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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nt over the clinicalcontents and application of spleen which is
importantspotthatisGongSun·SanYinJiao·YinLingQuan·XueHai.
particularly Iemphasize again thatthenormalfunction ofspleen is paid
attentionto.Withthebaseofit,Itisimportanttoturnoutthecauseofa
diseasewhichisrestrictedwithinOrientalmedicine.
Next,classifyeightprincipalsyndromes.
First,distinguishastheniaform sthenia-syndroomefordecidingremedy
rule.
Second,giveadiagnosisofsuperficies-syndromeorinterior-syndrome.
Third,giveadiagnosisofcold-syndromeorheat-syndrome.
Forth,giveadiagnosisofyin-syndromeoryang-syndrome,decideremedy
principleandchoosetheremedythatputoutofpaintobeapplied.
Next, if you choose above-mentioned remedy like using acupuncture,
choicepointisvery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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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but,view ofdescriptionandconstitutioninpaper.

Intheintroduce,NotonlyIsmentionedmajorcontentview ofidentifythat
human andnaturecan'tlivewithouttheircoexistencebutalsoitascertain
generalcontentofspleen.

In thetext,Thephysiologicaland pathologicalfunction ofwholespleen is
grasped by enumerating The normal spleen is responsible for food
digestion and fluid transportation,spleen controls the blood circulation and
spleen is responsible forthe normality ofmuscles forthe activity ofthe
extremitiesaswellasexaminingmouseandrips.
themajorcontent,importantspotposition,a fundamentalsummary section
,remedy range,function and clinicalapplication,deals with form basalof
spotpositiontoapplicationbyconsideringsuccessivedata.

In case of dealing with the nature of a disease,especially,more than
anything else, I seem to emphasize again that although the medical
circumstanceand statethey striveto turn outthecauseofa disease at
thattimeareverypoor,theypreciselykeeparecord.It'simpressive.

IIIn theconclusion,Itindividually find an occasion to getinto contentof
the above explained major spot.Ithink thatalternative medicine would
developform ofthebetterwayhandphysiocracy.

Finally,asspotand ballareinseparablefrom each other,so ifa disease
being ,thereisremedy.and Theacupuncturecontinually willhavebeen
keptup,iftherearedisease. thereislimited thattheneedleadoptone
point.the match thatis the available charm ofpracticalusing can be
maturedbecauseadiseaseabsolutelyhave metamorp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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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pethatyouarebornagaininpersonwhocanreducecontinualpainof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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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제1장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류 생명의 源泉은 자연계이다.인류는 天地의 氣와 자연계에 의거해서 생존하고
있으며 계절의 한열양온(寒熱凉溫),생장수장(生長收藏)의 법칙 및 지리환경의 변천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와 자연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자연계의 운동변화는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기체에도 상응한 생리적 또는 병리적 반응이 생긴
다.그러므로 <<皇帝內經>>에 이르기를 “사람과 천지는 서로 응 한다”고 하였다.
태양,달,지구의 운동 및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인체 생리 활동에도 상응한 리듬의

변화가 나타난다.
질병 과정에서도 “아침에 상쾌하고 낮에 편안하며 저녁에는 병세가 나빠지고 밤에

더 심해진다.”는 변화를 나타낸다.이런 유기체와 환경이 서로 통일된 “천인상응관(天
人相應觀)”1),도 역시 한의학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한의학에 있어서의 의학기상학,의학지리학,시간생물학,우주의학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그 중에서 “자오유주(子午流주)”2),와 같은 것에는 계통적 생물의 리
듬과 법칙에 관한 학설이 포괄되어 있어서,수천 수백 년 이래 생리,병리,진단,예방,
치료,침구,및 약물학의 연구에까지 파급 되에 있으며,지금도 여전히 국제 시간생물
학계에서 중시되며 추앙을 받고 있다 (김 종석.1995).
사람과 자연계는 대립되고 또 통일된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곧 사람에 알맞
게 對應한다는것이 韓醫 治療學의 중요 原則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經絡上의 土臺로 足太陰 脾經과 그 경락상의 主要穴로 구성하여 연구
할 내용은 첫째로:비장의 정상적인 주요내용,둘째로:비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파괴되
어 초래되는 증상으로 인해서 논한 변증,셋째로:공손·삼음교·음릉천·혈해의 효능
과 임상에 응용한내용,넷째로:임상응용에 의한 사례들을 들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흑룡강 중의약대학.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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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장학설(脾臟學說)의 주요내용과 특징

비장은 중초(中蕉)3),에 있으며 운화를 주관하고 정기를 상승시키고 혈액을 통제하
는 기능이 있다. 비장의 관규는 입이고 입술에 나타난다.비장은 근육 팔다리를 주
관한다.비장은 감정에서 사고와 관계되고,그 분비액은 침이다.비장과 위장은 표리
관계이며,후천적인 것의 근본(後天之本)이다.

제1절 운화와 승청을 주관
먼저 운화(運化4)란 뜻을 살펴보면,운반,소화와 흡수를 가르킨다.비장이 운화

를 주관하는 것은 음식물을 정미(精微5)로 변화시켜 전신에 수송하는 기능을 가르키는
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수곡(水谷)운화
음식물에 대한 소화 흡수를 가르키는데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반드시 비의 운화

기능에 의해서만 수곡이 정미로 화하고,다시 비의 운반과 분해 기능을 통하여 수
곡정미를 온 몸에 분산하여 오장육부와 각 조직 기관에 영향을 공급한다.만약 수
곡을 운화하는 비장의 기능이 감퇴되면,식욕이 부진해지고,복창(腹脹),대변이 무
르게 되며,더 심해지면 전신에 영향이 불균형하게 되어 힘이 빠지고 무력하게 되며
살이 빠지게 됨을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않는다고 한다.

2수액(水液)운화
수액에 대한 흡수,전수(傳輸:수송),포산(布散:전신에 퍼지게함)작용을 가르킨다.

비장은 음식 수곡중의 수액에서 깨끗한 것을 흡수하여 정(精)을 폐에 분산하고 나서
온 몸에 분산한 다.나머지 또는 탁(濁)한 것을 함유한 수액은 폐에 전수되어 폐를
통해 조절되며 신(腎)의 기화(氣化)기능을 통하여 일부분은 다시 청(淸)한 것으로 바
뀌어 온 몸을 촉촉하게 한다.만약 수액을 운화하는 비장의 기능이 감퇴되면 수액이
체내에 정체되어 담(痰),습(濕),음(飮)등의 병의 요인이 되어 설사,수종(水腫),복사
(腹瀉)등의 병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그러므로 <<소문.지진요대론(素問.至眞要大
論))>>에서 이르기를 “모든 습·종·만은 모두 비장에 속한다(諸濕腫滿,皆屬於脾)”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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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과 수액의 운화를 주로 하는 脾臟의 두 방면의 작용은 서로 연관되며,그 병리
표현도 늘 함께 나타난다.운화를 위주로 하는 脾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脾胃가 함
께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완성하여야만 장부 조직 기관이 충분한 영양을 얻어 정상적
인 생리 기능을 발휘하며,정,기,혈,진액을 화생 할 수 있다.그러므로 비위(脾胃)를
기혈생화(氣血生化)의 근원이라 일컬으며,후천의 근본이 된다.운화를 위주로 하는 脾
의 기능은 주로 비기(脾氣)의 작용에 의한다.그 기능이 강건하면 비기건운(脾氣健運)
이라 하고,이와 반대되면 비실건운(脾失健運)이라 한다.비기의 운동 특징은 상승을
위주로 하며,脾氣가 상승하면 정상이다.비기가 운화한 수곡정미(水穀精微)등의 영양
물질을 청(淸)이라 한다.비는 수곡(水縠)정미(精微)를 심(心).폐(肺).머리(頭).눈(目)
에 수송하고 심폐의 작용을 통하여 기혈이 화생되어 전신에 영양을 공급한다.그러므
로 “비는 승청(昇淸)을 주로 한다”라고 할 수 있다.만약 비기가 승청 하지 못하면 피
로,무력,두훈(頭暈:머리가 어지러움),복창(腹脹:배가 부풀어 오름),설사 등이 나타난
다.만약 脾氣가 함몰(陷沒)하면,구설탈항(久泄脫肛),내장하수(內臟下垂)가 나타난다.

제2절 통혈(統血)을 주관

통(統)은 통괄 제어(制御)의 뜻이 있다.脾가 혈을 통괄한다는 것은 脾가 혈액을 통
괄하여 경맥 안에서 운행하게 하고 맥 밖으로는 유출됨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을 가리킨다.脾가 혈을 통관 할 수 있는 까닭은 脾가 기혈생화의 근원을 통관할 수
있는 까닭은 脾가 기혈생화의 근원이다.심목남(瀋目南)이<<금궤요략(金匱要略>>에서
“오장육부의 혈은 모두 脾氣에 의해서 통괄된다.”고 말한 것처럼,만약 脾氣의 운화 기
능이 정상이면 기혈이 충만하고,기의 고섭(固攝6)기능이 건전하여 혈액이 밖으로 넘
쳐나지 않는다.그러나 脾의 운화 기능이 감퇴하면 기가 허하고 혈이 부족하며 기의
고섭기능이 감퇴외어 혈이 경(經)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출혈을 초래하는데 이것을
“脾가 혈을 통괄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脾氣는 상승을 주관하기 때문에 脾가 혈을
통섭하지 못할 때에는 皮下出血,변혈(貧血),요혈(尿血),붕루(崩漏)등이 많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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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육과 입·입술

신체에서는 근육과 상응하고 사지를 주관하며 입에 개규(開竅)하고 그 화(華)는 입
술 에 나타난다.
脾는 운화를 위주로 하며 기혈생화의 근원이므로 전신의 근육,사지는 모두 脾에 의

해 영양이 공급된다.그러므로 脾가 근육사지를 주관한다고 말한다.脾氣의 운화기능
이 정상일 때는 근육이 풍만하고 튼튼하며 경쾌하고 힘이 있지만,脾의 운화 기능이
감퇴되면 근육이 몹시 여위고 힘이 없이 늘어지고 나른하게 되며,사지가 권태무력 하
여 심지어는 못쓰게 되기도 한다.
입은 소화관의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脾가 입에 개규한다는 것은 식욕이 비의 운화

기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脾氣의 운화기능과 식욕은 비례한다.습사(濕邪)가
비를 피곤하게 하면 입안이 매끄럽게 되고 입이 달다.입술의 근육은 脾가 주관하며
입술의 색깔과 광택은 비가 운화하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脾氣의 운화기능이 정상
이며,기혈이 충분하고,영양이 좋으면 입술이 붉고 윤택하나.脾의 운화기능이 감퇴되
고,기혈이 충분치 못하고,영양이 부족하면 입술이 담백하고,빛이 없어지며,심지어
핏기가 없이 누렇게 되고,윤기가 없게 된다.그러므로 <<소문·오장생성편(素問.五臟
生成篇)>>에서 이르기를 “脾와 상응하는 것은 근육이다.그 영(榮)은 입술에 나타나게
된다(脾之合肉也,其榮脣也)”라고 하였다.

