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晋唐 이후 人神의 운행과 鍼藥叢辰宜忌에

관한 硏究

金圭滿․金基郁․朴炫局1)․李丙旭2)

The explanations of the circulative system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since Jin and Tang

Dynas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Kim Kyu Man․Kim Ki Wook․Park Hyun Kook․Lee Byung Wook

First, during Jin and Sui dynasty, It is possible that the theory of the contraindications of

needling according to whereabouts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affected

considerably to the practis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ut the detailed situations are

unknown. Only, there are some records of the process about circulation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by a periodicity of 30 days in the『The prescriptions of Fan-Wang』by

Fan-Wang in Jin dynasty and 『Hua Tuo Fa by a nameless person. But the theory

differs form the theory of Huang Di Xia Mo Jing in some respect. Also, there is the
contraindications of needling to abscesses according to whereabouts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by every year in the『Liu Juan Zi Gui Yi Fang』. but the book has no

specific rule in use.

Second, during Tang dynasty there were a vasty development on the contraindications

of needling according to whereabouts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In the

medical works in Tang dynasty, the contents of the contraindications of needling are

included in various periodicities and directions such as 12 regions according to the year, 9

regions according to the year, 9 palaces in the body according to the year, whereabouts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according the four seasons, every 10 days, ever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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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every 30 days, and every dozen hours. Also, during Tang dynasty period, the

contraindications of needling according to whereabouts of the self-guarding energy and

demon were formulated through several adjustments and modifications by many medical

scholars.

Third, the period between Jin and Tang dynasty, because of historical situations, the

documentary data are insufficient in the study of the recommendations and contraindications

on the acupuncture, moxibution, and herb medicine according to the specific days and times.

And the detailed informations are unknown. Only but once in Tang dynasty the

considerable and theoretical adjustments were performed in the『Qian Jin Yao Fang』. In

Song dynasty, there were also much theoretical fluctuations in the study of the choice of

the favorable or the injurious days and times or directions in the acupuncture, moxibustion

and the prescription and processing of herbs.

Fourth, contraindications on the acupuncture, moxibution, and herb medicine did not

include acute and serious disease among the effect province, only include chronic and not

serious disease. If the doctors had treated a surgical patients and abscess patients with

deeply attached contraindications on the acupuncture, moxibution, and herb medicine, the

patients would have became more serious. So the theory was not used for treatment by

doctor.

keyword: contraindications, acupuncture, moxibution, herb medicine



Ⅰ. 序 論

동양의 고대 문화에서 사상가들은 生老病死、 氣血循行 등을 예로 들어서 천지 우주의 변화

규율을 나타내었고, 또한 대․소우주를 상호 類比시키는 天人相應의 사유 모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의학 이론 체계의 점진적인 수립은 이러한 요소를 광범위하게 흡수한 것을 기초로

총결시켰다3).

黃帝內經(이하 내경으로 簡稱)에서는 氣학설、 陰陽五行학설、 三陰三陽학설、天人相應

3) 廖育群 外2人: 中國科學技術史(醫學卷), 科學出版社, 1998年.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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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形神觀 등의 철학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삼아 임상적인 경험과 결합하여 의학 이론을 구축하

였다. 특히 天人相應에 따른 인체의 생리적인 운행을 經絡學的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황제내경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어 있고, 자연계의 유동적인 氣와 그 작용 형태가 만들어 내는

갖가지 패턴을 설정하여 인체에 적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衛氣、 營氣 운행 체계이고,

人神、 人氣의 운행 체계에 따른 避忌法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인체의 氣血․神이 주체가

되어 生理、 病理 현상으로 발현되며, 궁극적으로는 經脈理論에 입각하여 침구이론으로 전개되

었다.

내경 및 후세 침구 醫籍에는 확연히 대립되는 치료 사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得氣、 得

神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避忌、 避神하는 것이다. 특히 천인상응에 따른 人神、 人氣의 운

행은 내경 이후 黃帝蝦蟆經을 중심으로 劉涓子鬼遺方、 千金方、 外臺秘要、 黃帝
明堂灸經 등 대부분의 침구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주로 針灸避忌法을 언급한 부분은 오늘날

대부분 홀시 되고 있다. 그러나 人神、 人氣의 다양한 운행 체계는 氣血의 운행이며 침구 이론

의 근저를 이루고 있기에, 鍼法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用藥의 효율성4)을 제

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논자는 晋唐時代 이후 人氣․人神의 운행체계와 鍼灸服藥合藥叢辰宜忌論 그리고 人

神․叢辰鍼藥避忌法의 적용범위를 통하여, 인체의 氣血․神이 주체가 되어 生理、 病理 현상으

로 발현되는 운행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晋唐 이후 醫書에 나타난 人神의 운행

兩晋에서 隋代 사이의 醫書 가운데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人神禁刺의 유전이나 발전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다. 단지 人身禁刺法이 이 기간에 상

당한 영향을 끼쳤음은 긍정할 수 있다. 醫心方 卷2에 수록된 人神禁刺法 문헌 중에서 황제
하마경를 제외하고 晋․范王의 范王方과 佚名氏가 저작한 華佗法(구체적인 연대는 미상이

