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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meridian system is a systematic complex of empirical knowledge, which 
functions as a basis of acupuncture treatment.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visualization 
methods of meridian and acupuncture point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iagram of Meridians, Mingtang Diagram, Diagram of Meridians and Collaterals, Bronze 
Statues and Diagram of Bronze Statue.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Diagram of Meridians, Mingtang Diagram, 
Diagram of Meridians and Collaterals, and Bronze Statues. We reviewed the visualization 
methods of meridian and acupuncture points in those classical Diagrams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s among them.
Results : In order to explain the meridian and acupuncture points easily, ancient people 
usually used drawings which are named Mingtang Diagram, Diagram of Meridians and Col-
laterals, by their own characteristics. Owing to their limitations of drawings on the 2 dimen-
sional plane, Chinese people designed the Bronze Statue for Acu-moxibustion and its first 
invention was invented in Tiansheng age of Song dynasty. For several decades and centuries, 
these models and drawings were inherited, also reflecting variations of meridian system. As 
the Bronze Statue has a deficiency in the educational use because of its limitations of mass 
production, Diagram of Bronze Statue drawn on the 2 dimensional plane was invented. At the 
beginning of Mingtang Diagram, Diagram of Meridians and Collaterals, Diagram of Bronze 
Statue and Bronze Statue, their own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differed with other 
diagrams and statues. We found that both diagrams and statues were gradually combined with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organs and the skeletal structure and the 
meridian system.
Conclusions : Our findings suggest that Diagram of Meridians, Mingtang Diagram, Diagram of 
Meridians and Collaterals, and Bronze Statues are the basic form of data visualization, one of 
the infographics. We suggest that ancient Chinese people intend to explain the empirical 
knowledge using the ancient infographics of meridian system, but have limitations on 
reflecting theorical or abstractional meaning. 

Key words : Meridian, acupuncture point, Mingtang drawings, Bronze model, visualization, 
infographic

I. 서  론

經絡은 서로 다른 치에 있지만 연계성을 갖는 

일 된 특성, 즉 동일한 치료작용을 갖는 經穴들을 

연결한 선상의 집합체이다
1)
. 한의학 기본 이론  

하나인 경락학설은 인체의 생리, 병리를 설명하는 

요한 학설로 침 치료의 작용원리를 설명해 왔다2). 

경락학설은 같은 효능을 가진 침구 경 들을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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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孔穴難諳 非圖莫可｡(千金翼方･針灸上･取孔穴法)

해 연결하는 것에서 기원하 다
3)
. 是動病과 所生病 

이론은 經絡이 침 자극하는 과 치료효과를 나타

내는 부 와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형

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표  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경락학설이 가지고 있는 氣血의 소통, 臟

腑와의 연락과 같은 다양한 이론이 추가되어 왔다1). 

經絡과 經穴은 사회에서 임상 장에서 인체의 

생리  병리에 한 찰과 침구 치료에 참고할 

수 있는 경험  참조체계로 여겨진다4). 

경락학설이 의미하는 구체 인 생명 상이 어

떠한 것인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경

락 상의 특성은 끊임없이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經絡의 특성을 연구하기 해 항 특성 연구
5,6)

, 

학  특성 연구7), 외선 방출 연구8,9), 순경감  

상 연구10) 등이 이루어졌으나, 경락의 실체를 

악하기 에 여기에서 제시된 특징들이 경락과 경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결론짓기 어렵다. 

경락의 본질에 한 이해 없이는 문헌에 서술된 

경락경 의 임상 효과를 검증하거나 기능  특성

에 한 연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

까지 경락의 해부학  구조를 찾기 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은 일반 으로 한

의학에서 언 하는 經絡의 생리ㆍ병리  기 을 

일부분 설명하고 있다11,12). 경락의 인체의 구조와 

연 성을 찾기 해 계
13)
, 신경계

14,15)
, 그리고 

결합조직16,17) 등과 같은 해부학  실체와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경락의 체계가 실체

를 가진 해부학  구조물과 부합하지 않아 경락의 

해부학  구조를 찾기 한 노력은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에는 한  혹은 리모  등

이 경락의 실체를 밝히기 한 구조물로서 주목 

받고 있다18,19). 그러나 리모  자체의 실체에 

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고, 리모 의 실체가 밝

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락과 일 일 응이 되는 

체계, 즉 營氣, 血의 통로라는 經絡의 문헌  묘사

에 부합되는 經絡의 기본  정의를 만족시키는 모

델인지 확언할 수 없다. 경락의 개념 자체가 구조

와 기능을 포 하고 있고, 경락의 기능에 한 인

식과 고려 없이 구조  유사성에만 집 하는 것은 

어떤 제3의 순환체계를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

만, 경락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근본 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經絡에 한  연구에서 해부학  구조에 

한 답을 찾기 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우연이

라고 할 수 없는데, 일반 으로 한의학에서 經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그림을 통해 

경락 상  경 의 치 계를 이해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經絡을 그림으로 그린 經脈圖

는 일 부터 인체 내의 臟腑를 설명하는 “臟腑圖”

와 더불어 한의학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시각  

정보 달의 방법이다. 일 이 唐代의 醫家 孫思邈

은 “경 은 암기하기 어려워서, 그림이 아니면 불

가능하다.
①
”라고 하여 시각  정보 달의 요성

과 유용성을 강조하 다. 經脈圖와 마찬가지로, 經

穴에 한 그림은 經穴圖 혹은 明 圖라 부른다. 

