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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元時代 以後 鍼灸補瀉理論 發展史에

關한 硏究

金圭滿․金基郁․朴炫局1)․李丙旭2)

A Study of restorative and restrictive theory after

Jin and Yua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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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e and moxibustion of theory had begun in the Nei-Jing and 
Nan-Jing. But definite acupuncture needling techniques had been investigated
after Jin and Yuan Dynasty. After Ming Dynasty, much more scholars had studied

about definite acupuncture needling techniques. So various techniques and theorys

about how to select and operate needling points appeared in print. 
Zi-Wu-Liu-Zhu-Zhen-Jing、Zhen-Jing-Zhi-Nan、Shen-Ying-Jing、
Zhen-Jiu-Da-Quan and so forth are representative books. But these books include
mutually different techniques, so then scholars would be thrown into confusion. So

I have analyse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f theory into Ki(vital

energy)-blood`s circulation、disease region、time、sex、restorative and restrictive

techniques.

As a result, I have known that every restorative and restrictive techniques and

theories are connected with Ki(vital energy)-blood`s circul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methods are decided by sex、time、disease region、pathogen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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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한의학에서는 대․소우주를 상호 類比시키는 天人相應에 기초하여 인체의 氣血運行

체계를 營氣、衛氣、人神、子午流注、運氣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였고, 이를

鍼灸학설에 응용하였다. 침구학 이론은 黃帝內經에서 氣학설、陰陽五行학설、三陰

三陽학설들도 天人相應 및 形神觀 등의 철학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삼아 임상적인 경

험을 결합하여 의학이론을 구축한 이후,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임상과 결합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의 결과 明淸時期

에 이르러 鍼灸補瀉手技法의 진보를 이끌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鍼法

이 개발되었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鍼灸學에 있어 補瀉手技法의 발전과정을 시대별

로 요약하여 보고함으로써, 과거의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여 앞으로의 침구학 발전

에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鍼灸理論 중 임상과 직접적인 관

련이 깊은 鍼灸補瀉 및 手法의 進步의 방면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金元時代 이

후의 鍼灸補瀉 및 手法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들의 이론을 연구하였다.

II. 本論

鍼灸補瀉理論에 관한 기본 내용은 이미 內經과 難經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金

元代에 이르러 子午流注鍼經、鍼經指南 등에서 침구보사법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

하여 후세에 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임상에 적용시켜서 응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이 시작된 것은 明代부터 이다. 그리고 당시의 침구학 이론들은 모두 고전에서 언급

한 내용들을 모두 계승하고 있으므로 金元代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鍼灸補瀉法에 대

하여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鍼灸補瀉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1. 子午流注鍼經의 鍼灸補瀉理論

子午流注鍼經은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략 12세기 초 金代 何若愚가 撰하였

고, 閻明廣이 注하였다. 卷上 流注指微鍼賦에서 何氏는 生數와 成數를 이용한 補瀉

法、迎隨補瀉法과 男女左右捻轉補瀉法을 소개하였다. 何氏의 刺鍼手法의 補瀉法은 특

이하며 중요한 내용은 流注指微鍼賦에 나타나며, 그 요점은 迎隨順逆에서 氣血의

浮沈에 밝아야 한다는 점이다. 閻明廣은 注에서 “만약 迎과 隨를 안다면 氣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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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게 할 수 있고, 氣를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陰陽이 상하로 오르내리는

원류에 통달할 수 있다 …… 대저 迎隨法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는 經絡의 逆順․深淺

을 알아야 한다 …… 迎法으로 瀉함에는 分寸이 있고, 隨法으로 補함에는 深淺이 있

다. 너무 깊게 자침하면 經脈을 손상시키고, 너무 얕게 자침하면 邪氣를 제거할 수 없

다 …… 鍼을 놓을 때는 신속하게 자침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침한 후에는 서서히 進

鍼한다. 발침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급하게 하면 손상되기 쉽다. 이를

분명히 이해하여 모름지기 신중히 하여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 남자는

왼쪽으로 전침하여 瀉하고 오른쪽으로 전침하여 補하며, 여자는 오른쪽으로 전침하여

瀉하고 왼쪽으로 전침하여 補해야 하니, 전침하여 迎隨、補瀉하는 이치는 이것에서

명확해진다”3)고 하였다. 이는 일종의 “補生瀉成”4)하는 經絡迎隨補瀉法이다. 何氏의 鍼

灸補瀉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脈의 순행 방향을 따라 자침하여 보하는

것이고, 경맥의 순행 방향과 반대로 자침하여 사한다. 둘째, 남자는 침을 왼쪽으로 돌

려 瀉하고 오른쪽으로 돌려 補하며, 여자는 오른쪽으로 돌려 瀉하고 왼쪽으로 돌려

補한다. 셋째는 刺鍼 깊이로써 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곧 生數와 成數에 비추어 보

사를 결정한다.

