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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Hwang Jae Nai Kyung(黃帝內經)』, it is one among Uihak5kyung(醫學五經), is 

originally total of 18 volumes, the first half of 9 volumes are Somun(素問) and the latter half of the 

others are Youngchu(靈樞). Also, it is best of old book and literature integrating process of Chinese's 

medicine. 

Somun(素問) is comprehensive and extensive principles from fundamental problem of medical 

science related etiology, pathology, physiology to such parts of preventive medicine as regimen, 

recuperation. Moreover, therapeutic part of diagnosis and remedy, practi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recorded to  Youngchu(靈樞).

In the 『Hwang Jae Nai Kyung(黃帝內經)』, basic system takes precautions and medical cure for 

disease by approaching not method analyzing body but fundamentals of oriental medicine observed as 

organizing relation. For the purpose of mixing up beauty based on Buddhism of books, we shall pursuit 

notion of beauty treatment to method improving health because period flowing is changed to real 

well-being culture chasing outside beauty and healthy life. Then, to come close for part of oriental 

medicine and cosmetology, we shall present method of meridian pathways and understand device for 

cosmetic improvement by analyzing relation to 12 of pathways, the five viscera and the six entrails & 

skin. 

key words : skin, beauty , well-being, cosmetic, pathways

Ⅰ. 서론

본 논문의『황제내경(黃帝內經)』은 의학

5경(醫學五經)의 하나로 이 책은 원래 총18권이

며 전반 9권은 소문(素問), 후반 9권은 영추(靈

樞)로 구분되고 중국 의학서 가운데 최고의 고

전으로 고대 중국의학의 성장과정을 집대성한

문헌이다. 소문은 인체의 생리, 병리, 병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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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학의 기초문제부터 섭생, 양생 등의 예방

의학적 부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하게 의학적

원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추는 진단과 치

료, 침구법 등 치료적인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황제내경에서는 인체를 분석적인 방법이 아닌

유기체적인 관계로 관찰하는 한의학의 기본원리

로 접근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경(內經)을 바탕으로 미용

과 접목시키고자 함에 건강한 삶과 외적인 아름

다움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웰빙

(well-being)문화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 건강증진학적인 차원에서 미용의

개념을 추구하고자 한다.

최근 추세에 따라 한방피부미용은 우리 고유

한의학의 근본원리를 미용에 병행하여 발전했으

며 그 응용분야는 경락을 이용한 비만관리

(biman clinic), 피부관리(skin care), 두피 및 모

발관리(scalp &hair treatment), 발 건강관리(foot

health care)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용에 대한 관심과 인

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모발과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만이 아닌 현

재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항상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건강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세

심한 관리를 해주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얼굴이나 두피 및 모발을 오장육부(五臟六腑)

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臟器)의 문제가

곧 얼굴이나 모발로 질병을 가름할 수 있으며

미용적변이의 원인 또한 장기의 부조화로 나타

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 지는 외적

관리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개선의 효과를 나타

낼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즉, 변이의 근본 원인

인 장기의 기능을 조화롭게 했을 때 비로소 개

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내경(內經)의 문헌을 중

심으로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이

및 상태를 미용학적 관점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

른 관리방안과 개선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인 한

의학이론을 근거를 바탕으로 피부미용에 응용되

는 경락선상의 기(氣)의 흐름을 조절 해주는 경

락마사지를 행하도록 제시해 보고자 중점을 두

었다.

Ⅱ. 연구방법

『黃帝內經』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피부(皮

膚)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파악하고, 한의학적인 피부의 생리기능

및 역할과 장부와의 관계, 병리관계와 피부와 관

련된 진단과 치료법에 대하여 분석하며, 이에 한

의학적인 부분과 피부미용학적 접근을 위해 응

용 되어질 수 있는 경락마사지의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에 관련된 12경락(經絡)과 오장육

부와의 관계 및 피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피부

미용적(皮膚美容的)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Ⅲ.본 론

1. 한의학 관점에서의 피부(皮膚)

《사기장부병형편》에서는 12경맥(十二經脈)

과 365 낙맥(絡脈)은 혈기가 모두 얼굴로 올라가

서 공규(空竅)로 주행(走行)을 하는데 그 양기의

정화(精華)가 위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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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氣)는 귀로 주행하여 들을 수 있고, 그 종기

(宗氣)는 올라가 코로 나와서 냄새를 맡을 수 있

고, 그 탁기는 위(胃)에서 나와 진설(唇舌)로 주

행하여 맛을 알 수 있고, 그 기의 진액(津液)이

모두 위로 얼굴을 훈증하고 피부 또한 두텁고

기육(飢肉)도 견고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서 얼

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고 하였다.