지만 唐 이전에 존재했음)에는 30일에 人神이 운행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5). 범
왕방에 묘사된 30일 人氣 이행 과정과 황제하마경에 기술된 것은 다르다. 예를 들면 황제
하마경에서는 초8일에 인체의 氣는 股裏에 있다6)고 하였으나, 범왕방에서는 腰에 있다고 하

4) 醫心方, 千金方에는 침구와 함께 服藥의 避忌도 언급하였다.
5) 丹派康賴: 醫心方 卷2 人神所在法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年, pp.156～163.
6) 不著撰人: 黃帝蝦蟆經 蝦兎圖隨月生毁日月食工避灸判法第一 , 中醫古籍出版社, 1987年,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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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7). 황제하마경에서는 16일에 인체의 氣는 目眥에 있다8)고 하였으나 범왕방에서는 胸中
에 있다고 하였다9). 범왕방과 황제하마경에서 묘사된 각 날짜에 따른 人神의 위치에 차이

가 많다. 華佗法에 기술된 30일 人神法은 황제하마경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화타법에서
는 날짜에 따라 “蝦兎”가 “生”하거나 “省”하는 부위가 삭제되어 있고, 바로 某日에 人神이 모처

에 있다고 하였으며10), 후세에 대부분 이를 따랐다.

南齊의 龔慶宣이 정리한 劉涓子鬼遺方에는 해에 따라 人神이 소재하는 癰疽禁刺法이 있는

데, 이는 내경이나 황제하마경에는 없다. 이러한 行年人神은 연령에 따라 인체의 일정한 부

위로 이행한다. 그 부위는 額、 耳、 肩膊、 背、 脇、 尻尾、 足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人

神이 이러한 부위를 유행하는 것에서 일정한 순서를 따르지 않고 人神이 하나의 부위에 매번

중복되어 나타나고, 시간적인 간격도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면 人神이 背部에 있는 시간(연령)

이 19、 25、 39、 49、 57、 60、 93、 71、 81、 97세 등과 같아 人神의 이동에 규율성이 없

다11).

유연자귀유방은 외과 전문 의서이다. 여기에서 人神이 상술한 부위를 유행하는 해에는 이

부위에 癰疽가 있어도 刺鍼해서 안 된다고 하였다12). 만일 자침하여 출혈시키면 환자가 사망하

게 된다13). 해에 따라 人神이 유행하는 이론은 의학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隋代 巢

元方의 諸病源候論과 明代의 鍼灸擇日編集에만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人身禁刺法의 크다란 발전은 주로 唐代의 문헌에서 나타난다. 현존하는 唐代의 몇몇 종합성

의서와 침구 전문서인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黃帝明堂灸經、 灸經明堂
、 新集急備灸經 등에 모두 人神禁刺法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황제하마경에서
선택적으로 취하였고 다른 부분은 이후에 증가시킨 것이다. 원래 있었던 것과 새로 증가시킨

것을 결합하여 정형화시킴으로써 후세에 이를 따르게 되었다. 唐代의 人身禁刺法 문헌은 역사

적으로 앞뒤를 연결시켜 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唐代 의서에서 새로 증가된 人神禁刺法에는 주로 “行年十二部人神”과 “行年九宮尻神” 및 “十

干(日)人神鍼灸避忌法”이 있다.

“行年十二部人神鍼灸避忌法”은 千金要方14)、 千金翼方15)、 外臺秘要16)、 黃帝明堂灸

7) 醫心方 人神所在法 : 前揭書, p.158.
8) 黃帝蝦蟆經 蝦兎圖隨月生毁日月食工避灸判法第一 : 前揭書, p.18.
9) 醫心方 人神所在法 : 前揭書, p.160.
10) 上揭書 人神所在法 : p;.160.
11) 晋․劉涓子: 劉涓子鬼遺方 卷1 論 , 人民衛生出版社, 1986年, p.3.
12) 上揭書 論 : pp.1～12.
13) 上揭書 論 : pp.2～8.
14) 孫思邈 : 千金方․鍼灸上․太醫鍼灸宜忌 , 劉更生 外8人 点敎, 華夏出版社, 1994年, p.416.
15) 孫思邈: 千金翼方校釋 李景榮 外6人 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8年, p.438.
16) 王燾: 外臺秘要 下卷 十二部人神所在幷不可灸及損傷愼之 , 成輔社, 1975年, p.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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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17)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人神은 매년 마다 인체의 일정한 부위를 운행하며, 12년이 되면

일주하여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각 의서의 기록에 근거하여 요약하면 【도표1】과 같다.

心 喉 頭 肩 背 腰 腹 項 足 膝 陰 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도표1】 行年十二部 人神逐歲所在表

“行年九宮尻神”은 黃帝明堂灸經에 처음으로 나타나며18) 宮은 太一이 머무는 곳이다. 尻神

의 游宮은 坤二宮에서 시작하여 九宮의 순서에 따라 주행하는데, 일년에 하나의 宮에 머물고 9

년이면 일주하여 다시 시작한다. 九宮尻神과 行年九部人神은 비슷하여 모두 9년에 일주한다. 그

러나 九宮의 각 宮마다 한 부위만이 아니기 때문에 尻神이 9년에 유행하는 부위가 아홉 군데만

이 아니다.

