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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cromialbursitisoriginatesfrom theexcessoftheshoulderjointand a
characteristic ofscapula,which is thatscapula cooperatively reacts with the
shoulder,tohumanbeingwhoshouldextensivelyusetheshouldersandenlargethe
rangeoftheirmovement.In otherwords,friction remnants,formedth scapula,
whichsupportstheshoulderandfrequentlymovesbetweenskinandmuscle,are
accumulated,and spreaded outthrough the back and the shoulderjoint,and
eventuallycausemotordisturbancesandpains.Theproblem isthattheoccurrence
agesaregoingdownfrom fiftiestolatethirties.
Weshouldconcentrateon how thoseshoulderpains,whichinterrupteven the
studentsin theirlateteensfrom studying,couldbeeffectively treated.Icould
help the patients who are suffering orwould sufferfrom the pain on their
shouldersbystudyingandreviewingalltheremedieswithacupuncture.
Subacromialbursitisisclinicallythenextmostcommondiseaseafterlumbago,
andalsoadegenerativediseaseofwhichthenumberofitspatientsiscontinually
increasing.Itinclusivelyrefersallthepainonnotonlytheshoulderbutalsothe
surrounding systems and shoulder-arm part,People generally experience these
symptomstwoorthreetimesintheirlifetime.
Theresultsofthisthesiscouldbesummarized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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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varioustreatmentprinciplesonsubacromialbursitisshouldbeunderstood
and learned.Particularly studying with many documentsrevealed thatselective
waysinacupunctureanditsspotcouldbeappliedafterlearningthewaysandthe
rangesofacupuncture.
Secondly,weshouldapplyalternativeandcomplementaryremedies,andeasilyuse
thoseremediesinourdailylives.ThusKoryoSoojiChim,KoryoSoojokChim,
variousmaterialsaboutmuscles,andotherremediesarelistedinthisthesistohelp
tounderstand.
Lastly,thewayswhichwouldbeusefulinanagingsocietyareneededtobe
studied with much more intereston the basis ofunderstanding ofthe basic
principlesofacupuncture.Asaresult,somedata,whichwerealreadyanalyzed,are
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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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序   論

제1절 硏究 方法 

韓醫學의 治法에 있어서 가장 先行하는 것이 針이고 두번째가 灸이며 마지막으로 藥을
使用한다는 말이 있다.(一針二灸三藥)

이는 鍼灸가 病이 急性 初期에 먼저 邪氣를 除去하고,그 治療效果가 빠르며,施術이
簡便하고,治癒過程이 比較的 一目瞭然-患者가 自身의 病症의 治療效果를 쉽게 感知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鍼灸治療에 있어서 보다 早期에 效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外形上의 筋疾患
이며,특히 生活中에 繼續的으로 活動을 하는 어깨와 팔의 疾患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古代와 現代에 걸쳐서 文獻別로 記錄된 어깨와 팔에 關聯된 諸般 疾患들,즉
肩關節周圍炎(五十肩),肩臂痛,肩背痛,肩凝,上肢不擧,肩痺症,麻木 등의 多樣한 名
稱을 갖는 것들에 대해 各各 그 原因과 症狀 그 差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疾患
들의 治療에 常用되는 穴자리와 所屬 經絡에 대해서 調査하고 分析하기로 하겠다.

肩臂痛은 견갑부를 包含한 肩關節을 構成하고 있는 周圍組織과 상기의 肩膊剖에 연관
되어 나타나는 諸般痛症을 包括的으로 지칭하는 疾患을 말한다.1)

본 論文 또한 어깨와 관련한 제반 痛症을 가능한 모든 部分 관련된 원인과 鍼灸學的
治療 혈들을 밝히는 등 平生에 2～3번은 겪게 될 어깨통증을 심도 깊게 다루어 보겠다.

1.어깨에 關聯된 疾患을 크게 肩關節周圍炎(五十肩),肩臂痛,肩背痛,肩凝,上肢不擧,
肩痺證,麻木으로 分類하여 各各 그 原因,症狀과 여기에 使用되는 穴자리를 整理
하였다.

2.取穴하는 것은 주로 十四經上의 穴을 爲主로 하였고 經外奇穴,新穴 等도 가능한
整理해 보았다.

3.各 穴 別로 그 使用 頻度數와 所屬 經絡을 整理하고 分析하였다.

4.鍼灸學的 치료기전 외에도 각종 代替補完療法 중 어깨통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療法들을 병행하여 정리하였다.

1)김경식:“견비통의 침구치료에 관한 임상적 연구,”「대한한의학회지」,제2권,제2호:58~6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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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硏究의 必要性

肩臂痛으로 인한 팔의 可動性이 제한되는 原因은 여러 가지가 있다.팔 筋肉을 무리
하게 사용하여 근염(筋炎)이 생긴 경우,팔과 이어지는 神經의 通路가 되는 목뼈의 이상
으로부터 頸椎디스크가 신경을 壓迫하는 경우,40대 후반에 이르러 뇌하수체와 副腎
호르몬 機能減退로 갱년기 장애를 겪으면서 老化의 일부가 뼈의 다공증(多孔症)과 관절의
退行性 관절현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50견의 경우 등 多樣하다.

견비통은 臨床的으로도 腰痛 다음으로 많은 질환이며 점차 退行性 질환으로 이환
되는 인구가 增加되고 있는 趨勢이다.2)

五十肩은 팔을 많이 사용하고,그 可動範圍를 확대시켜야 하는 인간에 있어서 肩關節의
무리와 함께 팔의 움직임과 補完的으로 반응하는 肩胛骨의 특성과 관련된다.즉 팔을
견지해주는 肩胛骨이 피부와 筋肉사이를 자주 드나들어 마찰 찌꺼기가 견갑각 부위(고황)에
累積되고,누적 현상이 등과 어깨관절에까지 波及되어 運動障碍와 통증을 誘發시킨다.
문제는 나이가 50대에 들어 發生되는 肩臂痛症의 발생 推移가 30세 후반까지 下向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떻게 하면 10대 후반의 학생들에게까지도 공부에 방해가 되는 심각한 어깨통증을
效果的으로 治療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鍼灸學을 비롯한 침과 관련한 가능한
모든 治療法들의 예를 찾아보고 點檢해 봄으로 어깨 통증을 경함하는 이들과 앞으로
經驗하게 될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제3절 硏究 問題

本 論文의 연구 目的은 견비통 治療의 極大化를 위해 침구의 基本 原理를 알아보자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들을 效果的으로 알아보고 點檢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를
提起하였다.

2)박형준 외:“견갑부의 통증환자의 임상적 고찰,”「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제6권,제2호:21~2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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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鍼灸學의 基本的인 원리는 肩臂痛 치료에 있어 어느 정도의 多樣性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침구학에 있어 經絡을 견비통 治療에 이용함에 있어 어떤 種類의 것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3.침구학에 있어 經穴을 肩臂痛 治療에 이용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제4절 硏究 假設

本 硏究를 위한 假設의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설 1.견비통을 치료할 수 있는 多樣한 치료 原理들을 이해하고 習得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설 2.다양한 代替補完療法을 견비통 治療에 活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대체요
법들을 실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鍼灸治療의 基本原理를 각종 文獻을 통해 이해하여 老齡化 되는 사회에 健康
原理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절 硏究의 制限點

첫째,文獻 고찰이라는 다소 진부한 題目을 선택했지만 代替醫學을 전공한 입장에서
치료의 원리를 일반에 適用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다양한 治療原理들을 把握하고 資料를 수입하였지만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치료의 方法들 중 醫療的인 부분이 있어 進行에 다소 어려웠었다.

셋째,鍼灸의 치료 원리가 經穴과 경락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鍼灸治療가 아닌 運動
療法이나 食餌療法을 통한 치료의 接近性을 느끼기에 다소 肯定的인 면들도 있었다.

넷째,다시 한번 밝히지만 본 논문의 特性上 實驗的인 요소보다는 總體的이면서도
槪括的인 이론의 展開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하여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 하려고
했지만 대다수의 原文 내용이 어려운 漢字語로 되어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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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文獻考察 

 제1장 肩臂痛의 定義

肩臂痛은 목 디스크처럼 어깨 이외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깨
자체의 문제 중 慢性疾患인 견관절 周圍炎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肩關節 周圍炎'이
라고 하면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나 '四十肩'또는 '五十肩'이라고 하면 낮설지
않다.이 명칭은 40∼50대에 잘 나타나는 병이라서 이와 같은 別名이 붙었으며,서양에
서는 병의 症狀과 特徵을 보고 마치 어깨가 얼어붙은 것 같다고 해서 'Frozen
Shoulder'라고 한다.3)명칭에서 보다시피 이 병은 中年層에서 잘 나타나고 가벼운 외
상 經歷이 있거나 뚜렷한 原因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肩臂痛의 주된 症狀은 어깨관절의 痛症과 경직으로 인한 運動障碍이다.상지를 외전,
외회전,신전 시에 痛症이 심하게 나타나고 특히 夜間에 통증이 심하여 아픈 쪽으로
잠을 자기가 困難하거나 잠을 깨게 된다.심한 경우에는 머리 빗기,상의 입고 벗기,
수저 드는 動作조차 困難해지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4段階 과정을 거치게 된다.제1단계는 痛症이 증가하는 시기,
제2단계는 통증이 減少하면서 硬直이 나타나는 시기,제3단계는 통증이 消失되면서 경
직이 남는 시기,제4단계는 경직이 풀어지면서 정상 回復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각
단계별로 보통 4∼8개월이 소요되며 全體的으로는 적절한 治療를 하지 않는 경우 약 1
∼2년이 소요된다.즉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약 2년 정도면 봄눈 녹듯이 녹아 내려
대부분 정상회복이 된다.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나 길고 苦痛스럽기 때문에 치료의 焦點
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의 回復과 통증의 減少에 맞춘다.

 제2장 肩臂痛의 發病原因

  1. 神經學的 原因

팔이 저리거나 어깨의 痛症이 쉽게 낫지 않을 때 팔과 이어지는 신경이 시작되는
목뼈의 변위나 頸椎神經의 압박을 의심하게 된다.목뼈(頸椎)는 7개가 차곡히 쌓여있다.

3)대한정형외과학회편:「정형외과학 제4판」서울:최신의학사,1982,pp.248~250,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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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가운데 있는 4번 頸椎를 정점으로 활(弓)모양으로 彎曲을 이루고 있다.대체로
4,5경추 이상에서 팔의 엄지손가락 쪽으로,5,6경추 이상에서 검지와 中指 손가락
쪽으로,6,7경추 이상에서는 약지 소지 손가락 쪽으로 저리거나 마비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추 속의 脊髓管을 통과하는 頸椎神經이 팔에 뻗어 分布되어 있고,
頸椎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팔에서는 엄지에서 소지 方向으로 신경전도 방향
역시 내려가면서 分布되어 있기 때문이다.

팔을 치료할 때는 팔의 神經學的인 원천인 목뼈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重要하다.
이럴 때 병원의 物理治療室에서는 경추 神殿法으로 턱과 머리에 목을 견인시키는 줄을
고정하여 도르레에 걸고,추를 매달아 頸椎를 견인시켜 주는 治療를 한다.이러한 치료
법은 변위되어 있지 않는 뼈들도 불필요한 牽引力을 받게 하므로 自然健康療法에서는
熟考하게 된다.

  2. 스트레스가 原因

견비통은 목 디스크처럼 어깨 이외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깨
자체의 問題가 慢性化된 肩關節 周圍炎에 대해 說明한다.

'肩關節 周圍炎'은 '四十肩'또는 '五十肩'이라 부른다.즉 40∼50대에 잘 나타나는
병이라서 이와 같은 別名이 붙었으며,서양에서는 병의 症狀과 特徵을 보고 마치 어깨가
얼어붙은 것 같다고 해서 'FrozenShoulder'라고 한다.

명칭에서 보다시피 이 병은 中年層에서 잘 나타나고 가벼운 外傷 經歷이 있거나
뚜렷한 原因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大部分이다.

그렇지만 肩臂痛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자주 온다.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주위 筋肉이 경직되면서 어깨나 팔,손가락까지 저리게 된다.높은 베개를 베고 잘
때도 肩臂痛이 올 수 있다.사람의 목은 C자형으로 휘어 있는데,높은 베개를 베면 척
추가 일자형이 되면서 그 衝擊으로 인해 어깨가 결릴 수 있다는 것.평소 낮은 베개를 베
거나,C자형 커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경추형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이밖
에 운동이나 집안일을 할 때 무리하게 한쪽 어깨만 쓰는 境遇,또 筋肉을 너무 過勞하게
써도 肩臂痛이 올 수 있다.이때 肩臂痛을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경추 디스
크까지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治療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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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韓醫學的인 原因

견비통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간신기부족(肝腎氣不足),기혈허약(氣血虛弱),불통칙
통(不通則痛)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간과 신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간장이나 콩팥과는 그 의미가 좀 다르고 동양의학적 함축된 의미가 있다.즉 간의 기능과
관련하여 "肝은 筋을 生한다","肝의 合은 筋이다","肝은 疲勞에 견디는 本이다","肝이
왕성하면 筋도 충실하다"는 한의학의 기본원리이다.그리고 腎과 관련된 기본원리에는
"腎은 骨을 주관하고 骨髓를 生한다"라는 말이 있다.그밖에도 정(精),성장(成長)
발육(發育),청각(聽覺)등과도 관련이 있다.

오장육부(五臟六腑)중에서 肝과 腎은 근육,골격,관절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肝과 腎이 허약하면 근골격계 질병이 쉽게 온다.그리고 기혈허약(氣血虛弱)즉 인체의
순환체계의 신경이외에 경맥(經脈)과 혈맥(血脈)등의 순환 저해를 말한다.그런데 이
들이 불통칙통(不通則痛)이 된다.이는 한의학 고전인 ‘皇帝內徑’에 나온 표현으로 ‘불
통즉통 통즉불통(不通卽痛 通卽不痛)’이라는 내용이다.이는 기혈의 순환이 막히게 되
면 통증이 발생되고 순환이 좋아지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한방에서는 견비통과
같은 통증의 원인을 주로 외부의 차고 습하며 나쁜 기운이 경락에 들어오거나,고량
진미(膏粱珍味)의 과다한 섭취,감정의 심한 변화,외상 등에 의한 담음(痰飮)과 어
혈(瘀血)로 인해 기혈의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4)

이때 循環體系를 잘 통하도록 해주면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이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게 된다.