또한《본장편》에서는 사람의 혈(血), 기(氣),

정(精), 신(神)은 생명을 온전하게 하여 주는 것

으로, 경맥(經脈)은 혈기를 운행하고 음양을 운

영하여 근골(筋骨)을 적셔주며 관절의 운동을 원

활하게 하는 것이고, 위기(衛氣)는 분육(分肉)을

따뜻하게 해주며 피부를 충실하게 할 뿐 아니라

주리(腠理)를 살찌게 하고, 주리의 개합을 맡는

것이고, 지의(志意)는 정신을 통어(統御)하며, 한

온(寒溫)에 적응하며, 희노(喜怒)에 조화를 이루

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므로 혈기(血氣)가 조화

를 이루면 경맥으로 잘 흐름이 되고 신체의 표

리, 내외, 음양으로 잘 순환되며, 근골이 경강(勁

强)하게 되고, 관절의 운동이 원활하게 된다. 그

리하여 위기(衛氣)가 조화를 이루면 분육이 완화

(緩和)되어 기능이 순조롭게 되며, 피부가 조화

를 이루어 부드럽고 주리(腠理)가 치밀해지는 것

이다. 지의(志意)가 조화를 이루면 정신이 집중

되고 회노(悔怒)가 일지 않고, 오장이 사기를 받

지 않으며, 한온(寒溫)이 조화를 이루면 육부가

수곡을 소화시키고, 풍비(風痺)가 발생하지 않으

며, 경맥이 잘 통하고 지절(肢節)이 편안하게 되

니 이는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오장(五

臟)은 정신 혈기 혼백을 간직하는 것이고 육부

(六腑)는 수곡을 소화하고, 진액(津液)을 운행하

는 것이라 하겠다.  

1) 피부의 생리

피부를 사람과 동물에 있어서 기육(肌肉)을

밖에서 싸고 있는 조직이라 하였고 피모(皮毛)를

피부에 난 털 즉, 피모는 폐(肺)와 배합되는 부

위이고, 폐의 상태가 나타나는 곳으로 폐가 주로

주관한다. 피부는 살갗으로 주리(腠理)라고 하는

데 진액이 스며 나가는 곳을 주(腠)라 하고 겉에

있는 결을 리(理)라 하였으며, 피부 또한 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의학사전』에서 주리는 피부, 근육, 장

부의 결(文理)과 피부나 근육조직간의 결합조직

을 말하며 체내의 수분을 배설하고 기혈을 통하

게 하며 외사의 침범을 방어하는 기능과 땀구

멍과 피부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피부는 피(皮)

와 부(膚)로 구분이 가능하며, 신체의 외부에서

보면 모(毛)→피(皮)→부(膚)→기(肌) 순으로 되

어 있다. 따라서 피와 부는 다른 부위로 인식하

여야 하며, 같은 인체의 피부여도 겉은 피, 속은

부라고 서술되어야 한다. 