2. 鍼經指南의 鍼灸補瀉理論

鍼經指南은 金代 竇漢卿의 撰으로 1295년에 간행되었다. 竇漢卿의 初名은 傑이고,

字는 漢卿인데, 후에 이름은 黙으로, 字는 子聲으로 고쳤다. 그는 여기에서 時日에 따

른 溫補淸瀉法과 手指補瀉法에 대한 내용을 논술하였다. 補瀉時期에 관하여서는 標
幽賦에서 “午時 이전 卯時 이후에는 太陰이 生하므로 신속히 따뜻하게 해주고, 離左

酉南(未時와 申時)에는 달이 기울어지므로 신속히 차갑게 해주어야 한다”5)고 하였다.

즉 한 달 중에서 보름 이전은 달이 아직 차지 않아 正氣를 충실하게 해야 하므로 이

때에는 마땅히 溫補하되 淸瀉하는 것을 금해야 하고, 보름 이후는 달이 이미 차서 사

기를 제거해야 하므로 이 때는 마땅히 淸瀉하되 溫補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하였

다. 이는 陰陽의 소장규율에 따라 보사법을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標幽賦에

3) 何若愚 外1人: 子午流注鍼經․流注指微鍼賦,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p.11～12. “若能知迎知隨, 令氣必和, 和
氣之方, 必通陰陽升降上下源流, ····· 夫欲用迎隨之法, 要知經絡逆順深淺之分, ····· 迎而奪之有分寸, 隨而濟之有深

淺. 深爲太過, 能傷諸經, 淺爲不及, 安去諸邪 ····· 鍼入貴速, 旣入徐進, 鍼出貴緩, 急則多傷. 明須愼之, 勿爲殆事.

男子左瀉右補, 女子右瀉左補, 轉鍼迎隨, 補瀉之道, 明於此矣.”

4) ‘補生瀉成’은 補瀉法의 일종으로서, 刺鍼의 깊이에 生數와 成數를 결합함으로써 補瀉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즉

補法은 生數인 1～5分을 따르고, 瀉法은 成數인 6～10分에 따른다.

5)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1984年, p.70. “午前卯後, 太陰生而疾溫, 離左酉南, 月朔死而速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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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봄․여름에 肌肉이 얇을 때는 얕게 刺鍼하고, 가을․겨울에 肌肉이 두꺼울 때는

깊게 자침한다. 매월 보름에는 보하지 말고 그믐에는 사하지 말며, 상현과 하현 시기

에는 사하지 말고 초하루에는 보하지 않는다고 한 것 도한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외에도 竇漢卿은 補瀉法을 응용하여 시술할 때 필요한 手指補瀉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침시 手技法을 이용하여 補瀉하는 방법으로서 動․退․搓․進․盤․搖․彈․

提․循․捫․攝․按․爪․切이라는 14종의 手技法을 치료에 응용하였다.

3. 神應經의 鍼灸補瀉理論

神應經은 明代 陳會가 撰하고 그의 제자인 劉瑾이 校補하였으며, 1425년에 간행

되었다. 陳會의 字는 善同, 號는 宏綱이다. 陳氏는 左右平補平瀉法에 대하여 神應經
에서 “누가 補瀉法을 모른다고 하는가? 몸의 왼쪽에는 左補瀉法이 있고, 오른쪽에는

右補瀉法이 있으니, 氣穴의 운행을 따라 치료하는 것이다. 그 이치가 부합하지 않으면

누가 이를 치료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6)라고 하였다. 陳氏는 보사를 좌우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平補平瀉’ 수법을 창안하였다.

