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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要覽�의 鍼灸要穴解에 대한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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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Summary Handbook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鍼灸要覽) and its acu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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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mmary Handbook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鍼灸要覽) (SHAM) was written by an unknown folk healer who learned

acupuncture about 100 years ago in Korea. The book discusses 79 acupoints and includes a table of contents, a text, and a pair of

acupoint charts. The acupoints in the book are classed under two headings, 49 acupoints of 14 meridians and 33 acupoints. A number

of the acupoints such as Gichoong (氣忠), Eumheobong (陰虛峰), Goowa (口卧), Cheonryang (天良) did not fit the then existing

meridian system and were newly uncovered by the authors. The book also discusses needle insertion depth in a way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how insertion depth is understood by clinicians today. Books such as SHAM that record new acupoints and treatments

are rare among Korea's existing medical and clinical books and can be said to be very important in terms of medi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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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침구학 서적으로는 �鍼灸擇日編集�, 

�鍼灸經驗方�, �鍼灸要訣�, �舍岩道人鍼灸要訣� 등이 있으

며 이 외에 현재 남아있는 침구서의 대부분은 필사본의 형

태로 전해오고 있다.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전해 온 필사본 

침구경험방들은 기존의 침구학 서적을 토대로 諸家 학설을 

취합하여 정리하거나 자신의 임상경험을 덧붙여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저술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견해를 

반영하여 집필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鍼灸要覽�은 현재 얼마 남아있지 않은 필사본 임상침구 

경험방서 중의 하나로 저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엮어진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1). 따라서 그 내용 또한 저자가 독창적으로 

저술한 자필고본(自筆稿本)인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존 서적을 필사한 전사본(傳寫本)인지 그 원류도 정확히 

고증되지 않은 상태이다.2) 그러나 본문에는 저자가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지득한 것으로 보이는 침구 경험

요혈을 총79개의 경혈을 선별하여 기록해 놓았다. 

이 책에는 일반적인 경혈학 서적과 다소 다른 점이 있는

데, 바로 氣忠, 陰虛峰, 口卧, 天良 등 이름조차 생소한 경

혈들을 33개나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책 말미에는 저

자만의 明堂銅人圖를 추가하여 경혈들의 위치를 표시하여 

남겼다. 이 책에 새로 기재된 33개의 경혈들은 14經脈의 

正經穴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新穴, 奇穴에서 찾아 볼 수 없

는 새로운 임상경험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경혈

과 주치를 기록한 경우는 기존 침구의학 서적이나 임상서

1) 이 책과 동일한 서명(�鍼灸要覽�)의 필사본이 현재 춘원당한의약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소장본은 尹基燦이 1898년에 저술한 것으
로, 두 책에 기재된 내용은 서로 다르나 종이 재질이나 전본의 특징상, 상당히 유사한 점을 미루어 보면 연구대상본도 비슷한 시기에 저술되었
을 가능성이 많다.

2) 다만 저자와 관련하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데쉬기’란 전라도 지역의 방언과 ‘萬頃’이라는 지명은 이 책이 전라도 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지
방의원의 손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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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것들로서, 정경혈 위주의 교

과서적 치료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독자적인 임상술법이 축

적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刺鍼法에 관한 

것이다. 각 혈위마다 자침의 깊이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

는데 현재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침심도와는 다

르게 深刺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鍼灸要覽�에서 언급한 33개의 새로운 경

혈과 46개의 正經穴의 위치를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현대의 

경혈도로 새롭게 제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 �鍼灸大成�,

�東醫寶鑑� 등 여러 침구서적과 �鍼灸要覽�의 주치증을 비

교 검토하고, 자침 깊이에 대해서도 �東醫寶鑑�, �循經考穴

編�과 서로 비교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당시 민간에서 시술되던 임상침구치료법을 재

구성해보고 한국 전통 침구의학 발전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Ⅱ. 본론

1. 연구방법

1) �鍼灸要覽�에는 14經脈의 正經穴 외에 새로운 경혈이 

기록되어 있다. 이 새로운 경혈은 기존 正經穴과 구분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要覽穴이라고 명명하였다. 

正經穴은 모두 46개로 현재 WHO표준경혈에 해당하는 14

經脈의 經穴이며, 要覽穴은 모두 33개로 �鍼灸要覽�에서 새

로 제시한 經穴이다. 그리고 �鍼灸要覽�의 目次와 鍼灸要穴

解의 WHO표준경혈은 ‘한글(경혈기호)’의 형식으로 표시하

였다. 다만 그림과 표의 WHO표준경혈은 원문의 표기에 따

라 한자로 표시하였다. 別穴, 新穴, 奇穴, 要覽穴은 한자로 

표시하였다.

2)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3)를 현대의 경혈도로 재구

성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를 王献

廷이 그린 �民國四年重繪明堂圖�와 穴位를 하나하나 비교

하였다4). 그 다음 그 결과를 현대적인 경혈도로 표현하기 

위하여 �WHO표준경혈위치�의 경혈도를 밑그림으로 사용하

여 經穴과 經脈을 새로 그려 넣었는데 正經穴은 검은 동그

라미로, 要覽穴은 붉은 네모로 표시하여 구별하기 쉽게 하

였다. 明堂銅人圖에 표시된 穴名에 이체자를 사용한 경우에

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經脈의 흐름도 이 책의 

明堂銅人圖를 따라 그대로 모사하였다. �鍼灸要覽�의 明堂

銅人圖에 기록된 사항은 모두 빠짐없이 그대로 옮겼다.

3) 要覽穴 주치증의 출처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要覽穴 

주변의 正經穴들의 주치증을 모두 고증하였다. 예를 들어 

要覽穴 聽會의 주치증은 주변의 상성(GV23), 신정(GV24)

의 주치증과 비교하고 要覽穴 頤唇은 승장(CV24)의 주치증

과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변의 別穴,

新穴, 奇穴의 주치증과도 비교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문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備急千金要方�, �鍼灸聚英�, �銅人

腧穴鍼灸圖經�, �東醫寶鑑�, �奇穴新穴圖譜� 등을 참조하였

다5). �鍼灸大成�에서는 경혈의 異名과 要覽穴을 비교 검증

하였다. 

4) �鍼灸要覽� 경혈들의 자침 깊이는 �東醫寶鑑�, �循經

考穴編�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6).

5) 考證에 사용한 대조문헌은 다음과 같다. �鍼灸聚英�

은 1592年 影印本과 2007年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출판한 

것을 참조하였으며 �銅人腧穴鍼灸圖經�은 正統8年(1444) 

重刻本을, �鍼灸大成�은 1990年 大星文化社에서, �東醫寶鑑�

은 影印本으로 1981年 大星文化社에서 출판한 것을 사용하

였다. �循經考穴編�은 影印本으로 清康熙寫本을 사용하였

다. 奇穴과 新穴은 2004년 科學技術文獻出版社에서 출간한 

�奇穴新穴圖譜�을 참조하였다.

2. �鍼灸要覽�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크게 目次 鍼灸要穴解, 明堂銅人圖로 구성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0.5×28.3cm이다. 표지에는 �鍼灸

要覽�이라는 표제가 세로방향으로 적혀있으며 본문은 모두 

가로방향으로 적혀있다. 이 책은 침구서적이지만 目次의 앞

에는 당시 임상에 요긴하게 사용하였을 6개의 처방도 기록

3) 본 논문에서 明堂銅人圖이라 함은 모두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를 말한다.

4) 비교적 널리 알려진 王献廷의 民國四年重繪明堂圖에서 正人明堂圖, 伏人明堂圖를 참조하였다.

5) �備急千金要方�과 �銅人腧穴鍼灸圖經�은 침구학 서적의 초기문헌이고, �鍼灸聚英�에는 이전시대의 서적과 비교하여 풍부한 주치증이 수록되어 
있어서 대조문헌으로 선택하였다.