2) 피부의 작용과 장부와의 관계

피부의 색(color)이나 질감(texture) 또는 영양

상태(nutritive conditions) 등은 한의학에 있어서

병리, 변증, 진단에 도움이 되며 임상에서도 피

부의 색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된다. 그

이유는 피부가 경락계통의 부분으로 인체의 겉

표면을 이루고 있는 기관이며 생체가 외부에 직

접 접촉하여 기후 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조

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부기능은 여러 가지 변

화에 대한 조절과 적응, 생체를 보위하고 외사에

저항하는 작용을 하며 주로 인체의 정기(正氣)의

역량, 특히 위기의 기능에 의존한다. 장부와의

관계에서 폐는 흉중에 있으며 대장과 표리관계

이고 피부를 담당하며, 호흡을 통하여 전신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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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어 생리기능으로 기(氣)를 주관하고 호흡을

다스린다. 선발(宣發)을 주관하고 체표피모와 상

합하며, 숙강(肅降)을 주관하고 수도통조(水道通

調)의 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피모는 폐의 기

(氣)에 의해 윤택해지고, 폐기가 약하여 피모(皮

毛)로 기를 내지 못하면 영양이 부족하여 피부

가 거칠어지고 털이 마른다. 또한 폐의 선발을

통하여 위기와 진액을 전신에 수포하므로 근육

과 피모가 온윤(溫潤)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3) 피부의 병리현상

은진(癮疹)은 두드러기, 피부가 갑자기 가려우

며 편평하게 도드라져 올라오는 병증으로 피부

에 습(濕)과 풍열사(風熱邪)가 엉켜 생기거나 온

습(溫濕)에 풍랭(風冷)이 침습하여 생긴 경우로

풍한(風寒)을 받아 살갗과 살결에 뭉쳐 일어나거

나 일부 물질에 알레르기(allergy) 반응을 일으

켜 발생되기도 한다.

선(癬)은 선창(癬瘡)이라고도 하며, 피부 겉면

이 헐지 않고 메마른 상태로 장애되는 피부병,

버짐이라고도 한다. 원인은 풍열습사(風熱濕邪)

가 피부에 침습하여 오랫동안 막혀서 발생되며,

전염되기도 하는데 특히 얼굴에 많이 생기며 피

부가 까칠하고 약간 도드라지며 경계가 뚜렷하

다. 병의 원인에 따라 풍선, 습선, 건선 등으로

분류한다.

피부갑착(皮膚甲錯)은 피부가 윤택하지 못하

고 건조하게 비늘처럼 일어나는 증상이다. 오로

(五勞)로 허(虛)함이 매우 심하면 몸이 여위고,

속에 건열(乾血)이 있으면 피부갑착이 된다.

피부완비(皮膚頑痺)는 피부의 지각마비 증상

이 심한 것으로 풍(風), 한(寒), 습(濕)이 피부에

침범하여 생긴 것이다. 피부소양(皮膚瘙痒)은 피

부가려움증, 원발성으로 피진이 없이 피부 가려

움이 주 증상으로 되며, 속발성으로 긁은 자리,

가피 등을 수반하게 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풍

한(風寒), 습열(濕熱)이 기부(肌膚)에 몰리거나

체내에 풍사(風邪)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화

(火)로 변하여 진액과 혈을 말려 기부를 영양하

지 못하여 발생된다.

연비(攣痺)는 근맥의 구급(拘急)이 연(攣)이고,

피부의 마비가 비(痺)이다. 일반적으로 비 증(痺

證)의 근맥구급, 피부마비, 관절불인 등이다. 용

천저(龍泉疽)는 인중혈(人中穴) 부위에 생긴 저

(疽)를 말한다. 팥알 같은 것이 생기는데 딴딴하

고 가렵고 뻐근하게 아프며 뿌리가 깊다. 그리고

피부가 검붉으며 추웠다 열이 났다하는 인중 부

위에 난 절종(癤腫)에 해당된다.

습진(濕疹)은 피부가 국부적으로 가려우면서

피진이 다양하고 온몸 피부의 어디에나 생겨 복

잡하게 경과하며 창(瘡), 선(癬), 풍(風) 등의 많

은 병증이 포괄된 것으로 풍, 습, 열(熱)의 사기

가 피부를 침습하여 발생하는 병이다.

피부고조(皮膚枯燥)는 몸의 진액이 결핍해 피

부에 윤기가 없는 것이 심해지는 증상이며, 피부

적열(皮膚積熱)은 피부에 열이 쌓인 증상이다.

