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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Previous research on texts specializing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Korea have mostly been focused on those
written in the Joseon period, leaving an academic void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s. This research on the Yeongsochimgugyeong was undertaken to help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text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 for further research on
modern-contemporary educ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 The original text of Yeongsochimgugyeong was
examined along with books and news articles on related people. Information that was difficult to obtain through written
documents was supplemented by interviews with people who knew about the situation at the time. The findings were organized
as 1) the author and related people and 2) introduction of Yeongsochimgugyeong. Results and Conclusions : The original text of
Yeongsochimgugyeong was written by teacher Jeon, Gwangok, interpreted and annotated by his disciple Gwon, Yeongjun. It is
presumed that they wrote this book as educators of Korean medicine for educational purposes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book is consisted of an overview of meridianology, details on points and meridians,
supplementing and draining methods, similar to the current text book.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Yeongsochimgugyeong
reflect the stat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ducation of the early and mid 20th century, making it a valuabl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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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강사로 활동하는 등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걸쳐 한의학 교육에 힘
쓴 인물이다. 권영준은 전광옥의 문하생으로 해방 후 1950∼60년

영소침구경은 1944년 봉강 전광옥(鳳岡 田光玉)의 원저에
1954년 동은 권영준(東隱 權寧俊)이 내용을 보충하여 1956년 이후

대 동양의약대학(이후 동양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으로
변경 및 통합) 교수로 침구학을 담당하였다.

인쇄된 침구 전문서이다. 전광옥은 고종이 1904년 설립한 최초의

현재 전해지는 영소침구경은 일명 가리방(がりばん, 등사판을

근대식 관립 한의학 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의 교수로 선발되어 후

일컫는 속어)본으로, 등사지를 철판(등사판) 위에 올려놓고 철필로

학 양성을 하였으며, 동제의학교 폐교 이후에는 전국 학술단체에서

글자를 쓴 후 등사기를 통해 잉크로 찍어내는 형태 로 인쇄된 것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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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전국 한의과대학 경혈학 관련 과목에서 공
2,3)

였다. 인물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조하였고,

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와 유사하게 경혈학 총론, 십사경맥과

문헌 내용과 관련된 것은 영소침구경 원문을 기초로 기존 침구학

해당 경맥의 경혈, 경외기혈, 그리고 침구 보사법(보사법의 경우 현

문헌을 비교하였다. 그 밖에 문헌 상 알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수호

재의 경혈학 교과서에서는 빠져있으나, 이전 교과서였던 침구학 하

(동양의약대학 11기, 전 경희대학교 교수), 김경식, 이준무 등의 인

4)

권 에는 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1950∼60년대 동양의

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모든 인물에 대한 존칭은 생략한다.

약대학 교수였던 권영준이 당시 침구학 수업에 교과서로 활용하기

2. 영소침구경 저자와 주변인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한국의 침구학 전문서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선시대
5-8)

9-11)

허임의 침구경험방 , 사암도인의 사암도인침구요결

영소침구경의 간기(刊記)에 따르면 권영준이 저자로 되어있으

을 중심으

나, 서문과 본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광옥의 원저에 권영준이

로 이루어져 왔으며, 근현대의 침구 관련 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

해석을 덧붙여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문에는 두 저자의 서문과

12)

진 바 없다 . 영소침구경 저술에 관여한 전광옥과 권영준은 각

더불어 당시 동양의학대학 교수 김장헌의 서문이 있어 이 3인에

각 일제강점기, 그리고 1950∼60년대의 한의학 교육에 영향을 끼

대해 간략히 요약하였다.

