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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학의 1차적인 대상은 환자의 身體이다. 의학의 이론이나 치료방법에 관계없이 신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질병을 이해하고 건강을 되찾는 목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한의학은 신체를 이해하기 위해 經絡理論을 발전시켜 왔다. 경락이론은 경락[經脈]을 매

개체로 이어지는 각 장부와 신체의 부분들 간의 관계 및 氣機의 변화를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에 반해 서양의학의 해부조직학은 신체를 臟器 및 

기관, 조직, 세포 등으로 분해해서, 하나하나의 형태와 구성성분 등에 대해 분자단위까지 세

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해부조직학은 기술의 발달과 과학적 분석방법 의지해서, 신체에 대한 의학적 분석

에 신기원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신체 각 조직의 구성성분을 분석해내고 형태를 세밀히 

관찰할 수 있다 해서, 그 대상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물체가 그렇듯이, 여러 가지 성분과 조직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야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의 성질은, 그 구성단위에 영향을 받기도 중요하지만, 각 성분 및 조직 간에 얽

혀있는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람처럼 살아있는 생물

체는, 생물체의 의지에 따라 구조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투사되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互根의 역동관계와 환경의 간섭에 따른 다양한 변이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들기 때

문이다.

본인은 서양의학의 해부조직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살면서, 구성성분

보다는 관계의 역동성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과 행운을 느끼

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되신 朴贊國 선생님의 인도 하에 한의학에 입문하였고, 그 분이 『素

問·陰陽離合論』과  『黃帝內經』 제 편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해 신체의 발생과 관계에 

따른 구조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三陰三陽論’을 근간으로 삼고 정비해서 ‘身形構造學’을 주

창하였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심도있고 창의적인 학식과 견해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분의 아

낌없는 가르침이 없었다면, 본인의 지금 발표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 본 논고에서는 본인의 신형구조학의 기본적인 뼈대와 이를 통해 유추하고 보입하고

자 하는 경맥의 次經1) 및 病證에 따른 선혈의 원칙과 보사법 중 迎隨補瀉의 침첨방향에 대

한 대체를 발표하고자 한다.

1) 여기서는 원래의 노선을 本經으로 보고, 본인이 새로 잡은 경로를 次經으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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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형의 형태와 氣機의 변화-생명활동에서 神機와 氣立의 양면성

신형� 곧� 형체는� 생명력을� 담는� 그릇이며�

생명체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다.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사물과 구별되는 것은 천지자연의 변화규율을 따르면서도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能力을 스스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無生物들은 天地의 음양오행변

화를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생명체는 자연의 변화를 자기 삶의 보조자로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삶을 지

키기 위하여 일정한 영역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恒常性을 유지하려고 한다.2) 이러한 능력

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氣를 수용할 수 있는 形體와 이를 스스로 부릴 수 있는 生

命力이 있기 때문이다.

형체는 천지로부터 받아들인 氣[天氣와 地氣]를 수용하고, 한 사물의 空間的인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역시 氣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지 氣의 수용여부 盛衰

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이러한 형체를 『소문·六微旨大論』에서는 ‘器’3)라고 하였

다.

이를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身體라고 할 수 있다. 신체는 하나의 사람이 정체성이 있는 개

체로서 다른 事物과 구분지어 준다. 형체는 생명 존재의 기본적인 틀이기도 하며, 각각의 생

명체 특성에 따라 독특한 형태[身形]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천지의 변화를 따르면서도 하나의 

개체로서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어막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롯한 生命體는 하나의 사물로서 氣를 받을 수 있는 그릇 즉 신체가 있

으면서, 이를 주재하여 생명활동을 끌어가는 神 즉 生命力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정체성과 독

립성을 가진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를 『소문·上古天眞論』에서는 ‘獨立守神’4)이란 

말로 맺고 있다. 

