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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조선중기의 인물인 허임(許任)은 허준(許浚)이 인정한 당  최고의 침의

(鍼醫) 다.1) 허임은 여러 해에 걸친 왜란으로 인해 약재가 부족하고 전쟁

의 부상자가 속출하여 외과적 진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침의(鍼醫)

이며 치종의(治腫醫)로 활약하 다. 그러나 10여년전까지만 해도 허임에 

해서는 침구경험방의 저자라는 것 외에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았다.2)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침구경험방을 분석한 박사학위논문이 나오고,3) 

2006년에는 허임기념사업회의 전시회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함께 

주최한 공주인물 세미나(“침구의 허임의 활동과 공주문화”)를 통해 허임의 

생애와 활동이 많이 밝혀지고 알려졌다. 특히 허임의 묘소가 공주에 남아 

있고,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공주에 살고 있으며, 공주에 허임의 제자 

최우량이 있었음이 알려지기 시작했다.4) 

•또한 2010년에는 그동안의 연구에 힘입어 허임의 가계와 생애를 더욱 자

세하게 다룬 석사학위 논문도 나왔다.5) 나아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허

임의 일 기를 다룬 전기와 소설이 등장하기도 하 다.6) 

1) 선조 37년(1604) 9월 23일 한밤중에 선조가 평소 아프던 편두통이 갑자기 발작하여 침을 맞는 자리에서 어의 허준은 “증세
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침을 맞으시는 것이 미안한 듯하기는 합니다마는, 針醫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熱氣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小臣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기를 ‘經脈을 이끌어낸 뒤에 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
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라고 아뢰었으며, 그날 밤 南嶸이 穴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선조실록 
권178, 선조 37년 9월 경오조). 이외에도 실록에는 어의 허준이 입시한 가운데 허임이 시침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2)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는 허임에 해서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의 본관에 해서도 오류를 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仕宦에 한 기록도 정확하지 않다.

   허임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명의(名醫). 본관은 양천(陽川). 악공(樂工) 억복(億福)의 아들이다. 상민 출신으로, 침구술에 
뛰어나 선조 때 임금을 치료한 공로로 동반(東班)의 위계(位階)를 받았다. 1612년(광해군 4) 8월에 광해군이 해주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남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종하였으므로 3등공신과 의관록(醫官錄)에 기록되었고, 1616년에는 영평현령(永平縣

令)에 이어 양주목사·부평부사를 지냈으며, 1622년 수년 동안 입시수침(入侍授鍼)한 공으로 남양부사에 특제되었다. 저서로
는 《침구경험방 鍼灸經驗方》과 《동의문견방 東醫聞見方》이 있다.

3) 박문헌,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2002,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상창,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2004, 上海中醫藥大學 박사학위논문.

4) 손중양, ｢허임의 생애와 활동｣, 충청학과 충청문화5-1, 2006,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김  호, ｢허임 침구경험방의 역사적 이해 -치종의 전통을 고려한 하나의 제언-｣, 위의 책(2006).
임선빈, ｢침구의 허임의 공주 정착과 공주문화｣, 위의 책(2006).

5) 박훈평, ｢침의 허임의 가계와 생애에 한 연구｣, 2010, 동신 학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6) 손중양, (허임의 생애와 침의들의 역사를 찾아서) 조선 침뜸이 으뜸이라, 2010. 3,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성인규․이상곤, 허임 - 조선 제일침(전 3권), 2014. 5, 황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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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조선시  최고의 침구의원인 허임이 공주의 역사적 인물임을 중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허임의 공주 지역 정착과 활동상을 정리하며, 생명과 건강을 침뜸으로 지

켜온 우리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서 전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에 전해지는 허임의 유적지에 한 조사를 통해 향후 

이 지역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허임 유허지 일원

•시간적 범위 : 허임의 활동 시기 및 침구경험방이 향을 미친 시기

•내용적 범위 : 침구의 허임의 생애와 침구경험방의 의미, 유허지의 현황 

조사와 향후 문화자원으로의 활용방안 제안

▮ 연구의 주요내용

•인물의 생애 관련 문헌 조사  

  ◦ 침구의 허임의 가계 및 생애 관련 문헌 자료 

  ◦ 허임의 공주 정착과 후손의 세거 관련 자료

•공주 소재 유허지 조사 

  ◦ 우성면 내산리 소재 허임 말년의 거주지 주변 현황

  ◦ 우성면 내산리 소재 부조묘의 변천과 위치

  ◦ 지역에 전승되는 구전 설화 채록 

•유허지의 활용방안 제안

  ◦ 정비와 복원 방향에 한 제안



Ⅱ. 허임의 생애와 관련 문헌자료

 허임의 가계와 출생

 임진왜란시의 활약과 침의로서의 입신

 목민관 재임과 위성공신 참여

 위성공신 삭훈과 만년의 공주정착

 공주의 인물 ‘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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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의 서문]

1 허임의 가계와 출생

▮ 알려지지 않은 허임의 선대

허임의 가계에 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자신의 저술인 침구

경험방 서문의 말미에 하양 허임(河陽 許任)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

아 그의 본관은 하양임이 분명하다.1) 

하양허씨 족보에는 허임의 선계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허임은 세종

왕 때 좌의정을 지낸 문경공 허조(許稠)의 9

 손이다. 허조의 아들 허후(許詡)는 수양

군의 권력 찬탈에 반 하다 교형을 당하고, 또 

손자 허조(許慥)는 사육신 등과 함께 단종복

위를 기도하다 발각되어 자결했다. 단종복위 

기도에 연루되어 하양허씨 문경공파 가문의 

직계는 사형을 당하고, “백·숙부(伯叔父)와 형

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 잔읍(殘邑)의 노비로 

원히 소속시키라”는 명에 따라,2) 허임의 조

상도 괴산으로 부처(付處)되어 관노에 편입된 

후 전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3) 

그러나 당 의 자료에서는 허임의 아버지와 어머니만 확인 가능하다. 허임

에 하여 민인백(1552~1626)의 태천집(苔泉集)에서는

허임의 아버지는 양양관노(襄陽官奴)이고 그의 어머니는 재상 김

귀영(金貴榮) 집의 사비이다. 침술을 배워 매우 효험을 보여 광해군

1) 민족문화 백과사전을 비롯한 일부의 서술에서는 허임의 본관이 허준과 같은 양천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아마 
당 의 동명이인인 무과출신 許任과 혼동한 오류가 아닐었을까 생각된다. 신묘별시문무과방목(辛卯別試文武科榜目)(하버
드옌칭도서관 소장)에 의하면, 許潛의 아들 허임의 자는 重甫이며,  1564년(명종 19)생이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1년
에 한량의 전력으로 무과 별시에 응시하여 300명의 급제자 가운데 117위에 해당하는 병과 82위로 급제하였다. 방목에는 
본관이 未詳이고, 거주지는 京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동생인 許儆(1566~미상)의 본관은 양천으로 수록되어 있다.

2)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을사조.
3) 河陽許氏世譜, 河陽許氏文敬公派中央宗親會, 1984 참조. 허임의 가계에 한 이러한 추측은 손중양의 앞의 논문(2006)에

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서는 하양허씨 세보가 1815년에 하양파와 괴산파의 합보로 등장했다는 점을 주목하여 비
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박훈평, 앞의 논문, 2010).



침구경험방 저자 허임 유허지 학술조사 보고서
 

8

이 동궁으로 있을 때 그의 간복(幹僕)이 되었다. 즉위 후에는 침술

[鑽刺]로 군에 봉해지기[封君]에 이르렀으니 이미 매우 간람(奸濫)

하였고, 그의 아버지 억봉(億鳳)은 우의정 부원군에 추증되고 그의 

어머니 사비 또한 정경부인에 봉해졌으니, 조정의 작명(爵命)이 어

찌 오욕이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4)

 

라고 하여, 허임이 양양관노와 재상 김귀 의 사비 사이에서 천한 신분으

로 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태천집의 기문(記聞)은 저자인 민인백이 보고 

들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붕당의 폐해, 김직재(金直哉)의 역옥(逆獄) 등 

주로 광해군 때의 시사(時事)를 기록한 것이 많다.  

▮ 아버지 ‘허억봉’의 생애

허임의 아버지가 광해군일기에는 허억복(許億福)5) 또는 허억봉(許億
逢)6)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집에는 허억봉의 ‘봉’자가 ‘鳳’이나 ‘奉’으로도 표

기되어 있는데, 이는 노비의 이름이라 한자로 음차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

으로 동일인을 한자 표기만 다르게 한 것이다.7)

광해군일기에는 허임을 남양부사로 제수하는 과정에서 허임의 출자에 

한 주가 있는데, 허임을 ‘ 공 억봉의 아들[伶工億逢之子也]’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공이란 악공과 광 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양양관노

던 허억봉은 언제인가 장악원(掌樂院)의 악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8) 

허억봉은 음악에 재주가 있었고, 특히 금을 잘 불었다. 문신 정사룡(鄭
士龍, 1491∼1570)은 ｢남궁일록(南宮日錄)｣에 수록된 ‘허억봉의 금 연주’

4) 許任之父 襄陽官奴也 其母 金相貴榮家私婢也 學針術 頗見效 光海在東宮時 爲其幹僕 乃卽位之後 鑽刺錄勳 至於封君 已極奸

濫 而其父億鳳 贈右議政府院君 其母私婢 亦封貞敬夫人 朝廷爵命 豈非汚辱之甚乎(苔泉集 권5, 驪興閔仁伯著. 記聞 多光海

時事 許任官奴之子而至於封君). 태천집은 1874年刊이지만, 저자인 閔仁伯(1552-1626)은 허임과 동시  인물이다. 하양허
씨세보에 의하면, 허임의 아버지가 許珞(배위 평양박씨)이고 할아버지는 許宗(배위 단양이씨)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후 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 의 또 다른 기록(藥峯遺稿 권2, 詩, 平海郡逢舊樂師許弄五言古

詩)에는 허억봉에게 許弄(樂師 출신)이라는 동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양허씨가 이
름에 외자를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억봉이 족보에는 외자인 허락으로 기록된 것일 수도 있겠다.

5) 광해군일기 권116, 광해군 9년 6월 갑인조.
6) 광해군일기 권176, 광해군 14년 4월 신미조.
7) 족보에는 허임의 아버지가 許珞으로 되어 있다. 
8) 이에 해 손중양은 양양관노였던 허억봉이 어렸을 때 장악원의 악공으로 選上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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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시에서 “재주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르렀지만 자네 오직 독보적이라”고 

할 정도 다.9) 이 ｢남궁일록｣은 정사룡(鄭士龍)이 예조판서로 재직할 때

(1550, 명종 5~1553, 명종 8) 지은 것으로, 60세에서 63세 사이의 작품 들

이라고 한다. 허억봉에 관한 이 시는 계축년(1553년) 작품으로 추측된다. 그

렇다면 허억봉은 16세기 중엽에 이미 금 연주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

허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허억봉은 1572년(선조 5) 장악원 첨정 안상(安瑺)이 금합자보(琴合字譜)
를 편찬할 때 ｢적보(笛譜)｣를 맡아 참여했다. 즉 안상은 금합자보의 편찬 

경위를 밝힌 서문에서 악사 이무금(李無金)은 부(缻)로, 악공 허억봉은 적

(笛)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허균(1569~1618)은 역 악공(歷代樂工)이라는 글에서 ‘나는 소시 적에 태

평한 문물(文物)을 볼 수 있었다. 악공(樂工)에 허억봉(許億鳳)이란 사람이 

있어서 피리[笛]를 잘 불었는데, 만년에는 거문고[玄琴]로 옮겨서 또한 잘했

다.’라고 밝히고 있다.10) 허균이 어렸을 때라면, 1570년 쯤으로 추정되는바, 

이때에는 허억봉이 피리만이 아니라, 거문고까지 잘 다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허억복은 관악기와 현악기를 모두 잘 다루고 있었다.

허균의 스승인 손곡 이달은 악사 허억봉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고 

있다. 

두 눈썹은 눈을 덮고 귀밑머리 엉성한데 / 雙眉覆眼鬢蕭蕭
일찍이 이원에서 옥퉁소를 불었다네 / 曾捻梨園紫玉簫
요대로 향해 가서 한 곡조 튕기더니 / 移向瑤臺彈一曲
다 튕기곤 눈물 속에 지난 세월 얘기하네 / 曲終垂淚說先朝11)

이달(李達, 1539~1618)은 쌍매당 이첨의 후손으로, 어머니가 천출이어서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원주 손곡에 살면서 자호를 ‘손곡(蓀谷)’이라 했던 인

물이다. 시에서 묘사한 허억봉의 얼굴 모습이나 일찍이 이원(梨園)12) 즉 장

악원에서 옥퉁소를 불었다는 것,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을 얘기한다는 것 

9) 湖陰雜稿 권4, 南宮日錄, 許億奉弄大笒 戲書

10) 余少日及見大平文物 其樂工有許億鳳工笛 晩年移玄琴亦好(惺所覆瓿稿 권24 說部3 惺翁識小錄下 [歷代樂工])
11) 蓀谷詩集 권6, 七言絶句 贈樂師許億鳳 

12) 장악원의 별칭으로 사용된 梨園은 당나라 때 궁중 연례 기관 명칭이다. 영조 29년 기록에서 이원이라는 명칭은 쓰지 말라고 
명했지만 19세기 말까지 이원으로 기록된 예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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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는 허억봉이 악사에서 물러난 말년에 이달이 지어

준 것으로 추측된다. 악공으로 시작된 허억봉의 연주자 생활이 이제 악사에

까지 이른 것이다. 

즉 허억봉은 양양관노에서 악공을 거쳐 만년에는 악사에까지 이르렀다. 악

사는 악공직을 거친 인물로 장악원의 잡직 최고직인 정6품직 전악과 종6품

직 부전악에 임용되었다. 장악원 악인(樂人)의 표로서 실제 음악 연주를 이

끄는 위치에 있었다.13) 각종 궁중 의례와 연향을 준비하며 행사 시 악기 연

주와 노래, 춤 등 전체 공연을 이끌었으며, 악서(樂書)와 악보 편찬에 참여하

고, 음악 정책을 제안하며, 감조전악(監造典樂)으로서 악기 제작을 추진하기

도 했다. 

이후 허억봉은 장악원 전체에서 으뜸으로 꼽혀 마침내 전악(典樂)이 됐

다.14) 전악은 조선시  악인 중 최고 위치이다. 문신 서성(徐渻)이 1595년

(선조 28) 경상우도 관찰사로 있을 때 평해군에서 옛 악사 허롱을 만나서 지

은 시에 의하면, 악사 허롱은 ‘나의 형은 억봉이라 불리는데, 피리를 불면서 

임금의 수레를 따랐다. 10년간 전악이 되어, 나아가고 물러남이 홍로를 따랐

다’고 하 다.15) 홍로는 중추부 또는 통례원의 별칭이다. 한편 허억봉은 음

악만이 아니라 학춤도 잘 추었다고 한다.16) 

13) 掌樂院은 국가와 왕실의 공식 행사를 담당하던 궁중 음악 기관으로, 禮曹 소속의 정3품 관청이다. 장악원은 주로 국가와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樂, 歌, 舞를 담당했다. 장악원이 맡은 공식적인 행사에는 먼저 역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
는 종묘 제례를 비롯하여 사직제, 풍운뇌우제, 선농제, 선잠제, 문묘제례 등과 같은 제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나라
를 위해 공헌한 공신들과 왕실 가족의 잔치인 진연과 진찬,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 외국 사신을 위한 연향의 음악과 무용
도 장악원이 담당했다. 장악원의 악인들은 왕이 특별히 민간에 음악을 내려 줄 때 양반의 개인 집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
다. 나아가 장악원은 음악과 춤을 공연할 뿐만 아니라, 음악·춤을 교육하고 연구하며 관련 정책을 세우는 기관으로서의 역
할도 담당하였다. 경륜이 깊은 樂工은 樂師가 되어 스승으로서 후배 악공들을 가르쳤다.

14) 典樂은 掌樂院 소속의 정6품 잡직이다. 장악원의 직제는 행정을 보는 행정직과 연주나 습악을 담당하는 연주자로 이루어
졌다. 掌樂院提調를 비롯한 행정직이 과거를 통해 배치되는 관리였던 것에 비해 연주자는 임시직인 遞兒職이었다. 장악원
의 樂人에는 樂師, 樂生, 樂工, 管絃盲人, 기녀[女妓], 歌童, 舞童이 있었다. 경국 전에 따르면 통틀어 1,000명가량이었다
고 한다. 악사는 악공을 거친 자로서, 음률에 정통하여 장악원 잡직의 최고직인 典樂과 부전악에 임명되었다. 아악을 맡은 
樂生은 양인 출신이고, 속악을 맡은 樂工은 官奴 출신이었는데, 이들의 일부는 잡직에 除授되었으나 관직에 임명된다고 해
도 양반들과 구별되었다. 이 중 典樂은 장악원의 음악인들이 승진할 수 있는 정6품의 최고직이다. 체아직 祿官 가운데 우
두머리로서 典律(정7품)ㆍ副典律(종7품)ㆍ典音(정8품)ㆍ副典音(종8품)ㆍ典聲(정9품)ㆍ副典聲(종9품)을 거느리고 교육과 연습
에 관한 책임을 맡았다.

15) 藥峯遺稿 권2, 詩. (전략)…吾兄名億鳳 以笛隨乘輿 十年爲典樂 進退隨鴻臚 少小習耳目 樂其可知歟 十二仍學箏 鯤絃飾璖 
哀音唳孤鶴 流聲咽宮渠 藝成頗解律 梨園播名譽  

16) 吳希文, 鎖尾錄, 을미일록, 선조 28년(1595년) 11월 초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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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임의 출생

허임의 어머니는 김귀 (金貴榮)17) 집안의 사비 다. 그런데 허억봉이 허

임의 어머니인 김귀 가의 사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

다. 원래 허임의 아버지가 관노출신의 악공(악사)이고, 어머니가 사비 으므

로 허임은 출생과 더불어 노비신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노비는 일

천즉천(一賤則賤)이라는 노비세전법에 의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특히 아비가 양인이라도 어미가 사비(私婢)일 경우에

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의하여 자식도 어미의 상전집 사노비가 되었다. 

그렇다면 허임도 김귀 가의 사노(私奴)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허임의 벼

슬길을 비난하는 많은 글 중에서 허임이 노(奴) 다는 표현은 없다. 그리고 

허임은 16세기 말에 이미 허교수라는 호칭이 붙은 6품의 관직을 하고 있었

다.18) 이로 보아 허임의 아버지 (代)에 이미 면천하 을 가능성도 없지 않

다. 혹은 비첩산(婢妾産)의 보충군 입속 등을 통해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는 당

시의 제도에 의해 양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19)

허임의 출생시기와 출생지에 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다. 출생시기를 일

부의 글에서 157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이루

어진 추측이다. 출생지에 해서도 허임의 아버지인 허억봉이 장악원에서 악

공과 악사로 활동했으므로 한양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 

17) 金貴榮(1519년, 중종 14년∼1594년, 선조 27년)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호는 東園이다. 중종 때, 진사를 거쳐 1547년(명종 
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선조 즉위 뒤 도승지·예조판서를 역임하고 병조판서로서 지춘추관사를 겸하였고, 
1581년(선조 14)에는 우의정에 이르렀다. 임해군의 장인으로 임진왜란 중에 臨海君과 동행 피난 중에 왜군에 잡혔다. 당시 
김귀영은 임해군과 함께 회령군으로 근왕병을 일으키려고 갔다. 그러나 순화군과 임해군은 근왕병을 모집하면서 민간에서 
물건을 노략질하고 수령들을 핍박하는 바람에 민심을 크게 잃었다. 이때 회령부 아전 鞠景仁 등이 반란을 일으켜 두 왕자
와 김귀영 등 수십 명을 잡아 함경도 安邊에 주둔한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겼다. 적장 가토의 청으로 화의를 성립시키고자 
선조가 있는 義州로 갔으나, 선조의 오해로 귀양 가던 중에 죽었다.

18) 吳希文, 鎖尾錄, ｢을미일록｣, 선조 28년(1595) 11월 초1일.
19) 광해군의 총애를 받고 위성공신 3등에 책봉되어 畿邑의 고위직 목민관인 부평도호부부사에 재임하고 있던 허임을 비난하기 

위한 史官의 史論이기는 하지만, 광해군일기에는 허임을 ‘孽子’라고 일컫는 표현도 보인다(광해군일기 권121, 광해군 9년 
11월 신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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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진왜란시의 활약과 鍼醫로서의 立身

▮ 성장과정

허임의 성장과정에 해서도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허임이 침술을 배운 

계기는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스스로 ‘어려서 어버이의 병 때문에 의가(醫
家)에 종사(從事)했다’20)라고 밝힌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술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침술을 배

우기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수업을 받았는지, 또 의과에 응시는 

했었는지 등은 전혀 알 길이 없다. 허임의 이름을 현존 의과 급제자 명단에

서 확인 할 수 없으며, 침의로 입사(入仕)하게 된 경로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만, 1596년에 종6품의 치종교수(治腫敎授)로 재직하고 있는 기록이 있으므

로, 임진왜란 이전부터 침의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광해군과의 인연

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허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선조 31년(1598)에 등

장한다. 그러나 허임은 임진왜란 발발 초기부터 광해군과 함께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은 허임을 위성공신(衛聖功臣) 3등으로 녹훈하는 과정을 

수록한 광해군 4년(1612)의 기사이다.  

빈청이 아뢰기를, “허임을 녹훈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는, 그 

당시의 일기를 상고해 보니 계사년 11월 7일 상께서 해주에 머물

러 있으면서 침을 맞을 때 허임이 입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 삼례역에 주둔해 있을 때 허임이 입직하였으며, 이 뒤로는 으

레 3일 간격으로 입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가

(車駕)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처음부터 수행한 일은 현록(懸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의관(醫官)을 녹훈하는 것은 한때의 특명에서 

나온 것인데, 정예남 등이 녹훈에 참여된 뒤로 사람들이 이를 바라

20) 愚以不敏 少爲親病 從事醫家(침구경험방,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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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소연한 것으로 인해서 

속속 정훈(正勳)에 녹공하기를 의논하는 것은 아마도 사체에 방해

가 있을 듯합니다. 오로지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렸습니

다.” 하니 답하기를, “허임은 서남쪽으로 행행할 때 공로가 아주 

많았으니, 3등에 수록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21)

빈청에서 허임의 공훈을 확인하기 위해 참조한 ‘그 당시의 일기’는 무군

사일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무군사일기는 임진왜란 때 왕세자인 광해군이 

관장하던 무군사(撫軍司)의 관청일기로, 내용은 왕세자의 동정을 비롯해 왕

세자에게 올라오는 보고나 왕세자의 답변 및 명령, 그리고 무군사로 접수된 

상소 등을 수록하 다. 그러나 무군사일기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무군사

는 임진왜란 중이던 선조 26년(1593) 왕세자인 광해군이 주관하던 분비변사

(分備邊司)를 개칭한 것이다. 위 기사의 계사년은 바로 1593년을 지칭한다. 

허임이 광해군을 언제부터 수행하기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늦어도 

2차분조가 이루어지던 1593년 11월 해주에서부터 수행하고 있었고, 이후 광

해군의 행로와 함께 했을 것이다.

▮ 왜란의 발발과 허임의 행적

광해군은 선조 26년(1593) 정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과정에

서 조선정부를 표하여 참여했고, 그해 4월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호남지방

에 이르러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軍民)을 격려하는 등 국난 타개에 온 힘을 

기울 다. 평안도를 순회하다가 8월 중순에 황해도로 들어갔고, 8월 20일부

터는 해주에 머물고 있었다. 

이 시기 허임은 광해군이 서남행으로 행차할 때에 수행하여 11월에는 해

주에서, 12월에는 삼례역(參禮驛)에서 3일 간격으로 광해군의 침 치료를 시

행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고 광해군일기는 전하고 있다.22) 그렇다면 당

시 광해군의 행차는 곧 허임의 행로가 된다. 선조 26년(1593) 평안도를 순회

하다가 8월 중순에 황해도로 들어갔고, 8월 20일부터는 해주에 머물고 있던 

21)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임자조. 
22) 위와 같음. 그러나 선조실록은 내용이 워낙 소략하기 때문에 광해군의 행차시 허임의 수행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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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을 11월에 이곳 해주에서 허임이 치료한 것이다. 당시 광해군은 목구

멍이 아프고 붓는 병인 인후증으로 침을 맞고 있었다.23) 조정에서는 광해군

의 병환으로 인해 호서[호남]행에 해 논란을 벌이기도 하 다. 그러나 누가 

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로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침의(鍼醫)인 허임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광해군은 개성을 거쳐 윤11월 8일에 경성에 들렀다가 다시 남쪽으로 향한

다. 윤11월 19일에 과천을 거쳐, 수원부(20일), 진위현(23일)을 지나, 윤 11

월 24일 직산현에 머문다. 원래 이곳에서 공주로 가는 길은 천안을 거치는 

차령로(車嶺路)가 일반적인 행로이지만, 광해군은 온양(25일)을 거쳐 각흘로

(角屹路)를 통해 유구역(29일)에 머문 뒤, 12월 1일 공주에 이르렀다.24) 광

해군이 각흘로를 통해 공주경역에 접어들었다면, 유구역에서 신풍 사곡을 거

쳐 단평역(현재의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을 지난 후 웅진나루[곰나루]를 건넜

을 것이다.25) 

▮ 공주 설치된 무군사와 광해군

공주에 머물고 있던 12월 2일에 선조는 분비변사라고 일컫던 동궁의 행차

를 무군사(撫軍司)라 명명하고, 배행하는 2품 이상의 재신을 당상으로 삼도

록 하 다. 이는 이에 앞선 윤11월 16일에 있었던 비변사의 계를 선조가 받

아들이지 않다가26) 이때에 와서야 받아들인 것이다.27) 선조는 세자에게 특

별히 문관 1인을 초출하여 모든 명령의 출납과 무군사의 책응(策應)에 관한 

제반 일을 날마다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 다.28) 무군사에서는 주로 군사의 

동원이나 군량의 조달을 비롯해 명나라 군 의 동향 파악이나 그들의 우 

등을 담당하 으며, 해당 관청의 일일 동향을 기록하기 위해 무군사일기가 

작성된 것이다. 

무군사는 12월 7일 신 윤두수가 공주에 내려오면서 비로소 설치되었다. 

23)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 10월 경술조. 
24) 이상은 선조실록의 해당일 기사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당시 충청도의 왜구 침입상황을 보면, 충청좌도 지역은 왜구에게 

분탕을 겪고 점거당한 반면, 충청우도 지역은 아직 적의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광해군의 행로는 이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5) 이곳 웅진나루는 후술하듯이 허임이 만년에 정착하여 머문 부전동의 남단에 위치한다.
26) 선조실록 권45, 선조 26년 윤11월 병신조.
27)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신해조.
28)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임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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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무군사의 구성원은 제총 신(提總大臣)인 좌의정 윤두수를 비롯하여, 

그동안 광해군을 배행하던 좌찬성 정탁(鄭琢), 분호조 판서 한준(韓準), 분병

조 판서 이항복(李恒福), 한성부 좌윤 김우옹(金宇顒) 등이 당상관으로 참여

하 다. 또한 동궁의 호위 장은 원래 동지 박진(朴晉)이었는데, 무군사가 설

치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22일에 전부사 박명현(朴名賢)으로 교체되었

다.29) 이와같이 서인계 인물인 좌의정 윤두수가 무군사를 제총하 으므로 임

진왜란기의 2차 분조는 외응전에 있어서 주전론의 입장을 견지하 다고 한

다.30)

공주에 무군사가 설치되자 이제 재신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제반 일을 상

의하 으며, 무군사가 설치된 날 동궁은 친히 기민을 진구하 다. 8일에는 

부로들을 모아놓고 민간의 질고를 친히 하문하 고, 11일에는 공주향교의 문

묘를 찾아가 알성하 다. 13일 유총병이 신을 속히 오라고 하고 또 동궁을 

속히 전주로 나아가라고 하 으므로, 신은 당일로 출발하 고 왕세자인 광

해군은 전주로 출발하여 그곳에서 28일까지 머물다가 출발하 다.31) 공주에

서 전주로 출발한 왕세자는 16일 전주에 도착해서 기민들을 돌보는 등 민심

을 수습한다. 왕세자가 전주에 머물던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무

군사일기는 12월 27일의 실록기사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32) 

광해군은 특히 전주에 머무르며 과거를 실시하여 문과에서 윤길(尹咭) 등 9

인과 무과에서 1천여 인을 뽑았다.33) 이곳에서 다시 허임의 행적이 나타난

다. 12월 22일 전주 인근에 있는 삼례역에 주둔해 있을 때에 허임은 광해군

에게 3일 간격으로 침을 놨다.

광해군은 다시 공주로 돌아왔다. 공주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조 27년(1594) 1월 1일에는 공주에 머물고 있었다. 이 후 2

월 21일까지 50여 일 동안 공주에 머물렀다.34) 이때 허임도 공주에 함께 머

물며 지역민들을 치료했을 것이다. 

광해군은 2월 21일 다시 공주를 출발하여 홍주(洪州)로 향하 는데, 그날 

저녁에는 정산현에 머물렀다.35) 당시 정산현에는 사계 김장생이 현감으로 재

29) 선조실록권46, 선조 26년 12월 신미조. 
30) 손종성, ｢임진왜란시 분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  박사학위논문, 1992.
31) 선조실록권46, 선조 26년 12월 기사조. 
32) 선조실록권46, 선조 26년 12월 병자조. 내용을 살펴보면, 왕세자의 동정으로 왕세자가 있는 지역과 왕세자가 한 일을 기

록하였으며, 왕세자의 서연을 담당하고 있는 세자시강원을 비롯해 巡察使 등이 왕세자에게 보고한 내용과 이에 한 왕세
자의 답변 내용 또는 명령을 기록하였고, 무군사를 통해서 접수된 상소를 기록하고 있다. 

33)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 26년 12월 경술조.
34) 선조실록 권47, 선조 27년 정월 경진조, 동 권48, 선조 27년 2월 경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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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있었다. 청양현(22일)을 거쳐 23일에 홍주에 도착한 후 8월까지 홍주

에 머물렀다. 광해군은 호남에서 올라오는 총병 유정을 보기 위해 8월 6일 

홍주에서 공주로 출발, 7일 공주에 도착한다.36) 유총병은 13일 서울에 도착

하고,37) 광해군은 20일 공주를 출발 8월 25일 서울에 도착했다.38) 광해군은 

공주에 머물고 있던 8월 18일에 다음과 같이 (令)하 다.

내가 세 차례나 이 고을에 왔으니 목사나 판관의 노고가 없지 않

았을 것이다. 각각 靑布 2필을 내리어 간략하나마 장려하는 뜻을 

보이겠다. 또 오는 20일에 궁에서 나갈 때는 父老들을 불러 모아 

민간의 폐단을 묻겠다.39)

이에 공주 유생 홍함(洪涵) 등 1백여 명은 상소하여 세자의 행차[鶴駕]가 

더 머물러 인심을 진무할 것을 청하기도 하 다.

▮ 허임과 공주

이상과 같이 허임은 적어도 선조 26년(1593) 11월부터 선조 27년(1594) 

8월까지는 광해군과 동행하며 군민(軍民)을 치료했을 것이다. 특히 허임이 

공주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때로 보인다. 광해군이 공주에 도합 80여

일을 체류해 있었기 때문에 허임은 적어도 그 이상 공주에 머물러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병을 고치는 의원인 허임이 공주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낼 인

연을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허임은 다음해인 1595년 침의 박춘무가 수령

으로 있는 임천군(현 부여군 임천면)을 방문하 는데, 이때에도 공주를 지났

을 가능성이 높다.40) 

사실 조선시  공주는 육로와 수로 교통의 요충지 다.41) 우선 육로상으

35) 선조실록 권48, 선조 27년 2월 경술․경오조.
36) 선조실록 권54, 선조 27년 8월 신해․임자조.
37) 선조실록 권54, 선조 27년 8월 무오조. 유정은 서울에서 명에 원병을 파견하는 문제와, 세자책봉주청사를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 최입이 주청부사로 다녀왔다.
38) 선조실록 권54, 선조 27년 8월 을축․경오조. 이 때의 행차는 전의현(20일), 직산현(21일), 진위현(22일), 수원부(23일), 광

주의 민가(24일)를 거쳐 25일에 入京하였다.
39) 선조실록 권54, 선조 27년 8월 계해조.
40) 朴春茂는 李之菡의 가르침을 받은 인물로 趙憲은 상소문에서 그의 恬靜自守를 賞讚하기도 하였다.(선조수정실록 권20, 

선조 19년 10월 임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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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주는 호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간 교통거점이었다. 호남지방에서 서울

에, 그리고 서울에서 호남지방에 이르기 위해서 공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공주를 허임은 눈여겨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허임이 바로 이때에 공주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소강기인 1596년 11월에 이르면 허임은 이미 종6품의 치종교수

가 되어있다.42) 종6품은 참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아마 전란중에 왕세자

를 시침하면서 그의 승진도 빠르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2년후 임진왜란이 끝

난 1598년(선조 31) 9월에는 이제 내침의로 실록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

며,43) 이때부터 국왕인 선조에게 자주 시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4) 

나아가 1604년에는 선조의 편두통을 치료하여 그 공으로 한 자급을 가자받

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 6품직의 관직에 있으면서 관계(官階)는 당상관

에까지 올랐다.45) 일개 침의가 당상관에까지 오르니, 문신관료들의 시샘을 

받게 된 듯 하다. 당시의 사관은 ‘허임(許任)·남 (南嶸)은 모두 6·7품의 관원

으로서 하찮은 수고를 인연하여 갑자기 당상으로 승진하 으니 관작의 참람

됨이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하 다.’46)고 비난하고 있으며, 사헌부에서도 허

임의 가자를 개정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조는 받아들이지 않았

다.47) 당상관이 된 후 허임이 선조에 한 시침을 위해 입시한 일은 1606년

(선조 39)에도 10여차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8)   

41) 윤용혁, ｢지정학적으로 본 공주｣, 충청감영 400년(2003) 18~24쪽.
42) 오희문, 쇄미록, 병신년 11월 초1일.
43)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갑진조.
44)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계해조,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임인조. 
45) 선조실록 권178, 선조 37년 9월 경오조, 선조실록 권180, 선조 37년 10월 기사조.
46) 선조실록 권180, 선조 37년 10월 기사조.
47) 선조실록 권180, 선조 37년 10월 갑술조. 선조실록 권180, 선조 37년 10월 을해조.
48) 선조실록 권198, 선조 39년 4월 갑자․정묘조. 선조실록 권199, 선조 39년 5월 기사․신미․계유조. 선조실록 권203, 선

조 39년 9월 경진․임오․갑신조․병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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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민관 재임과 衛聖功臣 참여

▮ 고을의 수령으로 제수되다

왕세자 시절에 허임의 시침을 받던 광해군이 왕위에 즉위하자, 허임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광해군은 즉위 다음해인 1609년 10월 허임을 마전군

수에 제수한다. 마전군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일 에 해당한다. 종

4품의 군수가 수령이지만, 고을은 아주 작았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감

무를 설치했으며, 태종 13년(1413)에 현감으로 바뀐 고을이다. 그러다가 문

종 2년(1452) 고려 왕들의 신주를 모시는 숭의전이 있었기 때문에 군으로 

승격된 고을이다.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허임을 고을은 작지만 수령의 직급은 

높은 마전군수에 제수한 것이니 이임(吏任)의 경험이 전혀 없던 허임에 한 

특별 배려 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당시 5품 이하는 간의 고신 서

경을 필요로 하 지만, 4품 이상은 간의 서경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으니 

종4품직인 마전군수 또한 서경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허임은 어머니를 모시고 궁핍하게 살고 있었다. 광해군은 이를 

딱하게 여겨 허임을 마전군수에 제수한 것이다. 허임이 마전군수가 되면 그

동안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데 한 보답을 하면서 동시에 도성 가까이에 

근무하도록 하여 병이 나면 불러 시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기내(畿內)

에 위치한 마전군은 서울과의 거리가 179리 다. 그러나 허임을 마전군수로 

임명하는 일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줄기찬 반 로 성사되지 않았고,49) 허임은 

제수된지 8일만에 체차되었다.50) 허임이 마전군수에 제수는 되었으나 마전군

에서 향리들이 수령을 맞이하러 오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51) 부임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전군수에서 체차된 다음날 광해군은 전 

군수 허임을 실첨지(實僉知)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수하고, 그 전에는 

우선 그 품계에 준하여 녹을 주어서 어미를 봉양하며 연명할 수 있도록 하라

고 전교하 다.52) 

49) 광해군일기 권21, 광해군 원년 10월 병진(8일)․정사․무오․기미․경신․임술조.
50) 광해군일기 권21, 광해군 원년 10월 계해(15일)조.
51) 광해군일기 권112, 광해군 9년 2월 계축조.
52) 광해군일기 권21, 광해군 원년 10월 갑자조. 僉知는 서반 정3품의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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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에 머물며 마전군수로 나아가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허임은 도성에 머물지 않고 전라도 나

주에 내려가 있었다. 광해군 2년 2월에 ‘침의 허임과 김 국 등을 속히 불러 

와서 도하(都下)에 머물러 있게 하여 불시의 조치에 비하게 하라’고 전교

하 으나,53) 허임은 올라오지 않고 있었다. 3월에 사간원은 다음과 같이 아

뢰고 있다.