“十干人神鍼灸避忌法”은 앞에서 언급한 唐代의 의서에 모두 실려 있다. 그러나 문헌마다 날

짜에 따른 人神의 소재에 관한 기술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책(예컨대 천금요방)에서
도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천금요방19)20)、 외대비요21)、 신집비급구경22)에서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면 아래의 【도표2】와 같다.

그러나 날짜에 따른 人神의 위치에 대한 세 책의 기록이 이처럼 다르지만 十干日에 따라 人

神이 유행하는 것에 대한 기술은 대체로 모두 上(頭)에서 下(足)로 유행하는데, 이는 靈樞․五
禁에서 十干日에 따라 금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다.

十二支(日)에 따른 人身鍼灸避忌法은 상술한 唐代 의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각 의

서에서 논한 것도 다르다. 천금요방23)、 외대비요24)、 신집비급구경25)에서 관련된 내용

17) 黃帝明堂灸經 十二部人神不宜灸 十二時忌不宜灸 十二部年人神不宜灸 《鍼灸醫學典籍大系》第7卷, 出版科

學綜合硏究所, 昭和54年, pp.12～15.

18) 上揭書: 胡侍郞奏過尻神指訣 , p.18.
19) 千金方 鍼灸上․太醫鍼灸宜忌 : 前揭書, p.417.
20) 千金翼方校釋: 前揭書, p.438.
21) 外臺秘要 下卷 十干人神所在法 : 前揭書, p.1044.
22) 叢春雨 主編: 新集灸經《敦煌中醫藥全書》, 中醫古籍出版社, 1994年,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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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거하면 아래의 【도표3】과 같다.

日干

書名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千金要方 頭 項 肩 胸 腹 背 肺 脚 腎 足

外臺秘要 頭 項 肩 胸
腹

頷
背
膝

髀

脾

心

腎

水
足

新集備急灸經 頭 眉 腹 心 足

千金要方 頭 耳 髮 (缺) 足

【도표2】 十干 人神 부위

十二支

書名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千金要方 目 耳 目 鼻 腰 手 心 足 頭 背 項 頂

外臺秘要 目 耳 胸 肺 腰 頭 心 足 肩 腰 咽 臂

新集備急灸經 目 耳 胸 鼻 腰 手 心 足 頭 背 頸 項

【도표3】 十二支 人神 부위

十二支에 따라 人神이 유행하는 순서가 비교적 혼잡하여 十干에 따른 人神의 유행과 같이

규칙적으로 순행하지 않는다. 12時辰의 人神 부위에 관하여 황제하마경에 이미 기재되어 있

고 時辰을 “鷄鳴”、 “平旦” 등으로 칭하였으나26), 唐代 의서에서는 十二支를 12時로 개칭하여

夜半을 子, 鷄鳴을 丑, 平旦을 寅 등이라 하였다. 각 時辰에 따른 人神의 위치가 황제하마경
、 천금방、 외대비요、 신집비급구경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人神이 부위에 따라

유행한다는 천금방、 외대비요、 신집비급구경의 기술은 이 책들의 저자가 만든 것이 아

니라 선인들의 설을 옮겨 적은 것이다. 따라서 唐代 의서에서 十干日、 十二支日과 12、 10辰

에 따른 人神의 위치에 대한 기술은 근거로 삼은 原書의 판본이 다르거나, 혹은 세 책의 저자

가 잘못 옮겨 적었기 때문이며, 후인들이 옮겨 적거나 重刊할 때 잘못을 범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밖에 30일 人神․人氣의 유행에 관하여 황제하마경에서는 각 날짜 아래에 “蝦

兎”、 “生”、 “省”하는 부위를 注記하였다2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蝦兎가 “生”하거나 “省”

하는 부위와 人神․人氣가 소재하는 부위 사이에는 대응 관계가 없다. 각 날짜에 따라 蝦兎가

“生”、 “省”하는 부위를 注記한 것은 실제적인 의의는 없다. 따라서 唐代 의서에서 어떤 날에

人神이 어떤 곳에 있다고 직접 지적하고 蝦蟆 부위에서 “生”、 “省”에 관한 것은 제외시켰다.

23) 千金方 鍼灸上․太醫鍼灸宜忌 : 前揭書, p.417.
24) 外臺秘要 下卷 十二支人神所在法 : 前揭書, p.1044.
25) 新集備急灸經: 前揭書, p.215.
26) 黃帝蝦蟆經․擇五神所舍時避灸判法第四: 前揭書: pp.42～43.
“精神魂魄所舍時, 凡灸刺當避此時. 此時卽不受治, 又傷煞人也. 愼勿犯之! 鷄鳴舍頭, 平旦舍目, 日出舍耳, 食時舍口,

禺中舍肩, 日中舍脇, 日昳舍臟, 晡時舍小腸, 日入舍脛, 黃昏舍陰, 人定舍傳于人, 夜半舍足. 右十二時, 神所舍處, 愼

能禁之”고 하여, 하루의 鷄鳴、平旦․日出․食時․禺中․日中․日昳․晡時․日入․黃昏․人定․夜半에 따라 人

神은 頭 → 目 → 耳 → 口 → 肩 → 脇 → 臟 → 小腸 → 脛 → 陰 → 傳于人 → 足의 순서로 머문다.