피부어혈(皮膚瘀血)은 피부에 어혈이 생긴 것이

며, 피부마복(皮膚麻木)은 피부에 감각이 둔해진

증상이다. 외조(外燥)는 조증(燥證)의 하나로 조

사(燥邪)가 폐와 피부에 영향을 주어 생기는 병

증으로 피부가 거칠고 갈라지며 가려운 감이 있

고 심하면 피부가 조여들면서 아프거나 피부갑

착 증상이 있다. 때로는 손발톱이 말라들 수 있

으며. 혈(血)을 보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방

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어혈(瘀血)은 어혈증, 혈어, 혈액이 체내의 경

맥 밖으로 나와 조직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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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외부적 손상, 폐경, 한사로 기가 몰리거

나 혈열(血熱) 등에 의해서 생긴다. 피부가 청자

색으로 되고 거칠어지며, 얼굴이 검고, 고정된

곳에 통증이 나타나며, 누르면 더 심해지고 아랫

배가 딴딴하고 흉협통(胸脇痛)이 있으며 혀가 암

자색을 띠거나 어혈반점이 나타난다. 심하면 건

망증이 생기고 혈액순환 특히 모세혈관의 순환

장애와 염증성 반응 등에서 나타난다.

기부갑착(肌膚甲錯)은 피부가 거칠고 메마르

고 두터운 각질로 되어 외관상 피부가 갈색을

띠고 물고기 비늘처럼 되는 증상이다. 어혈이 맺

혔거나 옹농(癰膿)이 적체되었거나 진혈(津血)이

외부를 윤택하게 하지 못하였거나 온사(溫邪)가

오랫동안 머물렀거나 음액이 모상(耗傷)되어 발

생한다.

백전풍(白癜風)은 피부에 흰 반점, 국소 부위

의 살갗이 색소가 빠져 하얗게 되는 병증으로.

간기울결(肝氣鬱結)되고 기혈이 부족하거나 풍습

(風濕)이 서로 얽혀 기혈이 조화되지 못하여 피

가 살갗에 영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한곳에 생기지 않고 여기저기 생기며, 처음에는

가장자리가 뚜렷하면서 크기가 같지 않은 하연

얼룩조각이 나타나는데, 한군데만 나타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생길 수도 있다. 그 둘레의

빛깔은 비교적 짙은데, 하얗게 변한 살갗 부위의

털도 역시 하얗게 되고 겉은 반짝거리며 매끄럽

다. 

4) 피부진단(皮膚診斷) 방법

피부는 인체의 표면으로 인체를 둘러싼 담장

으로서 위기(衛氣)가 이곳을 흐르며 폐와 배합된

다. 외사(外邪)에 침습되면 피부가 앞에서 막아

내며, 장부기형의 병리변화도 경락(經絡)을 통하

여 체표(體表)에 반응된다. 피부의 색깔과 형태

의 이상을 관찰하여 사기(邪氣)의 성질과 기혈진

액(氣血津液)의 성쇠를 이해하고, 내장의 병리변

화를 알아내며 질병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다.

피부망진(皮膚望診)에는 색택(色澤), 형태(形態),

황 적 흑색의 발현, 특히 피부윤고(皮膚潤枯),

반(斑)과 진(疹)의 망진(望診)은 홍역진(紅疫疹),

풍진(風疹), 음진(陰疹), 양반(陽斑) 음반(陰斑)의

구별과 순역(順逆), 백배(白㾦), 옹(癰) 저(疽) 정

(疔) 절(癤) 등을 관찰할 수 있다. 

5) 피부(皮膚)의 색(色)

피부(皮膚)가 빨간색으로 변할 경우에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단독(丹毒)이라 하며 전신에 생

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군데군데 붉게 되는데 부

어오르고 아픈 것은 적유단독(赤游丹毒)이라 한

다. 심화(心火)의 왕성과 풍열(風熱)의 침습에 의

해 생기며, 어린 아이에게는 태독과 관계되는데

국부에 생긴 것은 유화(流火)라고 하며, 부위에

따라 원인과 부르는 것도 다르다. 하지(下肢)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은 신(腎)의 화(火)가 체내

에 몰리거나, 습열(濕熱)이 아래로 밀어내려 생

기는 것이다.