침의(鍼醫) 허임(許任)이 전라도 나주에 가 있는데, 위에서 전교

를 내려 올라오도록 재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오만하게 집

에 있으면서 명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군부(君父)를 무시한 죄를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아다 국문하도록 명하소

서.54)

 

그러나 허임을 아끼던 광해군은 이미 추고하 으니 잡아다 국문을 할 것

까지는 없다고 하 다. 이후 올라와 도성에 머무르게 하라는 광해군의 여러 

차례 전교에도 불구하고 허임은 나주에서 올라오지 않아 추고를 당하 다. 

국문하라는 사간원의 상소가 거듭되었지만, 이것까지는 광해군이 윤허하지 

않았다.55) 아마 마전군수에 부임하지 못하게 된 조정의 분위기가 허임에게는 

편치 않았던 모양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허임의 행태는 무언의 항의가 아니

었을까 생각된다.

▮ 위성공신으로 녹훈

1612년 8월 9일에는 광해군이 비망기로 서로에서 남하할 때의 공에 의해 

허임을 가자하라고 전교하여 이전의 통정 부에서 가선 부가 되었다.56) 가

선 부는 종2품 하계의 문산계이다. 이어 9월 7일에는 침의 허임을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실직을 제수하라고 전교하 다.57) 나아가 허임의 공신 녹훈이 

53) 광해군일기 권25, 광해군 2년 2월 경오조.
54)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정사조. 
55)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정사․무오․신유조.
56) 광해군일기 권56, 광해군 4년 8월 경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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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다. 빈청에서는 무군사일기를 상고하여 허임의 

시침 공적을 찾아내어 아뢰었고, 광해군은 서남쪽으로 행행할 때 공로가 아

주 많았으니 3등에 수록하라고 지시하 다.58) 

위성공신 교서는 광해군 5년(1613) 3월에 반포되었다.59) 위성공신(衛聖功
臣)이란 임진 왜란 때 왕을 따라 이천(伊川)·전주(全州)에 갔던 자들을 포상

한 것으로 1등공신 10명, 2등공신 17명, 3등공신 53명이었다. 허임은 3등 

50위에 등재되었다. 위성공신 3등의 공식 명칭은 ‘갈충진성위성공신(竭忠盡
誠衛聖功臣)’이다.60)

<표 1> 衛聖功臣 명단

등 위 성  명

一等 崔興源, 尹斗壽, 鄭琢, 李恒福, 海豊君耆, 尹自新, 沈忠謙, 順義君景溫, 順寧君景儉, 
柳自新

二等 李憲國，柳希霖，李有中，任發英，節愼君壽崐，姜絪，李覮，兪泓，韓準，寧山君禮
胤，錦山君誠胤，順昌君彦，趙公瑾，鄭昌衍，柳希奮，黃愼，金權。

三等

李純仁，柳挺立，春溪都正黿，琅城君聖胤，宜城都正孝忠，許潛，柳祖訒，姜璿，尹
健，金信元，李應寅，柳淇，崔山立，柳希聃，兪大建，張逈，閔思權，朴宗男，柳夢
寅，朴晉，吳百齡，趙應祿，任禮臣，趙國弻，韓守謙，金琢，李尙毅，鄭希玄，張
洌，申熟，李公沂，梁子儉，崔潤榮，鄭大吉，朴夢周，朴奉琳，金彦海，李應華，尹
鳴殷，李彦慶，金漢傑，鄭禮男，韓應祿，金許龍，金元男，全有馨，金應龍，金忠
男，許昕，許任，申應祿，曹興立，韓天斗

위성공신 3등에 녹훈된 허임이 받은 공신교서는 안타깝게도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함께  3등공신에 녹훈된 이순인(李純仁, 1533~1592), 

유몽인(柳夢寅, 1559~1623)에게 내려준 공신교서를 통해 허임이 받은 포상

의 정도를 짐작할 수는 있다. 

57)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무술조.
58)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임자조.
59) 공신교서의 반포는 광해군 5년 3월 12일(경오)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행해졌다. (광해군일기 권64, 광해군 5년 3월 경오조)
60) 1등은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이고, 2등은 ‘竭忠盡誠同德贊謨衛聖功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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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녹훈에 따른 포상

당시 3등공신에게는 공신교축(功臣敎軸)과 화상(畫像)을 내려주고, 관작의 

품계를 1등급씩 올려주었으며, 그의 부모와 처자도 또한 1등급씩 올려주었

다. 공신호는 적장자가 세습하여 녹을 잃지 않도록 하고, 사유의 은전을 

원히 후손 로 미치도록 하 다.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의 품계를 올

려주었다. 더불어 반당(伴倘) 6명, 노비 3구, 구사(丘史) 3명, 토지[田] 20결, 

은자 5냥, 비단[表裏] 1단, 내구마 1필씩을 내려 주었다.61) 허임에게도 공신

의 특권과 20결에 달하는 방 한 토지가 사패지로 주어졌을 것이다. 이제 허

임은 더 이상 가난한 침의가 아니었다. 허임에게 내려준 사패지가 구체적으

로 어디 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허임이 사후에 공주에 묻히고 후

손들이 공주에 거주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62) 

1613년 3월 12일에는 19공신회맹제가 있었는데, 허임은 여기에도 위성공

신 3등으로 당당하게 참여하 다. 당시 허임의 정식 공신호칭은 ‘갈충진성 

위성공신 가선 부 하흥군(竭忠盡誠衛聖功臣嘉善大夫河興君)’이었다.63) 이후 

광해군 재위기간 내내 허임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관직도 승승장

구하 다. 그런데 관노와 사비의 아들인 침의 허임이 공신으로 책봉된 모습

이 당시의 일부 사족들에게는 눈꼴사납게 보 던 모양이다. 위성공신 책봉이 

이루어진지 1년이 지난 광해 6년 6월 11일 사간원은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

다.

 “근래 내국(內局) 의관(醫官)들이 완악하고 게으른 것이 습성이 

되어 문안하고 의약(議藥)할 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으레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많아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가 오래되었

61) 이는 같은 3등공신인 李純仁(1533~1592), 柳夢寅(1559~1623)에게 내려준 공신교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순인의 공신교서 
내용은 孤潭逸稿(권4, 부록, 잡저, 교서)에 실려 있으며, 유몽인에게 내린 공신교서는 실물이 남아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보물 제1304호, 柳夢寅衛聖功臣敎書). 이외에도 1등공신 鄭琢(1526∼1605)의 공신교서가 남아 있다.(보물 제494-2호, 
藥圃遺稿 및 文書-衛聖功臣敎書)

62) 하양허씨세보에 의하면, 許任의 묘소는 무릉동, 아들인 許晸의 묘소는 새재, 손자인 許芷의 묘소는 부전동(뜸밭)에 위치
한다. 허임의 묘소가 부전동이 아닌 무릉동에 위치한 사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육로로 이동하는 오늘날과는 달
리, 금강의 水路가 활성화 되어 있던 조선시 에는 부전동과 무릉동, 새재 등은 바로 이웃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63) 十九功臣會盟錄(16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51-나1). 한편, 동일한 명칭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十九功臣會盟

錄(1628, k2-627)은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시기에 녹훈된 공신들을 삭훈하고 인조 에 새로 책봉된 공신들이 참여한 회맹
록이기 때문에 위성공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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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어제 상께서 ‘내일 침의(針醫)들은 일찍 들어오라.’는 분

부를 하셨으니, 허임(許任)은 마땅히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급히 

달려 들어와야 하는데도 제조들이 이미 모여 여러 번 재촉한 연후

에야 비로소 느릿느릿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경악스러워하니, 그가 임금의 명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한 죄는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잡아다 국문을 

하여 그 완악한 습성을 바로잡으라고 명하소서.”64)

이에 해 광해군은 허임을 추고하도록 하 다.65) 다음날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이 아뢰어 허임(許任)을 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하 으나, 광해군이 여

기에는 따르지 않았다.66) 

▮ 광해군의 총애

1615년(광해 7) 11월 28일 광해군은 “허임(許任)과 남 (南嶸)을 경기와 

가까운 도의 수령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제수하되, 〈속히 거행하라.〉”고 전

교하 다.67) 이는 한 달쯤 지난 1616년 1월의 도목정에 반 되었다. 허임을 

평현령(永平縣令)으로, 남 을 음죽현감으로 삼았는데, 이는 광해군의 특지

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68) 현령과 현감은 각각 종5품직과 종6품직으로 

원칙상 간의 고신서경이 필요하지만, 국왕의 특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평현은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지역으로 도성으로부

터의 거리가 140리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이다. 나아가 11월 27일에는 침의 

허임이 유 명 김귀상 등과 함께 광해군이 여러 해 침을 맞을 때에 입시한 

공으로 가자되었다.69) 이전까지 허임은 종2품 하계인 가선 부 는데, 이제 

종2품 상계인 가의 부에 제수된 것이다. 

광해군은 허임을 더욱 가까운 곳에 두고 싶었던 모양이다. 평현령으로 

재임한지 1년이 지난 1617년 2월 12일에는 양주목사에 제수하라고 전교한

64) 광해군일기 권79 광해군 6년 6월 임진조.
65) 광해군일기 권79, 광해군 6년 6월 임진조.
66) 광해군일기 권79, 광해군 6년 6월 계사조.
67) 광해군일기 권97, 광해군 7년 11월 경자조.
68) 광해군일기 권99, 광해군 8년 1월 갑오조.
69) 광해군일기 권109, 광해군 8년 11월 갑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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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0) 목사는 정3품직의 고위직이며, 양주는 도성으로부터의 거리가 56리에 

불과하다. 실록에는 이 기사에도 특별한 사론이 있는데, ‘허임은 천출(賤出)

로서 양주 목사에 제수되었다’ 라고 하 다. 또한 2월 18일에는 사헌부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다.

‘양주(楊州)는 수도(首都)를 돕는 세 곳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이 넓고 사람은 많아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어서 전부터 반드시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뽑아서 보내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그 뜻

이 있는 것입니다. 새 목사 허임(許任)은 아비는 관노(官奴)이고 어

미는 사비(私婢)로, 비천한 자 중에서도 더욱 비천한 자입니다. 그

런데 침술(針術)로 발신(發身)하여 녹훈되고 봉군(封君)되기까지 하

였으니, 분수에 이미 넘친 것으로, 국가에서 공로에 보답함이 너무 

지극한 것입니다. 선조(先祖) 때에도 마전 군수(麻田郡守)에 제수되

자, 본군의 하리(下吏)들이 그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한 사람도 와서 맞이해 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 때문에 아뢰어 체

직시켰습니다. 영평(永平)의 수령이 되어서도 제대로 하리들을 장악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서울의 팔다리가 되는 이 중요

한 지역이겠습니까. 속히 체차하도록 명하소서.’71)

이에 해 광해군은 ‘허임은 공이 있는 사람이고 직질도 이미 높으니 차

임해 보내어도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

다.72) 이후에도 계속된 사헌부와 사간원의 수차에 걸친 허임의 체차를 청하

는 계가 있었으나, 광해군은 윤허하지 않았다.73) 그러나 2월 26일에 이르러

서는 ‘천천히 결정하겠다.’ 라는 답을 하고 있으며, 다시 계속된 간의 요구

에 결국 3월 9일에는 “양주 목사(楊州牧使) 허임(許任)과 부평 부사(富平府
使) 이익빈(李翼賓)을 서로 바꾸어라.”는 전교를 내리고 있다.74) 그런데 이후

에도 인사행정이 지체되어 허임은 바로 부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해 

3월 27일 광해군은 ‘허임(許任)을 이미 다른 고을로 바꾸었는데, 양사에 말해 

주지 않았는가? 정원은 살펴서 처리하라.’고 전교하고 있다. 

70) 광해군일기 권112, 광해군 9년 2월 정미조.
71) 광해군일기 권112, 광해군 9년 2월 계축조.
72) 위와 같음.
73) 광해군일기 권112, 광해군 9년 2월 갑인조.
74) 광해군일기 권113, 광해군 9년 3월 갑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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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부사로 부임한 뒤에도 허임은 광해군이 침을 맞아야 할 때에는 수시

로 불려와 시침하 다. 이와같은 허임에 한 광해군의 총애는 사족들의 질

시 상이었을 것이다. 6월 21일 부평부사 허임이 광해군에게 시침하고 임지

로 돌아가기 위해 사조하는 기사에서는 사신의 다음과 같은 사론이 보인다.

 허임은 악공(樂工) 허억복(許億福)의 아들이다. 침술이 뛰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2품의 관직에 뛰어올랐고 〈목민관(牧民官)

이 되기까지 하였으니, 명기(名器)의 욕됨이 또한 심하다. 더구나 

허임은 고을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긁어들이기만을 전적으로 

일삼아 온 경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들 떠나게 만들었으니 통분

함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75)

또한 광해군 9년 11월 10일에는 광해군이 침을 맞기 위해 ‘부평 부사(富
平府使) 허임(許任)과 금천 현감(衿川縣監) 유 명(柳大鳴)을 속히 올려 보

낼 일로 경기 감사에게 하유하라’고 전교하 는데, 여기에도 ‘허임과 유 명

은 다 얼자(孼子)인데 침놓는 재간이 있었으므로 총애를 받아 특별히 기읍

(畿邑)의 수령에 제수된 것이다.’76)라는 사론이 보인다.

그러나 광해군의 허임에 한 총애는 식지 않았다. 1619년(광해 11) 12월 

13일에 광해군은 ‘부평 부사(富平府使) 허임(許任)은 위에서 편찮으실 때 여

러 해 입시하여 침을 놓은 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들으니,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병세가 중하다고 하니, 자급을 더해 주도록 하라’고 전교하고 있다.77) 

이후 광해군일기에 허임에 관한 기사는 2년이 넘도록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 사이에 허임은 모친상을 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622년(광해 14) 4월 6일에 광해군은 허임(許任)을 특별히 제수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사관의 사론은 ‘허임은 악공 허

억봉(許億逢)의 아들인데, 난리 때에 사사로이 덕을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라는 사관의 사론이 등장한다.78) 남양도호부사는 종3품직이

며, 남양도호부의 위치는 도성으로부터 105리의 거리이다. 허임은 남양도호

부사로 재임중에도 수시로 광해군을 시침하고 있다. 그런데 1623년 2월 19

75) 광해군일기 권116, 광해군 9년 6월 갑인조.
76) 광해군일기 권121, 광해군 9년 11월 신미조.
77) 광해군일기 권147, 광해군 11년 12월 임술조. 
78) 광해군일기 권176, 광해군 14년 4월 신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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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광해군의 하교를 발설한 일로 내의원 의관들이 문책을 당하고 있다. 

침의 허임도 추고당하고 녹봉도 1등이 감봉되었다.79) 

79) 광해군일기 권186, 광해군 15년 2월 기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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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성공신 削勳과 만년의 공주정착

▮ 인조반정과 광해군의 사람들

1623년 3월 12일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반정세력들은 광해군이 임명한 사

람들을 관직에서 내쫓기 시작했다. 반정 당시 허임은 남양부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3월 24일 침의인 금천현감 안언길의 파직에 이어,80) 26일에는 남양

부사 허임도 파직당한다.81) 

이에 앞서 반정이 일어난 지 6일후인 3월 18일에 이조(吏曹)가 ‘무신년 

이후 위훈(僞勳)에 참록(叅錄)된 자에 해 생사를 막론하고 일일이 조사하

여 그 훈적을 삭제하고 제수된 자급도 아울러 개정할 것’을 계청하니, 인조

가 이에 따랐다. 이로 인해 허임에게 내려진 위성공신도 삭훈되었다. 이원익

(李元翼)은, “위성훈(衛聖勳)이란 책록이 광해조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칭

호가 있었지만, 그 실상은 종묘와 사직을 보호한 것이므로 광해의 일과는 관

계가 없으니 아울러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82)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

다. 복훈(復勳), 호성훈(扈聖勳) 추록, 정사훈(靖社勳) 책록시 포함 등이 검토

되기도 하 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때 함께 위성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가 삭훈된 이상의(李尙毅)의 

증손자인 성호 이익은 위성공신에 해 광해군이 세자로서 종묘와 사직을 받

들고 분조를 이끌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성공신이 아니라 위사공신(衛社功臣)

에 녹훈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흠전(欠典)이라고 아쉬워하

고 있다. 위성공신의 공훈이 혁파되자 맹부(盟府), 즉 충훈부에 보관되던 이

상의의 정은 사가(私家)로 옮겨 봉안되었는데,83) 아마 허임의 정도 같은 

수순을 밟았을 것이다. 아무튼 인조의 반정으로 허임의 훈봉이 취소되었지만, 

허임은 공신으로서의 특권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0년 정도는 누릴 수 있

었다. 

80) 승정원일기 인조 원년 3월 24일.
81) 승정원일기 인조 원년 3월 26일.
82) 星湖僿說 권17, 人事門 衛聖勳. 
83) 星湖全集 권48, 讚, 宣祖少陵公畵像讚(竝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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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공신 삭훈과 그 후속조치

위성공신이 삭훈되었지만, 이들에게 하사된 토지와 노비까지는 회수하지 

않았다.84) 따라서 허임에게 하사된 사패지도 그 로 보존되었을 것이다. 그

렇다면 위성공신에게 내려준 화상과 불천지위 사당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이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163년이 지난 정조 10년(1786)의 일성록에 다

음과 같이 등장한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서부(西部)의 유학 이기(李覬)의 상언에, 

‘6대조 금산군(錦山君) 이성윤(李誠胤)은 한결같이 훈신의 규례대

로 특별히 목주(木主)를 옮기지 말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성윤은 종척(宗戚)의 신하로서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날을 당하여, 

직언으로 상소해서 간신을 배척하였으니 참으로 숭상할 만합니다. 

인묘(仁廟)께서도 새로 즉위한 뒤에 단지 훈호(勳號)만 제거하였을 

뿐, 사패(賜牌)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특은과 관계되는 것이

고, 녹훈(錄勳)된 것은 이미 광해군이 위성공신으로 녹훈한 것입니

다. 훈명(勳名)이 이미 깎였으니, 부조하는 문제는 논할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85) 

이 기사에 따르면 위성공신에게 내려준 불천지위(不遷之位) 사당도 그

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임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허임의 불천

지위 사당도 100여년 전까지 부전동(우성면 내산리)에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

다. 1922년에 편집되어 1923년에 간행된 공산지(公山誌)에서도 허임의 부

조묘(不祧廟)가 우성면 내산리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86) 

사실 허임은 인조조에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침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조 6년(1628)에는 수차에 걸친 인조의 시침에 참여하여, 반숙마 1필, 표범

가죽 1령 등을 상으로 하사받기도 했다.87) 아마 여기에는 인조반정의 핵심세

력이며, 후에 침구경험방의 발문을 쓴 이경석과의 친분관계도 일정하게 작

용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84) 星湖僿說 권17, 人事門 衛聖勳. 
85) 일성록 정조 10년 2월 26일(경자). 
86) 公山誌권1, 不祧廟 (한국근 읍지 1, 충청도 1, 공산지, 한국인문과학원).
87) 승정원일기 인조 6년 4월14일, 8월 26일 27일, 9월 2일 6일 8일 10일, 9월 2일, 10월 22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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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인정받는 침구 실력

이후 허임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인조 17년(1639) 8월 

12일 인조가 식은땀을 흘리는데 낫지 않자, 내의원 도제조 최명길이 “허임이 

청한(靑汗)을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허임을 소개했다. 그가 “허임의 

의술이 지금의 의원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허임이 늙어서 말을 타고 와

서 침을 놓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자 인조는 “병세를 써가지고 가서 물

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는다.88)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8일 허

임으로부터 임금의 병에 한 침구처방이 도착했다.89) 허임의 침구처방을 받

아오자고 의논한 날로부터 6일 뒤이다. 이 기간은 공주에 다녀올만한 시간이

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공주목조에는 공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323리라

고 하 으며, 여지도서에서도 서울까지는 공주의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23리로 3일 반 정도 거리라고 적고 있다.

▮ 공주에서의 만년의 삶

만년의 허임은 공주에 거주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 다. 인조 19년

(1641) 승정원일기에는 내의원이 인조에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 “공주에 사

는 최우량(崔宇量)이 허임에게서 침을 배웠는데 그 의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기록이 등장한다.90) 최우량은 공주에 사는 유학(幼學), 즉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이었다. 허임에게서 침을 배운 그가 일이 있어 서울에 왔다가 재신 중에

서 창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 침을 놓자 곧바로 효과가 있었다. 최우량은 바

로 다음날인 5월 20일 오위(五衛)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인 부사용

(副司勇)의 관직에 제수됐다.91) 그 후 최우량은 내의원 침의로 활동하는 기

록이 보인다.92) 효종 7년(1656) 7월 14일에 부사용(副司勇, 서반 종9품직)으

로 다시 관직이 제수되는 기록도 있고,93) 효종 9년(1658) 7월 27일 경외(京
外)의 침과 약에 뛰어난 사람들을 초치(招致)하는 문제에 한 내의원 도제

88)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12일.
89)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8월 18일.
90)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19일.
91)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5월 20일.
92)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0월 15일.
93) 승정원일기 효종 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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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량의 묘] [최우량의 묘에서 바라본 내산리]

조의 계에도 여러 침의들의 이름과 함께 최우량이 거명된다.94) 최우량은 산

림경제에도 침의(鍼醫)로 거론되는 목이 있다.95) 

최우량(1599~1671)의 본관은 강화인데, 이들 강화최씨의 족보에는 벼슬이 

부사과(副司果, 종6품)에 이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허임의 후손들이 살

고 있는 공주 우성면 내산리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곳 내산리에는 400여년 

내려온 동계(洞契)가 있다.96) ‘뜸밭’이라 불리는 지명을 딴 부전 동계(浮田
大洞契)가 그것이다. 현전하는 부전 동계의 좌목(座目) 가운데 가장 이른 시

기의 것은 1663년에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허임에게 침술을 배운 최우량

과 함께 허임의 손자인 허지가 등장한다. 부전 동계에는 19세기 중반까지 

허임의 후손인 하양허씨가 총 28명, 최우량의 후손인 강화최씨가 16명 기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허임의 후손들이 로 살아왔다는 하양허씨 종손

가의 바로 뒷산에 최우량의 묘소가 있다. 

허임은 노년에 바로 이곳 공주 우성면 내산리에 살면서 병자들을 진료하

며 후학들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평생의 임상경험을 토 로 한 침구경험방
을 집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허임의 원래 

94) 승정원일기 효종 9년 7월 27일.
95) 산림경제 권3, 救急痘瘡經驗方 鍼醫, 崔宇量이 일찍이 말하기를, "아들 在三이 痘疾에 걸려 危重하므로 朱砂와 龍腦를 

平壤으로 구하러 보냈는데 약이 채 도착되기 전에 죽었고, 죽고 조금 있다가 약이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朱砂 콩 크기만큼
과 용뇌 콩 반만큼 크기를 물 한 종발에 타서 죽은 아이의 입 안에 부어주니 얼굴색이 점점 붉어지며 호흡이 통하고 黑

陷이 모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 있다." 하였다.《잠담》
96) 이하 부전 동계에 관한 서술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임.

임선빈, ｢공주 부전 동계의 성립배경과 운영주체｣, 백제문화24, 1990, 공주 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임선빈, ｢조선후기 동계조직과 촌락사회의 변화｣, 동방학지80, 1992,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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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는 공주군 장기면 무릉리에 있었는데, 1982년에 부모 묘와 아들 묘가 있

는 공주군 우성면 한천리 무성산으로 이장되었다. 묘를 이장할 때 관 앞에서 

조선백자 접시가 나왔다고 한다. 아마 명기(明器)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무릉동의 묘 터]

▮ 뜸밭골 부전동

허임이 말년에 정착하여 살았던 부전동은 공주 치소의 북쪽에 접해 있는 

마을이다. 오늘날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우성면의 한천리․내산리․도천리․신웅리

의 4개리, 15개의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전동의 남쪽 끝에는 연미

산과 채죽산이 있고, 그 사이에는 공주라는 지명이 생기기 이전부터 전해 내

려오는 이 고을의 가장 유명한 전설을 간직한 곰나루가 위치하고 있다. 부전

동은  그 형국이 이 곰나루 위에 놓여진 배[行舟形]와 같다. 따라서 마을이

름이 이 나루위에 떠 있는 배라는 의미의 ‘뜬 배’에서 ‘뜬 밭’으로 다시 ‘뜸

밭’으로 전와된 듯 하다. 이 ‘뜸밭’의 한자표기가 ‘浮田洞’이다. 이 부전동이

라는 명칭은 조선후기 면리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동리명으

로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러

했고 오늘날에도 ‘浮田洞(뜸밭)’이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 부전동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전통촌락들이 그런 것처럼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북쪽에는 차령산맥의 한 줄기인 해발 



Ⅱ. 허임의 생애와 관련 문헌자료
 

31

614m의 무성산이 주봉으로 버티고 있으며, 남쪽에는 아름다운 금강이 굽이

쳐 흐르고 있다. 부전동의 진산인 무성산으로부터 시작되는 2개의 능선이 북

에서 남으로 길게 내려 뻗으면서 좌청룡․우백호의 형상으로 부전동의 동서를 

감싸고 있으며, 이 능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앞으로 해발 192m의 연미산

(여미산)과 170m의 채죽산이 동서에 각각 우뚝 솟아 있고, 이 연미산과 채

죽산의 사이에 곰나루[熊津]가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전동의 형상을 

부전동민들은 일찍부터 ‘웅진(熊津 : 곰나루)의 북쪽 무성산(武城山)의 남쪽

에 펼쳐져 있는 20리 긴 골짜기[二十里長谷]’라고 묘사해 왔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부전동의 중앙에는 북쪽에 위치한 무성산의 계곡에서 

발원하여 남쪽의 곰나루[錦江]로 흘러 들어가는 ‘약천내’가 있고, 이 내의 상

류에는 1961년에 준공된 한천저수지가 있어서 부전동 일 의 관개에 이용되

고 있다. 부전동 전답의 관개는 거의 전적으로 이 약천내에 의존해 왔는데, 

상류에 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항상 그 수량이 경지면적에 비해 충분치 

못하 다. 따라서 부전동에서는 마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약천내의 

관리를 중시하여 최근까지도 무성산에 한 산제와 함께 이 내에 한 천제

가 실시되고 있었다.

전통시 의 큰 마을(사족마을)은 흔히 몇 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데, 부전동도 나주의 금안동(金安洞)이나 암의 구림리(鳩林里)와 같이 주

변의 열두 동네를 하나의 마을범위 속에 포함하고 있어서 ‘뜸밭 열두동네’라

고 불리워졌다. 열두동네의 명칭은 구술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북으

로부터 나열해 보면 천․ 추나무쟁이․중말․장터․승주골․안골․동성․장자동․안터․
약천․갱변말․도고머리 등이다. 이 열두동네에는 최근까지도 각각 풍물이 보관

되어 있었고, 1950년 까지도 두레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부전동에는 조선초기에 예안김씨가 공주의 토성인 공산이씨와의 혼인

을 통해 이주하여 정착하 으며, 예안김씨 집안에서는 이미 조선전기에 감무 

군수 참판 승지 목사 등의 관직자를 배출하기도 하 다. 또한 예안김씨 집안

에서는 김종직의 제자인 이목 김일손 등을 사위로 맞이하기도 하 는데, 강

화최씨도 죽산에 거주하던 최순(崔淳)의 셋째 아들인 최덕준(崔德峻)이 예안

김씨의 사위가 되면서 이 마을에 들어왔다. 이 최덕준의 고손인 최우량이 바

로 허임의 제자 다. 이와 같이 수백년 전부터 사족마을의 전통을 지녀온 부

전동은 허임의 침술을 계승한 침의 최우량이 만년의 허임과 함께 살았던 ‘사

제동행(師弟同行)’의 마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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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주의 인물‘허임’

▮ 미천한 신분을 벗어난 실력가

이상 살펴본 것처럼 허임의 생애는 매우 드라마틱하다. 부모는 관노와 사

비 는데, 특히 부친은 악공출신의 악사로 당  최고의 피리꾼이었으며, 거문

고에도 능했던 만능 음악인이었다. 또한 학춤을 잘 추었다. 가무(歌舞)의 재

능을 동시에 겸한 ‘타고난 인재’ 다. 이러한 부모로부터 미천한 신분과 뛰어

난 재능을 함께 물려받은 허임은 임진왜란이라는 변수로 인해 ‘침의’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할 수

도 있었다. 왕세자 광해군을 모시고 침의로, 치종교수로 전란의 상흔을 위무

하 으며, 그 공으로 당상관에 오르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위성공신 3

등에까지 책봉되었으며, 나아가 광해군의 총애를 받으면서 도성에서 가까운 

경기 주요 고을의 목민관까지 역임하 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나 할까? 문자 그 로 권불십년(權不十年)

이었다. 인조반정으로 인생은 반전되어 공신에 책봉된 지 10년만에 공신호는 

삭훈되고 관직에서도 쫓겨났다. 그러나 그의 침술은 당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수준이었으므로, 그를 쫓아낸 인조도 불러들여 침을 맞았고 그에게 

상을 내려주기도 했다. 그의 침술은 상의 호오(好惡)와 귀천(貴賤)을 불문

하고 누구에게나 베푸는 인술(仁術)이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간 허임

은 만년에 공주에 정착하여 후진을 양성하며, 지나온 인생을 조용히 관조(觀
照)하 을 것이다. 이와 같은 허임의 생애는 그 자체가 훌륭한 원형문화콘텐

츠이다.

▮ 공주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기대

허임은 임진왜란의 전란 속에서 공주와 깊은 연고를 지니게 되었다. 아마 

위성공신 3등에 책봉되면서 사패지를 하사받은 곳도 이곳으로 추측되며, 이

는 그가 공주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허임의 후손들과 제

자 최우량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공주 부전동은 허임이 만년에 정착하여 침

구경험방을 집필하고, 후진을 양성한 곳으로 추정된다. 비록 공주가 허임이 



Ⅱ. 허임의 생애와 관련 문헌자료
 

33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만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침구서를 

집필하 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앞으로 공주의 역사인물로 적극 홍보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허임관련 유산을 빼어난 자연경관과 수백년의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부전동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부 동 동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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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뜸의 유래와 침구학의 개념

▮ 침뜸의 유래

침술에서 침(鍼)자의 어원은 폄석(砭石)에서 잠석(箴石)으로, 잠석에서 침

(鍼)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폄석은 돌침을 뜻하는 글자이

며 신석기시 의 외과용 치료도구 으며, 잠석은 이것이 발전되어 세공된 것

으로 조금 투박한 굵은 침을 뜻하는 글자로 나무 죽(竹)에 다할 함(咸)자

가 결합된 글자이다. 그 다음 단계가 침(鍼)으로 다할 함(咸)자에 쇠 금(金)

이 결합된 글자다. 침(鍼)은 철기문화의 발달로 말미암아 비로소 철침이 완

성된 형태로 된 것을 나타낸다. 즉 신석기시 의 돌을 갈아서 만든 폄석(砭
石)에서 청동기시 의 잠석(箴石)으로 그리고 철기시 의 침(鍼)으로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폄석은 인류 최초의 의료기구인 셈이고, 침술의 시작은 유물

과 문헌적 근거를 통해 알려진 바로 신석기시 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류문명

과 함께 시작된 고 의술이다. 

침구술은 중국보다 조선이 앞서 사용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가 있

다. 그 표적인 문헌이 동양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 소문(素問) ｢이법방

의론(異法方宜論)｣이다. 이 책에서 침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쪽 지역은 천지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생선과 소금이 생산되

는 지역이며 바다를 끼고 있다. 그곳 사람들은 물고기를 주로 

먹고 짠 것을 좋아하는데, 모두 그곳에 사는 것을 편안하게 여

기고, 그곳에서 나는 음식물을 즐긴다. 물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

람으로 하여금 중초(中焦)에 열사(熱邪)가 쌓이도록 하고, 소금

은 혈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그곳 사람들은 모두 피부가 검고 

주리(腠理)가 성글며, 그들에게 발생하는 병은 대부분 옹양(癰
瘍)인데, 그것을 치료할 때는 폄석(砭石)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

므로 폄석은 동방에서 전래되었다.1)

1) 東方地域, 天地之所始生也. 魚鹽之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人熱中, 鹽者勝血, 故其民皆黑色踈

理, 其病皆爲癰瘍, 其治宣砭石. 故砭石者, 亦從東方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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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웅기면 송평동 유적의 출토품. 1929년 및 1963년 5월 발굴조

사. 왼쪽은 가늘고 긴 점판암 돌침과 돌화살촉, 중앙은 마제석기(磨製石

器) 및 사암질(砂巖質) 석부(石斧), 오른쪽은 골침(骨針). 국립중앙박불

관 진열품도감 제6집 / 의학박사 김두종 저 『한국의학사』27쪽 인용

그리고  『산해경(山海經)』과 『동산경(東山經)』에  “고씨(高氏)의 산하

(山下)에 잠석(箴石)이 많다”는 구절에 주(註)를 한 곽박(郭璞)에 따르면 “잠

석(箴石)은 가히 지침(砥針)이 되어 옹종(癰腫)을 治한다”라고 기록하 다. 

『소문(素門)』은 한나라 중기 이후에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춘

추전국시기까지의 의학지식을 전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산해경(山海
經)』은 이미 선진(先秦)시 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선진

시 는 고조선시 의 후기에 해당한다. 『한국의학사』를 쓴 김두종은 “폄석

의 술(術)이 이미 고조선에 행하게 되어 그것이 다시 한토(漢土)에까지 전하

여진 것”으로 보았다. 

김두종은 이어서 단순히 폄석이라는 

침술의 도구만이 아니라 경맥과 경혈 이

론도 돌침을 쓰는 시기에 확립이 됐다고 

고  문헌을 들어 강조하고 있다. 

폄석의 술법은 『황제내경 추(靈樞)

옥판(玉板)』에 이르기를 “옹저(癰疽)가 

농혈(膿血)을 이룬 것은 폄석 끝으로 종

기를 째서 병을 다스린다”고 했다. 

『사기(史記)』 「편작전(扁鵲傳)」에

서는 “병(病)을 다스림에 탕액료쇄(湯液
醪灑)로 하지 않고 재석(纔石)으로 한

다”는 문(文)을 남겼고, 사마정(司馬貞)

의 『색은(索隱)』에 “재(纔)는 석침(石
針)을 이름이라”하고, 

“병(病)이 혈맥(血脈)에 있으므로 침

석(鍼石)이 미치는 바”라 하 는데, 이것

은 석침(石鍼)으로써 옹종(癰腫)을 잘라 

터트리며 혹은 피육(皮肉)을 찔러 혈맥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책

에서 “편작(扁鵲)이 제자(弟子) 자양(子陽)으로 하여금 여침폄석(厲鍼砭石)하

여 삼양오회(三陽五會)를 취(取)한다”하 는데, 이것은 석침(石鍼)으로써 삼

양경(三陽經)과 오회혈(五會穴)을 통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때에 이미 폄석

에 의한 옹창(癰創)의 외과적 요법과 경맥(經脈)과 경혈을 보사(補瀉)하는 침

술이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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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전국시 로부터 선진시 는 고조선시 의 초기와 중기에 해당되므로, 

폄석의 술법과 이론이 동방지역인 고조선시 에 행해지게 되어 그것이 다시 

진·한 지역에까지 전해지게 됐다는 것이다.