제4절 생각,침(涎)

지(志)에서는 사(思)이고 액에서는 연(涎)이다.
사(思)라는 것은 사고(思考),사려(思慮)이고 사는 脾의 지(志)이다.사고가 지나치

고,생각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기체(氣滯),기결(氣結)을 초래하고,脾의 운화와 승청
(昇淸)에 영항을 미쳐 식욕이 없어지고,배가 더부룩하며,머리가 어지럽고,눈이 아찔
해진다.타액(唾液)은 구진(口津)으로서 구강을 윤택하게 하여 연하(嚥下)와 소화를 돕
는다.만약 脾胃가 불화(不和)하면 타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침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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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맥의 순환 경로(流注)

足太陰脾經은 엄지발가락 內側端 隱白穴에서 始發하여 足背內側 內踝(복사뼈)前面
을 통하여 下腿內側面 중앙선을 따라 올라가 內踝 상방 8치 되는 곳에서 足厥陰 肝經
의 전면에서 교차되어 나오며,膝關節을 통하여 대퇴 내측면의 前側을 지나 大腿關節
의 내측을 통하여 하복부에 들어가 비장에 속하고 충문(衝門),복사(府舍)혈을 거쳐 任
脈의 中極,關元穴에 갔다가 다시 비장의 腹結,大橫을 거쳐 임맥의 下脘에 갔다가 다
시 비경의 腹哀穴을 지나 膽經의 日月,肝經의 期門穴을 거쳐 任脈의 中脘穴에 가서
비장에 소속한 다음)胃와 連絡한다.
여기서 경맥은 측흉부로 올라가 食竇穴을 거쳐 위로 올라가 周榮穴 부위에서 腋下의
直下6寸 부위의 大包穴에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 中府穴을 거쳐 氣管을 지나 舌下
에 가서 흩어지듯이 끝마친다.
腹哀穴에서 갈라져 나온 支脈은 胃 부위에 가서 위로 올라가 心臟부위 膻中穴에 이르
러 手少陰 心經의 始發點에 연결된다(구무량.1983).

제4장 脾臟의 診斷法

臍上의 上脘,中脘,下脘 및 水分穴 부위에서 脾,胃의 虛實을 진찰한다.
(1)臍上이 충실하고,만져서 탄력이 있는 것은 脾,胃가 튼튼한 것이다.
(2)제상이 팽만하고 탄력이 없는 것은 虛滿이라 하며,이것은 胃氣의 虛證이다.
(3)상완,중완,하완부위가 脹滿하며 만져서 痛症이 없는 것은 脾,胃의 虛症이다
(최주약.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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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본본본론론론

제1장 비장의 변증(辨證7)과 症狀

제1절<<虛證>>
1脾氣虛

평소 신체가 허약하여 조금만 활동해도 피곤하게 되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 것으
로 인하여 비장의 기운이 내상을 입고 이로써 비기가 더욱 허약해지는데 이는 임상에
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비장의 허증을 나타낸다.

(1)脾不健運

主要症狀:식욕이 점점 감소하고,식후 배가 창만되는 것 같으며 혹은 사지가 약
간씩 부종이 생기며 소변이 통쾌하게 나오지 않고 혹은 대변이 물과 같
이 설사를 하게 될 뿐 아니라 이는 금방 좋아졌다가 다시 설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더불어서 몸이 몹시 피곤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숨소리
가 짧으며 말하기가 귀찮아지게 되면서 얼굴색은 약간 노랗다.즉 위황
색이다 혀 질은 담색에 연하디 연한상태가 된다.

症狀分析:.비기가 부족하고,운화능력이 감소하면--식욕이 감소하고,식후에 배
가 창만 하게 된다.

.수습이 운반이 잘 안되면--사지가 조금씩 조금씩 붓게 되고,소변이
이롭지 않으며 대변이 묽은 변을 보게 된다.

.비장이 건실하지 못하고 운화능력이 떨어지면 진액이 부족해져서--
신체가 몹시 무력해지고,얼굴색이 약간 노랗
게 된다.

治療原則:益氣 健脾
主穴:비수,위수,중완,기해,족삼리.내관
手法:補法
穴의解釋:보법으로 비수,위수는 비장과 위장의 기운을 興奮시켜주며,중완,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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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장을 튼튼케 해주며 위장을 평화롭게 해서 그 기운을 보한다.족
삼리는 주로 비장의 기운을 보충하면서 더욱 이롭게 하며,내관은 심장
을 기능을 길러내며 더욱 강하게 해주는 작용과 중초의 기능을 넓고 편
하게 해주며 위장을 평화롭게 해 주면서 嘔逆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어 이 모두의 혈 자리를 사용하면 益氣健脾의 功能으로 效果를 가
지게 된다.

(2)脾虛下陷

主要症狀:자궁이 탈수되고,항문이 밑으로 빠지고,胃도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
있으며,만성인 설사를 하게 되며,더불어서 식욕이 감소하고,식후에
배가 더부룩해지고,아랫배가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 있으며,몸은 자
꾸만 처지는 것 같고,기운이 나질 않으며,숨이 가퍼지며 말하기가
싫어진다,또한 얼굴색은 약간 노래지면서,혀는 담색에다가,태는 백
색이며,맥은 허 맥이 뜬다.

症狀分析:.비기가 승청하지 못하면--식후에 배가 더부룩해지고 혹은 설사를 하
거나,아랫배가 밑으로 처진감이 있으며,
그 외의 내장에도 아래로 처진감이 생긴다.

.비기가 부족하게 되고,운화가 잘 안되고,기혈이 허약해지면--식욕
이 감소되며,체력은 자꾸만 감소되어지고,면
색이 좋지 않으며,혀 색은 담색에다가 태가
백색이고 맥은 虛緩 맥이다.

治療原則:補脾益氣
主 穴:중완,위상혈,비수,족삼리,백회,기해
手 法:補法多灸
穴의解釋:中脘은 운화와 운수기능을 회복시켜 비장의 양기를 잘 올려주고 위기

를 잘 소통시키도록 조절해주고 ;胃上穴은 비장과 위장사이에 있는데
비장의 승청은 기운을 올려 비장의 기운을 도와 중초의 기운을 소통
시키면서;脾腧는 운화 기능을 건강하게 하므로 양기의 흐름을 돕는
다;足三里는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중초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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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이 모두의 혈 자리는 건비하면서 중초를 보충시키며 양기
를 올려내는 공효를 가진다

(3)脾不統血

主要症狀:면색이 창백해지거나 혹은 힘없는 노랑색이며,음식은 점점 감소하고,
몸이 몹시 피곤하고 무력해지며,숨이 짧아지는 것 같으며,근육엔 살
짝만 부디쳐도 멍이 잘 들고 대변에 간혹 피가 섞여 나오고 또한 여성
이라면 생리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혹은 붕루(崩漏8)가 생긴다.혀 색
은 담색에다가 태는 백색이며 맥은 細弱 맥이다.

症狀分析:.비주통혈인데 비기가 허약하여 피를 통섭 할 수 있는 기능을 잃게 되
면--각종 출혈이 일어난다.
.비기가 허약하여 운화의 기능이 무력해지면--식욕이 감퇴되고 몸이

피곤해지고 숨이 짧아지며 면색이 창백해진다.
.기가虛하고 피가 부족하면--혀색이 담하고 맥이 細弱 맥이다.

治療原則:溫脾補虛,益氣攝血
主 穴:비수,기해,족삼리,삼음교
手 法:補法
혈의해석:비수는 비장의 기운을 전송하는 기관이며 기혈을 생산해 내는 원초적

인 장소이므로 통혈장소이다 보법을 통해 익기통혈을 해야 한다;기해
는 원기의 발원지이다 따라서 하초의 기기를 보하고 조절해낸다;족삼
리는 양명경의 합혈이다.따라서 양명은 多血과 多氣의 장부이므로 氣
機가 잘 도달 될 수 있도록 한다.삼음교는 비장을 건강하게 하여 섭
혈과 지혈작용을 한다.그러므로 이 모두의 혈을 같이 사용하면 익기
섭혈과 지혈작용을 한다.

2脾陽虛

(1).脾陽虛損
主要症狀:식욕이 점점 감소하고,식후에 배가 팽창되고 ,사지가 붓기도 하고,소

변이 시원하지 않으며,혹은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하며,배가 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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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 있고 배가 더부룩했다가도 살며시 꺼지고,따뜻하게 해주면 편
하고,입에선 가끔 맑은 물이 넘어오며,사지는 자주 차며,여성은 냉대
하가 많고,아랫배가 간혹 처지는 기분이며,가끔 허리가 무겁고 시큰하
다.혀는 담색에다가 태는 백색이고 맥은 沈遲 맥이다.

症狀分析:.비장의 양기 부족해지면--비장의 기운으로 허약하고 쇠약하다(식욕감
소,복창,사지가 붓는다).

.양기가 약하고 중초가 차면--복중 냉통이 있으며 사지가 따뜻하지 않
으며

.한기와 습기가 하초에 차면--여성의 냉대하가 생기고 허리가 시큰하
면서 무겁고,허한증이 있으면-- 혀가
담하고 태가 백색에다가 맥은 느리다.

治療原則:溫中健脾
主 穴:중완,기해,위수,비수,족삼리.
手 法:補法多灸
穴의解釋:중완은 溫中散寒 즉 중초를 따뜻하게 하여 한기를 쫓아내는 방법;기해

는 하초를 따뜻하게 해주며;비수,위수는 多灸를 통해 비장의 양기를
돋아주며;족삼리는 중초를 평화롭게 하여 위장을 다스려주고 비장을
튼튼게 하여 습을 잘 배출시킨다.따라서 이 모두는 溫中散寒의 공효를
지니다.

(2).脾胃虛寒

主要症狀:식욕이 점점 감소하고 식후에 배가 팽창되며 복중 냉통과 위완부의 동
통이 있고 輕한자는 은근히 아픔이 끊이지 않고,重한자는 사지를 틀어
쥐고 격렬한 통증이 간간히 나타난다.찬 것을 가까이 하면 더욱 심해
지고,따뜻한 것을 가까이 하면 통증이 완화되며,맑은 물을 토할 때도
있다.혀 색깔은 담색에다가 태는 백색이면서 미끈미끈하다 맥은 沈遲
맥 또는 沈弦 맥이다.

症狀分析:.차가운 것의 성질은 응체되기 쉬운데 한기가 중초로 들어가면 비위의
기기가 불창되어--위장의 냉통이 생기며,따뜻한 것을 가까이 하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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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한기는 양기를 상하게 하며 위장의 수곡 부숙 기능을 잃게 하며 비장
의 전수 능력을 감소시켜--맑은 물을 토하게 하고 혀 태가 미끈미끈

하게 되고 맥은 침지 또는 沈弦 맥이다.
治療原則:溫陽健脾,溫中散寒
主 穴:비수,위수,중완,장문,내관,족삼리.
手 法:補法多灸
穴의解釋:背部穴이 주로 많이 사용하면서 多灸하는 것이 좋다,다구하면 양기의

소통이 원할 해져 한기를 잘 몰아내고;내관,족삼리로 비장과 위장
의 조화를 만들어 온양건비와,온중산한의 공효를 가진다.

(3)脾虛水腫

主要症狀:사지가 부종이 있고 重한자는 전신이 붓고,배가 더부룩해지면서,식욕
은 감퇴되며,대변은 묽거나 설사를 하며,정신은 피곤하고,사지는 힘
이 없어지며,혀는 질이 담색이며,태는 백색이면서 윤택해지고,맥은
濡緩 맥이다.

症狀分析:.비장의 양기가 약하면서 비장의 운화와 운수기능을 잃게 되어 육체가
정상적인 水谷精微를 충족하게 받지 못하다보니--정신이 피곤하고 사
지에 힘이 없어진다.

.수액조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수습이 몸에 적체(積滯9)되어--지체
가 부종이 생기며 심지어는 전신에 부종이 생긴다.

治療原則:溫陽健脾,益氣行水
主 穴:음릉천,비수,삼초수,관원,족삼리,삼음교.
手 法:補法
혈의해석:음릉천은 비장을 튼튼히 할 뿐 아니라 습을 이롭게 하고;비수는 삼습

기능을 강화시켜 비장을 도와주고;삼초수와 관원은 기기(氣機10)를 통
창시킬 뿐 아니라 기를 도와 물이 잘 흐르도록 하며;족삼리와 삼음교
는 족태음 비경과 족양명 위경의 기를 조절하여 소통시키고 비장과 위
장의 기가 운수기능을 회복시키므로 수액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진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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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온양건비와 익기행수의 공효를 지닌다(중의기초이론참고 고시 참
고서.1994).