경락과 경 의 정보를 그림으로 표 하면 체표상

의 치를 직 으로 표 할 수 있지만. 인쇄 기

술이 발 하지 못했던 때 문자뿐 아니라 그림 

한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달하기 어려웠고, 일일

이 손으로 베껴 그릴 때 발생하는 오류가 발생한

다. 이 게 문자와 그림으로 경락경 에 한 정보

를 나타내면 지역 는 학 에 따라 서로 다른 내

용을 잘못 달받을 수 있기에 학문의 통일성과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학문의 정립을 해서 

통일된 의학  규범( 로토콜)과 같은 경락경  

정보를 달하기 한 표 체계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 표 을 해 국에서는 銅人을 선

택하 는데, 이것은 그림에 비해 입체로 표 하는 

것이 보다 실제의 인체에 가까워 경락경 을 사실

으로 표 할 수 있으며 복제하기는 어렵지만 그

기 때문에 더욱 표 화된 모양을 유지할 수 있

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銅人을 제작하기로 한 이후

에 표 화된 354개의 경 을 입체  모형으로 제작

하 고, 이에 한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가장 최

로 만들어진 이 銅人이 바로 宋代 天聖 年間에 

제작된 天聖銅人이며, 이를 해설한 책이 銅人穴鍼

灸圖經이다. 銅人의 제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 의 경락경 학 역사와는 다른 의의를 가진

다. 銅人은 그 자체로 한의학의 기  이론인 經絡

과 經穴을 시각  자료로서 객 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 의료학습교구로 기능하 지만, 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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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隋書經籍志(641∼656경): “≪產經≫一卷”，日本國
見在書目 (875∼891경): “≪產經≫十二，德貞常撰，
<產經圖>三”

아니라 표 화된 경락경 의 모델로서 經絡圖  

경 도, 그리고 각종 침구학 문헌에도 향을 주었

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이 까지 형성되어 온 經絡

學說의 개념이 銅人의 제작으로 정리되고, 정리된 

銅人上의 각 經絡이나 經穴에 한 표 은 다시 

후  의가들이 經絡과 經穴에 한 에 향을 

미쳐왔고, 이 향력의 크기는 官修라는  때문에 

개인이 제작한 기타 그림 혹은 문헌보다 훨씬 

범 하다고 할 수 있다. 

銅人에 한 연구는 그 최  발상지인 국에서 

꾸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11,20-23), 銅人이 포함하는 

經絡과 經穴에 한 한의학 치료기술 정보가 어떻

게 학문  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한 계통화된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經絡과 經穴에 한 그

림과 銅人의 형태를 참고하여 경락 체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 경로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재의 經絡체계에 

한 다양한 그림 문헌 자료를 고찰하여, 이를 바

탕으로 經絡經穴의 기   임상  의미를 반 한 

시각  정보를  방법으로 구 하는 연구를 

한 문헌  근거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재료  방법

1. 明 圖, 銅人과 銅人圖의 변천 연구

經脈圖, 經穴圖, 銅人, 그리고 銅人圖의 특징을 

악하기 해 中國鍼灸史圖鑑을 기 로 하여 

역  련 문헌에서 제시된 經脈圖, 經穴圖, 銅人, 

銅人圖를 조사하 으며, 이와 련된 침구학 문헌

에서 언 된 설명을 참고하 다. 이들의 제작동기 

 제작배경, 특징 인 형태 그리고 의의를 고찰하

되 기존에 변천과정에 한 연구가 있는 경우는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www.cnki.net)와 통지식포탈(www.koreantk.com)

에서 연도 제한을 두지 않고 經脈圖, 經穴圖, 銅人, 

銅人圖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련 문헌논문을 

참고하 다. 

2. 明 圖, 銅人과 銅人圖의 연 표 작
성  계통화

조사한 明 圖, 銅人, 銅人圖를 주조, 혹은 그려

진 시기별로 나 어 이들 사료의 역사  흐름을 

알아보기 한 연 표를 작성하고 계통화하 다. 

한 명확히 인과 계가 밝 진 사료들 사이의 

승 계를 화살표 혹은 선으로 표시하여 기술하고, 

특정 시기에 요성을 가진 시각  정보 달의 방

법 혹은 흐름에 해서 고찰하 다.

III. 결  과

1. 經脈圖의 변천

존하는 宋代 이  經脈圖  가장 오래된 것

은 六朝時代의 經圖이다(Fig. 1B). 經圖는 재 일

본의 醫心方에서 량으로 인용하여 후세에 

해지게 되었는데, 각 그림에는 임신 10개월 동안의 

해당 시기의 태아와 련 經脈이 그려져 있다.②

宋代 이  經脈圖는 재 밝 진 것으로 다섯 

종류가 있는데, 産經圖 이외에도 北宋時代의 王惟

一이 銅人을 만들면서 같이 제작한 十二經脈氣穴

經絡圖, 楊介의 存環中圖 등이 차례로 제작되었으

며, 朱肱은 이후 內外二景圖와 活人書의 經絡圖를 

제작하 다.

環中圖는 十二經脈圖라는 의미이며, 일본의 
醫抄와 醫心方에서 이를 인용하 으나, 아쉽게

도 원본은 失傳되었다. 産經圖의 그림과 달리 체표

를 순행하는 노선 외에 일부 경맥에는 臟腑에 연

결되는 內行線이 있어 의 경락 그림과 비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한 經脈圖에 추가 으

로 五輸穴이 표 되어 있다(Fig. 1C).