친 인물이다. 따라서 본 서적은 전광옥과 권영준 개인의 학술사상

1) 전광옥(田光玉, 1871∼1945): 전광옥은 호는 봉강(鳳岡)으로

이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의학, 특히 침구 경혈학 교육

13)
황해북도 서부에 위치한 봉산군(鳳山郡)에서 출생하였다 . 최초의

현장에서 중요시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근대식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同濟醫學校, 1904년 장용준

고 여겨진다. 또한 저자가 침구학의 핵심으로 수기법을 언급하며

등에 의해 청원하여 설립되어 1905년 4월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만큼, 현재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침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고종의 지원이 끊김에 따라 1907년 6월

자 수기법, 보사법을 복원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초 자료이

폐교됨) 설립 후 교수 선발시험을 통해 도교수(都敎授) 청강 김영훈

기도 하다. 그러나 본 서적이 정식으로 출판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金永勳)와 함께 부교수(副敎授)로 선발되어

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관련된 연구가 보고된 바 없어 참고할 만한

1905년 결성한 팔가일지회(八家一志會, 조병근, 김영훈, 전광옥,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영소침구경에

장기학, 박혁동, 이희풍, 서병림, 임병후)의 구성원으로서 사설강습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소를 만들어 함경북도, 전주, 함흥 등 전국 순회 강연 활동을 하였

14-16)

교육에 힘썼다(1).

고, 1909년 대한의사총합소(대한의사회)를 꾸려 전국 한의사를 단
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1915년 전국 학술단체인

본

론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前)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교수 이준
무(동양의과대학 17기)가 소장하고 있던 영소침구경 복사본으로
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는 1960년대 권영준으로부터 사사 받은 전
(前)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교수였던 김경식(동양의약
대학 14기)으로부터 전해 받은 판본을 기초로 한 것이다. 서적의
손상으로 인해 알기 어려운 부분은 한기춘(맥한의원 원장)이 소장
하고 있는 책의 사진자료를 활용하였다(Fig. 1).
내용은 크게 1) 저자와 주변 인물에 대한 간략한 개괄 2) 영소
침구경에 대한 소개(편찬 과정 및 구성 내용)로 구분하여 기술하

(1) 또 다른 문헌에는 전광옥에 대한 관련 기술로 동제의학교 우등생(優等
生; 1906. 8. 7), 의교교사(醫敎敎師; 1906. 11. 8)라는 기록이 있다(한국
한의학연구원, 일제강점기 의생 총목록 1. 2017).

Fig. 1. Front and back cover of Yeongsochimgu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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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회(전선의회) 결성 이후 동서의학연구회 등의 단체에서 강사

있고, 그 외에 1966년도에도 재직하였던 기록이 있음)로서 침구학

로 활동하는 등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걸쳐 한의학 교육의 기초를

(1955년26); 1957년 동양의약대학보(東洋醫藥大學報) 창간호27)),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17).

28)
내과학과 진단학(1960년 동양의약대학 발간 입학요람) 을 가르쳤

1913년 11월, 총독부령 제102호 의생규칙이 공포되면서 규칙

24)
으며 동양의약대학부속 한방병원에 근무 하며 당대 침구학에 명

시행 3개월 내에 면허를 신청한 의생을 영년의생(永年醫生, 갱신

성이 있었다. 혼란스럽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전통의학의

불필요)과 한년의생(限年醫生, 5년 이내의 갱신 기한을 정한 면허)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로 평가 받고 있으며29) 후학들에게 침구법

으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1914년 1월부터 1944년 5월까지 9930번

30)
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 당시 학생들이 정

까지 의생 면허번호가 발급되었는데 전광옥은 1914년 2월 의생면허

규 강의 외의 시간에 권영준 교수를 비롯하여 몇몇 교수를 찾아가

13)

를 등록하여(48번) 그 기록이 조선총독부 관보 등에 남아 있다 .

따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도가 침 치료에 대해

전광옥은 영년의생으로, 영년의생은 왕실 전의 출신을 다수 포함하

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에 매진하게 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

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교육과 학술활동, 단체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권영준의 저술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독자적

13)

인 출판 서적은 찾지 못하였으나, 1957년 동양의약대학보 창간

조직에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저서로는 1933년 간행된 의학통속법요의(醫學通俗法要義), 고

호에 게재된 한시(恬憺虛無是道生, 不少不衰終不滅, 俗淸不露似無

금양방집(古今良方集)이 알려져 있다. 의학통속법요의는 황제

情, 無來無去亦無成, 性離三 身常潔, 南國近年斯學大, 心遠四相志

내경, 경악전서, 석실비록, 동의보감 등을 집대성한 종합의론으로

益明, 東方自比好傳聲)27), 동양의약대학 13기가 마지막 학년에 만

함경북도 순회 강연 당시 강의에 감복한 일본인 관리의 노력으로

들어 1963년 7월 발행한 동의임상처방집(東醫臨床處方集) 중 침구

18,19)

.