<內經>에서는 肺心의 邪가 병인이라 하였고,5)許俊은 東醫寶鑑에서 酒로 인한 痰飮,
風寒濕,氣血凝滯,七情,折傷 등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6)또한 견비통을 風寒
濕邪의 肩部 침입에 의한 경락의 조체로 경근작용의 이상,風濕 七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7)

4)윤성중 세계일보 2004.12.01겨울철 통증
5)張隱俺,馬元臺 :「黃帝內徑 素問」 中國:北京中西醫學硏究總會,1919,pp.244-430,pp.272-273.
6)許 浚:「東醫寶鑑」 서울:南山堂,1976,pp.298~299.
7)박동석 외:“견비통의 침구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대한한의학회지」,제3권,제2호:55~61,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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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方에서 주로 사용하는 견비통의 治療手段에는 천연약물과 침뜸,그리고 物理治療가
있다.한약을 사용할 때는 간과 신의 기능이 젊고 健康한 사람처럼 활동하도록 하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주고 循環이 잘 되도록 하는 처방으로 환자의 체질을 감안해서 사용
하게 된다.또한 침으로 경락의 疏通이 잘 되도록 해준다.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관리와 運動方法의 원칙은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고 어깨를 가능한 한 여러 方向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그러나 조직이 損傷될 수 있을 만큼 심한 운동은 피하고 조
심할 필요가 있다.

 4. 잘못된 자세가 原因

잘못된 자세가 부르는 肩臂痛의 중요 원인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파에 누워
오랜 시간 TV를 보고 있으면 견비통이나 요통 등 통증이 찾아온다.이는 움직이지 못한
척추나 뼈를 둘러싼 靭帶,곧 연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시간만
나면 눕는 習慣을 고치고 만약 피곤해서 잠깐 눕더라도 일어난 후에는 가볍게 몸을
흔들어 주면서 筋肉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 豫防法이 될 수 있다.

걸음걸이에도 神經을 써야 하는데 하이힐이나 꼭 끼는 구두를 신고 터벅터벅 걸으면
허리나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걷는 데도 올바른 習慣을 들여야 하는데 양발의
각도를 30도 정도 벌린 다음 뒤꿈치부터 딛고 體重을 서서히 앞으로 옮긴 다음,앞부분으
로 약간 밀듯이 발을 내딛는 사뿐사뿐한 걸음이 가장 좋다.

앉은 자세도 중요하며,앉은 자세가 나쁘면 어깨가 결리거나 목에 통증이 올 수 있다.
흔히 등받이에 등과 머리까지 대고 늘어지게 앉아 있거나,윗몸과 목을 심하게 숙이고
불편한 자세로 앉는 경우가 있다.이는 근육의 뒤틀림을 가져와 주부 慢性 疲勞의 원인이
되고 목이나 어깨,심하면 디스크가 생길 우려도 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댄 채 허리와 등,그리고 머리가 일직선이 된 자세가 적당
하다.運轉할 때는 등받이 각도를 100도 정도로 세우고 머리받침에 뒷머리를 가볍게
댄 자세가 疲勞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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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肩臂痛 治療의 一般的인 例

 1. 藥物療法 

五十肩은 어깨에 營養狀態가 부족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一般的으로 어깨는
肩胛骨(어깨뼈가 붙어 있는 자리)에 많은 근육과 인대가 매달려 있어 180도로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營養障碍가 인체의 다른 관절보다 빨리 發生한다.그러므로 단단하게
굳어 있는 어깨근육을 풀어주고 약물을 이용해 어깨에 넣어준다.

 2. 물(水)치료와 物理治療法敵 接近

2～3kg의 모래주머니를 이용한다 沐浴을 할 때 어깨운동을 하거나 2～3kg의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매일 가볍게 앞뒤나 양옆으로 흔드는 方法도 효과가 좋다.막대기를
이용하는 體操 방법도 있다.손을 위로 올리는 것과 옆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위로
올릴 경우에는 막대기를 세우고 아픈 쪽의 손으로 막대기 윗부분을,아프지 않은 쪽
손으로 아랫부분을 잡는다.그리고 아프지 않은 쪽 손으로 막대기를 들어올리면서 아픈
쪽 손도 따라 올라가게 한다.옆으로 올리기에서는 막대기를 옆으로 놓고 어깨 너비보다
좀 넓게 잡아 아프지 않은 손을 위로 들어올린다.이렇게 治療를 한 다음에는 어깨를
차게 하지 않도록 操心한다.밤중에 어깨가 아픈 것을 豫防하려면 어깨에 모포나 얇은
이불을 덮어 보온한다.대개 다른 關節의 질환은 安定을 취하고 사용을 自制해야 치료가
된다.하지만 오십견은 어깨의 關節運動을 최대한 많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苦痛스
럽더라도 지속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운동을 時計方向으로 팔을 돌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만 關節囊이 벌어지고 굳은 근육도 풀어진다.

막대나 수건 같은 것을 잡고 머리 위,목 뒤,등 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運動도
效果的이다.이러한 운동을 하기 전에 찜질 팩으로 온열요법을 쓰면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効果가 훨씬 크다.또 잠을 잘 때는 항상 베개 하나를 옆에 두고 아픈
어깨를 괴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우나와 같은 물 治療의 방법으로 接近해보는 것도 좋다.65도 이상의 사우나에서
20분정도 사우나를 실시하고 가벼운 마사지로 몸을 풀어주면 어느 정도 치료 效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사우나는 體力을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疲勞에 지쳐
있거나 體力이 약해졌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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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치료의 한 방법으로 따뜻한 물에 全身浴의 형태로 38~40℃정도의 더운물에서 천
천히 목욕을 하거나 자주 샤워를 하는 것도 效果的이다.특히 결리는 부분에 集中的으
로 뜨거운 물과 찬물을 교대로 갖다 대면 血行이 촉진되어 쉽게 통증이 緩和된다.하
지만 동반되는 질환이나 重症 병이 있다면 신중히 選擇해야 한다.

 3. 民間療法

첫째,生薑을 끓인 후 짜서 어깨에 붙인다.생강은 血液循環을 촉진시키고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찜질효과가 크다.생강의 이런 性質을 이용한 濕布를 만들어 찜질해주면
좋다.생강탕 이외에 생강즙에다가 밀가루를 넣어 반죽한 것을 어깨에 붙여도 도움이
된다.

둘째,고추찜질은 어깨를 따뜻하게 해준다.붉은 고추 달인 물로 찜질을 하면 좋다.
고추의 매운맛 性分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붉은 고추를 달여 그 물을
거즈에 적셔서 아픈 곳에 대주면 된다.한번에 30분씩 하는 것이 적당하다.피부가 약
해 자극이 심할 때는 고춧물을 더 희석해 사용하고 찜질한 부위에 올리브 기름을 한번
발라주면 자극이 덜해진다.

셋째,마늘을 밀가루에 섞어 붙이는 방법으로 어깨가 쑤시는 사람 중에는 便秘나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다.그런 경우라면 평소 食生活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보리밥이
나 현미밥도 좋고 깨를 갈아서 밥 위에 얹어 먹어도 좋다.그리고 단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일할 때 어깨가 쑤시거나 통증이 오면 마늘을 잘 부수어 밀가루와 섞은 다음
헝겊에 펴서 아픈 부위에 바르면 즉시 痛症이 없어진다.

넷째,엄나무 껍질 차는 어깨마비를 풀어준다.근육과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아플
때는 엄나무 껍질차를 마셔본다.어깨 아픈 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풍을 제거하고 가래를
내리게 하는 데도 좋다.한약재상에서 海東皮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으니 쉽게 이용할
수도 있다.10~20g을 하루 양으로 해서 물을 적당히 넣고 끓인 다음 차처럼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면 된다.

다섯째,구운 토란껍질과 생강을 붙인다.어깨가 심하게 아플 때 예전부터 토란으로
습포나 찜질을 해왔다.먼저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토란을 작은 것이라면 2-3개,큰 것이
면 1개를 껍질이 약간 그을릴 정도로 가볍게 굽는다.불에 굽는 까닭은 토란 껍질과 속
살 사이에 有毒性分이 있어 생토란을 그냥 바르면 皮膚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0 -

마지막으로는 東醫寶鑑 중에서 수선의 뿌리,무우,꽈리를 사용하라 했으며 治療法으
로는 수선(水仙)의 뿌리를 짓찧어서 초를 약간 넣고 밀가루로 반죽을 하여 문창호지에
두껍게 편 다음 결리는 곳에 붙이면 낫는다 하였고,견비통(肩痺痛)이나 근육통에는 모
래찜질을 하면 유효하다고 했다.또한 무우를 갈아서 소금을 약간 넣고 헝겊에 싸서
결리는 곳에 놓아주면 되고 꽈리를 짓찧어서 발라도 有效하다고 했다.

 4. 韓方治療法

胃臟의 기능이 좋지 않을 때도 어깨결림이 나타날 수 있다.胃臟障碍가 원인일 경우
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증상을 同伴한다.이럴 때는 補中益氣湯을
쓰고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 六味地黃湯을 처방하기도 한다.외상이나 打撲傷으로
오십견이 發生됐다면 어깨 주위를 순환시켜주고 통증을 줄이는 舒頸湯을 쓴다.
또한 주로 몸이 차거나 비가 오는 날 어깨가 더 많이 쑤시고 아프면 전신 진찰을 해서

어깨에 風寒濕(한방에서는 관절에 침입하는 병으로 본다)을 제거하는 五賊散을 쓴다.
韓方治療 중 肩臂痛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葛根湯이다.갈근은 땀을 내게 하며

열을 내리게 하는 데 쓰이는 약재.목덜미가 뻣뻣하고 머리를 잘 움직일 수 없을 때,
등이 결릴 때 사용해도 效果를 볼 수 있다.갈근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잘 썰어서
햇볕에 말린 것을 1회에 15g씩 하루 3회,물을 한 사발 붓고 1시간 끓여서 空腹에 복
용한다.작약,甘草湯과 같은 韓方藥도 효과가 있다.
痛症을 치료하는 效果的인 韓醫學的인 치료 방법으로 활혈(活血·피를 활발하게 함),

또는 행혈(行血·피를 잘 통하게 함)시키거나 담을 풀어주는 處方을 사용하는데 이런
처방에 많이 들어가는 한약 재료는 위의 재료들 외에도 當歸,川芎,玄葫索,乳香,沒藥
등의 韓藥材들이 있다.이것들은 모두 血液循環을 촉진시켜 瘀血을 풀고 파괴된 조직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약재들이다.흔히 쓰는 침이나 부항(附缸),핫팩(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찜질)도 硬結된 조직을 풀고 기혈의 循環을 도와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약은 肩臂痛治療에만 效果가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기혈을 補充하여

체력을 재충전하는 목적이므로 五臟六腑의 허실을 진단하여 처방합니다.50대의 부족한
기혈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몸의 허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므로 난치에 속하는 질환들이
발생 할 수 있다.기허한 사람에게 적당한 처방은 "補中益氣湯"加減方을,陰虛인 경우는
"四六湯"가감방을 投藥하며 기혈이 모두 부족한 사람에게는 "十全大補湯"加減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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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鍼灸治療法

견비통(肩臂痛)의 병인은 풍,한,습이 經絡에 옹체되었거나 담 또는 打撲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이 鍼灸學的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처음에는 팔을 움직이기 不便하다가
점차 심해지면 極甚한 疼痛이 있으며 팔을 꼼짝도 움직일 수 없고 동시에 목까지 돌릴
수 없다.이 병은 주로 40세 이후에 많이 오는 疾患이며 추운 계절에 잘 發生된다.鍼灸
治療的인 접근 방법은 견갑은 手三陰,三陽經이 모두 循行하는 부위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양명 大腸經과 수태음 肺經이다.때문에 경락이 돌아가는 部位를 잘 선택해서
치료해야 하는데 통증이 견갑 외측에 있는 통증일 때는 大腸正格인 삼리,곡지,양곡,
양계와 같은 대장경맥을 고르게 해 주어야 하고,痛症이 견갑 내측에 있을 때는 폐유
(방광),척택(폐)에 취혈하여 폐유로써 폐기를 고르게 하고 척택으로서 폐경맥을 고르게
해주면 좋다.

어깨관절과 관련된 경락으로는 수3양경인 소장경,대장경 삼초경이 있으며 일상적인
통용혈로로로는는는 풍지(膽),폐유(膀胱),족삼리(胃),대추(督脈),견우(大腸),곡지(大腸),합곡
(대장),대저(膀胱),견외유(小腸),천정(대장),지구(三焦),양지(삼초),풍지(膽),폐유(膀胱),
족삼리(胃)등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침과 뜸으로 肝經과 腎經을 다스려 氣穴疏通을 촉진시키고,팔에 分布된
小腸經과 대장경 경락의 疏通이 잘 되도록 해주어 팔관절 주위의 炎症을 소염시키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이 된다.

요즈음에는 약침의 시술이 肩臂痛 治療에 사용되고 있으며 紅花 등의 약침 시술이후
治療하기 전의 痛症을 10이라고 보았을 때 치료 후의 患者가 자각하는 통증을 수치로
나타내게 하였을 때 치료 후의 통증이 평균 4.53±1.63이었으며,痛症의 減少는 平均
5.47±1.64으로 나타나 약침 시술의 優秀性이 檢證되기도 했다.8)

8)정동화 외:“홍화 약침의 견비통에 대한 임상적 연구,”「대한침구학회지」,제19권,제6호:19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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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肩臂痛의 鍼灸學的 接近

제1장 肩臂痛 針 治療法

 1. 침 治療法과 經絡의 關係性

침구의 窮極的인 근거가 되는 經絡에 대해서도 다양한 科學的 방법을 통한 연구가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9)예를 들어 骨關節炎10),化學療法 副作用에 의한 구
토11),腰痛12),生理痛13)등 뿐 만 아니라,西洋醫學에서도 치료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
는 질병이었던 慢性痛症14)과 藥物中毒15)16)의 침 治療效果가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등
의 다양한 硏究結果가 제시되고 있다.經絡에 대해서도 同位元素 추적접 등과 같은 해
부학적․組織學的 연구,경락의 순경감전현상,경락과 中樞神經系統과 체액의 관계 등
을 연구하는 生理學的 연구17),측정기기를 이용하여 경락의 온도,주파수,電氣抵抗과 전
위 등을 연구하는 生物物理學적 방법18)등과 같은 硏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2. 肩臂痛 關聯 經絡圖 

우리 몸에 散在한 14경맥과 奇經脈 등을 그림과 함께 기재하여 본 論文을 전개하는 데
이해를 돕고자 했다.특히 肩關節 주변을 흐르는 경락을 參考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9) 한국한의학연구소 임상연구부: 「경락의 연구 Ⅰ」서울: 대명문화사, 1996, pp.61~130, pp.97-99.