走行의� 동물성과�直立의� 인간성을� 겸비한� 인간은�氣立과�神機를� 일체화함으로써�
독특한� 자세와�二重의� 순환경로를� 구비하였다.�

생명체는 자체 能動性의 강약에 따라 神機之物과 氣立之物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신

기지물은 생명의 뿌리를 자기 안에 내재하여 천지자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2) 천지자연의 변화에 相應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생명체의 항상성을 『소문·上古天

眞論』 등에서는 “逆從”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逆’활동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양기가 성한 여름

에 陰氣를 보존하기 위해 시원한 곳을 찾고 水分이 많은 음식을 먹으며 陰氣가 성한 겨울에 陽氣를 지키기 

위해 따뜻한 곳을 찾고 熱量이 많은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이다.

3). 洪元植, 上揭書, p.244. “升降出入, 無器不有, 故氣者, 生化之宇”

4). 이 文句는 『素問․上古天眞論』의 “眞人者, 提挈天地, 把握陰陽, 呼吸精氣, 獨立守神, 肌肉若一, 故能壽敝天

地, 无有終時, 此其道生.”이라는 眞人을 설명하는 문장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眞人은 비록 천지사이에서 태

어난 천지의 産物이지만 천지의 道인 음양오행의 이치를 꿰뚫어 천지가 그에게 준 한계를 벗어난 존재이다. 

그러므로 홀로 자리하여 자기의 神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물과 달리 늙지도 죽지도 않고 천지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獨立守神’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단지 필자가 이 문구로서 生命體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를 배제한다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둘 사이에는 일치함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眞人이 완전한 독립을 이룬 사물이라면, 일반적인 生

命體는 진인에 비해 천지자연에 대한 의존이 보다 심한 事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생

명변화를 일으키는 힘과 神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 천지의 변화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逆從’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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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발양할 수 있는 독립성이 강한 생명체를 뜻하며, 기립지물은 생명의 뿌리를 외부 천

지자연에 노출시킴으로써 천지자연에서 류행하는 氣에 변화에 따라 그 성쇠가 심하게 좌우

되는 생명체를 가리킨다.5)

어떤 생명체의 形態와 姿勢는 그 형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氣의 流注形式을 나타내주

며, 神志도 또한 이러한 氣의 變態에 불과하다. 인간은 주행행태와 직립행태를 모두 취할 수 

있다. 포유류로서 네발로 기어 다니는 동물적인 행태[走行]와 두발로 서서 움직이는 인간적

인 행태[直立] 등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진 인간은 動物性과 人間性을 동시에 공유한다. 이러

한 이중적 특성은 인간이 잉태하여 태어나 성장하는 기간 동안 일련의 行態변화 과정 속에

서 관찰할 수 있다.

氣의 섭취를 주관하는 口鼻와 배설을 주관하는 肛門부위를 전후의 陰陽 양단으로 해서 순

환하는 기립지물의 유주는 走行 행태의 동물적 氣 순환이다. 直立 행태에서는, 가장 상부에 

위치하여 天의 神明에 대응하는 두정부의 百會穴과 가장 하부(體幹에서는 陰器의 끝이고 地

와 접촉한 상태에서는 少陰經의 湧泉穴)에 위치하여 生殖과 化氣를 발동하는 陰器[會陰]나 

용천혈을 陰陽의 양단으로 해서 순환이 일어난다.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인 순환의 고리를 형

성하고 있다.[그림1]

신체 전후의 口鼻와 肛門이 양단이 되는 횡적 순환은 인간이 

네발 달린 동물과 똑같이 濁氣를 받아들여 신체를 영양할 때 

일어나는 유주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신체 상하

의 百會穴과 陰器[會陰] 또는 湧泉穴이 양단이 되는 직립시 종

적 순환은 精氣를 받아들여 神志의 뿌리가 되는 精神을 배양할 

때 일어나는 유주행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 神志가 발달할 수 있는 

까닭은 直立姿勢를 취함으로써 天地의 변화를 어그러짐 없이 

받아들여 體化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생적으

로는 기립지물로서 동물적인 행태를 타고났지만, 직립함으로써 

신기지물로서 인간적인 神志를 발달시킴으로써, 동물의 공통적

인 특성인 신체의 運動性과 인간의 독자성인 神志의 발현을 주

장할 수 있는 이중적인 행태의 삶을 영위하는 生命體로 特化되

었다고 할 수 있다.6) 