편(권영준 교수 지도의 침구학교실에서 제공한 자료와 편찬위원회

이 책은 영소회통(靈素匯通)과 의해보벌(醫海寶筏)이 합본된

에서 제공한 자료로 구성되어있으며, 당시 편찬위원회 고문이 한의

형태로, 영소회통은 침구의 보사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함께 병증

31)
학과장 권영준교수로 되어있음) , 1975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에 대한 침법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의해보벌은 한의학의 원리

부산동문회에서 발간한 臨床經驗方集(임상경험방집)(권영준 경

론을 기본으로 하여 증상과 치료처방을 연결시킨 형태의 저작물이

험방이 포함되어 있음)32), 이수호 교수 소장의 권영준 교수 자필

강의록을 보완하여 만든 일종의 의생 교육용 교재로 생각된다

18,19)

. 고금양방집은 전광옥의 경험방이 수록된 저서로 1959년

기록물, 한기춘 원장 소장의 몇 가지 종류의 원고(Fig. 2) 등에서

발행된 동의약계(東醫藥界) 10월호에 실린 고금양방집 유고(遺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 밖에 1963년 개최된 맹장염통계진료좌

다

17,20,21)

稿)를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 한편, 유희영 등

22)

의 저서 한국의약인명사전 에 의하면 “영소침구경을 자서(自
序)와 함께 편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전광옥은 “의서에 박통했고,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17,23)

있었으며 장경악의 학설을 으뜸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

아들인 전석붕(1911∼1993) 또한 한의사로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한의계의 지도자로17) 1920년대 영소학회
24)
(회장 안효식, 회원 전석붕 등)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권영준(權寧俊, 1915. 7. 27∼1967. 2. 3): 무동산인(舞童山
人)(2)동은 권영준의 생애와 학술사상, 저서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
으나, 몇몇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4기 졸업(1955년)으로, 1950∼
60년대 동양의약대학 교수(2016년 발간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25)
총동문회 교우명부 에는 1957년∼65년 교수진 사진이 수록되어

(2) 서문에서 권영준은 본인을 ‘舞童山人’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는 권영
준의 출신이 무동산 지명과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무동산 지명
은 두 곳(현재의 평양시 중화군,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이 있는데, 충남
논산에 연고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수호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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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unpublished manuscript written by Prof. Gwon Yeong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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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회 참석자 명단33), 1966년도 발행된 대한한의학회보 소식지의
34)

농어촌 무료진료 기록 , 1966년 慶熙醫學 제9집의 격려사(한의
35)

전광옥의 자서(自序), 동양의학대학 김장헌의 서(序), 권영준의 서
설(序說)이 그것이다. 이중 김장헌의 서문에, “고(故) 봉강 전광옥선

등을 보아 당시 학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동양

생의 문인(門人)이며 나의 오래전부터의 동지인 동은 권군(權君)이

의과대학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로 합병된 이후에도 교수로 활약

나를 찾아와서 선생의 원저(原著)인 영소침구(靈素鍼灸)의 석의(釋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義)를 보이며 그 서(序)를 청함에 나는 실로 크게 감격하였다.”라고

학과장 권영준)

인터뷰에 따르면 권영준은 주변에서 성인군자라고 평할 정도로

하였으니, 영소침구경은 전광옥의 원저에 권영준이 해석을 더해

좋고 나쁜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과묵한 편이었다고 한다.