김두종은 또 고  동방인들이 돌화살촉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는 

근거들을 거론하며 이 돌화살촉 제작기술이 결국 폄석술의 발전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3)

한편 뜸은 풍한(風寒)이 혹독한 곳에 사는 선사시  사람들은 불을 가까

이 하면서 생겨난 요법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불에 가열한 돌덩어리나 

흙을 신체의 어떤 부위에다 붙여서 국부(局部)에 온기를 전하 고, 점차 나

무껍질이나 건초를 연료로 국부에 고정적인 온열자극을 줌으로써 많은 질병

을 치료하면서 뜸법을 형성시켰다. 뜸의 발상지로 알려진 몽고에서는 지금도 

에델바이스(Edelweiss)를 뜸의 재료로 이용한다. 에델바이스는 몽골의 넓은 

초원에 한국의 쑥만큼이나 널려 있다. 뜸의 재료가 쑥처럼 부드럽지가 않아

서 직접구(直接灸)를 하기는 어렵고 권구(卷灸 재료를 말아서 간접 온열자극

하는 뜸)의 재료로 만들어 사용한다. 

쑥[艾]은 어느 땅에서나 잘 자라고, 마른 쑥 잎은 불이 잘 붙으며, 가공하

여 저장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뜸 치료의 주요 원료로 쓰인 것

으로 생각된다.

맹자(孟子) ｢이루(離樓)｣편에 “칠년지병 구삼년지애(七年之病 求三年之
艾)”라는 말이 있고  추(靈樞) ｢경수(經水)｣편에 “기치이침애(其治以鍼
艾)”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보면 쑥이 뜸의 재료로서 그 춘추‧전국시  당시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자(莊子) ｢도척(盜跖)｣에도 “무병자구(無
病自灸)로서 건신(建身)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신석기시 부터 일찍이 성행했던 일종의 ‘골복’(骨卜)이란 쑥을 태워 동물

의 뼈 위에 놓아서 형성되는 반점의 무늬가 어떤 조짐을 이루는지를 관찰하

는 것이다. ‘골복’은 그 채용한 원료나 시행방법이 모두 뜸술과 아주 유사하

다.4) 뜸의 유래에 해서는 『황제내경 소문(素問)』「이법방의론(異法方宜
論)」에서 “북방자는 …<중략> … 장이 차가워져 창만병(脹滿病)이 잘 발생

하는데, 이를 치료하는 데는 쑥뜸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쑥뜸 요법은 북방에

서 전래되었다.”5)라고 기록하고 있다.

2) 『한국의학사』 김두종, p26. 1981. 탐구당
3) 김두종, 한국의학사 27p. 1981. 탐구당
4) 『증보 중국의학사』, 홍원식 윤창열 편저, 2001년 일중사 190p, 2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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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이란 만주의 서부지 로부터 몽고일  즉 한 지방을 지칭한 것으로

서 애병(艾病)이란 뜸(灸)를 말함이니 몽고족이 먼저 구법(灸法)을 발명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벌판에서 살면서 유식생활(乳食生
活)이 습관화되어 있어 복부한통(腹部寒痛)과 창만(脹滿) 등의 병에 잘 걸리

게 되므로 열 치료는 매우 적합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뜸 치료법과 열 치

료법이 발명될 수 있었다. 

몽고족과 한민족은 동일하게 우랄알타이어계 중 퉁구스족으로서 상고시

에는 동일한 종족이었던 것이 거주지역을 달리함에 따라서 각각 언어와 습관

이 차이가 나면서 다른 민족으로 갈리게 된 것이라 본다. 만주지 에 거주하

던 숙신, 말갈, 읍루, 물고 등의 족속들도 우리와 동일한 퉁구스족에 속하는 

부족들이다. 혈통의 관계로 보나 또는 지역적인 관계 등으로 미루어서 조선

민족이 사용하던 침법과 몽고족이 내놓은 구법(灸法)이 서로 교류를 가졌을 

것도 상상되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민족의 침구술이 적어도 석기시 나 청동기

시 까지는 다른 민족보다 앞서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자로 이를 체계

화하고 이론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기시  중국으로 침구술이 전출되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보다 먼저 문자를 널리 활용하게 

된 중국에서 동북방의 침구술을 체계화시킨 것이 황제내경의 추경이라고 

볼 수 있다.6) 

중국의 침구에 한 서적이 한반도로 전해지고 다시 일본으로 전한 것은 

고구려 평원왕 원년(서기 564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국 강남의 오(吳)

나라 사람 지총(知聰)이 침구명당도(鍼灸明堂圖) 등을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 

왔다가 일본으로 갔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

지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전통의술로 자리를 잡은 침과 뜸은 근현  서양의학

이 밀려들기 전까지 질병을 치료하는 핵심적인 의술로 백성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아갔다.

침의 기원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석기시 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침구(鍼具)는 폄석(砭石)인데, 이것은 돌이나 옥을 갈아서 송곳이나 

쐐기 모양으로 작게 만들어 사용했다. 물론 뼈침이나 나무 같이 단단하고 

뾰족한 나무를 사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청동기시 로 접어들면서 침은 가늘

5) 北方者, …〈中略〉… 臟寒生滿病, 其治宣灸焫. 故灸焫者, 亦從北方來.
6) 『수난의 역정』, 이우관, 한국침술연합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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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미침(微鍼)이 생기게 되었다.7)

『황제내경 黃帝內經』 이법방의론(異法方宜論)에 의하면, “남방은 날씨

가 따뜻하여 만물이 잘 자라며 많은 저습지가 있어 안개와 이슬이 많은 곳이

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 과일과 발효시킨 음식을 좋아하여 피부가 곱고 

붉으며, 저려오는 비병(痺病：몸에 마비가 오는 병)이 많아서 그 치료는 마

땅히 미침(微鍼)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9침(九鍼)은 남방에서 전하여 

온 것이다.”라고 하여 미침의 유래를 설명하 다. 

아홉 가지의 침, 즉 9침은 인체의 기능장애인 비병(痺病)을 치료하는 외에 

일체의 기능적 병변(病變)을 치료하는 데에 이용된다. 병변은 일정한 부위에

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병사(病邪)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침의 형태도 아홉 가지로 나누어졌고 종류

에 따라 질병의 특성에 상응하여 각자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내경(內經)』에는 그 당시 쓰이던 침을 9종으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는

데,8) 이를 고 구침(古代九鍼)이라 한다. 구침의 모양은 소개하는 책자마다 

다르고 당시의 실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그 형태가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침(鑱鍼) : 길이 약 1촌 6푼, 넓이 5푼으로 침 끝은 넓고 말단의 1푼 정

도가 뾰족함. 피부에 얕게 자침하여 양기(陽氣)를 개설(開泄), 발열과 표면

의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종기를 째는데도 사용하였음. 현대에 와서는 피

부침, 피내침, 매화침, T침 등으로 응용되고 있음.

◦ 원침(圓鍼) : 길이 약 1촌 6푼이고 침끝은 둥근편. 자입(刺入)하지 않고 피

부에 마찰하여 피하에 정체된 사기(邪氣)를 유통시키는데 사용하였음. 

◦ 저침(鍉鍼) : 길이 약 3촌 5푼 침 끝은 둥글면서 조금 예리함. 자입하지 않

고 경맥을 문지르거나 눌러 주어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하는 데 사용하였음. 

◦ 봉침(鋒鍼) : 길이 약 1촌 6푼 3면이 세모꼴로 된 삼릉침. 피부에 속자속

발(速刺速拔)하여 사혈(瀉血)하는데 사용.

◦ 피침(鈹鍼) : 길이 약 4촌, 폭은 2푼. 칼날이 있음. 종기를 터뜨리고 농혈

(膿血)을 제거하는데 사용. 피침은 지금의 엽침(葉針)을 말함..

7) 『한국민족문화 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8) 九鍼之名, 各不同形; 一曰鑱鍼, 長一寸六分; 二曰員鍼, 長一寸六分; 三曰鍉鍼, 長三寸半; 四曰鋒鍼, 長一寸六分; 五曰鈹鍼, 長四

寸, 廣二分半; 六曰員利鍼, 長一寸六分; 七曰毫鍼, 長三寸六分; 八曰長針, 長七寸; 九曰大針, 長四寸.『靈樞 ․ 九鍼十二原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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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침(圓利鍼) : 길이 약 1촌 6푼. 침체는 조금 굵고 침끝은 둥글면서도 

예리함. 급성병이나 종양, 비증(痺證) 등 심자(深刺) 할 때 사용.

◦ 호침(毫鍼) : 길이 약 1촌 6푼 침체가 털과 같이 가늘어 호침이라 하였음. 

동통성 질환, 냉증, 발열에 사용.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됨.

◦ 장침(長鍼) : 길이 약 7촌. 침체는 가늘고 얇으며 끝이 예리함. 깊은 부위

의 병에 사용.

◦ 대침(大鍼) : 길이 약 4촌 침체는 약간 굵고 침끝이 조금 무딤. 관절의 종

창에 사용. 후대에 와서 화침(火鍼)을 이용하여 나력(瘰癧), 유옹(乳癰) 등

을 치료.

구침을 그 사용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3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자입하는 침은 원리침 ,호침, 장침, 침으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침이라

고 하면 이렇게 자입하는 침을 말한다. 호침(毫鍼)은 터럭 같이 가느다란 침

으로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침이고, 이를 길게 한 것이 장침이고, 굵게 

한 것이 침이다.

자입하지 않고 압박하거나 마찰하는 침으로 원침과 저침이 있다. 원침과 

저침은 인체표면을 안마(按摩)하거나 안압(按壓)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피부를 얕게 찌르는 참침과 사혈 또는 배농하는 침으로 봉침, 피침

이 있다. 봉침이나 피침은 외과적 수술용 도구처럼 생각될 수 있다. 사실 서

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침술이 외과적 시술을 겸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와 같이 종기가 성행한 곳에서는 침술에 치종(治腫)이 겸해졌

고, 그래서 종기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명의로 인정받아 왔다. 외과적인 시

술용으로 활용한 피침의 경우는 수술용 칼로 발전하여 오늘날 메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연세  의  동은의학박물관에는 고려시 의 유물로 길이 5.5cm~13cm의 

수술칼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피침이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 조선시  

『치종비방을 쓴 임언국은 농양수술에 관한 현  외과적 수법인 관혈적절개

요법(觀血的切開療法)을 많이 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과의학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침술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임언국과 그의 치종술을 이어

받은 허임 등  침의(鍼醫)들이 활용한 침 중에는 피침 유사한 종류의 외과용 

수술도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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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구학의 개념 검토

침구학은 사용하는 도구가 학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 도구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침구학을 침으로 하는 치료법 혹은 뜸으로 하는 치료법이

라는 식으로 도구 중심으로만 정의해서는 침구학을 제 로 이해하기 어렵다. 

『황제내경』에서 전하는 아홉 가지 침에 관해 좀 더 살펴보면 오늘날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입(刺入)하는 침만을 침이라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부를 찔러 피를 내거나 살갗을 째는 용도의 메스 같은 도구

(봉침, 피침)도 침이라고 했고, 체표에 찔러 넣지 않고 압박하거나 마찰하는 

도구(원침, 시침)도 침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침의 재질로는 돌[石]에서 

청동(靑銅), 금(金), 은(銀), 동(銅)은 물론 동물의 뼈나 목재(木材)도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뜸은 인체 피부의 일정한 부위에 온열 자극이나 약한 화상을 가하여 거기

서 일어나는 생체 반응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요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9) 한국민족문화 백과에서는 뜸을 “약물을 몸의 특정 부

위에서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여 온열(溫熱)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

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가장 표적인 약물로 쑥을 들며, 꼭 태우지 않더

라도 온열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

하고 있다. 

뜸은 뜨는 방식에 따라 크게 직접구와 간접구로 나뉜다. 그리고 뜸을 뜬 

시구면(施灸面)에 상처가 남는지 여부에 따라 유흔구(有痕灸)와 무흔구(無痕
灸)로 별한다. 직접구는 부분 유흔구이며 간접구는 보통 무흔구이다. 

침구요법에는 침과 뜸 외에도 넓게는 부항(附缸), 도인(導引), 안마(按摩), 

지압(指壓) 등을 포함한다. 도인(導引)이란 관절(關節)ㆍ체지(體肢)를 굴신

(屈伸)ㆍ동작(動作)시키거나, 정좌(靜坐)ㆍ마찰(摩擦)ㆍ호흡(呼吸)을 통한 일

종의 치료ㆍ양생법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침구(鍼灸)는 외부에서 약물이나 식품을 투여하여 건강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물리적 자극이나 혹은 열 자극 등을 가하는 

방법으로 생명체 자체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작동시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치유법이라고 할 수 있다. 

9) 《비수의 반미립  뜸요법이 마우스의 항원 특이적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황경호. 전주 학교 학원, 2012.2 학위논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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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생명체 자체의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보고 침이나 뜸을 활용하

는가가 중요해 진다. 즉 현 의학이 현 의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

되듯이 동양의학 또한 자연과 생명에 관한 전통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의

학이 형성되었다. 침구학의 경우도 동양 생명학의 기반 위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동양 생명학은 황제내경에서 그 이론이 집 성 되어 있다. 침구학

에 관한 정의도 시 에 따라 그 개념을 다소 달리 하나 기본이론은 황제내경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구요법이라고 하면 ‘기(氣)에 관한 이론과 음양오행론(陰陽
五行론論), 경락학(經絡學), 동양 생리학이라 할 수 있는 장상학(臟象學), 경

혈학 등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표(體表) 위의 일정한 부위에 침구(鍼灸) 

등  각종 방법을 운용(運用)하여 물리적, 열적인 자극을 주어 생리에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동양의 전통요법’이라고 요약된

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침구학의 개념에서 침과 뜸쑥은 하나의 도구일 뿐 

쇠꼬챙이와 뜸쑥만이 침구학은 아니라는 점이다. 동양의 생명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인체의 비약물요법(非藥物療法) 전반이 침구학의 개념 속에 포

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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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임 침구학 형성의 역사적 배경

▮ 제도적 배경 - 침구의

허임(許任) 침구학이 형성되고 『침구경험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독창적

인 침구전문서가 나온 데는 침구전문업종의 정착이라는 의료제도적인 배경이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성종 이후 침구전문업종이 정착되어 침구의원들의 

의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었다. 

일제시 에 조선의학사를 연구한 삼목 (三木榮)은 조선침구학을 정리하

면서, 허임의 침구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데는 침구를 독립분야로 확립한 제

도적 배경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초 세종 에 침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이 1438년(세종 20)에 침구 전문의를 매년 3명 채용한

다는 규정을 마련한 후 1452년(문종 2) 임원준(任元濬)이 침구를 분과(分科) 

전문(專門)으로 설치하여 침과 약을 병용해야 한다고 건의하 는데 이에 성

종 에 들어와 독립분야로 확립되었다고 서술했다.10) 

조선시  침구전문업종의 창설과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그리 순탄치 않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  침구의(鍼灸醫)가 전문업종으로 제도

권 내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 초기 다.

1433년(세종 15) 6월1일 중추원사로서 전의제조(典醫提調)를 맡고 있던 

황자후(黃子厚) 가 세종 왕에게 ‘침구(針灸)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창설

할 것을 건의했다.11) 

"병을 속히 고치는 데는 침과 뜸만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침놓고 뜸뜨는 구멍을 밝게 알면, 한 푼의 약도 쓰지 않고 모든 병

을 고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의술을 익히는 법에 의하여 각

각 전문(專門)을 세우고 주종소(鑄鍾所)로 하여금 구리로 사람을 

만들게 하여, 점혈법(點穴法)에 의하여 재주를 시험하면, 의원을 

취재(取才)하는 법이 또한 확실할 것입니다."12)

10) 三木榮, 1962『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참조.
11) 세종실록 세종 22년(1420) 8월21일. 전 중추원사 황자후의 졸기 전 중추원사 황자후(黃子厚)가 졸(卒)하였다. 자(字)는 선

양(善養)이며 충청도 회덕현(懷德縣) 사람이다. … 정사년 여름에 건의하여 침구(針灸)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業種)을 창설
(創設)하였고, 가을에 중추원사로 승진하였다. 자후는 의약(醫藥)에 밝아 항상 전의감(典醫監) 제조(提調)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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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5년 뒤 1438년(세종 20) 3월 16일에 매년 침구전문생을  3인씩 채

용하여 삼의사(三醫司)인 내의원과 전의감과 혜민국에 1명씩 배치하도록 했

다. 조선의 제도권 내에서 처음으로 침구전문업종이 독립 분과된 것이다. 

침구의는 1442년(세종 24) 2월 15일에는 제생원(濟生院)을 혁파하여 침구

전문생들을 혜민서와 제생원에 분속(分屬)시키고, 매년 취재(取才) 때 삼의사

의 의원들에게도 모두 침구경(鍼灸經)을 시험 보게 하 다. 그만큼 침구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삼의사는 조선시  제도권 의료기관의 중심이었다. 내의원은 어약(御藥)을 

관장하는 관서로서 국왕의 문안과　입진(入診) 등을 행하는 궐안의 의약

(醫藥)을 맡은 관청이다. 주로 의약 기술면을 담당했던 것으로 궁중의 종합병

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13). 

건국 초부터 설치된 전의감은 의료정책수행의 중심기관이었다. 정부소관 

각 관서의 의약에 관계되는 것을 관장하고 또 신하에게 약품을 하사하는 일

을 맡았다.　전염병 처, 기민(飢民)의 구료(救療), 각 도에 심약(審藥)을 파

견하는 일, 사체의 검시(檢屍)까지 의료행정 일반을 관장하는 기구 다. 의학

교육과 의과취재(醫科取才) 등의 사무도 전의감에서 맡았다.14)

혜민서는 약을 전매(典賣)하고 서민을 구료(救療)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다. 한편 의녀(醫女)를 양성하는 일도 담당해 침술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세종 때 이같이 제도권의 여러 기관에 침구전문생을 채용하여 골고루 배

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얼마 후 폐지됐다. 

단종 즉위년(1452년) 5월에 임원준(任元濬)의 건의에 따라 침구전문법이 

부활됐었으나, 세조 때에 다시 이 전문별 취재가 폐지됐다. 

그 후 1472년 성종은 의학권장(醫學權裝) 10조를 정하는 중에 침구전문

의를 따로 설치할 것을 명하 다. 침구의(鍼灸醫)만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침구전문법을 별도로 설치, 침구의를 따로 선발하여 삼의사에 배치하게 된 

것이다.

 1474년에는 중국의 침구서인 『신응경을 간행하면서 한계희(1423

년~1482년)가 서문에서 침구의 우수성을 적극 피력했다. 

12) 세종실록 세종15년(1433) 6월1일.
13) 《制度上으로 考察한 李朝時代의 醫療機構》又醒學人. 서울: 大韓漢醫學會報, 1965;12:32.
14) 朝鮮醫事年表, 三木榮,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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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처방은 돈을 들여가며 멀리서 구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며, 

… 준비하기 쉽고 휴대하기도 편하며, 빈부귀천이나 병의 완급에 

관계없이 적합지 않을 때가 없고, 하물며 효과에 있어서도 약으로

는 기대할 수 없는 바가 있어 그 신묘함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침뜸치료의 간편성과 경제성, 치료효과의 탁월성 등 장점을 잘 나타낸 말

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침뜸은 어느 시 를 불문하고 부분 환 을 받았

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요 왕실이나 관료들에게도 꼭 필요한 치료수단

이었던 것이다.

1485년 마침내 약 1세기에 걸쳐 완성한 조선 최고의 법전『경국 전의 

의과취재(의과고시 또는 의과시험)에 침구분야와 약제분야의 취재를 분리한

다고 기록하고, 침구를 분리ㆍ독립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

렀다. 이에 따라 경국 전에 의과 시험에서 침구의 취재를 위한 별도의 과

목이 선정되었다.15) 

침구전문업종의 창설 이후 침구분야는 전문 역으로 정착하면서 크게 발

전했다. 특히 17세기에는 조선의학사 중에서도 침구의학이 괄목할 정도로 발

달한 시기다. 

당시 침구의는 일반적으로 침의(鍼醫)라고 불리어졌다. 침의는 제도화된 

의료체계 내에서 활동한 정통 의료인이었다. 그들 중에는 내의원의 관할 하

에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무(醫務)와 관련된 직책으로부터 지방관에 이

르기까지 관직을 맡기도 하 다. 그들은 결코 아웃사이더적인 존재가 아니었

다.16) 

조선의 지식인들도 침구치료의 유용성과 침구의의 필요성은 늘 인정했다. 

하지만 관료들은 학문적으로 침구에 해 연구했지만, 직접적인 침 시술에는 

소극적이었고, 제도적인 육성과 배려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침구와 

같이 기술적 측면이 강한 분야에 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특히 종기를 째고 피고름을 닦아야 하는 치종 중심의 조선침술은 

당시 사회적 경향으로는 천한 행위로 취급되기 일쑤 다. 

15) 韓國醫學史 金斗鍾, 287
16)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박문현, 경희 학교 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8,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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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治腫의 전통

허임이 1595년 ‘치종교수(治腫敎授)’로 불렸다는 것은 처음엔 종기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종의(治腫醫) 다는 이야기다. 의학교수는 종6품의 관직이

다. 이로 봐서 허임은 이미 그보다 적어도 수년 전, 20세를 전후하여 종9품

의 의관으로 국가의료기관에 들어가 종기치료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허임은 종기치료에서 시작한 조선의술의 정통 맥을 이었다. 『황제내경에 

따르면 옛날부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옹양(癕瘍)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

고 그것을 치료할 때는 폄석(砭石 : 돌침)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폄석은 

동방에서 전래되었다고 전하고 있다.17)

옹양은 곪으면서 생기는 각종의 종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창양(瘡瘍)이

나 창종(瘡腫)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곪으면서 생기는 큰 부스럼인 악창(惡
瘡), 등에 나는 종기인 등창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고 에 옹양이라고 표현한 종기는 오늘날 사망률 최고를 기록하는 암(癌), 

즉 악성 종양(腫瘍)과 나타나는 양상이 유사하다. 여러 개의 종기가 한꺼번

에 많이 발생하는 다발성도 있고, 다수의 종기가 융합해서 병이 커지고 깊어

지기도 한다. 

암도 의학 용어로 악성 종양이라 불리는 것을 말하며, 종양이란 넓은 의미

로 종기의 일종이다. 

종기는 신체의 조직 속에 고름이 괴는 증세로, 붓거나 통증을 일으키고, 

발열이나 오한 몸살 등 전신증세도 심하다. 처음에는 크게 붓다가 벌집과 같

이 다수의 농포(膿疱)가 생기며, 나중에는 농포에서 고름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종기는 근 까지도 단히 성행했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종기치료를 잘 하는 사람이 명의로 알려졌다. 고려시  침구

술로 가장 유명한 명의로 꼽히는 이상로(李尙老)도 종기치료의 가 다.18)

허임이 살았던 조선시 에도 종기가 조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이었다.

조선의 역  왕 중에서 문종, 성종, 효종, 정조가 종기가 원인이 되어 사

망했다. 역  왕들 중에 종기로 고생하지 않은 왕이 거의 없었고, 종기는 국

17) 『황제내경 소문 권제4 이법방의론(異法方宜論) 제12장.
18) 『한의학사재정립(상)한국한의학연구원, 1995.12.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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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자주 중단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중요한 

업무조차 종기 때문에 연기하는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보인다. 임금

조차도 이러한데 양이나 위생상태가 열악한 백성들의 경우 그 종기발생의 

빈도가 훨씬 높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19)

조선시 에는 치종의가 침구의(鍼灸醫)와 별도의 전문업종으로 발전하기

도 했다. 체로 종기는 침구술에 능한 의사들이 침으로 찔러 치료했다. 조

선 초기에는 종기치료만을 전문으로 담당한 의사를 국가 의료기관에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악창(惡瘡)이나 종기가 인명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종기를 비롯한 

다양한 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종전문의사를 국가 의료기관에 배

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을 치종의(治腫醫)라고 불렀다.20) 『경국 전 예전

(禮典)을 보면 의서에 능하지 않더라도 종기를 잘 치료하거나 여러 가지 병

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가진 자들을 특별히 채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종 에는 치종의와 함께 치종청(治腫廳)이라는 독립 기관이 설치됐다. 

이후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면서 조선 후기에 이르렀다. 치종의(治腫醫)는 전

의감과 혜민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치종의 가운데 한 명은 치종교수(治腫敎
授) 직을 담당했다.

허임보다 두어 세  가량 앞서 살았던 임언국은 조선 명종 때의 사람이다. 

그가 남긴 『치종비방은 종래와 같은 고식적 침술에 의한 종양의 절개술에 

그치지 않고, 농양수술에 관한 현  외과적 수법인 관혈적절개요법(觀血的切
開療法)을 많이 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과의학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임언국이 침술을 배우게 되는 계기는 허임과 유사하다. 임언국도 그의 모

친이 아픈 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술을 익히게 됐다. 임언국은 전라도 정

읍 사람으로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의 어머니가 종창을 앓아 백약

이 무효이던 차에 다행히 은사(靈隱寺)라는 절의 한 노스님에게서 침술의 

묘법을 전수받아 어머니의 병을 고치게 됐다. 그 뒤 그는 스스로 그 묘한 이

치를 터득하여 종기 이외의 다른 질병들도 치료하는데 애를 썼다. 

19) 《조선시  치종학에 관하여 - 그 발전배경 및 치종전문서의 내용분석》 신좌섭기창덕 황상익, 醫史學 제6권 제2호 (통권 
제11호) : 205- 215, 大韓醫史學會, 1997. 

20) 『조선의 명의들 「허임, 침구의 가」김호 저, 살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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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언국의 치종기술을 수록한 『치종비방이 처음 나왔을 땐 널리 전해지

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라도 관찰사로 취임한 안위(安瑋)가 이를 구해보고 

실용적인 처방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전라도 금산군수 이억상에게 부탁, 

1559년(명종14)에 출판함으로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임언국의 치종술은 제도권에서 교육받은 치종 치료법이 아니었다. 한 노인

으로부터 침법을 전수 받고 그 묘술을 스스로 익힌 것이다. 이는 임언국 류

의 치종술은 민간의술의 전수경로를 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임언국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조정에서 불러 올렸고, 효험이 우수하자 

관직에 특채하 다. 이는 민간의료인들의 실력을 검증하여 제도권으로 수렴, 

백성들의 질병치료에 활용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임언국의 『치종비방은 종기를 치료하기 위한 촌가(村家)의 실용의서로

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위민정책의 일환으로 간행됐다. 

임언국의 등창 절개 기술은 치종의가 침구와 함께 외과 수술과 같은 기법

을 사용했음을 잘 보여준다. 종기를 절개하는 방법은 먼저 종기의 크고 작음, 

깊고 얕음을 살핀 후 사방을 정하여 십자 로 절개하여 피고름을 뽑아낸다. 

종기의 독기가 얕으면 절개를 얕게 하고, 깊으면 깊이 절개한다.

임언국이 수술에 사용한 침은 그저 단순한 침이 아니라 일종의 수술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가령 농침(膿鍼)은 피부를 절개하기 위한 칼 모양이며, 

곡침(曲鍼)은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무엇인가를 긁어내는 도구 다.21)

조선시 에는 종기가 보통 4∼5개월이나 6∼7개월이 지나야 차도가 있었

고22),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에도 ‘창종’ 부문

에서 생사를 다투는 모습으로 종기치료가 묘사되고 있다. 

회골증이 된 후에는 침으로 터트려도 이익이 없다. 그러나 반드

시 죽을 것이라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침으로 터

뜨려 만일의 요행을 바라는 것이 낫다. 병자의 집안과 상의하여 확

답을 받은 다음 침으로 찔러 터트려서 고름이 나오게 하는데 빠르

지 않게 나오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21) 『조선의 명의들「허임, 침구의 가」김호 저, 살림, 2007. 
22) 『중종실록 중종 27년(1532) 1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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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시기를 놓쳐 이미 죽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그래도 환자 가족

의 동의를 얻어 끝까지 치료를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허임은 주문한

다.

허임 침구술은 폄석으로 옹양을 치료하던 선사시 에서부터 임언국의 

『치종비방을 거쳐 온 정통 조선의술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허임의 스승이 누구 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허임이 초창기에 치

종의 다는 사실은 허임의 스승이 외과적 치료를 잘 하는 의원이었음을 시사

한다. 당시 침의들은 부분 외과적 치료에 능했다고 볼 수 있다. 

▮ 시대적 배경 - 전쟁과 침구술

16세기말 17세기 초 거듭된 전란은 각종 창상(創傷)이나 종양(腫瘍) 등 

외과 역의 질환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의학적 수요의 많은 

부분은 침구 역 즉 침의의 몫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3)  전쟁 중에는 

외과에 능한 침의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 임진왜란 당시 허임의 행적

을 보면 허임 침구학의 형성도 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0여 

일 만에 도성은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하던 중 평

안도 박천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어 분조를 시행했다. 사태를 보아 선조는 중

국 요동으로 떠나고, 광해군이 남아서 종묘와 사직을 보호하고 전투를 수행

하게 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1592년 6월부터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면서 평

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지를 돌며 민ㆍ관ㆍ군을 위로하고 의병활동을 독려했

다. 

허임이 광해군을 수행하며 침 치료를 시작한 때는 이 무렵부터이다. 광

해군일기에 따르면 허임은 1593년(선조 26) 11월 해주에서 광해군의 침 치

료에 참여했다. 허임이 가장 젊었을 때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광해군

일기에 있다.24)

광해군은 목구멍이 아프고 붓는 병인 인후증으로 10월 25일에도 침을 맞

았다.25) 광해군의 인후증은 적어도 8월부터 시작해 11월 허임에게 침을 맞

23)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박문현, 2002.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4) 『광해군일기 광해군 4년(1612) 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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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까지 계속 됐다. 허임은 이어서 12월에는 삼례역(參禮驛)에서 3일 간격

으로 광해군에게 침 치료를 시행했다. 허임은 늦어도 임진왜란 발발 다음해

인 1593년 하반기부터 광해군과 동행한 것이다. 

허임의 행적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확인되는 지역이 황해도 해주인 

것을 감안하면 그 또한 이 지역의 전란 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수많은 부상자를 접했을 것이고, 헤

아릴 수 없는 주검을 목격했을 것이다. 

전장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수많은 부상자들이 고통으로 신음을 한

다. 총칼에 쓰러져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한꺼번에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상처를 입고 고통으로 아우성을 친다. 살점이 찢

겨져 나간 곳이 곪아터진다. 환자는 부분 외과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들이었다. 약재는 구할 겨를도 없다. 전쟁터에서는 외과의원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 

수많은 침구의원들이 그랬듯이 허임 또한 전쟁터에서 의병과 관군과 민간

인 부상자들을 수도 없이 치료했을 것이다. 일찍부터 의술에 눈을 떴고, 종

기치료에 이골이 난 허임이다. 전쟁이 터지자 허임은 그 전장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총탄이나 칼, 화살 등으로 인한 ‘금창상’(金瘡傷)은 반드시 상처에서 피가 

흐른다. 출혈이 과다하면 주요 장기의 기능이 마비되고, 혼수를 일으키거나 

죽게 된다. 가벼울 경우는 피부만 손상되지만 심할 경우는 근육과 뼈는 물론 

장부 등에도 치명적인 향을 미친다. 

둔탁한 무기에 맞아 생긴 좌상은 출혈이 없더라도 피부가 멍들어 부어오

르면서 아픈 정도에 그치기도 하지만, 근육과 뼈가 손상되어 기능장애나 기

형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내장파열이나 내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

험에 처한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진탕이 일어나면 현훈(眩暈)․구토(嘔吐)․혼미(昏迷) 

등이 발생한다. 상처가 난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농(化膿)하여 조직이 괴사한

다.

『산림경제에는 총, 칼, 창, 화살 등에 의한 상해로 경각에 달린 목숨을 

구급하는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동의보감의 처방

25) 『선조실록 선조 26년(1593) 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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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용해서 창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의 처법도 있다. 끊어진 창자의 양쪽 

끝이 보이는 경우는 철실로 꿰매어 치료하는 법까지 소개한다. 실제로 전란 

중에는 칼에 베여 창자가 튀어 나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외과의원에 해당하는 치종의 허임은 총탄이나 칼,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

는 ‘금창상’(金瘡傷) 환자들을 수없이 접했을 것이다.

치종교수(治腫敎授)를 할 정도로 외과술에 능한 침구의원 허임이 임진왜

란 당시에 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전쟁부상자를 비롯한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급증했다.26) 전쟁으로 창상과 같은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재를 구하기는 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전란 후

의 국토 황폐화와 흉작으로 약재의 수확량은 격감했고, 있는 약재의 채집도 

못하는 처지 다.27) 이런 상황에서 약재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침구술은 

단히 유효한 치료수단이 되었다. 

임진왜란 시기 허임의 행적은 전국에 걸쳐 있다. 실록을 해석하면 1593년

과 94년에 허임은 황해도 해주, 충청도 공주, 전라도 삼례에서 활동한 것으

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1595년 10월에 다시 충청도 임천에서 의학교수로 활동하는 허임

에 관한 기록이 오희문의 일기 『쇄미록에서 포착된다. 여기서 허임은 ‘침

술을 배워서 종기를 치료하는 교수가 되었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종6품의 

의학교수는 1년을 기한으로 도 단위에 파견되어 지역을 순행하면서 지역의 

의생들과 의녀들을 교육하고, 관민들을 치료하는 일을 담당하 다. 도 단위에 

한 명이 파견되기 때문에 의학교수는 전역을 다녀야했다. 

26) 한국의학사 김두종, 탐구당, 1993, p.274
27) 우리나라 중세과학기술사 리용태, 白山資料院, 1990,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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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란 후 침의 전성시대의 허임 침구술

▮ 침의의 등장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은 명종 시절까지는 ‘침의’를 거의 기록하

지 않았다. 실록에 침의(鍼醫)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선조시절부터이다. 1586년(선조 19) 10월 1일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침의는 

오변. 어의를 모두 들어오라고 했는데, 침의가 한사람 끼어 있었다는 기록이

다.28)

선조실록에서 임금이 침을 맞는 장면은 선조 16년(1583) 8월 4일 “상

이 팔이 아파 침을 맞다”는 기록이 처음이다. 누가 침을 놨는지는 알 수 없

다. 다음이 1589년(선조 22) 4월 10일에 침을 맞는데, 침을 놓은 사람은 전 

현감 김윤세(金尹世)라고 되어 있다.29) 4월 13일 “상이 두 차례 침을 맞았

다.”는 기사30)가 있지만 김윤세가 침의라는 기록은 없다. 그는 신령현감을 

지낸 인물로, 의관이 아니라 양반 사 부 중에서 침놓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추측된다.31) 

침의가 임진왜란 전까지 내의원에서는 뚜렷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본격적으로 침의가 등장하는 시기도 

임진왜란 이후이다. 이는 임진왜란 중에 외과의술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또 병약했던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병이 더욱 깊어진 것도 한 

몫을 했다. 약의(藥醫)들이 내의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임금의 치료는 주로 약에 의존해 왔다. 따라서 임금의 치료에 침의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침구에 한 인식은 크게 달라져 왕실에서도 자주 

쓰 고, 양반사 부들 사이에서도 그 활용이 단히 빈번해졌다. 

선조, 광해군, 인조 에는 왕실에서 행했던 침구치료와 관련된 기록들이 

비교적 많다. 그만큼 침구치료가 빈번했고 관심도 컸다는 말이다. 임금의 수

침(受鍼)과 관련한 병증 및 병기에 한 의논, 진단 차원의 의학적 설명과 

28) 선조실록』 권20, 선조 19년 10월 임술조.
29)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4월 병술조.
30)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1589) 4월 기축조.
31)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1588) 윤6월 임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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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안에 한 논의, 침구치료일자의 결정과 시침시간, 치료혈위 선정에 

한 의논, 의료관련 관리들과 의관 및 침의들의 협조체계와 상호역할, 침구도

구의 종류, 또한 침 치료를 받기 위한 관리들의 병가신청 등 비교적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왕실과 사 부가의 빈번했던 침구진료가 침구임상의 발전을 선도

하는 역할을 하 고, 이것이 침구전문서의 간행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실록의 기록을 통해 허임과 침구의원들의 침구술 전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선조대의 침의

조선왕조실록에서 허임이 허준과 나란히 선조를 치료하는 모습이 처음 나

타나는 때는 1601년(선조 34) 봄. 허임의 나이는 30  초반에 접어들었고, 

허준은 60 에 이른 노련한 내의원 수의(首醫) 다. 3월 24일 내의원 도제조 

김명원과 제조 유근, 부제조 윤돈이 선조에게 진료계획을 아뢴다.