6) �東醫寶鑑�에 기록된 經穴의 자침깊이는 이전 시대 침구학 서적의 다양한 자침깊이를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循經考穴編�과 함께 대조문
헌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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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鍼灸要覽�은 표지를 포함하여 20쪽7)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1쪽은 表題, 3에서 7쪽까지는 八眞餠8), 白散

骨, 廣治丹, 膏藥을 기록하였고 그 외에 이름이 없는 1개의 

외용약과 이름이 없는 1개의 환약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처

방들은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斑猫, 朗毒, 石雄黃, 

白附子, 느릅나무, 血竭 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1. �鍼灸要覽�의 表題와 處方

9쪽은 目次9)로 �鍼灸要覽�에 기록한 경혈을 한 페이지

에 두 줄로 모두 나열하였는데, 임상에 주로 사용하였던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는 70개의 경혈들을 頭, 背, 四肢, 面, 胸

腹 등 부위별로 분류하여 자침 깊이와 함께 기록하였으며, 

11쪽부터 17쪽까지는 本文10)에 해당하는 鍼灸要穴解로 63

개 경혈과 그 주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鍼灸要覽�의 目次와 鍼灸要穴解 

15쪽과 19쪽에는 正人圖와 伏人圖를 전통적인 明堂銅人

圖의 형식에 따라 세로로 길게 그려 넣었는데, 한 페이지가 

2번 접혀있어서 펼치면 3쪽 크기(28.5×56cm)로 펼쳐진다. 

明堂銅人圖에는 모든 經穴을 표시하지 않고 본문에서 언급

한 72개 要穴의 명칭만을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11). 

7) �鍼灸要覽�의 p2, p4, p8, p10, p16, p18은 빈 면이다.

8) 八眞餠에는 “萬頃 朴夏中先生, 一名 俊植氏”라고 處方을 전해 받은 출처를 기록하였다.

9) 目次의 經穴 순서는 다음과 같다(윗줄부터). (제 1열) 百會, 天良, 外耳門, 風池, 後肩, 氣忠, 長强, 外關, 合谷, 二間, 三間, 手大敦, 環跳, 風市, 
委中, 陰陵泉, 陽陵泉, 足三里, 骨允, 絶骨, 丞山, 申胍, 膝間, 犢鼻. (제 2열) 三陰交, 臨泣, 足趾, 昭海, 內庭, 公孫, 然谷, 湧泉, 足大敦, 肩飛, 天
門, 上星, 聽會, 鼻柱, 外睛明, 內睛明, 眉間, 內耳門, 人中, 牙齒, 頤唇, 肩井, 項井. (제 3열) 胃完, 胸完, 肺完, 鳩尾, 正順, 中完, 中鋒, 氣海, 下
㢘, 陰虛峰, 少海, 尺澤, 曲池, 手三里, 內關, 列決, 后溪, 爪甲根, 勞宮, 少商, 血海, 膝过, 外踝下白肉齊.

10) 鍼灸要穴解의 經穴 순서는 다음과 같다. (11쪽) 百會, 天良, 外耳門, 風池, 後肩, 氣忠, 長强, 外關, 合谷, 二間, 三間, 手大敦, 環跳. (12쪽) 風市,
委中, 陰陵泉, 陽陵泉, 足三里, 崑侖, 絶骨, 丞山, 申胍, 天門, 上星, 聽會, 鼻柱, 外睛明, 內睛明, 眉間, 內耳門. (13쪽) 人中, 牙齒, 頤唇, 肩井, 
項井, 胃完, 胸完, 肺完, 鳩尾, 正順, 中完, 膝間, 犢鼻, 三陰交, 內踝下白肉齊, 臨泣, 足趾. (14쪽) 昭海, 內庭, 公孫, 然谷, 足大敦, 肩飛, 湧泉, 
中鋒, 氣海, 下㢘, 陰虛峰, 少海, 尺澤, 曲池, 手三里, 內關, 列決, (17쪽) 后溪, 爪甲根, 勞宮, 小商, 血海, 膝过, 太冲, 魚際. 15쪽은 明堂銅人圖
의 正人圖가 있으며 16쪽은 빈면이다.

11) �鍼灸要覽�의 經穴은 目次, 本文과 明堂銅人圖에 각각 누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된 經穴의 갯수가 서로 차이가 있다. 目次에
는 70개, 本文에는 72개, 明堂銅人圖에는 72개의 經穴이 기재되어 있다. 중복 부분을 정리하면 모두 79개의 經穴이 있다.



�鍼灸要覽�의 鍼灸要穴解에 대한 문헌고찰

- 62 -

그림 3.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와 王献廷의 民國四年重繪

明堂圖를 서로 비교함

3. �鍼灸要覽�의 경혈의 穴位와 主治 고찰

1) 頭面部의 正經穴

(1) 백회(CV20), 상성(GV23), 신정(GV24), 수구(GV26),

이문(TE21)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에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표시

되어 있다. 이 혈들은 �WHO표준경혈위치�의 穴位와 동일

하다.

(2) 풍지(GB20)

풍지(GB20)는 예풍(TE17)의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4)

2) 頭面部의 要覽穴

(1) 天門

天門은 백회의 앞에 있는데 이 책의 明堂銅人圖를 참조

하였을 때 전정(GV21)에 위치한다. 그러나 天門과 전정

(GV21)이 동일한 穴인지 알 수는 없었다. 天門의 呼吸不通

이란 주치증도 전정(GV21)에는 없었다.

(2) 天良

天良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도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正人圖에서는 족소양담경맥의 1선과 2선 사이에 있으

나 伏人圖에서는 2선 위에 있다. 그 위치는 대략 정영

(GB17)근처이거나 정영(GB17)보다 조금 아래쪽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天良의 주치증인 頭風은 정영(GB17)의 

주치증에는 없었다.

(3) 外耳門

外耳門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따르면 대략 계맥(TE18)

과 노식(TE19) 쯤에 위치한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계맥

(TE18)은 耳本의 뒤에 있어서 外耳門과 더 유사성이 있다. 

주치증을 단지 耳病이라고만 하였는데 계맥(TE18)은 耳鳴, 

노식(TE19)은 耳鳴痛, 耳腫 등이 주치증이므로 서로 연관

성이 있다.

(4) 聽會

聽會는 상성(책V23)과 신정(GV24)의 중간에 있다.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따르면 청회(GB2)와는 다른 혈이다. 또 

狂邪라는 聽會의 주치증은 신정(GV24)의 登高而歌, 裸衣而

走, 角弓反張, 癲疾風癎 등의 주치증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따라서 청회(GB2)를 잘못 표시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별개

의 穴이라고 할 수 있다.

(5) 鼻柱

鼻柱는 독맥에 있으며 이마의 중간 높이에 있다. 일반적

으로 鼻柱란 콧마루, 코뼈를 뜻하지만 이 책의 明堂銅人圖

에 따르면 鼻柱는 이마의 중심에 있다. 鼻柱는 奇穴의 額

中12)과 新穴인 首面13)에 해당한다. 그런데 鼻柱의 주치증

인 頭風, 鼻出血은 額中과 首面의 주치증에는 없어서 별개

의 穴로 분류하였다.

12) [定位] 位于額部正中線, 兩眉達線重點上1.5寸處. [主治] 爛眼弦, 顔面神經痛, 額竇炎, 眩暈.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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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外睛明, 內睛明

外睛明, 內睛明은 정명(BL1)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 듯하

다. 하지만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는 두 혈 모두 그 위치

를 표시하지 않았고, 睛明만 양 눈동자 중심을 이은 선과 

독맥이 만나는 곳에 표시하고 있다. 즉 經外奇穴의 山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睛明에 대한 주치증을 기록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睛明이 정명(BL1)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內睛明은 經外奇穴에도 동일한 명칭이 있는데14)

위치는 눈물언덕의 바로 아래에 있다. 그 주치증은 目赤紅

腫, 망막출혈, 시신경위축, 결막염 등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鍼灸要覽�의 內睛明 주치인 眼疾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經外奇穴의 內睛明과 이 책의 內睛明이 동일한 

穴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外睛明의 주치증은 心頭風

成眼疾인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으며, 안구 주변의 

다른 正經穴, 奇穴과의 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다.

(7) 眉間

眉間은 일반적으로 두 눈썹사이의 중심을 뜻한다. 그러나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는 사죽공(TE23)의 위치에 표시하

고 있다. 眉間의 주치증인 頭風은 사죽공(TE23)의 주치증

에는 없었다.