Ⅲ. 신형의 분화와 삼음삼양의 형체적 구조 및 역할

한의학의� 인체론�身形構造學은� 서양의학의� 해부조직학을� 대체한다.�
三陰三陽은� 공간[身形]의� 구조를� 시간[生命]의� 역동으로� 승화한다.� �

신체의 삼음삼양은 신형의 상하, 내외, 表裏, 淺深 등의 분화 및 위치배열의 상호관계에 

5) 洪元植, 上揭書, p.257. “생명의 뿌리를 자기 안에 감추고 있는 것을 신기라고 하며, 생명의 뿌리를 밖에 드

러내놓고 있는 것을 기립이라고 하는데, 기의 활동이 그치면 생화작용이 끊어진다.(根于中者, 命曰神機, 神去

則機息, 根于外者, 命曰氣立, 氣止則化絶.)”

6) 본인의 기 발표논문 「陰陽論을 통해 살펴본 人間 身形의 特性과 神志의 發達」(경희대 한의과대학 논문집 

2000 전반기, 醫林 2001.2-2001.3 테마발표 논문에서 발췌하여 각색하였다. 

[그림1]인체 氣의 二重 순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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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그 分域7)과 명칭이 정해진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

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言人身之藏府中陰陽, 則藏者爲陰, 府者爲陽.”라고 하였

으니, 空間에서 陰分의 위치는 하부이고 내부이며 이면이고, 陽分의 위치는 상부이고 외부이

며 표면이다.

하나의 精으로부터 음기와 양기가 기세를 일으켜 삼음삼양으로 분화하면서 겉으로 신형을 

형성할 때, 안으로는 陰分과 陽分의 상호 위치관계에 따라 서로 역동적인 구조관계를 조직해 

나간다. 박찬국은 『소문·陰陽離合論』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 대체를 밝혀놓았으

니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 

太衝은 씨앗(알)으로 태어난 한 생명체가 先天之精[알][그림2]으로부터 자기의 陽氣[元

陽]를 발아해서 上外部로 뻗히면서 자라갈 때, 양기가 통과하여 용솟음치는 命門[목숨의 문

호]이자 氣街[元氣의 경로]이다.[그림3] 태충을 통해 발아해서 상외부로 뻗치는 양기[太陽

氣]를 따라 형체도 부풀어 자라니, 양기가 크게 발화할 때 밝게 드러난 부위가 바로 전면의 

上外部인 廣明이다. 그러므로 태충의 기반은 선천지정이 응결에 있는 少陰經(太衝之地, 命曰

少陰)으로, 신형에서 가장 은밀한 下內側의 裏分[척추의 안쪽]을 점유한다. 太陽經은 양기가 

外發해서 펼쳐놓은 터전 즉 氣場[力場]이니,[그림4] 소음경에서 가장 먼저 發芽한 양기로서 

太陽氣가 외부로 팽창하여 독자적인 한 생명체의 기장을 형성하면, 外表를 갖춘 신형은 기장

의 흐름을 타고 형태를 바꾸면서 성장해 나간다.