"내일 주상께서 침을 맞으셔야 합니다. 신들이 다시 의관들과 반

복해서 상의해 보니 반드시 먼저 여러 차례 침을 맞아 경맥(經脈)

을 통하게 한 뒤에, 허한(虛寒)과 사기(邪氣)가 모이는 곳을 보아

서 그곳에다 우각구(牛角灸)를 떠서 진기(眞氣)를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처방의 차례가 그러하니 내일은 먼저 침만 

맞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32)

아뢴 로 하라는 승낙을 받고 다음날인 25일 선조가 편전에서 침을 맞았

다.33) 왕세자 광해군이 입시하고, 내의원 도제조 김명원, 제조 유근, 부제조 

윤돈도 둘러섰다. 어의인 허준, 이공기가 함께 입시한 가운데 침의 김 국과 

허임이 침을 놓는다. 2시간 정도나 걸렸다. 선조는 진료에 참여한 관계자들

에게 수고들 했으니 술을 하사하라고 명했다.  

선조는 이날부터 4월 10일까지 이틀에 한 차례씩 7차례 침을 맞았다. 침

32) 『선조실록선조 34년(1601) 3월24일.
33) 선조실록선조 34년(1601) 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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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임과 김 국은 임금의 침 시술에 줄곧 참여했다. 또 한사람의 침의인 

남 도 합류한다. 실록은 3월 29일 선조가 침을 맞을 때 “침의 유학(幼學) 

남 (南嶸)도 입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34) 

4월 10일 내의원 도제조 김명원과 제조 유근, 부제조 윤돈이 그간의 진료

경과를 선조에게 보고를 한다. 처음에 계획한 로 먼저 여러 차례 침을 맞아 

경맥을 통하게 한 뒤에, 허한(虛寒)과 사기(邪氣)가 모이는 곳을 보아서 그곳

에다 우각구를 떠서 진기(眞氣)를 보충한다는 진료방침에 따라 이제는 뜸을 

떠야할 때가 됐다.

오늘 뜸을 뜬 혈에 대하여 의관들과 다시 반복해서 의논하였습니

다. 성후(聖候)의 우측으로 내려오는 기(氣)가 모두 발의 소양 경

맥(少陽經脈) 속에 있는데, 어제 계품한 삼리혈(三里穴)은 요긴한 

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발의 양명 경맥(陽明經脈)이지 소양 경맥

의 혈이 아니므로 이 혈을 빼고 그 대신 소양 경맥의 풍시혈(風市
穴)에 뜸을 뜨는 것이 합당하며, 또 우협(右脅)으로 내려오는 부분

도 소양 경맥이므로 그 중에서 한 혈을 취하면 이곳이 바로 아시

혈입니다. 아울러 쑥 기운이 들도록 뜸을 떠서 상하의 경맥이 통하

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35)

내의원 제조와 부제조 등은 의관이 아니다. 그러나 임금에게 보고하는 모

습을 보면 이들 조정 관료들도 경혈과 경락 등 침구학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의 병을 놓고 의관들이 여러 차례 논의하여 어느 자리에 뜸을 할 것

인지를 정한 뒤 환자인 선조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묻는다. 그렇게 해도 좋다

는 승낙을 받고 침의들과 다시 뜸을 몇 장 떠야 할지에 해 의논했다. 

내의원 제조가 선조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쑥 심지를 만들어 사전에 시

험을 해 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36) 보름간에 걸친 침구진료과정에서 직접 

임금에게 침구시술을 한 사람은 침의 남 과 김 국과 허임이었다. 

가을이 되자 선조는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시고 당겨지는 증세가 생겼다. 

34) 선조실록선조 34년(1601) 3월29일.
35) 선조실록선조 34년(1601) 4월10일.
36) 선조실록선조 34년(1601) 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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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약방 도제조 김명원, 제조 구사맹, 승지 김시헌이 선조에게 침을 

맞고 뜸을 할 것을 권했다.37) 선조는 침을 맞고, 다음날인 13일 먼저 곡지혈

(曲池穴)과 아시혈 두 곳에 7장씩 뜸을 떴다. 바로 증상의 호전이 있었던 듯 

선조는 더 이상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602년 6월 12일. 선조가 내의원 의관과 관료들에

게 야단을 친다. 김 국․ 허임ㆍ박인령 등과 같이 침을 잘 놓아 일세를 울리

는 사람들을 고향에 물러가 있도록 한 것에 해 책임을 강력히 추궁했다.   

"모든 의관(醫官)은 서울에 모여서 상하의 병을 구제하여야 하는

데, 의관 김영국ㆍ허임ㆍ박인령(朴人苓) 등은 모두 침을 잘 놓는다

고 일세를 울리는 사람들로서 임의로 고향에 물러가 있으나 불러 

모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설사 위에서 뜻밖에 침을 쓸 일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의(內醫)와 제조 등은 그 직책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약방(藥房)에 말하라."38)

임금의 입으로 김 국ㆍ허임ㆍ박인령(朴人苓)이 모두 ‘침으로 일세를 울리

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이 침의들로부터 침구시술을 받는 

장면이 수시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침의들의 위상

과 당시 조정 관료들의 침구학에 한 인식수준도 나타난다. 표적인 사례

가 조선시  최고의 의학자인 허준과 침술과 뜸법에 제일인자로 성장하는 허

임이 동시에 등장하여 선조의 편두통을 치료하는 장면이다. 

1경 말 상이 앓아 오던 편두통(偏頭痛)이 갑작스럽게 발작하였다. 

직숙(直宿)하는 의관(醫官)에게 전교하여 침을 맞으려 하였다. 입직

(入直)하고 있던 승지가 아뢰기를, “의관들만 단독으로 입시(入侍)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입직한 승지 및 사관(史官)이 함께 입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침을 맞으려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물으려는 것이니, 승지 등은 입시하지 말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허임이 이미 합문(閤門)에 와 있습니다”하니, 들

37) 선조실록선조 34년(1601) 9월11일.
38) 선조실록선조 35년(1602) 6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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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내라고 전교하였다. 2경(更) 3점(點)에 편전(便殿)으로 들어가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허준이 아뢰

기를, “증세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침을 맞으시는 것이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침의(針醫)들은 항상 말

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열기(熱氣)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소신(小臣)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

기를 ‘경맥(經脈)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병풍을 치라고 명하였는데, 왕세자 및 의관은 방안에 입시

하고 제조(提調) 이하는 모두 방 밖에 있었다. 남영이 혈(穴)을 정

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상이 침을 맞았다.39)

허준이 "소신은 침놓는 법을 모릅니다"라고 한 것은 단지 겸양해서 한 말

은 아니다. 허준은 침놓는 것에 해서 허임과 침의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임

금에게 의견을 전하고 있다. 허준은 침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침의들과의 역할분담에 해 익숙한 모습이다. 략 60  중반에 이른 허준

과 30 의 허임이지만 허준은 침의 허임의 이론을 존중하고 신뢰를 나타내

고 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선조는 며칠 동안 침을 연이어 맞았다. 그 후에도 선

조는 종종 침을 맞았다. 윤 9월이 지나고 10월23일 선조는 편두통을 침으로 

치료할 당시의 관계자들에게 적인 포상의 지시를 내린다. 잘 낫지도 않

고 날짜만 끌던 선조의 편두통이 침의 허임과 남 의 침술로 병세가 잡힌 것

이다. 

어의 허준에게는 좋은 말 1필을 하사하고, 침의 허임과 남 에게는 한 자

급을 더하도록 했다. 그리고 6품의 허임과 7품의 남 을 동시에 3품의 당상

관(堂上官)으로 파격 승진시켰다.40)

선조의 침구(鍼灸)에 한 기 는 점점 높아졌다. 1606년 4월 25일 선조

39) 선조실록선조 37년(1604) 9월23일
40) 선조실록선조 37년(1604) 10월23일. “귓속이 크게 울리니 침을 맞을 때 한꺼번에 맞고 싶다. 혈(穴)을 의논하는 일은 침

의(針醫)가 전담해서 하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일은 의논이 많다. 만약 침의가 간섭을 받아 그 기술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
면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테니, 약방은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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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침을 맞고 싶다고 하면서 침의가 간섭을 받지 않고 혈을 정하도록 하라고 

강조한다.41) 내의원에서 침의보다는 어의들이 서열이 위라는 이유로 침의들

이 혈을 정하는데 간섭하는 일이 많았다. 선조는 이러한 행태를 경계한 것이

다. 

5월 23일 선조는 급히 침을 맞고 쑥뜸을 뜨고자 했다. 선조는 이때 “침술

은 침의에게 물어서 그에게 기술을 다하게 해야지 다른 의원이 간섭하게 해

서는 안 된다”고 또 한 번 강조한다.

“특별히 말할 만한 증세는 없는데 아마 습냉(濕冷)한 기운에 저

촉되어 다시 일어난 듯하다. 급히 침을 맞고 쑥뜸을 뜨고자 한다. 

기(氣)가 오래가면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침술은 침의에게 물

어서 그에게 기술을 다하게 해야지 다른 의원이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손가락의 병 역시 냉약(冷藥)을 많이 복용한 소치인 듯

하여 매우 염려된다. 가을에 가서 침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자 

하니, 외방에 침술을 지닌 자가 있으면 빠짐없이 불러다가 수시로 

의논하라”42) 

선조는 가을에 다시 제 로 준비를 해서 침을 집중적으로 맞겠다고 명을 

내리고, 침술에 뛰어난 자가 있으면 불러들여 의논해 두라고 했다. 

선조는 이듬해인 1607년 가을에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4일 간

격으로 침을 맞았다.43) 이 때 선조는 침을 놓는 자리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

었다. 9월 4일 침혈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자 다음날 선조는 누구의 의견

으로 침혈의 수를 줄 는지 확인하라고 말했다.44) 내의원 관원이 곧 알아보

고 보고했다. 선조는 침혈을 정하는 것은 침의가 해야 한다는 소신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 선조는 자칫 침구에 해 잘 알지도 못하는 어의가 침혈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듭했다. 

41) 선조실록선조 39년(1606) 4월25일.
42) 선조실록선조 39년(1606) 5월23일.
43) 선조실록선조 40년(1607) 8월29일~선조 40년 9월22일.
44) 『선조실록선조 40년(1607) 9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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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군대의 침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광해군도 침의들을 늘 가까이 두려고 했다. 당시 침구

의가들은 병 치료활동의 주역이었다. 민간에 침구 분야의 저변이 상당히 넓

어 조선 전역에 걸쳐 유명침구의가들이 많이 활동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

들 중 특별히 이름난 이들을 말을 보내 서울로 불러 모았다.

1610년(광해군 2) 12월 24일 내의원에서 건의하여 다음해 봄에 임금이 

침을 맞도록 하기 위해 삼도(三道)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전국에 있는 침구

술의 명의들에게 말을 지급하여 올려 보내도록 했다. 그 상자는 호남 금구

(金溝: 지금의 김제)에 사는 김 국, 충청도 옥천에 사는 전징, 경상도 거창

에 사는 김귀상 등이었다.

조선의 임금들은 이렇게 불러올린 의관들이 서울 근처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벼슬을 내렸다. 

광해군은 침의 김 국에게 12월 26일 경기도의 수령에 제수하게 했다. 실

제로 수령에 제수가 됐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명 자체에 해 조

정 사 부들의 시각은 곱지를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의 따가운 논평이 

이를 보여준다. 광해군은 1612년(광해군 4) 1월말~2월초에도 침을 맞았

다.45) 유명 침의들을 불러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침을 맞기 위해서는 불

러온 침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해 9월 4일 내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남 , 김 국, 전징이 멀리서 불려와 있었다.

목장흠(睦長欽)이 내의원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침의(鍼
醫)인 전 군수 남영(南嶸)과 전 현감 김영국(金榮國), 전 사과(司
果) 전징(全澂)이 지금 부름을 받고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한산(閑
散) 중에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군직(軍職)에 붙여서 상사(常仕)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각과(各科)가 아직 멀어서 멀리

서 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니 우선 급료(給料)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46) 

조선시  사관 김용의 사초인 당후일기초본에 이 시기 허임과 남 이 

45) 광해군일기광해군 4년(1612) 2월8일.
46) 광해군일기광해군 4년(1612) 9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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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에게 침을 놓는 장면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47) 병에 해 어떻게 보

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혈자리를 정하여 침을 놓았는지에 한 구체적인 과

정까지 묘사되어 있다. 광해군이 혈자리를 더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치통치료에 쓰는 혈도 거론되어 있다.  입시한 사람은 성씨만 기록

되어 있는데 허와 남은 허임과 남 을 지칭하는 것이다.      

<1615년(46세, 광해 7) 11월 26일>

우협거, 선계혈(다리가 아닌 팔위)에 침을 맞다, 내정, 삼리, 열

결, 양계혈에 추가하다. 약방제조 이, 주서 김, 부제조 윤, 기사관 

홍, 어의 조, 김, 윤, 허, 남이 입시하다.

유시에 왕이 옥경당에 납시다. 왕이 "어의는 얘기하라"하니, 어의 

조가 "이 증세는 외부의 풍사가 몸에 들어온 것이니 반드시 땀이 날 

것인데 지금 침을 받고자 하니 극히 심려가 됩니다."고 말하였다.

임금은 어제는 좀 나아진 것 같더니 오늘 오후에는 잇몸 내외(內
外)가 뜬 것 같아 열이 심해진 것 같다. 또 울열(鬱熱)의 병에는 

전에도 침을 맞는 것이 효과가 있은 듯하다.

조 어의가 "풍사에 감염되어 열이 나는 것은 민간에서도 발표(發
表)하여 나은 자가 있으니 발산하는 약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침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하고 아뢰었다.

임금께서 "비록 종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급히 치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니, 조가 아뢰길 "경락병은 밤에 심해져서 더 편치 

못 합니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제조에서 "의논하여 아뢰어라."하니, 의관이 "해계와 내

정 2혈에 침을 놓고자 하니 어떠하십니까?"하고 아뢰니, 임금께서

는 "어찌 단 2혈인가, 다시 다른 혈을 의논해 주시오"하였다. 의관

이 "해계 내정에 우선 자침 하겠습니다"하니 왕은 "7, 8혈을 더 찾

으시오"하였다.

의관이 "이 병은 위에 열이 있어 생긴 것인데 이 두혈은 위열에 

47) 운천(雲川) 김용(金湧)의 기록이다. 김용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인 안동에서 의병장으로도 활약했고, 여러 관직을 두
루 거치는 동안 춘추관 편사관을 겸하면서 선조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당후일기초본(堂後日記草本)의 
내용은 1615년(광해군 7) 윤 8월 초6일부터 이듬해 6월18일까지의 경연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빠진 날짜가 많은 것이 흠
이다. 원래의 표제는 운천선조경연주 (雲川先祖經筵奏對)이고, 천(天)·지(地)·인(人) 3책으로 된 필사본이었다. 일제 때 조
선사편수회에서 각 지방의 사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재등사하여 책으로 제본된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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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므로 다만 이 2혈에 자침하고자 합니다"하였다.

임금께서 "그러나 어찌 2혈의 침으로 효과를 보는 이치가 있겠는

가? 다시 다른 혈을 찾아주시오"하였다. 의관 등이 다신 논의하여 

"신문, 삼리를 정해 나아가 아뢰길 이는 반드시 풍사가 감염된 것

이니 신문혈과 삼리혈에 같이 자침 하겠습니다"하였다.

임금께서 허와 남을 불러서 말씀하시길 "치통에는 어느 혈이 해

당하는가"하니, 의관 등이 다시 우협거혈과 열결 2혈을 의논하여 

아뢰었다.

허임이 나아가 침을 놓고 임금은 우측편에 침을 맞았다. 임금은 

"양계혈은 산통에 쓰는 혈이므로 이 혈에도 침을 맞고 싶다"하니, 

의관 등이 우측 양계혈에 침을 놓고 임금은 맞았다.

의관이 말하길 "이는 비록 위열로 생긴 것이나 반드시 밖에서 풍

사가 들어와서 이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름에 위가 반드시 열

이 더할 것이나 이 증세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찬 겨울에야 드

러나는 것이니 풍이 든 것이 그러합니다"고 아뢰었다.

이날 허임과 남 의 시술이 효험을 보인 모양이다. 이틀 뒤인 11월 28일 

광해군은 “허임(許任)과 남 (南嶸)을 경기와 가까운 도의 수령 자리가 비기

를 기다려 제수하되, 속히 거행하라”고 재촉했다.48) 

1616년(광해군 8) 1월 23일 광해군은 허임을 평현령(永平縣令)으로, 남

을 음죽현감(陰竹縣監)으로 삼았다.49) 평현은 경기도 포천시 중(永中)·

일동(一東)·이동과 북면(永北面)지역을 관할한 행정구역이다. 음죽현은 경

기도 이천시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배치를 

해 둔 것이다. 이번 임명은 큰 반  없이 이행이 됐다.

광해군은 1617년 2월 12일 허임을 평현령에서 다시 양주목사로 승진 

발령했다.50) 그러나 이 발령은 사헌부의 반 로 성공하지 못했다.51) 양주는 

서울의 북쪽 길목으로 지역이 넓고 사람이 많은 요지 다. 이곳 수령을 허임

에게 임명하니 사 부 관료들의 반 는 집요했다.52)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

48) 광해군일기광해군 7년(1615) 11월28일.
49) 광해군일기광해군 8년(1616) 1월23일.
50) 광해군일기광해군 9년(1617) 2월12일.
51) 『광해군일기광해군 9년(1617) 2월18일.
52) 광해군일기광해군 9년(1617) 2월19~26일; 권113, 광해군 9년 3월9․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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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번갈아가며 집요하게 반 를 하자, 3월 9일 양주

목사 허임(許任)과 부평부사 이익빈(李翼賓)을 서로 바꾸는 선에서 타협을 했

다. 

광해군은 서울 인근에 유능한 침의들을 수령으로 배치해 놓고 필요할 때 

불러서 침을 놓도록 했다. 1617년(광해군 9) 6월 6일 허임과 유 명을 불러

서 손에 난 종기를 치료했다.  6월 21일 치료를 마치고 허임은 광해군에게 

하직을 하고 임지인 부평으로 돌아가는 기록이 있다. 

사관은 이때 “허임이 악공 허억복(許億福)의 아들인데 침술이 뛰어나 임금

의 총애로 2품의 관직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하고 있다.53) 11월 10일의에도 

사관은 “허임과 유 명은 다 얼자(孼子)인데 침놓는 재간이 있었으므로 총애

를 받아 특별히 기읍(畿邑)의 수령에 제수된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 인조대의 침의

인조 때 허임에 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에서 발견된다. 인조반정이 일

어나자 광해군이 임명한 사람들을 관직에서 내쫓기 시작했다. 1623년 인조 

원년 경기감사는 3월 24일 침의 중에서 금천현관을 하고 있던 안언길을 쫓

아내라고 계를 올리고,54) 26일에는 남양부사 허임도 쫓아내라고 인조에게 

청한다.55) 

그런데 허임은 인조 때도 여전히 내의원 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인조 

6년 승정원일기에 허임에 관한 기록이 다시 등장한다. 1628년(인조 6) 4

월14일 내의원 관원에게 시상을 하라고 인조가 하교를 한다. 여기서 허임의 

이름이 침의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어의 신득일·이 남, 

의약상참 이유응·민강, 침의 허임·배룡·정 붕·박태원이 각 반숙마 1필씩”을 

상으로 받는다.56) 

같은 해 9월2일 승정원일기에서 허임은 유의(儒醫)인 이유성과 함께 인

조에게 침을 놓기 위해 궐문(闕門) 밖에 와서 기하는 모습이 다시 보인

53) 광해군일기광해군 9년(1617) 6월21일.
54) 『승원원일기인조 원년(1623) 3월24일. 
55) 『승원원일기인조 원년(1623) 3월26일.
56) 『승원원일기인조 6년(1628) 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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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 이 모습은 같은 해 9월 3일자 응천일록의 기록에도 나타난다.58)

인조는 1628년(인조 6) 8월 26일부터 9월 10일 경까지 이틀 간격으로 침

을 맞았다.59) 허임이 입시한 가운데 침시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22일 인조는 침놓을 때 참여한 내의원 관원과 의원들에게 상금을 

내렸다. 관련 기록이 인조실록에도 나타난다.60) 

승정원일기에는 상을 받은 관계자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

때 훗날 내의원 도제조로서 허임의 침구경험방 간행을 도운 김류(金瑬)도 

호피(虎皮) 1필을 상으로 받았다.61)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이 때 쯤 허임

은 내의원을 그만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선조 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침의의 위상은 광해군을 거쳐 인조 때에 

더욱 확고해졌다. 허임이 내의원 침의에서 물러나 어디론가 떠난 뒤, 인조의 

최측근 의원이 된 사람은 이형익이라는 침의 다.

1613년(인조 11) 1월 인조는 번침술(燔鍼術)로 사기(邪氣)를 물리친다고 

이름이 난 이 시골의 침의(鍼醫) 이형익(李馨益)을 내의원에서 불러 서울에

서 머물 수 있도록 녹봉을 준 후 자신에게 침을 놓도록 했다. 찬바람을 많이 

쏘이고 마비증세가 있던 인조에게 번침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인조는 그를 총애하기 시작했다. 그 총애는 인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

다. 번침은 불에 달군 침으로 지지듯이 침을 놓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번

침은 화침(火鍼) 또는 낙침(烙針)이라고도 하는데 『황제내경에도 기록되었

다. 그러나 이형익의 번침에 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시술방법은 현

재 알 수 없다.62)

1639년(인조 17) 여름 이형익이 여러 차례 번침을 놓았으나 인조의 병은 

좀처럼 낫지를 않았다. 이때쯤 승정원일기에 허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다. 

8월 12일 임금이 식은땀을 흘리는데 낫지를 않자 내의원 도제조 최명길이 

“허임이 청한(靑汗, 식은 땀)을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허임을 소개했

다. 그는“허임의 의술이 지금의 의원보다 뛰어나다”며 적극 추천했다. 그런데 

허임이 늙어서 말을 타고 와서 침을 놓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자 인조는

57) 『승원원일기 인조 6년(1628) 9월2일. 
58) 『응천일록 권4, 9월초3일 “去夜政院啓”
59) 『승원원일기 인조 6년(1628) 8월26․27일; 9월2․6․8․10일.
60) 『인조실록 인조 6년(1628) 10월21일.
61) 『승원원일기 인조 6년(1628) 10월22일.
62) 『朝鮮醫學史朝鮮醫學史及疾病史 三木榮,  자비출판, 1962,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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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세를 써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는다.63)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8일 허임으로부터 임금의 병에 한 침구처방이 

도착했다.64) 인조의 청한 증세에 해 허임이 보낸 처방은 손에 침혈 각 네 

곳, 등에 뜸혈 두 곳, 장부에 침혈 중완 한 곳. 그러나 이에 해 침의 이형

익과 반충익 등 당시 인조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던 침의들은 이것을 동시

에 놓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중완 한곳의 혈에만 침을 놓았다.

당시 인조의 병 치료는 이형익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허임이 써 보낸 

처방은 참고자료에 불과했고, 인조의 병 치료에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 허임은 충청도 공주의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

며 평생의 임상경험을 모아 『침구경험방을 집필하고 있었다. 간행년도가 

1644년(인조 22)이니까 1639년(인조 17) 경엔 이미 책의 원고가 거의 완성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허임은 공주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침구진료 소식은 서울의 내의원 제조

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었다.

허임이라는 이름이 다시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때는 1641년(인조 19) 

5월 19일. 내의원이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공주에 사는 최우량이 

허임에게서 침을 배웠는데 그 의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기록이다.65) 최우량

은 공주에 사는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이었다. 허임에게서 침을 배운 그가 

일이 있어 서울에 왔다가 재신 중에서 창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 침을 놓자 

곧바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우량은 바로 다음날인 5월 20일 오위(五衛)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
官職)인 부사용(副司勇)의 관직에 제수됐다.66) 그 후 최우량은 내의원 침의

로 활동하는 기록이 이어진다.67) 

63) 『승원원일기 인조 17년(1639) 8월12일. 
64) 『승원원일기 인조 17년(1639) 8월18일.
65) 『승원원일기 인조 19년(1641) 5월19일.
66) 『승원원일기 인조 19년(1641) 5월20일. 
67) 『승원원일기 인조 21년(1643) 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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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의 허임의 활동 범위

조선왕조실록에는 허임을 비롯한 침구의원들이 임금을 진료한 활동이 비

교적 상세히 남아 있다. 하지만 그 외에 허임이 환자를 치료한 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조정 사 부들을 진료한 기록이 양반가의 문집에서 간

혹 발견될 뿐이다. 

허임은 임금의 명을 받거나 혹은 관료들에게 직접 불려가서 환자에게 침

을 놓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중에 허임은 나중에 침구경험방의 발문을 쓰

게 되는 이경석이 불러 그의 집에 있는 환자에게 침을 놓은 일이 있었다. 그

러나 이미 너무 늦었던 듯, 허임에게서 침을 맞은 뒤 회복이 되는  듯하다 

얼마 안가서 환자는 사망했다. 이 기록은 이경석의 아버지인 이유간의 『우

곡일기 1618년(광해군 10) 4월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석(이경석)이 허임을 찾아가 와서 침을 놓기를 청했다. 넓적다리

에서 피고름이 거의 3∼4사발이나 뽑아냈다. 지난해 10월에 시작

된 극심한 통증이 이미 종기가 되는 징후였는데 서울로 올라 온 

후 여러 의자(醫者)들이 와서 보고도 모두 종기를 알지 못했는데 

허임만이 혼자 알았다. 과연 이름을 헛되게 얻은 것이 아니다.68)

이경석의 아버지는 허임의 명성이 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허임을 

부르러 갔던 이경석은 곧 있을 인조반정의 핵심 세력이 된다. 이경석은 정쟁

의 와중에서도 허임의 침술 실력을 인정하고 꾸준히 교류를 했다.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보면 허임이 마치 내의원에서 임금과 일부 사 부

가만을 진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당시 침술의 쓰임새는 다양했다. 추국

을 받는 죄인들이 추국 중에 죽지 않도록 하는데도 침으로 구료를 했다. 다

음은 1612년 광해군일기의 기록이다. 

추국청이, 죄인들이 형신을 받으면 곧바로 죽는 일이 있다는 것

에 대해 회계하기를, “신들이 처음에는 형신의 곤장이 과중한 것

을 우려하여 푼수를 감할 것을 아뢰었습니다만, 곤장을 고친 뒤에

68) 愚谷日記 戊午日課 4월小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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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곧바로 죽는 일이 여전히 많으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옥졸들을 엄히 주의시켜 마음을 다해 침(針)으로 치료하여 잘 

구료(救療)하게 할 뿐입니다. 감히 아룁니다”하니, 답하기를, “알

았다. 근일에는 형신을 받지 않았는데도 병으로 죽는 사람이 또한 

많으니, 다시 엄히 주의시키도록 하라”하였다.69)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구료에도 침의가 배치되었다. 1618년 4월 9

일 광해군이 궁궐공사의 장역들을 간병하고 구료케 하는 일에 침의를 상설로 

배치하라고 명을 내린다.

“영건도감에서, 의원(醫員)과 침의(鍼醫)가 도감에 대기하고 있

지 않은 탓으로 장역(匠役)들 가운데 병이 중한 사람을 구료(救療)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니 놀랍기 그지없다. 모두 추고하고, 지금 

이후로는 두 궁궐에 모두 의원 및 침의를 배정한 뒤, 자리를 떠나

지 말고 간병(看病)하며 구료케 하라고 도감과 해사(該司)에 이르

라”70)

사 부들도 몸이 아파 침을 맞는 경우가 잦아졌다. 선조실록에는 사

부들이 침을 맞는다는 기록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임금이 직접 침의를 보내

는 경우도 있었다. 허임도 왕의 명으로 고위관료의 침구치료에 자주 파견되

었다. 선조시절 이수록(李綏祿)이 위급한 병에 걸려 집으로 가 있어서 선조

가 내의원에서 약물도 만들어 보내고, 침의인 김 국과 허임을 파견해서 번

갈아가며 살피고 구완하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71) 

16세기 후반부터  왕실의료에서 침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갔고, 

허임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허임의 활동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만 미루어 짐작을 해 봐도 상상할 수 있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그려내는 일은 순전히 후세인들의 몫이

다. 침구로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뛰어난 유명 침구의원 허임이 임금을 치료

하지 않은 기간의 행적은 역사적 상상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

69) 광해군일기 광해군 4년(1612) 4월18일.
70) 광해군일기광해군 10년(1618) 4월9일.
71) 白江先生集 권15, ｢行狀｣ “先考贈領議政驪州牧使府君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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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허임은 가는 곳마다 침구로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이다. 침 몇 

개와 뜸쑥만 있으면 갖가지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 침구의원이 머

무는 곳이 바로 종합의료기관이었을 것이다. 그때그때 필요한 약재를 각각 

구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전문의원과는 그 기동성이 달랐다. 침구의

원은 전국 어디로든 왕진이 자유로웠다. 

사실 조선시 엔 침과 뜸이 아니면 인술로서 의술을 베푸는 일이 단히 

어려웠다.  물은 체로 양반의 치료법이었다. 약재를 구하는 일이 쉬운 일

이 아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약물부족이 더욱 심했다. 16세기 문집이나 일기

에 나타난 향촌에서의 약물 이용은 약재시장이 활성화되어 손쉽게 약재를 구

하던 조선후기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양반 사 부들의 경우도 

상호부조를 통해서나 약을 얻을 정도 으므로 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병이 

나면 약재가 필요 없는 침구나 무당의 굿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침뜸을 일약 고급의술로 등극시킨 사람들은 허준이나 양예수 같은 약의

(藥醫)들이 아니었다. 주로 종기치료에서 의술을 시작한 침의들이었고, 침술

의 가 던 허임의 『침구경험방이 침뜸술을 고급의술이면서도 중적 의

술로 만들었다.

▮ 허임 의술을 계승한 名鍼들

『침구경험방이 간행될 당시 이미 허임의 다음 세  침의들이 두각을 나

타내기 시작했다. 

허임에게서 직접 의술을 배운 최우량이 내의원 침의로 특채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조시  허임과 함께 임금의 편두통을 치료한 남 의 둘째 

아들 남창조(南昌祖)도 아버지의 를 이어 침의로 활동하는 모습이 승정원

일기에 나타난다. 

남창조 또한 침술에 뛰어났다. 1603년 출생한 그는 1645년 침의 채득기와 

함께 임금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한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72) 

상주에서 태어난 남창조는 나중에 의약동참으로 들어갔고, 양천현감, 청양현

감, 과천현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73) 

72) 승정원일기 인조 23년(1645) 4월20일. 
73) 『내침의 선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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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년(효종 7) 7월 12일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내의원에서 남창조와 

최우량은 침술이 가장 정묘하니 나란히 두 사람을 불러들이고자 임금에게 청

하는 기록이 있다. 

이 때 즈음 허임의 침구술을 이어받은 김중백의 활동도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백이 허임의 침구술을 이었다는 기록은 조선통신사 일

행과 일본인 의사 사이의  의학문답기록에 나타나 있다.74) 1658년(효종 9) 

7월 6일 전라도 침의 김중백(金重白)이 올라왔으니 유후성(柳後聖)과 함께 

입시(入侍)하여 상처를 진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가 임금에게 올라

갔다. 이 보고에서 김중백은 의술이 매우 정명하여 이름이 났다고 전하고 있

다. 그의 이름은 효종과 현종 시기 승정원일기에 70~80차례나 등장한다. 

김중백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 뒤에도 다시 거론될 정도로 침술

의 가로 명성이 이어졌다. 당시 조선에서는 허임의 의술을 계승한 사람은 

곧바로 명의로 인정이 될 만큼 허임의 명성은 불멸이었다. 숙종 때도 허임의 

의술을 이어 명의로 이름이 난 두 명의 침의에 한 기록이 있다. 

조선 최초의 소아(小兒) 전문의서를 지은 조정준(趙廷俊)은 그의 『급유방

(及幼方) 에서 허임의 침구법을 전승한 최유태와 오정화를 소개하고 자신도 

그 맥을 잇고 있다고 전한다. 이 책은 1749년에 펴낸 것으로 허임 사후에도 

허임의 침술을 잇는 이들의 이야기가 줄곧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숙종시대에 태의(太醫) 최유태와 별제(別提) 오정화는 모두 허

임에게서 침술을 전수받아 당대에 이름났다. 나는 이 두 사람에게

서 그 침술의 연원을 전해 들었으므로 자세히 기록하였다”75) 

최유태(1629년~1697)는 조선 효종과 현종 때 내의원에서 김중백과 함께 

활동한 침의다. 그는 승정원일기에 200여 건이 등장할 정도로 비중 있는 

내의원 침의 다.  유태는 4 가 의원을 한 청주 최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최귀동부터 최계손, 최덕은, 최준삼을 이은 의원 최응원이 최유태의 아버지

다. 최응원은 인조 때 유달 등과 함께 내침의로 활동한 인물이다.76) 

74) 『상한의문답 桑韓醫問答 趙崇壽 : 東有許任者善焉 有金公中白者繼之 今也則兦可悲也夫

75) 趙廷俊, 及幼方 , 여강출판사, p.205: 肅宗朝大醫知事崔公有泰, 別提吳公鼎和, 皆得許任傳授之鍼法有名, 當世余於二公得聞其

緖餘, 故詳記之.
76) 승정원일기인조 21년(1643) 10월12일, 원본86책/탈초본5책(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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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원의 작은 아들 최유태는 아버지의 침술을 전수받지 않고 허임의 침

술을 이어받았다. 최유태는 23세 되던 1651년(효종 2)  의과에 합격했다. 허

임이 그러했듯이 최응원의 아들 최유태도 처음에는 치종교수로 활동하다 내

침의로 들어갔다. 그는 김포와 양천의 수령으로 파견되기도 했고, 숭록 부까

지 지냈다.77) 최유 의 후손인 최만선, 최익진, 최택증과 최택규에 이르기까

지 모두 의원으로 활동, 9 가 의원의 가업을 이었다. 최유태의 형인 최유후

도 1639년에 의과에 합격했는데, 그의 후손들도 만상, 익명, 홍훈까지 의원

으로 활동했다. 

또 한사람의 허임 제자로 알려진 사람은 오정화(吳鼎和)이다. 해주(海州 )

오씨 오정화의 집안은 문무과 합격자를 낸 양반 가문이었다. 오정화의 아버

지는 무과에 급제해 무반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큰 아버지가 역과에 합격

하여 역관 가문이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오정화가 역관의 딸과 결혼했지만 

가업을 잇지 않고 허임의 침술을 전수받았다.78) 의과에 합격해 활인서 별제

(종6품)까지 오른 오정화도 치종교수를 거쳐 내의원 침의가 되었다. 그는 또 

나중에 의약동참으로도 이름이 올랐다.79) 오정화의 후손들은 17세 지철, 18

세 덕신, 19세 명검, 20세 인풍까지 여러 에 걸쳐 모두 침술의원으로 를 

이었다. 그의 후손 가운데 한 계파는 역관으로 이어지고, 한 계파는 의원으

로 이어진다. 

허임의 침술은 이렇게 제자 최유태와 오정화 , 김중백 등을 통해 전해져 

침술이 전문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침구경험방』이 간행되어 책을 

통한 허임침구학의 전파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77) 『내침의선생안
78) 「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 (38) - 침술의 가 허임」 허경진 연세  국문과 교수, 서울신문. 
79) 『내침의 선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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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구경험방』의 간행

▮ 침구경험방 간행의 학술적 배경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침구분야를 중시하 다. 의학교육 과정 중에서도 침

구 관련 과목을 중시하여, 동인경(銅人經), 침경지남(鍼經指南), 십사경발휘

(十四經發揮), 자오유주(子午流注), 침경적 집(鍼經摘英集), 옥룡가(玉龍歌),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 등을 필독서로 지정하 고, 이러한 침구서적을 중앙

과 지방에서 여러 차례 간행하기도 하 다. 

성종16년(1485)『경국 전』에 독립된 침구전문업종 제도가 명확히 자리

를 잡아 침구의(鍼灸醫)가 제도권 내에서 자리를 잡았다.『경국 전』이 규

정한 침구의(鍼灸醫)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찬도맥(篡圖脉)』『화제지남(和
剂指南)』,『동인경(銅人經)』, 『직지맥(直指脉)』,『침경지남(鍼經指南)』,

『자오유주(子午流注)』,『옥룡가(玉龙歌)』,『자생경(資生經)』,『외과정요

(外科精要)』,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침구적 집(鍼灸摘英集)』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조선에서 침구의(鍼灸醫) 취재에서 요구하는 수

준이 아주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꾸준히 침구의(鍼灸醫)를 배출해 

내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 편찬된 침구서(鍼灸書)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향약집성방』: 세종 13년(1431) 권채,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등이 편

찬했는데, 부록에 침구법 1467조가 있다. 