제2절<<實證>>
1寒濕困脾

主要症狀:완복부가 창만해지고,머리와 몸이 무지근하면서 아프고,식욕은 감퇴되
면서 오심과 구토증이 생기며,입은 마르지 않고,변은 무르거나 퍽 퍼
지게 보면서,소변은 통쾌하지 않고,여성은 대하가 많으며,혀는 담홍색
에다 태는 白膩 태이며,혹은 두껍게 끼며,맥은 遲緩 또는 濡맥이다.

症狀分析:.습이 중초에 있는 양기의 흐름을 막으면 비장의 운수기능이 영향을 받아
.두부에 머무르면 --머리가 무거운 것이 생기고,입은 마르지 않으며;
.중초에 머무르면--완복부가 팽창되면서,오심구토증이 발생하고

식욕이 감퇴되며;
.비장의 양기가 핍박을 받으면 운화와 운수가 잘 안되어--대변이묽거나

설사를 하고 소변이 이롭지 못하며;
.습열이 하초에 머무르면 --여성에게 대하가 많이 생기며;
.한습이 내장에 머무르면--혀는 담홍색에 태는 백이 태이며 맥은

유완 맥이다.
治 法:溫中化濕
主 穴:중완,천추,신궐,족삼리,음릉천.
手 法:補法多灸
穴의解釋:중완과 천추를 多灸를 하면 온중화습;신궐은 소금 혹은 생강을 통해 灸

를 하면 腸과 胃를 따뜻하게 해주고 寒氣를 쫒아 내주며;족삼리는 위장
의 기기를 소통시켜주고;음릉천은 비기를 도와 운수의 기능이 잘되어
사지에 진액 공급이 잘되며 소변이 잘 통하여 지므로 스스로 잘 나아지
게 된다.따라서 온화한습과 화위건비의 공효를 지닌다.

2脾胃濕熱

主要症狀:얼굴과 눈 피부에 노랗게 되어 선명하기가 마치 귤색과 같으며,완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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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만되고,음식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기름진 음식은 먹기를
싫어하고,오심과구토가 있으며,몸은 핍력하고 몸은 무거워지며,발열
도 있으며,입은 쓰고,소변은 적으면서 노랗다,혀 색깔은 설홍과 태는
黃膩 태이며 맥은 濡數 맥이다.

症狀分析:.습과 열이 비장과 위장에 차게 되면 간장과 담의 소설기능에 영향을 미
쳐 담즙이 밖으로 유출되어--황달이 생기며;
.열은 양사이며 습과 열이 교차되어 쌓이게 되면 피부와 기육에 --황색

이 선명하게 마치 귤색과 같은 색으로 나타남.
.만약 열이 편승되어 나타나면--발열과 입이 쓰게 되며 따라서 양황이

라함.
.비장의 운화가 잘 안되어--완복부가 창만되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이 없으며 기름진 음식은 많이 싫어함.
.위장의 화강기능을 잃게되어 탁기가 상역하면--오심구토가 발생함.
.습열이 가득하면--소변이 노랗게 나오고 혀 색깔이 舌紅이 나오며 태

는 黃膩苔이고 맥은 濡數 맥이다.
治療原則:淸利濕熱
主 穴:중완,족삼리,음릉천,담수.
手 法:瀉法
穴의解釋:중완과 족삼리 음릉천은 건비이습의 기능으로 습을 제거하며;담수는 간

과 담의 열을 식힘으로서 상기의 혈 자리들은 모두 청열이습이 공효를
지닌다 (왕점새.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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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 혈의 분석

1절 公孫

1槪說

공손혈의 命名은:비장은 중초로 오행의 “토”에 속하여 사방으로 灌漑하므로 중
앙에는 황제가 있다 라는 뜻으로 황제의 성씨가 공손이므로 그리하여 이름이 공손이
라고 명명되었다.11)

공손은 족태음비경의 腧穴이자 絡穴이며 衝脈과 통하고 腸이 잘 통하게 하고
위장의 기능을 평화롭게 하는 기능 및 降逆기능의 공효를 갖고서 주로 비장,위,
장,복부,흉부,횡격막질환의 상용 혈이다.
본 혈은 비록 족태음비경의 수혈이지만 비경를 치료하는 작용뿐 아니라 비경의

낙혈로써 腹部內에 들어가 장과 위장에 낙맥의 역할과 충맥에 통하므로 임상에서
대부분 실증이 많고 따라서 임상에서 瀉法을 많이 사용된다.

2治療範圍

(1)脾,胃,腸病

족태음비경의 낙맥은 공손에서 따로 나가 족양경 위경으로 들어가며 그중에 하
나는 장과 위로 들어간다.족태음비경은 복1부로 들어가 비장에 속하고 위장에 絡
하며 그 經別과는 다르게 행하여 복부내로 들어가 비장과 위장 위로는 심장과 통한
다.더 위로는 咽喉부와 혀와 연결된다.여기서 경락이 통하는 곳이면 치료하는 내
용,즉 증상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衝脈病

공손은 충맥과 통하는데 “衝脈者,起於氣街,幷少陰之經,俠臍上行,至胸中而
散,...衝脈爲病,逆氣而里急”(<<素問.骨空論>>篇).충맥의 기가 정상의 상태를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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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氣가 올라오게 되고 내장이 고장을 일으키는데 통증이 상당히 심한 병변이 발
생하며,또한 흉중,횡격막,후두부 및 衝脈의 기가 上逆하는 것은 양명의氣와 서
로 병행하여 위로 올라와 병증을 일으킨다.이 모두는 衝脈과 통하는 공손의 치료
범위이다.

(3)局部疾病

족태음 경맥은 엄지발가락 내측 끝에서 시작하여,엄지발가락 내측 적백육제
(赤白肉祭12)를 타고,내과의 전연을 올라 간다;족태음의 筋도 역시 엄지발가락
내측 말단에서 시작해서 내과에서 결집된다.이 경맥이나,경근의 순행과 분포는
본 혈의 치료범위의 경맥,경근 및 血絡의 병증이다.

3功能

(1)辨證取穴

*瀉法의 功效:通調腸胃,理氣降逆
艾條灸 병행시:溫陽降逆
유사한 本草:지실,지각,침향,후박,대자석,진피,사인,백두구등.

*補法의 공효:健脾益胃

(2)局部取穴

*사법의 공효:舒筋活絡
애조구 병행시:驅邪散滯

*보법의 공효:壯筋補虛

4臨床應用

(1)嘔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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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을 사용하여 본 혈을 자침 한다:和胃降逆

(가)飮食停積型: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운화가 정상 기능을 잃게되어,중초가
영향을 받아,위기가 상역하게 되어 발생한다--구토를 하는데 시
큰하면서 부패가 된 냄새며,트림이 자주 나오고,음식을 싫어하
고,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하고,혀 태는 백이 태이며,맥은 滑
實 맥이다.

*配合穴:중완,내관--消食化滯,調和胃氣
*便秘者:천추

(나)痰飮內阻型:비장의 운화기능이 약할 때 담음이 정체되는데 이때 정체되는
곳이 위장에 머물러 하강하지 못해서 발생함--구토시 맑은 물
과 담과 침만 나오며,가슴이 답답하며 음식이 자주 멈춘 것 같
고,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머리가 어지럽고,가슴이 두
근거리며,혀 태는 백이 태이고,맥은 滑 맥이다.

*배합혈:내관,풍륭--化痰降逆,止嘔.
혹은 중완,풍륭--溫和痰飮,和胃降逆.

*입이 쓰고 가슴이 답답자,혀 태는 황이 태--내관,중완--淸熱化痰,和胃降逆.

(다)肝氣犯胃型:정서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간기가 울체되어,옆으로 전해져
위장을 범하면,위장의 기운인 和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
함 --구토시 신물이 넘어오며,트림이 빈번해지며,흉협이 창만

해지고,가슴이 답답해서 편하지 않다.혀 양쪽은 홍색
이며 태는 薄 黃 苔이며,맥은 弦 맥이다.

*배합혈:내관,태충--疏肝理氣,和胃降逆
(라)脾胃虛弱型:.비장과 위장이 허약하여 중초의 양기가 약해져 운화가 잘 되지

않아 수곡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발생됨--음식을 조금이라
도 많이 먹으면 즉시 토하고,때로는 토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피곤을 많이 느끼고,입은 마르나,목은 마르지 않고,대
변이 무르며,얼굴색은 황백하며,사지는 따뜻하지 않으며,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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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색깔이 담색이며,태는 薄 白 태이고,맥은 濡 弱 맥이다.
*배합혈:瀉法:중완(加 灸惑은 配合 燒山火13),補法:관원(加 灸惑은燒山火)

灸 신궐--溫陽益脾,和胃降逆.

(바)<<상한론>>245조:“食谷欲嘔,屬陽明也,吳茱萸湯主之;得湯反劇子,屬上焦
也”

377조:“干嘔,吐涎沫,頭痛者,吳茱萸湯主之”
390조:“少陰病,吐利,手足厥冷,煩燥欲死者,吳茱萸湯主之”
이 세 가지의 증은 증상은 서로 다르나 肝胃虛寒,濁音上逆으로
같은 病理病機라

*모두 艾條灸를 사용하여 灸 中脘과 瀉法으로 공손을 자침하여--溫胃散寒,
降逆止嘔(이세진.1985)

(2)胃痛

본혈을 취하여 사법을 사용한다.--理氣和胃,降逆止痛
(가)생각을 많이 하고 성질을 자주내면,기가 鬱滯되어 간을 상하게 되며,간의 소

설(疏泄14)작용이 정상을 잃게 되어 위장을 침범하게 된다.
*배합혈--사법:내관,중완,--疏肝理氣,和胃止痛.

(나)음식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고,食滯로 운화가 잘 안되며,胃脘部가 딱 막힌
거와 같아 위장의 和降 기능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다.

*배합혈--사법:중완,상완,족삼리,--食滯導滯,和胃止痛
만약 차가운 음식이나 생것을 먹어,위장의 양기가 손상을 당하면,위장이 차
가워져,따뜻한 것을 좋아하고,찬 것을 싫어하게 된다.

*배합혈--쑥뜸:중완,상완--溫胃散寒.
(다)습열이 내장에 꽉 차게 되거나,자궁과 중초에 머물게 되면,비장과 위장에 손

상을 주게 되어 납기와 운화가 제 기능을 잃게 되어버린다.
*배합혈--사법:중완,음릉천--淸利濕熱,和胃暢中(석학민.1998),(흑룡강중의약
대학.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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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呃逆

張景岳說:“呃逆之由,總由氣逆,氣逆於下,則直衝於上”
치료상에 있어서,理氣和胃,降逆平呃 위주로 치료 원칙을 세위서 元氣가 많이 虛
한 상태 제외하고는 각종 병리적인 類型의 애역은 모두 본 혈을 취해야 한다.이
는 和胃降逆의 방법으로 말이다.항상 陽維脈과 통하는 內關과 합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理氣和胃,降逆平呃의 효능이다.
(가)實呃:정서 불안정으로 肝氣가 위장을 犯하여 氣機가 조체되어,胃氣가 上逆되

어 발생한다.
*배합혈--사법:태충--疏肝理氣,和胃降逆.

사법:중완--理氣和胃,降逆.
음식이 정체되어,위완부가 더부룩해지고,기기가 잘 통창되지 않으면
위장의 화강기능이 상실된다.

*배합혈--사법:족삼리,중완--消食導滯,和胃降逆.
담음으로 인한 탁한 기운이 안에서 막히여,기기가 이롭지 않게 되어,
위장의 和降 기능이 상실된다.

*배합혈--사법:풍륭--祛痰和胃,降逆平呃.
(나)熱呃:음식을 먹은 후 제때에 내려가지 못해 담과 음이 탁해져 중초에 오래도

록 머무르게 되면 울체가 되어 열이 나게 되는데 이 열이 상충되면 발
생된다.

*배합혈--사법:내정,중완--消積導滯,淸胃降逆.
간의 기운이 울체되어,화로 변해지면 간의 화기가 위장을 침범하게 되
어 肝과 胃의 열이 올라와 발생된다.