완성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서문이 쓰인 시기는 전광옥의

‘해가 닿는 동쪽에서 이 학문 세계를 세상에 밝히고자’ 하는 한의학

자서가 ‘甲申’(1944년), 권영준의 서설은 ‘檀紀四二八七年’(1954

에 대한 자부심과 학자로서의 의지를 담아 스스로의 호를 ‘東隱(동

년), 김장헌의 서문이 ‘檀紀四二八九年’(1956년)이다. 종합해볼 때

쪽에 숨었다)’이라고 지었으며, 학술적으로는 침에 대해서 수기법,

전광옥의 원저는 1944년 이전에 완성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 후

보사법과 같은 침자 기술을 가장 중요시 하였고, 강단에서는 모든

인 1954년에 권영준이 내용을 보충하여 현재 모습의 책을 완성했

수업 내용을 암기하여 이를 빽빽하게 칠판에 판서하여 강의하는

고, 최초로 인쇄된 것은 1956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것으로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학문에 대한 중요성

2) 편찬 목적: 권영준은 序說에서 “…… 수법(手法)을 주해(注解)

뿐 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먼저 인간이 되는 것을 우선하라는 말

하고 연의(衍義)함과 동시에 경혈학 임상의 증보에 착수한 것은 연

을 자주 할 정도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구하는 동지(同志)에게 일부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선사(先師)의 남

한편, 영소침구경 서문에서 권영준이 계미년(1943년)에 선생

기신 가르침[遺敎]인 ‘후세에 전하는[傳世]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

을 만나 공부했는데 공부한지 3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을 보아

여 붓을 든 것에[擧筆]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여 편찬 목적이 연구

권영준은 전광옥의 문하생이었고, 의술을 전수받는 과정 속에서 본

보다는 교육에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영소침구경은

서적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총론, 경맥, 경혈의 부위, 취혈, 주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어

3) 김장헌(金長憲, 1897∼1975): 김장헌은 함경북도 명천군 출

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보사법과 수기법을 망라함으로써 총론부

신으로 1926년 의생시험에 합격, 1927년 의생면허 7621번의 한년

터 임상까지 내용을 일관하였다. 보사법과 수기법의 주요 내용을

의생으로 등록(면허지역 上雩南面, 현재의 함경북도 명천군 내)하

암송에 편리한 칠언(七言) 형식으로 원문을 작성하고, 해설을 붙인

13)

여 활동하였다 . 6.25 전쟁 1.4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부

것 역시 교육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구성으로

산에 개원하였다. 당시 부산에 피난 중이었던 동양의약대학에 교수

볼 때 현재의 교과서와 상당히 유사하며, 이는 저자의 새로운 이론

로 초빙되었으며, 1957년 홍성초, 박성수와 더불어 최초의 정규
과정을 거친 문교부 교수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동양의약대
28,36)

학 교수(내과학), 도서관장, 한의과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

3. 영소침구경(靈素鍼灸經)
1) 편찬 과정: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영소침구경은 원문을 철판
에 필사(筆寫)한 후 인쇄한 등사본(謄寫本) 1종이다. 간기(刊記)를
살펴보면, 영소침구경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의학서림(醫學書林)
에서 발행되었다. 대한침구학회(大韓針灸學會)와 권영준이 모두
‘저자(著者)’로 표기되었는데 권영준이 당시 대한침구학회에 소속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기에 보이는 ‘대한침구학회’는 현재
37)
의 대한침구의학회 설립이 1973년인 것을 고려하면 대한침구의

학회와는 별개의 조직이거나 전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간행일자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으므로 분명히 알기 어려우며 서문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영소침구경에는 총 세 가지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원저자인

Fig. 3. An overall picture of human body including the 14 meridians and acupuncture points in the Yeongsochimgu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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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문적 성과를 기술하기보다는 어떠한 분야의 주요 내용을

38)
결과 장부 관련 내용의 원문 출처는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

정리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소문(素問)39), 난경(難經)40) 등이다. 하지만 인용한 문장의 내

1960년 전후로 동양의약대학에서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침

41)
용과 편집 순서가 침구취영(針灸聚英) 과 거의 일치하므로 저자

구학 강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2차인용을 통해 원문을 수록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경맥 유주

3) 구성 내용: 서적은 목차, 전체도(全体圖), 서문으로 시작되고

부분은 영추(靈樞)ㆍ경맥(經脈)40)을 인용했다. 이 인용 과정에서

있다. 이 중 전체도는 경맥과 경혈을 표기한 전면도(全面圖)와 후면

원문에 한글 토를 붙였으며,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는 경맥 유주 노

도(後面圖)로서 14경맥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금침, 금구혈 및

선과 소속 경혈이 표시된 그림을 삽입하였다(Fig. 4).