피부가 황색(黃色)으로 변할 경우는 피부 면

부(面部), 눈, 손톱, 발톱이 모두 노랗게 변하고,

정상적인 황색(黃色)을 훨씬 초과한 것은 황달병

(黃疸病)이다. 황색이 선명하고 귤과 같은 색인

경우를 양황(陽黃)이라 하는데, 비위(脾胃) 또는

간담(肝膽)에 습열이 있어 생기는 것이다. 황

색이 누렇게 얼굴에 씌운 것 같은 것을 음황(陰

黃)이라 하는데 비위(脾胃)가 한습(寒濕)의 영향

을 받아 생기는 것이다.

피부가 흑색(黑色)으로 변할 경우는 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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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런색에 흑색이 섞이고, 어두컴컴한 것을 흑달

(黑疸)이라 한다. 황달(黃疸)의 일종으로 보통 황

달로부터 변화되어 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대부

분 색욕(色慾)이 지나쳐서 신(腎)을 손상하여 생

기는 것으로 여로달(女勞疸) 이라고도 부른다.

피부와 솜털이 윤택한 것은 태음(太陰)의 기가

성한 것이고, 말라드는 것은 태음(太陰)의 기가

쇠퇴된 것이다. 피부가 몰려들고, 솜털이 떨어지

는 것은 폐가 손상된 것이다. 피부가 마르고, 솜

털이 끊어지는 것은 폐가 기결(氣結)되는 것이

며, 피부가 마르고, 고기비늘처럼 깔깔한 것은

피부 갑착(甲錯)이라 하는데 갑착에 눈이 컴컴해

지는 증상을 병행하면, 체내의 피가 말라들기 때

문이며, 갑착 복부(腹部)가 졸아드는 것처럼 아

픈 증상을 겸하면 체내에 옹(癰)이 생겨 고름이

나기 때문이다. 

2. 12경락과 오장육부, 12피부

경락(經絡)은 인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본이

론으로써 기(氣), 혈(血), 진액(津液)이 운행하는

통로이며, 전신에 두루 퍼져있으며 체내의 각 조

직, 장기사이에는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락

은 인체의 내외, 표리 상하, 좌우의 각 방면에

걸쳐 주요한 연관 작용을 하고 있다. 경락에는

주간(主幹)과 분지(分枝)가 있어서, 내부로는 장

부에 연속되고, 외부로는 오관칠규(五官七竅- 鼻

目 口 舌 耳) 사지백하(四肢百骸)에 분포되어

전신을 강목(綱目)과 같이 연락하여 기 혈을 운

행시키면서 체내와 체표에 유주(流注)하고 있다.

신체 표면의 일정부위를 자극하면 체표, 내

장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내장기능에 병리

변화가 발생하면 전신, 체표에 각종의 다른 증상

과 체징(體徵)이 나타나고, 각 장기에 질환이 있

으면 상호 영향을 미쳐 질병의 전변(傳變)에도

관련이 있다. 

경락은 인체 내의 각 부분간의 상호관계와 그

들 사이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상호관계가 인체의 생명활동이나 병리변화, 질병

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장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의학의 임

상 각과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12경맥(經脈)의 분포

12경맥이란 인체를 종적방향(縱的方向)으로

관통하고 있는 12개의 간선(幹線) 즉, 수태음폐

경(手太陰肺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족

양경위경(足陽明胃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

腸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족소음신경

(足少陰腎經),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수소

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 족소양담경(足少陽膽

經),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등을 말한다.