宋代 이후에 제작된 經脈圖는 經穴圖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락과 경 을 한꺼번에 표시

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宋代 十二經脈

氣穴經絡圖에 이미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형 인 經脈圖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때

의 經脈圖는 기존에 靈樞ㆍ經脈에서 언 하 던 

순행을 반 하고 있다는 면에서 經脈圖라고 볼 수 

있지만, 각 經穴의 치를 연결한 선의 형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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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Meridian and Mingtang 
Diagram in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
金鑑)⑥. In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 
Diagram of Meridian and Mingtang Diagram is 
first drawn separately after their confusing ten-
dency for centuries.

Fig. 1. Diagrams of Meri-
dians. 
(A) Eleven Meridians of Silk 
Book from Ham Tomb(足臂十一
脈灸經(Reproduct)③. (B) Dia-
grams of Ten Meridians from   
Treatise on Childbirth(産經)④. 
(C) Diagram of the Circulatory 
Course of Meridians⑤. (D) Dia-
gram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金鑑)⑥. All figures 
express Kidney meridian(KI). 

③ 中國鍼灸博物館 소장
④ 鍼灸醫學典籍大系』 수록
⑤ 日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소장 萬安方 인용
⑥ 中國 協和醫科大學圖書館 소장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추세는 淸代 吳謙의 醫宗金鑑이 만들

어질 때까지 이어졌으며, 이때에 이르러서 처음과 

같이 經穴圖와 經脈圖를 분리하여 經脈圖에 經絡

流注만 표 하고 경 의 치는 經穴圖에 따로 표

시하게 되었다(Fig. 1D, Fig. 2). 한 두 개의 그

림을 조하여 그 공통 과 차이 을 알 수 있도

록 표 해 놓았다. 醫宗金鑑 經脈圖(Fig. 3B)는 

活人書의 足六經 그림과 같으며 따라서 같은 계열

의 經脈圖 계통임을 알 수 있다(Fig. 3A).

2. 明 圖의 변천

1) 明 圖의 등장

黃帝明 經에 근거하여 그려진 腧穴에 한 

그림에 한 명칭은 腧穴圖, 孔穴圖 등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가장 리 사용된 명칭은 明 圖이다. 

원래 明 , 즉 經穴만을 묘사하는 그림을 지칭하던 

明 圖는 經絡圖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의미의 모

호함으로 인해 醫宗金鑑 이 까지 구별이 어려

운 경우가 많았다24). 明 圖를 내용상 구분하면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의 經穴을 

모두 표 한 經穴圖를 말하며, 두 번째는 經脈에 

따라 나눠 그린 것이다. 

재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明 圖는 敦煌에

서 출토된 灸經圖(S.6168, S.6262)와 新集備急灸

經(P. 2675)이다. 이 그림은 인체의 正面이나 背

面의 그림을 그리고 을 어 穴位를 표시한 것

이다. 한 남북조시  梁의 阮孝緖(479∼536)가 

작성한 도서 목록인 七 에 기재된 明 圖는 孔
穴蝦蟆圖 三卷 偃側圖 八卷 偃側圖 二卷이 있

다. 이에 해서 陳代 葛洪의 抱朴子ㆍ雜應에도 

明 流注偃側圖에 한 언 이 있다.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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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ng (A) Dia-
grams of Meridians between 
Lifesaving Book(活人書)⑦
and (B) The Golden Mirror 
of M e dicine M e dicine (醫宗
金鑑)⑥.

⑦ 日本 靜嘉 文庫 소장 宋刊本 重校正活人書 인용
⑧ 又多令人以針治病, 其灸法又不明處所分寸, 而但說身中孔穴榮輸之名｡自非 醫備覽 ≪明 流注偃側圖≫ , 安能曉之
哉? (抱朴子ㆍ潘應)
⑨ 본래 孫思邈의 三人明 圖는 ≪明 三人圖≫라 이름하 기 때문에 이를 지칭할 때는 ≪明 三人圖 ≫를 사용하되, 
일반명사로서는 三人明 圖라 칭하 다. 
⑩ 其十二經脈, 五色作之; 奇經八脈, 以綠色爲之｡ (備急千金要方･針灸上･明 三人圖)
⑪ 송 의 의가. 字는 用之. 莊綽의 灸膏肓腧穴法(1129)에 약간의 기록이 등장하며 동시 의 의가인 丁德用과 함께 경
도를 그렸다고 한다. 오사카 모리노미야의료학원(森ノ宮醫療學園) 소장 “明 銅人圖(史素의 銅人圖)”와 “‘尙覺’印銅人

圖(丘濬의 銅人圖)”의 상단에 기입된 문장에는 “天聖 연간에 상약 王惟一이 모형을 만들어……銅人腧}穴鍼灸圖經이
라고 명명하 다. 그 후 石藏用이란 자가 나타나 다시 天聖銅人의 모습을 참고하여 正･背明 圖를 그렸다. 12經脈은 
각각 색깔로 구분하고 任･督 두 맥은 녹색으로 칠하 다(天聖中尙藥王惟一創爲之式,……名爲≪銅人腧穴鍼灸圖經≫｡ 
其後又有石藏用 , 復按其狀, 繪爲正背明 二圖｡ 十二經絡, 各以其色別之, 督任二脈, 則以綠色塗之)”라는 설명이 등장
하여 史素와 丘濬에게 모종의 향을  經穴圖를 작성하 음을 시사하고 있다.