(8) 內耳門

內耳門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없

다. 外책門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이문(TE21)을 內耳門

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문(TE21)과 별개의 穴로 분류하였다. 內耳門의 주치증인 

耳鳴은 이문(TE21)의 주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9) 牙齒

牙齒는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 협거(ST6)와 천용(SI17)

사이에 있다. 牙齒의 주치증인 口蝸는 협거(ST6)의 주치증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0) 頤唇

頤唇은 승장(CV24)이다. 그러나 頤唇의 주치증인 重舌

은 승장(CV24)의 주치증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11) 口卧症, 口卧

口卧症과 口卧는 좌우 명칭만 다를 뿐 위치상으로는 동

일한 穴이다. 승읍(ST1)과 권료(SI18)의 중간에 있다. 鍼

灸要穴解에는 없고 明堂銅人圖에만 기록되어 있다. 승읍

(ST1)의 주치증에서 口眼歪斜를, 권료(SI18)의 주치증에서

는 口喎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 亍耳, 聽耳

亍耳, 聽耳 역시 좌우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穴이다.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 오른쪽에는 聽耳, 왼쪽에는 亍耳라 기

록하였다. 亍은 聽, 厅과 동일한 의미의 略字로 사용한 듯

하다. 이문(TE21) 아래에 있으며 청궁(SI19)보다는 조금 

뒤에 표시되어 있다. 정확한 위치와 주치는 기록에 없다. 

다만 청궁(SI19)에는 耳聾如物塡塞無聞이란 주치증이 있어

서 亍耳, 聽耳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13) [定位] 位于額部正中線, 眉間直上1.5寸, 或眉間至前髮際重點. [主治] 高血壓, 神經官能症, 前頭痛, 小兒驚厥, 面神經痙攣.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119.

14) [定位] 位于眼內眥角淚阜上. [主治] 紅眼病, 結膜炎, 視網膜出血, 視神經萎縮, 視力不淸.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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穴名15) 刺入 主治症
記載16)

目 解 圖

正經穴
(6穴)

百會 三分 霍亂轉筋, 風症, 婦人肝症 ○ ○ ○

風池 一寸半 鶴膝風, 風症, 腰痛, 足不仁, 가돗 ○ ○ ○

上星 一分 狂邪, 風症 ○ ○ ○

人中 二分 小兒驚風 ○ ○ ○

耳門 - - × × ○

睛明 - - × × ○

要覽穴
(13穴)

天門 三分 呼吸不通 ○ ○ ○

天良 三分 頭風 ○ ○ ○

外耳門 五分 耳病 ○ ○ ○

聽會 四分 狂邪 ○ ○ ○

鼻柱 二分 頭風, 鼻出血 ○ ○ ○

外睛明 四分 心頭風成眼疾 ○ ○ ×

內睛明 一寸二分 眼疾 ○ ○ ×

眉間 二分 頭風 ○ ○ ○

內耳門 三分 耳鳴, 耳聾 ○ ○ ×

牙齒 五分 口蝸, 齒痛 ○ ○ ○

頤唇 四分 重舌 ○ ○ ○

口卧(症) - - × × ○

亍耳, 聽耳 - - × × ○

표 1. �鍼灸要覽�의 頭面部 경혈

그림 4.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 중에서 頭面部의 正經穴 및 要覽穴

3) 肩背部, 胸腹部의 正經穴

(1) 견정(GB21), 구미(CV15), 중완(CV12), 기해(CV6)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에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표시

되어 있다.

(2) 장강(GV1)

일반적인 明堂銅人圖와는 다르게 요수(GV2)와 장강(GV1)

15) 誤字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이하 도표에서도 모두 같다.

16) 目은 目次, 解은 鍼灸要穴解, 圖는 明堂銅人圖이며 각 경혈의 기재여부를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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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에 표시되어 있다.

4) 肩背部, 胸腹部의 要覽穴

(1) 項井

項井은 천돌(CV22)의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독맥에 위치한다. 項井의 주치증인 項顧는 천돌

(CV22)의 주치증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2) 胃完

胃完은 즉 욱중(KI26)이다. 胃完의 주치증은 呼吸不通인

데 호흡불통의 증상과 원인은 다양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욱중(KI26)의 주치증인 咳逆喘息不能食, 胸脅支滿 등도 일

부 포함한다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명확히 일치하는 병증은 

없다. 新穴로는 肺門에 해당하는데 肺門은 기관지염, 천식, 

폐결핵, 늑간신경통 등을 치료한다17).

(3) 胸完

胸完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 다섯째 갈비사이공간과 

나란히 있으므로 단중(CV17)에 해당한다. 胸完의 주치증인 

呼吸不通, 胸腹痛을 단중(CV17)의 주치증인 上氣短氣, 咳

逆, 噎氣, 鬲氣, 喉鳴喘嗽, 不下食, 胸中如塞 등과 비교하였

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명

확히 일치하는 병증은 없었다. 단중(CV17)과 중정(CV16)

사이에는 龍頷18)이라는 經外奇穴이 있지만 주치증은 胃脘

冷痛, 喘息, 胸痛으로 胸完과는 다르다. 胸完의 주치증은 오

히려 단중(CV17)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 肺完(肺胃)

肺完은 目次와 鍼灸要穴解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目次와 鍼灸要

穴解의 경혈순서가 項井 → 胃完 → 胸完 → 肺完 → 鳩尾

→ 正順으로 되어있고 明堂銅人圖에서도 가슴 위에서 배쪽

으로 동일한 경혈 순서를 가지므로, 肺完은 明堂銅人圖의 

肺胃과 같으며 正經穴로는 보랑(KI22)에 해당한다. 이 책

의 明堂銅人圖에서는 肺完을 肺胃로 다르게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肺完의 주치증인 呼吸不通은 보랑(KI22)의 주

치증인 胸脅支滿, 痛引胸, 鼻塞不通, 呼吸少氣 등과 비교하

였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도 있지만 呼吸

不通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하기에

는 부족하다.

(5) 正順

正順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따르면 유문(KI21)이다. 

正順의 주치증은 蛔症이나 유문(KI21)의 주치증에서는 찾

을 수 없었고 주변의 경혈인 거궐(CV14)에서 蛔蟲痛을 확

인할 수 있었다.

(6) 中鋒

中鋒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따르면 황수(KI16)다. 失

魂症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병증의 명칭은 아니며, 황수

(KI16)와의 유사성 또한 찾을 수 없었다.

(7) 下㢘

下㢘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따르면 석문(CV5)인지 관

원(CV4)인지 아니면 다른 혈인지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

다. 그러나 傷寒, 小便不通라는 주치에 따르면 석문(CV5)

이나 그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

(8) 陰虛峰

陰虛峰 역시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책의 明堂銅

人圖에 따르면 회음(CV1)보다 아래에 있다. 회음(CV1)과 

장강(GV1)의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9) 後肩

後肩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따르면 일곱째 목뼈 가시

돌기 아래에 위치한다. 즉 대추(GV14)다. 대추(GV14)의 

17) [定位] 位于胸部正中線傍開1寸, 與胸骨柄, 體達接部相平處. [主治] 氣管炎, 氣管支喘息, 肺結核, 肋間神經痛, 心力衰竭.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172.

18) [定位] 位于胸部正中線, 當胸骨劍突直上1.5寸處. [主治] 骨脘冷痛, 喘息, 胸痛.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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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증 중에는 項強이 있는데, 後肩의 주치증인 ‘데쉬기당

기는증’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0) 肩飛(肩非)

肩飛는 目次와 鍼灸要穴解에는 있고 이 책의 明堂銅人圖

에는 없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肩非는 目次와 鍼灸要穴解

에는 없고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는 있다. 肩非와 肩飛는 한

자음이 같은데 飛를 간략하게 편의상 非라고 기록했을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肩非와 肩飛를 같은 혈

로 분류하였다. 肩非는 겨드랑이 아래, 어깨뼈 바깥에 있다. 

주변의 經外奇穴로는 后腋19)이 있다.