락혈이 도형으로 따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Fig. 3). 내용은

경맥의 소속 경혈에 대한 설명은 ‘부위(部位)’, ‘취혈(取穴)’, ‘해

크게 경혈학 총론, 경맥과 경혈, 경외기혈, 보사법으로 구분할 수

부(解剖)’, ‘주치(主治)’, ‘부여(附餘)’, ‘비고(備考)’로 구분하여 기술

있다.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했다. ‘부위’와 ‘취혈’에 이어 ‘해부’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띄는데,

(1) 경혈학 총론 부분: 경혈학 총론 부분은 경락의 의의와 십이경

이는 취혈 시 사용되는 해부학적 표지를 이해하고, 해당 경혈 부위

맥의 구성 원리 등에 대한 설명이다. ‘침과 경락과의 상대적 의의’,

를 지나가는 근육, 신경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이러한

‘경혈학총론편-경락의 의의’라는 두 편의 글이 여기에 속해 있다.

정보들이 취혈, 자침 시 참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경혈학 총론 부분 에는 경락의

십사경맥에 소속된 경혈은 총 359개로 현재 교과서에 기록된

의의 외에도 십이경의 종지부(終止部)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제목으

361개와 차이가 있다. 여기서 빠진 두 경혈은 중추(中樞)와 급맥(急

로 1) 경맥[경맥 순환을 나타낸 경맥표, 경락과 장부의 분배도(分配

脈)으로 경외기혈에서 다루었는데, 현재에는 각각 독맥(GV7), 족궐

圖)], 2) 십오락맥 3) 기경총론이 기술되어 있다.

음간경(LR12)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송대의 침구자생경(鍼灸資

(2) 경맥과 경혈 부분: 십이경맥과 임, 독맥에 대해 기술된 이

生經)이나 명대의 침구대성(鍼灸大成)의 예와 같으며 유경도

부분은 서적 전체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한다. 각 경맥에 대한

익(類經圖翼), 의종금감(醫宗金鑑)의 361개 경혈(중추, 급맥 추

설명은 크게 해당 경맥의 소속 장부 및 경맥 유주에 대한 내용과

2)
가)과는 다른 면모라 할 수 있다 .

소속된 경혈의 기술 순서도 현재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족태양

그에 소속된 경혈에 대한 설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해당 경맥 뿐 아니라 소속 장부에 대한 설명을

방광경의 경우 회양(BL35)에 이어 부분(BL41)부터 질변(BL54)까지

가장 앞에 배치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한 후 다시 승부(BL36)부터 위중(BL40)을 기술하였다. 이는 요

구성은 장부와 경맥의 이론을 연계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배부의 방광 1선과 2선을 모두 거친 후 넓적다리로 내려오는 순서

볼 수 있다.

로 기술한 것인데, 회양 이후 둔부를 거쳐 오금(위중, BL40)으로

기술된 내용은 기존의 문헌을 발췌한 것인데, 문장들을 검토해본

들어가는 지맥과 좌우 어깨뼈의 안쪽(부분, BL41)에서 척내 양측,

Fig. 4. A figure showing the route of
stomach meridian(ST) and the acupuncture point belonging to ST
inserted in the Yeongsochimgu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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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적다리, 오금을 거쳐 새끼발가락(지음, BL67)에 이르는 별도의

법(提氣法), 자오도구법(子午搗臼法), 청룡파미법(靑龍擺尾法), 백

지맥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기술 방식과 차이가 있다. 현재의 경혈

호요두법(白虎搖頭法), 창구탐혈법(蒼龜探穴法), 적봉영원법(赤鳳

42)

순서는 영추ㆍ경맥 의 경맥 유주에 기반한 것이며, 영소침구
41)

경의 순서는 침구대성 과 같다.