4. 丹溪心法의 鍼灸補瀉理論

丹溪는 鍼灸治療에 있어서도 ‘陽有餘陰不足’ 이론을 주장하여 침구치료에 반영하였

다. 그는 자침에는 瀉法만 있고 補法은 없다고 하여 丹溪心法․拾遺雜論九十九에서
“침법은 모두 瀉만 있고 補는 없으니, 그 오묘함은 血氣가 눌려 죽은 즉 불통하는 것

에 있으므로 부위를 따라 모두 침을 놓을 수 있다”7)고 하였다. 즉 朱丹溪는 자침에는

오로지 瀉만 있고 補하는 작용이 없다고 여겨 絡脈에 자침하여 瀉血할 것을 주장하였

다. 예컨대 委中을 자침하여 瘀血로 인한 腰痛을 다스렸고, 氣衝穴로 吐血을, 少商穴

로 喉痹를, 委中로 痛風을, 火鍼으로 瘰癧을 다스렸다.

5. 鍼灸大全의 鍼灸補瀉理論

6) 陳會: 神應經․補瀉手法《鍼灸玉龍經、神應經合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p.162. “孰不知補瀉之法 体之左

有左補瀉之法 右有右補瀉之法 隨氣血所行而治之 不合其理 孰爲其治?”

7) 朱丹溪: 丹溪心法《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68. “鍼法, 渾是瀉而無補, 妙在押死其血氣卽不通, 故下
鍼隨處皆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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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大全은 明代 徐鳳이 1439년 이전에 撰한 저작으로써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竇漢卿의 저작 및 기타 침구서적을 연구하여 ‘金鍼賦’와 ‘論子午流注之法’에 요점을 정

리하였으며, 注男女陰陽出入左右升降捻轉補瀉法 및 기타 補瀉法을 논술하였다.

徐鳳은 男女陰陽出入左右升降捻轉補瀉法에 대하여 金鍼賦에서 “……먼저 질병의

상하를 분별한 다음 穴의 고저를 확정해야 한다. 頭部에 병이 있으면 足部를 取하고,

왼쪽에 병이 있으면 오른쪽을 취한다. 남자의 氣는 오전에는 상부에 있고 오후에는

하부에 있으므로 취혈할 때 반드시 그 이치를 알아야 하며, 여자의 기는 오전에는 하

부에 있고 오후에는 상부에 있으므로 이를 운용할 때는 반드시 그 때를 알아야 한다.

오전은 아침으로 陽에 속하고, 오후는 저녁으로 陰에 속하는데, 남녀의 상하는 腰部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手足三陽經은 手部에서 頭部로, 頭部에서 足部로 주행한다. 手足

三陰經은 足部에서 腹部로, 胸部에서 手部로 주행한다. 陰은 상승하고 陽은 하강하는

것이 出入의 핵심인데, 이에 逆하는 자법은 瀉、迎하는 것이고, 이를 順하는 자법은

補、隨하는 것이다. 봄과 여름에 천부에 자침하는 것은 邪氣가 淺部에 있기 때문이고,

가을과 겨울에 깊게 자침하는 것은 邪氣가 深部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元氣의

두터움과 박함을 살펴서 자침의 깊이를 정해야 한다. 보사법은 그 오묘함이 呼吸과

手技法에 있다. 남자의 경우는 大指를 앞으로 밀면서 침을 왼쪽으로 돌리고 숨을 내

쉬는 것이 補法이고, 大指를 뒤로 후퇴하면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숨을 들이쉬는 것이

瀉法이며, 침을 들어올리면 熱해지고, 침을 밀어 넣으면 寒해진다. 여자의 경우는 大

指를 뒤로 후퇴하면서 숨을 들이쉬는 것이 補法이고, 大指를 앞으로 밀면서 침을 왼

쪽으로 돌리고 숨을 내쉬는 것이 瀉法이며, 침을 밀어 넣으면 熱해지고, 침을 들어올

리면 寒해진다. 왼쪽과 오른쪽이 각기 다르고, 胸部와 背部가 다른데, 오전에는 이처

럼 하고, 오후에는 반대로 한다”고 하였다8).

또한 鍼灸補瀉法에 대한 前人들의 이론을 계승하여 ‘進鍼은 천천히 해야하고 出鍼

은 빠르게 해야한다’고 하였으며, 出鍼時에 呼吸에 따른 보사법과 穴位의 開闔을 이용

한 보사법도 소개하였고, 層을 달리하여 進鍼하는 법을 응용하여 三才補瀉法을 소개

하였다.