동시에 신형의 안쪽에서 陽明經이 분화되어 부풀어 오르고 앞으로 튀어 나오면서 廣明의 

부위를 점유하니,[그림5] 외표의 태양경은 양명경에 밀려 外後側으로 말려들어 소음경의 후

면 즉 上外表의 背部를 차지하고 소음경의 表分을 형성한다. 꽃봉오리가 자라면서 둥글게 맺

혔다가(外表를 감싼 태양경) 터지면서 개화(앞으로 드러난 양명경)하여 활짝 펴는 과정과 비

슷하다. 광명의 내하부에서는 태음경이 자라나 양명경의 안쪽에 자리잡고[그림6], 태음경의 

전상부 즉 광명의 자리를 점유한 양명경의 裏分을 형성한다. 동시에 소음경의 앞쪽 태음경의 

뒤쪽 경계로서 완충지대에 厥陰經이 끼어들고 다시 이 궐음경의 表層 즉 태양경과 양명경 

사이에는 少陽經이 끼어들어 비로소 三陰三陽經이 각기 자기의 위치를 잡는다.9) [그림-7]

7) ‘지면이나 분야는 단순히 平面的 부분만을 지칭하는 의미가 강해 名義가 實狀을 표현하는데 부족하다. 分域

은 공간을 立體的으로 분절한 空間的 分體이자 여기에 특정 分氣의 세력이 지배하는 領域이라는 뜻을 내포

한다.

8) 이에 대하여 朴贊國의 저서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의 「음양이합론」편에 상세히 논변하고 있다.

9)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 비해 식물은 삼음삼양의 분화가 완전하지 못하다. 일례로 식물의 줄기를 관찰하면, 표

피가 내부를 온전히 감싼 둥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 동물처럼 좌우 양측을 분할할 수 없는 한통이다. 소음

의 분역으로부터 양화한 태양기 분출해서 소음분역의 외면을 감싼 외피의 형태를 갖춰, 소음경과 태양경이 

분립하였다. 그러나 광명의 기세를 타고 발생해서 태양분역을 쪼개고 외표로 돌출해야 할 양명분역과 양명

분역의 이면을 점거할 태음분역이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꽃봉오리처럼 맺히기는 했지만 개화하지 

[그림2]先天의 精          [그림3]太衝의 발생그림  [그림4]태양경의 성립과 소음경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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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편에서는 덧붙여 이러한 분화에 각 분역의 위치적 위상의 특성과 상응시켜 “…是故三

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

樞”라고 해서, 開闔樞라는 직분의 차이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양분과 음분을 막론하고 자

기의 기세를 외부로 발산하는 開의 직분과 내부로 흡수하는 闔의 직분 그리고 이를 조절하

는 樞의 직분으로 분립해서, 독자적인 자기의 分域을 기반으로 고유의 직분을 유기적으로 수

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陽分에서, 태양경은 체내의 人氣[內氣]를 체외로 發散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양명경은 체

외의 天·地氣[外氣]를 체내로 吸入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소양경은 出入의 균형이 어긋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절, 중재한다. 陰分에서, 태음경은 양명경으로부터 흡입되어 

정화된 水穀氣[精微氣]를 체내로 宣布하고, 궐음경은 선포된 氣[氣血]를 저장하거나 분출하

여 활성도를 조율하며, 소음경은 氣[精氣]를 응축하거나 氣化하여 활동량[활동력]을 제어한

다.10) 

Ⅳ. 經氣의 유주방향과 장부 精氣의 성쇠

경기와� 정기의� 상호� 전화는� 승강과� 출입을� 일체로� 엮어�

생명체를� 존속하는� 생명활동을� 영위한다.�

삼음삼양의 각 분역을 곧바로 각 臟腑나 六氣, 經脈 등으로 치환하여 동일시할 수는 없지

만, 그 분역을 관통하는 경맥과 경맥을 주재하는 경기의 성질은 궁극적으로 상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맥과 분역을 완전히 별개의 事物로 분리할 수는 없다. 분역은 곧 신형 전체를 

예외없이 분절한 층차적 區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음삼양분역을 삼음삼양경이라고 호칭

해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같은 사물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

다.