10) Dikens E. and G. Lewith, A single-blind controlled and randomized clinacal trial to evaluate the    

 effect of acupuncture in the treatment of trapezio-metacarpal osteoathritis. Complementary Medical  

 Research 1989:3:5-8.

11) Dundee, J. W., et al. Acupuncture prophylawis and cancer chemothrepy-induced sickness. R. Soc.  

 Med. 1989 : 82:268-271.

12) Gunn and Milbrandt. 1980. Dry needling of muscle motor points for choonic low back pain. Spine  

 1980:15:279-291. 

13) Helms, J. Acupuncture for the management of primary dysmenorrhea. Obsttet. Gynecol. 1987 :     

 69:51-56.

14) Patel, M., F, Gutzwiller, F. Pacc명, and A. Marazzi. 1989. A meta-analysis of acupuncture for      

 chronic pain. Int. J. Epidemiol. 1989:18:900-906.

15) Bullock, M., P. Culliton, and R. Olander. Controlled trial of acupuncture for severe recidivist        

 alcoholism. Lancet 1989:1:1435-1439.

16) Smith, M., An acupuncture programme for the treatment of drug-addicted persons. Bull. Narc. 

1988:11. 

17) 황영국: 「관어경락본질연구적반사」중국: 산동주의학보, 1991, pp.61~64.

18) 방향명: 「잔담대경락실질적연구방법」중국: 산동주의학보, 1992,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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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태음 폐경(手太陰肺經)

나나나 . . . . 肺肺肺肺經經經經의의의 11111111穴穴穴穴

穴穴穴穴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중부 (中府)
호흡 ,
심장 편도선염

2.운문 (雲門)
호흡 , 
심장 편도 , 오십견

3.천부 (天府) 호흡기병 코피 구토

4.협백 (俠白) 호흡 ,심장 기침 ,가래

5.척택 (尺澤) 호흡 ,심장 해수 ,육혈

6.공최 (孔最) 호흡기병 치질 , 발열

7.열결 (列缺) 호흡기병 한쪽 마비

8.경거 (經渠) 호흡기병 열병한불출
(熱病汗不出)

9.태연 (太然)
호흡 , 
심장 해수 ,기천

10.어제 (魚際) 심장병 곽란 ,실음

11.소상 (小商) 심장병 유선염 , 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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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양명 대장경(手陽明大腸經)

穴穴穴穴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상양 (商陽)
신열 , 목 , 
이빨 귀울림

2.이간 (二間) 신열 , 코피 편풍 (片麻痺)

3.삼간 (三間)
신열 ,목 ,코
피 장통 (腸痛)

4.합곡 (合谷)
신열 ,코피 , 
이빨

눈 , 두통 , 
면종 , 귀울림

5.양계 (陽谿)
목구멍 , 
이빨 인후종통

6.편력 (偏歷)
코피 , 치통 , 
주관절 , 건초염 ,유혈

7.온류 (溫溜) 신열 면종 , 치질 , 
복명 (腹嗚)

8.하렴 (下廉) 방광 복명 , 유선염
9.상렴 (上廉) 설사 뇌풍 , 편풍 , 

복명
10.수삼리
   (手三里)

이빨
뇌풍 , 편풍 , 
목종기
(임파선 )

11.곡지 (曲池)동상 편풍 , 목종기 , 
월경불순

12.주료 (肘髎)
손급 , 통증 , 
마비 마목 ,기와

13.수오리
   (手五里)

주비동통 학질 ,정창

14.비노 (臂娼)신열 풍열 ,중풍 ,두드
러기

15.견우 (肩隅)견비동통 중풍 , 편풍 , 
두통 ,견관절통

16.거골 (巨骨)이빨
토혈 , 간질
소아경풍 ,  

17.천장 (天鼎)이빨 목 , 인후병

18.부돌 (扶突)
천식 , 기침
(기관지 )

19.화료 (禾髎)코피 비류청체
20.영향 (迎香)코피 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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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족양명 위경(足陽明胃經)

穴穴穴名名名 共共共通通通症症症 特特特效效效症症症
1.승읍(承泣) 눈,각막염근시 두통(眩)
2.사백(四白) 눈,통증,침 어지러움(眩)
3.거료(巨髎) 눈 각막염, 구안와사 료
4.지창(地倉) 언어 장애 치통,구안와사
5.대영(大迎) 치통 언어 불능
6.협거(頰車) 이빨 치육통(하악)
7.하관(下關) 이빨 귀아픔
8.두유(頭維) 눈풍안통,침침함,편두통,두통
9.인영(人迎) 목 염증통 천식,갑상선종,곽란
10.수돌(水突) 목 염증통 천식
11.기사(氣舍) 편도선,인후염, 채찍병
12.결분(缺盆) 호흡기 질환 손마비,경련통
13.기호(氣戶) 흉막염,기관지염,폐렴,호흡곤란
19.부용(不容) 위 통증,경련 확장 기침
20.승만(承滿) 위장염,위통 기침,흉통
21.양문(梁門) 위염,소화불량, 탈항
22.관문(關門) 위장병 설사,유뇨증
23.태을(太乙) 위장통 각기,유뇨증,착란
24.滑肉門 위장(출혈,경련) 탈항,설염,정신착란
25.천추(天樞) 만성 설사,불임 생리불순,신장염
26.외릉(外陵) 장경련,부고환염 월경통
27.대거(大巨) 장선통,배뇨곤란 변비,불면,반신불수
28.수도(水道) 장통(腸痛),부인병 방광
29.귀래(歸來) 남녀생식기병 소복통
30.기충(奇衡) 남녀 생식기병 전립선,방광,신우염
31.비관(髀關) 장선통 요통,요퇴동통
32.복토(伏兎) 위병 각기,중풍
33.음시(陰市) 대퇴 등의 냉통 발,허리,무릎,
34.양구(梁丘) 위통,설사 무릎관절염,유방통
35.독비(犢鼻) 무릎 관절병 류마티스,각기,수종
36.족삼리 위장병,신경통 반신불수,정신착란
37.상거허 위장(허약통) 각기,사지 마비
38.조구(條口) 위장병 각기
39.하거허 위장병,유방병 사지마비,류마티스
40.풍륭(豊隆) 장통,변비,두통 신경쇠약,히스테리,
41.해계(解谿) 두통 정신착란,히스테리,
42.충양(衡陽) 위장,얼굴 마비 충치,열병한불출
43.함곡(陷谷) 위 장,면종 열병한불출(熱病汗

不出)
44.내정(內庭) 위장 얼굴마비,사지궐냉
45.여태(厲兌) 안면마비,당뇨 황달,복만(腹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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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족태음 비경(足太陰脾經

穴穴穴穴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은백(隱白)
위장병, 
자궁 경련 발냉증, 소아 경련

2.대도(大都) 위확장, 구토 수족 냉한, 요통, 
귄태

3.태백(太白)
위장통, 설사, 
구토  요통

4.공손(公孫)
위장 출혈, 탈항, 
구토

두통, 발열, 정신
착란

5.상구(上丘)
복명, 변비, 황달
(위장)

신경쇠약, 소아 경
풍

6.삼음교
 (三陰交)

위약, 설사, 성병
(임질)

비뇨기(유뇨)

7.누곡(漏谷) 위확장, 복명 신경쇠약

8.지기(地機)
대장염, 자궁통,
정력부족

요통, 무릎, 다리
병

9.음릉천
  (陰陵泉)

설사,복냉,부인병 각기, 무릎 관절염

10.혈해(血海)
자궁출혈, 생리불
순 통경,붕루

11.기문(箕門)
자궁출혈, 대퇴신
경통 탈장, 소변 불리

12.충문(衡門)  탈장 장경련, 요복 신경
통, 고환염

13.부사(府舍)장염, 변비, 경련 하복부통, 맹장염

14.복결(腹結)
소화기병 (대장 , 
소장병), 변비  황달

15.대횡(大橫)장염, 변비, 설사  경쇠약

16.복애(腹哀)
위장병, 농혈변, 
신경성 위통  경련

17.식두(食竇)
호흡기(폐렴. 
흉막염, 폐기종)

 림,번위

18.천계(天谿)
늑간 신경통, 
흉막염  선염

19.흉향(胸鄕)호흡기(위와같음)  흉통

20.주영(周榮)호흡기(위와같음)  해수기천

21.대포(大包)
천식, 흉막염, 늑
간 신경통 심 장병, 폐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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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음 심경(手少陰心經)

穴穴穴穴            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극천(極泉)
심장병, 늑간
신경통, 
신경쇠약

암내,심계정충

2.청령(靑需) 두통 견배통, 
척골 신경통

3.소해(少海) 두통. 이빨 뇌풍, 임파선
종기

4.영도(靈道) 두통, 이빨
뇌풍, 

액협통(術總)
임파선 종기

5.통리(通里)
심계 항진, 
심장쇠약

두통, 
어지러움증, 
월경 과다

6.음극(陰極)
심계 항진, 
심장통

코피, 
토혈(위출혈)

7.신문(神門)
모든 심장병, 
소화기 질환

신경쇠약, 
불면증, 
어지러움

8.소부(少府) 심계 항진
음부

가려움증, 
위경련, 탈장, 
방광 마비

9.소충(小衡)
심장병(정신불
안, 비관)

손바닥 , 

입속의 열(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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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태양 소장경(手太陽小腸經)

穴穴穴穴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소택(小澤)
목줄기통, 두통, 눈
침침함

심장통, 
중풍의
사출혈

2.전곡(前谷)
머리(이하선염, 
이명, 코피)

열병, 천식
기침

3.후계(後谿)
머리(눈의 충혈, 
침침함.귀의멍멍함)

목줄의 굳음

4.완골(脘骨) 치통, 두통, 귀울림 흉통, 편풍, 
소아 경풍

5.양곡(陽谷)
이하선염(위와
같음)

열병

6.양로(陽老)
두통, 약시(弱視) 
치통 견비, 격통

7.지정(支正) 두통 두부열증

8.소해(小海) 위와 같음 척골신경통, 
하복부통

9.견정(肩貞) 편두통, 귀울림 견관절염,
류마티스염

10.노유(臑兪)
견관절통, 오십견, 
상지통 견비통

11.천종(天宗)
견갑부의 통증, 
얼굴의 종기, 
젖부족, 유선염

견갑통

12.병풍(秉風)
어깨와 팔의 마비, 
통증 견갑산통

13.곡원(曲垣)
견갑부와 상지의
통증, 쥐

견갑구련동
통

14. 견외유
    (肩外兪)

견갑통,어깨
쥐,마비,한열 견배산통

15. 견중유
    (肩中兪)

시력 감퇴 호흡기(기침,
각혈, 폐렴)

16.천창(天窓) 귀(통증, 멍멍함)
중풍, 
치루,견갑통

17.천용(天容) 귀(울림, 멍멍함) 미열, 기침

18.권료(顴髎))))치통, 구사 안면근의련
마비

19.청궁(聽宮)
귀(울림, 멍멍함), 
어지러움, 시력감퇴

두통, 안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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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穴穴穴穴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청명(晴明) 목예 근시,야맹
2.찬죽(攢竹) 눈병 두통정신이상
3.미충(眉衝) 간증,두통 비색,비창
4.곡차(曲差) 콧병(鼻寒), 코피 축농증, 두통
5.오처(五處) 눈, 두통 뇌막염 ,척추

근경련
6.승광(承光) 눈의 침침함, 비염 두통
7.통천(通天) 녹내장,콧병, 두통 어지러움
8.낙각(落却) 병, 코피 뒷목의중통 , 

구사
9.옥침(玉枕) 근시,안통,코막힘 뇌질환 두통
10.천주(天柱) 코막힘, 두통 두부제질환
11.대저(大杼) 호흡기 질환 감기. 인후염

12.풍문(風門)
감기(발열, 두통, 
기침, 식욕부진)

흉막염, 어깨
굳음

13.폐유(肺兪) 호흡기(위와 같음)황달
14.궐음유
   (厥陰兪)

호흡기(위와 같음)심장병, 치통

15.심유(心兪)  위장병
심장병 (판막
증) 중풍, 반
신불수

16.독유(督兪) 심통,복통 딸꾹질

17.격유(膈兪) 식도암,위암,구토 호흡기 (소모
열), 복막염

18.간유(肝兪) 콧장병, 황달, 눈 간장병 ,불면 ,
어지러움

19.담유(膽兪)
소화기(황달, 담
석, 위경련)

흉막염 ,두통 , 
눈병

20.비유(脾兪) 위장 . 소기계질환 당뇨 ,각기 , 
관절류마티스

21.위유(胃兪)
소화기 질환, 위경
련

급성위염 ,구
토, 약시

22.삼초유
   (三蕉兪)

소화 기계 질환, 
신장 , 방광병

두통 ,어지러
움

23.신유(腎兪)
생식기 질환, 성욕
감퇴, 

신장 ,방광질
환,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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穴穴穴穴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24.기해유
 (氣海兪)

통경,치루,  퇴슬불리
 25.대장유
 (大腸兪)

장통, 장명, 소화
불량, 변비  젹리 , 요통

 26.관원유
 (關元兪)

복창, 설사  소변불리
 27.소장유
 (小腸兪)

적리, 대하(赤, 白) 
혈뇨, 적소변, 

 당뇨 , 치질
 28.방광유
 (膀胱兪)

소변적황 신우신염 , 방광암, 
요로 결석, 변비

 29.중려유
 (中膂兪)

적백리 , 장냉 자궁 냉증. 당뇨, 
좌골 신경통(요통)

 30.백환유
 白環兪)

부인병 대소변 불통, 중풍
마비, 치질

31.상료(上髎)
생식기 질환, 백대
하

요족마비 , 중추 마
비 , 대소변 불리

32.차료(次髎) 남녀 생식기 질환 요족마비 , 대소변
불리

33.중료(中髎) 생식기 질환 좌골 신경통, 신, 
방광 질환, 결핵

34.하료(下髎) 위와 같음 폐결핵, 소화 기계
에 유효

35.회양(會陽) 항문 질환 , 탈항 복통, 복냉 , 설사

36.승부(承扶)
좌골신경통,
요배통  몽정

37.은문(殷門)
좌골 신경통, 
요배통 좌골신경통

38.부극(浮隙)
곽란. 비복근(장단
지)경련 변비, 방광염

39.위양(委陽)
방광염 , 반신불수
(중풍), 요부. 

