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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much recent interest and research into meridian theory. Two main types of meridian theory generally identified: the 

forward heart meridian system and the circulative meridian system.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these types of alignments 

operate in the Zhenjiuzishengjing (鍼灸資生經) and the Shisijingfahui (十四經發揮). This paper reviews the meridian systems of these 

two texts and compares them to the meridian and collateral theory found in the Huangdineijing (黃帝內經). It compares the meridian 

point systems of the various texts and their alignment by location and meridian to shows how the meridian-based method used in the 

Zhenjiuzishengjing is similar to the forward heart meridian system found in the “Benshu” (本輸) section of the Neijing while the method 

used in the Shisijingfahui is close to circulative meridian system found in the “Jingmai” (經脈) section of the N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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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맥학설에 대한 연구는 馬王堆 漢墓에서 帛書를 발굴한 
이후 많은 관심 속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帛書와 
黃帝內經의 비교 연구를 통해 경맥 발전과정에 대한 연
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의학사 연구에도 많은 성취가 있었다.

초기 경맥 형성과정에서 황제내경의 경락학설에 이르기
까지 경맥을 중심한 연구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된 반
면, 경맥을 형성하고 있는 경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
구가 부족하고 관심 또한 소홀한 편이다.

1950년대 陸瘦燕은 경맥과 경혈의 관계에 대해 같은 효

능을 가진 경혈들을 귀납해 연결하는 것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을 주장하였다1). 그런데 야마다 게이지는 帛書를 발굴
한 이후 맥이 먼저 발견되고 맥 부근의 자리에서 경혈의 
소재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여2), 경험에 따른 ‘점에서 선으
로’ 경맥이 형성되었다는 견해에 반대하였다. 그는 주요한 
경혈은 經脈을 따라 발전되었으며, 경맥에서 벗어난 곳에도 
경혈은 적지 않지만 대부분 十五絡脈이나 奇經八脈의 개념
으로 정비되어 경락체계로 통합되었다고 주장하였다.3) 

최근까지 경맥연구의 경향은 流注와 病證을 중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경혈 또한 해당 病證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에 관심을 가졌을 뿐 경맥과 경혈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 
두 학자의 주장 외에는 별다른 연구가 없었다. 

경혈과 경락의 관계, 경락체계의 형성, 경락학설의 변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침구학 관련 서적들을 살피던 중 서적

1) 인창식, 고형균. ｢경락과 혈위란 무엇인가?｣. 大韓醫史學會誌. 2005;14(2):137-149.
2) 정우진. 한의학의 봄. 서울:청홍. 2015:79.
3) 야마다 케이지 저. 윤석희, 박상영 역. 중국의학의 기원. 경기 광주:도서출판 수퍼노바. 2016: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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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경혈을 배열하는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경혈과 경맥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黃帝明堂灸經, 鍼灸甲乙經, 銅人兪穴鍼灸圖經, 鍼
灸資生經, 十四經發揮 등과 같이 역대로 많은 침구서적
이 존재한다. 그러나 黃帝明堂灸經, 鍼灸甲乙經은 초간
본과 중간본이 모두 유실되어 경혈배열의 원형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고증하기 힘들고, 銅人兪穴鍼灸圖經은 正
統 8년(1443년)에 간행된 중간본이 있지만 역시 그 원형을 
고증하기 어렵다.4) 그러므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본
으로는 鍼灸資生經과 十四經發揮를 들 수 있다. 이 두 
서적도 초간본이 모두 유실되었으나 현재 중간본이 남아 
있고, 경혈배열 명당도가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경혈 
배열에 대한 특징이 존재한다.

따라서 針灸資生經(이하 資生이라 간칭함)과 十四
經發揮(이하 發揮라 간칭함)에서 경혈을 배열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간칭
함)에는 각각 상이한 두 가지 형태의 경맥유주를 서술하고 
있는데, ｢本輸｣와 ｢經脈｣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경맥서술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침구전문서적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
지고 경혈을 配列하였는지, 둘째 경혈의 配列 순서와 경맥
의 流注 방향이 일치하는지, 셋째 奇經八脈에 대해서는 어
떻게 경혈을 배열하였는지 하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경락학
설을 연구하는데 작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Ⅱ. 본론