迎源法), 용호교전법(龍虎交戰法), 용호교등법(龍虎交滕法), 소산화
법(燒山火法), 투천량법(透天凉法), 양씨소산화법(楊氏燒山火法), 양

‘주치’에서는 기존의 문헌에서는 보기 어려운 서양의학적 병명

씨투천량법(楊氏透天凉法), 진화법(進火法), 진수법(進水法), 영수

이나 증상 표현이 보인다. 예를 들어 중부(中府)의 주치에는 ‘기관

보사법(迎隨補瀉法), 탄퇴법(彈退法), 요퇴사법(撓退瀉法), 아마요

지염(氣管支炎)’, ‘폐결핵(肺結核)’, ‘심장병(心臟病)’이 가장 앞에 보

령보법(餓馬搖鈴補法), 봉황전시사법(鳳凰展翅瀉法), 용호승강법

이는데, 동시대 사람들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병명이나 증상표현

(龍虎升降法), 오장교경법(五臟交經法), 통관교경법(通關交經法), 적

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봉요두법(赤鳳搖頭法), 유기법(留氣法), 자오환기법(子午換氣法), 자

‘부여’와 ‘비고’에는 여러 문헌들을 인용해 해당 혈위가 사용된

오보사법(子午補瀉法), 호흡보사법(呼吸補瀉法), 남녀보사법(男女

병증, 자침 깊이나 뜸의 장수 등을 첨가했다. 부(賦)나 가(歌)와 같은 가

補瀉法), 비경주기보법(飛經走氣補法), 비경주기사법(飛經走氣瀉法),

결(歌訣) 형식을 해당 혈을 위주로 풀어서 기술했는데, 예를 들어 열

음양교관법(陰陽交貫法), 남녀임독맥보사법(男女任督脈補瀉法) 등

41)

결(列缺)에 기록된 옥룡부(玉龍賦) 원문이 침구취영(針灸聚英) 과
43)

총 33가지이다. 각각의 제목 아래에는 ‘보법(補法)’, ‘사법(瀉法)’,

침구대성(鍼灸大成) 에 “咳嗽風痰, 太淵列缺宜刺.”인 것을 “玉

‘선보후사법(先補後瀉法)’, ‘선사후보법(先瀉後補法)’과 같이 해당

龍賦云, 兼太淵, 治痎嗽風痰.”으로 기록했다. ‘비고’에는 추가로 각

기법의 속성을 기록했으며, 몇몇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경혈의

경혈의 특성(예: 어제(魚際-手太陰所溜爲滎火)이 기재되어 있다.

취혈법을 그림으로 삽입했다(Fig. 5).

(3) 경외기혈: 십사경맥과 경혈에 이어 ‘경외기혈부(經外奇穴部)’

각각의 보사법은 ‘원문(原文)’, ‘석의(釋義)’, ‘주해(註解)’, ‘연의

에 소개되어 있다. 총 50개의 경외기혈에 대하여 ‘혈명’, ‘취혈법’,

(衍義)’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도입부에 “존경하는[敬] 봉강 전광옥

‘주치’, ‘참고’(침의 깊이 및 뜸의 장수)의 형식으로 기술했다. 현재

선생 원저(原著), 문생(門生) 동은 권영준 석의(釋義)”라 기록한 것

3,44)

교과서에는(WHO 표준)

48개의 경외기혈이 속해있는데 이것과
(3)

으로 볼 때 ‘原文’은 전광옥의 원저이며, 그 외의 내용은 권영준이

개수와 종류가 일치하지 않으며 십사경맥의 혈들을 조합한 사관

풀이하고 보충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원문’은 보사법과 수기법을

(四關), 각기팔처혈(脚氣八處穴), 중풍칠처혈(中風七處穴) 등이 모

칠언절구(七言絶句)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암기하기에 편리한 방식

두 경외기혈부에 포함되었다.