2) 唐代의 三人明 圖i

최 의 明 圖와 다르게 唐代 孫思邈이 그린 明

三人圖⑨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彩色圖라는 데

에 있다.⑩ 채색할 때는 각 經脈을 五行 속성에 맞

게 색상을 배속하여 그렸는데, 이는 이미 경락의 

기본 인 체계가 완성되어 있음과 동시에 經穴을 

經脈 안에 귀속시킴으로써 이후 經脈圖와 明 圖

의 구분이 어렵게 하는 단 를 제공하 다. 孫思邈

의 이 그림은 재 실 되었으나, 千金翼方, 外
臺秘要, 醫心方, 銅人腧穴鍼灸圖經 등에서 그 

흔 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고증하면, 孫思邈이 

그린 明 三人圖는 단지 四肢의 經穴만 經脈에 따

라 배열되었으며, 기타 부 의 腧穴은 이러한 특징

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
. 

3) 元代 三人明 圖와 明 圖의 변화

元代 이후 가장 리 해져 오는 明 圖는 元

代의 明 圖로 간주되는데, 忽泰가 正面, 背面  

側面에서 그린 明 圖이다1). 정면에 足三陰經, 배

면  측면에 足三陽經을 표 했다는 에서 실제 

경락의 순행 노선보다 陰經과 陽經의 의미를 시

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다. 忽泰의 明 圖는 통상

인 銅人圖의 형식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石

藏用의 銅人을 참고하 던 것으로 여겨진다.⑪

滑壽가 편찬한 十四經發揮는 忽泰의 그림  

黃帝內經의 十四經과 련된 논술을 참고하여 

해석까지 덧붙인 책으로서, 이 책의 明 圖는 이후

의 明 圖에서 경 을 선으로 이어 經絡으로 나타

낸 것에 향을 미쳤다. 十四經發揮의 明 圖는 

계속 승되어 十四經發揮 계통, 鍼灸聚英 계
통, 類經圖翼 계통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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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 ingtang drawing of Elucidation of the Fourteen Meridians(十四經發揮)⑫,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 to other M ingtang drawings after Yuan dynasty.

⑫ 鍼灸醫學典籍大系 수록
⑬ 元史･阿尼哥傳

鍼灸聚英의 明 圖는 五臟六腑의 그림이 새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런 형태의 그림은 明代 이후 

明 이란 명칭이 들어간 그림에 계속하여 사용되

었다(Fig. 4).

4) 明ㆍ淸代 이후 明 圖

明代 醫學綱目에 明 圖가 실린 이후, 淸代 雍

正帝와 乾隆帝 시 에도 十四經發揮의 明 圖를 

다시 그렸으며, 嘉慶 연간, 그리고 근 에 이르는 

光緖帝 시 와 中華民國에 이르기까지 十四經發

揮의 明 圖 형태가 끊임없이 유지되었다. 

3. 銅人의 주조와 그 변천

鍼灸銅人이란 표  인체를 모델로 하여 제작된 

모형에 한의학의 기  이론인 經絡과 經穴을 객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학습  임상

용 장비이다25). 여러 銅人들 에서 실제로 학술  

향력을 가지고 있는 鍼灸銅人은 宋代 王惟一이 

주조한 두 개의 銅人이다20).

1) 표 화된 鍼灸銅人의 탄생

天聖 4년(1026), 北宋 국가의학 최고기 인 醫官

院은 仁宗의 국가침구경 표  銅人腧穴鍼灸圖經

을 편찬하 는데, 편찬형식을 세 가지로 나 어서 종

이로 된 표  침구경 서 인 銅人腧穴鍼灸圖經과 

돌로 조각된 銅人腧穴鍼灸圖經, 그리고 이 표 으로 

정한 354개의 經穴을 표  사람모형 에 새긴 ‘天聖

銅人’을 제작하 다. 이 시도가 의미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으로 경락경 의 표 화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銅人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銅人은 동의 특성상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으며, 

의 경  표 안에 한 향을 미쳤다. 

黃帝明 經의 經穴 수는 鍼灸甲乙經의 經穴 

수와 같다는 가정하에 본래 349개 으나, 天聖銅人

에서는 黃帝明 經의 수보다 다섯 개가 늘어 

총 354개의 穴을 銅人 에 나타냈다. 天聖銅人에

는 經脈에 한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

작의 배경이 된 銅人腧穴鍼灸圖經에서는 모든 

經穴을 14經脈에 귀납하여 모든 명칭을 통일하 으

며, 取穴시 骨度分寸을 새롭게 표 화하 다. 이로 

인해 의학교육을 실시할 때 그림을 사용하지 않았

던 풍토가 개선되었으며23), 표 화되지 않은 經穴

로 인해 발생했던 誤治 문제 역시 개선되었다
22)
.

天聖銅人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후 

약 100년이 지난 뒤 1126년 開 이 함락되자 두 개

의 동인 모두 행방불명되었다. 元代에 이르러 南京

에 있던 동인  하나가 元의 수도 던 大都(카라

코룸)의 太醫院에 공품으로 해져, 당  네팔의 

유명한 공 가 던 아니코(Araniko)에 의해 보수

되었다.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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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任錫庚. 太醫院志, 발행처 미상. 1923. p.82.