1. 資生의 경혈배열

資生은 송나라 때 王執中이 1180년에서 1196년 사이
에 간행한 책이다. 이렇게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이
유는 資生 본문에서 1180년 陸游가 간행한 陸氏集驗方

의 이름과 내용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196년에 
王璆가 지은 是齋百一選方 본문에서 資生을 직접 인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5) 

왕집중은 남송시기에 활동한 의가로서 생몰연대가 분명치 
않다. 왕집중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을 알기 어렵지만 是齋
百一選方과 資生의 각 판본에 기록된 서문, 溫州經籍志 
四庫全書總目提要 등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미한 
정도만을 알 수 있다. 이들 서적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
하면, 왕집중은 永嘉출신으로 字는 叔權이며 1169년 진사
에 급제하였고, ‘종정랑(從政郞)’, ‘장작승(將作丞)’이란 벼
슬을 하였다6)는 정도이다. 

資生은 본문과 注에서 상당한 분량의 의학전문서적과 기
타서적을 인용하였다. 본문에서는 素問, 鍼灸甲乙經, 銅
人兪穴鍼灸圖經, 太平聖惠方, 千金要方, 千金翼方, 甄
權鍼經, 明堂上下經, 鍼經, 山朓經 등 20여권을 인
용하였다. 또 注에서는 陸氏續集驗方을 비롯하여 36권에 
해당하는 서적을 인용하였다. 아울러 저자 자신의 임상경험
을 더하여 기록하였다.

1) 部位別 配列

資生에서는 部位別로 頭(偃伏), 面, 肩, 背, 膺, 側頸, 
腹, 側脇 등 8부위로 나누어 경혈을 配列하였다. 이를 다시 
頭部와 面部에서는 각각 4部位, 背部는 3部位, 膺部와 腹部
는 각각 4部位로 세분하였다. 전체를 모두 24部로 세분하
였다. 그리고 세분한 24部를 명당도와 함께 서술하였다.

(1) 頭部

｢頭部中行｣에는
神庭 上星 顖會 前頂 百會 神聰 明堂 後頂 强間 腦戶 風

府 瘂門
12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과 같다.
｢偃伏二行｣7)에는 
曲差 五處 承光 通天 絡却 玉枕 天柱 眉衝
8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와 같다.

4) 황용상 저. 박현국, 윤종화, 김기욱 역. 중국침구학술사대강. 서울:법인문화사. 2005:186-187.
5) 유제호. ｢침구자생경 문헌연구｣. 박사학위논문. 山東中醫藥大學. 2017:22-23.
6) 유제호. ｢침구자생경 문헌연구｣. 박사학위논문. 山東中醫藥大學. 2017:3-4.
7) 원래는 偃伏二行左右十四穴로 명명하였으나 편의상 偃伏二行까지만 인용하고 나머지 左右十四穴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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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頭部中行

그림 2. 偃伏二行

｢偃伏三行｣8)에는
臨泣 目窓 正營 承泣 腦空 風池 當陽
7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3과 같다.
｢側頭部｣9)에는
頷厭 懸顱 懸釐 天衝 率谷 曲鬢 角孫 竅陰 浮白 顱息 瘈

脈 完骨 翳風 
13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3. 偃伏三行

그림 4. 側頭部

(2) 面部

｢正面部中行｣10)에는
素髎 水溝 兌端 齦交 承漿 廉泉 
6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5와 같다. 
｢面第二行｣11)에는
攢竹 睛明 巨髎 迎香 禾髎 
5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6과 같다.

8) 左右十二穴
9) 左右二十六穴
10) 六穴
11) 左右十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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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正面部

그림 6. 面第二行

｢面第三行｣12)에는
陽白 承泣 四白 地倉 大迎 
5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7과 같다.
｢面第四行｣13)에는
本神 絲竹空 瞳子髎 顴髎 頭維 
5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7. 面第三行

그림 8. 面第四行

｢側面部｣14)에는
上官 下關 瞳子髎 和髎 聽會 耳門 聽宮 頰車 
8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9와 같다. 