(11) 氣忠

氣忠은 지양(GV9)과 근축(GV8) 사이에 있으며 여덟째 

등뼈(T8) 가시돌기 아래에 위치한다. 新穴로는 八椎下20)에 

해당한다. 八椎下는 瘧疾을 치료하는데 氣忠의 주치증인 風

症, 滿身風과는 서로 다르다. 또 經外奇穴로는 胃管下兪21)

의 3개 經穴 중에 가운데 經穴에 해당하는데 역시 주치증

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穴名 刺入 主治症
記載

目 解 圖

正經穴
(5穴)

肩井 一寸六分 半身不遂, 腕痛, 後項痛 ○ ○ ○

鳩尾 八分 蛔症, 胸腹痛, 灸三壯, 咽喉症 ○ ○ ○

中完 五寸 舊滯22) ○ ○ ○

氣海 五分 婦人調經不通症, 小便不通, 傷寒 ○ ○ ○

長强 七分 腰痛, 瘀血 ○ ○ ○

要覽穴
(11穴)

項井 三分 項顧 ○ ○ ○

胃完 二分 呼吸不通 ○ ○ ○

胸完 三分 呼吸不通, 胸腹痛 ○ ○ ○

肺完(肺胃) 三分 呼吸不通 ○ ○ ○

正順 四分 蛔症 ○ ○ ○

中鋒 四分 失魂症 ○ ○ ○

下㢘 三分 傷寒, 小便不通 ○ ○ ○

陰虛峰 五分 傷寒, 小便不通 ○ ○ ○

後肩 四分 데쉬기당기는증 ○ ○ ○

肩飛(肩非) 五分 手不仁, 便秘不仁 肩臂 ○ ○ ○

氣忠 三分 風症, 滿身風 ○ ○ ○

표 2. �鍼灸要覽�의 肩背部, 胸腹部 경혈

19) [定位] 位于腋後皺襞盡頭處. [主治] 肩背攣急不擧, 頸項瘰癧, 喉風喉痺. �奇穴新穴圖譜�.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63.

20) [定位] 位于後正中線, 當第8胸椎棘突下凹陷中. [主治] 虐疾.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196.

21) [定位] 位于背部, 第8胸椎棘突下及傍開1.5寸處, 計3穴. [主治] 消渴, 咽喉乾燥, 腹痛嘔吐, 肋間神經痛.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
獻出版社. 2004:67.

22) 久滯를 잘못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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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 중에서 胸腹部와 背部의 正經穴 및 要覽穴

5) 上肢部의 正經穴

(1) 외관(TE5), 합곡(LI4), 이간(LI2), 삼간(LI3), 소해

(HT3), 척택(LU5), 수삼리(LI10), 열결(LU7), 후

계(SI3), 노궁(PC8), 어제(LU10), 소상(LU11)

위 경혈들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비교적 정확하게 표

시하였다. 少商을 小商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2) 내관(PC6)

내관(PC6)은 수궐음심포경이 아닌 수태음폐경에 표시하

였다.

6) 上肢部의 要覽穴

(1) 手大敦

手大敦은 그 명칭이 足의 대돈(LR1)과 유사하므로 서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현재의 �WHO

표준경혈위치�와 다르게 대돈(LR1)은 본래 엄지발가락의 

발톱 뒤에 聚毛의 가운데에서 취혈하였다. 따라서 手大敦도 

엄지손톱 중간 뒤에서 대돈(LR1)과 같이 취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따로 엄지손가락을 

그려 手大敦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手大敦의 주치증은 山

症, 鶴疾인데,23) 비슷한 위치인 소상(LU11)의 주치에는 痎

瘧振寒24)이 있으므로 소상(LU11)과 手大敦은 서로 유사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의 經外奇穴인 大骨空의 

주치는 眼爛風眩25)이므로 手大敦과는 연관성이 없다.

(2) 爪甲根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는 爪甲根이 거의 전곡(SI2)에 해

당하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穴名에 따르면 爪甲

根은 새끼손가락 손톱의 뿌리의 바깥쪽 모서리에 있는 것

이 맞을 것이다. 爪甲根의 주치인 角弓反張은 전곡(SI2)이

나 소택(SI1)의 주치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23) 疝證과 瘧疾을 잘못 적은 것이다.

2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大星文化社. 1990:255.

25) 許任. �鍼灸經驗方�. 서울:杏林書院. 1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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穴名 刺入 主治症
記載

目 解 圖

正經穴
(14穴)

外關 一寸 腕痛 ○ ○ ○

合谷 一寸三分 霍亂, 腕痛 ○ ○ ○

二間 六分 邪疾 ○ ○ ○

三間 一寸半 腕痛, 便秘症 ○ ○ ○

少海 五分 女人小便赤濁 ○ ○ ○

尺澤 六分 淸心, 으레病 ○ ○ ○

曲池 一寸半 口臥症, 腕痛, 風症 ○ ○ ○

手三里 一寸五分 腕痛 ○ ○ ○

內關 一寸 霍亂, 滯症, 腕痛 ○ ○ ○

列決 二分 肥胃治熱 ○ ○ ○

后溪 三分 데쉬기당기는症, 肩臂痛 ○ ○ ○

勞宮 三分 鶴疾病 ○ ○ ○

魚際 - 小兒驚風 × ○ ○

少商(小商) 二分 小兒驚風 ○ ○ ○

要覽穴
(2穴)

手大敦 二分 山症, 鶴疾 ○ ○ ○

爪甲根 二分 角弓反張 ○ ○ ○

표 3. �鍼灸要覽�의 上肢部 경혈

그림 6.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 중에서 上肢部의 正經穴 및 要覽穴

7) 下肢部의 正經穴

(1) 환도(GB30), 위중(BL40), 족삼리(ST36), 승산(BL57),

임읍(GB41), 조해(KI6), 내정(ST44), 공손(SP4), 

연곡(KI2), 용천(KI1)

위 경혈들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비교적 정확하게 표

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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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시(GB31), 양릉천(GB34), 혈해(SP10)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는 풍시(GB31)와 양릉천(GB34)은 

족양명위경에, 혈해(SP10)는 족소음신경에 표시되어 있었다.

(3) 음릉천(SP9), 족대돈(LR1), 태충(LR3)

위 경혈들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4) 절골(GB39)

절골은 현종(GB39)의 異名인데 풍륭(ST40) 위치에 표

시되어 있었다.

(5) 신맥(BL62)

신맥(BL62)은 一申胍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복삼(BL61)

의 위치에 표시되어 있었다.

(6) 독비(ST35)

독비(ST35)는 무릎의 안쪽에 표시되어 있었다.

(7) 삼음교(SP6)

삼음교(SP6)는 중봉(LR4)의 위치에 표시되어 있었다.

8) 下肢部의 要覽穴

(1)  骨允

骨允은 目次와 明堂銅人圖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鍼灸要

穴解에는 곤륜(BL60)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明堂銅人圖에

서는 骨允이 곤륜(BL60)의 위치에 있다. 또 鍼灸要穴解의 

곤륜(BL60)에서는 주치증을 脚病, 折骨이라 기록하고 있

다. 즉 곤륜(BL60)과 骨允을 혼용해서 기록하고 있다26). 

또 곤륜(BL60)의 주치증에는 折骨이 없고, 또 骨允의 주치

증인 脚病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곤륜(BL60)과 骨允이 서

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骨允을 胃完, 胸完, 肺完 등과 같이 要覽穴

로 분류하였다.

(2) 膝間

膝間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 독비(ST35)와 위중(BL40)

사이에 있으며 넙다리뼈와 정강뼈 사이에 있다. 주치증인 鶴

膝風은 독비(ST35)와 위중(BL40)의 주치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陰陽

陰陽은 위중(BL40)과 나란히 바깥쪽에 있으며 넙다리뼈

와 정강뼈 사이에 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주치증

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비슷한 위치의 經外奇穴로는 膝

外, 關儀27) 등이 있다.

(4) 足趾

足趾는 발뒤꿈치 안쪽에 白肉齊와 나란히 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經外奇穴은 찾을 수 없었다.

(5) 膝过

膝过는 족양명위경에 있다.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 풍시

와 양릉천 사이에 있으며 무릎뼈의 위에 있다. 經外奇穴의 

髖骨28)의 두 穴 중에서 바깥쪽 穴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6) 外踝下白肉齊, 內踝下白肉齊

外踝下白肉齊은 바깥복사 아래의 적백육제에 해당하는 곳

이다. 그러나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서는 外踝下白肉齊라는 

穴名은 없고 안쪽복사 아래에 白肉齊만 표시되어 있다29).

26) 이 책에서는 곤륜(BL60)의 발음을 골륜으로 잘못 알고 崑崙과 같은 의미로 骨允이라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곤륜(BL60)과 구별하여 骨允이라
는 要覽穴을 만든 것인지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27)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101.