2) 天聖銅人의 복제

明代에 이르러 天聖銅人은 다시 국 본토로 돌

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400여년 동안 한 차례의 보

수만 이루어졌던 天聖銅人 표면상의 穴名은 이미 

모호하여 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明 英

宗은 太醫院을 새롭게 건립하며 이에 맞추어 宋의 

天聖銅人을 새롭게 복제하여 만들고, 그 石碑 역시 

다시 새기게 하 다
21)
. 이 때 동인을 英宗의 호를 

따서 正統銅人이라고 부르고, 石碑를 正統石經이라

고 부른다. 淸代의 太醫院 역시 明代의 것을 이어

받아 같은 치에 자리하 기 때문에 1900년에 이

르는 458년간 正統銅人은 계속하여 太醫院에 소장

되어 있었다. 1900년에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되

자 외국군이 北京에 진주하게 되는데, 이 당시 러

시아군에 의해 약탈되어 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르미타시(Ermitage) 박물 에 소장되어 있다11).

正統銅人(Fig. 5A)이 과연 天聖銅人의 복제품인

지, 아니면 새롭게 만든 明代의 銅人인 것인지 의

문의 여지가 있는데, 銅人腧穴鍼灸圖經의 내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臺灣 中央圖書館 소장본 銅
人腧穴鍼灸圖經과 普濟方에 실린 銅人腧穴鍼

灸圖經을 비교하여 그 공통 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 머리카락과 갓이 공통 으로 존재하며, 하반

신의 하의에 허리띠가 같이 그려져 있으며, 자세가 

직립이며 손바닥을 앞에 두고 손가락을 편 상태 

역시 공통 이다. 이러한 天聖銅人의 특징과 상트

페테르부르크 르미타시 박물 에 소장되어 있는 

銅人을 비교했을 때 여러 공통 이 있으며, 太醫

院鍼灸銅像沿革 略의 기재에 의하면 明末의 

란 에 正統銅人의 머리가 훼손되었는데 르미타

시 박물 의 銅人 한 머리가 훼손된 형태이다21)⑭. 

이로부터 르미타시 박물 의 銅人이 天聖銅人의 

복제품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인의 가장 

큰 역할이 경락경  정보 달임을 고려하면, 두 

동인이 경락과 경 을 동일하게 표 했는지는 명

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3) 明ㆍ淸代 鍼灸銅人의 주조

正統銅人이 明代에 주조되기는 하 으나, 그 틀

은 宋代의 天聖銅人을 그 로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當代의 經絡學說을 반 한 새

로운 銅人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가 嘉

靖 시기(1522~1566)에 만들어진 銅人이다. 嘉靖銅

人(Fig. 5B)은 여타 銅人에 비해 약간 작은 크기이

며, 본래 聖濟殿에 보 되어 있다가 乾隆 39년

(1774)에 東藥房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嘉靖銅人이 

가지는 의의는 正統銅人과 달리 당 에 유행하

던 步穴歌의 향을 받았다는 인데, 足太陽膀胱

經과 머리부분의 정 선간의 거리가 2寸 떨어져 

있다는 것이 표 인 특징이다. 한편, 步穴歌와는 

달리 嘉靖 시기 이후에 통용되는 足 陽膽經의 배

열 순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足 陽膽經이 기

원 때부터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

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淸代에 이르러 乾隆 연간인 1745년 淸 정부가 醫
宗金鑑을 간행하면서, 醫宗金鑑을 편찬한 자

들에게 작은 銅人을 상으로 수여하 다. 따라서 穴

名 등은 기록되지 않았다. 1904년 淸代 정부에서 

표 으로 만든 동인은 正統銅人이 러시아 군에 의

해 약탈된 이후 光緖帝 때 만들어진 銅人인데, 오

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光緖銅人(Fig. 5C)을 正統

銅人, 혹은 天聖銅人으로 믿었다. 太醫院에 모방할 

수 있는 다른 鍼灸銅人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

서, 이 銅人은 趙文炳의 銅人圖를 참고하여 만들어

졌다고 여겨진다.

4) 中華民國 시 의 동인

서양의학이 본격 으로 의료계의 심  치를 

차지하 던 中華民國 시 의 銅人은 이  시기의 

銅人과 비교할 때 뚜렷이 다른 들을 가지고 있

다. 이 시기 만들어진 ‘同濟 의 民國時期 銅人’의 

앞쪽에는 뚜껑이 달려 있어서 열 수 있게 되어 있

으며, 그 안에는 해부학 인 특성을 고려하여 臟器

의 모습이 층을 나 어 배치되어 있다(Fig.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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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storical changes of 
Bronze Statues. 
(A) Zhengtong age Bronze Sta-
tue(正統銅人)⑮, which is an im-
itation of Tiansheng age Bronze 
Statue(天聖銅人). (B) Jiaqing 
age Bronze Statue(嘉靖銅人). 
(C) Guangxu age Bronze Statue 
(光緖銅人)

. (D) Bronze Sta-
tue of the Republic of China(中
華民國 銅人). 