12) 左右十穴
13) 左右十穴
14) 左右十四穴更二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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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側面部

(3) 肩部

｢肩膊部｣15)에는
肩井 天髎 巨骨 巨骨 巨骨16) 臑會 肩髃 肩髎 肩貞 天宗 

秉風 臑兪 曲垣 肩外兪 肩中兪 
13穴이다. 명당도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肩膊部

(4) 背部

｢背兪部中行｣17)에는
大椎 陶道 身柱 神道 靈臺 至陽 筋縮 脊中 懸樞 命門 陽

關 腰兪 長强 
13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1과 같다. 
｢背兪第二行｣18)에는
大杼 風門 肺兪 曲差 五處 承光 通天 絡却 玉枕 天柱 眉

衝 心兪 督兪 膈兪 肝兪 膽兪 脾兪 胃兪 三焦兪 腎兪 氣海
兪 關元兪 大腸兪 小腸兪 膀胱兪 中膂兪 白環兪 上髎 次髎 
中髎 下髎 會陽 

32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2와 같다.
｢背兪第三行｣19)에는
附分 魄戶 膏肓 神堂 譩譆 膈關 魂門 陽綱 意舍 胃倉 肓

門 志室 胞肓 秩邊 
14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1. 背兪部中行

15) 左右二十六穴
16) 명당도에는 巨骨 1혈만 수록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각각 위치가 다른 별도의 2개의 巨骨이 수록되어 있다. 鍼灸醫學典籍大系. 鍼灸資生經 1 

第8卷. 東京:出版科學總合硏究所. 1978:72.
17) 十三穴
18) 四十四穴
19) 左右二十八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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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背兪第二行

그림 13. 背兪第三行

(5) 頸部

｢側頸項部｣20)에는
天容 天牖 天窓 天鼎 人迎 水突 氣舍 缺盆 
9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側頸項部

(6) 胸部

｢膺兪部中行｣21)에는
天突 璇璣 花蓋 紫宮 玉堂 膻中 中庭 
7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5와 같다. 
｢膺兪第二行｣22)에는
兪府 彧中 神藏 靈墟 神封 步廊 
6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 15. 膺兪部中行
20) 左右十八穴
21) 七穴
22) 左右十二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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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膺兪第二行

｢膺兪第三行｣23)에는
氣戶 庫房 玉翳 膺窓 乳中 乳根 
6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7과 같다. 
｢膺兪第四行｣24)에는
雲門 中府 周榮 天谿 食竇 胸鄕 
6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8과 같다.

그림 17. 膺兪第三行

그림 18. 膺兪第四行

｢側腋｣25)에는
淵液 輒筋 大包 天池 
4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側腋

23) 左右十二穴
24) 左右十二穴
25) 左右八穴



鍼灸資生經과 十四經發揮의 수혈배열 비교연구

- 50 -

(7) 腹部

｢腹部中行｣26)에는
鳩尾 巨闕 上脘 中脘 建里 下脘 水分 神闕 陰交 氣海 石

門 關元 中極 曲骨 會陰 
15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腹部中行

｢腹第二行｣27)는 
幽門 腹通谷 四滿 氣穴 石關 商曲 陰都 中注 肓兪 大赫 

橫骨 
12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1과 같다.
｢腹第三行｣28)에는
不容 梁門 關門 太乙 承滿 水道 歸來 滑肉門 天樞 外陵 

大巨 氣衝 
12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2와 같다. 
｢腹第四行｣29)에는
期門 日月 腹哀 大橫 腹結 府舍 衝門 
7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1. 腹第二行

그림 22. 腹第三行

26) 十五穴
27) 左右二十二穴
28) 左右二十四穴
29) 左右二十四穴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19, VOL. 32, No. 1 https://doi.org/10.15521/jkmh.2019.32.1.043

- 51 -

그림 23. 腹第四行

(8) 側脇部

｢側脇｣30)에는
章門 京門 維道 帶脈 五樞 居髎 脇堂 
7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側脇

2) 經脈別 配列 

｢手太陰肺經｣31)에는
少商 魚際 太淵 經渠 列缺 孔最 尺澤 俠白 天府 
9穴을 配列하였다. 明堂圖는 그림 25와 같다.
｢手陽明大腸經｣32)에는
商陽 二間 三間 合谷 陽谿 偏歷 溫溜 下廉 上廉 手三里 

曲池 肘髎 手五里 臂臑 
14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5. 手太陰肺經

그림 26. 手陽明大腸經
30) 左右十二穴
31) 左右十八穴
32) 左右二十八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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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陽明胃經｣33)에는 
厲兌 內庭 陷谷 衝陽 解谿 豊隆 下巨虛 條口 上巨虛 足

三里 犢鼻 膝眼 梁丘 陰市 伏兎 髀關 
16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7과 같다. 
｢足太陰脾經｣34)에는
隱白, 大都, 太白, 公孫, 商丘, 三陰交, 漏谷, 地機, 陰陵

泉, 血海, 箕門 
11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8과 같다. 