28) [定位] 在大腿前面下部, 梁丘兩方各1.5寸處, 一側2穴, 左右共4個穴位. [主治] 下肢疾患, 如腿痛, 下肢癱瘓, 鶴膝風. 王富春. �奇穴新穴圖譜�. 北
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4:67.

29) 白肉齊는 수천(KI5)아래 쪽에 적백육제에 위치한다. 따라서 明堂銅人圖의 白肉齊는 鍼灸要穴解의 內踝下白肉齊이다. 內踝下白肉齊의 주치인 
耳鳴, 脚痛은 수천(KI5)이나 기타 주변 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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穴名 刺入 主治症
記載

目 解 圖

正經穴

(21穴)

環跳 一寸 狂邪, 足不仁(不中則不能行步30)) ○ ○ ○

風市 八分 風症 足不仁(血不足) ○ ○ ○

委中 二寸半 腰痛 足不屈伸 ○ ○ ○

陰陵泉 三分 口蝸 ○ ○ ×

陽陵泉 五分 口蝸 ○ ○ ○

足三里 一寸半 万病通治(補穴) ○ ○ ○

絶骨 二分 足不仁(血不通) ○ ○ ○

丞山 一寸 呼吸不通, 藿乱, 咽喉(肺熱症) ○ ○ ○

申胍(一申胍) 七分 活血貫通, 安魂定魄 ○ ○ ○

犢鼻 一寸八分 鶴膝風 ○ ○ ○

三陰交 六分 脚不收 ○ ○ ○

臨泣 三分 寒熱往來 ○ ○ ○

昭海 五分 婦人孕婦針(調經不通) ○ ○ ○

內庭 七分 腹痛 ○ ○ ○

公孫 六分 霍亂轉筋, 運氣 ○ ○ ○

然谷 五分 運氣 ○ ○ ○

湧泉 一寸二分 小兒驚風 ○ ○ ○

足大敦 二分 山症 ○ ○ ○

血海 一寸二分 小便赤濁, 婦人調經不通 ○ ○ ○

太冲 霍亂, 滯症 × ○ ×

崑侖 - - × ○ ×

要覽穴

(7穴)

骨允 七分 脚病, 折骨 ○ × ○

膝間 二寸 鶴膝風 ○ ○ ○

陰陽 - - × × ○

足趾 四分 발허리신 허벅다리몽을신디 ○ ○ ○

膝过 二寸五分 다리를 치지 못하거나 오고리지못하는디 ○ ○ ○

外踝下白肉齊 五分 - ○ × ×

內踝下白肉齊 耳鳴, 脚痛(쑤심) × ○ ○

표 4. �鍼灸要覽�의 下肢部 경혈

그림 7.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 중에서 下肢部의 正經穴 및 要覽穴

30) 여기서 中은 ‘맞을 중’의 뜻으로 ‘침을 맞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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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鍼灸要覽� 경혈의 자침 깊이와 경맥명칭

1) �鍼灸要覽�의 正經穴과 �東醫寶鑑�, �循經考穴

編� 經穴의 刺入 깊이 비교

�鍼灸要覽�의 目次, 鍼灸要穴解과 明堂銅人圖에 기록된 

正經穴은 모두 46穴이다. 이 중에서 이문(TE21), 정명

(BL1), 어제(LU10), 태충(LR3), 곤륜(BL60)에는 자침 깊

이에 대한 기록이 없고 나머지 41穴에는 자침 깊이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鍼灸要覽�에서는 풍지(GB20)

를 一寸半이라 기록하고 견정(SI9)을 一寸六分이라 기록하

는 등 기존 침구서적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을 발견하

였다. �東洋醫學大辭典�에 따르면 透刺法은 竇漢卿이 창안

한 것으로 王國端이 편찬한 �扁鵲神應鍼灸玉龍經�과 吳昆의

�鍼方六集�에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深刺法은 �靈

樞･終始�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31). 이에 �靈樞�

에서 �醫宗金鑑�에 이르기까지 여러 침구학 서적에서 透刺

法과 深刺法을 �鍼灸要覽�과 고찰하였는데, 그 중 �循經考

穴編�와 �鍼灸要覽�이 서로 유사한 기록이 많이 있어서 표 

5에 서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32). 

31) 배병철, 곽동렬, 이현정, 김순진. �東洋醫學大辭典�. 서울:成輔社. 2000:1373, 2426.

32) 深刺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문헌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鍼灸要覽�에서 언급한 深刺法과 가장 유사한 문헌은 �循經考穴編�이다.

33) 저자미상. �循經考穴編�. 上海:群联出版社(清康熙寫本, 影印本). 1955:264. 肩井穴在肩上陷者中, 缺盆上, 大骨前. �廣注�: 一法以我小指按定 肩
突骨尖上, 取中指第二節下是. 手足少陽, 足陽明, 陽維之會. �廣注�: 刺五分, 灸五壯. 一法: 針二寸五分, 可灸二七壯, 凌氏: 針一 寸, 此穴入連五
臟, 真氣所聚, 不宜瀉, 又不可驟深, 須三度停針到穴, 方無暈針之患; 暈則宜針足三里, 補之. 主五勞七傷, 頸項強, 肩背痛, 手臂不能舉, 兩肩畏冷, 
風寒咳嗽, 中風氣塞, 涎上不語, 癰疽癭癧.

34) 上揭書 : p35. 合谷一名虎口穴在手虎口岐骨間陷中. �廣注�: 宜並二指, 取紋盡高肉上, 須揑拳下針. 手陽明脈所過為原. 虛實皆拔之, 直刺一寸, 可灸
五壯.

35) 上揭書 : p39. 曲池穴在肘外輔骨間, 屈肘曲骨之中, 以手拱胸取之. �廣注�: 在肘近輔骨中, 以手拱胸曲肘取, 約紋尖盡是, 下對少海穴. 手陽明脈所入
為合土. 直刺一寸, 得氣先瀉後補, 灸五壯. �明堂�云: 日灸七壯, 停數日更灸, 可止二百壯.

18 曲池 一寸半 鍼入五分 直刺一寸

19 手三里 一寸五分 鍼入二分 沿骨直鍼一寸

20 內關 一寸 鍼入三分 宜刺一寸. 透外關.

21 列決 二分 鍼入二分 刺三分

22 后溪 三分 鍼入二分 鍼一分

23 勞宮 三分 鍼入三分 鍼三分

24 魚際 - 鍼入二分 針入一分, 沿皮向外一寸五分

25 少商 二分 鍼入一分 宜刺一分. 沿皮臥針向上三分

26 環跳 一寸 鍼入一寸 素註針一寸. 凌氏直刺三寸

27 風市 八分 鍼入五分 針二寸五分

28 委中 二寸半 鍼入一寸半 可平鍼二寸五分

29 陰陵泉 三分 鍼入五分 鍼五分

30 陽陵泉 五分 鍼入六分 横鍼一寸五分

31 足三里 一寸半 鍼入一寸 鍼一寸五分

32 絶骨 二分 鍼入六分 斜鍼入二寸許

33 丞山 一寸 鍼入七分 鍼八分

34 申胍 七分 鍼入三分 鍼入一寸

35 犢鼻 一寸八分 鍼入六分 刺六分

36 三陰交 六分 鍼入三分 鍼三分

37 臨泣 三分 鍼入三分 鍼三分

38 昭海 五分 鍼入三分 横鍼入五分

39 內庭 七分 鍼入三分 直刺五分

40 公孫 六分 鍼入四分 可横刺五分

41 然谷 五分 鍼入三分 鍼二分

42 湧泉 一寸二分 鍼入三分 鍼五分

43 足大敦 二分 鍼入三分 鍼三分

44 血海 一寸二分 鍼入五分 横刺二寸五分

45 太冲 - 鍼入三分 一法. 針五分

46 崑侖 - 鍼入五分 針五分穴與太谿對針可相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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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循經考穴編�에는 기존의 침구서적과는 다르게 다양한 

자침 방법을 기록하였는데 예를 들어 풍지(GB20)는 좌우

의 풍지(GB20)를 투자하여 1寸5分을 刺入하라고 하였고, 

견정(SI9)은 금침혈이지만 2寸5分을 자입하고33), 합곡

(LI4)은 1寸 깊이로 자침하며34), 곡지(LI11)는 1寸 깊이

로 자침하는 방법35)을 기록하고 있다. 