② 『의방류취』: 각문의 질병조(疾病条) 중에 침구료법이 있다.

③ 『침구택일편집』 : 세종 31년(1449) 전순의, 김의손 공동편찬

④ 『침구요결』: 선조 33년(1600) 류성룡이 의학입문의 침구편을 정리함. 

당시에는 출판되지 않았다가 그의 후손에 의해 근대에 출판됨. 

⑤ 『동의보감』침구편 및 내경 외형 잡병편의 각 병증별 처방 말미의 침구처

방,1610년 허준 편찬. 

국내에서 간행된 의서들 중에도 침구는 항상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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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학의 기치를 내걸었던 세종 때에 간행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 

경우는 권두에 단순한 혈(穴) 정리이긴 하지만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으로

부터 채록한 침구목록을 수록할 정도로 침구에 한 관심을 표시했으며, 조

선 최 의 종합의서인 의방유취(醫方類聚)에서도 침구 관련 서적을 많이 인

용하 다. 아울러 침구時日의 길흉을 택하기 위한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
集)을 편찬하기도 하 다.1)

특히 성종은 의서편찬청(醫書撰集廳)을 따로 둘 정도로 의학을 장려하며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그는 팔혈구법(八穴灸法)을 덧붙인 신응경(神應經)의 

간행을 직접 명하기도 하 다.2) 

신응경(神應經)은 선조, 인조 때에도 중인되는데, 『침구경험방』은 이 책

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초기에 이미 

당시까지 중국에서 나왔던 주요 침구 관련서적을 거의 입수하여 활발히 이용

하 음을 말해 준다. 조선 중기에 와서는 이러한 조선 초의 토양 위에 의학

입문(醫學入門), 의학강목(醫學綱目)등, 명 (明代)의학의 침구학적 성과를 적

극 반 한 허준의 동의보감 침구편(東醫寶鑑鍼灸篇)이 간행된다.3) 동의보감

에서 각 병증별로 당  의학서적의 침뜸처방을 골라 수록하 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조선침구학의 이러한 역사적 연장선에서 등장하

게 되었다. 특히 동의보감의 침구부분과 『침구경험방』은 조선중기 침구학 

발전의 양  성과물로 중국의 침구의서를 그 로 사용하던 데서 한 걸음 나

아가, 당시까지의 침구이론을 재정리하고 임상적 경험을 결합시켜 조선의 의

료실정에 맞는 침구의서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허임은 17세

기 임상 침구학의 발전을 주도한 가답게 역 침구의서를 활용하면서 자신

의 경험적 색채를 혼합한 토속성이 짙은 『침구경험방』 이라는 침구전문서

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4)

임진왜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실학적 경향은 의서의 출판에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1600년 유성룡이 향촌에서 의학입문 중 침구 부분을 뽑아 

침구요결이라는 책을 썼다. 그 서문에는 임진왜란을 겪은 지식인이 실학적 

1)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 신응경(神應經)은 진회(陳會)가 찬(撰)한 광애서(廣愛書)를 1425년(明) 그의 제자인 유근(劉瑾)이 보완하여 만들었다고 알려진 

침구임상서. 조선에서는 성종 5년(1474) 한계(韓繼)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그 후 선조 및 인조 때에도 간행된 침
구서로 조선중기 이후의 조선침구학에 많은 영향을 준 책이다.

3) 의학강목(醫學綱目)은 동의보감 각 편에 산재해 있는 침구법에서 가장 많은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는 책이며, 의학입문 침구
편도 적지 않게 인용되고 있다.

4)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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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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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으로 전환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 후 1612년 동의보감이 나오고 

1644년 『침구경험방』이 간행된다.

임진왜란 이후 지식인들 사이에서 침과 뜸을 잘 이용하면 백성들의 고통

을 더는데 크게 유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임진왜란의 한 가운데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조선의 고위 관리 유성룡이 침구서를 집필한 시기도 이

때쯤이다. 1600년(선조 33) 유성룡은 ‘의학입문’이라는 명나라 의서의 침구편 

부분을 정리하여 ‘침구요결(鍼灸要訣)’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조정에서 의정까지 지낸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침과 뜸은 효험이 빠

르니 향리(鄕里) 사람으로 침놓는 법을 거칠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처

방을 살펴 혈자리를 구하면 스스로 가히 병을 치료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아

도 된다”라며 침뜸의 실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서문에서 또 자신이 엮

은 침구요결에 해 “각 경락(經絡)을 분류하고, 혈(穴) 자리 아래에 치료법

을 두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보기만 하면 깨닫게 하여 달리 찾을 필

요가 없게 하 다”라고 소개하고, “장차 언해(諺解)로 하여 우매한 아낙네라

도 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침뜸을 백성들의 생활의술로 자리 잡

도록 하려는 뜻을 피력했다. 

애민정신이 가득한 유성룡의 침구요결은 아쉽게도 당 에 널리 전해지지

는 못하고, 300년이 지난 1901년에 후손인 유오 (柳伍榮)에 의해 인쇄되었

다. 그래서 유성룡의 침구요결이 허임 『침구경험방』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성룡의 침구요결을 펴내려고 한 취지가 

실용적인 생활의술의 보급이라는 『침구경험방』의 간행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침구경험방』의 발문을 쓴 이경석과 『침구경험

방』을 간행하는데 기여한 당시 관료들은 침과 뜸을 잘 이용하면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데 크게 유용할 것이라는 유성룡과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 침구경험방의 간행

허임이 집필한 저서 『침구경험방은 조선 최고의 의료기관인 내의원에서 

목판인쇄로 간행을 추진했다. 침구경험방의 발문에 이경석은 “지금 나라의 

재상인 북저 김류가 내국(내의원)의 도제조를 맡고 있고, 내가 마침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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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 경험방을 호남관찰사 목성선공에게 부탁하여 간행하게 하 으니, 임

금님께서 만백성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려는 뜻을 받든 것이다.”라고 그 간행 

경위를 밝히고 있다. 당시 의정 명으로 관찰사까지 동원하여 침구경험방
을 펴낸 것이다. 조선시  인쇄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판본으로 책을 하

나 펴내는 데는 적지 않은 재원이 들어간다. 가난한 침구의원이 판본으로 책

을 출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면 『침구경험방은 

간행될 수가 없었다. 한 의원의 임상경험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리 출판해 

낸 것은 그 의술이 그만큼 백성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허임의 침구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침구경험방 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춘추관이면서 내의원 제조를 맡고 있던 당 의 문장가 이경석은 “태의 

허임은 평소에 신의 의술로 일컬어졌고 평생 동안 치료한 사람은 다 꼽을 수

가 없다.”고 말하고, “그중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경우도 많아 일세에 

명성을 떨쳤으며 침의들에게서는 으뜸으로 추앙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책 발문의 말미에는 “갑신년 4월 내의원 제조 자헌 부 의정부 우참찬 겸

지경연 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이경석 삼가 발문을 쓰노라”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침구경험방의 간행년도가 1644년(인조 22)임을 추정해 

낼 수 있다. 이 초간본은 목판으로 당시 내의원 도제도 김류의 명을 받아 제

조 이경석이 호남관찰사 목성선에게 부탁하여 전주에서 인쇄한 것이다. 

1644년(인조22) 침과 뜸으로 최고의 명성을 떨친 침의(鍼醫) 허임이 평생

의 임상을 바탕으로 집필한 『침구경험방이 마침내 목판본으로 간행되자 조

선에서는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침과 뜸을 중화 하여 

백성들의 생활의술로 보급하고자 한 것은 『침구경험방 간행의 취지이기도 

했다. 내의원 제조 이경석은 『침구경험방 발문에서 “침과 뜸은 구비하기 

쉬우면서도 그 효과가 매우 빠르다”며 “세상이 공유하여 널리 전해야 한다”

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5)

5) 증세를 살펴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약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우수마발이라도 평소에 모아두지 않으면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
이다. 하물며 금석단사의 귀한 약재를 궁벽한 곳에서 어찌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물며 한번 복용하여 병이 낫기를 
기약할 수 없음에랴. 침놓는 것과 뜸뜨는 것은 그렇지 않다. 구비하기가 쉬우면서도 그 효과는 매우 빠르니 그 처방은 지침 
중에도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 경험방을 얻어서 증세에 따라 치료하면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만날 수 있으니 그 구제하
는 바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마땅히 세상이 공유하여 널리 전하여야 할 것이며  없애거나 함부로 하지 않도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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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침구경험방]

규장각에는 1644년에 간행된 초간본과, 초간 간행 후 

20여년 후에 중간된 것으로 보이는 판본이 있다. 

『침구경험방은 그 후 조선 조정에서도 여러 차례 다

시 인쇄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침구경험

방』에 한 해제에서는 “『침구경험방』 1책(83장)의 

활자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1668년(현종 9)에 주조된 무

신지(戊申字)로 간행되었으므로 17세기말이나 18세기 전

반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하고 있다.

1668년(현종 9)은 '무신자'가 만들어진 해이다. 규장각 

『침구경험방』 해제에서 활자본이 17세기말이나 18세기 

전반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더 정확

하게 1698년(숙종 24)에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숙종 24년 

8월 14일 승정원일기에  “『침구경험방을 교서관으로

부터 3건 진상하고, 세자궁에도 2건 올리고, 내의원에도 소장하며, 의관 등에

게 나누어 준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규장각 소장 목판본 가운데 3종은 1725년( 조 1)에 복각하여 간행된 것

이다. 또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목판본이 필사본과 함께 소장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독약품 의약사료관, 허준박물관 등에 목판본이 있다. 『침구경험방
이 초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활자나 목판으로 중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

사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2012년 오준호는 한국고전번역원 간행 『민족문화 38권』에서 ‘조선후기 

『鍼灸經驗方』의 비판과 수용-판본조사와 手抄 내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침구경험방』 국내소장 상황에 해 다음과 같이 정

리하고 있다.6)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목판본 2종, 필사본 2종.

◦ 고려대학교 도서관 - 목판본 1종, 필사본 5종.

◦ 국립중앙도서관 - 목판본 1종, 필사본 2종, 일본 향보 10년본 영인 1종, 

일본 행우서옥(杏雨書屋) 소장 필사본 영인 1종

6) 《조선후기 『鍼灸經驗方』의 비판과 수용-판본조사와 手抄 내용을 중심으로》. 2012년 『민족문화 38권』오준호. 한국고전번역
원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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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규장각 - 1644년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3종, 그 후 목판

본 1종, 금속활자본(戊申字) 1종, 필사본 1종.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학자료실 초간 목판본 1종, 필사본 3종. 

◦ 경상대학교 도서관과 성암고서박물관 자료실에 목판본 1종.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프스 도서관, 

용인대학교 중앙도서관, 경기대학교도서관 등에 필사본 각 1종씩.

공주에 사는 허임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침구경험방도 필사본이고, 

연세  의  동은의학 박물관과 허임기념사업회도 필사본을 한 종씩 소장하

고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언해본(諺解本)도 필사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에도 삼목 (三木
榮)이 『침구경험방』 전문을 한글로 언해한 책을 자신이 소장하고 있다고 

했다.7)  최수한(崔秀汉) 역시 개인 소장의 언해본이 존재한다고 하 다.8) 시

미상의 『침구경험방 언해』필사본이 경북 구의 어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경북 학교 문헌정보학과 남권희 교수가 복사하여 전하고 있었는

데, 이를 가지고 백두현 등이 주해하고 국어사적 가치 등을 연구한 바 있

다.9)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방요결(神方要訣, 編者未詳, 筆寫本)이

라는 의방서에 앞부분엔 동의보감(東醫寶鑑)이 있고, 후반부에 ‘경암방’이라

는 언해를 제목으로  침구경험방의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침구경험방 내용들은 모두 언해로 되어 있다. 우선 허임 서문의 내용이 모두 

언해로 기록되어 있고, 이어 ｢십이경초혈(十二經抄穴)｣에 해당하는 경혈 설명

이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을 시작으로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까지 실려 있

다. 계속해서 ｢침구법｣, ｢금기｣, ｢금침법｣, ｢금구법｣, ｢별혈｣, ｢모혈｣, ｢원혈｣ 
｢회혈｣, ｢십이경정형수경합방통｣, ｢(골도법)｣, ｢두부｣, ｢이부｣, ｢목부｣, ｢구부

｣, ｢(비부)｣, ｢수｣, ｢(인후)｣, ｢(치통)｣,｢심흉｣, ｢(복협)｣의 내용과 치법이 실

려 있다.(괄호 안은 편제가 누락된 부분) 이들 내용은 침구경험방 내용 가

운데 일부로서, 뒷부분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편자는 미상이지만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을 깊이 연구하던 조선 후

7) 『朝鮮醫書誌三木榮,大阪:學術圖書刊行會,1983,p.110 
8) 『선본해제15-의서류』신방요결 해제 중에서, 2013년11월30일,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발행
9) 『침구경험방언해』의 해제와 주해, 백두현 이미향 송지혜 홍미주. 嶺南學 Vol.- No.2 [2002] 경북 학교 영남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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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의가로 추정된다.

비록 침구경험방의 후반부가 누락되어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책에 실

려 있는 침구경험방언해 부분은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이 책은 언어의 시

적 성격으로 보아 해당 언해본을 19세가 말엽에서 20세기 초엽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하 다. 학계에 보고된 언해본과 본서의 언해 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향후에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10)

목판본은 물론 필사본이 여러 종으로 존재하고, 언해본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 『침구경험방이 단히 널리 활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판본의 경우 교또 학 의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1)

조선 숙종 때 실학자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와 1766년( 조 42) 이를 

증보하여 유중림이 간행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라는 농서(農書)에

도 민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급방으로 허임 『침구경험방의 내용을 

인용해 실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침구경험방』 간행 이후 허임을 포함하여 네 사람의 

의가의 경험방을 수집하여 펴낸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이 나왔다. 거기에도 

『침구경험방』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독자적인 보사법으로 널리 알려진 사암침법에도 허임의 『침구경험

방』은 일정한 향을 미쳤다. 사암이 지은 것이라는 사암침법이라는 책의 

치료편 중에도 허임 『침구경험방』을 인용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 『침구경험방』 출판 상황을 다음과 같다.

◦ 1945, 許任 침구경험방(全) /원문 활자 인쇄 /행림서원 /102쪽

◦ 1970, 『침구경험방』, 행림출판사,懸吐가 있음.

◦ 1979, 허임침구경, 허임 원저. 역자 신태호 유태우 /출판사 음양맥진출판사

/ 페이지 247쪽

◦ 1983, 허임침구경, 허임 원저. 유태우 역 /음양맥진출판사 

◦ 1985, 허임침구경, 허임 원저. 유태우 역 /음양맥진출판사/ 244쪽

10) 『선본해제15-의서류』신방요결 해제 중에서, 2013년11월30일,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발행
11) 許任『鍼灸經驗方』의 역사적 이해-治腫醫 전통을 고려한 하나의 提言. 김호, 2006.12. 충청학과 충청문화 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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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2001, 『許任 鍼灸經驗方(허임 침구경험방)』연재. 韓國의鍼灸社 編
輯部. 編. 정기간행물 『韓國의鍼灸』

◦ 1992.5.20, 침구경험방, 허임.일중사,2000.4.30재판발행(杏林本影印)

◦ 1994,여강출판사,韓國醫學大界 38卷 中,(규장각목판본 축소影印출판)

◦ 1999.7.22, 『침구경험방』 / 허임 지음 / 김달래 옮김 /출판사 정담 | 232쪽

◦ 2006.6.19, 『침구경험방』 / 허임 저/ 강상숙 외 번역 /(사)허임기념사업회 

출판/4×6배판 254면

◦ 2006.8. 25, 허임 침구경험방 /이병국 역 /현대침구원발행

◦ 2014.5, 큰글 침구경험방 1, 2 / 저자 허임 /역자 김만일 강상숙/ 도서출

판 큰글

북한에서는 1962년에 의학출판사에서번역 출판되었다.12) 2007년 7월10

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고려의학과학원의 현철 부원장은 “침구학의 첫 전

문서적인 『침구경험방』은 침구학의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며, 북한은 『침구경험방』을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과 함께 

‘고려의학고전’으로 번역했다고 전해, 북한의 고려의학과학원이 최근에도 조

선시  침술서인 『침구경험방』에 한 연구를 활발히 펴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12) 『鍼灸經驗方』 許任 原著,金達來 譯,圖書出版鼎談,印刷 1999年7月13日 序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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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구경험방』연구 前史

▮ 허임 연구의 시작

허임에 한 구체적인 연구는 먼저 일제시  삼목 (三木榮)에 의해 이루

어졌다.13) 조선의학사 연구의 가(大家)로 인정되는 그는 허임을 ‘해동(海
東) 제일의 침가(鍼家)’로 기술했다.14) 그는 『침구경험방』의 내용을 소개하

고, “조선 제일의 침구 전문서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삼목 (三木榮)은 본

격적으로 침구학이 융성하게 된 선조 에 명의(名醫) 허준(許浚)의『동의보

감』에 ｢침구편(鍼灸篇)｣이 독립적으로 논술되었으나 여전히 중국의 모방에 

그쳤고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허임은 ‘보사법’을 

통해 조선침구학의 새로운 경지를 마련했다고 보았다.15) 

그는 “『침구경험방』은 성종 에 전래되어 이용된 명나라 우박(虞博)의 

｢신응경(神應經)｣을 토 로 서술한 것이지만 조선 의사들의 경험이 혼합된 

제일의 침구 전문서로 추정된다.”고 전하고, “보사법(補瀉法)이 이전『소문

(素問)』의 이합진사론(離合眞邪論)이나『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의 침도

(鍼道)에 보이고 있고 이후 여러 의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허임의 보사법은 

그의 손기술 및 침 사용의 개량을 통해 보다 진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16)

그 후 허임과 『침구경험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박문현에 의해 이

루어 졌다. 그는 2002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허임의 생애에서부터 『침구경험방』의 

간행내력과 판본, 간행의 시 적 배경, 편제 및 참고의서, 학술내용과 그 경

향, 후 에 미친 향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허임과 『침구

경험방』에 한 연구를 크게 진전시켰다.17) 

2004년에는 이상창(李相昌)이 박사 논문에서『침구경험방』의 의의 가운

데 자락방혈(刺絡放血)과 자락(刺絡) 이후의 부항(敷缸;附缸)을 이용한 출혈 

방법을 독특한 특징으로 소개한 바 있다.18) 자락과 방혈에 주목한 것은 허임 

13) 김 호, 2002 <미카 사카에의 朝鮮醫學史 연구> 『문헌과 해석』19
14) 三木榮, 1962『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참조.
15) 三木榮, 1962『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참조.
16) 위의 책, 
17) 박문현, 2002『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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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중요한 부분을 포착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  의학의 차원에서도 자

락(刺絡) 방혈(放血)의 치료법이 열성(熱性) 역병(疫病)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

을 강조하 다.19) 

2006년 김호는 《허임과 침구경험방의 역사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

한 논문에서 조선 치종의학의 전통이 허임 침구술에 어떻게 전해지고 『침구

경험방』에 반 되었는지에 해 고찰을 했다.20) 

▮ 허임과 침구경험방의 연구 및 출판 상황

∙ 1962년,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朝鮮醫學史及疾病史)』(三木榮, 大阪, 自
家出版)  중에서 허임과 침구경험방에 관한 연구부분 수록되어 있음.

∙ 1997년,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한 고찰》, 동의 학교 한의학과 박

사과정 박세정, 한의학과 교수 박창범

∙ 2000년, 박문현,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침구집성의 실상》, 
한국의사학회지13-2, 2000a.

∙ 2000년, 박문현,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한 의사학적 고찰》, 한국의

사학회지13-1, 2000b.

∙ 2001년, 『허임 「침구경험방」 침·뜸·경혈요법 자가활용 가이드』 / 월간

지 신동아 /박문현 

∙ 2002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박문현, 경희 학교 학원 한의학

과 박사학위 논문

∙ 2004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이상창(李相昌), 상해중의약 학. 박사

학위 논문

∙ 2006년, 충청학과  충청문화 5권 1호. ‘침구의(鍼灸醫) 허임의 활동과 공

주문화’ 세미나 기획논문. 제1주제: 《허임의 생애와 활동》- 손중양(허임

기념사업회 이사), 제2주제: 《허임과 침구경험방의 역사적 이해》- 김호

(경인교육 학 교수), 제3주제: 《허임의 공주 정착과 공주문화》 - 임선

빈(충남역사문화원 연구부장). 

18) 이상창, 2004『許任 『鍼灸經驗方』硏究』 (上海中醫藥大學 박사학위논문).
19) 위의 책 pp.39-42
20) 허임과 『침구경험방』의 역사적 이해. 김호. 2006년 12월. 충청학과 충청문화 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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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세미나. 『침구경험방』의 특징

과 국내외 간행실태, 이상창 교수(경운 ) 

∙ 2010년, 『허임의 생애와 침의(鍼醫)들의 역사를 찾아서 - 조선 침뜸이 

으뜸이라』 손중양 지음, (사)허임기념사업회 펴냄, 신국판 320쪽. 

∙ 2010년, 《침의 허임의 가계와 생애에 한 연구》, 박훈평, 동신  학

원 한의학과 석사학위 논문

∙ 2010년, 오준호 《오장변증(五臟辨證)을 활용한 朝鮮 鍼法 硏究》 경희

학교 학원 2010, 

∙ 2011년, 『침구경험방』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의료와 침구기법, 오준

호, 한국의사학회지(韓國醫史學會誌) Vol.24 No.1 [2011] 63-71(9쪽) 

∙ 2012년, 《조선후기 『鍼灸經驗方』의 비판과 수용-판본조사와 手抄 내용

을 중심으로》 오준호.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38권 307 ~ 340.

∙ 2014년, 《허임의 생애와 그 유산》 임선빈. 《허임 침구경험방의 한국의

학사에서의 의의》 전종욱. 《허임과 침구학의 문화관광자원화》손중양. 침

구경험방 간행 370주년 기념 세미나 - 조선제일의 침의 허임침구학 조명. 

[허임기념사업회의 허임 련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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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구경험방』내용 분석

▮ 침구경험방 집필의 의의

허임은 노년에 들어 충청도 공주의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며 평생의 임상경험을 모아 『침구경험방을 집필했다.

침뜸에 해서만 쓴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1권 분량의 책으로 실제 침

구치료에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 침구의술서(鍼灸醫術書)다. 책머리에는 저

자 허임의 서(序)가 실려 있고, 말미에는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 이경석(李
景奭)의 발(跋)이 붙어있다. 

『침구경험방』은 침구이론을 요약하고, 질병별 침뜸치료에 한 허임 자

신의 임상경험을 최 한  간결하게 서술하려고 했다. 모두 52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는 이 책은 병기, 경혈, 경락, 침구이론(보사법, 금기, 취혈법등), 병증

별 침구처방, 침구기법과 시술경험에 한 언급 등 침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두루 갖춘 침구의서이다. 특히 각론에서는 신체 부위별, 내과·외과·전염병·부

인병·어린이병 등을 계통별로 나누어 분석·정리했다. 의약에 관한 단어 중 몇 

군데는 한글을 덧붙 다. 주로 허임 자신의 경험을 토 로 하여 편술한 것이

고, 특히 뜸을 이용한 치료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평생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침구경험방은 그 자체가 허임의 삶의 

행적이기도 하다. 허임은 스스로 옛사람의 저술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밝혔듯

이, 『침구경험방』은 허임 자신의 경험을 위주로 만들려고 한 책이다. 따라

서 허임이 직접 참고한 의서는 그리 많지 않아서, 내경(內經), 동인혈침구도

경(銅人穴鍼灸圖經), 침구자생경(鍼灸資生經), 천금방(千金方), 기효양방(奇
效良方), 신응경(神應經) 등 몇 종에 불과하다. 이는 『침구경험방』 중에 경

왈(經曰), 동왈(銅曰), 기효양방법(奇效良方之法), 천금운(千金云), 자생경운(資
生經云), 신응경(神應經) 등으로 표시된 책이름을 통해 알 수 있다.21) 

허임은 진단 및 병기 등 기초의학이론에 관해서는 내경을 참고하 다. 또

한 경락이나 경혈 등에 한 내용은 동인혈침구도경(銅人穴鍼灸圖經)을 위

주로 정리하 는데, 이 책은 의학취재(醫學取才)로부터 의과고시에 이르기까

지 침구서 중에서는 조선 전시기를 통해 가장 중시되고 널리 사용된 책이다. 

21)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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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사법(補瀉法)이나 출혈법(出血法) 등 침자수법(鍼刺手法)과 경외기혈

(經外奇穴)의 집록은 기효양방(奇效良方)을 참고하 다. 동의보감을 참고한 

부분은 일부 별혈(別穴)의 정리와 침구택일(鍼灸擇日)에 그치고 있다. 이는 

허임 『침구경험방』이 동의보감이 간행되고 오래지 않아 나온 의서 음에도 

내용적으로는 별 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허임은 각 병증별 

침구처방에 있어서는 신응경(神應經)을 비교적 많이 참고하 다. 침구자생경

(鍼灸資生經), 천금방(千金方) 등을 부분적으로 참조하 으나, 인용한 분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향을 받았다고 하기는 미미한 정도이

다.22)

『침구경험방』에는 허임 개인의 임상경험 뿐만 아니라 그가 목도(目睹)

한 당  조선의 침구술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내의원에

서 생활하면서 당시의 저명한 의가들과 그들의 기법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침구경험방』은 17세기 초 조선 

침구학을 집적하고 정리해 놓은 서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23)

▮ 서문과 총론

『침구경험방』은 앞쪽에 허임의 서문과 총론을 싣고 침구법의 기본 원리

를 정리하여 싣고 있다.

『침구경험방』 서문에는 허임 침구학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

다. 인간 생명체를 보는 시각, 기본의학관(病因,病機,治法), 침구이론(經絡,補
瀉法), 저술동기, 편집방향까지 서문에 나타난 있다. 따라서 그의 침구학에 

한 기본적인 시각과 자세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사기(邪氣)가 들어온다는 것은 반드시 기(氣)가 허한 것이다”라는 

황제내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서문을 시작한다. 생명과 건강에서 가장 기본

적인 사항은 ‘기(氣)’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서 서두를 꺼낸 것이다. 

 그리고 “기(氣)가 허하고 쇠한 것을 틈타 사기(邪氣)가 경락에 들어와서 

(榮)과 위(衛)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며 항상성을 

지키려는 생명체 위(榮衛)활동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병을 다스리는 방법

22)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3) 오준호. 2010. 《『침구경험방』을 통해본 17세기 조선 의료와 침구 기법》. 한국의사학회지 제 권 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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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로지 해당 부분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침과 뜸으로 허한 것을 보하고 실

한 것은 사하여 각각 혈기를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그는 동양의학의 진단법을 소개하고 나서 다시 “일반적으로 사

람의 손과 발에는 각각 삼양(三陽)과 삼음(三陰)이 있고 맥은 합하여 12경이

다. 손의 삼음은 장(臟)으로부터 손으로 가고, 손의 삼양은 손으로부터 머리

에 이른다. 발의 삼양은 머리로부터 아래로 내려가 발에 이른다. 발의 삼음

은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배로 들어간다.”라며 기혈이 온몸으로 쉬지 않고 

흐르는 경락에 해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기혈이 “근육, 뼈, 피부, 주리의 사이에서 운행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물이 계곡 사이를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만약 장애

물에 걸려서 막히게 되면 물은 흐를 수가 없고 열어서 터주어야만 흐를 수 

있다.”는 생명활동의 기본원리에 해 피력하고 있다. 이어서 “그 병의 증세

를 살펴서 수시로 변화에 응하여 막힌 것을 터서 통하게 하는 것은 우임금이 

하천을 터서 물을 이끌어냈던 뜻을 본받아야 한다.”며 질병을 물리치는 원리

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물길을 터 듯이 기가 흐르는 길을 터는 방

법으로 조목조목 거론하고는 저술동기와 편집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서문을 맺

었다.

명민하지 못한 내가 어려서 부모의 병 때문에 의원의 집에서 일

하면서, 오랫동안 노력하여 어렴풋이나마 의술에 눈이 뜨였는데 지

금 늙어서까지도 올바른 법이 전해지지 못할까 근심하고 있다. 이

에 평소에 듣고 본 것을 가지고 대략 편집하고 차례를 지어 먼저 

병을 살피는 요지를 저술하고, 아울러 질병의 전환 구조를 논하고, 

보사의 법을 밝히고, 취혈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 또 잡론 약

간을 저술하고 효과를 시험해 본 중요한 경혈과 병에 합당한 약을 

기록하여 합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다. 감히 스스로를 옛사람의 저

술에 견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생동안 고심한 것을 차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읽는 사람들이 뜻을 더해서 구급활명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허임은 무엇보다 침구의학은 마음과 손, 즉 정신과 손기술의 조화를 통해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기 스스로 정교한 기술을 연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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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침구경험방』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잘못 잡는 혈[訛穴], 오장의 병증[五臟總屬證], 신체의 해당 장부경[一身所屬
臟腑經], 오장육부 관련 병[五臟六腑屬病], 십이경의 주요혈[十二經抄穴]과 

독맥 임맥의 혈, 침구법(鍼灸法), 별혈(別穴), 모혈 원혈 회혈[募原會穴］, 십

이경 정형수경합 방통(十二經井滎兪經合旁通), 치수 재는 법[折量法]

잘못 잡는 혈[訛穴]은 주요하게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취혈 중에서 많

이 발생하는 취혈의 문제점을 지적한 동시에 상세한 교정을 하 다. 

오장의 병증[五臟總屬證]에서는 주요하게 『내경(內經)·지진요 론(至眞要
大論)』의 병기십구조(病機十九條) 중 오장병기(五臟病機) 중 장부변증(臟腑
辨證)을 구체화 하 었다. 

신체의 해당 장부경[一身所屬臟腑經]에서는『내경(內經)』의 정체관(整體
觀)을 근거로 하여 삼아서사지구규(四肢九竅) 전신각부분과 각 장부경락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 다. 

동양 장부변증이 핵심되는 오장육부 관련 병[五臟六腑屬病]은 『 추경

(靈樞經)·경락』을 근거로 구체적인 오장육부(五臟六腑)에 자주 보이는 병증

(病症)을 소개했다. 십이경초혈(十二經抄穴)에서는 십이경맥 및 임맥 독맥의 

주요한 상용 혈위와 오수혈과 모원회혈(募原會穴)을 위주로 소개했다. 침구

법(針灸法)에서는 침구금기(針灸禁忌),금침금구(禁針禁灸)의 혈위를 소개하

고. 별혈(別穴)은 57개 경외기혈의 부위(部位), 자법(刺法), 주치(主治) 등

을 소개 했다. 

모원회혈[募原會穴］에서는 각 모원회혈[募原會穴］의 명칭과 동시에 오장

육부의 병은 반드시 문혈24), 해혈25), 수혈, 모혈을 취해서 치료한다.고 강조

했다. 십이경 정형수경합 방통(十二經井滎兪經合旁通에서는 오장육부 소속 

오수오행(五輸五行)를 소개했고.절량법(折量法)에서는 신체 각 부위의 척과 

촌, 그리고 치수 재는 법을 소개 하 다.

24) 문혈(門穴): 경혈명에 門자가 들어간 혈로 京門, 期門, 章門을 말한다.
25) 해혈(海穴): 경혈명에 海자가 들어간 혈로 氣海, 照海, 血海, 髓海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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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 서문과 총론에 나타난 허임의 진단과 병기에 한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찰색(察色)을 중시하 다.  풍습한열(風濕寒熱)이 모두 오색(五色)에 

나타난다고 본 그는 각 부분의 색(色)을 잘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로 

한열(寒熱)의 병기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한열(寒熱)과 근골(筋骨)병태와의 

관계, 오한(惡寒)의 감별 및 배와 머리의 한열(寒熱)에 해 언급한다.  셋째

로 잡병증(雜病證)의 감별진단 방법에 해서는 통증의 양상에 따라 풍(風)

과 농(膿)과 염(痰)을 구별하고, 염입심규(痰入心竅), 비위불화(脾胃不和), 중

풍(中風), 염궐증(痰厥症)의 병태를 설명한다. 넷째로 허임은 소문(素問) 지

지요 론(至眞要大論)의 오장병기를 중시하여 이를 평생의 요결(要訣)로 여

겼다. 허임은 『침구경험방』에서 장부병기(臟腑病機)에 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오장병기를 의가(醫家)의 큰 강령(綱領)이며, 

병을 살피는 지름길이자 자신의 평생요결(要訣)이라고 말하고서 다시 총론 

부분에서 오장총속증(五臟總屬證)으로 정리하고 있다. 26)

『침구경험방』에는 각 병증문 내에도 다시 관련된 장부병기를 요약해 놓

고 있다. 가령 풍(風)의 경우를 보면 “모든 풍과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은 다 

간(肝, 木)에 속한다.”는 구절이 서문에도 있고,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오

장의 병증[五臟總屬證]’에도 있고, 각론의 풍증[風部]의 처방에 앞서서 다시 

정리하고 있다.

『침구경험방』에서 경맥병후는 십이경맥의 유주(流注)에 따른 병증으로, 

오장육부의 병증을 연관시키고 있다. 그는 갑을경(甲乙經)의 십이경맥지별

(十二經支別)편의 내용을 오장육부속병(五臟六腑屬病) 이라는 제하에 정리하

고 있다. 그는 시동병과 소생병을 구분하지 않고 생략하고, 중복된 부분이나 

형용어의 생략하거나 배열순서를 변화, 일부 내용의 보충 등을 통해 허임 자

신이 부분적인 재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침구경험방』의 ‘신체의 해당 장부경[一身所屬臟腑經]’에서는 전신을 23

26) 모든 통증, 가려움, 창양은 심장에 속한다. 땀은 심장이 주관하는 것인데 안에 있으면 피가 되고 밖에 있을 때는 땀이 된
다. 습과 열이 서로 부딪쳐서 땀이 된다. 
모든 풍증,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은 간에 속한다. 머리카락은 간의 상태를 드러낸다. 피는 간의 액이고 근육은 피의 나머
지이고 손톱은 뼈의 나머지이다. 
모든 습증, 부스럼은 모두 비에 속한다.  
모든 기병(氣病), 기침과 천식은 폐에 속한다.
모든 근육과 뼈의 통증은 신에 속한다. 뼈는 신의 정(精)이고, 이빨은 뼈의 나머지이다.
모든 관절은 담에 속한다.
오심은 손바닥 발바닥과 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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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경험방(허임기념사업회)]

개 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가 어느 경락 혹은 장부에 배속되는지를 정리하

고 있다. 여기에는 경락유주개념과 장부상관개념이 함께 섞여 있다. 예를 들

어 이부(耳部)의 경우 귀[耳]는 腎 小腸 三焦經 이라 하 는데, 이는 귀가 

장부 상관으로는 신(腎)과 연계되고, 경락유주상으로는 소장경, 삼초경과 연

계됨을 말한 것이다. 즉 오행(五行) 장부연관과 육경(六經) 경락연관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락과 장부의 응인식은 각 병증문에서도 

거듭 부연하고 있다. 

허임은 무엇보다 침구는 정확하고 정교한 기술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취혈을 정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침구경험방』의 첫머리에 ‘잘못 

잡는 혈[訛穴]’을 수록하여 정확한 취혈을 강조하고, 여기서 신문혈을 설명하

며 “세속에서는 음경에 속하는지 양경에 속하는지를 나누지 않고 손목 바깥

쪽 뾰족한 뼈 끝 우묵한 곳을 따라서 거의 태양경과 소양경을 함부로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 이것이 바로 털 끝 만큼의 차이가 천 리만큼의 잘못을 

낳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허임은 『침구경험방』에서 침의 보사법과 뜸의 

보사법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허임 보사법 

이라고도 칭해지는 그의 방법은 침 보사법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가 받아 왔다.27) 그러나 허임 

침구학에 한 평가를 보사법에만 너무 치중한 것은 

『침구경험방』을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28) 『침구경험방』의 병증문의 처방에는 

직접 보사를 언급한 경우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허

임이 주장한 침 보사법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사용하 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총론 부분에서 침과 뜸의 보사(補瀉)

에 한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그

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용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다.  