그림 27. 足陽明胃經

그림 28. 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35)에는 
少衝 少府 神門 陰郄 通里 靈道 少海 靑靈 極泉 
9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29와 같다. 
｢手太陽小腸經｣36)에는
少澤 前谷 後谿 腕骨 陽谷 養老 支正 小海 
8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30과 같다. 
｢足太陽膀胱經｣37)에는
至陰 足痛谷 束骨 京骨 金門 申脈 僕參 崑崙 跗陽 飛揚 

承山 承筋 合陽 委中 委陽 浮郄 殷門 承扶 
18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31과 같다.
｢足少陰腎經｣38)에는
湧泉 然谷 太谿 大鐘 水泉 照海 復溜 交信 築賓 陰谷
10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29. 手少陰心經

33) 左右三十穴
34) 左右二十二穴
35) 左右十八穴
36) 左右十六穴
37) 左右三十六穴
38) 左右二十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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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手太陽小腸經

그림 31. 足太陽膀胱經

그림 32. 足少陰腎經

｢手厥陰心主脈｣39)에는
中衝 勞宮 天泉 曲澤 郄門 間使 內關 大陵 
8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33과 같다. 
｢手少陽三焦經｣40)에는
關衝 液門 中渚 陽池 外關 支溝 會宗 三陽絡 四瀆 天井 

淸冷淵 消濼 
12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34와 같다. 
｢足少陽膽經｣41)에는
足竅陰 俠谿 地五會 足臨泣 丘墟 縣鍾 陽輔 光明 外丘 

陽交 陽陵泉 膝陽關 中瀆 風市 環跳 
등15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35와 같다.
｢足厥陰肝經｣42)에는
大敦 行間 太衝 中封 蠡溝 中都 膝關 曲泉 陰包 足五里 

陰廉
11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36과 같다. 

39) 左右十六穴
40) 左右二十四穴
41) 左右二十八穴
42) 左右二十二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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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手厥陰心主脈

그림 34. 手少陽三焦經

그림 35. 足少陽膽經

그림 36. 足厥陰肝經

2. 發揮의 경혈배열

滑壽가 1341년 간행한 發揮는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인 
任脈과 督脈을 더하여 十四經이라 하였고 14經脈의 왕복, 
경혈의 회합, 글자의 의미들을 풀어 發揮라 이름 하였다.43) 
滑壽는 14세기 원나라 때의 의가로서 河南省 襄城출신으로 
字는 伯仁으로 알려져 있다.44) 發揮에서는 각 經脈의 경

43)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집문당. 1997:255.
4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11.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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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配列과 함께 명당도를 서술하였다.
發揮에서는 부위별 배열은 없고 경맥별 배열만 존재한

다. 이러한 특징은 發揮 이후 간행된 서적들에서 공통적으
로 존재한다. 경혈의 배열은 인체 전체에 순환하는 구조로 
배열되었다. 發揮에서는 12경맥과 더불어 任脈과 督脈을 
포함한 14경맥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奇經八脈 가운데 
任脈과 督脈만 포함시켜 서술한 의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手太陰肺經｣에는 
中府 雲門 天府 俠白 尺澤 孔最 列缺 經渠 太淵 魚際 少商
11穴을 配列하였다. 또한 手太陰肺經의 屬肺와 絡大腸까

지 명당도에 표시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37과 같다.
｢手陽明大腸經｣에는 
商陽 二間 三間 合谷 陽谿 偏歷 溫溜 下廉 上廉 手三里 

曲池 肘髎 手五里 臂臑 肩髃 巨骨 天鼎 扶突 禾髎 迎香 
20穴을 配列하였다. 또한 手陽明大腸經의 屬大腸과 絡肺

까지 명당도에 표시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38과 같다. 
｢足陽明胃經｣에는 
承泣 四白 巨髎 地倉 大迎 頰車 下關 頭維 人迎 水突 氣

舍 缺盆 氣戶 庫房 玉翳 膺窓 乳中乳根 不容 承滿 梁門 關
門 太乙 滑肉門 天樞 外陵 大巨 水道 歸來 氣衝 髀關 伏兎 
陰市 梁丘 犢鼻 足三里 上巨虛 條口 下巨虛 豊隆 解谿 衝
陽 陷谷 內庭 厲兌 

45穴을 配列하였다. 또한 足陽明胃經의 屬胃와 絡脾까지 
명당도에 표시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39와 같다. 