⑮ 상트페테르부르크 르미타시(Ermitage) 박물  소장
 故宮博物院 소장
 中國歷史博物館 소장
 中國鍼灸博物館 소장
 “其後又有石藏用 , 復按其狀, 繪爲正背明 二圖｡ 十二經絡, 各以其色別之, 督任二脈, 則以綠色塗之”(史素와 丘濬의 
銅人圖 상단)
 北宋 政化 3년(1113)에 설치된 행정부서. 지 의 江 省 鎭江 , 丹陽 , 金壇  일 를 할.
 己丑(4월 22일), 遣恭安府尹吳眞如京師, 賀千秋也｡ 就咨禮部曰: “醫藥活人, 實惟重事。 本國僻居海外, 爲緣針灸方書
鮮 , 且無良醫, 凡有疾病, 按圖針灸, 多不見効｡ 如蒙奏聞, 給降銅人, 取法施行, 深爲便益｡”(권29: 태종 15년=1415년). 帝
賜我 ≪銅人圖≫｡ 千秋使吳眞回自京師, 禮部咨曰: “準國王咨, 該本國針灸方書鮮 , 移咨奏請, 給降銅人, 取法便益｡ 本
部官欽奉聖旨: ‘着太醫院畫兩箇 他去｡’ 欽此, 行移太醫院, 綵畫針灸銅人仰伏二軸, 就付吳眞領回｡”(권30: 태종 15년
=1415년. 10월 23일 조문). 遣左軍都摠制朴子靑如京師, 謝賜≪銅人圖≫也。(권30: 태종 15년=1415년. 11월 1일 조문)

4. 銅人圖의 변천

1) 銅人圖의 탄생

銅人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만들고, 표 화된 모

형이라는 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무게가 나간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銅人의 량생산체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았던 시  상황과 보 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銅人을 다시 종이 에 옮겨 그린 銅人

圖가 생겨났다. 재 알려진 최 의 동인도는 北宋 

에 石藏用이 天聖銅人에 근거하여 그린 正人, 伏

人의 두 그림이다. 明 成化 10년(1474)에 이르러

서, 鎭江府 史素가 이 그림 에서 明代의 腧穴學 

문헌을 참조하여 다시 銅人圖를 그렸고, 다시 그린 

그림도 石藏用 그림의 기본 인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史素의 銅人圖에서十二經穴과 任督脈의 은 

동일한 상응하는 색채를 사용하여 그려졌다. 石藏

用의 그림은 국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일 이 

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바로 太宗實  

권 29, 권 30에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石藏

用의 銅人圖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 銅人圖가 정면과 후면에서 바

라본 각기 다른 두 개의 그림이라는 것이고, 두 번

째는 이 그림이 채색도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

징을 갖고 있는 史素의 그림은 아마 宋代 石藏用

이 그린 銅人圖  明 기의 것을 다시 베껴 그

린 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2) 銅人圖의 수정과 변화

明 弘治 연간에 이르러 丘濬은  史素의 重修

圖를 다시 수정하 다. 옛날 그림에서 經外奇穴을 

제거하고, 經穴의 치도 조 씩 조정하 다. 丘濬

의 銅人圖에는 經脈과 함께 臟腑와 骨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臟腑가 格 추가된 것은 臟象學說

과 經絡學說을 연결지어 內外  上下의 계를 

나타내려는 경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 

骨格을 그린 것은 穴位를 찾고 침을 놓을 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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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agram of Bronze Statue of Imperial 
Academy of Medicine(太醫院) at Nanjing in Ming
dynasty(Reproduct). This Diagram of Bronze
Statue is not only influenced by Diagrams of 
Bronze Statue in former ages, but also influen-
ced by Mingtang Diagrams such as Elucidation 
of the Fourteen Meridians(十四經發揮).

 於是取南北兩都板印銅人圖, 定穴道, 且用陰圓陽圓
以別臟腑, 一展閱間, 而經絡之條分縷析, 了然在目
日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소장

Fig. 7. Jingxuezhizhangtu(經穴指掌圖) made by 
Shipei(施沛) in 1639, which reflects both cha-
racteristics of Mingtang Diagram and Diagram of 
Bronze Statue.

이 되도록 해부학  구조를 그려 넣은 것으로 보

인다. 이 그림에서 사용한 배색원칙은 史素의 그림

과 같으며, 수정 후의 그림은 같이 정면과 후면

의 그림 각기 두 폭이다. 

이러한 흐름은 嘉靖銅人이 만들어질 때와 비슷

한 시기인 嘉靖에서 萬曆 연간에 이르러 南京의 

太醫院에서 다시 銅人圖를 제작하면서 이어지게 

된다. 太醫院 銅人圖는 下肢의 陰經, 厥陰經, 太

陰經의 치를 잘못 그리고 있다는 에서 史素 

 丘濬의 그림을 踏襲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丘濬의 銅人圖에서처럼 臟腑와 骨格을 표

하고 있다. 다만 머리 부분의 足 陽膽經 穴의 순

서 배열에 있어 十四經發揮의 순서를 따르고 있

으며 이 의 銅人圖와는 명확히 차이를 보인다. 

한 經穴의 起始點과 終止點에 한 방향 역시 銅
人腧穴鍼灸圖經이 아닌 十四經發揮를 참고하

다. 明 太醫院의 銅人圖는 이후 人鏡經 등에 실

린 銅人圖에 향을 주었다(Fig. 6).