�鍼灸要覽�의 풍지(GB20), 견정(SI9), 중완(CV12), 외

관(TE5), 합곡(LI4), 이간(LI2), 삼간(LI3), 곡지(LI11), 수

삼리(LI10), 내관(PC6), 위중(BL40), 족삼리(ST36), 신맥

(BL62), 독비(ST35), 용천(KI1), 혈해(SP10)는 �東醫寶鑑�

에서 제시하는 자침깊이보다는 상당히 깊게 자침하도록 기

록하고 있으며 독비(ST35), 용천(KI1)을 제외하면 �循經

考穴編�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기해

(CV6), 장강(GV1), 현종(GB39)의 자침깊이가 �東醫寶鑑�

보다 얕은데 이에 대해서는 참고할만한 문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6) 正經穴의 漢字는 �鍼灸要覽�의 표기를 따랐다.

33) 저자미상. �循經考穴編�. 上海:群联出版社(清康熙寫本, 影印本). 1955:264. 肩井穴在肩上陷者中, 缺盆上, 大骨前. �廣注�: 一法以我小指按定 肩
突骨尖上, 取中指第二節下是. 手足少陽, 足陽明, 陽維之會. �廣注�: 刺五分, 灸五壯. 一法: 針二寸五分, 可灸二七壯, 凌氏: 針一 寸, 此穴入連五
臟, 真氣所聚, 不宜瀉, 又不可驟深, 須三度停針到穴, 方無暈針之患; 暈則宜針足三里, 補之. 主五勞七傷, 頸項強, 肩背痛, 手臂不能舉, 兩肩畏冷, 
風寒咳嗽, 中風氣塞, 涎上不語, 癰疽癭癧.

34) 上揭書 : p35. 合谷一名虎口穴在手虎口岐骨間陷中. �廣注�: 宜並二指, 取紋盡高肉上, 須揑拳下針. 手陽明脈所過為原. 虛實皆拔之, 直刺一寸, 可灸
五壯.

35) 上揭書 : p39. 曲池穴在肘外輔骨間, 屈肘曲骨之中, 以手拱胸取之. �廣注�: 在肘近輔骨中, 以手拱胸曲肘取, 約紋尖盡是, 下對少海穴. 手陽明脈所入
為合土. 直刺一寸, 得氣先瀉後補, 灸五壯. �明堂�云: 日灸七壯, 停數日更灸, 可止二百壯.

36) 正經穴의 漢字는 �鍼灸要覽�의 표기를 따랐다.

37) �循經考穴編�에는 다양한 종류의 刺鍼 깊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 도표에서는 �循經考穴編�의 내용 중에서 �東醫寶鑑�과 중복되는 것은 기재하
지 않았다.

穴名36) �鍼灸要覽� �東醫寶鑑� �循經考穴編37)�

1 百會 三分 鍼入二分 刺一分

2 風池 一寸半 鍼入三分 刺一寸五分. 左透右. 右透左.

3 上星 一分 鍼入二分 鍼一分

4 人中 二分 鍼入三分 鍼三分

5 耳門 - 鍼入三分 針三分

6 睛明 - 鍼入一分半 禁針灸

7 肩井 一寸六分 禁不宜鍼 鍼二寸五分

8 鳩尾 八分 禁鍼灸 鍼三分

9 中完 五寸 鍼入八分 鍼二寸五分

10 氣海 五分 鍼入一寸二分 刺一寸三分

11 長强 七分 鍼入二寸 鍼二分

12 外關 一寸 鍼入三分 鍼三分, 鍼透内關

13 合谷 一寸三分 鍼入三分 直鍼一寸

14 二間 六分 鍼入三分 刺三分

15 三間 一寸半 鍼入三分 鍼三分

16 少海 五分 鍼入三分 刺五分

17 尺澤 六分 鍼入三分 直刺五分

표 5. �鍼灸要覽�의 鍼灸要穴解과 明堂銅人圖에 기록된 正經穴의 刺鍼 깊이와 �東醫寶鑑�, �循經考穴編�의 刺鍼 깊이를 비교함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0, VOL. 33, No. 1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59

- 73 -

2) �鍼灸要覽�의 要覽穴과 刺入 깊이

앞서 설명한 �鍼灸要覽�의 要覽穴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要覽穴은 主治症, 刺入깊이를 기존 침구서적의 

正經穴과 비교를 할 수 없다. 33개의 要覽穴을 분류해보면 

內睛明, 膝間, 膝过, 膝过은 深刺를 하는 반면에 그 외의 穴

들은 淺刺를 하는 특징이 있다. 또 外睛明, 內睛明, 外踝下

白肉齊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누락되어 있었고, 口卧(症),

亍耳, 聽耳, 陰陽는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만 기록되어 있다.

18 曲池 一寸半 鍼入五分 直刺一寸

19 手三里 一寸五分 鍼入二分 沿骨直鍼一寸

20 內關 一寸 鍼入三分 宜刺一寸. 透外關.

21 列決 二分 鍼入二分 刺三分

22 后溪 三分 鍼入二分 鍼一分

23 勞宮 三分 鍼入三分 鍼三分

24 魚際 - 鍼入二分 針入一分, 沿皮向外一寸五分

25 少商 二分 鍼入一分 宜刺一分. 沿皮臥針向上三分

26 環跳 一寸 鍼入一寸 素註針一寸. 凌氏直刺三寸

27 風市 八分 鍼入五分 針二寸五分

28 委中 二寸半 鍼入一寸半 可平鍼二寸五分

29 陰陵泉 三分 鍼入五分 鍼五分

30 陽陵泉 五分 鍼入六分 横鍼一寸五分

31 足三里 一寸半 鍼入一寸 鍼一寸五分

32 絶骨 二分 鍼入六分 斜鍼入二寸許

33 丞山 一寸 鍼入七分 鍼八分

34 申胍 七分 鍼入三分 鍼入一寸

35 犢鼻 一寸八分 鍼入六分 刺六分

36 三陰交 六分 鍼入三分 鍼三分

37 臨泣 三分 鍼入三分 鍼三分

38 昭海 五分 鍼入三分 横鍼入五分

39 內庭 七分 鍼入三分 直刺五分

40 公孫 六分 鍼入四分 可横刺五分

41 然谷 五分 鍼入三分 鍼二分

42 湧泉 一寸二分 鍼入三分 鍼五分

43 足大敦 二分 鍼入三分 鍼三分

44 血海 一寸二分 鍼入五分 横刺二寸五分

45 太冲 - 鍼入三分 一法. 針五分

46 崑侖 - 鍼入五分 針五分穴與太谿對針可相透



�鍼灸要覽�의 鍼灸要穴解에 대한 문헌고찰

- 74 -

要覽穴 刺入 主治症
記載

目 解 圖

頭面部

1 天門 三分 呼吸不通 ○ ○ ○

2 天良 三分 頭風 ○ ○ ○

3 外耳門 五分 耳病 ○ ○ ○

4 聽會 四分 狂邪 ○ ○ ○

5 鼻柱 二分 頭風, 鼻出血 ○ ○ ○

6 外睛明 四分 心頭風成眼疾 ○ ○ ×

7 內睛明 一寸二分 眼疾 ○ ○ ×

8 眉間 二分 頭風 ○ ○ ○

9 內耳門 三分 耳鳴, 耳聾 ○ ○ ×

10 牙齒 五分 口蝸, 齒痛 ○ ○ ○

11 頤唇 四分 重舌 ○ ○ ○

12 口卧(症) - - × × ○

13 亍耳, 聽耳 - - × × ○

胸腹部

14 項井 三分 項顧 ○ ○ ○

15 胃完 二分 呼吸不通 ○ ○ ○

16 胸完 三分 呼吸不通, 胸腹痛 ○ ○ ○

17 肺完(肺胃) 三分 呼吸不通 ○ ○ ○

18 正順 四分 蛔症 ○ ○ ○

19 中鋒 四分 失魂症 ○ ○ ○

20 下㢘 三分 傷寒, 小便不通 ○ ○ ○

21 陰虛峰 五分 傷寒, 小便不通 ○ ○ ○

腰背部

22 後肩 四分 데쉬기당기는증 ○ ○ ○

23 肩飛(肩非) 五分 手不仁, 便秘不仁 肩臂 ○ ○ ○

24 氣忠 三分 風症, 滿身風 ○ ○ ○

上肢部
25 手大敦 二分 山症, 鶴疾. ○ ○ ○

26 爪甲根 二分 角弓反張 ○ ○ ○

下肢部

27 骨允 七分 脚病, 折骨 ○ × ○

28 膝間 二寸 鶴膝風 ○ ○ ○

29 陰陽 - - × × ○

30 足趾 四分 발허리신 허벅다리몽을신디 ○ ○ ○

31 膝过 二寸五分 다리를 치지 못하거나 오고리지못하는디 ○ ○ ○

32 外踝下白肉齊 五分 - ○ × ×

33 內踝下白肉齊 - 耳鳴, 脚痛(쑤심) × ○ ○

표 6. �鍼灸要覽�의 要覽穴과 刺入 깊이와 主治症

3) �鍼灸要覽�의 경맥 명칭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에는 12경맥의 명칭을 肺太陽, 