27) 김두종, 한국의학사 , p.329.三木榮,朝鮮醫書誌 , p.110. 동양의학 사전 (11권), 경희 출판국, 1999, p.218. 
28) 박문현, 침구경험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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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론 ; 병증문과 처방

각론에서는 신체 부위별, 내과·외과·전염병·부인병·어린이병 등 계통별로 

나누어 분석·정리하 다.29) 의약에 관한 단어 중 몇 군데는 한글을 덧붙여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돕고 있다. 주로 허임 자신의 경험을 토 로 하여 편술

한 것이고, 뜸을 이용한 치료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병증별 침구치료는 허임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

다. 총 43개의 병증문과 그 아래 443개의 작은 항목은 자신이 임상에서 경

험했던 환자의 병증이다. 그 질병의 종류를 보면 가히 움직이는 거 한 종합

병원이라고 할 만하다.  

병증문의 분류는 앞쪽에 신체부위별 증상을 배치하고. 뒤쪽에  증상별 병

증문을 수록한 뒤, 부인과 소아 및 잡병 순으로 엮었다. 마지막에는 침구택

일을 덧붙 다. 그 뒤에 이경석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침구경험방의 병증 항목은 허임이 평생 진료한 기록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고, 곧 침구의원으로서 그의 인생이기도 하다. 여기서 허임은 구체적인 

병증의 치료에 있어서임상경험을 위주로논술하 고 그 표현이 세세하고 면

밀하 다. 간단명료하면서도 요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쉽고 솔직

하게  드러나 있다. 후학으로 하여금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각종 병

증의 병인병기(病因病機), 치료원칙, 감별진단(鑑別診斷), 병증예후(病症預
後), 침구 시기, 요혈(要穴) 및 험혈(驗穴), 기타 효험 있는 방법 등을 논술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0)

병증별 치료 항목 가운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침구경험방엔 침구

학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생활의서로서 구체적인 증상별 처방이 소상히 기

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가령 처음 시작 부분인 ‘머리와 얼굴’에서 '머리는 모든 양이 모인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머리를 통과하는 경락의 유주까지 설명하면서 개괄적인 이해

를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증상에 하여 각각의 침뜸처방을 제시한다.    

머리와 눈에 종기가 나고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여 답답한 것/ 

편두통과 눈이 침침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 얼굴빛이 검푸른 것/ 

29) 許任 鍼灸經驗方硏究, 朴文鉉, 慶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2002, pp.18~21.
30) 이상창, 2004『許任 『鍼灸經驗方』硏究』 (上海中醫藥大學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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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얼굴에 풍으로 종기가 발작하여 1∼2일에 붉은 종기가 생

김새는 불꽃같고, 개암나무 열매같이 돋아나오며 혹 윤이 나면서 

점점 크게 번져서 곧 숨이 끊어질 듯 숨을 쉬는 것

이어서 귀, 눈, 입, 코에 해서도 개괄하고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조목

조목 제시한다. 해수(기침) 부분을 보면 개괄은 ‘ 개 담으로 인한 숨가쁨은 

열로 인하여 기가 위로 오르는 것이니 말하기를 화기가 염상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라고 설명하고 증상별로 각각의 처방을 제시한다. 

기침이 그치지 않는 것, 목이 쉰 것, 침을 뱉으며 숨을 헐떡이는 

것, 구토하며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것, 숨이 넘어갈 듯 몰아쉬며 

헐떡이는 것, 그렁그렁 거리며 숨을 헐떡이는 것, 위가 뒤집어져서 

술, 죽, 국을 모두 토하는 것, 담으로 숨을 헐떡이는 것, 마른 구

역, 폐옹이 있어 기침하고 가래가 있으며 상기하는 것, 기침하며 

숨이 차서 물을 마시는 것, 숨이 차고 구역질이 나며 하품하고 기

지개를 켜는 것, 내상을 입어 피를 토하는 것, 가래침, 숨이 차고 

배가 그득하여 걷지 못하는 것, 적이 맺혀서 배안에 물이 차는 것

인후부분은 목에 음식물 같은 것이 막히는 것, 목안의 한쪽 편도가 부은 

것, 목안의 양쪽 편도가 부은 것, 목구멍이 붓지 않고 열이 나며 막혀서 삼

키고 마신 것이 코로 다시 나오는 것, 목구멍이 붓고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

하고 답답한 것 등 세세한 증상별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신체 각 부위별로 뺨과 목ㆍ이빨ㆍ가슴ㆍ배와 옆구리ㆍ팔ㆍ허리와 

등ㆍ다리와 무릎 등 13항목으로 나눠 106개의 각 증상에 한 세부 처방을 

제시한다. 그리고 병증별로 여러 가지 풍ㆍ전간(간질)ㆍ급사(急死)ㆍ이질ㆍ치

질ㆍ 소변ㆍ학질ㆍ황달ㆍ창종ㆍ구토 등 28개 항목을 다시 245개 세부항목

으로 구분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이어서 부인병과 어린이의 병을 별도로 분

류하여 92개 처방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여 전체 443개의 세부 항목으로 정

리되어 있다. 

한편 『침구경험방』에는 외과 역의 질환이나 위급증(危難症) 및 그에 

처했던 임상경험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창종문(瘡腫門)에 많은 비중

을 두고 있다. 당시 침의(鍼醫)가 치종의(治腫醫)의 역할을 겸하며 외과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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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침구의들은 종양(腫瘍)이나 수종(水腫) 등 각

종 외과 역의 질환에 한 처치와 함께, 시궐(尸厥), 급사(急死), 난산(難産) 

등의 응급상황에 처해야 할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 『침구경험방』과 신응경의 비교 

이경화(李景華)는 그의 광제비급(廣濟秘笈)에서 허임방을 두고 신응경(神應經)을 표절한 것

이다31)라 하고 있고, 삼목영(三木榮)과 황용상(黃龍祥) 등은 『침구경험방』에 대해 유근(劉瑾)의 

신응경(神應經)을 기본으로 하면서, 허임 자신의 경험이 혼합된 침구전문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에 대해 박문현은 『침구경험방』과 신응경의 목록과 내용 및 침구처방 혈을 비교하고 “이경

화가 말한 표절 운운한 것은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지 않고 내린 성급한 평가”라고 밝히고, “『침구

경험방』이 신응경을 부분적으로 참조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임이 자신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만든 책”이라고 결론을 지었다.32) 

신응경은 ‘병증->혈(穴)’을 위주로 한 침구처방서로서 병증에 따라 처방혈을 몇 개씩 열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침구경험방』 또한 병증항목->병증소항목->침구처방혈 이라는 편집형식을 

취하고 있어 신응경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책의 총론부분의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고 박문현은 분석했다. 신응경은 혈자리에 대한 정리, 절량법(折量法), 보사법(補瀉法) 

정도를 싣고 있는데 불과해 『침구경험방』에 비해 내용적으로 빈약한 모습이라는 것. 혈자리의 

정리만 보더라도 가부(歌賦)형식의 백혈법가(百穴法歌)를 수록하고 있고, 126혈을 경락의 유주

순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침구경험방』에서는 수족(手足)의 끝에서부터 체간(體幹)이나 두면

부(頭面部)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보사법(補瀉法)에 있어서도 허임 『침구경험방』의 보

사법은 신응경의 복합보사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병증항목의 구성에 있어서는 신응경이 2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침구경험방』은 43

개로 구성되어 있다. 같거나 유사한 병증항목도 있지만, 『침구경험방』의 부위별 병증항목은 신응

경 보다 더 세분되어 있고, 신응경에는 없는 것도 적지 않다. 침구처방을 비교해 봐도 허임이 

신응경을 참고한 비중은 『침구경험방』 전체의 분량을 놓고 보았을 때 그리 높다고는 볼 수 없으

며, 신응경과는 뚜렷이 구분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침구경험방』이 

신응경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신응경이 단순하게 병증에 따른 치료혈의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침구경험방』은 허임 자신의 임상경험에서 나온 치료법과 이론을 특색 있게 결합하여 서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침구경험방』은 신응경으로부터 외형적인 틀을 참조하고 일부 처방혈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책 전체로 보아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33)

31) 李景華, 『廣濟秘笈』 引處諸書:許任方,剽竊神應經者也.-韓國醫學大系(권16), p.30. 이는 내용도 제 로 비교하지 않고 내린 잘
못된 평가이다. 한편 그는 神應經 에 해서도 許叔微의 저서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2)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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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임 침구치료 혈자리 선택의 방법

박문현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허임 『침구경험방』의 학술내용과 그 

경향을 12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

가 병증별로 어떠한 혈을 선택하여 썼을까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파악한 허

임 『침구경험방』의 선혈(選穴) 방식과 그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순경취혈(循經取穴)방식이다. 병이 있는 바로 그 경락의 혈자리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 순경취혈법은 허임이 선호한 선혈(選穴)방

식 중의 하나이다. 『침구경험방』에는 각기 그 경락에 따라 치료한다[各隨
其經治之,各隨經行鍼, 혹은各治其經絡]는 등의 언급을 10여 차례나 하고 있

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예를 들면 구부(口部)에서 “입은 비에 속하고 코는 폐에 속하고 윗니와 

윗잇몸과 윗입술은 위에 속한다. 아랫니와 아랫잇몸과 아래 입술은 장에 

속한다. 독맥 , 임맥은 중선을 주관한다. 각각 그 경맥을 따라서 치료하면 실

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쓰고 있다.34) 특히 각종 창상(瘡瘍)질환의 경우 종

기가 돋은 부위를 중시하여 그 부위와 연관된 경락의 혈 혹은 심경(心經)의 

혈을 선택하 음이 두드러진다. 

둘째가 원도취혈법(遠道取穴法)인데 원격취혈을 뜻한다. 즉 두면부(頭面
部)나 체간장부(體幹臟腑)의 병증에 사지(四肢)에 있는 혈을 사용하고, 좌우 

혹은 상하의 혈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허임은 병소(病所)의 

반  측에 침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령 손과 팔에서 그는 좌우(左右), 표리(表裏), 상하(上下), 복배(腹背)의 

병증은 각각 그 반  측에 침을 놓는다. 그는 임상에서 특히 중풍, 마비질환

을 비롯하여 편두통, 치통 등에 이러한 병소 반  측 침자법을 사용하고 있

다.

셋째로 근위취혈(近位取穴) 및 국부취혈인데, 병변 부위 근처의 혈을 선택

하는 방법이다. 아픈 바로 그 곳의 혈자리를 ‘아시혈(阿是穴)’이라고 한다. 아

시혈이라는 용어는 우리말 처음이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35), 천응혈(天應穴)

이라 부르기도 한다. 허임은 아시혈을 당처(當處)라 하여 별혈(別穴)에 포함

33)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34) 口屬脾 鼻屬肺 上齒上腭齗及脣屬胃 下齒下齗及脣屬大腸  督脈任脈主中行 各隨其經治之 萬無一失

35) 『우리 침뜸 이야기』 정진명, p18. 학민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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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그는 아시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픈 곳을 따라 침을 놓는 방법(隨
痛隨鍼法)이라 칭하고 있다. 

허임이 임상에서 아시혈을 사용한 예를 보면, 주로 근골의 통증질환이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시혈을 탐색하는 요령에 해 ‘팔의 근이 오그라지고 

시큰거리며 아프고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인사불성인 것’에 한 치료법

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다.36)

아시혈에 한 이해와 치법은 최근 서양의학에서 근막통증 증후근, 섬유근

통 등의 병증에 방아쇠점(Trigger Point), 압통점(Tender Point)의 개념165)

을 이용한 국소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많은 유사성을 지니

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37)

병증별 치료문의 선혈(選穴)경향을 분석하면, 『침구경험방』 에서 허임은 

오수혈과 원혈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 는데, 그 선혈빈도는 략 전체의 약 

42%정도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일반 정경혈(正經穴), 모혈과 회혈(募穴/會
穴), 배유혈(背兪穴), 경외기혈(經外奇穴)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선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임은 이러한 오수혈 및 요혈(要穴) 위주의 선혈 특색을 서문에서도 “병

을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의 경락의 정형수경합과 장부의 모혈 원혈 

회혈을 살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8) 

『침구경험방』에서 매 병증마다 처방한 혈의 숫자는 적게는 1~2혈에서

부터 많게는 10여 혈에 이른다. 그러나 처방한 혈을 매 번의 치료에 모두 다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의 혈을 선택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병증별 치료문에서 사용된 경외기혈(別穴)은 얼마나 될까? 『침구경험

방』의 별혈(別穴)에서 수록하고 있는 경외기혈은 모두 58개에 이르지만, 허

임이 치료문의 침구처방에서 1회라도 직접 선혈하고 있는 경외기혈은 20여

혈이다. 그는 실제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주치작용범위를 넘는 경외기혈의 

36) 의자(醫者)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근육이 뭉쳐 아픈 곳을 꽉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침으로 그 근육이 뭉친 곳을 
찌른다. 침봉이 상한 근육에 닿으면 아픔을 참을 수 없는 곳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천응혈이다. 아픈 곳을 따라 침을 찌르
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침을 놓는다. 개 경락의 모든 혈에 침을 놓는 것은 이 방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  상한 근육에 침을 놓으면 즉시 차도가 있으며 상하지 않은 근육에 침을 놓으면 효과가 굼뜨고 느리게 되니 도로 
빼서 그 혈에 다시 놓으면 조금 후에 낫게 된다.(醫者 以左手大拇指 堅按筋結作痛處 使不得動移 卽以鍼貫刺其筋結處 鋒應

於傷筋則 痠痛不可忍處 是天應穴也 隨痛隨鍼 神效 不然則再鍼 凡鍼經絡諸穴 無逾於此法也 鍼傷筋則卽差 鍼不傷筋則卽蹇 

卽還刺其穴則少歇矣)
37)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38) 臨病將治 必察部分經絡井滎兪經合 及臟腑募原會之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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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음혈(獨陰穴)은 그가 여러 병증에 특히 애용한 별혈(別穴)이었다. 경외

기혈의 활용에 기울인 허임의 이러한 노력에서 기존 정경혈(正經穴)을 이용

한 선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허임의 임상가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39)

▮ 침구경험방에서의 침과 뜸

① 침(鍼)의 종류와 사용례

『침구경험방』의 처방에서 침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침(鍼)은 삼릉

침(三稜鍼), 원리침(圓利鍼), 원침(圓鍼), 침(大鍼), 세화침(細鍼), 화침(火
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원리침, 원침, 침, 삼릉침은 『 추 구침론(靈樞
九鍼論』에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침과 같은 경우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침구경험방』에서 일반적인 침자를 하는 경

우와 달라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거론한 침의 종류이다.

삼릉침(三稜鍼)은 구침(九鍼) 중 봉침(鋒鍼)에 해당한다. 주로 자락(刺絡)

하여 출혈시킬 목적으로 사용하 다. 원리침(圓利鍼)은 주로 관절의 염좌나 

근육경련, 미맥(微脈)의 회생(回生) 등에 사용하 다. 원침(圓鍼)은 침 끝이 

타원형이며, 기육(肌肉)을 상(傷)하지 않고 안마(按摩)를 통해 분육(分肉)사

이의 기혈(氣血)을 소설(疏泄)시키는 데 사용한다. 허임은 변독(便毒)에 원침

(圓鍼)을 사용했다.

침(大鍼)은 주로 종양에 농(膿)을 파(破)할 때 사용했다. 

세침(細鍼)은 난산(難産)의 경우 세침(細鍼)으로 태아의 수심(手心)과 족

심(足心)을 찔러 순산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했다. 음종(陰腫 음부의 종기) 

둔종(臋腫 엉덩이의 종기) 등에는 가는 침[細鍼]으로 찔러서는 효과가 없다

고 할 때 ‘세침(細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때 세침을 쓴다는 의미

는 아니다. 

화침(火鍼)을 사용한 것은 주로 귀사(鬼邪), ‘저주(咀呪)의 병’등 정신질환

39)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硏究』 (경희 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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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십삼귀혈(十三鬼穴)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엔 화침을 안 

쓰고 단순 침자(鍼刺)나 원리침(圓利鍼), 삼른침(三稜鍼)만을 써도 효과가 있

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화침(火鍼)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

다. 『침구경험방』에는 화침(火鍼)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정(鋥)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7정(鋥)이란 말은 뜸 7장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

을 하고 “화침 7정이라는 것은 침을 찔러 살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부 밖

으로 뽑아 내지 않고 침봉을 약간 뽑았다가 다시 넣기를 7번한다는 것이다”

라고도 했다.

② 뜸법이론과 그 활용

허임은 침과 함께 뜸 또한 똑같이 중시했다. 『침구경험방』에서 소개하고 

있는 뜸법의 이론에 해 뜸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뜸치료에 적합한 시간은 하루 중 밥 먹는 시간과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

다. 너무 배가 고픈 시간 즉 아침 일찍이나 저녁보다는 한낮에 뜸을 뜨는 것

이 더 좋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뜸뜨는 장수(壯數)는 허임은 신체부위에 따라 달리 하 다. 사지(四肢)는 

단지 풍사(風邪)만 없애면 되므로 7장에서 49장 정도로 했고, 나이를 넘지 

않게 했다. 복부(腹部)와 배부(背部)는 뜸뜨는 장수를 많이 했다. 경우에 따

라서는 쑥심지를 크게 하고 500장을 뜨도록 권하기도 한다. 다만 거궐(巨
闕), 구미(鳩尾)는 비록 흉복부의 혈이지만 49장을 넘지 않게 했다. 만약 이 

혈들에 쑥심지를 크게 하여 많이 뜨면 사람을 오랫동안 심력(心力)이 없게 

한다고 했다. 두항(頭頂) 부위의 혈 또한 많이 뜨면 정신을 잃게 한다고 보

았다.

허임은 혈의 심천(深淺)에 따라 뜸의 장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천혈(淺穴)의 경우 뜸을 많이 뜨면 근력(筋力)을 상하므로 3장, 5장, 7장에서 

그치도록 하 다. 부위별로는 사지(四肢)에는 적게 뜨고, 체간에는 많이 뜨는 

방식은 왕도(王燾)가 쓴 외 비요(外臺秘要)나 왕집중(王執中)의 침구자생경

에서도 거론되었는데, 허임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쑥의 성질과 작용 : 허임은 뜸의 작용이 한증(寒症)과 열증(熱症) 모두에 

각각 효능이 있다는 입장이다. 열증(熱症)에 뜸을 뜨면 그 열(熱)을 발산시키

고, 한증(寒症)에 뜸을 뜨면 그 한(寒)을 온화(溫和)하게 한다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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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치료 후의 조치법 : 뜸을 뜬 후에 생기는 구창(灸瘡)의 관리도 중요한 

일이었다. 개는 빨리 농(膿)이 잡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소개하고, 구창

(灸瘡)이 빨리 낫지 않을 경우는 처법을 하기도 한다. 

③ 기타 침구 기법

그가 사용한 침구요법은 다양한 기법(技法)과 침구도구를 활용했다.

부항구(付缸灸)-자락발관법(刺絡拔罐法) 『침구경험방』에서 언급되고 있

는 부항구(付缸灸)란 뜸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쑥을 태워서 생긴 음압(陰
壓)으로 부항을 붙이는 화관법(火罐法), 즉 발관법(拔罐法)을 의미한다. 민간

에서 흔히들 ‘부항(付缸)을 한다’고 말하는 말은 ‘항아리(缸)를 붙인다(付)’라

는 의미이다. 허임은 삼릉침으로 자락(刺絡)하거나 침자(鍼刺)를 한 후 부항

구를 사용하는 자락발관법(刺絡拔罐法)을 자주 활용했다.

자락방혈(刺絡放血) 요법 침자(鍼刺)를 하여 출혈시키는 방혈(放血)요법은 

내경에서부터 “혈(血)이 울체(鬱滯)되어 야기된 병증은 반드시 그 어체(鬱滯)

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여 자주 등장해 왔다.40) 『침구경험방』에서도 이

러한 자락방혈(刺絡放血)요법이 기효양방(奇效良方)에 나오는 방혈(放血)이론

을 소개하면서 필요시에는 과감히 사용하기도 했다.

허임은 또 주로 열성질환에 열(熱)을 내릴 목적으로 출혈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출혈(出血)과 발한(發汗)은 같은 효과가 있다.(出血與汗出同故也)”고 

하 다. 

투자법(透刺法) 허임은 관절통(關節痛)과 오래된 견통(肩痛)으로 팔을 들

어 올리지 못하는 거상불능(擧上不能)의 경우에는 투자법(透刺法)을 사용하

고 있다. 즉 주관절과 견관절에 사용한 것이다. 

중완혈(中脘穴) 침놓는 법 팔회혈(八會穴) 중 부회혈(腑會穴)인 중완혈(中
脘穴)은 허임이 여러 부문의 병증에 특히 광범위하게 애용한 요혈(要穴) 중

의 하나다. 그가 중완혈에 침 놓는 방법을 별도의 항목을 잡아 소개하면서, 

마치 환자를 앞에 눕혀 놓고 직접 시술을 하듯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통구법(筒灸法, Tube Moxibustion) 원통을 이용해 뜸을 뜨는 일종의 간

40) 靈樞 九鍼十二原의 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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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구로서, 허임은 이 방법을 귓병(耳痛耳鳴)과 풍부(風部)의 구안와사에 사

용하 다. 요령은 5촌 길이의 갈  롱을 귓구멍에 삽입하고, 밀가루 반죽

으로 롱 주변을 잘 봉한 다음, 바깥 롱 끝에 뜸을 뜨는 것이다. 

우각구(牛角灸) 우각구는 간접뜸의 일종으로 글자 그 로의 풀이라면 ‘소

의 뿔 모양을 한 뜸쑥’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소의 뿔이면 피라밋 모양의 

속이 빈 관 형태의 원뿔이 된다. 쑥심지를 매우 크게 하여 뜨거운 쑥 기운이 

스미게 하는 방법으로 국부의 피부가 벌게질 때까지 온열(溫熱)만 쐬는 온화

구(溫和灸)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허임은 신생아 배꼽의 포계(胞係)가 탈락한 

자리에도 쑥심지를 우각처럼 만들어 뜸을 떴다. 불이 반 정도 타들어 가면 

치우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배가 안 아프다고 한다.

우선구(遇仙灸) 경외기혈인 요안혈(腰眼穴)을 이용하는 뜸법이다. 

팔혈구법(八穴灸法) 옹저(癰疽), 정(疔), 절(癤), 나력(瘰癧) 창종(瘡腫)에 

사용한 뜸법이다. 머리[頭部], 손[手部], 등[背部], 다리[足部]에 각 2혈씩 모

두 8혈로 되어 있는데 혈위를 정하는 방법이 복잡하다.

기죽마구법(騎竹馬灸法) : 허임이 주로 옹저(癰疽)나 여러 가지 창[諸瘡] 

등의 질환에 즐겨 뜸치료를 시행한 방법이다. 취혈방법은 근  의가들은 제

10흉추 극돌기하 양옆으로 5分되는 자리로 본다. 외과병증에 소어산결(消瘀
散結), 해독생기(解毒生肌), 통락지통(通絡止痛)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문혈(患門穴) 주로 허로(虛勞)에 사용된 요혈(要穴)로 체로 제5흉추 

극돌기 옆 1.5촌 부위에 해당한다. 

사화혈(四花穴) 노증(勞症, Consumptive Disease)과 전시골증(傳尸骨蒸)

의 치료에 이용한 혈(穴)이다. 오늘날 『침구경험방』의 설명에 따라 혈을 

정해보면, 격유(膈兪)와 담유(膽兪) 4혈에 해당하는 부위가 된다. 

중풍예방구법(中風豫防灸法) 이는 일종의 예방뜸법이다. 원 출전은 당

(唐代)의 뜸법전문서인 황제명당구경(黃帝明堂灸經)이다. 

체로 사람에게 중풍이 오기 전에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아프며 완고하게 

저린 것이 오랫동안 조리해서야 풀리는데 이것은 장차 중풍의 징후이다. 급

히 족삼리와 절골에 뜸을 뜨는데 왼쪽과 오른쪽 4개의 혈에 각각 3장씩 뜨

고, 박하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잎을 사용해서 달인 물로 씻어서 구창이 

생기게 하고 곪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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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봄에 좋아진 것은 가을에 다시 뜸을 뜨고, 가을에 좋아진 것은 봄에 

다시 뜸을 뜬다. 뜸을 뜨고 나서 날것, 찬 것, 닭고기, 돼지고기, 술, 국수, 

성생활 등과 같은 것을 꺼려야 한다. 조심하여 바람이 닿지 않게 하고, 또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삼가고 조섭하지 않으면 비록 귀신이라고 해도 

구할 수 없다.

옹저(癰疽)에 이용한 약뜸법 허임은 격산구(隔蒜灸 마늘뜸), 부자구(附子
灸), 황토구(黃土灸) 등 세 가지의 약뜸법을 소개하고 있다. 

허임의 처방들은 모두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나온 치료법들이다. 

그런 만큼 이것은 세상이 널리 공유하여야 할 사항이다. 허임은 후예들이 이 

처방을 하나하나 풀이하여 새기고, 뜻을 더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

을 살리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Ⅳ. 침구경험방과 그 영향
 

101

4 『침구경험방』의 영향

▮ 조선의학의 창출 선도

허임은 어릴 때 부모님의 병을 진료한 의원으로부터 침구의술을 배운 뒤 

평생을 고통 받고 신음하는 병자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일생동안의 임상경

험을 널리 그리고 후 까지 전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침구경험

방의 저술에 힘을 쏟았다.

침구경험방 서문에는 “이제는 늙어서 그나마 올바른 법이 전해지지 못

할까 근심하고 있다”며 자신이 세상을 하직한 이후의 세상 사람들과 환자들

까지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허임은 “읽는 사람들이 뜻을 더

해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라며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임상경험을 후  사람들도 널리 활용하기를 겸손하

게 기 했다. 

소박하게 표현한 그의 소망은 위 한 결과를 낳았다. 그 뜻을 알아주는 이

가 있어 『침구경험방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광

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침과 뜸을 백성들의 생활의술로 보급하

려고 한 조선 조정의 『침구경험방 간행 취지는 실현되고 있었다. 

『침구경험방』(1644년 초판 간행)은 우리나라 침구전문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 실용적 생활의술로 확산

침뜸에 해서만 쓴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1권 분량의 책으로 실제 침

구치료에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 침구의술서(鍼灸醫術書)다. 이 책은 우리나

라 침뜸의술의 발전과 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감히 스스로를 옛사람의 저술에 견주려

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생동안 고심한 것을 차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읽는 사람들이 궁리해서 구급활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라며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임상경험을 후  사람들에게 전수하려는 뜻임을 밝

히고 있다. 실제 임상을 한 결과라는 점은 의료현장으로 허임의 침구법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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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데 크게 향을 미쳤다. 그 후 조선의 의료는 허임의 『침구경험방』

이 세를 이루었다. 판본으로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전국각지에서 필사본

으로도 수없이 만들어졌으며, 언해본까지 나왔다. 『침구경험방』의 발문에 

쓴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는 간행취지’가 이루어져 침

구가 백성들의 생활의술로 널리 자리를 잡았다. 

▮ 조선의 대표적 의서로 자리매김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침구의서는 부분 중국의서를 수입하여 그 로 쓰

거나, 베껴서 간행하거나, 재편집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세종 때의 향

약집성방 침구편이나 침구택일편집, 선조 때 유성룡이 쓴 침구요결 등도 거

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침구서를 그 로 인용했을 뿐이다. 

『침구경험방』보다 30여년 앞서 나온 동의보감도 임상의학 창출보다는 

의학경전 재구성을 통한 집 성의 의미가 크다. 침구부분도 재구성이라는 의

미는 주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모두 중국의서를 인용한 것이다. 동의보감 

침구편(鍼灸篇)과 병증별 침구처방은 그때까지 존재해왔던 중국의 의방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편집한 것일 뿐 조선의 임상을 바탕으로 한 의학이라

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침구술을 정리한 침구전문서이다. 따라서 중국의 침구의학 

서적이 아니라 조선의 침뜸의학 서적은 허임의 『침구경험방』에서 비롯된다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침구경험방은 조선의 표적 의서로 자리를 잡았다. 1719년(숙종 45) 
승정원일기에는  6월 2일 임금의 배에 침놓는 일로 여러 의원들이 의논하

는 중에 “적취에 침놓는 것은 옛 방서와 우리나라 『침구경험방에 있다”며 

우리나라 의서의 표로 『침구경험방을 들고 있다.

그리고 1712년 5월 숙종의 팔에 통증을 느껴 침구를 시술하는 문제로 여

러 신들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허임 의술의 독창성에 해 숙

종과 당시 신들이 나눈 의논은 주목할 만하다.

(숙종이 말하기를) 항구(缸灸)는 본래 고법(古法)이 아니다.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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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東醫) 허임(許任)의『經驗方』에서 나온 것인데 침자(鍼刺)한 

이후에 항구(缸灸)를 붙여 피를 뽑는 것이다. 그 효과가 매우 빠르

다고 한다. 비록 침을 많이 맞지 않아도 약간만 피부를 열어 소통

한 다음에 항구(缸灸)를 붙이면 좋다고 하는데 물론 신중하게 말한

다면 침을 약간만 놓는다 해도 약간의 피를 뽑게 되므로 미안한 

일이기는 하다. 이에 김연(金演)은 소신(小臣) 역시 지난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침을 놓은 후 항구(缸灸)를 붙인 적이 있는데 기

(氣)를 당기는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고 아

뢰었다.41)

이미 숙종은 침자(針刺) 후 항구(缸灸)로 방혈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가 빠

른 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허임의 독특한 기법임도 알고 있었다. 

이처럼 허임은 조선후기에 침자와 방혈의 방법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의원들 역시 삼릉침(三稜針)으로 절개한 후 방혈을 권하고 있었다. 이미 

여항(閭巷)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고 진언한 것이다.42)

이처럼 허임 침구법은 그동안 중국의 의학경전에 의존하던 데서 조선의 

침뜸의술이 독자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임상겸험 중시 풍토 조성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감히 스스로를 옛사람의 저술에 견주려

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생동안 고심한 것을 차마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며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임상경험을 정리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제 

임상을 한 결과라는 점은 의료현장으로 허임의 침구법이 파급되는데 크게 

향을 미쳤다. 

임상경험의 정리에 충실했던 『침구경험방』은 조선 후기의 의학 풍토를 

선도(先導)해 나갔다. 의학경전이 아닌 임상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을 이끌어 

41) 『承政院日記』숙종38년(1712) 5월 17일 (기해)
缸灸 本非古法 蓋出於東醫許任經驗方 而鍼刺後付之 其效最捷云 雖不大段下鍼 略開皮膚 疏通然後付之似好 而且以愼重之道

言之 則雖云略鍼 猶損一分血液 此爲未安矣 金演曰 小臣 亦於頃者 略施同鍼後 灸之 則引氣最緊 頗覺有效矣 先令鍼醫診察 

各陳所見 何如 上曰 依爲之

42) 上同 孝綱曰 經驗方 旣曰鍼刺後 宜付缸灸 卽今閭家 依此得效者亦多 略爲受鍼後 受灸 似好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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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의학을 창출해 나간 것이다. 이 때부터 의원 자신이나 다른 의원의 

경험을 소중히 취급하고, 경험이나 징험(徵驗)에 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

진다.  

17세기 이후 19세기까지 험(驗)자가 들어간 의서가 그 이전 시기보다 훨

씬 많이 출간되는 등 『침구경험방』 간행 이후 임상경험은 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험(驗)자가 들어간 의서가 불과 몇 

종에 불과했으나, 이 시기 이후에는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 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침구분야만이 아니라 의학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되

었다. 

명의들의 임상처방을 모아 엮은 경험방 중에 표적인 책이 사의경험방
이다. 이 책은 조선 중기 명의로 이름을 날린 채득기, 이석간, 박렴, 허임 등 

4명이 남긴 경험처방을 한곳에 모아 병증별로 분류해 재편한 것이다.

이들 4명의 명의 중 채득기(蔡得沂, 1605년~1646)는 선조 임금 때 신의

로 불린 침의(鍼醫) 채유종의 아들이다. 채득기는 명의로서만이 아니라 학자

로서도 유명하여, 경상도 상주에는 그와 관련한 유적지가 여러 군데 남아 있

다. 그는 천문·지리·의학·복서(卜筮)·음률(音律)·병법(兵法) 등에도 두루 통하

으며, 특히 역학에 밝았다. 1636년(인조 14) 천문을 관측하여 병자호란을 

예측하 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병자호란 뒤에는 심양에 볼모로 가는 

왕자들을 호종(護從)하라는 왕명에 불응하여 3년 동안 보은에 유배되기도 하

다. 다시 인조의 권유에 의하여 심양에 나가 군들을 받들었다. 

채득기는 내침의 선생안에도 침의로 기록되어 있다. 인조 때의 문신 김세

렴(金世濂, 1593~1646)은 그의 일기인 해사록에서 “교수 채득기(蔡得沂)가 

침술(鍼術)에 신묘하다”고 밝히고 있다.43)

이석간(1509년~1574년)은 허임보다 앞서서 살다간 유의(儒醫)로서 퇴계 

이황이 위독할 때 맥을 짚기도 했다. 그리고 이황 주변의 문인들과도 교분이 

두터워 이들 문인들의 문집에는 이석간의 활인행적이 수록되어 있고, 경상도 

주에는 그가 살던 집터도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44) 또 주에는 천하명의

로 통하던 이석간이 왜소증에 걸려 작아진 남자를 고친 이야기와 하체가 뱀

처럼 변한 중국 명나라의 왕 비를 치료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이석

간의 의술은 『이석간경험방이라는 필사본으로도 남아있다.   

43) 『해사록(海槎錄) 인조 14년(1636) 8월22일.
44) 《영주(뒤새)가 낳은 천하명의와 만고충신 李父子》 박성호, 계간 영주문화, 19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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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렴(朴濂)은 인조 때의 의관(醫官)으로 호는 오한(悟漢)이라고 알려져 있

다. 네 명의 명의 중에서 박렴에 한 기록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사의(四醫) 중에서 허임을 제외한 위 세 사람의 임상을 모아 엮은 『삼의

일험방(三醫一驗方)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증상에 따른 단방이나 약미

(藥味)를 적은 단순한 처방과 침구처방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45) 이

들 경험처방은 주위에 흔한 사물들을 약재로 취할 뿐 아니라 때로는 비합리

적인 방법마저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 책의 치료방법은 민간의 절박한 실정

을 여실히 반 하고 있다. 당시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백성들의 질병과 싸워야 

했던 지식인들과 무수한 백성들의 역사가 쌓여 있는 처방인 셈이다. 

삼의(三醫)의 경험방에 허임의 경험처방을 더해 필사(筆寫)하여 사의경험

방이라는 책으로 묶어 낸 지식인도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간절한 뜻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독자적인 보사법으로 널리 알려진 『사암침법에도 허임의 『침구경

험방은 일정한 향을 미쳤다. 사암(舍巖)이 지은 『사암침법의 치료편에

도 허임 『침구경험방을 일부 인용한 내용이 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침구경험방의 내용이 『사암침법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46)

▮ 침구분야 전문 영역 발전에 기여

조선 초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경국 전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침구전

문업종제도, 즉 침구의(鍼灸醫)제도가 침구술을 발전시키고, 조선의 침구전문

서인 침구경험방을 낳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성종 이후 

침구전문업종이 정착되어 침구의원들의 의술이 더욱 발전하고 있었다. 중국 

의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인 침구전문서가 나온 데는 

우선 침구전문업종의 정착이라는 의료제도적인 토 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침뜸 전성시 의 침구술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허임의 

침구법이고, 또한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침의들의 전문적 역을 더욱 활

성화 시켰다. 

효종 2년(1651)에 내의원의 부속청으로 침의청을 설치하는 데까지 향을 

45) 「고의서산책 273」 田園必考(전원필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46) 《허임 『침구경험방연구》박문현, 경희 학교 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8,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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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침구경험방』 간행 7년 후에 설치한 침의청에는 12인의 침의가 근

무했다. 

조선시  중기부터 후기 철종 때까지 내의원 근무자 명단이 적혀 있는 고

문서(古文書) 가운데는 「내침의 선생안」이 따로 있다. 이에 따르면 내의원

에 근무한 침의만 해도 202명이었다. 이 기록은 허임시 를 전후해서부터 조

선 후기까지의 명단이다. 