27) 黃帝蝦蟆經 蝦兎圖隨月生毁日月食工避灸判法第一 : 前揭書, pp.2～33.
三十日人氣所在灸刺避忌法은 黃帝蝦蟆經의 주제가 되는 내용으로 第一篇에 있다. 30일을 朔望月(太陰月)의 일

수로 삼아 하나의 朔望月에서 각 日에 따라 인체의 氣가 소재하는 經脈 혹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인체

의 氣가 소재하는 곳에 모두 “不可灸刺傷之”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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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甲人神”28)、 “三十日人氣”29)、 “逐時五臟之神”30) 등 황제하마경의 유행 이론은 唐代 의서

에서는 실리지 않았다. 이상의 增減을 통하여 唐代 의서에서 수록한 人身鍼灸避忌法의 내용은

“行年十二部人神”、 “行年九部人神”、 “行年九宮尻神”、 “四時人神”、 “十干人神”、 “十二支

(日)人神”、 “三十日人神”、 “十二時人神所在鍼灸避忌法” 등을 포함하고 있다.

唐代 醫家들의 정리와 수정을 통해 人神鍼灸趨忌法이 정형화되었고, 후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宋、 金、 元、 明、 淸 시기의 人神鍼灸避忌法은 기본적으로 모두 唐代의 학

설을 따르게 되었다.

아래의 【도표4】에서 九宮、 尻神과 30일 人神鍼灸避忌法을 후대에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九宮과 十二部 人神鍼灸避忌法은 唐宋 및 明代 전기에는 비교적 이를 쫓았으나 明代

중기 이후에는 냉담하였다. 內經의 “太乙九宮天忌” 禁刺法은 唐代 이전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않았다가, 宋代에 이르러 비로소 다시 제기되었고 明淸 시기에 비교적 중시되었다. 明代

의 침구택일편집과 鍼灸大成에서는 人神鍼灸避忌法을 모두 수집하여 실었다. 특히 침구택
일편집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수록하여 위로는 내경에서 아래로는 明代에 이르기까지, 당시

에 사용되건 사용되지 않건 그 중요성에 관계없이 모두 수록하였다. 【도표4】에서 역시 알 수

있듯이, 明代의 外科正宗과 淸代의 瘍醫大全과 같이 外科 전문서에서도 人神禁刺法을 수록

하였다는 것이다. 人神禁刺法의 기본적인 사상은 人神이 이르는 부위에 자침을 금하는 것으로,

특히 절개하여 출혈시키는 것을 금기하였다. 자침법은 고대에 取穴하여 내과의 병을 치료한 것

이외에 외과에서 癰疽를 절개하여 排膿하는 방법이었다.

人神禁刺法은 자침과 癰疽를 절개하는 것을 동시에 겨냥하였다. 내경에서 “太乙九宮天忌”

法31)과 유연자귀유방에서 해에 따른 人神禁刺 모두 외과의 癰膿에 관한 것이다32). 그러나 唐

宋 이후 外科 저서에 수록된 人神禁刺의 내용은 많지 않으며, 人神禁刺法은 外科보다도 鍼灸科

에서 훨씬 중시하였고 外科 醫家는 人神禁刺法을 분명히 반대하였다.

가장 늦게는 五代에 30일 人神 소재의 이론이 曆書에 수용되어 曆注를 선택하는 중요한 부

분으로 삼았다. 敦煌卷子에 “大唐同光四年”이라는 具曆33)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해의

역서이다. 曆書의 말미에 “每日人神注在當日足下. 一日在足大指, 二日在外踝, 三日在股內 ·····

28) 黃帝蝦蟆經 六甲日神遊舍避圖第三 : 前揭書, pp.39～41.
29) 上揭書 蝦兎圖隨月生毁日月食工 避灸判法第一 : pp.2～33.
30) 上揭書 五臟出屬氣主王日避刺判法第五 : pp.43～46.
31) 黃帝內經靈樞 九鍼論第七十八 ; “ ······ 左足應立春 其日戊寅己丑 左脇應春分 其日乙卯 左手應立夏 其日戊辰
己巳 應喉首頭應夏至 其日丙午 右手應立秋 其日戊申己未 右脇應秋分 其日辛酉 右足應立冬 其日戊戌己亥 腰尻下

竅應冬至 其日壬子 六腑膈下三臟應中州 其大禁 大禁太乙所在之日 及諸戊己 凡此九者 善候八正所在之處 所主左右

上下 身體有癰腫者 欲治之 無以其所直之日潰治之 是謂天忌日也”