*배합혈--사법:행간,내정--平肝淸胃,降逆平呃
(다)寒呃:갑자기 너무 찬 것을 먹었거나 혹은 생것을 과식했거나 아님 寒冷한 약

물을 많이 복용하여 寒氣가 중초에 축척이 되어 위장의 양기를 억제시
켜 위장의 和降 기능을 잃게 만든 상태를 이야기 한다.

*배합혈--사법+灸法:중완,상완,--溫中散寒,和胃降逆.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약해진 사람이 되었다거나 원기가 쇠퇴 되거나 혹은
큰 질환 이후에 체력이 감소한 후에 기가 固攝機能을 잃게 된다면 본 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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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通降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마땅히 원기를 固攝시키고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보하면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석학
민.1998),(흑룡강 중의약대학.1996).

(4)腸閉塞症(腸梗塞症)

(가)瘀阻氣滯型:사법--삼음교,기해,아시혈--理氣行瘀,疏暢通降.
(나)食積阻滯型:사법--천추,중완--消食導滯,寬腸通便.
(다)腑氣閉傳型:사법--하완,족삼리--開結通腑.

(5)足內翻,足下垂 合幷足內翻.

(가)足內翻
ㄱ)족태음비경,족소음 신경의 경근이 당긴다
사법:조해,태계,삼음교 --舒暢經筋.

ㄴ)또한 족소양담경,족태양 방광경의 경근을 이완 시킨다
보법:절골(현종),신맥,곤륜--健壯經筋.

(나)足下垂 合倂 足內翻
ㄱ)족태양 방광경,족소음 신경,족태음 비경의 경근이 당긴다.
사법:조해,승산,태계,관륜--舒暢經筋.
보법:구허,신맥,절골,--健壯外側經筋法

ㄴ)또한 족소양 담경,족태양 방광경,족양명 위경의 경근이 이완 되어 있다.
보법:신맥,구허,절골,해계--健壯經筋.
사법:조해,태계,삼음교,승산--舒暢經筋

(6)公孫透刺湧泉

본내용이 추구하는 치료법은 자극을 크게 확대하여 자극량 자체를 강하게 한다
--급성복통,구토에 적용한다(이 세진.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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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孫의 臨床應用表
  病  名   證         型          穴                  位    비  고

嘔    吐

 飮食停滯型 사-중완,내관

 痰飮內阻型 사-내관,풍륭

 肝氣犯胃型 사-내관,태충

 脾胃虛弱型 사-중완 보-관원

胃    痛

 肝氣犯胃型 사-내관,중완 

 飮食停滯型 사-중완,상완,족삼리

 濕熱內阻型 사-중완,중안,음릉천

呃    逆

 實      呃 사-태충

 熱      呃 사-내정,중완

 寒      呃 사,구-중완,상완

腸閉塞症  瘀阻氣滯型 사-삼음교,기해,아시혈

 食積阻滯型 사-천추,중완

 腑氣閉傳型 사-하완,족삼리,

足內翻,足

下垂合幷
 足  內  翻

사-조해,태계,삼음교,보-절골,신맥구허,곤        

                             륜

 足下垂및 足內翻 사-조해,승산,태계,곤륜 보-구허,신맥 절골

應     用
 透     刺            공손 투자 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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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三陰交

1槪說
혈명해석:삼음(三陰)은 족태음비경,족소음신경,족궐음간경을 가르키며 교(交)는

서로 교접된다는 뜻이다.본 혈에서 비,간,신경이 서로 교접(交接)되었기에 삼음
교라고 하였다.
별명은 태음(太陰),승명(承命),하삼리(下三里)라고도 한다.본 혈은 족태음비경의

종아리부위에 있는 수혈이다.肝과脾腎 삼경의 교회혈이라 주로 남녀 생식기와 비뇨
기병 血證과 婦人科病에 상용 혈이다.따라서 간 비 신 세 장기의 기화기능이 잘 안
되어 파생된 病理症候에 독특한 효과가 있다.
본 혈의 치료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특히 부인과 중에서도 잉태와 출산,생

리,냉대하 등 간 비 신과 심장 및 자궁 등 장부경락의 종합적인 병변에 해당된다.
반드시 임상에서 섬세하게 잘 살피어 그 증상과 변증에 힘쓴다면 아주 탁월한 효과
를 보게 된다.

2治療範圍

(1)婦人科

부인과 병중의 생리,대하,잉태,출산의 질환은 충맥과 임맥 그리고 대맥과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衝脈은 혈해이고,任脈은 주로 태아를 잉태하며,帶脈은 모
든 맥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세맥은 간 비 신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비장위장의 운화 부족으로 간장 신장의 정과 혈이 부족해지져,즉 충맥과 임
맥,대맥에 충분한 영향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태아에게도 결핍현상에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이 세 장기의 기능실상은 충맥과 임맥,대맥에 질병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질환이 있을 때에도 본 혈을 치료해야 된다.

(2)血證

간은 주로 장혈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血量을 조절하는 것이고;비장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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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혈 기능인데 기혈을 만들고;신장은 주로 臧精인데 정과 혈은 서로 상생하고
있다.본 혈은 혈증을 치료하는 주요 혈의 하나인데 이는 脾失統血,肝不藏血,肝
血虧虛,精血虧損으로 이어지는 병증이므로 모두 본 혈을 취해서 시술하게 된다.
본 혈은 攝血,凉血,補益 전신 血分의虧虛 및 전신 혈액운행의 작용을 통창시

키므로 각종 원인으로 생기는 血虛,瘀血,血熱등의 병증을 모두 본 혈로 치유한
다.溫病中의 영분증후(榮分證候15)와 혈분증후(血分證候16)의 虛熱型,實熱型도
본 혈의 치료 범주에 속한다.

(3)肝 脾 腎과 관계있는 生殖,泌尿系病과 經脈病

足 三陰經脈은 발에서 시작해서 三陰交穴에서 교회하는데 모두 이 삼음교에서 또
나누어져 소복부로 가서 음부에서 결집되어 임맥에서 교차하는데 曲骨과 中極,關
元에 모여 다시 복부,흉부,완복부,협측으로 나누어 지나간다.이는 족삼음경의
순행과 간 비 신 세 장기의 생리,병리에 따라서 삼음교는 간 비 신 세 장기의 기
능실상을 치료 할 뿐 아니라 男女生殖器,泌尿系疾病은 경락을 따라 취혈하며 足
三陰經 經脈의 循行通路上의 하지,음부,복부,흉부,늑골등의 병변도 치료한다.

(4)經筋病證

본 혈이 소재하는 곳의 경근이 拘急되거나 弛緩되는 질환의 經筋病은 즉 足內翻
과 足內翻 足下垂 등은 본 혈을 취해 치료해야한다.
총체적으로 본 혈은 婦人科,血證과 肝 脾 腎과 관계있는 男女 生殖器와 泌尿系

疾病의 常用穴임을 알 수 있다.

3功能

(1)辨證取穴

*보법의 功效:健脾攝血,補血,育陰
類似한 本草:四物湯,아교주,하수오,용안육,자하거,黑포황,炒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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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복령,산약,의이인,백편두 등의 功效.
*사법의 공효:活血祛瘀,疏肝,行濕

類似한 本草:당귀尾,적작약,강황,도인,홍화,유향,몰약,포황,
영지,울금,향부자,현호색,익모초,복령,택사,토복령 등의 공효.

*사법의 공효(약한사법):配合-透天凉--凉血
유사한 본초:생지황,단피,지골피,황백,현삼,단삼,지유,천초 등

의 공효.
*先사법 後보법:活血,祛瘀生新

유사한 본초:全당귀,천궁,단삼,계혈등 등의 공효.

(2)局部取穴

*사법:舒筋活絡.
*보법:壯筋補虛.

4臨床應用

(1)월경부조,붕루,經行吐衄,통경,經閉,帶下,산후복통,산후현훈

(가)心脾不足으로 발생된--붕루,경폐,월경부조.
*보법:삼음교,신문--補氣心脾.

(나)중기부족,血隨氣陷으로 발생--붕루.
*보법:삼음교,합곡.--補氣攝血
*보법:족삼리--補益中氣,益氣攝血.

(다)간기울결,혈이 기체가 되어 발생--월경부조,통경,경폐,
*사법:삼음교,태충,기해--疏肝理氣,通經行血.

(라)몸이 차가워서 응체되어 발생--통경,경폐,월경부조,
*사법:삼음교,灸:기해(혹은 관원),아시혈--溫經散寒,行血祛瘀 (生化湯效能).

(바)간기상역,혈은 기를 따라 위로 상역되어 발생--經行吐衄.
*사법:삼음교,태충,--理氣降逆,引血下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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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신양허,대맥의 기능 상실로 발생--冷帶下.
*보법:삼음교,관원,대맥,신유,태계,--補益脾腎,固攝止帶.

(아)비양불운,습탁내정으로 발생--帶下.
*보법:삼음교,관원,
*사법:음릉천--溫陽益脾,化濕祛濁(흑룡강 중의약 대학.1996)

.

(2)習慣性流産

<<婦人良方>>中說 “血氣虛損,不能養胎,所以數墮胎也”.본 혈은 익비양혈,조
보간신의 기능이 있으므로 본 혈을 취하여 잘 시술해 보기 바란다.간장과 신장을
보하는 것은 충맥과 임맥을 고섭하면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니 이에 해당하는 간
신부족과 충맥과 임맥의 虛한 者는 본 혈 외에 復溜,腎輸 혹은 太溪;비신허휴者
는 본 혈외 復溜,太白,혹은 太溪,隱白;기혈이 모두 弱한 者는 본 혈외 合谷,血
海를 補함이 더욱 좋다.

(3)胎動不安

본병과 현대의학의 流産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과 비슷하다.이는 강한 충격을
받았거나.기와 혈이 통쾌하지 못하거나 해서 태아의 기운이 막히어 태통불안의 현
상이 나타난다.여기서 間歇的으로 하복부 동통이 생길경우에 먼저 본 혈을 사법으
로 자극한 다음 나중에 보법을 사용하는데 사법으로 間使 혹은 內關을 행기활혈의
공효를 얻는다.이 증상이 다소 완화되면 다시 보익기혈과 보익간신의 방법으로 태
아의 원기를 고섭시켜 낸다.기와 혈이 허약한자는 충맥과 임맥이 不固 하므로 섭
혈이 잘 안되어 태아가 불안해 진다.이때는 보법으로 삼음교,합곡,--補益氣血,
攝血安胎 작용을 한다.

(4)心悸,怔忡,失眠,健忘,眩暈,痙病等

이상의 질병들은 본 혈을 취하여 보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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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심비부족한 자는
*배합혈 보법:신문--歸脾湯효과--補益心脾,養血安神.

(나)심음부족이 부족한 자는
*배합혈 보법:복류;사법:신문--天王補心丹效果--滋陰養血,安神.

혹은 보법:삼음교;사법:신문--珠砂安神丸--養陰淸火,鎭心安神.
(다)氣血雙虧 자는
*배합혈 보법:합곡--補益氣血.

보법:신문--人蔘養榮湯의 效果.
(라)心血虧少자,心神不寧자는
*배합혈 보법:신문,심수--養心湯의 효과 --養血,寧心安神.

(바)眩暈과 痙病은 간신음허,風陽이 위로 올라간자는
*배합혈 보법:삼음교,복류;사법:태충--大定風珠의 효과--育陰潛陽.

(5)眼瞼下垂,夜盲,流泪證등

본 혈을 취하여 보법으로 補精血,益肝腎.
이상의 안과적인 질환은 肝血不足型자는
*배합혈 보법:간수 --補益肝腎.
심비부족형자는
*배합혈 보법:신문--補益心脾.
기혈쌍휴형자는
*배합혈 보법:합곡--補益氣血.
간신휴허자는
*배합혈 보법:복류(혹은 태계),간수--補益肝腎,養陰明目.

(6)吐血,咳血,衄血,齒血,齒痛,便血 等.