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석의’, ‘주해’, ‘연의’는 ‘원문’

(4) 보사법과 수기법: 전광옥은 서문에서 “신묘(神妙)함은 보사

의 간결한 형식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補瀉)하는 수법(手法)의 잘함과 잘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니, 의학

‘석의’는 주로 원문의 해석과 수기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주해’는

을 공부하는 자가 어찌 급히 배우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부족

보사법의 의미나 수기를 행하는 목표에 대한 풀이이다. ‘연의’에서

한 배움으로써 감히 일편(一篇)을 엮어, 영추소문의 보사법인 관침

는 추가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는데 주치나 효능, 해당 보사법에

(官鍼) 및 제자(諸子)의 경험인 보사 수법의 영수(迎隨)를 수집하여
이름을 영소침구경이라 하였다.”라 하여 저자가 보사법과 수기
법을 침구학의 핵심으로 여겼음을 볼 수 있다. 인터뷰에서 권영준
역시 생전에 보사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두 저자의 이러한 관점은 저술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보사법은 영소침구경의 핵심 내용일 것
이라 추측된다.
영소침구경에 기록된 보사법의 종류는 운기법(運氣法), 제기

(3) 영소침구경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WHO 표준에는 없는 경외기혈로
는 협당(脇堂), 부인단중(脇堂), 맹모(盲募), 접척(接脊), 죽장혈(竹杖穴), 정
궁(精宮), 양시(羊矢), 사차구(斜差灸), 육차구혈(六華灸穴, 胃六穴), 소아
감리(小兒疳痢), 화타지구(華陀之灸), 기죽마혈(騎竹馬穴), 경문사화혈(經
門四華穴), 장개빈씨환문사화혈(張介賓氏患門四華穴), 귀곡(鬼哭, 鬼眼),
오호혈(五虎穴), 고골(高骨), 지천(池泉), 견주골(肩柱骨) 등이 있다.

Fig. 5. A Figure showing the Acupuncture point to operate ‘mountain-burning fire method’ in Yeongsochimgu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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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할 수 있는 혈위 등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 소산화법의 ‘연

瀉其子)’의 원칙을 설명하기는 했으나 이는 자경보사(自經補瀉)에

의’에서는 “단시간에 체온이 39도∼40도까지 열을 발할 수 있다.”,

만 적용된 것이며 정격(正格)이나 승격(勝格)과 같은 자경(自經)과

“사지궐냉에는 중완혈을 반드시 요한다.”라 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

타경(他經)의 조합은 보이지 않는다.

현하고, 사용하는 혈위를 제시하여 임상에서의 편리를 더했다.

영소침구경의 보사법은 침구대성의 내용을 상당부분 참고

보사법 내용의 주요 출처는 침구대성으로 생각된다. 소산화법

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만은 아니다. 한 예로

(燒山火法)을 예로 들면, 영소침구경에는 ‘소산화법’과 ‘양씨소산

인용서적으로 생각되는 의학입문이나 침구대성에서 소산화법

화법(楊氏燒山火法)’ 두 종류가 소개되어 있다. 이 내용은 소산화법

의 시행 방법 중에 ‘令患人吸氣五口’라 한 것을 영소침구경에서

45)

이 최초로 등장하는 침구대전(鍼灸大全) 이나 십사경혈 부분의
41)

주요 인용서인 침구취영 과 비교하면 표현 면에서 차이가 크다.
43)

는 ‘呵五口’로 바꾸어 기록했다. 전자가 숨을 다섯 번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다섯 번 내쉰다는 뜻이 되며, 권영준은

한편 침구대성 에는 세 종류의 소산화법이 수록되었는데 첫 번

이에 대해 “입[口]을 크게 벌리고[大開] ‘하’하며 내쉬기를 5번[呵氣

째는 침구대전을 인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학입문을 인용한

五度(하하五回)] 행하여”라고 부연했다. 기존의 문헌 내용을 나름대

것이며, 세 번째는 ｢삼구양씨보사(三衢楊氏補瀉)｣에 기록된 별도의

로의 해석과 변형을 거쳐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49)

소산화법이다. 이중 의학입문을 인용한 내용은 영소침구경의

영소침구경의 보사법 내용은 2001년에 출간된 침구치료학

‘소산화법’의 ‘원문’과 매우 유사하며, ‘석의’와 ‘주해’에서도 의학

에 수록되어있다. 해당 서적의 인용서적 목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입문에 사용된 표현이 보인다. ｢삼구양씨보사(三衢楊氏補瀉)｣의