이러한 흐름을 보면 본래 銅人圖가 銅人을 기반

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銅人圖의 변천 과정에서 수

정  추가되는 양상은 明 圖의 변천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銅人圖를 수정하고 제작하는 것

은 銅人보다 용이하고 시  흐름을 반 하기 쉽

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이는 모양의 經穴을 그려냈

던 銅人圖는 당시의 학문  배경과 明 圖의 강한 

향을 받으며 明 圖의 특징을 강하게 띠게 되었

다24).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趙文炳이 1601년 鍼
灸大成을 간행하고 銅人圖를 그렸을 때, “無經不

能察臟腑之病源, 無圖不能知孔穴之所在”라 하여, 陽

圓과 陰圓을 나 어 각기 臟腑를 배속하여 銅人

明 之圖를 같이 간행한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요한 銅人圖  하나로 經穴指

掌圖가 있는데, 이 역시 후기의 銅人圖에 직

으로 향을  문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鍼
灸大成의 銅人明 之圖 작성시기와 비슷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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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istorical relationships among Mingtang Diagrams, Diagrams of Bronze Statueand  Bronze  
Statues. Tiansheng(天聖) age Bronze Statue directly influence to the birth of Diagram of Bronze Statue  
which is first made by Shizangyong(石藏用). Diagram of Bronze Statue is advanced for few centuries in 
company with Bronze Statue, but also influenced by several M ingtang Diagrams because of their 
similarity on their concept and plane form(drawn on the plane). After all, Diagram of Bronze Statue was 
not differed from Mingtang Diagram. Black arrows indicate direct influence.

기인 1639년에 施沛가 그린 이 그림은 史素  丘

濬의 銅人圖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下肢의 정면도

에는 足三陰經을, 후면도에는 足三陽經을 그려서 

明 圖의 특징 역시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鍼灸

大成과 經穴指掌圖의 공통된 특징은 醫學入門
의 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인데, 委陽穴의 치

를 醫學入門에서 정한 것과 같이 나타냈기 때문

이다. 經穴指掌圖에서는 臟腑를 명확히 나타내지 

않았고 骨格을 명확하게 표 하 는데, 骨格에 

한 묘사는 이 의 그림보다 보다 세 하다(Fig. 7).

IV. 고  찰

이상을 통해 經脈圖, 經穴圖, 銅人  銅人圖의 

변천과정을 고찰하 다. 각 그림은 經絡  經穴의 

공통 인 치료작용을 갖는 치 정보의 연계라는 

특성을 설명하기 해 그려졌고, 당시의 경락체계

를 반 하고 상호 향을 주면서 발 해 왔다. 嘉

靖銅人의 는 銅人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오류를 표 으로 나타내고 있다. 과거 天聖銅

人이 소실된 상황에서 여러 醫家들은 각자 가진 

經絡學說의 지식을 이용하여 宋代 표  침구경

서 인 銅人腧穴鍼灸圖經을 해석하 다. 이는 銅
人腧穴鍼灸圖經이 가진 표 화라는 의의와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正統銅人의 학술 인 가치는 단

지 天聖銅人의 복제품이라는 것을 넘어서, 당시 표

화된 經穴의 치에 한 권 인 해석을 가진

다는 면에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銅人

은 물리 인 형태를 가진 기구 기 때문에 銅人이 

당  의학 학계에 미친 향은 부분 銅人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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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 그린 銅人圖의 향, 즉 2차 인 향이라 볼 

수 있다. 이 銅人圖는 明 圖와도 상호 향을 주고 

받으며 당  經絡學說과 방향 인 향을 주고

받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후 로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1. 銅人과 銅人圖의 계

Fig. 8의 오른쪽에 나타나 있듯이, 주조 연도가 

가장 오래된 天聖銅人 이 에는 銅人을 기반으로 

한 銅人圖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銅人圖의 시 는 

天聖銅人이 만들어진 이후 기 때문에 그 기원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국가에서 표 화된 銅人을 제

작할 때마다 이들 銅人에 한 해설서인 소  圖

經이 제작되었다. Fig. 8에서 銅人의 제작과 圖經의 

제작은 평행하게 이어지는 반면, 銅人圖는 銅人과 

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銅人의 흐름에서 차 

멀어지는 것이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는데, 銅人圖가 銅人의 보 이라는 목 을 띠

고 만들어졌으나, 보 을 해 계속해서 다시 제작

되며 明 圖와 같이 시  향에서 자유롭지 못

했을 것이라는 이 가장 크다. 인쇄술이 보 된 

시 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그리는 데 

있어 작자의 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明代 유행한 步穴歌와 十四經發揮 등의 인용은 

醫學入門의 委陽穴 인용과 같이 임상  근거 등

이 충분할 때에는 바람직한 인용이 될 수 있으나, 

후 의 침구학 교육  經穴 표 화에 있어 經穴 

定位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天聖銅人의 

본래 목 인 경락경  표 화의 목 에서 銅人圖

는 멀어지게 되었다.

2. 銅人圖와 明 圖의 변화과정

Fig. 8의 왼쪽은 銅人圖와 明 圖의 변화과정을 

차례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서술되어 있지 

않으나 十四經發揮는 經穴指掌圖에 향을 미

치고 있으며, 후 에 이르러 나타나는 銅人明 圖
와 같은 그림들은 그 구분이 모호하다. 銅人圖의 

정의는 에서 언 했던 것과 같이 본래 銅人을 

근거로 그려진 그림을 의미하며, 經絡經穴學 문헌

을 근거로 그려진 明 圖와 의미ㆍ실제  측면에

서 차이가 있다. 시 가 지나면서 銅人圖가 銅人을 

직  보고 그린 것이 아닌, 石藏用의 銅人圖를 기

반으로 다시 그려진 그림이라는 의미로 변하게 되

었기 때문에, 궁극 으로 明 圖와 비슷한 의미를 

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銅人圖는 

시작은 銅人이었으나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한

계를 벗어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차 明 圖와 

구분이 모호해졌고, 결국에는 銅人明 圖 등의 형

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3. 經脈圖, 明 圖, 銅人, 銅人圖를 나타
내는 형식의 변천과 의미