32) 劉涓子鬼遺方: 前揭書, pp.1～12.
33) “大唐同光四年”은 五代 이후 唐 莊宗 李勖의 연호로서, 926년에 해당된다. “具曆”은 “具注曆”으로 曆注를 선택하

는 曆書를 포함한다. 曆注를 선택하는 것은 年、月、日、時의 吉凶神煞 및 用事에 忌해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

曆書에 注를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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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日在足趺”34)라고 기재되어 있다. “每日人神注在當日足下”라는 말은 30일 人神이 이 曆書의

注에 있고 각 曆日 조항 아래 날마다 注를 附記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宋代 曆書에서 날짜마

다 人神의 소재를 모두 각 曆日 조항 아래에 두어 曆注를 선택하였고, 敦煌千佛洞에 발견된 宋

雍熙3년(986년)을 전후한 具注曆과 현존하는 宋 寶祐四年會天曆35)에서는 날마다 叢辰用事宜

忌 아래에 모두 당일 人神이 소재하는 위치를 注하여 나타내었다.

逐年人神所在
四時人神

12部 九部 尻神

千金要方 ✔ ✔ ✔

千金翼方 ✔ ✔ ✔

外臺秘要 ✔ ✔ ✔

黃帝明堂灸經 ✔ ✔ ✔ ✔

銅人鍼灸經 ✔ ✔ ✔ ✔

太平聖惠方 ✔ ✔ ✔

琼瑤發明神書 ✔ ✔ ✔

神應玉龍經 ✔ ✔

醫經小學 ✔

普濟方 ✔ ✔ ✔

醫學入門 ✔ ✔ ✔ ✔

鍼灸擇日編集 ✔ ✔ ✔ ✔

鍼灸大全 ✔

鍼灸節要聚英 ✔

鍼灸大成 ✔ ✔ ✔ ✔

類經圖翼
外科正宗 ✔

鍼灸逢源 ✔

鍼灸集成 ✔

醫宗金鑑 ✔

瘍醫大全 ✔ ✔ ✔ ✔

【도표4-1】唐代 이후 역대 醫書에 수록된 人神鍼灸

避忌 및 叢辰宜忌

明代에 중앙 정부에서 반포한 曆書는 大統曆이다. 대통력에서도 30일에 人神이 소재하는

34) 敦煌古醫籍考釋․鍼灸類: p.453.
35) 寶祐 4년은 南宋 理宗인 趙旳의 연호로서, 1256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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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曆日마다 注를 附記하지 않고 曆書의 말미에 집중적으로 실었다. 淸

代 정부에서 반포한 역서인 時憲書와 대통력도 마찬가지로 30일에 人神이 소재하는 위치를

끝에 기재하였다. 달마다 같은 날짜에 人神이 소재하는 부위가 같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 그 날

짜 아래에 人神을 注하여 附記하는 것과 曆書의 끝에 집중시켜 기재한 의의는 같다. “大唐同光

四年”의 具注에서 청․시헌력에 이르기까지 曆注에서 기재된 逐日人神의 위치가 모두 같아

이는 계승되어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 曆注에 기재된 逐日人神 위치와 외대비요、 천금요방
 등에 기재된 것이 기본적으로 같다. 逐日人神位置說을 曆書에 실은 것은 逐日人神鍼灸避忌法

이 고대 중국에서 널리 중시되고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본래 人神이

游行한다는 이론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일종의 상식으로 되었다.

逐日人神所在

10干 12支 30日 太乙

千金要方 ✔ ✔ ✔

千金翼方 ✔ ✔ ✔

外臺秘要 ✔ ✔ ✔

黃帝明堂灸經 ✔

銅人鍼灸經 ✔ ✔ ✔

太平聖惠方 ✔

琼瑤發明神書 ✔

神應玉龍經 ✔

醫經小學 ✔ ✔

普濟方 ✔ ✔ ✔

醫學入門 ✔ ✔

鍼灸擇日編集 ✔ ✔ ✔ ✔

鍼灸大全 ✔ ✔

鍼灸節要聚英 ✔ ✔

鍼灸大成 ✔ ✔ ✔ ✔

類經圖翼 ✔ ✔ ✔ ✔

外科正宗 ✔

鍼灸逢源 ✔ ✔

鍼灸集成 ✔ ✔

醫宗金鑑 ✔

瘍醫大全 ✔

【도표4-2】唐代 이후 역대 醫書에 수록된 人神鍼

灸避忌 및 叢辰宜忌

12時辰人神
叢辰宜忌

吉日 忌日

千金要方 ✔ ✔ ✔

千金翼方 ✔ ✔ ✔

外臺秘要 ✔ ✔ ✔

黃帝明堂灸經 ✔ ✔ ✔

銅人鍼灸經 ✔ ✔

太平聖惠方 ✔ ✔ ✔

琼瑤發明神書 ✔ ✔

神應玉龍經
醫經小學 ✔ ✔

普濟方 ✔ ✔ ✔

醫學入門 ✔ ✔

鍼灸擇日編集 ✔ ✔ ✔

鍼灸大全 ✔ ✔

鍼灸節要聚英 ✔ ✔

鍼灸大成 ✔ ✔ ✔

類經圖翼 ✔ ✔

外科正宗 ✔

鍼灸逢源
鍼灸集成
醫宗金鑑
瘍醫大全

【도표4-3】唐代 이후 역대 醫書에 수록된

人神鍼灸避忌 및 叢辰宜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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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鍼灸、服藥、合藥 叢辰宜忌論