슬관절, 류마티스
하지 마비(척수염)

40.위중(委中) 고혈압 , 뇌출혈 요통,하지마비

41.부분(附分) 감기몸살 목 , 어깨통, 목의
굳음

42.백호(魄戶)
기관지염, 폐결핵 , 
흉막염

천식, 구토, 목줄의
굳음

43.고항(膏肓)
호흡기 질환. 정신
피로

견관절, 어깨굳음, 
고혈압

44.신당(神堂) 호흡기질환,근막염  견배통

45.의희(譩譆)
흉막염 , 늑간 신경
통, 흉근 , 배근 코피, 눈,류마티스

穴穴穴穴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46.격관(膈關)
식도경련, 식도암, 
위장병 어깨통. 소변황

47.혼문(魂門)
소화기 질환 (대변
이상)

소변적황 .간장병 , 
위경련

48.양강(陽綱)
위와 같음 유혈은
간장병 , 담석통 , 

신경성 위통

49.의사(意舍)
소화기 (설사, 구
토) 소변적황 , 

신경성위통 , 담낭
담석통의 진통

50.위창(胃窓) 위장통 , 변비 배통 , 당뇨병

51.항문(肓門) 소화기 (변비) 부인 유방 질환

52.지실(志室)
소화불량, 생식기 , 
비뇨기 질환 요배통, 정력부족

53.포항(胞肓) 대소변 불편 배, 요통, 둔부통

54.질변(秩邊)
방광, 요도, 직장, 
항문의 배설 이상  치질

55.합양(合陽)
부인과 질환(대하, 
출혈)

요배통, 하퇴통

56.승근(承筋) 비복근 경련, 각기 배, 요,하퇴 후측
통, 치질

57.승산(承山)
치질, 변비, 
하지 권태 , 마비, 

 소아 경련

58.비양(飛陽)
정신착란, 
어지러움, 코피 치 질, 다리통

59.부양(跗陽) 다리질환 (비복근경련)다리 마비, 요통

60.곤륜(崑崙)
눈, 두통, 어지러움, 
코피  류마티스

61.복삼(僕參)
곽란, 경련(뇌), 의
식 장해 관절염, 류마티스

62.신맥(申脈) 정신착란 어지러움 발목의 삠, 척수
로

63.금문(金門)
소아 경련 , 
정신착란 슬, 족격통, 곽란

64.경골(京骨) 코피,목,어깨굳음,두통 고관절통,발의경련

65.속골(束骨) 위와 같음 뇌출혈 ,고혈압 , 
요통

 66.족통곡
    (通谷)

두통, 두중 , 어지러
움, 목의 아픔, 

코피 , 고혈압

67.지음(至陰)
발의 냉증, 두중, 
코막힘 늑간신경통(감기)



- 21 -

8) 족소음 신경(足少陰腎經)

穴穴穴穴    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용천(勇泉) 발 , 허리 , 하복
부냉통(부인병) 심 , 신장병

2.연곡(然谷) 위와 같음자궁출혈
방광염 , 편도염 , 
심근염

3.태계(太谿) 수족 냉증(심장
질환), 협심증

위통 , 구토 , 변
비

4.태종(太種) 심장쇠약 , 인후
병

신체궐냉 , 요배
통 비뇨기 질환

5.수천(水泉) 월경불순 , 자궁
하수 , 자궁경련 방광경련 , 임질

6.조해(照海) 부인병 , 자궁
경련

중풍 불수 , 장
선통 , 임질

7.복류(復留) 신장 . 방광염 , 
정력 감퇴

고혈압 , 반신불
수 , 요통

8.교신(交信) 부인병(자궁내막염)도한 , 임질
9.축빈(築賓) 탈장 , 방광통 소아 태독 , 

10.음곡(陰谷)자궁출혈 , 남자
음습

만성 임질 , 무
릎통

11.횡골(橫骨)생식기 , 비뇨기
질환

방광염 , 허약 , 
정력 감퇴

12.대혁(大赫)냉 , 대하 , 남자
음습 정력 감퇴

13.기혈(氣穴)배꼽밑 적의 상
하 고통 ,요배통

부인병 (월경불
순) 

14.사만(四滿)위와 같음  대장염
15.중주(中注)자궁주위염 ,월

경불순 소골반염증
16.항유(肓兪)위통, 장선통,변비 정력감퇴, 부인병
17.상곡(商曲)상복 , 하복통 , 

부인병 적취 눈의 충혈
18.석관(石關)부인병(복통) 방광 질환
19.음도(陰都)위 눈 , 천식 ,폐기종
20.복통곡
   (腹通谷)

심장병 , 호흡기
병의 천식 눈 , 건망증

21.유문(幽門)위장통 , 구토 건망증 ,기침 , 눈
22.보랑(步廊)흉막염 , 기관지

염 , 늑간신경통 심장병(천식)

23.신봉(神封)위와 같음 유선염
24.영허(靈墟)위와 같음 식도 ,암 ,경련)

25.신장(神藏)위와 같음 위와 같음
26.욱중(或中)위와 같음 도한(盜汗)

27.유부(兪府)위와 같음 갑상선비대,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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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궐음 심포경(手厥陰心包經)

穴穴穴穴    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천지(天池)  심장성 질환
 기관지염, 
 흉근통, 
 늑간 신경통

2.천천(天泉)
 심장, 폐, 기관
 의 가슴앓이  상완통

3.곡택(曲澤)  심장  열성병

4.극문(郄門)
 흉막염 ,심계항
 진

각혈(심, 폐,  
 비, 위)

5.간사(間使) 심통, 협심증
정신이상 (열
병, 중풍),가
래톳(겨드랑)

6.내관(內關)   심장, 실신  급체

7.태릉(太陵) 
심장 (호흡곤란 , 
흉통), 위장병

 신열, 두통,  
 히스테리

8.노궁(勞宮)  심장성 질환
중풍(정신 흥
분), 황달, 혈
변, 소아경변

9.중충(中衡)
 심장성 질환
 (흉통)

 정신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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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소양 삼초경(手少陽三焦經)

血血血血    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관충(關衡) 눈 , 목 , 혀 두통 , 어지러움 , 
견 , 완신 경통

2.액문(液門) 눈 , 귀 , 이빨 두통 . 어지러움
3.중저(中渚) 목 , 귀 , 눈 견 , 완신경통
4.양지(陽池)

당뇨병 , 갈증 , 
열병한불출 소갈 ,구건

5.외관(外關) 상지통 귀울림(耳鳴)

6.지구(支溝 )
얼굴 눈의 충혈 , 
인후 , 호흡곤란

열병한불출 ,(심
장)

7.회종(會宗) 이농 .
화농성질환 ,곽
란

8.삼양락
  (三陽絡)

이농 , 치통 발열 동통 , 마
비의 중풍

9.사독(四瀆) 위와 같음 신경통 , 인후
질환

10.천장(天井)귀 질환 정신착란 , 뇌척
수막염(大風)

11.청냉연
   (淸冷淵)

상완통 , 옆구리
통 두통

12.소락(消濼)상완 신경통 두통 ,경항의굳
음

13.노회(臑會)
견관절통 , 삼각
근 류마티스 , 강
완신

경통 ,목의부어
오름

14.견료(肩髎)견관절염 중풍 ,반신불수
상지근마비

15.천료(天髎)
어깨굳음 , 상지
통

고혈압 , 두통 , 
협심증

16.천유(天牖)귀 , 눈 충치 두훈 .두통
17.예풍(翳風)귀 ,목사(目斜), 만성 중이염
18.계맥(瘈脈)귓병 , 귀울림 뇌출혈 , 두통

19.노식(顱息)위와 같음 두중 ,어지러움 , 
뇌막염

20.각손(角孫) 구내염 , 치통 결막염
21.이문(耳門)안면마비 ,귀 ,안질 이농 ,이명
22.화료(和髎)

면종 , 코 , 귀울
림 ,안면신경경련 두중

23.사죽공
   (絲竹空)

각막실질염 ,결막
염

어지러움 (감기 ) 
두통 , 인사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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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족소양 담경(足少陽膽經)

穴穴穴穴        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동자료(瞳子髎) 녹내장 , 침침함 영풍유루
2.청회(聽會) 이명.이농 구안와사

3.객주인(客主人) 귀 , 눈 , 입 질병 두통 ,안면마비
4.함염(稟厭) 귀울림 , 녹내장, 편두통
5.현로(懸矑) 안면열감(감기), 충혈 ,치통,두통
6.현리(懸釐) 위와 같음 열병한불출
7.곡빈(曲鬢) 위와 같음 안질 , 치통
8.솔곡(率谷) 위장증상 ,고혈압 , 숙취 , 구토
9.천충(天衝) 정신착란 , 편두통  치주염
10.부백(浮白) 치통,두통 ,저혈압 열성병 ,고혈압 , 

11.두규음(頭竅陰 경항강통 두통
12.완골(完骨) 신경마비 . 편두통 후두 ,경부굳음
13.본신(本神) 뇌 신경계 질환 , 두동 ,소아경련
14.양백(陽白) 눈 ,영풍유루 졸음 방지

15.두임읍(頭臨位 눈 ,코질환 ,축농증 뇌출혈
16.목창(目窓) 면종, 눈, 두통 면부종
17.정영(正營) 치통, 편두통 두통 .치통
18.승령(承靈) 뇌풍(마비 , 경련 , 코피 ,천식,두통
19.뇌공(腦空) 뇌풍(뇌척수질환), 후두격통,이명
20.풍지(風池) 머리, 뇌신경질환 축농증 ,귀울림
21.견정(肩井) 뇌 , 폐결핵 ,괴로 요통 ,견통
22.연액(淵液)  폐렴 , 기관지염 늑간 신경통
23.첩근(輒筋) 위와 같음 늑간 신경통
24.일월(日月) 신경쇠약,히스테리 위, 간장 질환
25.경문(京門) 방광염 , 소변적 , 혼탁 ,상염,요통
26.대맥(帶脈) 급 , 자궁내막염. 대하 ,생리불순
27.오추(五樞) 위와 같음 고환염 ,고환염
28.유도(維道) 소복통 구토 ,식욕부진
29.거료(居髎) 요통, 소복통 가슴 ,손의경련
30.환조(環跳) 고관절 류마티스 중풍운동마비
31.풍시(風市) 　반신불수 　하지마비
32.중독(中瀆) 족부통 ,반신불수 각기 ,슬관절염

33.족양관(足陽關 류마티스 , 슬관절염
34.양릉천(陽陵泉 면종,늑막염,족냉 다리 ,고혈압
35.양교(陽交) 면종, 편도염 , 놀램 ,신경쇠약
36.외구(外丘) 호흡기 , 미열 광견병 ,경항통
37.광명(光明) 열병한불출, 족외측통 마비
38.양보(陽輔) 편도염 , 가래톳 전신통 ,족병
39.현종(縣鐘) 고혈압,치루,코피, 반신불수,위염
40.구허(丘墟) 늑 . 흉막염 경련 ,류마티스

41.족임읍(足臨立 월경불순 , 가래톳 유선염 ,심장병 , 

42.지오회(地五會 호흡기(흉통) 유선염 , 각혈
43.협계(俠谿) 흉막염,열병한불출 감기 , 폐결핵,

44.족규음(竅陰) 흉통, 기침(해수) 두통 ,수족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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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족궐음 간경(足厥陰肝經)

穴穴穴穴    名名名名 共共共共通通通通症症症症 特特特特效效效效症症症症

1.태돈 (太敦)
요도염 , 고환
염 , 자궁 탈출 , 
발기 불능

인사불성 ,강
쇼크

2.행간 (行間)
생식기 (음부 냄
새 ), 방광

소아경련 ,구
토 ,늑간신경
통

3.태충 (太衝)
월경 과다 ,
자궁병

담석 ,구토 . 흉
막염 ,늑간신
경통

4.중봉 (中封)
고환염 , 고환복
입 (腹入), 방광
염 , 요도염

 요통 .요도염

5.여구 (欚溝)
부인병 ,적백대
하 ,생리불순 방
광염 ,방광마비

음부소양 .소
변불리

6.중도 (中都) 남녀 생식기병 소화기 (장염 , 
궤양 )

7.슬관 (膝關) 인후통 슬관절통 , 류
마티스

8.곡천 (曲泉)
요도염 , 임질 , 
자궁 탈출 , 음
낭수종

시력감퇴 ,어
지러움 , 몽정

9.음포 (陰包)
생리 불순 , 방
광 신장 질환

소변란 ,요통 , 
소복통

10.족오리
  (足五里)

방광염 , 신장염 신장결석 ,중
풍 (반신불순 )

11.음렴 (陰廉) 
불임증 ,유산 (습
관성 )

음경통

12.급맥 (急脈) 산기 .음정 소복통

13.장문 (章門)
자궁 경련 , 장
뇌조 , 복막염

늑간신경통 , 
사지 권태

14.기문 (期門)
생리불순 ,자궁
내막염

담낭염 ,당뇨
병 , 복막염 , 

간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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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맥(任脈)

 ◉ 任脈의 說明

任은 姙娠한다는 말이다 . 낳고 기르는
데 근본이 되는 여자의 주되는 經脈이
다 [입문 ].

流注 : 中極의 下에서 起始하여 會陰穴

로 나가 陰阜의 毛際로 上行하여 曲骨

을 지나 中極에 이르러 關元으로 올라
가 , 腹胸部의 正中線을 上行하여 , 天突 

廉泉의 사이에서 咽喉部를 循行하여 아
래턱의 承漿으로 올라가 下脣을 돌아
口角을 거쳐 上脣의 은交에서 督脈과
會하고 鼻翼의 外方을 지나 眼下의 承

泣(胃經)으로 가서 目에 入한다 . 