心包厥陰, 心少陰, 大腸陽明, 三焦少陽, 小腸太陽, 肝厥陰, 

脾太陽, 腎少陰, 胃陽明, 膽少陽, 膀胱太陽로 표시하였다. 이 

중 肺太陽은 肺太陰으로, 脾太陽은 脾太陰으로 표시하여야 

맞다38).

Ⅲ. 고찰

1. �鍼灸要覽�에서 제시하는 33개의 새로운 경혈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간한 �한국 전통 침

구기술 근거문헌 조사집�39)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침구

외과 지표기술은 64가지라고 한다. 이 조사결과는 한의학의 

침구 치료기술이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鍼灸要覽�이 현재까지 조사된 

38) 그림 6, 그림 7 참조.

39) 안상우, 이상훈. �한국 전통 침구기술 근거 문헌 조사집�.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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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외과 지표기술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은 바로 穴位의 

독창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鍼灸要覽�은 기존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33개의 새로운 경혈을 제시하고 주치와 위

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통 침구기술 근거문헌 조사집�

의 침구외과 지표기술이 모두 기존의 경혈을 응용하여 치

료법을 개발한 반면에, �鍼灸要覽�은 새로운 치료법을 위해 

기존 正經穴의 穴名을 바꾸고 새로운 경혈도 제시하며 주

치증까지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鍼灸要覽�이나 鍼灸要穴解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 전체 경혈 중에서 일부 요점이 되는 경혈만 

선정했는데 주로 頭面部와 胸腹部, 下肢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鍼灸要覽�에서 기록하고 있는 33개의 要覽

穴들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첫째, 기존 正經穴에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주치

증을 제시한 경우다. 예를 들어 胃完, 肺完, 正順, 中鋒 등

은 족소음신경의 욱중(KI26), 보랑(KI22), 유문(KI21), 황

수(KI16)에 해당하는 경혈이지만 이 책에서는 새로운 명칭

을 부여하고 주치증을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의 경혈학과는 

관계없이 자기만의 이론과 경험으로 기존경혈을 재구성하

여 새로운 경혈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구축한 

침구의학 시스템은 당시 民間에서 자주 접하였던 病證을 

치료하는데 목표를 두었을 것이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경혈을 만든 경우다. 기존 

경혈위치로 부족한 점은 새로운 경혈을 제시하였는데 天良, 

口臥, 牙齒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경혈들은 기존 경혈 

외에 새롭게 경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經外奇穴이나 別穴, 

新穴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경혈의 명칭 또한 주치증을 

연상할 수 있도록 쉽게 命名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 氣忠과 같이 기존 經外奇穴과 중복되는 경우다. 주

치증이 經外奇穴과 다르다는 점에서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우연히 겹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要覽穴의 위치를 글로 남기지 않고 明堂銅人圖에 

그림으로만 남겼는데 그 표현이 정밀하여서 이번에 새로 

경혈도를 그리면서 주변 經穴의 위치를 참조하여 要覽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 저자가 要覽穴의 위

치를 그림으로만 표현하고 글로 남기지 않은 것은 요약본

의 특성상 사용할 수 있는 지면에 한계가 있어 생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鍼灸要覽�의 正經穴

�鍼灸要覽�에는 46개의 正經穴이 있는데 刺鍼 깊이와 주

치증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풍지(GB20), 장강(GV1),

내관(PC6), 풍시(GB31), 양릉천(GB34), 혈해(SP10), 현종

(GB39), 신맥(BL62), 독비(ST35), 삼음교(SP6) 등은 이 

책의 明堂銅人圖에 그 위치를 현재와 다르게 표시하고 있

다. 또 手足太陰經脈의 명칭을 手足太陽經으로 잘못 기록하

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民間 鍼醫들이 접할 수 있

었던 鍼灸醫學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鍼灸醫學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준의 수련과 실습 이외에도 경혈도와 침구학 서적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서울과 멀리 떨어진 전라도지방

에서는 침구학 서적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인쇄기술

도 부족하여 경혈도의 대량 출판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

서 대부분의 경혈도는 베껴 그렸을 것이다40). 베껴 그리는 

것을 여러 번 하다보면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다보

면 �鍼灸要覽�의 明堂銅人圖에서와 같이 소소한 오류가 발

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린 경혈도

도 쉽게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鍼灸要覽�은 官

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民醫의 침구학 기록으로 내용

상 몇 가지 오류가 있지만 당시의 민간에서 시행하던 침구

의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鍼灸要覽�의 刺入 깊이

�鍼灸要覽�에 기록한 刺鍼 깊이는 당시 침 시술 기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鍼灸要覽�에 수록된 경혈

들의 刺入 깊이는 독비(ST35), 현종(GB39), 용천(KI1)을 

제외하면 �循經考穴編�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

다. �循經考穴編�는 17세기 초 명나라 말기에 편찬된 作者 

未詳의 서적으로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경혈의 刺

鍼 깊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41) 풍지(GB20)의 경우 

�備急千金要方�, �鍼灸聚英�, �銅人腧穴鍼灸圖經�, �鍼灸甲

乙經� 등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자침법 이외에 一法이라 

하여 1.5寸을 자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좌우의 풍

지(GB20)를 서로 투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 혁대처

40) 당시에는 한지를 사용하였는데 마치 습자지를 위에 놓고 그대로 모사하는 방식이다. 

41) 風池穴在顳顬后髮際陷者中. �廣注�: 腦空下, 啞門旁, 平耳墜微上, 大筋外髮際陷中, 與翳風相齊, 按之引於耳間. 手足少陽, 陽維之會. �素注�: 針四分.
�明堂�: 針三分. �銅人�: 針七分, 留七呼, 灸七壯. �甲乙�: 針一寸六分, 大患風者, 先補后瀉; 少可者, 以經取之, 留五呼, 瀉七吸, 灸不及針, 日七壯.
一法: 刺一寸五分, 左透右, 右透左, 可灸三七壯. 凌氏: 帶斜刺一寸, 如八字. 저자미상. �循經考穴編�. 上海:群联出版社(清康熙寫本, 影印本). 19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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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비스듬하게 1寸을 마치 八의 형태로 자침하는 방법을 

凌氏의 자침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내관(PC6)도 본래 

刺入 3分이나 외관(TE5)방향으로 1寸 깊이로 透刺하라고 

하였고, 수삼리(LI10)나 합곡(LI4)도 1寸 깊이로 刺鍼하라

고 하였다. 이러한 자침법은 �東醫寶鑑�이나 �許任鍼灸經驗

方�의 내용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鍼灸要覽�의 

자침법은 �循經考穴編�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循

經考穴編�의 刺鍼法이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현재는 

투자법이 공식적인 침구기술42)으로 채택되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4. �鍼灸要覽�과 주치증

�鍼灸要覽�에는 다양한 주치증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주

치증들을 학술적으로 분류하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번째로는 婦人肝症, 心頭風, 足不仁(血不足), 

後項痛, 婦人調經不通症, 失魂症, 項顧, 手不仁, 便秘不仁, 

滿身風, 肥胃治熱, 万病通治, 活血貫通, 調經不通 등과 같이 

의서에 기록된 병증과 유사하여 그 뜻을 대략 유추할 수 

있으나 기존 의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병증이다. 이러한 

병증들은 당시 사용하던 단어를 바탕으로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는 口蝸, 口臥症, 鶴疾病과 같이 주