鍼灸服藥合藥叢辰宜忌論(“針藥叢辰宜忌論”이라 간칭함)은 鍼灸、服藥、合藥(藥餌를 修合 즉

制劑、 制藥)에 적절한지의 여부, 유해한 시간과 방위에 관한 이론이다. “叢辰”36)은 특정한 陰

陽五行的인 의의가 부여된 시간과 방위 혹은 특정한 시간 방위에 부여된 陰陽五行의 氣이다.

術數의 叢辰 이론을 의학에 이용하여 鍼灸、服藥、合藥의 시간과 방위의 吉凶宜忌를 확정함으

로써 ‘침약총신의기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晋唐時代 사이에 ‘침약총신의기론’의 역사적인 상황은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히 알기 어

렵다. 의심방 권2 鍼灸服藥吉凶日 제7편에 수록된 鍼灸服藥吉凶日의 문헌에는 황제하마경
 이외에 張仲景藥辨訣、 養生要集、 眞人集辨方、 華佗法 및 道家書인 大淸經과 術

數書인 湛餘經이 있다37). 장중경약변결 등 네 가지 의서가 만들어진 연대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晋、 隋代 사이에 저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

서에서 언급한 鍼藥叢辰吉凶日은 어떤 것은 황제하마경과 다르다. 양생요집에서 除日과 破

日에 合藥服藥할 수 없고, 화타법에서 남자는 壬申․戊戌․丁未日에 鍼灸를 금하고 여자는

甲申․乙酉日에 침구를 금한다고 한 것은 모두 황제하마경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唐代 천금요방의 ‘침약총신의기론’은 황제하마경에 비해 상당한 조정이 있었다. 이러한

조정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쳐 鍼藥叢辰趨避法에 일정한 개정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宋代

이후의 의가들도 천금요방을 완전히 답습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증감하였다. 대표적인 의

서인 천금요방、 동인침구경、 침구대성에 기재된 鍼灸吉凶叢辰을 아래에 기술하여 唐代

이후 鍼藥叢辰趨避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외대비요의 叢辰避忌는 대체로 천금요방과
같다).

千金要方 吉辰 : 天醫38)
凶辰 : 月忌․血厭․四激․月殺․月刑․六害․六煞․八會. 매월 6․15․18․22․24일․小盡

日, 戊午․甲午․甲辰․庚寅․乙卯․丙辰․辛巳․五辰․五酉․五未․八節 전후 각 1일39)40).

男忌日 : 壬辰․甲辰․己巳․丙午․丁未․除日․戊日41)42).

女忌日 : 甲寅․乙卯․乙酉․乙巳․丁巳․破日․己日43)44).

36) 叢辰 : 점성술 용어. 陰陽五行을 년․월․일․시와 배합하여 인간사를 설명한 것으로서, 여러 吉星과 凶星을 만

들어 내었으므로 叢辰이라 한다.

37) 醫心方 卷2 鍼灸服藥吉凶日第七篇 : 前揭書, pp.149～156.
38) 千金要方 鍼灸上․太醫鍼灸宜忌 : 前揭書, p.415.
39) 上揭書: 鍼灸上․太醫鍼灸宜忌 , p.415.
40) 千金翼方 鍼灸上․鍼灸宜忌第十 : 前揭書, p.264.
41) 千金要方 鍼灸上․太醫鍼灸宜忌 : 前揭書, p.417.
42) 千金翼方 鍼灸上․鍼灸宜忌第十 : 前揭書,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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銅人鍼灸經 吉日: 丁卯․庚午․甲戌․丙子․壬午․甲申․丁亥․辛卯․壬辰․丙申․戊戌․
己亥․己未․庚子․辛丑․甲辰․乙巳․丙午․戊申․壬子․癸丑․乙卯․丙辰․壬戌․丙戌․除

日․破日․開日․天醫․要安45).

忌日 : 丁丑․白虎․血忌․血支․月厭․月殺․月刑․死別․獨火46).

男忌除日, 女忌破日47).

鍼灸大成 吉日 : 除日․破日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銅人鍼灸經과 같다.
忌日 : 辛未․白虎․月厭․月殺․月刑48).

男忌日 : 壬辰․甲辰․乙巳․丙午․丁未․辛未․除日․戌日49).

女忌日 : 甲寅․乙卯․乙酉․乙巳․丁巳․辛未․破日․亥日50).

천금방의 鍼藥에 있어서 吉辰은 天醫 밖에 없고 기타 叢辰은 모두 忌辰이다. 동인침구경
에서는 吉日을 많이 열거하였다. 명칭이 없는 것이 25개이고, 명칭이 있는 것이 5개로 吉日의

선택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또한 동인침구경에서 鍼灸忌日인 血支、 死別、 獨火、 

白虎 등 명칭이 있는 4개의 凶辰을 증가시켰지만 六害、 八會、 四激 및 명칭이 없는 수많은

凶辰은 제외시켜 忌日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축소시켰다. 침구대성의 吉日과 忌日은 대체로 
동인침구경을 답습하였으나 男女忌日은 기본적으로 천금방을 답습하고 약간 조정하였다.