그림 37. 手太陰肺經之圖

그림 38. 手陽明大腸經之圖

그림 39. 足陽明胃經之圖

｢足太陰脾經｣에는 
隱白 大都 太白 公孫 商丘 三陰交 漏谷 地機 陰陵泉 血

海 箕門 衝門 府舍 腹結 大橫 腹哀 食竇 天谿 胸鄕 周榮 
大包 

21穴을 配列하였다. 또한 足太陰脾經의 屬脾와 絡心까지 
표시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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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足太陰脾經之圖

｢手少陰心經｣에는 
極泉 靑靈 少海 靈道 通里 陰郄 神門 少府 少衝 
9穴을 配列하였다. 또한 手少陰心經의 屬心과 絡小腸까

지 명당도에 표시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41과 같다. 
｢手太陽小腸經｣에는 
少澤 前谷 後谿 腕骨 陽谷 養老 支正 小海 肩貞 臑兪 天

宗 秉風 曲垣 肩外兪 肩中兪 天窓 天容 顴髎 聽宮 
19穴을 配列하였다. 또한 手太陽小腸經의 屬小腸까지 명

당도에 표시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1. 手少陰心經之圖

그림 42. 手太陽小腸經之圖

｢足太陽膀胱經｣에는 
睛明 攢竹 曲車 五處 承光 通天 絡却 玉枕 天柱 大杼 風

門 肺兪 闕陰兪 心兪 膈兪 肝兪 膽兪 脾兪 胃兪 三焦兪 腎
兪 大腸兪 小腸兪 膀胱兪 中膂兪 白環兪 上髎 次髎中髎 下
髎 會陽 承扶 殷門 浮郄 委陽 委中 附分 魄戶 膏肓 神堂 
譩譆 膈關 魂門 陽綱 意舍 胃倉 肓門 志室 胞肓 秩邊 合陽 
承筋 承山 飛揚 跗陽 崑崙 僕參 申脈 金門 京骨 束骨 足痛
谷 至陰 

63穴을 配列하였다. 현재 67穴에서 眉衝, 督兪, 氣海兪, 
關元兪 등이 빠져있다. 명당도는 그림 43과 같다. 

｢足少陰腎經｣에는 
湧泉 然谷 太谿 大鐘 水泉 照海 復溜 交信 築賓 陰谷 橫

骨 大赫 氣穴 四滿 中注 肓兪 商曲 石關 陰都 腹痛谷 幽門 
步廊 神封 靈墟 神藏 彧中 兪府 

27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44와 같다. 
｢手厥陰心包經｣에는 
天池 天泉 曲澤 郄門 間使 內關 大陵 勞宮 中衝 
9穴을 配列하였다. 또한 手厥陰心包經의 起胸中出屬包 

絡三焦를 명당도에 표시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4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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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足太陽膀胱經之圖

그림 44. 足少陰腎經之圖

｢手少陽三焦經｣에는 
關衝 液門 中渚 陽池 外關 支溝 會宗 三陽絡 四瀆 天井 

淸冷淵 消濼 臑會 肩髎 天髎 天牖 翳風 瘈脈 顱息 角孫 耳
門 和髎 絲竹空 

23穴을 配列하였다. 또한 手少陽三焦經의 徧屬三焦와 散絡
心包가 명당도에 표시되어 있다. 명당도는 그림 46과 같다. 

그림 45. 手厥陰心包經之圖

그림 46. 手少陽三焦經之圖

｢足少陽膽經｣에는 
瞳子髎 聽會 上關 頷厭 懸顱 懸釐 曲鬢 率曲 天衝 浮白 

頭竅陰 完骨 本神 陽白 頭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 風池 
肩井 淵液 輒筋 日月 京門 帶脈 五樞 維道 居髎 環跳 中瀆 
膝陽關 陽陵泉 陽交 外丘 光明 陽輔 縣鍾 丘墟 足臨泣 地
五會 俠谿 足竅陰 

43穴을 配列하였다. 명당도는 그림 47과 같다. 
｢足厥陰肝經｣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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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敦 行間 太衝 中封 蠡溝 中都 膝關 曲泉 陰包 足五里 
陰廉 章門 期門

13穴을 配列하였다. 현재 14穴 중 急脈이 없다. 명당도
는 그림 48과 같다.