칠언절구의 ‘원문’을 비롯해 ‘석의’, ‘주해’, ‘연의’의 내용과 기술

내용은 영소침구경의 ‘양씨소산화법(楊氏燒山火法)’과 매우 흡사

순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 서목에서 누락되었거나 재인용

하며, ‘석의’에 ‘이 법은 삼구양씨(三衢楊氏)의 소산화법’이라 하였다

을 통해 수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구양씨’는 침구대성을 저술한 양계주(楊繼洲)이다). 영소침구경
46)
의 보사법 중에 아마요령보법(餓馬搖鈴補法)과 같이 의학입문 에

는 없고 침구대성에만 보이는 보사법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의학

결

론

입문의 소산화법 역시 침구대성을 통해 재인용 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침구대성의 해당부분에는 구결(口訣)이 기록된 경

봉강 전광옥은 대한제국 말 최초의 근대식 한의학 교육기관인

우가 종종 있는데, 한 예로 영소침구경의 자오환기법(子午換氣

동제의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교육과

法) ‘원문’은 침구대성의 자오전후교경환기법(子午前後交經換氣

저술활동을 지속하며 한의학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法)의 口訣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전광옥이 ‘원문’을 칠언절구

하였다. 그의 제자인 동은 권영준은 1950∼60년대 동양의약대학

형식으로 기술할 때 침구대성의 구결을 참고했을 거라는 추측도

교수로 침구학을 담당하며 전통 한의학의 전승과 후학 양성에 힘쓴

가능하다. 종합해볼 때 영소침구경의 보사법과 수기법 내용은 전

인물이다. 영소침구경은 전광옥이 남긴 원문(1944년)을 권영준

반적으로 침구대성을 근거로 구성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 확충(1954년)하여 완성한 책으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에 이르

이처럼 영소침구경 전반에서 침구대성의 내용이 많이 발견

는 사회적 혼란기에 한의학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침구학의

되는 것은 영소침구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도 이미 침구대성이

요체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스승과 제자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교육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서울의 동서

할 수 있다.

의학연구회 ‘부속의학강습원’(1919∼1924년 추정)의 경우 예과

영소침구경의 내용은 경혈학 총론, 경맥과 경혈, 경외기혈, 보

과정에서 침구대성(鍼灸大成) 주3시간, 침구를 주1시간으로 하는

사법을 아우르며 경혈침구학의 이론과 활용법 전반을 포괄하고 있

47)

수업이 이루어졌다 .

다. 보사법은 그 중 핵심 부분으로서 총 32종의 보사법 및 수기법이

한편, 영소침구경은 조선 후기 대부분의 의서들이 영향을 받
은 동의보감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장부와 경맥
48)

보충 설명이 덧붙여진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의 총론, 보사법 등의 문장은 동의보감 과 일치하는 부분이 적

한편, 영소침구경의 내용 중에는 기존의 침구학 문헌을 인용

다. 또한 조선 침구학의 특징 중 하나로 생각되는 사암침법도 수록

한 것이 다수 보이는데 침구대성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여

되지 않았는데, ‘십이경정형수경합보허사실(十二經井滎輸經合補虛

겨진다.

瀉實)’에 오수혈을 통한 ‘허즉보기모(虛則補其母), 실즉사기자(實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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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침구 전문서 영소침구경 연구

의 침구전문서 중 하나인 영소침구경의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수행되었다. 영소침구경은 교육 목적의 저작물로서 당시의 침구
경혈학 교육 내용을 엿볼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학술적 변화를

Seoul: Jipmoondang. 2001.
5. Park M. A Study of Huh-Im’s ChimGuKyungHumBa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2 ; 15(1) : 63-146.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학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현재 교과

6. Oh JH. The 17th century Medical Service and Acupuncture &

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침자 수기법, 보사법을 연구

Moxibustion Technique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viewed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현재의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임상에

through ‘Chimgugyeongheombang’. The Journal of Korean

적용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edical History. 2011 ; 24(1) : 63-71.
7. Han CH, Park SY, Ahn SY, Min Kwon O, Ahn SW. 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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