이상의 병명들도 본 혈을 취하여 --益脾養血,凉血.
(가)勞倦傷脾,氣不通攝,血無所歸--변혈,
*배합법 보법:삼음교,합곡,태백,--益氣攝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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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비부족으로 --토혈,해혈,뉵혈,치뉵
*배합법:보법:삼음교,신문--補益心脾.

(나)血熱妄行,損傷血絡,迫血溢出--토혈,해혈,비뉵,치뉵
*배합법:사법:삼음교,신문에 균등하게 배합을 透天凉--犀角湯효과--淸熱凉

血.
(다) 陽明熱熾,俠血分熱--치뉵,치통
*배합법:삼음교,내정--淸胃散의 효과--淸胃凉血.

(7)乳汁缺乏

이 병은 肝氣鬱結과 氣血陽虛로 발생한다.
<<婦人良方>>中說:“婦人乳汁不行,皆由氣血虛弱,經絡不調所致”유즙은 기혈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혈이 부족하면 유즙이 생성되지 않는다.

(가)氣血雙虧型 결핍 유즙은
*배합법:보법:합곡,삼음교--補氣養血.

(나)脾胃虛弱,納運失職으로 기혈휴허로 발생
*배합법:보법:합곡,삼음교,비수,위수,

사법:족삼리--建脾益胃,化中導滯.
(다)기체혈어,乳絡不暢자는
*배합법:사법:삼음교,간사,기문,

점자:소택--行氣散瘀,通暢乳絡.

(8)陽痿

족 삼음경의 맥은 소복부로 순행해서 생식기에서 모이는데 족삼음경과 족양명위
경의 경근은 생식기 부위에서 결집되어 <<素問 ·厥論>>篇称:“前陰者,宗筋之所
聚,”경근은 경락의 기혈에 자윤과 자양을 받아야만 된다.따라서 임상 상에서 항
상 족삼음경의 교회혈인 삼음교로 양위증을 치료한다.

(가)신양허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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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법:보법:관원,신수,태계
(나)중기부족형자는
*배합법:보법:합곡,족삼리,--補中益氣.

(다)심비부족형자는
*배합법:보법:신문,

(라)공구상신자는
*배합법:보법:태계,신수

(9)中風

(가)중장부:肝陽上亢으로,氣血이 上逆하고,痰火壅盛으로,淸竅閉塞을로 閉證이
발생한다.

*배합혈:사법:삼음교 --引血下行.
脫증이 발생되었을때.

*배합혈:보법:삼음교--血益陰,補益精血
(나)중경락:半身不隨,혹은 口眼歪斜로 기혈이 雙虧型자는
*배합법:보법:삼음교,합곡--보익기혈.
뇌혈전으로 형성되어 발생한 반신불수는

*배합법:사법:삼음교(사법 5분정도)
보법:합곡(보법 10분정도)--補氣活血,祛瘀通絡(補養還五湯의효과)

强直性 癱瘓자는
*배합법:사법:태충--平肝息風.
弛緩性 癱瘓자는

*배합법:보법:삼음교--보기활혈.
뇌전색으로 발생된 반신불수 등--위부분과 동일하게
心動過緩의 증상자는

*배합법:보법:합곡,신문,
:사법:삼음교--補益心氣,祛瘀通絡(구 무량.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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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陰陵泉

1槪說

별명은 음지릉천(陰之陵泉)이다.
음은(陰)음양의 음을 가르키는데 내측은 음에 속한다.릉(陵)은 언덕을 가르키며,
천은(泉)샘물을 가르킨다.본 혈이 경골내상과 아래쪽 오목한 곳의 위치에 오목한
그곳에 위치한 그곳이 마치 언덕아래에 있는 샘과 흡사하다고 음릉천 이라고 한다.
본 혈은 족태음 비경의 合穴이며 水穴이다.또한 濕을 다스리는 要穴이다(음양맥진
출판 편집부.1996).

이 혈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脾不化濕,濕困脾土,聚濕生痰과 脾虛及胃,及腸으
로 생기는 질병을 다스린다.또한 혈이 소재한 국부 및 근처의 병변을 치료하는 常
用穴이다.비장의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되고,비장기능의 失常으로 발생
되는 병변의 증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濕爲 粘膩之邪不易速化”임상상 습사로 인해 질환을 치료하는데 중요하므로 자세
히 살피고 신중하게 論治하라는 뜻이며 배합하는 혈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병세
가 점점 길어진다는 것이다.아울러 이 병은 현대의학에서는 소화기 계통의 질환과
體液疾患으로 보아진다.

2治療範圍

비장은 주로 수곡이 精微된것을 운화와 운수로 水液代謝作用을 촉진시키는데
만약 비장이 약해지면 수습이 잘 운반되지 않고,습이 많아지면 비토가 쉽게 피곤해
지는데 이는 비장과 수습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1)수습으로 인하여 생긴 병증

(가)脾不運濕,水濕停聚의 병변.만약 濕阻上焦가 되면 淸陽不昇하여 머리가 벌어지
려 하고 머리가 무겁다.濕阻中焦가 되면,비장과 위장에 納氣와 運化가 실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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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완복부가 창만해지고,습이 내부에 생기게 되면,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설사
나 붓게 된다.
또 습이 下焦에 머무르게 되면,氣化機能이 잘 안되어 水失統調로 다리가 붓

고 소변이 탁하게 되며 帶下와 陰部가 가려워지며,陰囊에 濕疹이 생기게 된다;
흉부의 양기에 阻滯가 되면,氣機가 不暢하게 되어 胸中痞悶이 생기며;습사가
留滯되면 淸陽이 불승하여 사지에 전달되지 못하므로 사지가 沈重하면서 무력하
다;또한 수액이 피부로 泛濫하게 된다면 수종과 소변이 적어지며;수액이 복부
에 머무르게 되면 복수와 소변이 통쾌지 못하다.

(나)水濕之邪가 侵犯하게 되면 병변이 발생한다.
만약,습사가 근육사이에 머무르게 되면 근육의 부드러움이 상실되어 屈伸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회전하는데 불편이 따른다;습사가 관절과 관절사이에 留住하
게되면 관절의 동통과 무거움이 있으며 역시 굴신이 불편스럽다;습사가 피부간
에 濫하게 되면 부종이 생기며 습사가 피부에 유주하면 각종 皮膚炎이 발생한다;
습사가 더불어서 풍사나 한사,혹은 열사를 만나 일으키는 병증에서도 본 혈

을 취하여 사법으로 그 습을 제거해야 한다.습이 쌓이면 내열이 발생하는 병증
에서도 본 혈을 취하여 사법을 사용하면 利水行濕,分消濕熱이되어 “濕祛則熱無
從化.”
傷寒病中의 太陰證과 太陽腑證(畜水型),溫病中의 氣分症候,濕熱留戀型 혹은

濕熱內鬱型 및 濕熱溫阻의 腸傷寒 역시 “濕祛則熱無從化.”

(2)脾虛 聚濕生痰으로 인하여 생긴 病證

비장은 담을 생성시키는 근원지이다.비장의 기능이 虛하여 습이 생기면 습이
모여서 담이 생기게 된다.담이 생기어 위장을 침범하면 오심과 구토가 생기고;
담이 생기어 폐를 阻滯시키면 咳嗽와 痰喘이 생기며;중초에 留滯되면 완복부가
창만하면서 納呆가 생기고;기육과 피부에 생기면 붓게 되며;淸陽이 잘 되지 못
하면 두통과 현훈이 나타나고;皮下와 관절 및 경락에 머무르면 관절에 냉통,지
體가 麻木되며,지체가 痿軟하면서 반신불수도 되며,깊은 곳에서는 腫塊가 된다.
또한 음이 脇下에 있으면 懸飮이라고 하고,음이 횡격막위에 있으면 支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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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腸胃에 있으면 痰飮,기육에 있으면 溢飮이라 한다.또 水飮이 상역하면 心陽
이 부진하여 心悸현상도 생기는데 이 모두가 본 혈의 치료 範疇에 속한다.

3功能

(1)辨證取穴
*보법:건비익기;배합 艾條灸 혹은 燒山火 --溫補脾陽.

本草--백출,복령,의이인,편두,창출,복룡간,구감초,대조,익지인,대
복피,육두구,추두구,산약,황토 등의 공효.

*사법:이수행습;배합 애조구--溫化水濕;배합 투천량--淸利濕熱
本草--복령,저령,통초,대복피,차전자,택사,활석,의이인 등의 공효.

(2)局部取穴
*사법:駏邪散滯,舒筋活絡.
*보법:壯筋補虛.

4臨床應用

(1)頭痛,眩暈

본 혈을 취하여 비장과 관련 있는 두통 및 현훈에 중점.
(가)비장이 허하여 습이 생기고 습이 뭉쳐지면 담이 생기는데 담과 습의 사기가
頭頂部를 맑지 않게 하여 경락의 흐름을 沮害하고 맑은 기운을 얻지 못해 두통
이 생기며 맑은 양기가 올라가지 못하니 濁飮역시 내려가지 못해 현훈이 생긴
다.
*사법:음릉천,풍륭,--祛濕降痰,--二陳湯의 공효.
보법:비수--健脾祛濕,化痰降濁.
혹은 보법:음릉천 사법:풍륭,백회-- 健脾化痰 止痛--半夏白朮天麻湯의

효능.
(나)비장과 위장의 운화 실상으로 기혈을 생성시키는 것이 부족해지면 기혈이虧



30

虛하여 頭頂部까지 제대로 공급지 못하여 두통과 현훈이 일어나게 된다.
*보법:음릉천,비수 --健脾益胃.
배합:관원--調理脾胃.--비위납운 정상--기혈왕성 즉 두통,현훈해소.

(다)肝氣鬱結로 鬱滯가 되면 화로 변하여 肝火上昇으로 두통,현훈발생.
*배합혈:사법:음릉천,태충,구허--淸肝瀉火--龍膽瀉肝湯의 효능.

(2)嘔吐

본 혈을 취해 健脾,利濕을 사용한다.
(가)음식정체형
*배합혈:사법:음릉청,족삼리,점자4봉혈--消食導體,化胃降逆.
(나)비위허약형
*배합혈:보법:음릉천,

사법:중완(加灸),공손--溫中健脾,化胃降逆.
(다)담음내조형
*배합혈:사법:음릉천,풍륭,--化痰消飮.

사법:중완--溫胃化中.

(3)泄瀉

본 혈을 취하여 脾虛,습사와 관련된 설사를 퇴치한다.
(가)脾胃虛弱型
* 배합혈:음릉천,족삼리--先少瀉,後多補--健脾理氣,滲濕止瀉.--參苓白朮散

의 효능.
(나)肝木乘脾型
*배합혈:보법:음릉천--健脾

사법:태충--疏肝理氣--通瀉要方의 效能.
(다)寒濕型:만약 습이 비교적 무겁다면 胸悶 納呆 肢體가 倦怠하며 혀 태가 백

이 태이며 맥은 濡 緩 맥이다.
*배합법:사법,구법:음릉천,족삼리--溫中分利,--胃苓湯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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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食滯胃腸型
*사법:음릉천,족삼리,점혈4봉혈--消導積滯.
사법:음릉천,족삼리,천추,--消積導滯,利濕止瀉--枳實導滯丸의 효능.

(4)水腫

수종의 형성은 肺 脾 腎 세장기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張景岳說“凡
水腫等證,乃 肺脾腎 三臟相干之病.蓋水爲至陰,故其本在腎;水化於氣,故其標在
肺;水惟畏土,故其制在脾.”따라서 본 혈을 취해 健脾利水를 해야한다.
(가)비허로 利水機能이 잘 안되면 水濕이 정체되어 발생한다.
*배합법:보법:지구 음릉천,비수,중극

사법: 음릉천,중극;보법:관원,비수--溫運脾陽,化氣行水.
(나)脾虛로 물을 제어할 수 없고 腎虛로 물을 주관하는 기능을 잃으니 수습이 蘊

聚되어 발생한다.
*배합법:보법:음릉천,관원,태계,신수,--溫補脾腎,化氣行水.