위 세 책에서 모두 鍼藥에 月廉、 月刑、 月殺을 피하라고 주장하였다. 叢辰論에서 月廉、 

月刑、 月殺은 모든 일에 忌해야 하는 大凶한 辰이라 하였는데 醫家가 鍼藥에 이를 피한 것은

자명하다. 또한 천금방에서 鍼藥에 六害(月害)、 大煞을 避忌할 것을 주장하고, 동인침구경
에서 白虎、 死別、 獨火를 피하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叢辰論에서도 大凶한 辰이다. 이밖에

동인침구경에서 避忌를 주장한 血支는 叢辰論에서 血忌와는 같은 성질에 속하는 吉凶으로 단

지 출혈을 忌한다. 따라서 천금방에서부터 鍼藥에 避忌하는 날짜의 大凶한 辰과 전문적으로

출혈을 겨냥한 凶辰(血忌、 血支)은 鍼藥叢辰趨避法의 기본 사상이 되었다. 동인침구경에서
침구 吉日인 開日、 要安은 通達、 平安을 뜻하기 때문에 鍼灸服藥에 적절하다. 침구대성에
서 鍼藥忌日인 辛未는 扁鵲이 죽은 날짜이기 때문에 금한다(황제하마경에 기재되어 있음)51).

각 의서에서 명칭이 없는 기타 鍼藥吉凶 및 男女忌日은 어떤 구체적인 의의에 따라 확립된 것

43) 千金要方 鍼灸上․太醫鍼灸宜忌 : 前揭書, p.417.
44) 千金翼方 鍼灸上․鍼灸宜忌第十 : 前揭書, p.263.
45) 宋․不著撰人: 銅人鍼灸經 鍼灸吉日 《文淵閣四庫全書》738 子部(44), 1983年, p.738*46.
46) 上揭書: 鍼灸忌日 , p.738*46.
47) 上揭書: 鍼灸忌日 , p.738*46.
48) 楊繼洲: 鍼灸大成 九部人神禁忌歌․鍼灸忌日 《鍼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6年, p.872.
49) 上揭書: 九部人神禁忌歌․男避忌日 , p.872.
50) 上揭書: 九部人神禁忌歌․女避忌日 , p.872.
51) 黃帝蝦蟆經: 前揭書,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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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人神․叢辰鍼藥避忌法의 適用範圍

상술한 바와 같이 人神鍼灸避忌法과 叢辰鍼藥趨避法(이하 ‘총신추피법’으로 간칭)에는 오랜

역사가 있고, 또한 역대 의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는 鍼灸服藥에 만약 人神

을 범하여 상하게 하거나 凶辰을 범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병을

생기게 하고 심지어는 환자를 죽게 하지만, 鍼藥 治病에 吉辰을 만나면 질병 치료에 유익하다

는 이론이다. 따라서 鍼灸에 人神이 소재하는 부위를 피해야 하고 鍼灸服藥에 凶辰의 날짜를

피하고 吉辰이 있는 날짜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人神과 叢辰을 避忌하는 이러

한 원칙은 어떠한 정황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황제명당구경에
서 “凡醫者若不能知此諸般禁忌趨吉避凶, 妄亂鍼灸, 非惟不能愈疾, 甚者或至患人傷生喪命, 爲害非

輕; 若逢病人年命厄會處, 男女氣法, 下手至難. 通人達士豈能拘此哉! 若遇卒急暴患, 何暇選擇避忌?

卽不可拘此”52)라 하였고, 천금요방에서는 “癰疽疔腫、 喉痹客忤, 尤爲其急, 此自養生之要也.

凡作湯藥, 不可避晨夜時日吉凶, 覺病須臾, 卽宜便治, 不論早晩, 則易愈矣”53)라 하였다. 침구자생
경에서는 “夫急難之際, 命在須臾, 必待吉日後治, 已淪于鬼錄矣! 此所以不可拘避忌也. 惟平居治

病于未形, 選天德、 月德等日服藥鍼灸可也”54)라 하였고, 침구봉원에서는 “考諸鍼灸禁忌有太乙

人神、 周身血忌、 逐年尻神、 逐日人神、 男忌除、 女忌破、 男忌戌、 女忌巳之類, 醫者不能

知此避忌, 反致氣怯神傷, 其病難瘳, 理固然也. 但卒仆痰厥, 脣疔喉痹等急症, 宜卽用鍼灸治療, 若

論忌神少緩, 恐至不救. 薛立齋治疔患, 適値望日, 鍼之其症乃愈. 大抵尻神、 日忌, 遇有忌症亦不可

拘泥也”55)라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醫家들은 의자는 人神과 ‘총신추피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으며, 이러한 避忌法의 이치가 당연한 것으로 보았고, 동시에 그들은 위급하고 重症의 정

황에서는 人神叢辰避忌에 구애받지 말고 즉시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의 시기를 놓쳐

죽을 수 있고, 혹자는 질병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여 더욱 심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人神과

‘총신추피법’은 急性病이나 危重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단지 만성병과 가벼운 질병에 적

용하였다.