主治: 泌尿生殖器疾患, 腸疾患, 胃腸疾

患, 精神, 胸部, 舌및咽喉病, 强壯作用

이 있으며 胸部와 연관된 어깨의 질환
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 任脈의 種類

CV-1회음 (會陰)  CV-2 곡골 (曲骨)   

CV-3중극 (中極)  CV-4 관원 (關元)   

CV-5석문 (石門)  CV-6 기해 (氣海)

CV-7음교 (陰交)  CV-8 신궐 (神闕) 

CV-9수분 (水分)  CV-10 하완 (下脘) 

CV-11건리 (建里) CV-12 중완 (中脘)

CV-13상완 (上脘) CV-14 거궐 (巨闕) 

CV-15구미 (鳩尾) CV-16 중정 (中庭) 

CV-17전중 (膻중 ) CV-18 옥당 (玉堂)

CV-19자궁 (紫宮) CV-20 화개 (華蓋) 

CV-21선기 (璇璣) CV-22 천돌 (天突) 

CV-23염천 (廉泉) CV-24 승장 (承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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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맥(督脈)

 ◉ 督脈의 說明

督은 全部란 말이다 . 陽脈이 전부 모인
맥이므로 男子의 주되는 맥이다 [입문 ].
流流流流注注注注    :::: 小腹(下腹部)에서 起始하여 骨
中央(恥骨軟骨接合部)으로 下行하여 女
子는 尿道口의 端에 入한다 . 그 絡(別
枝)는 陰器를 循하고 纂間(會陰部)에서
本經과 合한다 . 男子 陰莖의 下部를 循
行하여 纂間으로 간다 . 
纂間에서 別走하여 臀(肛門)을 繞하고
長强으로 가서 少陰腎經과 太陽膀胱經
과 交會한다 . 督脈中 少陰腎經과 같은
經路를 밟는 別枝는 足少陰經과 같이
股(大腿部) 內側 後廉을 上行하여 脊을
貫入하여 腎에 屬한다 . 太陽經과 經路
를 같이 하는 것은 足太陽經과 目內자
에서 起始하여 額으로 올라가 百會에서
交合하고 , 入하여 腦를 絡하고 다시 나
와 後頸部로 別走下行하여 肩胛間部를
지나 脊을 挾하고 下行하여 腰中으로
가 脊骨을 循繞하고 入하여 腎을 絡한
다 .
主治 : :脊病,强直不利,腦病,角弓反張,
陽證病變,泌尿生殖器疾患

◉  督脈의 種類

GV-1장강 (長强)    GV-2요유 (腰兪)

GV-3요양관 (腰陽關)GV-4명문 (明門) 

GV-5현추 (懸樞) GV-6척중 (脊中) 

GV-7중추 (中樞)    GV-8근축 (筋縮) 

GV-9지양 (至陽)  GV-10영대 (靈臺) 

GV-11신도 (神道) GV-12신주 (身柱) 

GV-13도도 (陶道) GV-14대추 (大椎) 

GV-15아문 (瘂문 ) GV-16풍부 (風府) 

GV-17뇌호 (腦戶) GV-18강간 (强間) 

GV-19후정 (後頂) GV-20백회 (百會) 

GV-21전정 (前頂) GV-22신회 (顖회 ) 

GV-23상성 (上星) GV-24신정 (神庭) 

GV-25소료 (素髎) GV-26수구 (水溝) 

GV-27태단 (兌端)  GV-28은교 (齦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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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유맥

 ◉ 양유맥의 설명

 담경 (膽經)의 현종 (縣鍾)혈에서 일어
나 방광경 (膀胱經)의 금문 (金門)혈로
나와서 , 외과를 돌아 양교 (陽交)혈을
거쳐 하지의 바깥쪽을 따라 올라간다 . 

다시 거료 (居髎)혈에 이르러 족소양 (足

小陽)과 양교맥 (陽蹻脈)을 만나고 , 옆구
리를 거쳐 상완의 비노 (臂臑)혈로 갔다
가 노유 (臑兪)혈 , 천료 (天髎)혈 , 견정
(肩井)혈 , 풍부 (風府)혈 등을 거처 본신
(本神)혈에서 끝난다 .

 모든 양경맥 (陽經脈)을 연락 조절하여
기혈 (氣血)의 운행 (運行)에 작용 (作用)

하는데 병들면 한열 (寒熱)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 . 극혈은 양교 (陽交)이고 다
스리는 혈은 외관 (外關)혈이다 .

 ◉ 양유맥의 종류

금문 (金門), 양교 (陽交), 거료 (居髎), 

일월 (日月), 노회 (臑會), 비노 (臂臑), 

노유 (臑兪), 천료 (天髎), 견정 (肩井), 

두유 (頭維), 본신 (本神), 양백 (陽白), 

두임읍 (頭臨泣), 목창 (目窓), 정영 (正

營), 승령 (承靈), 뇌공 (腦空), 풍지 (風

池), 풍부 (風府), 아문 (瘂門)혈로 구성
되어있으며 어깨통증의 주원인이 되는
비노 (臂臑), 노유 (臑兪), 천료 (天髎), 

견정 (肩井)을 중심으로 취혈하면 어깨
통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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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교맥

 ◉ 양교맥의 설명

 발 뒤꿈치에서 시작하여 신맥 (申脈)혈
로 나와 외과를 감고 방광경의 바깥쪽
을 따라 올라가 담경 (膽經)의 거료 (居

髎)혈에서 양유맥 (陽維脈)과 만난다 . 소
장경 (小腸經)의 노유 (臑兪)혈에 이른
뒤 대장경 (大腸經)과 함께 견료 (肩髎)

혈을 거쳐 지창 (地倉)혈에서 위경 (胃

經), 대장경 (大腸經), 임맥 (任脈)과 만
나고 , 다시 위경 (胃經)의 거료 (居髎)혈 , 

승읍 (承泣)혈을 지나 눈의 내안각에서
수족 (手足) 태양경 (太陽經), 족양명경
(足陽明經), 음교맥 (陰蹻脈)과 만난다 . 

그리고 머리를 넘어 풍지 (風池)혈로 갔
다가 뇌 속으로 들어간다 .

 교 (蹻)란 빠르다는 의미로 맥의 흐름
이 빠르다는 뜻이다 . 양교맥 (陽蹻脈)은
음교맥 (陰蹻脈)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
고 주로 수면 (睡眠)과 운동기능 (運動機

能)에 작용 (作用)한다 .

『영추』에 보면 양기 (陽氣)가 왕성하
면 눈이 밝고 , 양교맥 (陽蹻脈)이 병들
게 되면 장 (腸)이 늘어지고 음 (陰)이
급 (急)하게 되어 하지의 신근이 이완되
고 , 굴근이 긴장되어 족내번현상이 일
어난다 . 고 하였다 . 극혈은 부양 (跗陽)

이며 , 다스리는 혈은 신맥 (申脈)이다 .

 ◉ 양교맥의 종류

 신맥 (申脈),복삼 (復參), 부양 (跗陽), 

양보 (陽輔), 거료 (居髎), 거골 (巨骨), 

노유 (臑兪), 견우 (肩髃), 인영 (人迎), 

지창 (地倉), 거료 (巨髎)(위경 ), 승읍 (承

泣), 풍지 (風池), 정명 (睛明)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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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肩臂痛 經絡 治療의 臨床적 考察

經絡 類型에 관련한 그동안의 다른 硏究結果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許浚19)은
일찍이 그의 저서 東醫寶鑑에서 대장․소장․心臟․심포․폐․삼초의 6경락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이는 김경식20)의 硏究結果와도 일치한다.박동석21)은 폐경맥,대장경,삼초
경,小腸經,混合型으로 견비통을 분류하였고,김갑성22)은 폐․대장경맥,심장맥,삼초
경맥,소장경맥,방광경맥으로 分類하여 臨床하였다.

다음은 經絡의 유형을 폐․대장경맥,심포․三焦經絡,심장․소장경락,혼합형으로
分類하여 실시한 大邱韓醫科大學 附屬韓方病院 韓方物理療法科의 실험 결과이다.이
실험에서는 物理治療 및 침과 藥物療法을 병용하여 유의성 있는 結果를 얻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23)

病院을 방문한 견비통 환자들의 類型別 分布를 살펴보면 여러 經絡에 걸친 混合型이
22명(44%)으로 가장 많았고,심포와 三焦 경락이 12명(24%),폐와 大腸 경락이 9명
(18%),心臟과 小腸 經絡이 7명(14%)순이었다.

<표 1-1>經絡 類型別 分布

더욱 눈여겨 볼 事項은 침 치료에 있어 經絡과 經穴을 무시하더라도 아픈 부위,즉
아시혈(阿是穴)를 中心으로 한 治療 方法이다.

19)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p.298~299.

20) 김경식: “견비통의 침구치료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제5권, 제1호: 58~61, 1984.  

21) 박동석: “견비통의 침구치료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제2권, 제2호: 55~61, 1981.  

22) 김갑성: “견비통의 유형분류와 침구치료혈의 동서의학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Vol 6, 81~88, 1985. 

23) 김영훈․신현대: “견비통의 임상적 고찰,” 「동서의학」, 제4권, 제10호: 32~41, 1985.

類類類 型型型 患患患 者者者 數數數 %%%
폐 ․대 장 경 락 9 18
심 포․삼초 경락 12 24
심 장․소장 경락 7 14
혼 합 형 22 44

계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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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患者들이 호소하는 症狀을 分析한 결과 견비부에 통증을 呼訴하는 환자가
32명(36%)로 가장 많았으며,肩部의 통증과 運動制限이 있는 환자가 26례(29.2%)였고,
후경항통과 운동제한이 같이 있는 환자가 22례(24.7%)였으며,放射筒 5례(3.4%),두통 3례
(3.4%)로 나타났다.

<표 1-2> 痛症 症狀別 分布

마지막으로는 患者들의 診斷別 分布를 남여를 구분하여 조사한 結果인데 五十肩의
경우 女性이 4배 이상 많이 發生한다는 것과 男性들에게는 오히려 頸椎看板脫出症이
많이 發生했다는 사실이다.

<표 1-3> 患者 性別․診斷別 分布

위 김영훈24)등의 實驗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실험에 사용된 治療方法이 鍼灸에 국
한된 것이 아닌 物理治療와 약물치료 등을 竝行했을 때 더욱 效果的이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硏究結果25)에 나타난 치료율보다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

24) 김영훈․신현대: “견비통의 임상적 고찰,” 「동서의학」, 제4권, 제10호: 32~41, 1985.

25) 최기홍 외 : “Frozen Shoulder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잡지」, 제10권, 제4호:          

  461~465, 1975.

症症症 狀狀狀 患患患 者者者 數數數 %%%
Numbness 32 36.0
Shoulderpain,L.O.M. 26 29.2
Neckpain,L.O.M. 22 24.7
Radiatingpain 5 5.6
Headache 3 3.4
Chestpain 1 1.1

계 50 100

類類類 型型型 男男男子子子(((%%%))) 女女女子子子(((%%%))) 計計計(((%%%)))
오 십 견 5(10) 19(38) 24(48)
경추간판탈출증 12(24) 8(16) 20(40)
좌 상 4(8) 2(4) 6(12)

계 21(42) 29(58)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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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肩臂痛과 關聯한 文獻考察 

1. 肩臂痛의 分類

어깨와 關聯해서 발생되는 疾患들을 살펴보면 肩關節 周圍炎,肩臂痛,見背痛,堅凝,
上肢不擧,肩臂症,痲木 등이 있고,풍한사의 감수와 痰飮,外傷,勞損,捻挫 등으로 인
하여 근육질환과 關節疾患 등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경락과 經穴이라는 鍼灸學 기본이론을 충분히 活用한다면 제1장의 경락도를
중심으로 견비통 관련한 疾患들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용이한 接近性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아래의 내용들은 각종 文獻과 전문 서적,그리고 침구관련 책자들
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肩臂痛과 관련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다.가능한 많은 문헌
들을 수록하려고 했으며 原因과 症狀,그리고 발생시기들을 적어놓아 어깨통증과 관련
된 질환들을 鍼灸治療로 임상하는데 치료에 유의한 旣存의 자료들을 參考하여 접근하
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26)

2. 肩臂痛 文獻資料

本 論文에서 參考하고 있는 肩臂痛 文獻資料들을 綜合해 보면 아래와 같다.

黃帝內徑 素問,黃帝內徑 靈樞27),鍼灸甲乙經28),備急千金要方29),鍼灸資生經30),萬病回
春31),鍼灸大成32),類經圖翼33),醫學入門34),東醫寶鑑35),鍼灸聚英發揮36),赤水玄珠全
集37),新編石室秘錄38),鍼灸集成,許任鍼灸經驗方39),鍼灸經緯40),睛崗醫鑑41),鍼灸學42),

26) 馬信飛 : “肩周炎分期治療110例,” 「浙江中醫雜誌」, 제12호: 547, 1989.

27)홍원식 :「黃帝內徑 靈樞」,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1985.
28)침구갑을경교역 :북경 :인민위생출판사,1980.pp.1295-1300.
29) 備急千金要方(중국의학대계 3권중)서울 :대성문화사,1995,pp.924-925.
30)王孰中 :「鍼灸資生經」(침구의학전적대계 9권)중국:출판과학종합연구소,pp.13-19.
31) 朱甲憲 :「國譯萬病回春」 서울:癸丑文化史,1977.
32) 楊繼洲 :「鍼灸大成 」 서울:대성문화사,1985.pp.416-419.
33) 張介貧 :「類經圖翼」 서울:대성문화사,1989.p.228.
34) 李梃 : 「醫學入門」서울 :대성문화사,1984.pp.66-78.pp.366-367.
35) 許浚 : 「東醫寶鑑」서울 : 남산당, 1994. pp.298-300.