경맥의 성격과 순행방법에 따라서 수족삼음삼

양(手足三陰三陽)의 12경으로 나뉘고 있으나 이

들 12경은 각기 하나씩 독립되고 있는 것이 아

니고,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전신 어느 곳이

나 미치지 않는 곳 없이 순환하고 있다. 12경맥

은 전신에 분포되었는데 내행노선(內行路線)과

외행노선(外行路線)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지며 음경경맥(陰經經脈)은 오장중의 일장(一臟)

에 내속하며, 외행 하는 경로는 사지의 내측에

분포된다. 양경경맥(陽經經脈)은 육부중의 일부

에 내속하며, 외행 하는 경로는 사지의 외측에

분포된다. 구간부에 있어서의 분포는 양명 태음

경이 신체의 전면을 순행하고, 태양․소음경이

신체의 후면을 순행하고, 소양 궐음경이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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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행한다. 수삼양경은 흉부와 상지내측에 분포되

고, 수삼양경은 두부안면과 상지외측에 분포되

며, 족삼양경은 두부안면과 하지외측에 분포되

고, 족삼음경은 흉복부와 하지내측에 분포되어

있다.

12경맥은 흉배(胸背), 두면(頭面), 사지(四肢)

에 분포되었는데 모두 좌우대칭으로 되어 합계

24경맥이 된다. 그 중 매 한 개의 음경은 일조의

양경과 체내에서는 장부가 상호 관계를 맺고, 체

표에서는 내측과 외측이 표리관계를 이루게 된

다. 

〈표 1〉십이경맥이 사지에 있어서의 분포․ 표리

사지

분포   

 내측(裏)  외측(表) 위치

 표리

수

(手)

前

中

後

太陰經(肺)

 厥陰經

 (心包)

少陰經(心)

陽明經(大腸)

少陽經(三焦)

太陽經(小腸)

족

(足)

前

中

後

太陰經(脾)

厥陰經(肝)

少陰經(腎)

陽明經(胃)

少陽經(膽)

太陽經(膀胱)

2) 12피부(十二皮部)

십이 피부는 12경맥(經脈)의 피부계통에 순행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근(經筋)과 같이 경락계통

의 체표 상에 있어서 기능 망(網)이라 정의되고

있다. 경맥(經脈), 경별(經別), 경근(經筋)과 같이

삼음삼양(三陰三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십이

피부 상에 나타나는 병변은 그곳을 순행하고 있

는 12경맥과 일치한다. 또한 체표에 있어서의 12

경맥의 분포부위를 말하는데『소문 피부론』에

는 “피부 이 경맥위기(皮部以經脈爲紀)”라 하는

데, 경맥에는 12조(條)가 있으므로 피부도 12개

부위로 나누어 12피부라 칭한다. 고로 피부란 경

맥의 분구이기도 하며 낙맥(絡脈)가운데도 특히

부락(浮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피부와 경락

과의 차이점은 경맥은 선상으로 분포되고, 낙맥

은 망상(網狀)으로 분포되는데 비해, 피부는 면

적에 중점을 둔 부분이며 그 범위는 대체로 해

당경락의 분포부위에 속하며 경락에 비하여 면

적이 더 광범위하다. 

5. 피부미용에서 응용되는 경락마사지방법에

의한 경혈 및 주요증상

12경맥 중 피부미용에 가장 밀접한 경락의

흐름으로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에서는 문제성

피부개선을,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에서는 피부

의 탄력에 대하여,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에서

는 여드름,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에서는 탈모

와 부종,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에서는 비만과

독소제거를 중심으로 병증(病症)을 한(寒), 열

(熱), 허(虛), 실(實) 4가지로 볼 때 주요증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타나진다. 

1) 수태음폐경 경혈(手太陰肺經 經穴) 및 주요

증상(主要症狀)

중부(中府), 운문(雲門), 천부(天府), 협백(俠

白), 척택(尺澤)- 합혈(合穴), 공최(孔最)- 극혈,

열결(列缺)- 낙혈, 경거(經渠)- 경혈 태연(太淵)-

원혈(原穴), 수혈(兪穴), 맥회혈(脈會穴), 어제(魚

際)- 형열, 소상(少商)-, 정혈(井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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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 주요증상

한(寒)
구불갈(口不渴), 해수(咳嗽), 기천(氣喘), 

흉협창통(胸脇脹痛), 평와불능(平臥不能)

열(熱)

구갈(口渴), 농담(膿痰), 인후통(咽喉痛), 

비출혈(鼻出血), 신열번조(身熱煩躁), 종

통(腫痛), 인후폐색(咽喉閉塞), 후백점(喉

白點)

