며, 醫書로는 馬王堆帛書, 黃帝內經, 鍼灸甲乙經,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醫學入門, 東醫寶鑑, 鍼灸資
生經, 鍼灸大成, 十四經發揮, 許任鍼灸經驗方, 醫學綱目, 醫宗金鑑 등을 포함한다. 현재 사용하는 모든 鍼灸學敎材, 經穴의 위치
를 설명한 서적, WHO/WPRO 표준경혈위치와 明堂圖, 經穴圖도 역시 포함한다.

 2) 연구 범위
鍼金銅人(1741) 및 기타 鍼灸銅人의 骨度法 연구, 鍼金銅人(1741)의 經穴 위치와 기타 鍼灸銅人의 經穴 위치 비교연구, 鍼金銅人(1741)
의 經穴 위치에 근거한 穴名의 재해석, 鍼金銅人(1741)의 十四經脈 流注와 각 經穴 사이의 分寸 연구, 鍼金銅人(1741)에 따른 十四經脈
과 經穴의 解剖學 연구, 鍼金銅人(1741)과 馬王堆帛書의 經脈流注 비교연구, 鍼金銅人(1741)의 鑄造와 構造 연구, 是動･所生病과 鍼金
銅人(1741) 十四經脈의 流注 비교연구, 鍼金銅人(1741)과 傳來되는 明堂圖의 비교연구, 鍼金銅人(1741)과 靈椎･經脈篇의 비교 연구, 
鍼灸經穴書籍의 穴位 記述法 연구, 鍼金銅人(1741)의 經脈 經穴과 黃帝內經, 鍼灸甲乙經,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醫學入門, 東醫
寶鑑, 鍼灸資生經, 鍼灸大成, 十四經發揮, 許任鍼灸經驗方, 醫學綱目, 醫宗金鑑 등과의 비교 연구, 現代 醫學에 근거한 骨度法
의 연구 鍼金銅人(1741)의 經穴, 經脈과 WHO/WPRO 표준경혈위치와 비교 연구 등을 연구 범위로 한다. 이외에도 鍼金銅人(1741)과 
연관된 모든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 연구방법
鍼金銅人(1741)의 經穴, 經脈, 骨度法을 기타 鍼灸銅人과 明堂圖, 經穴圖, 各種醫書의 經穴, 經脈, 骨度法과 비교 考察하는 것이 주된 연구
과제이다. 따라서 차후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를 포함하여 연구하고 論文으로 발표한다. 

 1) 鍼金銅人(1741)의 穴位, 十四經脈의 流注, 穴名, 骨度法을 黃帝內經, 鍼灸甲乙經,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醫學入門, 東醫寶鑑, 
鍼灸資生經, 鍼灸大成, 十四經發揮, 許任鍼灸經驗方, 醫學綱目, 醫宗金鑑 등의 原文과 서로 비교하여 考察한다.

 2) 鍼金銅人(1741)과 鍼灸銅人(1443), 鍼灸穴位銅人, 銅人形 c-543, 銅人形 c-544, 銅人, 및 현재 유통되는 中國銅人, 韓國標準銅人의 穴
位, 穴名, 骨度法, 經脈流注를 서로 비교 연구하고 各種醫書의 原文과도 비교하여 考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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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Ⅴ. 結論

鍼金銅人(1741)의 僕參, 大都, 太白의 穴位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鍼金銅人(1741)에 따르면 僕參은 발 외측 복사뼈 아래
가 아니라 발뒤꿈치 아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
서 이 穴을 取穴할 때는 발뒤꿈치를 들어야 한다. 이는 
鍼灸甲乙經,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등에서 제시
한 “跟骨下陷者中, 拱足得之”의 原文에 부합한다. 또 僕
參은 足跟痛(족저근막염, Plantar Fasciitis)을 치료하는
데 해부학적으로도 僕參은 Plantar Fascia와 calcaneus
가 만나는 곳이며 痛處에 해당한다. 따라서 崑崙直下의 
僕參보다 跟骨下의 僕參이 足跟痛을 더 합리적으로 치
료한다고 할 수 있다.

2. 鍼灸甲乙經, 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등에 의하면 大
都는 “足大指內側本節後陷中”에 있다. 따라서 WHO/WPRO 
표준경혈위치의 太白이 본래 大都이며 WHO/WPRO 
표준경혈위치의 大都에 해당하는 곳에는 본래 穴이 없
다. 이는 鍼金銅人(1741), 銅人形-C543, 銅人形 C-544
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3. 太白의 정확한 혈위는 “足大指內側核骨下陷中”으로 核骨
은 현재의 종자뼈(種子骨, sesamoid bone)다. 따라서 太
白은 발바닥의 아랫면 종자뼈 아래에 위치한다. 이는 鍼
金銅人(1741), 銅人形 C-544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翟良은 經絡滙編에서 “崑崙外跟陷中央, 僕參亦在踝骨
下”이라 하여 僕參이 복사뼈 아래에 있다고 하 지만 이 

글은 鍼灸聚英의 ｢十四經步穴歌｣를 임의로 改作한 것
이다. 따라서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針
灸集成의 “僕參在崑崙直下二寸”이나 “大都二穴在足大指
內側本節前陷中(銅人)”, “太白在大趾後孤拐正中, 赤白肉
際陷中”도 그 원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鍼灸銅人(1443
年)나 鍼灸穴位銅人, WHO/WPRO 표준경혈위치의 僕
參과 大都를 설명할 수 있는 학술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太白이 本節後에 있다”는 문헌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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