36) 高武 : 「鍼灸聚英發揮」중국:출판과학종합연구소,pp.316-326.
37) 孫一奎 : 「赤水玄珠全集」중국 :인민위생출판사,1986.pp.518-519. 
38) 陳士鐸: 「新編石室秘錄」서울 :대성문화사,1993.p.16.
39) 許任 :「任鍼灸經驗方」서울 :일중사,1992.pp.53-55.
40) 楊維傑 : 「鍼灸經緯」 약성출판사업유한공사,pp.325-402.
41) 김영훈 : 「睛崗醫鑑」 서울 :성보사,1990.p.288.
42) 인민위생출판사 :「鍼灸學」 중국 :일중사,1991.pp.6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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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鍼灸學43),鍼灸學(下)44),經穴學 叢書45),舒岩鍼灸正傳46),靜解鍼灸學47),洪家定診
秘錄48),東醫物理療法科學49),䄂珍鍼灸手冊50),中醫臨本大全51),金鍼王樂亭52).

肩臂痛의 原因과 治療方法을 위의 소개된 문헌53)를 참고로 展開하였던 대전한의과대
학 이황렬,이겸열은 結論的으로 肩臂痛의 原因은 크게 內傷과 外感으로 구분하였고,
外感因으로는 風,寒,濕의 三氣가 원인이고,內傷因은 氣血虧損,血脈의 凝滯,痰飮이
원인이라 했으며,不內外因 打撲瘀血과 그밖에 生活習慣에 의한 것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또한 다른 문헌54)에서는 견비통의 원인을 病在肺,心病,痰飮,風熱勝敗,風寒濕
熱相搏 등 六陰과 관계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肩臂痛의 部位를 경혈인 臂臑를 중심을 나누었을 때 前廉은 陽明經,後廉은 太陽經,
外廉은 少陽經,內廉은 厥陰經,內前廉은 太陰經,內後廉은 少陰經으로 구분하여 鍼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에 소개된 문헌상에서는 침 치료혈의 경락분포를 手太陽小腸經,
手陽明大腸經,手少陽三焦經 등의 手三陰經絡의 經穴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文獻上의 많이 登場하는 침치료 經穴을 요약해보면 <그림 >와 같이 肩井,肩
髃,肩髎,曲池,合谷,後谿,中渚 등의 혈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本 論文에서는 견우,비노,거골,곡지,견정,노수,천종,고황,견료,견정을 共通的
으로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으며,中國書籍들에서 共通的,特徵的으로 보이는 것은 조구
에서 承山으로의 投刺하라는 것이다.
西洋醫學的 견해에서 바라본 肩臂痛의 원인은 내인은 肩關節 자체 질환으로 석회성

극상근건염,회전근개의 부분파열,상완이두근염,手術이나 외상 및 特性的 고정 등이

43) 成樂箕 : 「現代鍼灸學」 서울 :행림출판,1987.pp.577-589.
44) 최용태 : 「鍼灸學(下)」 서울 :집문당,1988.pp.1264-1268.
45) 안영기 : 「經穴學 叢書」 서울 :성보사,1986.p.77,p.99,p.261,p.283,pp.479-499.
46) 황정학 : 「舒岩鍼灸正傳」 :서울 :성복사출판사,1986.pp.303-306.
47) 최용태 : 「靜解鍼灸學」 서울 :혜림출판,1974.p.849.
48) 홍순승 : 「洪家定診秘錄」 서울 :대성문화사,1983.pp.22-34.
49) 임준규 : 「東醫物理療法科學」 서울 :고문사,1990.pp.220-234.
50) 하북과학기술출판사 : 「䄂珍鍼灸手冊」 하북 :하북과학기술출판사, 1988. pp.309-310.

51) 양사수외 : 「中醫臨本大全」,북경 :대성문화사,1991.pp.1139-1140.
52) 침구왕낙정 : 「金鍼王樂亭」,중국 :북경출판사,1983.p.284.
53) 李熿烈, 李兼烈 : “견비통의 침구치료혈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1999. 

pp.139-154. 

54) 한상원․김광중․이정훈 : “견비통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제한동의학술원 논문

집」 제4권, 제1호,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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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외인은 肩關節의 외부의 疾患에서 由來된 심근편기증,경추추가판탈출증,CVA
반대성교감이영양증,腦,心臟,頸椎,糖尿 등의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치
료는 關節의 癒着을 막는 受動的인 조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됐으나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治療方法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좀 더 具體的인 고증을 위해 文獻別로 등장하는 肩臂痛관 관련 처방과 關聯
된 내용들을 자세히 展開하기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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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肩關節周圍炎(五十肩)

 1. 文獻別 原因 및 症狀

 1) 鍼灸寶鑑

好發年齡은 45～50歲 前後(老人病으로 高年齡에서도 發病)에 나타나며,主要原因은
過勞나 外傷,류마티스,動脈硬化에 의한 血行障碍가 組織의 營養不良을 일으켜
線維性 組織炎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主要症狀으로는 肩關節의 疼痛과
運動制限으로 인한 고통이 동반된다.

 2) 經穴指壓入門

好發年齡은 주로 50代에 發生하며,主要原因은 특별한 原因이 없거나 무리한 運動
時 발생한다.主要症狀으로는 어깨關節의 痛症과 運動制限이 뒤따른다.

 3) 痛症과 鍼灸治療

발생原因으로는 本質的 原因에 있어 棘上筋,棘下筋 等의 附着腱의 石灰化粘液包炎 이
있고,棘上筋,棘下筋 等의 上腕骨 大結節에의 附着部의 變性또한 있다.여기에
上腕二頭筋腱鞘炎,肩關節包炎,上肢外傷後 交感神經障害 등이 있으며 非本質的 原因
으로는 頸椎椎間板헤르니아,前斜角筋症候群 等에 의한 頭/肩/腕等의 疼痛은 頸肩
腕症候群으로서 一括되어 五十肩과는 區別되야 할 것이지만 間接的으로 五十肩의
原因이 되거나 五十肩의 本質的 原因에 合倂하여 症狀을 더욱 나쁘게 한다.

症狀은 첫째,外的所見상으로는 一般的으로 아무런 變化도 認定되지 않는다.急性
炎症을 나타내는 境遇도 있는데 肩關節의 熱感과 腫張을 볼 수 있다.둘쩨,運動制
限과 疼痛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뒤로 돌리려 할 때 肩關節의 疼痛,擧上障碍,廻後
障碍가 나타나기도 한다.셋째,自發痛 :특히 夜間自發痛이 많고,때로는 冷感이나
肩背部에까지 放散하는 수 도 있다.넷째,放散痛으로:上肢를 一定 範圍 以上 運動
시키려고 하면 痛症은 肩關節 周圍뿐만 아니라 上腕肘關節 때로는 前腕이나 肩背部
까지 放散하는 수도 있다.압통으로 인하여 肩關節 前面에 著明한다.

 4) 鍼灸治療의 新硏究

好發年齡으로는 老年의 男女에게서 발생되며 主症狀은 肩胛痛과 肩關節 運動障碍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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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鍼灸學(8)

好發年齡은 50歲 前後(女性에서 好發한다)며,原因으로는 風寒濕邪가 勞倦,睡眠,
外傷時 肩部侵入하여 → 經絡阻滯,氣血不暢,經筋作用 失常하여 → 發病한다.

 6) 現代鍼灸臨床聚英

好發年齡은 中年以後(女性에서 好發)이며,原因은 肩關節周圍 軟組織의 一種의 退行性
炎症性 疾患,肩部受凉,過度勞累,扭傷及慢性勞損有關에 있다.
主症狀으로는 初期에는 肩關節 疼痛爲主로 진행되다가 後期에는 肩關節外轉과 內旋
等 活動制限,形成粘連以後 功能障碍 隨之加重,疼痛程度減輕으로 진행 된다.

 7) 針術入門

好發年齡은 50歲 前後이며,主症狀으로는 肩關節痛症,運動障碍,上肢不擧,外轉不
能,무리하게 하면 아프고 특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픔이 甚하다.

 8) 鍼灸學(41)

好發年齡은 中年以後(女性較多)이며,原因으로는 肩關節周圍 軟組織의 一種의 退行
性 炎症性 疾患으로서 老年氣血衰退,局部受寒 或勞損有關으로서 심적 고통을 동반
한다.

 9) 中國鍼灸

발생 原因으로는 肩部에 寒邪侵入,外傷 또는 慢性勞傷이 원인이며,症狀은 肩部酸
痛,機能障碍가 발생한다.

10) 鍼灸學(43)

발생 原因은 風寒濕邪의 手三陽經 侵犯으로 시작되고,症狀은 活動에 制限,疼痛이
발생되어 고통이 있다.

11) 鍼灸醫學典論

原因은 外傷(打撲等),內臟疾患,感冒,身體의 寒冷 等이 있다.

12) 鍼灸臨床醫典

原因으로 추위와 過勞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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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각종 문헌에 명기된 肩關節周圍炎(五十肩)치료혈 명칭

  13) 鍼灸治療實錄

症狀으로 右肩疼痛,不能上擧,十二指腸潰瘍,胸悶氣脹,腸鳴 등이 있다.

  14) 鍼道源流重磨

症狀으로 肩上痛連臍不休,急痛兩臂氣攻胸,肩端紅腫痛,肩臂不得屈伸 이 있다.

冊冊冊 名名名 穴穴穴 名名名
鍼灸寶鑑 身柱,天髎,膏肓,天宗,臑兪,肩髃,中府,曲池,俠白,孔最
應症針治法 肩貞,巨骨,肩髎,秉風
問答式 鍼灸學 肩髎,曲池,肩髃,極泉,陽陵泉,巨骨
鍼灸臨床醫典 天髎,肩髃,臑兪,中府,雲門,天府
中國鍼灸 肩髃,肩貞,臂臑,條口,尺澤,太淵,陰陵泉,後谿,天宗,陽陵泉,合谷,曲

池,足三里
鍼灸醫學典論 常用穴 :肩髃,天宗,肩髎,巨骨

配用穴 :曲池,合谷,尺澤,太淵,四瀆,陽池
鍼灸學(8) 常用穴 :肩髃,天宗,肩髎,巨骨

備用穴 :曲池,合谷,尺澤,太淵,四瀆,陽池
鍼灸治療의 新
硏究

針 :肩井,巨骨,曲垣,膏肓,臑兪,肩髎,臑會,雲門,曲池,四瀆,腎兪,
復溜
灸 :肩井,膏肓,臑兪,肩髃,曲池,少海,雲門,巨闕,築賓,足三里

針術入門 肩髃,肩井,巨骨,中府,天宗
鍼灸學(41) 常用穴 :肩髃,臑兪,曲池

備用穴 :肩中兪,肩外兪,曲垣,臂臑,巨骨,天宗,陽陵泉,血海,條口
痛症과 鍼灸治
療

前面의 이상 :雲門
背面의 이상 :臑兪,天宗,身柱,天髎
前側의 이상 :天泉,天府,俠白,中府
外側의 이상 :肩髎,臂臑,膏肓
後側의 이상 :肩髎,肩貞,臂臑,臑會,膏肓

現代鍼灸臨床聚
英

患側의 肩髎,肩髃,肩貞,臂臑
健側의 條口,承山

鍼灸學(43) 肩髃,肩髎,肩貞,阿是穴,條口,陽陵泉,肩井,天宗,極泉,臂臑
침구치료실록
침도원류중마 수삼리,견정,족삼리,견우,천정,상향,소상,이간,삼간,거골
中醫灸療集要 肩髃,肩貞,肩髎,臂臑,肩井,曲池,天宗,臑兪,後谿,養老,尺澤,神闕,

足三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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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肩關節周圍炎의 部位別 取穴

 1) 鍼灸醫學典論

가.通治法 :肩髃,天宗,肩髎,巨骨,曲池,合谷,尺澤,太淵,四瀆,陽池
나.肩背諸疾 :中渚
다.肩背暴腫 :列缺
라.肩背痛 :中府,行間
바.肩背筋骨痠痛 :肩顧
사.肩背引痛 :不容
아.肩背拘急 :附分,崑崙
자.肩背不擧 :章門
차.肩背熱痛 :曲垣
카.肩臂不擧 :靑靈,浮白
타.肩臂痠痛 :養老,天宗,天髎
파.肩臂屈伸不利 :巨骨
하.肩臂痛 :陽池
거.肩臂痺痛 :淸冷淵
너.肩臂酸重 :支溝
더.肩臂內側痛 :京門

 2) 痛症과 鍼灸治療

가.各型共通으로 使用하는 治療點
① 前面 :雲門
② 背面 :肩髃,臑兪,天宗,腎兪,天髎
③ 손 :曲池

나.前側型에 附加하는 治療點 :天泉,天府,俠白,中府
다.外側型에 附加하는 治療點 :肩髎,臂臑,膏肓,三角筋中壓痛點
라.後側型에 附加하는 治療點 :肩髎,肩貞,臂臑,臑會,膏肓

3)應症針治法
가.팔을 앞으로 돌려 또는 들어올려서 어깨關節의 뒤쪽밑 三角筋의 뒤쪽이 아플때

-肩貞
나.팔을 뒤쪽으로 돌려 또는 들어올려서 肩關節의 앞쪽밑 三角筋의 앞쪽이 아플때

-巨骨,肩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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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東醫寶鑑中 침뜸秘方

가.經絡別 症狀
① 手陽明經의 脈이 病들면 어깨앞의 三角筋이 몹시 아프고 엄지둘째 손가락을
쓰지 못한다.

② 手太陽經의 脈이 病들면 어깨가 빠지는 것 같으며 윗팔이 부러지는 것 같다.
③ 手少陽經의 脈이 病들면 어깨 윗팔,팔꿈치,앞팔이 다 밖으로 아프고 새끼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쓰지 못한다.

④ 手厥陰經의 脈이 病들면 손바닥이 熱이 나고 팔꿈치,팔이 痙攣을 일으키고
오그라지고 겨드랑이 밑이 붓고 아프다.

⑤ 手太陰經의 脈이 病들면 팔전체 안쪽 뒷부분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프
고 손바닥이 뜨겁고 아프다.

나.治療
① 팔과 어깨죽지가 몹시 아프고 麻痺될 때 :肩髃,手三里,外關,肩井,曲池,
上廉,合谷

② 팔꿈치,팔,팔목이 다 아플 때 :前谷,腋門,中渚
③ 양쪽 어깨죽지가 아플 때 :肩井,支溝

 5) 鍼灸治療의 新硏究

가.經絡別 疼痛傾向
① 肺經에 强한 것 :雲門과 그 外方,天府,尺澤 等에 反應이 나타난다.腎經의
變動을 隋伴할 때가 많다.