그림 47. 足少陽膽經之圖

그림 48. 足厥陰肝經之圖

｢任脈｣에는 
會陰 曲骨 中極 關元 石門 氣海 陰交 神闕 水分 下脘 建

里 中脘 上脘 巨闕 鳩尾 中庭 膻中 玉堂 紫宮 花蓋 璇璣 
天突 廉泉 承漿 

24穴을 配列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49와 같다. 
｢督脈｣에는 
長强 腰兪 腰陽關 命門 懸樞 脊中 中樞 筋縮 至陽 靈臺 

神道 身柱 陶道 大椎 瘂門 風府 腦戶 强間 後頂 百會 前頂 
顖會 上星 神庭 素髎 水溝 兌端 齦交 

28穴을 配列하고 있다. 명당도는 그림 50과 같다.

그림 49. 任脈之圖

그림 50. 督脈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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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찰

경맥의 초기 모습은 경맥의 순행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경혈과 경혈의 배열이 존재하지는 않는다.45) 오
늘날 경락체계는 內經 ｢경맥｣편에서 말하는 如環無端의 
체계를 표준으로 하고 있고,46) 경혈의 배열 또한 순환 체
계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대
표적인 침구서적이 바로 1341년 간행된 發揮이다. 그러
나 發揮에 앞서 대략 150여 년 전에 간행된 資生에서
는 發揮와 같이 경맥별 경혈 배열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경혈 배열이 존재한다. 

資生에서는 경맥별 배열 외에 부위를 특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이 특정된 부위에 경혈을 배열하였고 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경맥별 경혈 배열은 內經의 ｢經脈｣처럼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手陽明大腸經과 연결되고 마지막 
足厥陰肝經까지 하나로 연결된 경혈 배열이 ｢資生｣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手足經에 흐르는 십이경맥은 경혈의 배열이 
사지부위로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경맥에 존재하
는 경혈의 수도 한정되어 있고 경혈의 배열 역시 일방적인 
한 방향으로만 존재한다. 

부위별 경혈 배열에서 머리를 포함한 체간부에는 경맥에 
따른 경혈 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얼굴을 포함한 머리는 
단순히 頭部와 面部라는 이름 외에 엎드린 형태의 偃伏이
라는 자세 형태에 따른 이름까지 정하여 경혈을 배열하였
다. 또한 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상하 수직의 모습으로 
경혈을 배열하고 있다. 오늘날 경락체계 관점으로 보면 두
면부에 흐르는 手少陽三焦經, 手太陽小腸經, 手陽明大腸經, 
足太陽膀胱經, 足陽明胃經, 足少陽膽經과 기경팔맥의 任脈
과 督脈의 일부 경혈들이 각각의 부위 이름으로 배열되어 
있다. 胸部는 膺兪와 側腋으로 腹部는 腹部와 側脇으로 나
누고, 인체 뒷면은 肩膊部, 背兪部, 側頸項部로 부위 이름을 
붙였다. 현재의 경락체계에 따른 경혈 배열로 보면 체간부 
각각의 부위에 배열된 경혈들을 선으로 이을 경우 십이경
맥과 임독맥이 흐르는 노선과 같은데 側頸項部에서만 手太
陽小腸經의 일부 경혈들과 足陽明胃經의 일부 경혈들이 섞
여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資生에서는 경맥별 배열과 부위별 배열이 존재
하지만, 發揮에서는 資生의 경맥별 배열과 부위별 배열
이 통합된 형태로 경맥별 배열만 존재한다. 이 통합된 형태
가 如環無端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왜 資生과 發揮에서는 서로 다른 경혈배열
이 존재하는 것일까?