銅人圖가 明 圖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흐

름 외에도, 經脈圖, 明 圖, 銅人, 銅人圖 모두가 가

지고 있는 실체 인 변화를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다. 본래 이들 그림들은 경락과 경 의 치를 

정확히 표 하는 데에 목 을 두어 만들어졌다. 하

지만 한의학 이론의 체계화와 더불어 경  이론이 

차 經絡學說 안의 한 부분으로 귀속되었고, 각각

의 경 이 가지는 의미에 우선하여 經絡의 보편  

특징이 강조되었다. 이런 경향성은 기 明 圖에 

보이는 불완 한 經絡의 흐름이 차 신체 체를 

통하는 十四經脈의 의미로 확 되었고, 이것이 

元代 이후의 三人明 圖가 완성된 經絡의 체계를 

표 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

향은 經脈圖에서도 나타나는데, 經脈圖 역시 처음

에는 체표 밖의 外行線만 표 하 다가, 차 臟腑

로 흐르는 內行線을 표 하 다. 이 게 경락을 표

하는 선이 구체 이고 자세해지는 반면, 경 은 

경락선 상에 귀속되면서 경락과 경 이 하나의 학

설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 다. 

다음으로 기 明 圖에서 완성된 經絡學說의 

체계는 臟腑學說에 응되어 明 圖  銅人圖에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Fig. 5의 銅人의 변화와 

Fig. 9의 明 圖의 변화는 모두 骨格과 臟腑가 

차 같이 표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骨格의 표

은 經穴 취 과 침 치료 시 치를 보다 정확하

게 표 하기 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臟腑

를 같이 그린 것은 經絡學說과 臟腑學說이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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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中醫硏究院圖書館 소장
 中國鍼灸博物館 소장

Fig. 9. (A) Sun Si-miao’s
Mingtang Diagrams, (B) 
Mingtang Diagrams of Yi-
xue gangmu(醫學綱目), (C) 
Mingtang Diagrams of Re-
public of China.

이라는 체계 안에서 결합하여 경락과 장부의 屬絡 

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4. 종합고찰

지 까지 고찰한 경맥도, 명당도의 탄생과 변천

과정,  상호 향을 미친 계를 살펴본 결과, 

기의 침구문헌  경맥도, 명당도는 經絡과 經穴

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었다. 經穴은 치

료 효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소(脈動處, 原穴)

에서 출발하 기 때문에 독립 인 치로서의 개

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통으로 갖는 치료작용의 

측면에서 經絡이라는 연결과 순환의 개념과 련

이 있다. 다시 말하면 經穴의 치 하나하나는 

차 한의학이 학문  시스템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서 經絡의 노선상에 귀납되어 감으로 인해 그 임

상  의미 한 변질되거나 경락의 임상  의미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인 로 足 陰腎

經의 照海穴은 陰蹻脈의 穴로서 가지는 의미가 더 

강했으며 이는 임상 으로 다양한 치료  의미를 

가지지만, 12經脈으로 귀납하는 과정에서 照海穴을 

足 陰腎經의 한 穴로 제한하게 되었다. 正經穴 수

의 증가는 이 게 새로운 經穴을 발견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했던 반응 , 혹은 孔穴을 여러 방법을 

통해 12經脈, 혹은 任脈과 督脈에 귀속시킴으로써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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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明 圖, 銅人圖, 銅人의 역사  변천과정을 통해 

보면, 明 圖와 銅人圖가 비슷해지는 경향과 明

圖, 銅人圖, 銅人 모두 인체 수많은 정보(장부, 골

격을 포함하여)들을 한꺼번에 표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經絡과 經穴에 한 치료  의미보다 

승의 과정에서 기존의 그림에 당 에 유행하

던 經絡과 經穴에 한 을 추가해 나갔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한 銅人으로 만들어졌던 정보

가 그림 에 옮겨지며 치료  의미보다 이론 , 

념  의미를 강하게 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게 역  의가들이 각 시  경험을 총 하여 

경맥과 련된 경 을 十四經脈에 귀납시켜 발

시킨 일련의 과정은 실제 경 들이 각 經絡이 본

래 가진 의미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그 지 않다면 經絡에 귀속되면서 경 이 

이 까지 갖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인가? 임상 인 면에서 각 病症에 한 치료  의

미를 고찰하지 않는다면 경락학설은 단순히 연결

선을 만들고 효과가 분명한 경 을 짝지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經穴에 

한 과학  연구로는 經絡現象을 온 히 설

명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 경락

과 경 학설이 념 으로 변해온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임상 효과를 반 한 

형태의 경락경 에 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게 經穴과 經絡이 가지는 본래의 

치료  의미로 돌아가 이들 각각이 가지는 특수성

을 이해하려면 념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져 온 

의 經穴과 經絡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經穴이 가지고 있는 치료  

의미에 먼  을 맞추어 이들의 련성을 악

하고 재검증, 재귀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경락학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

추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락경 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과거의 단순한 경락, 경

의 치정보만을 시각  달 방법이 아닌 임상  

치료효과를 고려한 정보 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經絡과 經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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