② 大腸經을 主로 한 것 :巨骨,肩髃,曲池 等을 注意한다.肺經에서보다 腎經의
變動을 隋伴할 때가 많다.

③ 三焦經에 强한 것 :肩髎,臑會,四瀆,三陽絡 等을 注意하고 臑會,支正의
反應도注意한다.一般的으로 脾經,胃經의 變動을 隋伴하기 쉽다.

3. 肩關節周圍炎의 사용되는 경락과 경穴

주로 수태음폐경과 수삼양경의 혈을 주로 取穴하였다.여기에 조구,승산쪽으로 투자
하는 것이 보이고,胸中의 諸般疾患 치료로 膏肓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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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參考文獻中 5개 이상 나오는 혈자리를 정리하면 견우,곡지,전종,견료,비노,
거골,견정,노수,견정,膏肓이 있다.즉 阿是穴 취혈과  經絡別 취혈,그리고 胸中疾患
의 治療를 위해 膏肓이 사용되었다.

<표 1-5> 肩關節周圍炎의 사용되는 경락과 경穴   

여기에 각 症狀別로 消化器 疾患이 합병된 경우에 足三里,中脘을 취혈 하고 脊椎와
關聯된 疾患이 連結된 督脈穴에서 취혈해야 할 혈이 보인다.

所所所屬屬屬經經經絡絡絡 穴穴穴名名名과과과 頻頻頻度度度數數數
使使使用用用 穴穴穴數數數///所所所屬屬屬
經經經絡絡絡穴穴穴數數數

手太陰肺經 중부(4),운문(6),천부(2),협백(2),척택(4),
공최,소상

7/11

手少陰心經 음소해,극천(3) 2/9
手厥陰心包經 천천 1/9
手陽明大腸經 상양,이간,상양,합곡(3),수삼리,곡지(10),

비노(8),견우(17),거골(7),
9/20

手太陽小腸經 후계(2),양로(2),견정(7),노수(7),천종(9),병풍,
곡원(3), 견외수,견중수

9/19

수소양삼초경 양지(2),사독(3),천정,노회(2),견료(9),천료(3) 6/23
족태음비경 음릉천,혈해 2/21
족소음신경 복류,축빈 2/27
족양명위경 족삼리(5),조구(4) 2/45
족태양방광경 신수,고황(5),승산 3/67
족소양담경 견정(5),양릉천(4) 2/44
임맥 거궐(4),신궐,중완 3/24
독맥 신주(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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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肩臂痛

1. 문헌별 原因 및 症狀

 1) 診療要鑑

발생 原因은 風寒濕에 의한 臂痛과 風寒에 傷해서 臂痛이 된다.痰飮으로 인한 臂
痛과 伏痰이 中脘에 停滯하여 脾氣가 循行하지 못하므로 痰氣가 相搏하여 痺證을
誘發한다.痛處가 左右로 移動 하며 脈은 沈細하다.

2) 鍼灸考試問答集

原因疾病은 全身筋肉의 疲勞 및 精神疲勞,呼吸器疾患(폐),胃腸疾患,腦疾患,生
殖器疾患이 있다.

 3) 鍼灸治療學

原因으로 風寒濕,즉 寒邪에 맞거나 또는 乳婦가 팔에 아기를 베고 자면 風寒에 傷
하여 臂痛이 되며,痰飮은 伏痰이 中脘에 停滯하여 脾氣가 循行하지 못하므로 痰氣가
相搏하여 痺證을 誘發한다.痛處가 左右로 移動하며 脈은 沈細하다.

 4) 鍼灸治療處方

여러가지 原因이 있고 頸椎捻傷이나 頸椎間原盤核脫出이 原因이 되는 것 도 있다.
針灸治療에 適用되는 것은 主로 上肢神經自體에 일어난 原發性이다.

 5) 鍼灸學講義錄

頸膊神經痛으로 下三個의 頸椎神經 및 第 1胸椎神經과의 神經痛이나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神經衰弱,貧血者에 많고 外傷,류마티스,傳染病(말라리아),心臟病,
大動脈疾患에서 생긴다.

 6) 알기쉬운 침구학

好發年齡은 40歲 以後이며,原因으로는 風寒濕과 痰,打撲이 있다.
主症狀으로는 初期에는 팔을 움직이기 不便하다가 甚해지면 極甚한 疼痛이 있으며,
팔을 움직일 수 없고 목까지 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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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鍼灸治療手冊

먼저 肩痛이 있는데 原因은 邪氣侵犯,貧血,外傷,過勞이며,主症狀은 肩胛神經疼
痛或은 痠軟無力하고 어깨를 들어 올릴 수가 없다.
다음 上肢痛의 경우 原因은 風寒濕의 侵入,感冒,外傷,過勞이고 症狀은 上肢가
疼痛할 때 皮膚에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이어서 약간의 疼痛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漸次 極烈 해져서 찌르는 듯 하기도 한다.患部의 皮膚色은 紅色이다.
셋째,肩膊痛의 경우 原因은 邪氣侵入,貧血,過勞,外傷이고 症狀은 痠軟,麻痺,
痛症이다.

 8) 鍼灸와 矯正을 위한 診察과 治療

발생되는 肩痛의 원인은 頸椎異常,肩關節에 屬한 筋肉炎이다.

 9) 韓國鍼灸臨床錄

원인은 脊椎骨의 이상,風寒濕邪에서 연유하며,증상은 肩胛骨의 압통,목이 뻣뻣하
며 머리가 띵하다.우측 肩膊이 무겁고 거리며 우측 모지의 차지가 쑤시고 저리며
띵하고 화끈거리고 굳어진다.血壓은 정상이며 동통증으로 인하여 수면을 못 이룬다.

 10) 鍼道源流重磨

증상은 수비홍종연완동,담화식성,수비난신,견내렴통,견비산통 등이 있다.

 2. 肩臂痛의 部位別 取穴

 1) 알기쉬운 鍼灸學

가.통치혈 ① 風池,肺兪,三里
② 大椎,肩髃,曲池,合谷
③ 大杼,肩外兪,天井,支溝,陽池

나.外側일때 :大腸正格(三里,曲池,陽谷,陽谿)→ 大腸經脈을 고르게 한다.
다.內側일때 :肺兪,尺澤 → 肺兪로서 肺氣를 고르게 하고,尺澤으로서 肺經脈을

고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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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各種 文獻에 명기된 肩臂痛 治療穴 名稱 1

 2) 鍼灸治療手冊

가.上肢痛
① 通治法 ㉠ 肩髃,曲池,手三里

㉡ 大杼,肩井,後谿
② 손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 :肩髃,曲池
③ 손을 앞이나 뒤로 움직일 수 없는 것 :巨骨에 구하고 肩貞에 針,灸

冊冊冊 名名名 穴穴穴 名名名
鍼灸治療處方 主用穴 :臑會,曲池,外關,支正,內關,尺澤,소해

配用穴 :天髎,天宗,巨骨,肩外兪,肩中兪
針灸學講義錄 主穴 :肩中兪,肩外兪,肩井,天髎

配穴 :臂臑,手三里,手五里,俠白,郄門,間使,大陵,巨骨,肩髎,
臑會,肩貞

알기쉬운 침구학 風池,肺兪,三里,大椎,肩髃,曲池,合谷,大杼,肩外兪,天井,支
溝,陽池

問答式 針灸學 肘髎,臂臑,曲池,肩髎,肩髃,肩井,前谷,巨骨,極泉,陽陵泉
鍼灸治療手冊 肩髃,肩井,曲池,曲垣,肩貞,完骨,太衝,大杼,後谿,巨骨,太淵,

中渚,尺澤,曲澤,外關,風池,小海,少海
鍼灸와 矯正을 위
한 診察과 治療

中府,雲門,尺澤,孔最,肩髃,臂臑,手三里,溫溜,肩貞,臑會,外
關,天柱,肩井,天髎,陽陵泉,臨泣.肺兪,心兪,膏肓,中府,三陰
交

應症針治法 肩貞,巨骨,肩髃
鍼灸治療學 尺澤,大陵,內關,曲澤,肩中兪,肩外兪
鍼灸臨床實際 肩井,肩髎,臑兪,肩髃,臑會,手三里,少海,四瀆,風池,天髎,天

宗
診療要鑑 後谿,中渚,合谷,內關,外關,魚際
東醫寶鑑중 침뜸
秘方

肩髃,手三里,外關,肩井,曲池,上廉,合谷,支溝

針灸大成 曲池,尺澤,肩髃,三里,少海,太淵,陽池,陽谿,陽谷,前谷,合谷,
液門,外關,腕骨

중의구료집요 구 :膏肓,肩井
침 :膏肓,肩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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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두 손이 厥冷한 것 :曲池,太淵
⑤ 手臂가 빨갛게 붓는 것 :合谷,曲池,手三里,中渚,尺澤
⑥ 手麻 :外關,曲池에 針,曲澤에 灸
⑦ 손에서 어깨까지 이어서 痛症이 있는 것 :中渚,後谿에 溫針,혹은 肩井,風池,
肩髃를 追加 하기도 함.

<표 1-7> 各種 文獻에 명기된 肩臂痛 治療穴 名稱 2

나.臂膊痛
① 通治法 ㉠ 肩髃,肩髎,曲池 ㉡ 少海,小海,尺澤,巨骨
② 後側이 痛 :肩髎,肩井,天井,大杼
③ 外側이 痛 :肩髎,肩井,肩髃,曲池,大杼
④ 內側이 痛 :巨骨,尺澤,少海,肩井

 3) 中國鍼灸

가.通治法 :肩髃,肩貞,臂臑,條口
나.肩內側痛 :尺澤,太淵,陰陵泉 加
다.肩外側痛 및 肩胛部痛 :後谿,天宗,陽陵泉 加
라.肩前痛 :合谷,曲池,足三里 加

 4) 鍼灸와 矯正을 위한 診察과 治療

가.肩痛
① 팔을 뒤로 돌릴 때 아프면 :中府,雲門,尺澤,孔最
② 팔을 위로 올릴 때 아프면 :肩髃,臂臑,手三里,溫溜
③ 팔을 앞으로 올릴 때 :肩貞,臑會,外關

冊冊冊 名名名 穴穴穴 名名名
鍼灸治療手冊 大杼,肩井,肩髃,委中,肩外兪,肩髎,曲池,瘂門,合谷,手三里,

中渚,尺澤,膏肓,崑崙,肺兪,風門,人中
甲乙經 關衝,天井,支溝,腕骨,肩井,肩中兪,氣舍.巨骨,肩髃,天容,

秉風,天宗,肩外兪,雲門
診療要鑑 後谿,合谷,外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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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肩臂痛 治療에 使用되는 經絡과 經穴

肩臂痛도 주로 肺經과 수삼양경의 經穴을 주로 취혈하고 風寒濕邪의 감수로 인한 열증의
제거를 위한 폐수,대추,대저,풍지의 취혈과 胸中의 疾患을 치료하기위해 폐수,심수,
대저를 취혈한다.여기에 조기의 目的으로 사관혈을 취한다.
17개의 참고도서중 5개 이상 나오는 혈을 보면 견우,수삼리,곡지,외관,천정,노회,견
정,천료,거골,척택이 있으며 주로 大腸經과 三焦經의 혈이다.

<표1-8> 肩臂痛 治療에 사용되는 經絡과 經穴

所所所屬屬屬經經經絡絡絡 穴穴穴 名名名
사사사용용용혈혈혈수수수///소소소
속속속경경경락락락혈혈혈수수수

수태음폐경 중부(2),운문,협백,척택(5),태연(4),공최,어제 소상 8/11
수소음심경 극천,청영,소해(4) 3/9
수궐음심포경 곡택(3),극문,간사,내관(3),대릉(2) 5/9
수양명대장경 상양(2),이간(2),삼간(2),합곡(6),양계,상렴,수삼리

(8),곡지(7),수오리,비노(4),견우(11),거골(5),주료,
온류

14/20

수태양소장경 전곡(2),완골(2),후계(3),양곡(2),지정,소해,견정
(4),노수,천종(3),곡원,견외수(4),견중수(3)

12/19

수소양삼초경 관중,액문(2),중저(3),양지(3),지구(4),외관(7),사독,
천정(5),청냉연,노회(6),견료(3),천료(5)

11/23

족태음비경 삼음교 1/21
족궐음간경 태충 1/14
족태양방광경 천주,폐수(3),심수,대저(3) 4/67
족소양담경 풍지(3),견정(5),연액(3),양릉천(2) 4/44
독 맥 대추(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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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肩背痛과 肩凝

 1. 肩背痛의 原因 및 症狀

 1) 鍼灸治療手冊

原因으로는 梅毒,貧血,邪氣侵入,外傷,過勞가 있고,症狀으로는 肩胛部와 背脊部
에서 緊張,凝滯,疲勞,疼痛을 느낄 수 있다.그러다가 어깨에 感覺運動 障碍가
생긴다.빨갛게 붓는 것을 實證이라 하고 피부색의 變化없이 얼굴빛이 새하얗게 變色
하는 것을 虛證이라 한다.

 2. 肩背痛의 部位別 取穴

 1) 鍼灸治療手冊

가.通治法 :① 大杼,肩井,肩髃,委中
② 肩外兪,肩髎,曲池

나.脊部가 强/反折한 것 :瘂門
다.肩背 및 手臂가 빨갛게 붓는 것 :肩髃,合谷,曲池,手三里,中渚,尺澤
라.背痛 :大杼,膏肓,崑崙,肺兪,風門,人中

 3. 肩背痛 치료에 사용되는 경락과 중요穴<표 1-9>

手三陽經의 혈에 置中되어 있고 여기에 膀胱經의 혈이 많이 쓰여진다.또한 風寒濕
邪로 인한 疾患에 폐수,膏肓,대추,外關 여기에 사관의 취혈 등이 있다.
4.肩凝 原因과 症狀

所所所屬屬屬經經經絡絡絡 穴穴穴 名名名 使使使用用用穴穴穴數數數///所所所
屬屬屬經經經絡絡絡穴穴穴數數數

수태음폐경 중부,운문,척택(2) 3/11
수양명대장경 합곡(3),수삼리,곡지(2),견우(2),거골 5/20
수태양소장경 완골(2),후계,지정,소해,천종,병풍,견외수(3),

견중수(2),천용
9/19

수소양삼초경 관충,외관,중저(2),지구,천정(2),견료,천유 7/23
족궐음간경 태충 1/14
족양명위경 기사 1/45
족태양방광경 천주,폐수,고황,풍문,대저(2),위중,곤륜 7/67
족소양담경 풍지,견정(4) 2/44
독맥 대추,아문,인중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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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鍼灸臨床實際

原因으로 肩胛部近의 局所的 疾患,肩胛部를 支配하는 神經에 直接的 影響이 있는
疾患,其他 胸部 疾患,慢性疾患,筋肉은 疲勞,精神的,肉體的 過勞 等이 있다.
症狀으로는 僧帽筋의 緊張感,疼痛(實際로는,肩胛部에 있는 其他 筋의 緊張感이나
疼痛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2) 鍼灸治療處方

原因이 不分明한 境遇가 許多하며,가벼운 捻挫,지나친 過勞,어깨를 너무 차게
했을 떄 발생한다.症狀으로는 어깨에 放散性疼痛,夜間에 痛症이 甚해진다.