6. 鍼灸問對의 鍼灸補瀉理論
8) 徐鳳: 鍼灸大全․卷3․梓岐風谷飛經走氣撮要金鍼賦, 華夏出版社, 1996年, p.512. “先分病之上下 次定穴之高低 頭

有病而足取之 左有病而右治之 男子之氣 早在上而晩在下 取之必明其理 女子之氣 早在下而晩在上 用之必識其時 午

前爲早屬陽 午後爲晩屬陰 男女上下 腰分之 手足三陽 手走頭而頭走足 手足三陰 足走腹而胸走手 陰升陽降 出入之

氣 逆之者爲瀉 爲迎 順之者爲補爲隨 春夏刺淺者以瘦 秋冬刺深者以肥 更觀元氣厚薄 淺深之刺㹰宜 原夫補瀉之法

妙在呼吸手指 男子者 大指進前左轉 呼之爲補 退後右轉 吸之爲瀉 提鍼爲熱 揷鍼爲寒 女子者 大指退後右轉 吸之爲

補 進前呼之爲瀉 揷鍼爲熱 提鍼爲寒 左與右各異 胸與背不同 午前者如此 午後者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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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問對는 鍼灸問答이라고도 한다. 明代 汪機의 撰이며, 1530년에 간행되었다.

汪機는 그의 저서인 鍼灸問對는 문답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침구학술 관점을 나타

내었다. 침구는 內經과 難經에 바탕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된 학술 관점이다.

그는 手法과 取穴만을 중시하는 기풍에 반대하고, 내경과 난경을 바탕으로 하

여 전면적으로 침구이론과 임상 치법을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汪機는 자침에는

瀉法만 있고 補法은 없다고 한 朱丹溪의 견해에 찬동하였다. 자침할 때는 기혈을 구

분하되 정해진 穴은 없다고 하면서 자침에 氣分과 血分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으며, 鍼灸問對에서 “모름지기 병이 氣分에 있으면 상부에 병이 있으면 하부를 取하

고, 하부에 병이 있으면 상부를 取하며, 병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을 취하고, 병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을 取해야 한다. 병이 血分에 있는 경우는 血이 所在한 바를 따

라 병을 取해야 한다. 만약 血分의 병에 氣分을 瀉하고, 氣分의 병에 血分을 瀉한다면

誅罰이 지나치지 않다 할지라도 허물이 장차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는가?”9)라고 하였

다. 사기가 침입하면 정기와 더불어 상하로 돌아다녀, 때로는 氣分이 있고 때로는 血

分에 있어 머무름에 일정함이 없는 까닭에 치료 역시 정해진 穴이 없다. 그는 특정

穴이 특정한 질병을 치료한다는 설에 반대하였으며, 마땅히 經絡을 살피고 氣分과 血

分을 구분하여 辨證施治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氣分血分補瀉法을 논술하였다.

7. 醫學入門의 鍼灸補瀉理論

醫學入門은 明代 李梴의 저작으로 1575년에 간행되었다. 그는 鍼灸補瀉理論에 관

하여 多元陰陽迎隨補瀉法과 上補下瀉法을 제시하였다.

醫學入門․子午八法에서 “神鍼의 요점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穴法 …… 開闔

…… 迎隨 …… 飛經走氣”10) 라 하였다. 開闔이란 시간에 따라 穴을 취해 開闔하는

것으로서, 만성질병에는 子午流注와 靈龜八法을 운용한다. 李氏는 “완만한 병은 반드

시 開闔을 기다려야 하며, 또한 瘟疫은 반드시 運氣에 의거해야 한다. 급한 병은 開闔

에 얽매여서는 안되며, 또한 雜病에는 天時를 버리고 사람의 병을 따라야 한다”11)고

하였다.

9) 汪機: 鍼灸問對․12問《王石山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p.300. “須知在氣分者 上有病 下取之 下有

病 上取之 在左取右 在右取左 在血分子 隨其血之所在 應病取之 若或血病瀉氣 氣病瀉血 是謂誅罰無過 處將誰

歸?”.