이들 내침의(內鍼醫)들은 다수가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천거를 통해

서 내의원의 침의가 된 사람들이었다. 부분이 과거시험을 거쳐 내의원으로 

된 다른 의관의 경우와는 정반 의 양상이다. 과거시험을 보지 않은 내의원 

침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민간에서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침술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침의(鍼醫)들은 구한말 근 적 의료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도 의료현

장에서 침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으로 활동했다. 1866년에 반포한 전

회통과 1867년 육전조례 상에도 전의감과 혜민서에 침의를 별도로 두고, 내

의원에도 침의청이 그 로 존속했다. 1900년(광무 4)에 내부병원을 광제원

(廣濟院)으로 개정했는데, 광제원에도 본원의 직제에 의사 7인 가운데 방

의[漢方醫]와 별도로 침의(鍼醫)를 두었다. 조선시  침의들은 구한말 근 적 

의료기관에서도 전문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구분야가 전문 역으로 자리를 잡아 발전하는데 몇 백 년까지 향을 

미칠 정도로 조선 침구전문서의 효시인 『침구경험방』의 내공은 강했다. 

그러나 일제시  서양의학에 밀려 우리나라 정통의료인 침구가 유사의료

가 되고 침구의원이 유사의료업자로 전락되었으며, 급기야 광복 이후 침구전

문업종은 수난의 역정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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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 중국에서의 『침구경험방』간행과 교류

▮ 일본에서의 허임 침구학

일본에서 『침구경험방』은 이미 서로 다른 시기에 3번 이상 간행되었다. 

1차는 향보(享保) 10년(1725) 11월,오복정서림(吳服町書林)에서 상중하 3권

을 간행했고,야마가와쥰안[山川淳菴]의 서문이 있으며,현재 일본 교토 학

(京都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이차는 안 (安永) 7년(1778) 랑화서림

출판(浪華書林出版)에서 했다.향보(享保) 10년 본과 안 (安永) 본은 판본

이 같았다.

중국의 중의고적출판사(中醫古籍出版社)가 1994년에 인(影印)으로 간행

한 『침구경험방』이 일본에서 1778년에 간행한 판본을 사용하고 있다.47) 

이것으로 보아  1778년에도 일본에서 『침구경험방』을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간행된 두 종의 일본간본은,중국의 상해도서관(上海圖書館)과 중국

협화의과 학(中国協和醫科大学)도서관에도 각각 소장되어 있다.48) 

일본에서는 또 문화(文化) 4년(1807년, 丁卯) 춘삼월에 침구명감(鍼灸明
鑑)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1725년 판본 『침구경험방』은 일본 유학생 

야마가와쥰안(山川淳菴)49)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가져간 『침구경험방』을 

가지고 처음 간행됐다.50) 야마가와쥰안은 이 일본 판본의 『침구경험방 서

문에서 조선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의 목격담을 썼다. 그는 “조선에서는 침구

가 의가(醫家)의 요체 고, 그 효험이 가장 빨랐는데 치료방법은 한 결 같이 

모두 허씨의 경험방을 배워서 하는 것이었다”고 목격담을 말하고, “조선의 

침술이 최고라고 하고,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이 정말 꾸

며낸 말이 아니었다”며 조선 침구술이 으뜸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또 그는 “『침구경험방을 보니 핵심적이면서도 번거롭지 아니하고 간단

하면서도 누락되는 것이 없었으니 이른바 백가(百家)의 요체를 뽑고 천고(千
古)의 비법(秘法)을 연 것이어서 그것을 배우는 자는 누구나 각각 그 술(術)

47) 安永浪華刊本: 安永 7年(1778年) 浪華書林. 10行16字 주는 雙行.
48)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許任『鍼灸經驗方』特徵과 國內外刊行》 이상창
49) 야마가와쥰안(山川淳菴)이 의사였다는 사실은 三木榮이 조선의서지(p.340)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그는 의학을 공부

하기 위해 조선에 유학 왔을 가능성이 많으며, 그 시기는 략 17세기 말 18세기 초엽으로 추측된다.
50) 享保大阪刻本: 上, 中, 下3冊,享保十年(1725年),罔田三郞右衛門,大阪吳服町書林. 10行16字 주는 雙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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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달하고 묘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야마가와쥰안은 침구경험방을 출판하여 사방에 펴서 생명 살리기를 좋

아하는 ‘호생(好生)의 덕’을 가진 모든 군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 조선 현자

의 아름다움이 이역에까지 멀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야마가와쥰안이 침구경험방을 간행할 당시는 조선통신사들의 왕래로 조

선과의 의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 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모두 12차례 다. 처음 

3회는 일본 측의 요청에 회답하고 왜란중의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회답겸쇄환

사(回答兼刷還使) 다.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신이 파견된 것은 1636년 병

자사행(丙子使行)부터이다. 통신사는 처음엔 양국 간의 평화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강했으나 점차 문화교류의 성격이 더욱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었다. 

조선에서 파견하는 통신사의 수는 적을 때는 260명, 많을 때는 500명이나 

됐다. 1711년 신묘사행(辛卯使行)에는 500명의 조선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

했다. 가장 성 한 사절단이었다. 이들을 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100만 

냥의 자금과 연인원 33만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여정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부산에서부터는 마도주의 안내를 받아 해로

를 이용했다. 마도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關]를 통과하여 일본 각 번(藩)의 

향응을 받으며 오사카[大阪]의 요도우라[淀浦]에 상륙했다. 그리고 육로로 일

본 막부의 수장 쇼군[將軍]이 있는 도쿄[東京]로 향했다. 통신사가 지나는 각 

번은 통신사를 국빈으로 우하며 접하 고, 일본 지식인들과의 교류가 활

발했다. 

통신사를 맞는 일본인 의사들이 가장 알고 싶어 했던 분야는 조선의 의료

기술과 의서, 약물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조선통신사에 면담을 신청한 일

본인 중에는 의사가 많았다. 

조선의 통신사절단에는 의관들도 공식수행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통신사 

일행이 도착하면 일본의 의료관계자들은 조선의 의원들 숙소를 직접 방문하

거나, 또는 집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일본의 의원들은 조선인과의 면담이나 

필담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책자를 발행했다. 그래서 매번 사행(使行) 

때마다 담내용을 정리한 이른바 ‘의학문답’(醫學問答)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51) 

51) [고의서산책246] 桑韓醫談 ①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민족의학신문[513호]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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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이들 조선통신사들의 

의학교류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 자료에는 일본의 의사들이 조선의 침

구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담한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당시 일본과 조선의 침뜸에 한 실상은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간 의술

교류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그 가운데는 침구이론은 물론이고 침의 종류와 길

이, 자침(刺針)의 깊이나 뜸의 장수 등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쓰이고 있었던 침과 뜸에 해 비교하여 확인 할 수 있다.

1711년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 을 때, 일본의 침의(鍼醫) 무

라카미타뇨(村上溪南)와 그의 아들 등이 9월 20일 통신사 일행이 머무르고 

있는 서본원사(西本源寺)의 숙소를 방문했다. 이 때 조선의 명의(名醫) 기두

문(奇斗文)과 침술에 관해 나눈 문답을 적어놓은 기록이 양동창화후록(兩東
唱和後錄)이다. 이 기록에서 침구경험방으로 보이는 책이 거론된다.  

조선 의관 기두문은 일본의 침의 무라카미타뇨에게 침구서를 한권 건네준

다. 무라카미타뇨는 책에 매료었다. 

“귀공의 책은 실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중에 별혈(別穴)의 

존재는 삼가 베껴두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또 정형수경합(井滎兪經合)의 혈 

자리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기두문이 건넨 침구서는 '별혈'에 관한 내용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침구경험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문답기록에는 조선의 종기치료침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조선 의관 기두문이 일본 침의인 무라카미타뇨 큰 

아들의 요청에 따라 직접 침을 시술하는 시범을 보이고 조선 침의 실물을 보

여준다. 기두문은 “호침, 미침과 세침, 삼릉침은 모두 왼손 지를 엎어서 혈 

자리를 누르고 손톱의 바깥쪽 모서리를 취하여 자침합니다”라며 일본 침의의 

아들 몸에 직접 시술까지 했다. 곡지(曲池)와 족삼리(足三里)를 취혈하여 자

침하 다. 기록에는 이 일에 해 “침은 크지만 통증은 느끼지 못하 다”고 

감탄사를 적어 놓았다.52)

기두문은 조선침을 품속에서 꺼내 보여주었는데, 종침(大腫針) 중종침

(中腫針) 소종침(小腫針)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것은 습열(濕熱)이 응결되어 

생긴 통증이 심한 종기에 쓴다고 하 다. 기두문은 치종치료를 중심으로 하

는 조선의 침을 보여준 것이다.  

52) 「고의서 산책256」 중 兩東唱和後錄 ②,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민족의학신문, 2005.



침구경험방 저자 허임 유허지 학술조사 보고서
 

110

일본의 의사 야마가와쥰안이 1725년 침구경험방 일본 판본을 간행하면

서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조선 유학시절의 목격 내용은 조선에선 '침구가 

의가의 요체'라는 것이었고, 치료방법은 한결같이 모두 허씨의 경험방이라는 

것이었다. 야마가와쥰안의 목격담에 비춰볼 때 1711년 경 조선에서 침구경

험방은 의원들의 필독서 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통신사로 가면서 기두문

이 가져가서 전한 책은 침구경험방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10번째 통신사의 일행으로 1748년 일본을 방문한 조선 의

관은 조숭수 다. 이 때 일본의 의사 가와무라슌코(河村春恒)가 조숭수에게 

“우리나라(일본)에는 탕액가(湯液家) 외에 침의(針醫)가 따로 있습니다. 이들

이 주로 소문(素問)에서 말하는 호침을 사용합니다.”53)라고 이야기한 목이 

있다. 18세기 일본에서도 침뜸을 전문적으로 사용한 의사들이 탕약을 다루는 

의사와 별도로 존재하 으며, 이러한 구분이 매우 명확하 음을 보여주는 이

야기다.54) 

조선 의관 조숭수는 조선의 침의 허임을 거론한다. 그는 일본의 의사 가와

무라슌코에게 “동방에 허임이 있어 (침술에) 능통하 고, 김중백이 그것을 이

었는데 지금은 없으니 애석하다”라며 허임과 허임의 제자 김중백을 소개했다.

일본 침의들에게서 조선의 침술은 늘 큰 관심꺼리 고, 이에 따라『침구경

험방은 1778년에 다시 출간됐다. 1807년에는 침구명감(鍼灸明鑑)이라는 

제목으로 또 인쇄되어 나왔다.55) 문화 4년(1807)에 간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침구명감의 서문에는 ‘허씨침구명감’ 혹은 ‘한인허씨소저(韓人許氏所
著)’라는 내용을 명기하여 조선국 허임의 저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침구경험방을 침구명감이라고 하여 출판한 뜻은 뛰어난 침의 허임이 자신

의 의술을 기록한 경험의서를 넘어, 황제내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학

의 역사에서 가장 우뚝한 공을 이루었고 천고에 길이 남을 ‘전범(規則)’이 되

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경험방이 아니라 불후의 고전, 곧 ‘명감(明
鑑)’이라는 타이틀을 붙 다. 이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이 허준의 경험방을 

넘어 동아시아 의학의 표 반열에 올라, 세계의학에서 당당히 자기 위치를 

53) 『桑韓醫問答 我國湯液家之外有 針醫者 其法卽用素問所謂毫鍼者.
54) 《18세기한일침구학의교류 - 조선통신사 의학문답기록을 중심으로》오준호⋅차웅석, 경희 학교 한의과 학의사학교실, 

한경락경혈학회지 Vol.23, No.2, 2006, pp.1∼18.
55) 지난 2008년 어느 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침구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김영훈 학생이 (사)허임기념사업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왔다. 교토 학도서관에 『침구명감(鍼灸明鑑)이라는 책이 있는데 허임의 저술로 되어있다는 것이었다. 기업가인 박정부 
한일맨파워 사장의 도움을 받아 교토 학 도서관에 침구명감 사본(寫本)을 신청해 확인해 본 결과 이 책은 『침구경험방
의 또 다른 일본 판본이었다. 『鍼灸明鑑(침구명감)』 文化4年(1807年) 丁卯 春三月 尾張 大石良輔 교열 10行16字 주는 雙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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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56) 

침구명감에는 서문이 책의 앞 쪽에 세 개가 실려 있다. 그 첫 번째 서

문은 정삼위(正三位) 수리 부(修理大夫)인 단파뢰리(丹波賴理)라는 인물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수리 부(修理大夫)는 산업공학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책의 인쇄와 관련한 업무로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문을 쓴 날짜도 다

른 서문이 춘3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이 서문은 1807년 음력 11

월로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미장(尾張) 대석양보(大石良輔)는 지난번에 허씨의  침구명감
을 교열(校閱)하면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침구의 공이 귀하고 큰데, 만약 침구술을 천한 직업으로 여긴다면, 

진실로  침구의 공로를 모르는 것이다. 지금 대석(大石)씨는 침구

의 공을 알고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침구의 공이 귀하

고 큼을 알도록 할 수 있다. 그런즉, 이러한 행위는 역시 귀하고 

클 것이다. 이러한 뜻을 넓혀, 서문으로 삼는다.

침구명감의 두 번째 서문은 1807년 춘3월에 전약료(典藥寮)라는 의료기

관의 의원(醫員)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의랑 장 록화기조신

(朝議郞大藏大錄和氣朝臣)이라는 직책의 관료인 아형(惟亨)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이 서문에서는 ‘침술이 의가(醫家)의 정신 수련의 요체’라고 보고 있어 

흥미롭다.

황제내경의 영추와 소문은 모두 침술을 의학의 근본으로 여겼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박사라는 직책을 두어, 오늘날까지 이어내려

오고 있으며, 특히 의가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로써 의가(醫家)

의 정신 수련의 요체는 침술에 있다는 것이 마땅함을 알 수 있다. 

천조(天朝)57)에서는 침과(鍼科)를 숭상하고, 잘 육성하였다. 

무릇 의술에 있어서, 침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고, 탕

약과 뜸이 그 다음이 된다. 지금은 탕약을 쓰는 자가 많고, 침구를 

쓰는 자는 드물다. 항간에서도 탕액가(湯液家)를 첫째로 치고, 침

56) 《허임 침구경험방의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의》 전종욱. 2014.7.17. 침구경험방 간행 370주년 기념 세미나 - 조선제일의 침
의 허임 침구학 조명. 

57) 제후(諸侯)의 나라에서, 천자(天子)의 조정(朝廷)을 두고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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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鍼灸家)는 둘째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천

박하고 헤아림이 없는데, 그 술(術)을 베푸는 일이 어찌 깊은 경지

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연유로 옛 법도가 사라지고, 침도(鍼
道)가 쇠퇴하였으니 한탄스럽다.

근래 대석씨는 한인(韓人) 허씨의 저서인 침구명감을 새로 얻

어서, 장차 그것을 출판 하려고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힘써 익히

도록 하여 예전의 뜻을 다시 크게 펼치려고 하니 그 뜻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가 그의 업적을 훌륭히 여겨, 책 끝에 몇 마디 말을 덧붙이노라.  

 

이 서문은 일본에서 침도(鍼道)가 쇠퇴하여 석(大石)씨가 침구명감을 

출판, 사람들로 하여금 침술을 힘써 익히도록 하여 침구를 부흥하고자 하는 

뜻이 지극히 훌륭하다는 내용이다. 침구경함방이 일본으로 건너가 침구학의 

교과서가 된 것이다.

세 번째 서문은 침구명감을 교열하고, 출판을 주도한 미장(尾張) 석양

보(大石良輔)가 쓴 서문이다. 침구명감의 두 번째 서문에서는 허임을 ‘한

인(韓人) 허씨’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 서문에서는 ‘한국(韓國) 허군’이라고 

칭하고 있다. 미장 석은 ‘한국(韓國) 허군의 침구명감’을 황제내경의 추

에 비견하면서‘법도로 삼을만한 훌륭한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나는 “활 쏘는 자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표적에 적중시키는 것만

을 활 잘 쏘는 것으로 여긴다면 세상에는 모두 예(羿, 하나라 때의 

제후로 궁술의 명인)58)들로 넘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

다. 우리 의원들도 이러하다.

나무를 깎아 바퀴를 만드는 것처럼 구루(痀僂, 고사에 나오는 최

고의 기술자)59)의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손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으

로 터득해야 하니 이른바 '의(醫)란 생각[意]이다[醫者意也]'60)라고 

하는 것이다.

58) 하(夏)나라 때의 제후(諸侯)로 궁술(弓術)의 名人.
59) 고사(古事)에 나오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구루(痀僂)는 기술자의 명사로 쓰인다.
60) 한의학의 정수를 가리키는 말로서, 황제내경에 나오는 문장이다.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의학이란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의란 생각이다’, ‘의학이란 의사와 환자의 마음의 교감이 중요하다’ 등등 무수한 번역이 모두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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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침술을 행하는 무리들이 미루어, 종주(宗主)로 삼는 경전은 

오직 영추뿐이다. 그런데 그 문장이 고고(高古)하여, 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박식한 장인과 이름난 대가들도 

자못 통하여 깨닫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물며 저자거리의 몽

매한 무리들이야 어떠하겠는가?

영추 외에 기타 여러 서적들은 너무 번잡하거나, 너무 간략하고 

내용이 허무맹랑하여 쓸 만한 책이 드문 실정이다.  

한국 허군은 그 술법을 통달하여,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마

침내 법도로 삼을만한 책을 지었으니 훌륭한 일이다. 이것은 또한 

인인(仁人)과 의국(醫國)의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일본의 풍속에서는, 침구술을 천한 기술로 여긴지 오래되었

다. 요즘의 의사들이 그릇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릇된 

것이 전해졌을 뿐이다. 또한 지금 침구를 익히는 자들은 그 술법이 

미숙할 뿐이다. 미숙한 술법으로써 병을 치료하려는 것을 비유컨대, 

마치 달걀을 보고 바로 닭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고, 삼씨를 보

고 바로 천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  

근래 나는 허씨 침구명감을 얻어 그 순서를 바로 잡고, 누락된 

것을 보완하여 종결지었는데, (내가 한 일이) 고루61)한 자가 자기

의 분수도 모른다는 꾸짖음을 면하기 어려우니 어찌 ‘구음지책(鷇
音之責)’62)의 경우와 다르겠는가? 외람되지만 머리말 한마디를 

책을 출간하는 자에게 전한다.

석(大石)씨는 ‘한국 허군'이 의학의 술법에 통달하여 오묘한 경지에 이

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허임의 명성과 의술은 바다를 건너 전해지고 있었다. 

그의 의술은 세 를 거치며 세상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널

리 쓰이게 되었다.  

61) 固陋  : 생각이 경직되고, 견문이 부족함. 즉 학문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62) 鷇音之責 :  ‘능력이 부족한 자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어떤 일을 치르면서 받는 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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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의 허임 침구학

조선은 침구술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나라 다. 이미 조선 침뜸의 우수성

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그동안 침구학 관련 분야를 포함한 의서들이 

부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찍어내거나 재편집하여 활용해 왔다. 

그런데 조선의 침구술은 치료현장에서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의 침술이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청나라에 가서 직접 확

인하여 전한 사람은 정조 때 이조판서를 지낸 바 있는 이갑(李岬)이다. 그는 

1777년 청나라 연경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쓴 『연행기사(燕行記事)에서 

청나라 태의원(太醫院)에서 본 중국의 침술의 수준에 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청나라 태의원의 침술(鍼術)은 더욱 좋은 솜씨가 없다. 침은 

우리나라 것에 비교하면 심히 무디기 때문에 침을 맞는 자가 더욱 괴로워한

다”라고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침술이 청나라와는 우선 침의 굵기부터 달랐

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병자호란 직후부터 조선 침의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침의 유달(柳達)은 병자호란 이후 볼모로 청나라 심양에 있는 동궁(소현세

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따라가 있었다. 이 때 유달은 침술(針術)로 청나

라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다.63)

그로부터 4년 뒤인 1643년(인조 21)에는 청나라 황제의 풍증을 고칠 명의

를 보내라고 요구해 침의 유달을 보냈다.

청인이 세자의 관소(館所)에다 말하기를, 황제가 풍증(風症)으로 

머리가 어지러우니 죽력(竹瀝)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하고 또 명의

(名醫)를 보자고 요구하였다. 상이 명하여 침의(鍼醫) 유달(柳達)과 

약의(藥醫) 박군(朴頵) 등을 보냈다.64)

조선의 침구술이 중국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직접 악창(惡瘡)을 터트리고 

열기(熱氣)를 다스리는 선사시 부터 내려온 종기치료의 전통 때문이 아닌가 

싶다. 허임도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법은 전해줄 수 있어도 솜씨는 전할 

63) 인조실록 인조 17년(1639) 8월 16일. 
64) 인조실록 인조 21년(1643) 4월 6일.



Ⅳ. 침구경험방과 그 영향
 

115

수가 없다’고 했듯이 의학서적을 통한 학(學)과 몸으로 익히는 술(術)의 체득

은 다른 차원이었던 것이다. 

종기치료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의 침구전문서인 『침구경험방이 중국

에 처음 소개된 것은 청나라 건륭연간(1736년∼1796년)이었다. 그런데 당시 

『침구경험방은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 『면학당 침구집성(勉学堂 
鍼灸集成:이하 침구집성)이라는 이름의 책 속에 그 내용이 그 로 실려 전해

졌다. 청(清)나라 건륭연간(乾隆年間)에간행된『면학당침구집성(勉学堂鍼灸
集成)』은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청나라 말 동치광서연간(同治光绪年間)에도 다시금 간행되었으며 

이 판본이 청나라 말기에 가장 유행했던 침구학전문서 다. 중국의 많은 사

람들은 이 책을 청나라 이전의 50여종 의학문헌(醫学文献)을인용수집, 집

성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65)

침구집성은 1874년과 1879년 다시 간행되었으며 이 판본이 청나라 말

기에 가장 유행했던 침구학전문서 다.66) 그런데 이 책은 랴오륜홍[廖潤鴻]

이란 명의가 저술한 것으로 표기하여 간행되었다. 

사실 침구집성은 허임의 『침구경험방 전 내용과 허준의 『동의보감
의 침구 관련 부분, 중국 명나라 장개빈이 편찬한 『유경도익(類經圖翼)의 

일부를 그 로 옮겨 출판한 책이다. 이같은 사실은 박문현이 2000년  한국

의사학회지에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침구집성의 실상｣이라는 논

문에서 낱낱이 밝혀졌다.67)

침구집성 권1은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에 나오는 침법(鍼法), 구

법(灸法), 금침혈(禁鍼穴), 금구혈(禁灸穴), 와혈(訛穴), 십사경순행(十四經循
行)과 병후(病候), 침구길일(鍼灸吉日) 등의 내용을 『동의보감→『침구경험

방→『동의보감 순으로 번갈아가며 편성해 놓은 것이다. 

침구집성 권2는 인체 각 부위에 따른 병증에 한 침구치료법을 논하고 

있는데, 『침구경험방→『동의보감 순으로 옮겼다. 권3과 권4는 경맥과 경

혈에 한 내용인데, 십사경의 유주(流注)와 유혈(兪穴)의 부위, 주치작용에 

해서는 유경도익 권6과 『동의보감을 번갈아 옮겨다 놓았고, 140여 개의 

경외기혈의 명칭, 부위, 주치에 해서는 유경도익 권10과 『침구경험방 및 

65) 이상창 《許任 『鍼灸經驗方』 特徵과 國內外刊行》,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66) 이상창, 《허임『침구경험방의 특징과 국내외간행》, 『침구경험방간행 365주년 세미나 자료집(사)허임기념사업회, p.54
67) 박문현,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침구집성의 실상》, 한국의사학회지13-2,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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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의 별혈(別穴) 부분을 그 로 베낀 것이다.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 침구편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수많은 역  의서들을 인용하여 정리한 동의보감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 등 25권으로 되어있다. 동의보감에서 침뜸 관련 부분은 제일 

마지막 25권에 침구편에 엮어놓고, 내경편ㆍ외형편ㆍ잡병편의 각 병증별 치

료법에서 주로 그 끝 부분에 침구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침구학 고전을 모

은 동의보감의 침뜸 부분과 평생의 임상을 모은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절

묘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책은 략 3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허준

과 허임에 의해, 30여 년 정도의 간행 시차를 두고 세상에 나왔다. 

이 두 책은 당시까지의 침구의서를 폭넓게 수용하고, 조선의 독자적인 침

구임상경험을 추가하여 정리한 조선침구학의 최 의 성과이다. 침구집성이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 침구관련 부분을 한데 묶어 놓음으로써 조선의 

양  침구문헌의 가치를 인정한 셈이다.  

『침구경험방은 단순히 기존 의방서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다. 신의 의술

로 명성을 날린 조선의 침의(鍼醫) 허임이 치종의의 정통 맥을 이어 받고, 

침구술을 터득하여 일생동안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며 직접 경험한 것

을 바탕으로 정리한 조선 침구전문서의 효시가 되는 책이다. 그런데 침구집

성은 이 『침구경험방을 그 로 베껴 간행하면서 허임의 이름은 전혀 언

급조차하지 않았다.

또 『동의보감은 의학입문, 동인경, 자생경 등 중국의 의방서를 일목요연

하게 재편집하여 집 성하면서, 원래 인용한 의서의 출처를 일일이 달아서 

집필한 책이다. 침구집성에서는 이 『동의보감 침구관련 내용을 그 로 

옮겨 쓰면서 『동의보감을 옮겼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새

로 의서들을 일일이 뒤져서 재구성한 것처럼 보인다. 수 십 년에 걸쳐 수많

은 의방서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의학의 체계를 새

로이 구성한 조선의 의학자 허준의 이름은 간 곳이 없다. 그 자리에 청나

라 의원의 이름이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청나라 이

전의 50여 종 의학문헌을인용수집, 집 성한 책이라고 알고 있다.

이에 해 중국 중의과학원 침구연구소 부소장 황룽샹[黃龍祥]도 “침구

집성 이 ‘침구서적의 집 성(集大成)’이라고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저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아마도 출판사에서 직접 편집 출판하지 않았을까”라

고 추측한 바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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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집성은 1874년 인쇄(사진의  오른쪽)되어 나오기 시작한 이

래 지 도 국에서는 잇달아 출 되고 있다. 

청나라에서는 『침구경험방이 단행본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침구집성

 속에서 그 내용이 널리 전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침구인들 이라면 

누구나 다 이를 참고하 을 것이다. 

『침구경험방』의 또 다른 하나의 전본(傳本)인 침구집성의 현존하는 

판본은 다음과 같다.69)

◦ 청나라 건륭(乾隆)년간 刻本 “饒松圃初梓本”,中國中醫硏究院 도서관 소장.

◦ 청나라 동치(同治) 13년(1874) 甲戌 冬 十月,北京文寶堂刻本.

◦ 청나라 광서(光緖) 5년(1879) 己卯,北京琉璃廠寶名齋刻本.

◦ 1930년,北京天華館鉛印本.

◦ 1933년,合川慈善會刻本.

◦ 1936년,北京打磨廠老二酉堂刊本(寶名齋板易扉頁印行)

◦ 抄本(林翼臣輯,吳福綏參訂)

◦ 1956年,人民衛生出版社  影印本.70)

중국에서는 현재도 이 『면학당 침

구집성이 청나라의 랴오륜홍을 저자

로 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출판되고 

있고, 곳곳의 서점과 인터넷서점을 통

해 팔려 나가고 있다. 

중국어 인터넷 서점에 전시되어 있

는 책을 보면 1956년 인민위생출판사

에서 인되어 나온 책도 눈에 띄고, 

1986년 북경시중국서점에서 출판한 

책과 1994년도 출판본도 보인다. 중국 

중의약출판사에서는 1998년 2006년 

2010년에도 표지를 바꿔가며 펴내고 

있다. 

68) 『鍼灸名著集成 黃龍祥,1996年,華夏出版社,p.1214
69)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이상창, 《許任 『鍼灸經驗方』 特徵과 國內外刊行》
70) 『鍼灸文獻提要』,王德深,1996,人民衛生出版社,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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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중국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침구전문서가 출판업자의 그릇된 상술이 

동기가 되어 만들어진 위서(僞書)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침구집성이 조

선 침구학의 성과를 모은 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침구경험

방과 『동의보감 침구관련 부분을 한데 묶어 놓은 침구집성을 통해 조

선의 양  침구문헌의 가치가 중국에서 저절로 인정되는 양상이 됐다. 

1994년에 중의고적출판사(中醫古籍出版社)는 일본 안 (安永) 7년(1778)

에 나온 『침구경험방』 간본을 인하여 출판했다. 이는『중국과학원도사관

(中國科學院圖書館館)의 정서본의서(藏善本醫書)』에 포함 되었다. 이 책이 

중국에서 인출판 되었을 때에 “내용이 간단명료하고 문맥이 조리 있고 깔

끔한 특징을 가진 책으로 침구임상에서 실용적인 참고서”71)라고 평가되었다. 

71) 『中國科學院圖書館館藏善本醫書』,傅景華等編,中醫古籍出版社,1994年,內容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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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임 부조묘 터

▮ 부조묘 관련 기록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는 허임이 노년에 거처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후

학들에게 침술을 가르쳤던 곳이다. 또한 그는 이곳에서 지내면서 의학서인 

『침구경험방』을 저술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허임이 별세한 후 이

곳에는 그를 모신 사당이 세워졌으며, 20세기 초반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조묘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새터말 허임 후손의 종손가 바로 옆 내산

리 353번지에 위치하 다고 한다. 『公山誌』권1 不祧廟條에 「許任河陽人 
仁祖朝功臣 河興君廟在牛城面內山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허임의 

부조묘가 내산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공산지의 인물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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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묘 터의 현 상황

허임의 부조묘가 위치했던 내산리 새터말은 해발 307m의 갈미봉에서 동

쪽으로 약 1㎞ 거리에 마루뜰과 접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데, 부조묘 터

로 전해지는 곳은 산사면의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지역민의 전언에 따

르면 약 100년 전까지 사당이 있었으나 퇴락되어 철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사면은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사당이 위치했다고 전해지는 

곳은 일부가 절토되어 축사가 들어서 있다. 그리고 남쪽 주변으로는 사면부

를 절토하거나 석축을 쌓아 민가들이 조성되어 있다. 지는 구릉의 사면지

역에 해당하는데, 층위는 자연풍화층으로 인위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사당이 위치했던 곳은 이미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부조묘의 위치가 다르게 전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조묘 터로 전해지는 곳에서는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주변

지역에서 조선시  기와편이 수습되었는데, 문양을 보면 퇴화한 어골문, 무

문, 조선후기에 성행한 청해파문 등이 확인된다. 문양이나 제작기법 등이 다

양한 것으로 보아 이들 유물을 통해 시기를 특정하거나 부조묘의 존재 가능

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사 결과 현재 부조묘 터로 전해지는 지역에서는 터의 흔적이나 관련 유

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정 부조묘터

[추정 부조묘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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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묘 터 (원 안)]

 

                

[추정 부조묘 터 경]

 

[추정 부조묘 터 근경] 

                        

 

[추정 부조묘 터에 들어선 축사시설] 

 

[주변에서 수습된 기와편과 백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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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세워진 허임 묘비]

2  허임 묘역

▮ 우성면 한천리 무성산 기슭

허임의 생몰년은 미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가 집필한 『침구경험

방』이 1644년에 간행된 점으로 볼 때 그 이후에 사망하 을 것이므로 사망

시기는 1644년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묘소는 원래 장기면 무릉리

에 조성되었으나 1982년 현재의 우성면 한천리 무성산 기슭으로 이장하 다. 

현재는 하양허씨가의 공동묘에 합장된 상태이다. 

허임 선생의 묘소가 조성되었던 원 위치는 박동진 판소리전

수관에서 정북으로 1㎞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 다. 경사가 비

교적 가파른 서남향 사면부를 정지하여 봉분만 조성한 상태

으며, 주변에 석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어려운 지

역이다. 따라서 묘역에는 봉분만 조성되었을 뿐 다른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장된 지역에서도 봉분터

만 확인될 뿐 다른 시설의 흔적은 없었다. 무덤의 형식은 이장

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회곽묘 으며, 별도의 부장칸 등은 마

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회곽 내부에서는 출토

되지 않았으며, 회곽 밖에서 백자 접시 1점이 출토되었다. 이 

백자접시는 원래 묘지명이 기록된 것이었으나 글씨가 모두 지

워졌다고 한다. 현재는 글씨가 남아있지 않다. 크기는 지름 

13.5cm, 굽지름 5.4cm이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내부

에 침선이 1조 돌아간다. 이 침선을 기준으로 기벽이 밖으로 

크게 바라지면서 성형되었으며, 내부 바닥은 평평한 편이다.

  현재 이장된 하양허씨가의 공동묘는 우성면 한천리 무성산 기슭에 위치

한다. 공동묘는 무성산에서 동쪽으로 900m 떨어진 해발 290m의 지점에 조

성되었다. 봉분의 크기는 지름이 약 5m, 높이 2m 정도이며, 봉분에 높이 70

㎝의 호석을 돌렸다. 그리고 지하에 석실을 만들어 하양허씨가 22분을 모셨

다. 공동묘 앞에는 동편으로 최근에 세워진 許任 선생의 묘비석을 비롯해 許
欽, 許晸, 許洛의 묘비석이 있고, 서편으로는 許宗, 許增, 許仁 許訥의 壇碑
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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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허씨 합장묘역 근경]

[합장묘역의 경]

[‘장기면 무릉동 허임의 옛 분묘터 경]

 

[ 장기면 무릉동 허임의 옛 분묘터]



침구경험방 저자 허임 유허지 학술조사 보고서
 

126

[옛 분묘가 있던 무릉동의 산세]

       

분묘 터

월송동 방향

무릉동 방향

[옛 분묘터(무릉동)]

            

 

[회곽묘 출토 묘지명 백자 시 안]

  

[회곽묘 출토 묘지명 백자 시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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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무형문화자원

▮ 뜸밭골 열두동네

부전동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공주시 우성면의 한천리(韓川里)‧내
산리(內山里)‧도천리(道川里)‧신웅리(新熊里)의 4개리, 15개의 자연촌락으로 

되어 있다. 

본래 부전동은 ‘뜸밭 열두동네’라 하 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12동네로 이루어진 동네 다. 이 부전동에는 조선 초기 예안김씨(禮安
金氏)가 들어온 이래, 예안김씨의 외손이었던 이세장(李世章:본관 전주; 

1497-1562)이 16세기에 들어왔고, 다음으로 강화최씨(江華崔氏)가 예안김씨 

김견(金堅)의 사위(女壻)로 이 고을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충주지씨(忠州池
氏)가 예안김씨의 외손서로 처향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외에도 조선전기에 

부전동에는 보성오씨(寶城吳氏)‧하양허씨(河陽許氏)‧한양조씨(漢陽趙氏) 등의 

성씨가 세거하 다.

부전동에는 세거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동계가 조선전기에 초창되었고, 조

선후기에 세 차례 중수되었으며(1663‧1792‧1839), 일제시 에 다시 두 차례 

중수되면서(1914‧1924),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부전 동계는 17세기 예안김씨와 그 사위 가문인 전주이씨‧강화최씨‧충원

지씨 등이 중수를 이끌었다. 그러나 18세기말 19세기에 이르면 동계를 주도

했던 예안김씨‧충원지씨 등은 부전동을 떠나가고 새로이 입향(入鄕)하는 풍천

임씨(豊川任氏)‧평산신씨(平山申氏)‧만경노씨(萬頃盧氏) 등이 부각되고 있다. 

동계의 운 주체세력인 사족들의 성관이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동계는 지속

적으로 실시되었다. 동계를 통해 하층민에 한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이곳

의 자연적 조건과 동계를 통한 용수권(用水權)의 장악과도 관련이 있다. 

▮ 허임 부조묘에 불 난 이야기

부조묘 사장이 헐릴 무렵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부조묘는 초가집 터의 위

에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제향을 이어갈 허씨가의 자손이 없었다.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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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그 로 방치되어 흉가처럼 변해버렸고, 허임의 부조묘임을 모르는 사람

들은 불미스럽다며 피하는 상황이었다. 1940년 의 어느 해 이 것을 보다 못

한 내산리의 허모씨가 부조묘에 불을 질렀는데, 어찌된 일인지 화재 후 그의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다. 그 후로 그를 ‘목 쉰 허서방’이라 불렀다 한다.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된 후 그 자리에서 하얀색 긴 통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무릉동 산소에 묻는다며 누군가 가져갔다. 당시 ‘맹인했다’ 라 했다는

데, 그것은 아마도 ‘매안’이란 말을 그렇게 통한듯 하다. 또한 이 하얀 통은 

위패 을 가능성이 있다. 부조묘의 위패는 분판하여 보통 사당의 위패와 달

리 흰색 통에 두기 때문이다. 