內經에는 두 종류의 경맥흐름이 존재하는데 ｢本輸｣편
의 求心性脈系와 ｢經脈｣편의 循環性脈系가 그것이다. 求心
性은 경맥이 사지말단에서 시작하여 체간부로만 향하는 것
을 말하고, 循環性은 체간부에서 시작하여 사지말단을 돌아 
다시 체간부를 돌아 십이경맥 전체를 순행하는 것을 말한
다.47)

수족 삼음삼양경의 십이경맥에서 ｢本輸｣와 ｢經脈｣에서 
표현하는 경맥의 방향은 비록 같은 경맥이라 할지라도 전
혀 다른 반대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경맥들이 존재한다. 예
를 들어 수태음폐경의 경우, ｢本輸｣에서는 ‘肺出於少商, 少
商者, 手大指端內側也, 爲井木, 溜于魚際, 魚際者, 手魚也, 
爲滎, 注于太淵, 太淵, 魚後一寸陷者中也, 爲腧, 行於經渠, 
經渠, 寸口中也, 動而不居, 爲經, 入于尺澤, 尺澤, 肘中之動
脈也, 爲合. 手太陰經也.’48)라 하여 사지말단에서 체간으로 
흐르는 경맥을 설명하였고, ｢經脈｣에서는 ‘肺手太陰之脈, 起
于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屬肺, 從肺系, 橫出腋下, 
下循臑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 出
其端.’49)이라 하여 체간에서 사지말단으로 흐르는 경맥을 
설명하였다. 

같은 手太陰肺經인데 ｢本輸｣에서는 少商에서 경맥이 出
하여 尺澤에 入하고, ｢經脈｣에서는 中焦에서 起하여 魚際로 
循하여 大指로 出한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맥유주를 설명하였다. 경혈의 배열 역시 ｢資生｣에서는 少
商, 魚際를 지나 俠白, 天府까지 배열하였는데 ｢本輸｣에서 
서술한 경맥유주와 일치한다. 다른 점이라면 ｢本輸｣보다 肘
關節을 넘어서 肩關節 아래까지 경혈을 배열한 것이 특징
이다. ｢發揮｣에서는 中府에서 시작하여 雲門, 俠白, 天府를 
지나 太淵, 魚際, 少商 순으로 경혈을 배열하였는데 ｢經脈｣

45) 초기 경맥에 관한 내용은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 존재한다. 김기욱, 박현국, 이병욱. ｢靈樞･經脈과 靈樞･本輸의 經脈體系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18(3):28-31.

46) 김기욱, 박현국, 이병욱. ｢靈樞･經脈과 靈樞･本輸의 經脈體系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18(3):27.
47) 김기욱, 박현국, 이병욱. ｢靈樞･經脈과 靈樞･本輸의 經脈體系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18(3):27-34.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所出版部. 1985:20.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所出版部. 1985:79.



鍼灸資生經과 十四經發揮의 수혈배열 비교연구

- 60 -

편에서 서술한 경맥유주와 일치한다. 
또 다른 예로 足少陽膽經의 경우 ｢本輸｣에서는 ‘膽出於竅

陰, 竅陰者, 足小指次指之端也, 爲井金, 溜于俠谿, 俠谿, 足
小指次指之間也, 爲滎, 注于臨泣, 臨泣, 上行一寸半陷者中也, 
爲腧, 過于丘墟, 丘墟, 外踝之前下, 陷者中也, 爲原, 行於陽
輔, 陽輔, 外踝之上, 輔骨之前, 及絶骨之端也, 爲經, 入於陽
之陵泉, 陽之陵泉在膝外陷者中也, 爲合, 伸而得之. 足少陽
也.’50)이라 하여 사지말단에서 체간으로 흐르는 경맥을 설
명하였고, ｢經脈｣에서는 膽足少陽之脈, 起于目銳眥, 上抵頭
角, 下耳後, 循頸, 行手少陽之前, 至肩上, 却交出手少陽之後, 
入缺盆.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至目銳眥後. 其支
者, 別銳眥, 下大迎, 合于手少陽, 抵于䪼, 下加頰車, 下頸, 
合缺盆, 以下 中, 貫膈, 絡肝, 屬膽, 循脅裏, 出氣街, 繞毛際, 
橫入髀厭中, 其直者, 從缺盆下腋, 循, 過季脅, 下合髀厭中, 
以下循髀陽, 出膝外廉, 下外輔骨之前, 直下抵絶骨之端, 下出
外踝之前, 循足跗上, 入小指次指之間. 其支者, 別跗上, 入大
指之間, 循大指歧骨內, 出其端, 還貫爪甲, 出三毛.‘51)라 하
여 체간에서 사지말단으로 흐르는 경맥을 설명하였다.