(다)수습이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쌓이면 열이 발생하여 氣機를 阻滯시켜 삼초
에 결독의 기능을 상실시켜 발생한다.

*배합법:사법:음릉천,중극,(배합 투천량)--淸理濕熱,以利小便.
(라)<<金匱要略,水氣病脈證幷治>>篇說 “風水,脈浮,身重,汗出惡風者,防己黃耆

湯主之.”침구 치료는 사법으로 음릉천과 보법으로 합곡을 놓아--益氣行水함
이 좋다(단 부진.1995).

(5)痰飮

<<素問.經脈別論>>篇中說:“飮入於胃,遊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
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五經幷行.”
수액의 운행과 폐 비 신 세 장기의 관련사항은 그중에서 비장이 가장 우선이

다.비장의 양기가 쇠하여 수곡정미를 수송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아 충분히 폐에
공급하지 못하고,아래로는 신장에 영향을 미쳐 利水가 잘 안되어 수액이 중초에
정체되어 각 방면으로 溢出되어 오장으로까지 전달된다.따라서 비경의 합혈이며
수혈인 음릉천을 취하여 본 질병을 치료하는 常用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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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기가 장과 위장에 머무르는 담음증
*배합법:사법구법:음릉천,천추,중완,--溫陽化飮.

사법:음릉천,중극(加灸),보법:관원,--化氣行水.
사법:음릉천,중극,천추,중완--逐水化飮,分消飮邪.
사법:음릉천, 보법:비수,관원--溫陽益脾,化氣行水.
사법:음릉천,풍륭 灸法:관원,신궐--溫陽益脾,祛濕化痰.
사법:중극 보법:음릉천,태계,관원--溫補脾腎,化氣行水.

(나)<<金匱要略.痰飮咳嗽病脈證幷治>>篇中說:“胸中有留飮,其人短氣而渴,四肢
曆節痛,脈沈者,有留飮.”수음이 관절에 유주되는데 특히 하지관절에 留注되고
맥이沈 하면 사법으로 음릉천을 취하고 보법으로 관원(배합 燒山火--온열감이
양쪽하지로 내려가게 함)--溫陽行濕,化飮의 효능.(호북중의학원.1963)

(6)帶下

본 질병은 대부분 脾虛,濕盛으로 발생한다. 본 혈을 취하여 健脾,祛濕작용을
한다.

(가)비장이 虛하여 습이 생성되고,습이 하초에 머물러 임맥을 손상시켜 白帶下
가 생긴다.

*배합법:사법:음릉천 보법:족삼리,삼음교
혹은 음릉천,족삼리,먼저 瀉하고,후에 補法을사용하여--健脾
益氣,除濕止帶의 효능.
비장이 허하여 습이 발생하고 습이 모여 담이 만들어지고 痰 濕
이 아래에서 머무르면 대하가 생긴다.

사법:음릉천,풍륭, 보법:비수,혹은 태백--健脾化濕,行濕止帶.
(나)비장이 허하여 습이 성하고 간이 울체되면 열이 발생하여 습열이 下注하면

鬱結로 포궁에 대하가 생긴다.
*배합법:사법:음릉천,구허,태충 혹은 행간,--瀉肝淸熱,祛濕止帶,--龍膽瀉

肝湯의 효능.
濕邪가 침범하여 쌓이다가 열이 발생하면 습열이 하주하게 되고 울결이 포궁
에 머물러 黃帶下 및 赤白帶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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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법:사법:음릉천,삼음교,중극(배합 투천량)--淸利濕熱 止帶.
습과 열이 鬱結되어 포궁에 있으면서 화로 변하면,화가 榮血을 灼熱하여 적
대하가 있으면.

*배합법:사법:중극,음릉천,삼음교,음릉천과 삼음교는 투천량으로 --淸化
濕熱,凉血止帶.



34

제4절 血海

1槪說

별명은 혈극(血郄),백충와(百蟲窩)라고도 한다.
혈은(血)혈액을 가르키며 해(海)는 바다를 가르킨다.본 혈이 여러 가지 혈증을 잘
치료하는데 마치 강물이 바다에 흘러들듯 혈들이 경맥에 되돌아와 흐른다고 혈해라
고 하였다.혈해 혈은 주로 血證病과 血分,습기와 관련 있는 피부병 등을 치료하
고 또한 濕熱下注의 병증과 혈이 위치하고 있는 국부의 병변 및 현대의학의 過敏性
질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라 영분.1996).

2治療範圍

(1)血證

(가)족태음비경은 多血의 경맥인데 이는 비주통혈,비능익기,혈액이 맥 중에서 정
상으로 운행되는 것은 비장의 통섭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옛말에 “氣爲血
率,氣行則血行.”이라는 말이 있다.비장의 기운이 허약하면 統攝無權하여 崩
漏,월경부조,변혈 등이 본 혈의 치료범주에 속한다.

(나)피의 來源은 수곡정미에서 發生은 비장에서 모두 總括者는 심,저장은 간,선
발과 숙강은 폐,배설은 신장에서 머무른 것은 맥 내에서 순행은 맥의 통로로
하게 되어 전신에 영향을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기혈이 실조는 모든 질병의 보편적인 발병 기전이다. 만약 생각을 많
이 한다거나,노동을 많이 한다거나,기가 체한다거나,간의 화가 찼다거나,담
화 있다거나,한사로 응체되었다거나,습열이 찼다거나,기가 虛하거나,열사가
침범하거나,모두가 심,간,비,폐,신의 각종 기능이 실상 되어 정상적인 혈행
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瘀血痺阻,血熱妄行,陰血不足,新血不生 등의
병리변화가 일어난다.血海는 陰血의 바다이며 養血行血,凉血調血의 功效를
가지고 있어 위에 열거한 원인들로 발생된 혈 병을 더욱이 하반신 및 부인과의
血病과 血虛,血燥,熱耗陰血로 발생된 피부병 등도 본 혈을 취하여 치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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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장의 성질은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습을 싫어하며 비장이 허약하면 쉽게

습이 발생한다.脾失健運,濕注下焦,氣化失職으로 발생되는 帶下나 下肢濕疹 등
도 본 혈의 치료 범위에 속한다.

3功能

(1)辨證取穴

(가)보법:益脾攝血,生血養血,健脾祛濕.
본초:당귀,작약,숙지황,아교,측백옆,복룡간,자하거,복령,의이인,용안육

등의 공효.
(나)사법:行血祛瘀,淸血分熱,化濕祛濁.

본초:당귀미,적작약,도인,홍화,천궁,단삼,복령,차전자,목단피,지골피,
생지황,울금,천초,지유근,향부자,익모초 등의 공효.

(2)局部取穴
(가)사법:배합:애조구,소산화--祛邪散滯.
(나)보법:强壯筋脈.

4臨床應用

(1)通經

본 혈은 行血祛瘀,益脾養血,--氣滯血瘀型,寒濕凝滯型과 氣血虛弱型의 통경을
다스린다.

(가)기체혈어형:肝氣가 편안하지 않아 氣機가 不利하면 기는 혈을 운행시킬 능력
이 없어 不暢하게 되면서 혈은 기를 따라 유통될 수가 없어 충맥
과 임맥이 이롭지 않게 되면서 經血이 胞宮에 머무르게 되어 통경
을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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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법:사법:기해,혈해(行血祛瘀),귀래 혹은 아시혈--調氣活血,理氣止痛.
(나)한습응체형:생리기간 중 寒氣에 노출되어 한기와 습사가 만나 下焦를 침범하

였다면 포궁에 머무르게 되면서 경혈이 한과 습에 응체되어 經行
이 불창하게 통증을 일으킨다.

*배합법:사법:혈해,구법:귀래,아시혈--溫散寒濕,活血行瘀.
(다)기혈허약형:기혈이 허약하여 혈해가 공허해지면서 포궁의 맥이 정상을 양성

되지 못하여 생리 후에 작통이 있다.
*배합법:보법:혈해(益脾生血),합곡,--益氣養血.

보법:혈해,합곡,삼음교 (先瀉後補)--益氣養血,활혈지통.
(라)혈허기체형:생리가 지난 후에 남은 혈액이 깨끗이 나가지 못하여 작통이 생

긴다.
*배합법:보법:혈해 사법:기해--養血調氣.

(2)崩漏

崩이란 생리가 아니거나 혹은 생리 중 일지라도 갑자기 下血을 하는 것을 이야
기하는 것이고 漏는 조금씩 조금씩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임
상에서 항상 같이 발생하는지라 먼저 급한崩을 치료하면서 漏는 근본으로 다스려
야한다.<<葉天士女科>>中說“崩漏不止,經亂之甚者也,蓋非時血下,淋漓不止,謂之
漏下;忽然暴下若山崩然,謂之崩中,由漏而淋,由淋而崩,總因血病,調治之法.”혈해
는 능히 혈기를 조절하고 혈을 다스려 혈은 기를 따라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로 해서 본 질병을 치료하는 상용 혈이다.
(가)心脾不足으로 발생한자는
*배합법:보법:신문,애조구:은백(보법-태백)--補益心脾,攝血止血.

(나)中氣不足,血隨氣陷者는
*배합법:보법:합곡,족삼리--補益中氣,攝血止血.

보법:합곡,애조구:은백--補益氣血,益脾攝血.
이 질병의 치료는 急한것은 그 겉을 먼저 치료하고,緩한것은 그 本을 치료해
야 한다.

*배합법:보법:혈해,합곡,족삼리,혹은,혈해,삼음교,합곡,捻轉補瀉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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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3)血淋

“氣海,血海療五淋”(<<靈光賦>>),“五淋血海男女通”(<<雜病穴法歌>>).혈해
로 임병을 치료하는데 특효 혈이다.이는 열이 혈분으로 침입하여 血絡을 뜨겁게
만들어 혈행의 정상괘도를 잃게 만들어 소변으로 피가 섞여 나오게 만들기 때문이
다.
*배합법:사법:혈해,중극(배합 透天凉-침감이 하복부까지 전달되어야 됨),소

부(혹 신문),--熱祛血行.

(4)皮膚瘙痒症

본 혈은 보법으로 취한다.
혈이 허하면 바람을 잘 받고 이 풍사가 肌肉에 울체되면 밖으로 잘 유출되지 않
아 발생한다.
*배합법:사법:곡지--양혈거풍
하계절에 대부분 피부가 건조하여 발작될 때
*배합법:사법:내정(혹은),해계.
動悸는 대부분 잠자기 전에 발작한다.
*배합법:곡지(침구모두 가능)
연령이 높아 기혈이 쇠약해질 때.
*배합법:보법:삼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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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논의

본론의 내용을 통해 비장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첫첫째째째로로로 비장은 수송과 전화를 주관한다(脾主運化,運水)
즉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작용을 가리킨다.다시 말해 비장의 수송과 전화기능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하하하나나나는는는 음식물의 정미물질을 받아 그것을 전신에 수송하는 기능이다.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그것을 소화하여 비장으로 보내고 (여기에 소장의 비별
청탁도 가리킴)비장은 음식물의 정미물질을 즉 영양물질을 받아 전신의 여러 곳으로
수송하고 전달해 주어 각 장부조직의 생리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다다다른른른 하하하나나나는는는 인체의 수액을 수송하는 기능이다.
비장은 수액을 흡수하고 펼쳐주어 수액으로 하여금 전신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게 하여
전신을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동시에 전신 조직기관에서 이용하고 난 뒤의 남은 수액
들은 폐와 신으로 보내어져 땀과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하게 한다.
그러므로 비장이 수액의 수송과 전화를 주관한다는 것은 바로 인체의 수액대사를 촉진
하고 조절해주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둘둘둘째째째로로로 비장은 혈을 생성하고 통솔한다.
비장이 혈을 통솔하는 기능을 비주통혈(脾主統血)이라고 한다.
비장이 혈을 생성하고 또 혈의 순환을 통솔하여 혈이 혈맥 외로 넘쳐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르킨다.비장의 이런 기능은 두 가지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하하나나나는는는 비장은 생화의 원천으로서 음식물의 정미물질을 취하여 그것을 혈로 전화시키
는 기능이다.따라서 비기가 건전하고 왕성하면 기와 혈이 끊임없이 충만 되고 혈도
일정한 방향을 따라 끊임없이 운행할 수 있다.