삼음삼양경은 곧 천지라는 무한한 공간 속의 유한한 形體[氣立之物]가 외부와 氣交할 때 

못한 형국이다. [그림-3]의 상태와 유사하다. 결국 체간에서 태양기의 固表를 分折할 수 없는 양명기와 태

음기는 상하로 달려, 위로는 잎, 아래로는 뿌리 형태로 자기의 분역을 확보해서, 천기와 지기를 흡수하고 배

설하는 物化(동화와 이화)작용을 운영해서 영양을 공급한다. 식물성을 대표하는 기립지물은 좌우로는 음양의 

대분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하로만 분화를 이뤄 상하출입의 물화를 통해 기기활동을 영위한다.

10) 본단의 내용은 본인의 저서 『評註讀醫隨筆』 (집문당, 2014년)중 「身形의 分域과 三陰三陽의 分氣」에서 

발췌하여 각색하였다.

[그림5]廣明의 외현과 신형의 분화 [그림6]양명경의 성립과 태음경의 호응 [그림7]궐음경의 條達과 소양경의 網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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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과 흡입이 이루어지는 터전이자 그 과정의 산물로서, 出入에 따라 파생된 三陰三陽氣의 

길항관계를 통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精氣의 축적으로 五行氣의 기세를 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血肉의 일부는, 오행기의 성질을 바탕으로 혈육을 재구성해서 정기

를 담을 수 있는 臟器를 형성하여 오장육부를 이룬다. 形質은 삼음삼양경의 분역에 포함되어 

구속받는다 할지라도, 氣質은 음양기로부터 오행기로 승화해서 정기가 가득 녹아든 혈액[精

血] 속에 神志를 담아내고 신지의 의도에 호응하여 천지에 逆從하는 독립적 생명체[神機之

物]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것이다. 

오장이 五行의 精氣를 축적해서 생명율동을 推動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신형의 모든 生機

를 관장할 때, 오장의 意志[神志]를 신형의 각 분역으로 전달하여 유기적으로 일체화시켜주

는 直轄經路가 바로 경맥[경락]이고, 그 동력이 經氣이다. 경맥은 장부와 신형을 一體化시켜

주는 매개자이고, 분역 안에서 皮, 肉, 筋, 骨, 脈들 사이에 조성된 間隙들이 이어져 생긴 空

洞으로, 精氣(經氣)가 가장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線形 力場[氣場]이다.

오장이 혈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精血 속에 神志를 품은 특별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영

역과 성능을 가지고 있듯이, 경맥도 분역의 일부이면서도 또한 분역을 구성하는 皮, 肉, 筋, 

骨, 脈 등과 질적으로 다른 力場을 형성하고, 경기를 통해 그 분역을 지배한다. 장부와 형체

의 매개자로서 때론 형체로 동조되고 때론 장부로 귀속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지만, 그러

나 여전히 분역 안에서 만들어져 분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분역의 일부이기 때문이

다.

맺는다면, 경맥은 오장을 벗어나 신형으로 스며든 精氣의 파동[經氣]이 왜곡없이 유창하

게 전달될 수 있는 분역 내의 線形의 力場이자 신형에서 장부로 직통하는 徑路이다. 다만 陰

陽 극성의 호응으로 맺어진 공간적 유대관계에 따라, 장부지기가 직통하는 五輸穴이 분포하

고 있는 사지의 肘膝關節 이하는 장부기[五行氣]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일반 혈자리가 위치

하는 體幹部位는 신형 부분의 陰陽屬性[陰陽氣]이 더 강하게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11)  

經氣는�井穴에서� 용출하여�合穴에서� 함입해서� 장부로� 달려�精氣를� 보존하니,�
외표에서� 화생한� 정기를� 장부로� 귀속시키는� 충전과정이다.