10) 李梴: 懸吐醫學入門․鍼灸(上), 翰成社, 1983年, p.181. “神鍼大要有四 曰穴法 曰迎隨 曰飛經主氣”
11) 上揭書: 子午八法 , p.181. “緩病 必候開闔 猶瘟疫 必依運氣. 急病 不拘開闔 猶雜病 舍天時而從人之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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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隨補瀉法을 강조하고 자침의 수법을 중시하여 ‘多元陰陽迎隨補瀉法’을 창안하였

다. 그는 “逆證이면 瀉하고, 順證이면 補한다. 迎隨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氣血

이 흐트러져 당장은 그 반응이 하찮을 지라도 오래되면 반드시 異症이 발생할 것이

다”12)고 하였다. ‘多元陰陽迎隨補瀉法’은 捻轉․鍼의 방향․呼吸 세 가지 요소를 포괄

하고 있으며, 또한 穴이 手에 있는지 足에 있는지, 陰經에 있는지 陽經에 있는지, 남

자인지 여자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에 근거하여 補瀉手法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오전에 남자의 陽經에 병이 있으면 숨을 내쉴 때 補하고 들이 쉴 때 瀉하며, 陰經에

병이 있으면 숨을 들이 쉴 때 補하고 내쉴 때 瀉한다. 오후는 이와 반대이다. 오전에

여자의 陽經에 병이 있으면 숨을 들이 쉴 때 補하고 내쉴 때 瀉하며, 陰經에 병이 있

으면 숨을 내쉴 때 補하고 들이 쉴 때 瀉한다. 오후는 이와 반대이다.

또한 중요한 補瀉法으로 上補下瀉法을 강조하였다. 醫學入門․雜病穴法에서 “또한

참된 秘訣이 한 마디 있으니, 上補下瀉는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13) 고 하였다. 上補下

瀉法은 內經의 標本根結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상부의 혈은 보법에 운용하고 하부

의 혈은 사법에 운용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 있는 혈은 補法에 운용하고, 먼 곳에 있

는 穴은 瀉法에 운용하는 것이다.

III. 結論

鍼灸補瀉法은 모두 氣血의 流注를 원활하게 하고 邪氣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질환에 대한 변증의 기준이 氣血의 流注、正邪의 盛衰、發病部位、

氣分血分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鍼灸補瀉法이 提起되었으며,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음양이론에 입각하여 男女、上下、左右、午前午後、四時、月의 盈虛

에 따라 正氣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假說 아래 구체적인 治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학설을 기초한 選穴의 背景은 發病部位、氣血流注狀態、男女、氣分血分、時

間 等의 狀況이 考慮되었다. 또한 補瀉의 決定은 氣血流注狀態、時間、男女 및 邪氣

의 狀態를 판단하여, 迎隨補瀉、呼吸補瀉、捻轉補瀉、開闔補瀉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졌다.

이와 같이 복잡한 鍼灸補瀉法을 辨證基準에 따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2) 上揭書: 子午八法 , p.181. “逆卽爲瀉 順卽爲補 迎隨一差 氣血錯亂 目前或見小效 久後必生異證.”
13) 上揭書: 雜病穴法 , p.190. “又言一言眞秘訣, 上補下瀉値千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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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氣血流注를 변증기준으로 삼은 침구이론에는 何若愚의 補生瀉成、迎隨補瀉法과

男女左右捻轉補瀉法、神應經의 左右平補平瀉法、李梴의 多元陰陽迎隨補瀉法과 上補

下瀉法이 있으며, 이 이론들은 發病時 氣血流注의 상황에 따라 迎隨補瀉法、捻轉補瀉

法 등을 사용하였다.

2. 正邪의 盛衰를 변증의 기준으로 삼은 침구이론은 竇漢卿의 時日에 다른 溫補淸

瀉法이 대표적이며, 이는 時日에 따른 日月의 盛衰를 正邪의 성쇠와 일치한다고 판단

하고 시일에 따라 보사법을 사용하였다.

3. 病邪의 部位 및 正氣의 盛衰를 변증의 기준으로 삼은 침구이론은 徐鳳의 男女陰

陽出入左右升降捻轉補瀉法이 있다. 이는 病邪의 부위에 따라 취혈 부위를 결정하고

정기의 성쇠에 따라서 보사법을 응용하였다.

4. 기타 汪機의 氣分血分補瀉法은 특정혈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학설에 반

대하였으며 발병시 氣分、血分을 구분하고 경락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다른 치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朱丹溪는 陽有餘陰不足이론을 침구학에도 적용시켰으

며 침법은 모두 瀉만 있다고 하여 邪氣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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