다다다른른른 하하하나나나는는는 비가 혈을 통솔하고 혈의 순환을 관할하여 혈액으로 하여금 혈관 속에서
정상적으로 순환하게 하고 겉으로 넘쳐나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따라서 이런 기능이
건전해야만 혈액도 혈관 속에서 끊임없이 순행하면서 전신의 장부와 조직에 영양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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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셋셋째째째로로로 비장은 근육과 사지를 주관한다.(脾主肌肉·四肢)
비장이 음식물의 정미물질을 수송하여 근육을 영양하고 사지의 활동에 수요 되는 영양
물을 제공하기에 비장은 근육과 사지를 주관한다고 한다.때문에 비장의 기능이 건전
하여야 근육도 풍만하고 사지의 운동도 힘이 있다.

넷넷넷째째째로로로 비장은 입으로 통하고 그 기능은 입술에서 반영된다.
비장의 기운이 입에 통하였다고 함은 비장의 수송전화기능이 음식물,입맛과 밀접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비장은 위장과 서로 표리관계를 가지며 위의 경맥이 입술을 싸감고
돌았기에 비의 변화는 입술에서 나타난다.따라서 비장의 기능이 건전하면 입술도 불
그스레하고 윤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비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기만 하면 공손과 삼음교,음릉천,혈해에서
나타난 병리적인 증상 등이 발생하지 않지만 비장의 기능이 허하고 실하므로 그 원인
들을 잘 분석해서 상기의 穴位를 통해서 임상적 상태를 파악하고 병리적인 요인들을
제거해 냄으로서 증상이 완화되고 재발되지 않았음을 역대 자료들이 증명해 주었고
그에 따라 결론 부분에서 몇 가지의 임상사례집을 만들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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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론론론

1장 臨床事例集

사례1

김**,남,51세,2005년 7월 전남 영광군 법성면
主 訴:呃逆 8일
現病史:7월 12일 음식으로 인하여 딸꾹질이 일어났는데 병원에 가서 양약을 복

용 하여도 효과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찾던 중 대체요법 건강관리원을
찾았는데 당시 애역이 빈번하였고 음식과 수면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아울
러 배가 더부룩해지며 완복부가 답답하기도 하며 음식을 먹으면 체한 것
같고 혀 색은 담홍색이며 태는 薄白 태이고 맥은 沈 弦 맥이다.

辨 證:飮食所傷,胃失和降의 呃逆
治療原則:暢中和胃 降逆.
取 穴:사법:공손,족삼리,중완,

발침 하고 나서 애역이 감소했으며 저녁 먹고 4시간 이상 수면도 가능
했다 그러나 기상 후에는 여전히 애역이 .발작했지만 확실히 그 증상은
감소했다.
하루걸러 3회 더 자침한 결과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결과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다.

사례2

김**,남,40세,2005,09,9전남 곡성군 옥과면
主 訴:小腹部痛 5일
現 病 史:5일정도 간간히 소 복부 동통이 발생하면서 간혹 刺痛도 있고 極痛이 있

으며 때로는 위쪽으로(中脘穴 部位로),통증이 있는데 심하여 참기가 어
려울 지경이다.몸엔 땀이 비 오듯 흘리며 매번 5-10분 정도 한차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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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있는데 2-3분정도 경과후면 저절로 통증이 완화 되며 음식이나 대
변은 지극히 정상이다.胃內視鏡에도 이상이 없음으로 판정되었음.
양약은 복용 했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음.

辨 證:氣機阻滯,氣逆上衝의 腹痛.
治療原則:降逆 化中止痛.
取 穴:사법:공손,족삼리--매일 침 치료 한차례
效 果:1일 진료 후 한 시간 후 은근한 통증이 있었는데 매번 1-2분 정도 였으

며 ;
2일 진료 후 복통은 사라지고
3일 진료 후 다시 복통이 없었다.

사례3

정**,여,29세,2005,09,11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主 訴:붕루 40여일
現 病 史:40일전 부부생활을 하고 난후 음도에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이 지금까

지도 조금씩 멈추지 않으면서 아랫배는 불편하지 않았다.또 스스
로 느끼기에 피에서 약간 고기 비닐 냄새가 나며,어지러움 증과 오
심이 나며 숨이 짧으며 상당히 피곤을 느끼며 맥은 沈 細 맥이다.
부인과 진단결과 :만성 자궁경부 염,--양약 복용은 했으나 큰 도움이

안됨.
辨 證:脾氣不足,衝任失養의 崩漏.
治療原則:益氣固攝,理氣.
取 穴:보법:삼음교,합곡 사법:내관.
效 果:1일 진료 후 출혈량 상당히 감소

2일 진료 후 출혈량 거의 없음.
3일 진료 후 두훈,숨이 짧은 것 오심 및 구내에 비린내도 상당히 감소.
4일 진료 후 제반 증후 소실.
5일 진료 후 완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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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정**여,37세 ,2005,08,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主 訴:陰道出血,아랫배가 밑으로 처진痛증,腰膝隱痛 3여일.
現 病 史:체력이 좋지 않아 3일전에 무리하여 작업한 후에 허리와 무릅이 시큰하

면서 은근히 아프면서 아랫배가 밑으로 처진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있
고 음도로 피가 조금씩 조금씩 끊임없이 나오며 평상시에 머리가 어지
럽고 현훈도 있으며 정신이 그다지 맑지도 않는다.

檢 査:면색이 화려하지도 않고,말씨나 어감도 약하고 복통이 있으며,소복부
를 만져보니 태동감도 느껴짐.
婦人科 檢査:流産先兆症.

辨 證:氣血虧虛,胎元不固의 胎動不安.
治療原則:補氣血 安胎元.
取 穴:보법:삼음교,합곡,신수.方藥--安胎飮
效 果:1일 진료 후 출혈이 멈추고 허리 시큰한 기운이 감소

2일 진료 후 출혈이 없음 본초로 안태음을 만들어 복용.
3일 진료 후 상당히 편해짐
이후 계속 무리하지 말고 安胎飮을 지속 복용토록 권장 10여일 복용.

사례5

이**,여,30세 2005,07,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主 訴:兩乳房痛,通經1年餘.
現 病 史:1년여 전에 성질을 낸 후 양쪽 유방이 暢痛되며 때론 자통도 있고 성질

을 내고 나면 더욱 심하고 생리 중에는 복통이 있으며 색깔은 紫黑色이
며 양은 적고 생리주기도 앞으로 당겨진다.정신적으로 억울해지고,가
슴은 번잡스럽고,쉽게 성질을 내며,머리가 무거우며,잠은 깊지 않고
꿈이 많으며 조열이 있으며 몸은 쉽게 피곤하며 식욕은 별로 없고 신체
는 약하다.맥은 沈 攝 맥이다.

辨 證:간기울결,목실조달,주천유락으로 유방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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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혈결,혈행어조로 유방창통
기체혈어,혈행불창으로 경행복통,양이 적고 색이 자흑색이다.

治療原則:理氣通絡,活血祛瘀.
取 穴:사법:삼음교,내관

1일 치료 후 창통이 감소하고,
2일 치료 후 식욕도 많이 돌아옴
3일 치료 후 두통 실면 등 통증완화
7일 치료 후 완쾌

사례6

김 **,여,522005,10광주 북구 두암동
主 訴:腹部脹大 2年餘.
現 病 史:성질을 내고난 후부터 복부가 팽창된 것 같다.완복부가 창만하고,복부

가 팽창되는 것이 꼭 북같이 되고,사지와 면부 및 안검에 부종이 생기
고,양측 흉협이 창통되고,트림이 잘 나오며,음식은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며,오심과 구토증이 생기며,무릅관절 이하는 오후에 열이나
며,소변색이 노랗게 나오고,머리도 어지럽고,눈에는 꽃이 보인 것 같
고 눈이 가려우면서 눈물이 나고,가슴이 번잡스럽고 잠이 잘 안 온다,
저녁엔 배가 꼭 불같이 뜨겁고,이 증상들은 성질이 나고 나면 더욱
가중되는 것 같다.얼굴색은 붉고 혀는 胖大혀이며 齒痕이 있으며 혀
태는 薄黃 태며 맥은 沈 弦 맥이다.
양약을 장기 복용했으나 별반 효과가 이상적이지 않았다.
환자는 음부가 소양증이 數年이며 생리도 멈춘 지 1년여가 넘어 병원
에서 진찰을 받아보았으나 자궁질환은 아니다.

辨 證:氣滯濕阻型 鼓脹.
治療原則:疏肝理氣,除濕散滯.
取 穴:사법:내관,태충,
效 果: 1일 치료 후 다소 감소

2일 치료 시 음릉천을 추가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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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치료 후 상당히 감소
4일 치료 시 족삼리 추가하여 사용
7일 치료 후 거의 팽창감과 붓는 것이 없어짐
10일 치료 후 약초를 평위산+오령산을 가감하여 만들어 복용시켜
다시 발생되지 않음.

사례7

김**,남,422005,09,광주 북구 문흥동
主 訴:온몸 疼痛 2-3개월
現 病 史:몇 개월 동안 좌측상하지가 시큰하면서 무겁고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노

동을 하고 나면 이것이 더 가중되고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면서 몸을
뒤척이기가 힘들다.그러나 기후의 변화엔 별 반응이 없고 더불어서 숨
이 좀 짧아지는 것 같고,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아침엔 간혹 설사할 때
도 있고 때로는 허리도 불편스러울 때도 있으며 이러다보니 살도 좀 빠
진 것 같으며 정신도 집중이 잘 안 된다.혀는 淡暗색에다 태는 黃白태
이며 맥은 沈 細 맥이다.

辨 證:氣血雙虧,筋脈失養의 身痛.
治療原則:氣血雙補.
取 穴:보법:혈해,견정
效 果:1일 치료 후 반신반의

2일 치료 시 족삼리를 추가하여 사용
3일 치료 후 상당히 감소.본초로 당귀수산 加減方을 복용시킴.
7일 치료 후 거의 회복
그 후 본초만 복용 회복됨.

사례8

김**,여,36세,2005.09.광주 서구
主 訴:위통및 위산과다 5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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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病 史:평소 음식을 날것과 찬음식을 많이 먹으며 음식조절이 잘 안되어 얻었
다,매번 음식을 절제치 않아서 혹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쉽
게 발생하고 혹은 가중된다.식후엔 아랫배 혹은 상복부가 팽창되고,
통증이 생길 때면 양쪽 갈비뼈까지 불편스러울 때가 있다.트림과 딸꾹
질이 동시에 있기도 하며,속이 많이 쓰리기도 하고,혹은 음식물이 넘
어 온 것 같기도 하다.음식양은 적으며,심하면 식후 배가 팽창이 많
이 된다.더불어서 쉽게 성질이 나기도 하며,꿈도 많이 꾼 것 같고,머
리도 약간 어지럽고,숨이 가쁘기도 하면서,쉽게 피로를 느끼며,대변
이 편치 않다.몸은 많이 야윈 것 같으며,혀는 담색에 태는 백 태 이
며,우측 맥은 침 세 맥에 무력하다.좌측 맥은 침 세 현맥에 약간 빠
르다.

辨 證:脾不勝濕,爲濕所困,飮食傷胃,胃不受納--肝氣乘脾,犯胃之痛.
治療原則:理氣和胃,利濕醒脾
취 혈:사법:음릉천,족삼리,내관,
효 과:2일:위통과 위산과다 증상이 다소 감소.