허(虛)

피부건조(皮膚乾燥), 언어저약(言語低弱), 

신냉(身冷), 도한(盜汗), 권홍(顴紅), 수족

심열(手足心熱), 면색창백(面色蒼白), 자

한오풍(自汗惡風), 해성저미(咳聲低微), 

면백순담(面白脣淡)

실(實)

 천식(喘息), 기급(氣急), 건구단기(乾嘔

短氣), 오한발열(惡寒發熱), 두통신통(頭

痛身痛), 비색유체(鼻塞流涕), 면홍한출

(面紅汗出), 한출(汗出), 견배통(肩背痛), 

담성취(痰腥臭).

2) 족태음비경 경혈(足太陰脾經 經穴) 및 주요

증상(主要症狀)

은백(隱白)- 정혈(井穴), 대도(大都)- 형혈

(滎穴), 태백(太白)- 원혈, 수혈(原穴, 兪穴), 공손

(公孫)- 낙혈, 팔맥교회혈(絡穴, 八脈交會穴), 상

구(商丘)- 경혈(經穴), 지기(地機,)- 극혈(隙穴),

음릉천(陰陵泉)- 합혈(合穴) 등.

증후 주요증상

한(寒)

복창장명(腹脹腸鳴), 복통설사(腹痛泄

瀉), 사지불온(四肢不溫), 소변청장(小

便淸長), 순색담백(脣色淡白), 피부암

황색(皮膚暗黃色), 복통부지(腹痛不止), 

소화불량(消化不良)

증후 주요증상

열(熱)

복부창만(腹部脹滿), 식욕부진(食慾不

振), 소변단적(小便短赤), 순색적(脣色

赤), 피부황색(皮膚黃色), 간헐복통(間

歇腹痛), 구내점탁(口內粘濁)

허(虛)

면색위황(面色萎黃), 소기나언(少氣懶

言), 복부부종(足跗浮腫), 사지한냉(四

肢寒冷), 담다(痰多), 권태욕와(倦怠欲

臥)

실(實)

신중(身重), 신통(身痛), 음식감소(飮食

減少), 식후작창(食後作脹), 흉고기색

(胸苦氣塞), 대복만통(大腹滿痛), 대소

변불리(大小便不利)

3) 수소음심경 경혈(手少陰心經 經穴) 및 주요

증상(主要症狀)

소해(少海)- 합혈(合穴), 영도(靈道,)- 경혈

(經穴), 통리(通理)- 낙혈(絡穴), 음극(陰隙)- 극

혈(隙穴), 신문(神門)- 원혈, 수혈(原穴, 輸穴 ),

소부(少府)- 형혈(滎穴), 소충(少衝)- 정혈(井穴)

등.

증후 주요증상

한(寒)

 견배통(肩背痛), 우수(憂愁), 건망(健忘), 

불면(不眠), 다몽(多夢), 유정(遺精), 심하

폭통(心下暴痛), 협하견인통(脇下牽引痛), 

도한(盜汗), 자한(自汗)

열(熱)

 익건목황(嗌乾目黃), 중설(重舌), 목설

(木舌), 광어(狂語), 안면적(顔面赤), 소변

황적(小便黃赤), 토혈(吐血), 뉵혈(衄血), 

심부자통(心部刺痛)

허(虛)

 심계불안(心悸不安), 기단자한(氣短自

汗), 사지궐냉(四肢厥冷), 심계두훈(心悸

頭暈), 불매다몽(不寐多夢), 건망도한(健

忘盜汗), 장심열(掌心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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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 주요증상

실(實)

 심번구갈(心煩口渴), 구설생창(口舌生

瘡), 목설(木舌), 중설(重舌), 장열면적(壯

熱面赤), 성정급조(性情急躁), 희노무상

(喜怒無常), 심계불영(心悸不寧), 한출지

냉(汗出肢冷)

4) 족소음신경 경혈(足少陰腎經 經穴) 및 주요

증상(主要症狀)

용천(湧泉)- 정혈(井穴), 연곡(然谷)- 형혈

(滎穴), 태계(太谿)- 원혈, 수혈(原穴, 輸穴), 대종

(大鍾)- 낙혈(絡穴), 수천(水泉)- 극혈(隙穴), 복

류(復溜)- 경혈(經穴), 음곡(陰谷)-합혈(合穴) 등.