『靈樞·本輸』에서는 각 장부의 정기를 채우는 경기는 정혈에서 용출하여 점차 세력을 확

장하여 합혈에서 함입함을 서술하고 있다.12) 아울러 陰經은 출발점인 井을 五行中 木에 배

속시키고, 陽經은 金에 배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井, 滎, 腧, 經, 合의 특성에 대한  『靈樞·

九鍼十二原』의 논술도 궤를 같이 한다. 

『難經』에서는 「本輸」의 陰經의 井木, 陽經의 井金에 관한 내용을 더 세밀하게 정리하

여, 五腧穴을 모두 五行에 배속시켜 설명하고 있으니, 「六十四難」에서, 陰經은 木, 火, 土, 

金, 水의 순서로, 陽經은 金, 水, 木, 火, 土의 순서로 五腧穴과 五行의 배속관계를 정립하였

다.13) 

여기서 다시 장부와 경맥 관계를 살펴보자. 장부의 정기가 경락에서 활동할 때, 이를 經氣

11) 본단의 내용은 본인의 저서 『評註讀醫隨筆』 중 「身形의 分域과 삼음삼양의 分氣」에서 발췌하여 각색하

였다.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P. 20. “肺出於少商, … 爲井木. 留於魚際, … 爲滎. 注於太淵, … 爲腧. 行於經

渠, … 爲經. 入於尺澤, … 爲合, 手太陰經也. … 膀胱出於至陰, … 爲井金, 溜於通谷, … 爲滎. 注於束骨, … 

爲腧. 過於京骨, … 爲原. 行於崑崙, … 爲經. 入於委中, … 爲合, …. 足太陽也.”

13). 凌耀星, 難經校注, P. 112. “… 陰井木, 陽井金, 陰滎火, 陽滎水, 陰兪土, 陽兪木, 陰經金,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 陰陽皆不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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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경기는 오장의 意志의 의지를 대변한 기운[힘]으로서 신형에서 氣血을 자원으로 

해 장부의 의지를 실행한다. 그러나 모든 事物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주면 그와 동시에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부가 精氣를 내어 경맥에 보내 經氣로 전변하여 경맥을 운영하

면, 동시에 경맥도 자기의 기운을 장부로 보내, 장부의 精氣를 보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부를 음양으로 나누면, 오장은 陰이고 육부는 陽이다. 따라서 장부의 陰陽을 따른다면, 

陰經에서 作爲하는 경기는 陰的인 경기라 할 수 있으며, 陽經에서 작위하는 경기는 陽的인 

경기라 할 수 있다. 음양의 消長盛衰로 경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陰經의 경기는 장에서 四支

末端으로 나오면서 陽化(음기의 약화)될 것이며, 陽經의 경기는 陰化(양기의 약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기는 사지말단에 이르면서 陰經의 경기는 점차 陽化되고 陽經의 경기는 점차 陰

化되어, 陰氣 또는 陽氣로서의 그 특성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14). 따라서 陰氣와 陽氣가 계속

적으로 자기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모된 기운을 보충받아야 한다.

따라서 五腧穴의 순서를 따라 오행의 전화과정을 거치는 흐름은, 경맥을 통해 형체를 운

영하면서 소모된 장부를 精氣를 외표로부터 보충받아 충전하는 과정이다. 오수혈의 유주경로

는 경맥의 경기가 장부의 精氣를 화생해가는 과정이며, 또 장부의 활동으로 체표에서 생산된 

精氣가 장부로 들어가는 순서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五腧穴을 통한 정기[경기]의 迎隨補瀉는 手足陰陽經에 대한 구별 없이, 補法은 

體幹쪽으로 瀉法은 末端쪽으로 針頭를 향해야 한다.15)

Ⅴ. 경맥의 음양속성에 따른 유주분역의 위치와 뒤틀림

수양명경과� 족궐음경의� 차경� 노선을� 그려보고,� 변경된� 이유에� 대해� 추측해� 본다.