 3) 鍼灸와 矯正을 위한 診察과 治療

原因은 精神的 緊張,肉體的 疲勞에서 오는 일이 많고,눈,코 등의 器官 또는 胸腹部
內臟 등의 疾患에 의한 反射 혹은 局所的인 循環障碍,神經症等 많은 疾患에
隨伴된다.

<표 1-10> 각종 문헌에 명기된 肩凝 치료혈 명칭 

冊冊冊 名名名 穴穴穴 名名名
鍼灸治療處方 主用穴:肩井,秉風,曲垣,巨骨,天宗,外關,後谿

配用穴:曲池,支正,陽池,壓痛點
鍼灸臨床實際 風池,天柱,肩井,肩外兪,膏肓,肓兪,氣海兪,足三里,三陰交
萬能鍼灸診療要訣 特效穴:肩髃

從穴:臑兪,巨骨
鍼道源流重磨 陽谷,關衝,外關,經渠,支溝,陽谿,腕骨,上廉,合谷

5. 肩凝의 部位別 取穴

 1) 鍼灸와 矯正을 위한 診察과 治療

가.後頸部의 天柱,風池,崑崙,委中
나.어깨끝에 있는 天柱,肩井,天髎,手三里,外關,陽陵泉,臨泣
다.肩胛部에 위치한 肺兪,心兪,膏肓,中府,尺澤,陰陵泉,三陰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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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肩凝 치료에 사용되는 經絡과 重要穴

문헌에서 살펴보면 肩關節 周圍炎의 이명으로 肩凝이 나온다.문헌수의 작음으로 취혈의
차이가 생기나 거의 肩關節 周圍炎의 취혈방식과 차이가 없다.

<표1-11> 肩凝 치료에 사용되는 경락과 중요穴

所所所屬屬屬經經經絡絡絡 穴穴穴 名名名 使使使用用用穴穴穴數數數///所所所
屬屬屬經經經絡絡絡穴穴穴數數數

수태음폐경 경거 1/11
수양명대장경 합곡,상렴,곡지,거골,견우 5/20
수태양소장경 후계,완골,양곡,지정,곡원,노수,병풍,견외수 8/19
수소양삼초경 양지,외관(2),지구 3/23
족양명위경 족삼리 1/45
족태양방광경 천주,고황,격수,기해수 4/67
족소양담경 견정(3),풍지 2/44
족태음비경 삼음교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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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上肢不擧

1. 各種 文獻에 명기된 上肢不擧 治療穴 명칭

<표1-12> 문헌에 명기된 上肢不擧 치료혈 명칭 

 2. 上肢不擧 치료에 사용되는 경락과 중요穴

上肢不擧는 주로 肩關節과 팔에 치우쳐 취혈을 한다.여기에 각 폐기의 調節을 위해
폐의 배수혈을 사용하였다.上肢不擧도 주로 수삼양경에서 취혈을 한다.

<표1-13> 上肢不擧 치료에 사용되는 경락과 중요穴

所所所屬屬屬經經經絡絡絡 穴穴穴 名名名 使使使用用用穴穴穴數數數///所所所屬屬屬
經經經絡絡絡穴穴穴數數數

수태음폐경 운문,척택,태연 3/11
수양명대장경 합곡,양계,삼리(3),곡지(4),견우(3),거골(4)

비노,주료 8/20
수태양소장경 전곡(2),완골,양곡.견정,병풍(3),천용 6/19
수소양삼초경 중저,액문,양지(2),외관,지구,청냉연(2),견료 7/23
수소음심경 소해 1/9
족태양방광경 폐수 1/67
족소양담경 견정 1/44

冊冊冊 名名名 穴穴穴 名名名
問答式針灸學 肘髎,臂臑,前谷,巨骨
針灸治療學 肩髃,曲池,中渚,巨骨,淸冷淵,關衝
甲乙經 淸冷淵.雲門,陽池,巨骨,肩井,天容,秉風,支溝
針灸大成 曲池,尺澤,肩髃,三里,少海,太淵,陽池
鍼道源流重磨 肺兪,曲池,手三里
針灸學 極泉,肩貞,秉風
經穴學叢書 肩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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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痺症麻木

1. 각종 문헌에 명기된  痺症麻木 치료혈 명칭 

<표1-14> 문헌에 명기된  痺症麻木 치료혈 명칭 

2. 痺證麻木 치료에 사용되는 경락과 중요穴

手三陽經의 취혈이 두드러진다.여기에 風邪에 感觸된 경우에 風門을 가한다.

<표1-15> 痺證麻木 치료에 사용되는 經絡과 重要穴

所所所屬屬屬經經經絡絡絡 血血血 命命命 使使使用用用血血血數數數///所所所屬屬屬
經經經絡絡絡穴穴穴數數數

수태음폐경 척택 1/11

수양명대장경 삼간,합곡,상렴,수삼리(2),곡지(4),비노,
견우(4) 6/20

수태양소장경 양곡,천종(2),곡원(4),견외수(2),견정(3) 5/19
수소양삼초경 천정(4),관충,청냉연(2),견료(2),외관 5/23
수소음심경 소해,소충,소부 3/9
수궐음심포경 곡택 1/9
독 맥 풍문 1/28

冊冊冊冊            名名名名 穴穴穴穴                                                        名名名名

針灸資生經 天井, 曲垣, 肩貞, 肩髃, 關衝, 曲池, 淸冷淵, 陽谷, 肩外兪

甲乙經 曲垣, 天井

鍼灸治療學 灸法:肩井, 肩髃, 肩髎, 臂臑, 曲垣, 天宗

東醫寶鑑중침뜸秘方 肩髃, 手三里, 外關, 肩井, 曲池, 上廉, 合谷

鍼道源流重磨 少海, 手三里, 尺澤, 三間, 少衝, 少府, 肩髃, 天井, 曲池

針灸學 天宗, 肩外兪, 曲澤, 會宗, 淸冷淵, 肩髎

經穴學叢書 風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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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肩痛의 原因과 症狀 

發病原因에 대한 비교와 考察에 있어 結論的으로 肩關節周圍炎,견비통,見背痛,견
응의 원인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具體的으로 살펴보면 풍한습사의 侵犯,痰飮,內
臟疾患,외상으로 인하여 筋組織의 손상과 經絡의 기가 울체되고 여기에 過勞로 인한
경추의 염상으로 인한 神經症이 거의 공통된 原因이다.각 질병들 중에서 호발연령이
언급된 즉 年齡과 관련된 것은 肩關節 周圍炎 뿐이다.

症狀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肩臂痛과 견배통이다.즉 그 병변부위가
어깨와 팔에 걸쳐서 나타나면 견비통에 어깨와 등의 척부까지 連結되면 견배통에 歸屬을
시켰다.肩關節 周圍炎과 견응은 주로 肩關節 부위의 炎症과 손상으로 인한 慢性疾患
으로서 견비통과 見背痛에서 나오는 증상을 다 包含하고 있다.

區區區 分分分 原原原 因因因 症症症 狀狀狀

肩關節
周圍炎

과로,외상,내장질환,동맥경화,경
추추간판헤르니아,풍한습사,감모,
만성질환

견관절 동통,운동장애
자발통,방산통,상지불거
견상통련제불휴,급통양비기상흉

肩臂痛
풍한습사,담음,전신근육피로,정신
피로,내장질환,경추질환,외상,전
염병,빈혈,근육염

운동장애,견갑신경동통,상지불거,
마비

見背痛 매독,빈혈,사기침입,외상,과로 견갑부와 배척부의 긴장,응체,피로,
동통

肩 凝 견갑후국소질환,신경증,외상과로 승모근,긴장감,동통,방산통,자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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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耳鍼의 取穴部位와 名稱

팔팔팔굽굽굽부부부분분분

어어어깨깨깨부부부분분분

肩肩肩胛胛胛關關關節節節

쇄쇄쇄골골골부부부분분분

<표1-20>  耳鍼의 취혈부위

冊冊冊 名名名 病病病 名名名 穴穴穴 名名名
針灸學(8) 肩關節周圍炎 肩區的敏感點,皮質下,神門,腎上腺
中國鍼灸 肩關節周圍炎 肩,肩關節,鎖骨,腎上腺
針灸學(41) 肩關節周圍炎 肩關節,肩,鎖骨,神門,腎上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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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頭鍼의 취혈부위 

<표1-21> 頭鍼의 취혈부위

冊名 病名 穴名
針灸學(8) 肩關節周圍炎 對側上肢感覺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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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要約 및 結論

제1절 要 約

本 論文에서서 肩臂痛의 種類를 肩關節 周圍炎,肩臂痛,見背痛,肩凝,上肢不擧,肩臂症,
痲木으로 規定하여 考察하였고,병의 原因으로는 풍한사의 감수와 痰飮,외상,노손,염
좌 등으로 인하여 筋肉質患과 關節疾患 및 경락저체,頸椎의 이상 등을 惹起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사실 어깨 주변 疾患은 종류에 관계없이 취혈해야 할 곳이 수삼양경상의
혈과 폐경상의 혈이 주가 되는 것도 確認하였다.이는 곧 阿是穴 취혈과 경락별 취혈의
원칙이라는 鍼灸學의 치료 원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본다.

각 질환의 차이점으로는 肩關節 周圍炎은 질병의 發生이 연령과 연관되어 주로 견관
절상에 병변이 나타나고 여기에 어깨와 팔에 관련되는 제반질환이 함께 나타난다.견
비통은 주로 肩部와 상지가 함께 이어져서 病症이 나타나고 여기에 주로 活動障碍가
나타나지만 活動時 痛症이 가중되는 현상을 강조한다.견배통은 어깨와 등쪽에 병변이
함께 나타난다.즉 배부를 통과하는 경락상의 취혈이 두드러진다.상지불거는 肩關節과
연관된 活動障碍가 주가 되며,견응은 肩關節 周圍炎의 耳鳴이다.

이들 疾患에 多用하는 혈들의 名稱은 견우,비노,거골,곡지,견정,노수,천종,고황,
견료,견정이며,중국서적들에서 共通的,特徵的으로 보이는 것은 조구에서 승산으로의
投刺하고 있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취혈 원칙은 순행 경락상에서 취혈하는 것이 먼저며 이는 대장
경락시 상양,이간,삼간,합곡,곡지 순으로 취혈 한다.풍한습사의 제거를 위한 취혈
부위는 대추,風門,폐수이며,胸部疾患이 합병되었을 때는 폐수,심수,膏肓을 취혈하고,
아시혈과 견우,견료,肩井,肩貞,거골 등이 주 취혈 대상이 된다.

本 論文에서 設定한 假設의 具體的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1.肩臂痛을 치료할 수 있는 多樣한 치료 원리들을 이해하고 習得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설 2.多樣한 經絡과 經穴을 견비통 治療에 適切하게 活用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설 3.鍼灸治療의 基本原理를 각종 文獻을 통해 이해하여 老齡化 되는 사회에

健康原理로 使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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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論文의 考察 결과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첫째,肩臂痛을 治療할 수 있는 多樣한 치료 원리들을 이해하고 習得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文獻을 고찰하였던 바 다양한 문헌상의 취혈 범위와 방법을 적절
하게 습득한다면 鍼灸治療와 경혈과 관련된 치료 방법들을 選擇的으로 適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人體에 흐르고 있는 經絡과 經穴을 이해해야 하고 365개 이상이 되는 경혈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鍼灸治療 외에도 간단한 마사지와 지압 등의 치료 방법들도
적용 可能할 것이다.

셋째,鍼灸治療의 기본원리를 각종 文獻을 통해 이해하여 老齡化 되는 사회에 健康
原理로 사용하는 부분은 더욱 더 많은 硏究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기 分析 된
몇 가지 資料를 引用하였다.

제2절 結 論 

本 論文에서는 어깨와 관련한 諸般 痛症을 가능한 모든 부분 관련된 原因과 鍼灸學的
치료 혈들을 밝히는 등 평생에 2-3번은 겪게 될 어깨통증을 심도 깊게 다루어 보았다.

어깨에 關聯된 疾患을 크게 肩關節周圍炎(五十肩),肩臂痛,肩背痛,肩凝,上肢不擧,
肩痺證,麻木으로 分類하여 各各 그 原因,症狀과 여기에 使用되는 穴자리를 整理 하
였고,取穴하는 것은 주로 十四經上의 穴을 爲主로 하였고 經外奇穴,新穴 等도 가능한
整理해 보았다.또한 各 穴 別로 그 使用 頻度數와 所屬 經絡을 整理하고 分析하였고,
鍼灸學的 치료기전 외에도 각종 代替補完療法 중 어깨통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 도
움이 되는 療法들을 竝行하여 정리하였다.

肩臂痛은 臨床的으로도 腰痛 다음으로 많은 疾患이며 점차 退行性 疾患으로 罹患되는
人口가 增加되고 있는 趨勢이며,肩臂筒은 肩胛部를 포함한 肩關節을 구성하고 있는
周圍組織과 상기의 肩膊剖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諸般痛症을 包括的으로 指稱하는 疾患
으로 평생에 2-3번은 겪게 된다고 한다.

本 論文에서는 어깨와 관련한 諸般 痛症을 可能한 모든 부분 關聯된 원인과 鍼灸學的
치료 혈들을 밝히는 등 多樣한 어깨통증 治療方法들을 심도 깊게 다루어 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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