치증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 들이다. 口喎를 口蝸 또는 

口臥症으로 기재한 것은 이 책의 오류이거나 당시 민간에

서 실제로 口臥症, 鶴疾病과 같이 통용되었을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도 醫史學에서는 民間 醫術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으레病’, ‘데쉬

기당기는증’, ‘가돗’, ‘발허리신’, ‘허벅다리몽을신디’, ‘다

리를 치지 못하거나 오고리지못하는디’ 등과 같은 한글 

병증이다. 한글로 기록한 병증도 역시 한의학의 疾病史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東醫寶鑑�이나 �許任鍼灸

經驗方�과는 달리 �鍼灸要覽�의 병증은 전문적으로 세분되

어 있지 않고 頭風, 呼吸不通, 眼疾, 風症, 小便不通, 腕痛 

등 포괄적인 병증으로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다. 아마도 民

間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 때문에 정식 

출간된 의학서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 要覽穴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임상

에 활용한 것은 기존 경혈과 구분되는 간편함이나 速效를 

목표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당시 民間 鍼醫들이 자주 

사용하던 것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정신은 

현재까지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침구의학의 연구와 

발전이 반드시 표준경혈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을 

벗어나게 해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鍼灸要覽�의 주치증을 �東醫寶鑑�의 목차에 따라 질환

별로 분류해보면 표 7과 같으며, 67종류의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전라도 지방의 民醫들이 

주로 치료했던 질병을 확인 할 수 있었다.

�東醫寶鑑�의 
目次를 응용한 분류

�鍼灸要覽�의 주치증

內景
風症, 呼吸不通, 鼻出血, 淸心, 霍亂, 霍亂轉筋, 滯症, 腹痛, 蛔症, 小便赤濁, 小便不通, 便秘不仁, 便秘
症, 瘀血, 活血貫通.

外形
頭風, 咽喉症, 咽喉(肺熱症), 後項痛, 項顧, 데쉬기당기는증, 手不仁, 肩臂痛, 腕痛, 胸腹痛, 山症, 腰痛, 
脚痛(쑤심), 脚病, 脚不收, 鶴膝風, 足不仁(血不足), 足不仁(血不通), 발허리신 허벅다리몽을신디, 다
리를 치지 못하거나 오고리지못하는디, 足不屈伸, 折骨. 

婦人 婦人調經不通, 婦人孕婦針(調經不通), 婦人肝症, 女人小便赤濁,

小兒 小兒驚風

五官 耳鳴, 耳病, 耳聾, 眼疾, 心頭風成眼疾, 齒痛, 重舌.

神 狂邪, 安魂定魄, 失魂症, 邪疾

雜病 寒熱往來, 가돗, 口蝸, 口臥症, 半身不遂, 鶴疾病, 傷寒, 角弓反張, 運氣, 滿身風.

기타(不明) 万病通治(補穴), 肥胃治熱, 으레病.

표 7. �鍼灸要覽�의 주치증을 �東醫寶鑑�의 目次를 응용하여 분류함

42) 間使穴은 刺一寸五分. 透支溝., 内關穴은 宜刺一寸. 透外關. 瞳子髎穴刺一分. 沿皮向内透魚腰. 陽池穴. 直刺三分. 指微云. 透大陵. 但不淂搖手. 恐
傷鍼轉曲也. 率谷穴. 刺一分. 沿皮向前透絲竹空. 懸鍾(一名絶骨)穴在足外踝上三寸脈中. �廣註� 須細揣摸絶骨尖. 如前三分而高寸許是陽輔. 絶骨尖
間筋骨縫中是懸鍾. 与三隂交對. 足三陽之大絡也. 按之而陽明脉絶則取之. �難經�曰. 髓㑹絶骨. 疏曰. 髓病治此. 袁氏曰. 足之健歩. 以髓㑹絶骨也. �銅
人� 刺六分. 留七呼. 灸五壯. �素註�同. �指微�云. 斜鍼入二寸許. 灸七壯. 一法. 横透三隂交. 灸可二七壯. 凌氏. 横鍼一寸. 등이 있다. 저자미상. �循
經考穴編�. 上海:群联出版社(清康熙寫本, 影印本).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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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鍼灸要覽�이라는 19세기 필사본 임상침구서에 대한 기

초적인 문헌조사와 함께 침구요혈해에 수록된 79개의 경혈

의 위치를 WHO표준경혈과 비교하고 그 주치증과 자침깊이

를 �鍼灸聚英�, �銅人腧穴鍼灸圖經�, �鍼灸大成�, �東醫寶鑑�,

�許任鍼灸經驗方�, �循經考穴編� 등과 비교 고찰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一. �鍼灸要覽�은 약 100여 년 전에 저술된 것으로 저자

는 未詳이며, 目次, 鍼灸要穴解, 明堂銅人圖로 구성되어 있

다. 目次에는 70개의 경혈들을 頭, 背, 四肢, 面, 胸腹 등 

부위별로 분류하여 자침 깊이와 함께 기록하였으며, 鍼灸要

穴解에는 72개 경혈과 그 주치를 기록하고 있다. 明堂銅人

圖에는 正人圖와 伏人圖를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그렸으며 

72개의 要穴만 명칭을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一. �鍼灸要覽�의 경혈은 14經脈의 正經穴과 새로 만든 

要覽穴로 구성되어 있다. 正經穴은 모두 46개이며 要覽穴은 

모두 33개이다. 要覽穴은 胃完, 肺完, 正順, 中鋒 등과 같이 

기존 正經穴에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주치증을 제

시한 경우와 天良, 口臥, 牙齒 등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위

치에 경혈을 만든 경우로 크게 분류가 가능하였다. 氣忠과 

같이 의도하지 않게 기존 經外奇穴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

었다.

一. �鍼灸要覽�에 수록된 경혈들의 刺入 깊이는 �東醫寶

鑑�이나 �許任鍼灸經驗方�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

며 �循經考穴編�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循

經考穴編�에는 �備急千金要方�, �鍼灸聚英�, �銅人腧穴鍼灸

圖經�, �鍼灸甲乙經� 등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자침법 이

외에 一法이라 하여 深刺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관(PC6)도 본래 刺入3分이나 외관(TE5)방향으로 1寸 

깊이로 透刺하라고 하였고, 풍지(GB20)는 1.5寸, 수삼리

(LI10)나 합곡(LI4)도 1寸 깊이로 刺鍼하라고 하였다. �鍼

灸要覽�의 기록은 �循經考穴編�의 내용과 유사한 刺鍼法이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一. �鍼灸要覽�의 67종류의 다양한 주치증들을 학술적으

로 분류하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번째

로는 婦人肝症, 心頭風, 後項痛, 婦人調經不通症, 失魂症, 項

顧, 手不仁, 便秘不仁 등과 같이 당시 사용하던 단어를 바

탕으로 새로 만든 것이다. 두번째로는 口蝸, 口臥症, 鶴疾病

과 같이 주치증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 들이다. 이러한 

오류도 醫史學에서는 民間 醫術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록

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으레病’, ‘데쉬기당기는증’, ‘가

돗’, ‘발허리신’, ‘허벅다리몽을신디’, ‘다리를 치지 못하

거나 오고리지못하는디’ 등과 같은 한글 병증이다. �鍼灸要

覽�의 병증들은 정식 출간된 의서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세

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러한 병증들은 당시 전라도 지방

의 疾病史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一. �鍼灸要覽�은 19세기 지방의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본류 임상침구서로 기존의 침구경혈학에서 다루

지 않은 실전 침구경혈과 주치증을 찾아 기록한 것이다. 따

라서 당시 민간에서 유행했던 상습질환과 이것들을 치료하

기 위해 고심한 鍼灸치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있는 문헌

자료이다. �鍼灸要覽�이 다른 침구학서적들과 구별되는 특

별한 점은 바로 경혈의 독창성에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침

구학 서적들이 正經穴과 經外奇穴, 別穴 등 예로부터 전해

오는 경혈을 응용하여 치료의 폭을 넓혀왔다면 �鍼灸要覽�

은 기존 14經脈의 正經穴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치증을 찾

아내고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穴名을 다시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경혈을 찾아

내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침구

경락 학술상 가치가 있으며, 나아가 임상경험을 통해 침구

치료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의사학적으

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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