鍼法은 外科에 있어서 주요한 치료 수단이고, 刺鍼은 排膿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淸熱祛邪、 

調理氣血에도 이용한다. 人神과 ‘총신추피법’은 이론적으로 外科에서도 적용하였다. 靈樞의

52) 黃帝明堂灸經 天醫取師療病吉日 : 前揭書, p.19.
53) 千金方 傷寒上․傷寒例 : 前揭書, p.138.
54) 王執中: 針灸資生經 卷下 避人神 , 一中社, 1991年, p.10.

55) 李學川: 針灸逢源 卷3 九宮尻神圖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年,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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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乙九宮天忌法”과 유연자귀유방의 人神禁忌法은 원래 外科에서 전문적으로 癰膿을 刺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후세 鍼灸書와 종합성 醫書(예컨대 천금요방、 성제총록、 보제방
 등)에서 人神과 ‘총신추피법’를 논할 때에도 외과적인 用鍼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唐代

이후의 外科專著에는 오히려 人神과 ‘총신추피법’이 매우 적은데 이는 避忌法이 唐代 이후의 外

科에서 수용하여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매우 적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淸代의 顧世澄은 양의대
전에서 人神과 叢辰趨避法의 내용을 수록하였지만 자료를 匯編하는 측면에서 이를 수록한 것

이지, 顧氏가 이러한 避忌法을 믿고 따랐다는 의미는 아니다. 顧氏는 같은 책에서 論瘡瘍用鍼

宜忌尻神 을 撰하여 외과에서 人神、 叢辰을 금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였다. 그는 “薛立

齋曰 : 夫鍼灸之法有太乙人神、 周身血氣、 逐年尻神、 逐日人神, 而其穴有禁鍼灸之論, 犯之者

其病難瘳, 理固然也. 然瘡瘍氣血已傷, 肌肉已壞, 宜還而奪之, 順而取之, 非平人可比, 此何忌之有?

外科精義云 : 瘡瘍之證, 毒氣無從而解, 膿瘀無從而泄, 反攻于內, 內旣消, 欲望其生豈可得乎! 危

惡性之發于致命之所, 禍在反掌; 腹癰囊癰、 二便不通、 胸腹脹悶、 脣疔喉痹, 咽喉腫寒, 其禍尤

速, 患者審之!”56)라고 하였다.

이는 外科에서 人神、 叢辰을 避忌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外科癰腫과

그 治法에서 人神叢辰避忌法을 운용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人神과 ‘총신추피법’의 목적은 이로움을 따르고 해를 피하는 데에 있다. 위급한 重症、 外科

瘡瘍의 침약 치료에서 人神․叢辰을 피하면 폐해를 피할 수 없고 도리어 화를 초래하게 되어

그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避忌法은 위급한 중증과 外科瘡瘍의 치료에 있어서

醫家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웠다. 人神과 ‘총신추피법’의 적용 범위는 임상에서 한계가 있었다.

Ⅲ. 結 論

이상을 통하여 晋唐時代 이후 人氣․人神의 運行體系와 鍼灸服藥合藥叢辰宜忌論 등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兩晋․隋代에는 人神禁刺法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으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고 다만

晋․范王의 范王方과 佚名氏의 華佗法에 30일 人神 운행이 나타나는데, 일부는 黃帝蝦蟆
經과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또한 劉涓子鬼遺方에는 年에 따라 人神이 소재하는 癰疽禁刺法

이 있지만 운행에는 일정한 규율이 없다.

2. 唐代에는 人神禁刺法에 커다란 발전이 있어 “行年十二部人神”、 “行年九部人神”、 “行年九

56) 顧世澄: 瘍醫大全 卷8 論瘡瘍用鍼宜忌尻神 , 人民衛生出版社, 1987年,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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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尻神”、 “四時人神”、 “十干人神”、 “十二支(日)人神”、 “三十日人神”、 “十二時人神所在鍼灸

避忌法” 등이 있었고, 唐代 醫家들의 정리와 수정을 통하여 人神鍼灸趨忌法이 정형화되었다.

3. 鍼灸服藥合藥叢辰宜忌論에 관하여 晋唐時期는 문헌 자료가 부족하여 상세히 알기 어렵지

만 千金要方에 상당한 조정이 있었고, 宋代에 이르러서도 많은 증감이 있어서 鍼藥叢辰趨避

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人神․叢辰鍼藥避忌法의 적용 범위에 있어 叢辰鍼藥避忌法은 급성병이나 위중한 질환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단지 만성병과 가벼운 질병에 적용하였다. 또한 外科瘡瘍의 鍼藥治療에서 人

神․叢辰을 피하면 폐해를 피할 수 없고 도리어 화를 초래하게 되어, 치료에 있어 醫家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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