후손들은 부조묘 안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

다. 

▮ 허씨 나무꾼과 노루목 전설

내산리에 노루목이란 산등성이가 있다. 1958년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

집』(통문관, 147-148쪽)에는 이에 한 채록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

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이야기. 이 마을에 허씨라는 나뭇꾼이 살고 있

었는데 하루는 지금의 이 노루목 근처에 와서 나무를 하고 있으려니까, 한 마

리의 노루가 달려와서 나무를 하여 싸놓은 무데기 속에 들어가 숨는다. 그러

자 얼마 안가서 사냥꾼의 포수 하나이 뛰어오면서 노루의 간 곳을 묻자, 이 

나뭇꾼은 저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일러 주자, 포수는 그리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노루가 나무 무데기 속에서 나와서 나뭇꾼에게 고개를 몇 번 끄덕

이면서 그곳에다 앞 발로 땅을 파헤치면서 무덤을 만들라는 시늉을 하므로, 

나뭇꾼은 옳지 이 곳에다 묘(墓)를 쓰라는가보다 생각을 하고서 그때 마침 자

기 아버지를 여의었으므로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이곳에다 옮기어 썼다고 하

는데, 그뒤 그 나뭇꾼은 차차 집안이 유복해 갔었다고 하며, 이런 일로 인하

여 그 곳을 "노루목"이라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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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갚은 노루의 이야기로, 내산리에 전해지는 허씨가의 이야기 한도막이

다. 이것은 이 집안 사람들의 성품과, 생활 형편 등을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

다. 집안에서는 전설의 주인공이 허씨 가문의 효자인 허흠(許欽)라는 설이 

전해지지만 분명하지 않다. 다만 노루목에 있던 허지의 무덤을 이장하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그 앞에는 노루의 무덤이 함께 있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 내산리 비석거리 청백리 이세장 유적

내산리 마을회관에서 안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괴석(怪石)과 함께 괴석의 

내력을 담은 비가 세워져 있다. 이 괴석은 전주이씨의 부전동 입향조인 이세

장과 관련이 있다.

부전동의 전주이씨는 한재 이목이 예안김씨 김수손의 사위가 되면서 인연

을 맺었다. 이목(1471~1498)은 조선 전기 호서의 사림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로, 사림의 거두 김종직의 문하에서 공부했고, 1490년(성종 21, 당시 

20세)에 비가 음사를 설치하고 무당을 불러들이자 앞장서서 논척하여 이를 

물리쳤다.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때 재상 윤필사의 전횡 때문이라고 격렬히 

탄핵하다가, 이로 인해 공주의 씨악섬(현재 공주시 소학동)에 유배되기도 했

다.

이목이 공주로 유배된 것은 그의 처가가 공주 부전동이라는 점과 관련 있

을 것으로 보이며, 훗날 반포면 공암리에 세워진 충현서원에 그가 배향된 것

은 공주에 유배당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이목은 무오사화 때 스물

여덟의 젊은 나이로 김일손‧권오복 등과 함께 처형당했다.

이목이 죽은 뒤 그의 부인인 예안김씨는 당시 두 살의 아들 이세장을 데

리고 친정인 내산리(경사동)로 옮겨오면서 전주이씨는 이 지역에 뿌리를 내

리게 되었다. 이세장(1497~1562)은 1516년 진사시에 급제하고 1524년 식년

시 문과에 급제한 뒤, 사헌부 지평‧장령‧집의, 홍문관 교리‧응교, 승정원 승지 

등을 역임하 고, 시강원에서 강론을 하기도 하 다. 외직으로는 강원도 관찰

사 황주목사 등에 제수되었는데 평생 청렴한 관직생활을 하 다. 이 때문에 

1551(명종 6)년 염근인 33인을 녹선할 때 그도 퇴계 이황과 나란히 뽑히고 

있었다. 실록에서 그에 해 평하기를, ‘수졸(守拙)로 세상을 살아 외물에 거

슬리지 않았으며 집이 몹시 궁색하여 조석거리가 없었지만 생산에 뜻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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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골에 세워진 괴석은 이 같은 이세장의 청백리상을 

증명하는 유물이다. 괴석의 유래를 알려주는 비문 <괴석명 병소서(怪石銘 幷
小敍)>(成九鏞 撰)에 다음과 같이 그 내력이 적혀 있다.

“옛날 명종 때 부제학 이공[이세장]이 강원도 관찰사로 계실 때 절의와 청

렴으로 정치를 잘하여 왕께서 친히 청백이란 2자를 써서 포상하 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리들과 백성이 길을 가로막고 때가 무더운지라 부채

를 공에게 바쳤는데 공이 이 부채를 강에 던지시니 이로 인해 그 강을 투선

강(投扇江)이라 칭하 다. 부인[남원양씨]이 물레를 가지고 공을 따르니 공께

서 역시 버리도록 하 다. 좌우에 시종하던 백성들이 공의 청덕(淸德)에 보

답할 길이 없어 공이 평소 아끼시던 괴석(怪石)을 공의 집에 옮겨 놓았다. 

공이 돌아가신 후 공의 묘정에 다시 운반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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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 기념과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 역사인물로서의 콘텐츠 

허임은 역사인물로 기념할만한 가치가 높으며 그의 생애 안에서는 특히 

스토리텔링에 무게감을 주는 소재가 많다. 

첫째는 출신성분에 의한 계급차별이 극심하던 시 에 아버지는 관노 출신

이고, 어머니는 사비 출신으로 부모가 모두 천인이었음에도 침술로서 삼 에 

걸쳐 임금을 치료할 정도로 뛰어난 의술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시기에 종군(從軍) 의사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허임은 조선 최 의 국난인 임진왜란 때 전시 최고 사령부에 해당하

는 광해군과 동행 하며 야전부 의 군관민을 일선에서 치료한 종군의사 다. 

의주로 피난한 선조임금을 수행한 허준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할 부분이

다. 치종이나 침구술은 전통의학 가운데서 외과의술에 속한다. 이는 군진(軍
陣)의술로 활용된다. 외과 의사 허임은 오늘 날 군의관들의 선배 격이다. 국

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있게 마련이다. 그 가운

데서 부상이나 병고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치료한 역사적 인물에 한 기념

도 후 의 귀감이 되는 부분이다. 천인 출신이라며 허임을 비하하는 과정에

서 양반사 부들이 남긴 글 가운데 허임의 행적이 일부 남아 있다. 그렇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어 역사적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셋째는 세 임금을 치료하던 당 의 명의가 평범한 농촌마을 뜸밭골로 귀

촌하여 의술을 베풀며 후학을 가르친 점이다. 한양 도성에는 명의들이 많지

만 가난한 시골,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의술은 아무래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 농어촌 지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이

들 가난한 백성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의 인술을 베풀었던 그 자체가 오

늘날에도 큰 귀감이 된다. 그리고 그 마을 최우량에게 침술을 가르친 것으로 

표되는 허임의 침뜸교육은 『침구경험방』이라는 우리나라 표적 침구 전

문서를 집필하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넷째 그의 침구술과 그가 집필한 『침구경험방』의 역사적 가치이다. 『침

구경험방』엔 그의 평생의 침구술이 녹아있다. 그것은 당시까지의 조선침구

술을 집 성한 것이고, 이후 조선의 침뜸을 세상에서 으뜸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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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의술의 ‘한류’(韓流)를 이끌었고, 동의보

감과 나란히 국제적인 인술(仁術) 교류의 표서적이 되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허임을 기리는 뜻은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침구경험방』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는 연구를 할수록 계속 확장되고 높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 생애 재조명과 기념

허임에 한 기념은 이미 조선시 부터 있어 왔다. 허임이 공신으로 책봉

되었기 때문에 그의 초상화가 임금의 명에 따라 그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전

해 내려오는 것은 없다. 허임의 공을 기리는 부조묘(不祧廟)가 있었다는 기

록이 있다. 부조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를 기리기 위하여 4 까지만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구히 받들도록 나라에서 명을 하여 위패를 모시

도록 한 사당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에는 1900년  전반기까지

만 해도 허임의 공을 기리는 부조묘가 있었다고 한다. 1920년 에 간행된 

『한국근 읍지』의「공산지(公山誌)」 가운데는 허임을 ‘인조조공신(仁祖朝
功臣)’이라고 표기하고 부조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조묘를 보고 자

란 마을 사람도 아직 살아계신다. 그때가지만 해도 그의 업적을 기리는 예를 

최소한 갖춰왔다는 것이다. 이 부조묘가 일제시 와 한국전쟁이라는 험한 세

월을 겪는 과정에서 완전히 소실된 이후에는 『침구경험방의 집필지에 허임

의 업적을 기리는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그 곳에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을 맞아 지난 2009년 세운 『침구

경험방』 집필지 기념비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인근에 폐교된 부지를 

이용하여 생명건강복지문화센터가 자리를 잡았다.

역사인물의 기념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의미를 새기는 일

이다. 이웃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데 귀감이 되는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기

념하는 일은 경제적 효과 이전에 인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인 사업이다.

① 기념물의 건립

조선시 에는 제향시설을 통해 인물을 기념하 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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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에 해서는 로 제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조묘를 허락함으로

서 그 인물을 원히 기리도록 하 다. 허임의 부조묘 제향 기록은 공주의 

읍지인 공산지에서 보이고 있지만, 부조묘가 있던 자리는 축사가 들어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그를 기념할 만한 작은 단이나 비, 또는 

동상 등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② 표준 정 제작

조선시 에도 공이 큰 사람은 그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여 그를 기리도

록 했다. 이는 인류가 문화를 이어온 한 방식이다. 허임의 표준 정을 제작

함으로서 역사적 인물을 오늘날에 되살려 후세에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을 것

이다. 

▮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 지정 검토

일각에서 허임유허지에 한 문화재 지정 논의가 있다. 문화재 지정의 경

우 그 상은 국가지정 사적1) 또는 시도지정 기념물2)이 가능한데, 허임 관

련 문화유산은 몇가지 기록유산이 전부이며,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성면 

내산리에서는 어떤 유형문화재도 찾을 수 없다. 부조묘는 그 터 조차 완전히 

파괴된데다 무릉동의 묘를 이장하여 가족묘 형식으로 꾸민 형편이다. 이러한 

경우 당장 문화재로 지정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에 해 전해지는 전설과 이야기, 부전동 마을의 역사, 그리고 

현재에 이어져 오는 그의 정신과 전통의학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것을 콘텐

츠로 활용해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많은 관

련 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예컨  천주교 성지가 문화재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보존과 복원, 콘텐츠 

활용과 지역주민의 지 한 관심이 이어졌던 사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2)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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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임 스토리텔링 및 브랜드 구축

▮ 풍부한 이야기 소재를 가진 인물

허임이라는 인물이 갖는 스토리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서도 드라마틱하

고, 오늘날 시민들과 공감 를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단히 많다. 허임의 아

버지 허억봉 또한 역사 문화적으로 기념하고 주목할 만한 스토리텔링이 얼마

든지 가능한 인물이다. 허억봉은 지방관청 소속의 관노 고 어린 나이에 악

공으로 차출되어 장악원에서 복역했다. 허억봉은 악공이 되어 장악원에서 나

오는 약간의 급료와 연주를 하고 받은 사례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 나갔다. 

당시의 문인 정사룡은 ‘허억봉의 금연주’라는 칠언시를 짓고 “재주가 여

러 사람들에게 이르렀지만 자네가 오직 독보적이라”고 허억봉을 극찬하고 있

다. 그의 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목이다. 그는 현재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고악보 금합자보 중 ｢적보(笛譜)｣를 만들었다. 

그 금악보의 서문에는 ‘악공 허억봉은 금(笛)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다’

는 기록이 뚜렷하다. 그리고 관노 던 허억봉이 자질과 실력을 인정받아 마

침내 전악이 됐다. 허억봉은 10년 동안 전악으로서 여러 기공들을 지휘하며 

당 의 음악과 춤을 이끌었다. 

관노 던 아버지 허억봉은 음악계의 부로 성장한 것이다. 장악원에서 음

악을 들으며 자란 그의 아들 허임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조선 침뜸술

의 으뜸으로 꼽혔다. 16세기와 17세기를 걸쳐 이들 허씨 부자는 양반 사 부

가에서 잡직이라고 천시하던 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그 자체 기념할 만한 일이며, 이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는 

훌륭한 문화컨텐츠의 소재가 될 수 있다. 

▮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상품, 서비스, 관광지를 중에게 알리기 위해 자연적, 역사

적 자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조하여 텍스트, 이미지, 동 상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사건, 인물, 배경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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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텍스트, 오디오, 상 등을 종합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들의 발굴과 매력도, 소비자의 기 와 평

가, 자원에 한 이미지, 구축 당시의 사회적 특성 등에 한 총체적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관광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은 관광지를 둘러싼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

광지와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체험시설 제공을 통해 관광객 증가 

효과와 관광지역의 소득을 확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최근에 양의학의 체의학으로써 한의학이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의 전통

의술 중 침술에 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침술의 가인 허임선생의 

유허지가 있는 공주에서는 허임선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침술의 가

치 제고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는 먼저 허임선생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위해 허임선생의 침술과 일생, 허

임선생과 공주와의 관계에 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허임선생의 침술에 한 이야기로 이경석은 『침구경험방(鍼灸經驗
方)』 발문에서  “허임선생은 신(神)의 의술로 이름을 죽어가는 사람을 설려

낸 경우도 있는 침의(鍼醫) 중의 침의이다.”라고 극찬하 으며, 일본에서는 

『침구경험방』을 번역하면서 조선의 명의로 침술에 한 집성판이라고 하

다. 허임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종군 침의로 부상당한 백성을 치료하고, 선조

와 광해군을 치료한 명의, 말년에 공주로 귀촌하여 『침구경험방』간행과 후

학 양성을 통해 침술을 백성들의 생활 속에 널리 자리잡게 한 중요한 인물이

다.

다음으로 허임선생의 일생의 특징은 양반에서 천민으로 몰락한 극적인 반

전이 있는 집안 출신이며, 어려서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침술을 배운 

점, 천민 출신으로 3품 당상관까지 오른 입지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허임선생의 명의로써의 이미지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 침술과 일생

을 스토리텔링 하여 체험 프로그램과 브랜드 개발,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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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임선생 련 스토리텔링( 시)]

▮ 브랜드 구축

허임 관련 콘텐츠의 관광화를 위해서는『침구경험방』을 활용한 침술에 

한 가치 제고와 집중 홍보 전략 수립 등 허임선생 관련 관광브랜드화 한방

관광 상품가치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를 구축해야한다. 

브랜드(brand)는 특정 상품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여 다른 상품과의 구

분을 위해 사용하는 명칭, 색채, 디자인 등을 뜻한다. 이러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타 상품과의 경쟁력을 극 화시켜 마케팅 및 소득증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브랜드 개발은 지역의 특산물, 특성 있는 장소, 스토리 등 테마를 발굴하

여 인지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슬로건, 캐릭터, CI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

한 지역 브랜드는 축제, 이벤트, 관광프로그램 등에 사용하여 지역의 경쟁력 

도모, 관광 승수효과 증  등에 의한 지역의 경제에 큰 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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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관광과 관련된 브랜드 개발의 사례로 제천시를 살펴 볼 수 있다. 제천

시는 초록별 지구를 형상화한 동그라미에 약초 새싹이 움트는 이미지를 상정

하는 제천 한방 약초브랜드 ‘자연in'을 개발하여 2008 년 1 월에 상품등록을 

하 다.  브랜드 개발을 통해 지역의 제품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으

며,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은 국내외 소비자들에

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판매 증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에도 GAP제도를 도입하여 한약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소

득 증  및 제천약초 브랜드의 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 제천 한방공동 랜드 ’자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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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역사문화자원의 상품화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여 새로운 가치

를 부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방과 관련한 관광에 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방관광은 

한방적 처방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과 관련된 관심이 연계하여 생겨난 헬

스투어의 한 분야이다. 특히 한방관광은 의료사고가 낮고 치유 및 건강을 중

시하는 현 인의 생활 습관, 체계적인 한의학 기술로 인해 국내외로 한방관

광에 한 관심이 증 되고 있다. 

침술에 한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침구경험방을 집필한 공주시의 역사적 

인물인 허임선생에 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허임 선생 및 침술 관련 프로그램과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공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허임선생과 침술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허임선생관련 

일생, 침술, 유적 등에 한 실태조사와 정비 및 발굴 등의 계획 수립이 필

요하다. 허임선생과 관련된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한방에서 침술이 갖는 의

의, 현 인에게 맞는 침술 및 한방 상식 등을 강조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구

축해야 한다. 

한방체험프로그램은 침술 무료 진료 및 자기에 맞는 체형 찾기 등의 침술 

체험 프로그램, 무성산 약초체험, 한방음식 만들기 등의 웰니스 체험프로그

램, 일반인에게 허임선생과 침술에 한 지식 전달을 위한 한방 관련 퀴즈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로그램명 주요내용

침술 체험 로그램 침술 무료 진료

웰니스 체험 로그램 무성산 약 체험, 한방음식만들기

한방 련 퀴즈 허임선생 일생, 침술, 사상의학 련 

<표> 한방 체험 로그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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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입 극 화를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

가 필요하다. 주민과 지자체가 협동하여 침술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해야한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의 특성과 연계되어야하

고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또한 야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해야한다. 

[서울시 강서구 의성 허 축제의 한방 진료  한방문화체험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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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송물 제작

▮ 관련 드라마의 제작

전 세계적으로 웰빙, 건강, 치유 등 웰니스 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

히 의료관광은 저렴하지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 각광 받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어 소비지

출에 크므로 관광산업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아시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이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장금의 인기로 인해 한식과 한의약에 한 관심이 커지면

서 관광과 한방의료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한방 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

다.

[ 장  속의 한방과 드라마 세트장]

그동안 TV 사극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조명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

다. 사극은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는 교육적 효과와 드라마 내용과 관

련된 상품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1999년에 방송된 허준은 동의보

감에 한 가치 재인식 및 한방에 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에 방 된 장금은 높은 시청률과 한식, 한방에 한 관심을 

증 시키면서  ‘국민 드라마’가 되었다. 또한 일본·중국 등 아시아, 중동과 유

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 91개국에 수출되어 한국의 음식과 전통문화를 전하

며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수출 및 광고만으로도 약 380억원의 수익을 올렸

으며, < 장금>의 생산유발 효과는 1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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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극을 통한 관광효과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허

준 선생과 같은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잊혀진 허임 선생과 침의

에 한 드라마를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 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천민 출신으로 3품 당상관까지 올라갔으며 공주로 귀촌하여 후학을 양성

하고 저서를 집필한 허임선생의 일생을 극 화하여 드라마로 제작 할 수 있

다. 드라마 제작시 세트장을 공주에 유치하여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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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 구축

▮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은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라는 슬

로건을 가지고 2006년부터 시작하여 10만명이 넘는 도시민들이 공주시를 방

문하여 농촌과의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꾀하는 공주시의 정책이다. 

현재 공주시에는 24개의 5도 2촌 시범마을이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도농교류에 힘쓰고 있다. 

허임 컨텐츠와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는 먼

저 5도2촌 체험 마을 중 약초 및 한의학과 관련된 마을들을 선정하여 허임 

컨텐츠와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관광권역을 조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

주시 한방권역을 형성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방문객 및 체험객을 상

로 지역문화의 중요성 및 공주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장

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허임 컨텐츠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5도2촌마을 들을 연계하여 허임 마을이 보유하

고 있지 않은 부족한 기반시설 및 농촌체험시설, 편의시설, 숙박 혹은 먹거

리 자원 등을 보강하여 한방을 뛰어넘어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야 한다.

▮ 공주시 관광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의 의료 및 헬스케어 관광 트렌드를 살펴보면 수려한 자연경관과 해

변을 중심으로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태국

은 2002년부터 경관이 아름다운 해변과 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지에 리

조트와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메디컬 스파시설 같은 헬스케어시설을 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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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관광으로 가고 있다. 이런 스파시설은 태국 내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급

증해왔으며 현재는 호텔판매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의 관광자원을 의학과 접목한 것처럼 공주시에 허임 컨텐츠를 관광자

원에 접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주시의 표적인 자연

자원인 계룡산에 허임의 침 요법 같은 자극요법인 맨발등산로를 설치하여 둔

해져 있는 감각을 깨워 신체를 보하는 하나의 헬스케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표적인 축제인 백제문화제에 한의학 측면에

서 자신의 건강 및 체질을 확인하여 활력 있는 삶을 위 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휴양 및 헬스케어를 원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 대전, 세종, 충남지역과의 연계

공주시가 인근지역인 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와의 교류를 통해 공주

시의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공주시는 전광역시나 세종특

별자치시에 없는 역사자원과 자연자원들을 특화시켜 인접지역 관광산업에 접

목시켜 파급효과를 기 해 볼 수 있고, 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주

시에는 없는 쇼핑단지나 고차의료시설 및 의료연구시설을 제공하여 관광산업 

뿐 아니라 의료사업까지 발전되어 선순환이 일어나는 광역적인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전광역시 및 세종시의 단위 주택단지

와의 연계를 통하여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광역시와 지역연계사업으로 진행 중인 해외의료관광사업에 

허임콘텐츠 관련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외부 인적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선진사회의 고령인구 증가추세와 급성질환 위주에서 만성질환 위주로 질

환의 기본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최근 체의학과 한의학 가치가 새롭게 조명

되고 있다. 이런 사회의 흐름에서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을 높이고 허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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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허임기념사업회와 학술 세미나 개최 및 정보공유

를 통한 한의약의 우수성과 공주시의 관광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정보공유 

및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산청의 경우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허준·류의태상’ 수여하는 것 같이 기존의 허임기념

사업회에서 수여하는 ‘허임상’에 해 한한의사협회에서 인증하여 수여하고 

한의약측면에서만이 아닌 지역홍보 및 지역이미지 측면까지 고려하는 수여방

안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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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 및 체험시설 구축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의한 시설 구축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부가 농촌에 활력

을 불어 넣고 살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다. 농림부는 이 사업으로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

을 발굴하고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권역의 경쟁력 있는 잠재자

원을 발굴․활용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현재 우성면 내산리, 한천리에 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초기에 허임과 

관련한 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초기의 

계획과는 너무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허임과 관련하여 허

임 테마길 및 한방 약초 공원, 허임 건강문화 학습관 건립, 무성산 약초 재

배 체험단지 조성 등이 예정되어 있다.

먼저 허임 테마길 및 한방약초공원의 경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서 강

조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허임 이름을 

딴 테마산책길과 공원 조성을 통해 마을 주민 및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로 하

여금 허임에 해 다시 한 번 상기 시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특색 있

는 테마길 조성을 위해 무성산 일 에 길을 따라 관상하기 좋은 약초 및 들

꽃을 식재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테마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초 및 

허임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방 약초공원의 경우 허임이 

이룩한 업적과 생애에 관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방 및 허임과 

관련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휴식을 위해 필요한 벤치, 정자 등을 설치하여 공

원을 찾은 이들이 자유롭게 휴식하며 허임에 해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할 수 있다.

최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 수요가 증 함에 따라 건강증진 프로그

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따라서 허임건강

문화 학습관 건립을 통해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 하여 허임 테마마을이 

건강하고 유익한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문화를 쉽고 재미있

게 교육 시킬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한방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관 건립을 통해 교육, 체험 등을 운 하여 마

을 소득 창출 방안을 도모 하도록 한다. 또한 허임사업기념회 및 주변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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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의학과 침술에 한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사

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허임건강문화 학습관에는 치료원리가 전시

되어 있고 한의학 진단체험을 통한 자신의 사상체질(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과 건강나이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 속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질별 건강유지 방법을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허임이 머물던 공주시 내산리와 인접한 무성산 일 에 약초 재

배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한방마을 이미지 구축 및 약초 생산 재배 체험 공간

을 조성하도록 한다. 무성산 내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 자원 활용 및 

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체험객을 유치하여 농외소득 증 에 기여 하도록 

한다. 또한 약초재배 체험단지와 허임 테마길을 연계하여 통일성 있는 한방

테마마을을 조성하도록 한다.

▮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 의한 시설 구축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종전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개편된 

사업으로 마을단위 및 권역단위로 구분되며 이전 사업에서 종합․문화․복지․경
제․환경 등 자율성 및 창의성을 확 하여 개편된 사업이다. 사업비 선정의 경

우 타당성에 따른 사업비 산정을 하며 기존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서 가구수 및 행정리수, 사업성격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선정한 것과는 다

르게 인구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2016년부터 단계별 지원체계 수립에 따라 

사전 필수 요건 충족시 지원하는 방향을 따르고 있다.

사업유형은 기존에 권역단위, 신규마을, 창의아이디어, 체험마을 조성사업

을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통합하여 마을 특성 및 역량단계에 따른 지원이 가

능하도록 체계가 개편되었다.

사업단계는 역량에 따라 예비(역량강화), 진입(소액사업), 발전(종합개발), 

자립(활성화)의 4단계로 구분되며 2016년 신규 사업부터 적용된다. 2015년 

신규 사업 선정시에는 역량중심평가가 이루어지며 지구 선정은 시․군별 5지

구 이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권역단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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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비사업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허임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부각 시킬 수 

있다. 또한 허임, 한방, 웰빙이라는 테마 및 컨셉을 도출하여 한의학과 웰빙

마을만들기를 테마로 주민들이 이를 학습하고 실행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

다. 주민들은 한방식품, 한방차, 발효음식, 유기농 농산물, 약초 등을 활용한 

먹거리 만들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발효 화장품이나 약초비누, 약초팩 

제작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웰빙 미용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단  세부유형 산한도(억원) 시행기간(년) 신청한도(시군당)

마을단

종합개발 10

5년이하

자율

시군당

5개소 이하

※ 종합개발 유형  

시·군 창의는 

시·군당 1개소

공동문화·복지

5경제(체험·소득)

환경(경 ·생태)

신규마을 3∼36

권역단
종합개발 40

시·군창의 20

【창조  마을만들기】

▣ 추진방향

◦ 마을 련 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16년 신규 사업부터 사업 신청  지자체  농식품부 사  

역량 교육을 의무화, 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 지원

   - 비(역량강화) → 진입(소액사업) → 발 (종합개발) → 자립(활성화)

▣ 지원한도  사업기간

▣ 지원기  : 국비 70%, 지방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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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 콘텐츠 보유 지역 연계

▮ 산청군의 지리산 권역

산청군은 지리산과 황매산을 비롯하여 약초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조선 

광해군 때의 명의 허준이 의술을 수련한 곳이다. 허준은 이곳에서 동의보감

을 비롯한 많은 의서 편찬과 의술을 펼쳤다. 이외에도 초객 초삼 형제와 허

제 등 무수히 많은 명의와 신의들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산청군의 지리산 권역은 다양한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이다.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으로 인해 다양한 식물군의 서식과 지리산의 자연적 특

성인 험준한 산세와 토양성분 등이 우수한 산악형 자원을 보유하게 되어 이

곳에서 자생하는 약초의 품질은 예로부터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산청군에서는 이러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전통 한의학과 관광

휴양기능을 접목하여 운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4월에 재정경제부로 부터 

지리산 약초연구 발전특구를 지정받아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 한방약초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 다.

[산청군 신활력사업 추진사항]

(출처 : http://jiriher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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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또한 자연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매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하

고 후원하는 산청 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방과 관련 관·학·연 등 

기관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통한방의 우수성과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한방과 약초라는 정체성 있고 차별화된 테마축제를 통해 한방

과 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한방산업 저변확 의 계기를 마련하

고 있다.

산청군의 동의보감촌에서는 <2013 산청 세계 전통의약 엑스포>가 열렸으

며, 이곳에는 한의학박물관 외에 수련, 명상 등을 통한 심신 치유의 공간인 

한방기(氣)체험장이 있다. 한옥마을로서 심신에 지친 현 인의 심신치유 공간

으로 한방힐링타운 ‘동의본가’, 한방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야외공원으로 어

린이와 청소년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한방테마공원’, 한방치유형 자

연학습장인 한방자연휴향림, 산약초체험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다.

경 한방약 체험테마공원

한방기(氣)체험장 힐링타운

[산청 동의보감 ]

(출처 : http://donguibogam-village.sanch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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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산청군과 자연․역사․문화 등 유사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주시에도 계룡산, 무성산 등에서 

많은 약재, 산야초가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허임의 묘, 허임 집필지 터가 존

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컨텐츠 개발 및 운 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주지역에서도 약령시가 열렸는데 약 160년간 계속되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시장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개시 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는 일 등으로 

인하여 점차 쇠락해졌다. 1920년경 공주약령시를 다시 개시하 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 고 또한 인근 전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도에서 전에 약령

시를 설치하 으나 경부선을 이용하는 구와의 거리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

지 못하 으며, 현재 공주약령시는 ‘약령거리’라는 명칭만 남아 있다.

공주시는 생활환경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인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다양

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조성 중에 있다. 공주시 환

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어린이, 학생, 교사, 일반인 등을 상으로 하는 교

육프로그램과 뷰티체험, 허브정원 체험 등 차별화된 힐링 체험프로그램을 운

해 치료, 놀이, 교육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방과 관련된 컨텐츠가 현재에는 산청군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및 한방웰니스 권역단위사업의 시행 등 공주시에서

도 웰빙, 힐링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웰빙, 힐링과 관련된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주시와 산청군의 

연계 협력사업 추진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약초, 역사적 명의 

등의 한방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명산, 불교문화적 자원 등의 유사한 자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지 않은 지역에서 연계 협력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해져 시간상으

로는 2시간 정도 소요되어 체험 및 숙박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는 그리 

먼 것도 아니다. 또한 직접적인 연계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 및 사이버상의 한방촌 조성사업 등 공동 홍보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한

방약초와 관련된 랜드마크, 축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유와 유기적

인 지원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산청군과의 연계협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한방약초 산업 집적지 구축 전

략의 틀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구조 재편과 산․학․연․관간의 다양한 연계 활성

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방약초라는 주제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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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지역의 연계협력사업은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과는 추진방법 및 목적

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운 을 위해서는 규정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협력기금을 조성·운 이 

필요하다. 연계협력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상설 지원기관의 운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 강서구의 구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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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역량 강화 

▮ 지방 문화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관광자원

21세기에는 지방의 문화를 중심으로 지방의 활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는 움

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다.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

임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관광자원을 개발함에 있

어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란 관광콘텐츠를 외부에 알리는 것(각종 

홍보 활동)에서부터 하드웨어적 콘텐츠들을 운 하고 관리하는 지침(매뉴얼)

을 포함한 각종 양식들, 또한 이를 운 하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의 역량제고 등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특히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활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역량강화를 통해 허임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관광콘텐츠가 지

역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

요하다. 따라서 주민역량강화계획을 통해 허임을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를 지

속적으로 운 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고객 접객서비스 

마인드 및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 공동체 형성을 통한 협동심 및 애향

심 고취 등 기타 관광콘텐츠 관련 역량강화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주민 역량강화의 필요성

허임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활용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의 기본방향은 크

게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교육

에 충분히 반 된 상향식의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역량강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주민교육을 통해 지역관광

콘텐츠에 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고 허임과 관련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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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하여 관련분야에 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

다. 또한 방문객(관광객)의 방문시 행해져야 할 기초적인 서비스교육 및 예절

교육을 통해 외지인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과 이미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민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지역주민

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주민과 교육운 진, 지역전문가가 지

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의 교육행

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운 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지속적인 관심유도

와 능동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

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역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능력을 

배양하는 지역리더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

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표할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리더에 한 역량강화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

라 향후 구성될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의 주민조직을 구성에서부터 운 , 활성

화 등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핵심리더 역량교육

이 반드시 필요하다. 리더들은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고 활성

화하는데 필요한 핵심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향후 이루어질 

허임관련 콘텐츠의 실질적인 소득사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 , 기타 도농교류 

관련 콘텐츠 운 , 내외적인 홍보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운 함은 물론 회의진행, 하드웨어 시설

물 관리, 인력분배 및 소득분배, 체험단 유치, 사이버공간(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운 , 지역사회복지사업 운  등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리더들을 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을 통해 핵심리더

의 역량강화가 가능하다. 또한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

하는 애로사항들에 해 모니터링하고 개별 문제들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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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운 할 수 있는 운 능력을 배

양하는 전문가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주민교육을 통해 허임관련 관광콘텐츠의 기초적인 지식을 항양하고 리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관광콘텐츠 활용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면 전문가 양성

교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핵심분야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허임관련 관광콘텐츠와 같이 전문성을 요구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한 해박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반드시 갖

추어야 한다. 해당분야와 관련한 전문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

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허임관련 관광콘텐츠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지

식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자원 및 하드웨어자원을 통합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허임관련 관광콘텐츠의 활성화를 주

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의 기본방향을 토 로 주민역량강화를 

수행하여 향후 이루어질 허임관련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 활성화의 밑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허임관련 관광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계획에서는 세가지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세부사업과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루어질 주민역

량강화활동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허임 아카데미 운영

허임아카데미는 지역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문화에 한 

이해를 돕고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허임 관련 자원들을 활용하고 이를 콘텐

츠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 할 기초 역량을 다지는데 목적

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향후에는 지역성

장을 도모할 지역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허임아카데미는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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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지역문화산업에 한 현안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최근 트렌드에 

한 정보교류 및 응방안 도출 등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허임의 생애 및 우리지역과의 연관성, 지역문화

자원의 개발 및 활용, 허임 관련 콘텐츠 체험·실습, 국내외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한

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콘텐츠에 한 이해를 돕고 지역문화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선진지역을 방문하여 성공요인 및 현안 문제 등을 

토론해보고 응방안을 모색해보는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도록 한다.

교육은 일정 기간(예:6개월)동안 적정횟수(총 12회 교육)를 산정하여 정기

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해

마다 단계적으로 심화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실행한

다. 또한 일방향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토론수업, 교육생 의견수렴 및 

피드백시간 등을 통해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

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에 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

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점차 지역문화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지식

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한다. 

교육 주제는 ① 허임의 생애를 활용하여 신분의 한계와 전쟁의 혼란 속에

서 스스로 우뚝 선 인물이란 점을 주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

② 전통의학을 활용한 생명건강문화, 심신의 수련, 자연건강요법 등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 관광 및 서비스 교육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해당 지역 및 해당분야 관련자

들의 이해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방문객(관광객)을 맞이하는 예절이나 태

도, 방문객을 맞이할 환경조성 등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에 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 교육 상은 해당지역 리더와 관련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주민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서비스 마인드 정립, 주민으로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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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행동 예법, 서비스화법, 기초 생활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등), 기초한방지

식, 고객 접객 상황극(역할극) 실습 등으로 구성하여 어렵고 딱딱한 교육내용

보다는 보다 쉽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에 한 인식변화 및 방문객 응 방법 등 향후 허임관련 

관광콘텐츠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민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의 강화

를 도모한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흥미유발과 더불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

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한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반 한 교육내용 및 주민 

편의를 위한 현지위주 교육, 사업 운  및 관리과정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향후 이루어질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능동

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한방약초해설사(가칭) 운영

한방약초해설사(가칭)양성 교육은 허임관련 관광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주

민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교육을 통해 한방약초해설사를 양

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스토리텔링자원

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허임관련 관광콘텐츠의 운 을 위한 경

능력을 함양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성을 토 로 한 교육을 통해 실

무진을 양성하여 허임관련 관광컨텐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섭외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하며 지역내에서 선발된 정예인원을 파견하여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해

당교육을 이수(또는 수료)한 자는 향후 허임관련 관광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참여 동기를 부

여하고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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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직 구성 및 활성화

주민교육 만큼이나 지역역량강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역주민들의 

힘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주민조직의 구성을 통해 체계화되고 구체화된다.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주민조직의 구성을 통해 향후 지역문화 관광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직내의 구성원간 소통방법, 갈등관리 방법, 합리적

인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모색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민역량강

화를 통해 주민조직에 한 개념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목표 및 구성방안, 

구성에 필요한 기초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임 련 콘텐츠 개발  활용을 한 주민조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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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조직내에 구성된 분임(부서)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공통사업 진행, 역할분담 및 분임간 협력사업 진행 등 조직내 

분임간의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성원들의 역할을 조정

하여 조직의 공통된 목표(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체계화하는 다양한 활동(조직화 교육, 

조직내 리더교육, 조직활성화 컨설팅 등)을 통해 허임관련 관광콘텐츠자원의 

활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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