십이정격[경맥]은 6陰經과 6陽經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음경은 신형의 陰分에 분포하고 

양경은 陽分에 분포한다. 이것이 『素問·金匱眞言論』에서 분정한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의 준거를 따르는 것이고, 음양오행의 분화와 흐름

을 따르는 만물 生長化收藏의 현현한 外形이다.

그러므로 신형에서 음경과 양경의 분포부위를 결정할 때, 다시 말해 음기와 양기가 신형

의 표리를 순환하고 내외를 출입할 때, 양기의 상태일 때는 양분을 찾아 양경으로 흐르고 음

기의 상태일 때는 음분을 찾아 음경으로 흐름으로써, 승강출입이 자연스러워진다.

이러한 당연의 발휘는 신형에서 경락의 분포분역을 분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기준을 십이정경의 분포경로에 일률적으로 적용해보면, 대부분 일치하지만, 몇 개

의 경맥은 불합치만 면이 드러난다.

14). 모든 事物은 外界의 일반적인 상태와 구별되는 힘의 편차를 갖추어야 만이 그 존재와 작용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외부의 刺戟에 대항하여 이를 이겨내고 자기의 特性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존재

가 가능하며, 동시에 다른 事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

으로 쓰는 陰的이다 陽的이다 하는 말도 事物이 陰이나 陽의 한쪽으로 치우친 힘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陰氣로서 특성을 잃거나 陽氣로서 특성을 잃는 다는 것은, 어떤 특정 事物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잃고 일반적인 상태에 도달하여,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됨을 나타낸다. 이를 

流體力學에서는 엔트로피(entropy)의 증대로 표현하고 있다.  

15) 본인의 기발표논문 『經絡에 대한 小考』(경희한의대논문집, 제20권 제1호, 1997.)에서 발췌하여 각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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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불합치한 경맥은 足厥

陰經으로 오수혈 중 발목관절 외측

에 위치한 대돈, 행간 태충 중봉 

등을 포함한 부분이 양분인 발등으

로 잡혀있다. 다음으로 手陽明經인

데, 양경으로 손등에 위치해서 양

분에 속하지만, 다시 검지의 전내

측 부위로 유주해서 음분을 넘나들

고 있다. 즉 陽分之陰分에 일부가 

귀속해서 전체적으로 양경의 면모

를 잃고 있다. 세 번째는 足少陰經

으로 手少陰經과 대칭해서 비교한다면, 少趾의 내측 끝으로부터 출발해서 발바닥을 가로질러 

內踝의 태계쪽으로 흘러야 하는데. 발바닥의 앞쪽 족심의 용천에서 출현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경맥의 유주분포가 어긋한 까닭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외형과 자세의 차이만으로 단순히 구분한다면, 족궐음경과 족소음경의 변형은 아마 사족보행

[주행]이 이족보행[직립]으로 진화하면서, 後肢의 발목관절부위에서 뒤틀림이 일어나 경맥의 

유주 또한 꼬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 가름

한다. 반대로 수양명경의 분포부위가 꼬인 경우는 

아마, 양명경의 일부 분역을 외표의 根部(식물의 

뿌리)에서 신형의 안쪽으로 관처럼 끌어들여 변형

시킬 때[식도, 위, 대소장 등], 즉 식물성에서 동물

성으로 신형을 변형시킬 때 일어난 뒤틀림 때문이

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각설하고 음양의 이치에 따라 手經과 足經의 대

응관계를 통해 서로 비교, 고찰해보면, 족궐음경은 

三趾의 내측말단에서 시작해서 발바닥을 가로 질

러 발의 내측으로 올라와 족소음경과 족태음경의 

사이로 흘러 曲泉으로 올라야 한다. 이렇게 노선을 

그릴 때 차경16)의 행간은 발바닥의 內窩 전측에 

정위할 수 있고 태충은 상구의 앞쪽에서 취혈해야 

한다.[그림8] 이렇게 하면 중봉 또한 상구와 조해 

사이에서 취혈해야 한다. 상구보다는 중봉의 위치

를 내과 아래쪽 조회와 상봉 사이에서 잡아야하기 때문이다.17) 수양명경의 차경은 이보다 

단순하다. 위치만 검지의 외측으로 바꿔서 잡고 혈자리의 위치는 정경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

다.18)[그림9] 

16) 여기서는 원래의 노선을 本經으로 보고, 본인이 새로 잡은 경로를 次經으로 부르고자 한다.