足少陽膽經 또한 ｢本輸｣에서는 竅陰에서 出하여 陽陵泉
에서 入하고 ｢經脈｣에서는 얼굴의 目銳眥에서 起하여 체간
부를 지나 족부의 小指次指로 入한다. 足少陽膽經도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맥유주를 설명하였다. 경혈의 
배열 역시 ｢資生｣에서는 足竅陰에서 시작하여 陽陵泉을 지
나 中瀆, 風市, 環跳까지 배열하였는데 ｢本輸｣에서 서술한 
경맥유주와 일치한다. 다른 점이라면 ｢本輸｣보다 膝關節을 
넘어서 股關節 아래까지 경혈을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發
揮｣에서는 瞳子髎에서 시작하여 체간부를 지나 足臨泣, 地
五會, 足竅陰까지 경혈을 배열하였는데 ｢經脈｣편서 서술한 
경맥유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십이경맥 모두에 같이 적용되어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資生의 경맥별 경혈 배열은 內經의 ｢本輸｣
에서 서술한 경맥방향과 일치한다. 다만 本輸에서는 肘膝
關節까지만 경혈이 배열된 것과 달리 ｢資生｣에는 股關節과 
肩關節까지 경혈이 배열되었다. 股關節과 肩關節을 넘어선 
體幹部의 경혈들은 모두 부위에 배속되어 배열되어 있다.

기경팔맥은 기혈의 생성, 소모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경
락을 조절하고 나아가 인체생리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정
경과 구별되는 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52) 기경팔
맥은 십이경맥과 달리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任督
脈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경혈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경
팔맥에 대한 내용은 靈樞의 ｢經脈｣ ｢營氣｣ ｢五音五味｣ ｢經
別｣ ｢動輸｣ ｢脈度｣ ｢大惑論｣과, 素問의 ｢骨空論｣ ｢痿論｣ ｢刺
腰痛論｣ 등 여러 편에서 설명하고 있다.53) 그러나 경혈 배
열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資生에도 기경팔맥에 대한 경혈 배열은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부위별 배열에서 任脈에 해당하는 경혈은 膺兪中
行과 腹部中行에서 督脈에 해당하는 경혈은 背兪部中行에
서 배열하였을 뿐이다. 

發揮에는 기경팔맥 중 임맥과 독맥에 대한 경혈 배열
이 존재한다. 임맥은 會陰에서 承漿까지 경혈을 배열하였
고, 독맥은 長强에서 齦交까지 경혈을 배열하였다. 

이전까지 임독맥에 대한 경혈 배열이 없었는데 發揮에 
이르러 독립된 경맥으로 경혈을 배열하기 시작한 것이다. 

Ⅳ. 결론

針灸資生經과 十四經發揮의 서술 방식을 살펴본 결
과 각각 경혈을 配列하는 방법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발
견하였다.

十四經發揮 이전에 간행된 針灸資生經에서는 부위별
로 경혈을 배열한 내용과 경맥별로 경혈을 배열한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고, 十四經發揮에서는 경맥별로만 경혈
을 배열하였다.

針灸資生經에서 부위별로 경혈을 배열한 내용은 頭部, 
面部, 肩膊部, 背兪部, 頸部, 膺兪部, 腹部, 側脇 등 8군데 
부위를 위주로 배열하였으며, 十四經發揮에서 경맥별로 
배열한 내용은 십이경맥과 任脈 督脈을 포함하여 십사경맥
을 위주로 배열하였다.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所出版部. 1985:21.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硏究所出版部. 1985:82.
52) 이동호. ｢기경팔맥 이론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의사학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7;10(1):671-672.
53) 이동호. ｢기경팔맥 이론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의사학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7;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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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맥별로 경혈을 배열한 특징을 살펴보면 針灸資生經
에서는 ｢本輸｣ 체계를 따라 求心性 특징을 가지는 순서로 
배열하였으며, 十四經發揮에서는 ｢經脈｣ 체계를 따라 循
環性 특징을 가지는 순서로 배열하였다.

求心性 특징을 가지는 針灸資生經에서는 任督脈에 대
한 경혈 배열이 없는데, 循環性 특징을 가지는 十四經發揮
에서는 任脈 督脈에 대한 경혈 배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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