증후 주요증상

양허

(陽虛)

 오경설사(五更泄瀉), 양위조설(陽痿早

泄), 요척산통(腰脊酸痛), 족슬무력(足

膝無力), 불능구립(不能久立), 면색창

백(面色蒼白), 외한지냉(畏寒肢冷), 기

단천식(氣短喘息), 자한나언(自汗懶言), 

지냉면청(肢冷面靑), 면부(面浮), 지체

부종(肢體浮腫), 복부창만(腹部脹滿)

음허

(陰虛)

 안화섬광(眼花閃光), ), 요산유정(腰酸

遺精), 인건인통(咽乾咽痛), 이롱(耳

聾), 두훈목현(頭暈目眩), 소매건망(少

寐健忘), 다몽유정(多夢遺精), 조열도

한(潮熱盜汗), 음아소갈(音啞消渴), 객

담대혈(喀痰帶血), 구건인통(口乾咽痛)

한(寒)
 위궐(痿厥), 척,고내후염통(脊,股內後

廉痛)

열(熱)
 구열(口熱), 설건(舌乾), 인건이통(咽

乾而痛), 심통(心痛), 족심열(足心熱)

5) 족궐음간경 경혈(足厥陰肝經 經穴) 및 주요

증상(主要症狀)

대돈(大敦)- 정혈(井穴), 행간(行間)- 형혈

(滎穴), 태충(太衝)- 원혈, 수혈(原穴,兪穴), 중봉

(中封)- 경혈(經穴), 여구(蠡溝)- 낙혈(絡穴,), 중

도(中都)- 극혈(隙穴), 곡천(曲泉)- 합혈(合穴)

등.

증후 주요증상

한(寒)
 근맥수축(筋脈收縮), 산통(疝痛),

 소복창통(小腹脹痛)

열(熱)

 목적종통(目赤腫痛), 다루(多淚), 구고

(口苦), 구갈(口渴), 야간불면(夜間不眠),

심중번열(心中煩熱)

허(虛)
 이명(耳鳴), 작목(雀目), 신체마비(身體

麻痺), 조고청(爪枯靑), 목불명(目不明)

실(實)
이노(易怒), 흉복통(胸腹痛), 토산(吐酸),  

기울(氣鬱), 해천(咳喘), 이롱(耳聾)

Ⅴ. 결 론

오장육부(五臟六腑)를 마음의 거울이라 하는

것은 얼굴이나 두피 및 모발에 각각 장부의 병

리적인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문 피부 관리

실과 두피 및 모발 관리실에서는 단순 외적관리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기능완화에 도움을 주

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보

다 한의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인체 생리구

조 및 미용학적으로 필요한 많은 교육을 통해

비만관리와 문제성 피부관리, 탈모(hair loss)등

좋은 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수많은 피부 전문 관리실에서는 기기관

리와 수기요법을 이용한 마사지(스웨디식, 타이,

아유르베다, 림프, 추나, 아로마) 등을 통해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앞으로 더 향상된 관리방안을 위해

경락학적 측면에서 정확한 한의학의 근본원리와

경혈의 주치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오장의 경락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경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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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수혈(五輸穴)과 주요혈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이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

구하였다. 또한 수태음 폐경에서는 문제성 피부

개선을, 족태음비경에서는 피부의 탄력, 수소음

심경에서는 여드름, 족소음신경에서는 탈모와 부

종, 족궐음간경에서는 비만과 독소제거를 중심으

로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수기요법을 이용하여 해당 경락과 경혈

점(經穴点)을 지압하고 마사지하여 뭉친 근육과

경혈을 풀어줌으로 미용적 변이를 개선할 수 있

음에 보다 정확한 한의학의 근본이론을 이해하

여 미용학적 측면으로 접근할 때 보다 더 효과

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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