17) 이렇게 일률적으로 혈자리의 위치를 잡는 것이 온전히 타당하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도식적으로 잡아갈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8) 이렇게 족궐음경과 수양명경의 정경의 경로를 次經의 노선으로 변경했을 때, 태충과 합곡 등은 십이정경의 

유주와 관계없는 신형 상하의 중심을 관통하는 器機의 관문 즉 四關의 正名을 대변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림9]수양명경의 次經

[그림8]족궐음경의 次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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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침할 때 選穴 및 補瀉의 운용에 대한 제언

오수혈의� 올바른�迎隨補瀉法의� 행태는� 음경과� 양경을� 구별하지� 않고,� 체간을� 향해�
자침하면� 보법,� 사말로� 침첨을� 향하게� 하면� 사법이다.

본인은 임상에서 자침할 때, 辨證을 통해 병증에 알맞은 오수혈 중의 혈자리를 선택하여 

먼저 자침한다. 진찰해서 변증하고 치료를 논정할 때[辨證論治], 삼음삼양의 분역을 구분하

고 승강출입의 氣勢를 점검하여,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七情[神志의 변화]과 飮食勞倦, 寒熱

燥濕風息 등의 영향을 따지고, 허실에 맞추어 작용을 끌어낼 수 있는 오수혈을 선혈해서 치

료의 대체를 잡는다. 오수혈은 그 장부 및 경맥의 木·火·土·金·水氣 등 오행기의 세력이나 상

태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혈의 원칙은 辨證에 따라 맞대응할 수 있는 오수혈을 직접 선혈하고, 사암침법처럼 보

사할 때 如環無斷한 순환논리에 근거한 자침방향과 오행의 상생상극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다.19) 이렇게 하면, 病症의 상태에 따라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는 혈자리를 선택하는 데 헷갈

림이 없고, 혈자리 하나하나의 성향이나 작용을 즉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보사는 迎隨補瀉를 원칙으로 한다. 이 또한 본인의 앞 논문에서 논변했다시피, 보 또는 사

의 鍼尖방향은 모든 경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즉 음경과 양경, 그리고 여환무단한 상

하행의 유주방향을 구별하지 않고, 체간을 향해 자침하면 보법, 사말로 침첨을 향하게 하면 

사법이다. 이러한 방식이 오수혈 위상과 기능을 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라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술자나 피시술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침의 의도와 행위를 혼란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수양명경의 상양을 보하면[斂格] 대장부를 포함한 수양명경의 분역은 

수축되어야 하고 사하면[宣格] 이완되어 느슨해져야 하며, 이간을 보하면[寒格] 차가워지고 

사하면[溫格] 따뜻해지며, 삼간을 보하면[通格]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하면[靜格] 완만해져 

처져야하며, 양계를 보하면[熱格] 뜨거워져야 하고 사하면[淸格] 시원해져야 하며, 곡지를 

보하면[潤格] 윤택해져야 하고 사하면[燥格] 건조해져야 한다. 나머지 경맥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예측 변화를 염두해 두고 자침한 다음, 진맥으로 촌관척 脈象의 변화를 보고 아울

러 환자에게 느낌을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맥상의 변화는 바로 나타나지만 증

상의 변화에 대한 느낌은 뚜렷하게 느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望診을 

통해 안색 등을 살피면 많은 경우 뚜렷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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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경의 세력이 자경의 간섭보다 더 깊게 영향력을 높이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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