4일:위통과 복창 및 위산과다 증상이 발생 안됨,음식다소 증가.
8일:7일 치료 후 위 처방에 내관을 加하여 음식을 증가 시킴.
10일:8일 치료 후 여전히 가슴이 가쁜 증상과 수면이 호전이 적어서

신문과 삼음교를 가하여,--補益心脾 法을 가함.
14일:상기 증상이 호전됨
그후 胃笭湯+桂枝加 龍骨牡蠣湯을 복용시켜 재발을 방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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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輸穴 配合의 妙味

침구치병(침구치병)은 어떤 경혈(경혈)에 자침(자침)이나 애구(애구)의 진행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에서의 처방의 구성은 경혈의 선택과 배합의 응용
인데 그것의 알맞은 정도에 따라 치료효과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변증법의 기초가 없어서는 안 된다.먼저 장부의 생리와 병리의 기능을 잘 파악
하고 있어야 되며 이에 병인의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병인의 원인들로는 이
미 잘 알고 있는 六淫과(風寒暑濕燥火)七情(喜怒優思悲驚恐),음식노일(飮食勞逸),外
傷과 蟲獸의傷害,痰飮과 瘀血들이지만 이것의 변화가 인체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일으
켜 나타냄으로서 침구의 처방은 침과 구를 사용하여 어떤 질병에 도움을 주고자 할 때
확정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르키는데 중요한 것은 시술 혈위와 시술 방법 그리고 배
합이다.다시 말해 어떤 혈에 시술코자 한다면 병인과 병위를 잘 파악하고 변증을 하
게 되면 병의 발전방향을 알아낼 수 있어 변화무쌍한 또 다른 증상에 대하여 배합을
하게 되므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여기서 지금까지 서술한 위의 혈 자리를 즉
족태음 비경의 4개의 혈 자리로만 분석 했지만 正穴에서 나온 361개의 혈이라면 무궁
무진함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다만 여기서 몇 가지 배합으로 인한 예를 들어
서 그 공효를 알아본다.
사법:공손과 족삼리,점자출혈 4봉혈--消食化滯,化胃降逆.

공손과 내관,태충--疏肝理氣,化胃降逆.
공손과 풍륭------祛痰化胃,降逆平呃止嘔
공손과 천추,중완--開結導滯,寬腸化胃.

보법:삼음교와 복류;사법:신문--天王補心丹의 공효.
삼음교와 복류;사법:태충--大定風珠의 공효.
삼음교와 사법:신문--珠砂安神丸의 공효
삼음교와 신문,심수--養心湯의 공효.

사법:삼음교와 내정--淸胃散의 공효.
삼음교와 천추에 透天凉의시술--白頭翁湯의 공효.

*음릉천과 중극의 배합은 중초,하초를 조절하여 강화시키고 하초의 수습을 조절하
는 작용을 한다.또한 두 혈을 透天凉으로 사법을 쓸 경우 八正散의 공효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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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릉천과 풍륭을 사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和劑局方>>方)의 二陳湯 공효를지
닌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음릉천과 합곡 혹은 곡지,내정을 사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張仲景方)월비탕
의 공효를 지닌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음릉천을 사하고,관원이나 태계 혹은 신수를 보하게 되면 --溫補脾腎,化氣
行水 止瀉止痢의 효과를 가지며.

*음릉천을 사하고,비수나 혹은 족삼리,태계 혹은 폐수를 보하면--補脾益肺,培土
生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혈해를 보하고 삼음교,격수를 보하게 되면 --大補營血,益脾攝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혈해를 보하고 신문과 태백 혹은 애구로 은백을 하게 되면 --補益心脾,攝血止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혈해와 합곡,족삼리를 보하게 되면--養血攝血,補中益氣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혈해와 신문,삼음교를 사하게 되면--淸熱養血,止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혈해와 족삼리,음릉천을 사하게 되면--化中理脾,行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세진.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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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手技自然療法과 鍼灸術의 展望

우리나라에서의 동양의학은 한약과 침구학으로 크게 분류되어 이용되고 있음이 작금
의 실정이다.그렇지만 지금에서 이를 바로 뒤집기 한판으로 무시하고 새로운 내용이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얼마 전 불과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시대적요구인가 아님 새로운 이론를 지닌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려는 조짐인가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무수히 많이도 등장한 것
이 수기적인 요법이다 흔히 들어보지 못한 단어같이 들릴 정도의 내용이기도 하다.예
를 들면 괄사 요법이니,두개천골 요법이니,향기요법이니,정체학이니,경락관리니,발
관리니,사혈요법이니 등등이지만 나름대로의 학설을 가지고 시대적 요구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에 某某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는 가장 적절성 있게
또한 체계성을 가지려고 이를 통합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을 배양 시키고 있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침과 구의 관계가 연계되어 임상에서 잘 활용되고 있듯이 아직은 역사가
그리도 많지는 않지만 수기적인 요법이 체계화되고 임상에서 무엇 보다고도 여러 임상
가들로 부터 인정되고 피시술자로부터 인정하는 학문이 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법적
제도가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발전되어 나아갈 때 피시술자들로부터
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 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鍼과 灸가 지금껏
무수한 排斥과 抑壓속에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도 이에 배경에는 民意가
담겨 있다.民意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고 따로 했다면 지금쯤 이것도 없어지고 우리
의 마음속엔 묘연한 연기처럼 어렴풋이 기억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기적인 대체 요법의 발생 또한 피 시술자가 요구하는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고 생각하지만 체계적인 테이터 산출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좀 더 검증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더 발굴되고 발췌해내는 인재들이 양성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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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요요요약약약

脾臟의 주요 혈인 공손,삼음교,음릉천,혈해의 임상적인 내용과 응용을 살펴보았
다.특히나 이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반듯이 잘 살펴져야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
토대로 병리적인 원인이 (여기서 이야기한 병리적인 원인이라 함은 한의학적인 병인을
놓고 이야기 함)어디에서 왔는가가 중요하다 하겠다.다음으로 팔강(八綱)을 구분하는
데

첫째로 치료원칙을 정하는 데는 虛證인가,實證인가가 파악되어야 되며
둘째로 表證인가 里證인가가 살펴져야 되고
셋째로 寒證인가 熱證인가도 살펴져야 되며
넷째로 陰證인가 陽證인가 파악해서 치료원칙을 세우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아
픔으로부터 벗어나게)할 것인가를 정해야한다.다음으론 선택된 방법이 여기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침으로 한다면 選穴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여기서 서술하고 구성시킨 방향을 보면
緖緖緖論論論 부분에서 이야기한 주 내용은 인간과 자연은 떨어져 살아갈 수 없음을 整體觀으
로 이야기 한 것이면서 脾臟의 개괄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고

本本本論論論 부분에서는 脾臟의 정상적인 脾主運化,脾主統血,脾主肌肉,四肢 및 입과 입술
등을 통해서 병리적인 내용까지 열거해 냄으로 전체적인 脾臟의 生理的인機能과 病理
的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본 내용의 중점부분인 주요 혈 자리들의 기본적인 槪說부
분과 治療範圍,功能,臨床應用을 다루어 혈 자리의 기본에서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역대 자료들을 고찰해 낸 것이다.특히 病證을 다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같지만 병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접근했던 당시의 상황과 의료적인 배경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해 놓은 것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
여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結結結論論論部分에서는 임상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앞서 설명한 주요 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체의학의 수기자연법으로 좀 더 발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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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 보았다.

끝으로 鍼과灸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듯이 질병이 있으면 반듯이
치료법이 있는 것이고 병이 있는 한 침의 치료는 지속될 것인데,이때 침의 單穴을 취
하여 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질병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變形이 있는 관계로 配合하여 쓸 수 있는 運用의 妙味를 잘 익혀 끊임없이 病魔와 싸
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는 시술자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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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用用語語語解解解說說說

1)天人相應觀:자연의 변화와 인체의 생리,병리가 상응함.
2)子午流注:침 구 取穴의 고대학설의 응용.
3)中焦:장기가 있는 구역의 하나 상초,중초,하초로 구분함.
4)運化: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향물질과 수분을 흡수하여 온몸에 운반하는 기능을

말한다.
5)精微:가장 맑고 깨끗하고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固攝:收澁을 달리 부른 이름.
7)辨證:병증을 가리는것.4진 소견들을 동의 이론이 기초하여 종합,분석한 다음 어

느 병증에 속하는가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八綱변증,病因변증,氣血변
증,臟腑변증,經絡변증,六經변증,衛氣營血변증,三焦변증,四象人 변증등
이 있다.

8)崩漏:열붕혈루//붕중누하//여성 성기 부정출혈,성기로부터 이상적으로 피가 나오
는 것인데 주로 자궁출혈을 말한다.본래 붕은 갑자기 피가 많이 나오는 것
을 말하고 누는 피가 조금씩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기 출혈의
현상과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서 따로 나눌 필요 없이 붕과 누를 붙여서 붕
루라고 한다.붕루는 성기 자체나 온몸에서의 여러 가지 장애 때 올수 있다.
이것을 크게 성기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서 오는 것과 기능장애에 의해 서
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성기의 기질적 병변(신생물,이물,염증,임신성 변화 등)에 의해서 오는 출
혈을 해당병변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기능 장애 출혈(성주기 조절에 참여하는 신경-내분비 계통의 장애로 오는
출혈)로서는 성 발육기나 갱년기에 흔히 보게 되는 무배란성 출혈과 성 성
숙기에 주로 보게 되는 배란성주기 출혈이 있을 수 있다.

9)積滯: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는 중 비위가 허약하거나 음식섭생
을 잘못하여 생긴다.얼굴색이 누르스름하며 헛배가 부르고 몸이 부으며 잇
맛을 잃는다.대변은 잘 나가지 않으며 혹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을 토하거
나 설사한다.기를 잘 돌게 하고.먹은 것을 삭이는 방법으로 平胃散이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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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을 가감하여 쓴다.
10)氣機:기능활동,장부의 생리적인 기능 활동을 말한다.(승강출입).
11)公孫의命名:<<중의잡지>>1962년 제11기“수혈의 명명”.
12)赤白肉祭:손과 팔다리 안쪽에 약간 흰빛을 띠는 살갗과 바깥쪽에 약간 빨간빛을

띠는 살갗과의 경계 부위를 말한다.
13)燒山火法:溫補法;針 보사법의 하나 질서보사,제삽보사,염전보사,구릉보사,호

흡보사,개합보사,등 여러 가지 보사법 중에서 보법에 속하는 수법만
을 동시에 적용하는 종합적인 보법으로서 양기를 보하는 방법이다,침
을 놓아야 할 깊이를 3등분하고 숨을 내 쉴때 제1단계까지 찌른 다음
염전보사의 보법을 쓰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2단계까지 찌르고 다시 3
단계까지 같은 방법을 쓴 다음 숨을 들이 쉬면서 침을 1단계까지 한번
에 뽑는다.
이와 같은 방법을 아홉 번 거듭하고 침을 뽑은 다음 침자리를 비벼준

다.환자는 소산화에 의하여 침을 놓은 부위에 열감을 호소한다.주로
손발이 늘 찬 사람,양기가 허한 경우에 많이 적용한다(흑룡강중의약대
학.1996).

14)疏泄:막힌 것을 소통시키고 몰린 것을 내 보내는 기능을 말한다.예)肝主疏泄은
간기가 울결된 것을 소통시키고 열물을 내 보내는 간의 기능을 말하며 風
主疏泄은 腠理를 소통시켜 땀을 나가게 하는 풍의 작용을 말한다.

15)營分證:溫病에서 邪熱이 營에 해당하는 부분에 침입하여 생긴 병증,주로 기분의
사열이 영분에 침입하여 생기나 때로는 衛分의 사열이 직접 營分으로 역
전되어 생기는 경우도 있다.

16)血分證:온병에서 邪熱이 血에 해당하는 부분에 침입하여 생기는 병증,주로 營分
에 침입한 사열이 혈분에 침입하여 생기나 氣分의 邪熱이 직접 血分에
침입되어 생기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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