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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騰八法의 臨床的 活用에 關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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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Review on the Practical Use of Bideungpalbub

Bong-Hyo Lee, Jeong-Hu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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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view the principal of Bideungpalbub and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it.
Methods : The authors reviewed several literatures about Younggupalbub and investigated the clinical 
usefulness as well found some problems with it.
Results and Conclusions : Bideungpalbub is a time related-acupuncture treatment and has a possibility to 
make some problems for the patient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Key words : Bideungpalbub, time dependent therapy, acupuncture

Ⅰ. 緖 論

飛騰八法은 元代 王國瑞의 扁鵲神應鍼灸玉龍經
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1) 靈龜八法, 子午流注鍼

法 등과 함께 診療日의 干支를 推算하여 해당 開

穴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時間鍼灸法의 하나로 인

식되고 있다. 시간침구학에서는 인체가 소우주이며

경맥의 氣血盛衰 또한 자연의 변화규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氣血을 조절하고 치료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2). 이 중 飛

騰八法은 사용법이 비교적 복잡한 靈龜八法에 비

해 더욱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3) 임상에서 활용

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飛騰八法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약간의

임상적 효능이 보고2)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된 임상적 효능에 대한 보고가 없으며,

鍼法의 원리에 대한 연구1,4,5)가 약간 있을 뿐이다.

이에 저자는 飛騰八法에 관한 문헌과 기존의 연구

들을 考察하고 임상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探究한

결과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硏究 資料 및 方法

1. 硏究 資料 및 方法

1) 飛騰八法에 관한 문헌 자료를 다음과 같이

검색하여 鍼法의 원리와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1) 대구한의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飛騰八法’, ‘飛騰’을 검색어로 입력하고 단행본을

조사하였다.

(2) 대한한의학회지, 대한침구학회지, 경락경혈

학회지의 홈페이지에서 ‘飛騰八法’, ‘飛騰’을 검색어

로 입력하고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3) 중국의학 전자저널(China Academ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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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飛騰八法’, ‘飛騰’을 검색어로 입력하고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4) 학술논문검색을 위한 사이트 KISS
6)
, OASIS

7)

에서 ‘靈龜八法’, ‘靈龜’, ‘奇經’, ‘八法’, ‘時間鍼灸學’

을 검색어로 입력하고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12~1997년 간행된 단

행본 6권과 1990~2009년 발표된 논문 5 편을 검색

하여 조사된 내용을 考察하고, 鍼法의 특징과 임상

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探究하였다.

Ⅲ. 結 果

1. 槪要

飛騰八法은 元代 王國瑞의 扁鵲神應鍼灸玉龍經
에 최초로 기록되었으며1), 이후 鍼灸大全과 鍼
灸聚英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8).

鍼法 운용의 원리는 靈龜八法과 같이 日 干支와

時 干支를 이용하여 推算하는 방법과 飛騰八法歌

를 이용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飛騰八法歌를

이용하는 방법은 靈龜八法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내원한 날의 時辰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推算하여

그 결과 선택된 開穴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靈龜八法에서 日의 干支와 時의 干支

를 모두 고려하는 것과 달리 飛騰八法에서는 오직

時의 天干만을 고려하므로 靈龜八法에 비해 더욱

간단하며1,8,9) 時의 天干에 해당하는 開穴을 선택하

는 방식 또한 靈龜八法과 차이가 있다.

2. 選穴法

1) 日 干支와 時 干支를 이용하여 推算

하는 방법1,8)

(1) 日 干支와 時 干支의 해당 數 推算

Table 1의 干支 推算法에 따라 日의 干支와 時

의 干支에 각각 해당하는 數를 구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다.

天干 甲己 乙庚 丙辛 丁壬 戊癸

地支 子午 丑未 寅申 卯酉 辰戌 巳亥

配合 數 9 8 7 6 5 4

Table 1. 干支 推算法

(2) 陽日除九, 陰日除六

Table 1에 의거하여 합산한 數를 진료하는 날이

陽日인 경우 9로 나누고, 陰日인 경우 6으로 나누

어 나머지 數를 구한다. 나머지 數가 0인 경우는 9

또는 6이 나머지 數가 된다. 여기서 時의 干支는

고려하지 않으며 日의 天干만으로 9 또는 6을 선택

한다.

(3) 開穴 선택

‘陽日除九, 陰日除六’에 의해 나눈 나머지 數를

아래의 Table 2에서 찾아 해당하는 穴을 開穴로

선택한다.

八卦 乾 坎 艮 震 巽 離 坤 兌

方位 西北 北 東北 東 東南 南 西南 西

九宮數 6 1 8 3 4 9 2 7

八脈交會穴 公孫 足臨泣 內關 外關 後谿 列缺 申脈 照海

奇經八脈 衝脈 帶脈 陰維脈 陽維脈 督脈 任脈 陽蹻脈 陰蹻脈

Table 2. 八穴配屬九宮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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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五居中央

‘陽日除九, 陰日除六’에 의해 나눈 나머지 數가

中央인 5에 해당하는 경우 “男寄于坤卦, 取申脈, 女

寄于艮卦, 取內關”의 원칙에 따라 남자는 申脈을

여자는 內關을 사용한다.

2) 飛騰八法歌를 이용하는 방법4,9-11)

診療 時刻의 時 干을 아래의 Table 3에서 찾아

해당하는 穴을 開穴로 선택한다.

時干 甲壬 丙 戊 庚 辛 乙癸 己 丁

開穴 公孫 內關 足臨泣 外關 後谿 申脈 列缺 照海

八卦 乾 艮 坎 震 巽 坤 離 兌

Table 3. 飛騰八法歌

3. 활용법

1) 診療日의 開穴을 선택하여 활용

(1) 開穴 단독 활용
1,4,8,10,11)

① 日 干支와 時 干支 推算

選穴法에 따라 진료하는 시각의 開穴을 선택하

여 활용한다. 예를 들어 甲寅日 壬申時의 경우 日

干支에 따라 9(甲) + 7(寅) = 16, 時 干支에 따라

6(壬) + 7(申) = 13이 각각 해당되어 총합이 29

가 되며, 甲日이 陽日이므로 이를 9로 나누면 나머

지가 2인데 八穴配屬九宮表에 의하면 2는 申脈에

해당하므로 선택되는 穴은 申脈이 된다. 만약, 己

未日 甲子時일 경우 日 干支에 따라 9(己) + 8

(未) = 17, 時 干支에 따라 9(甲) + 9(子) = 18

이 되어 총합이 35가 되며, 己日이 陰日이므로 이

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5인데 5는 중앙으로 八

穴配屬九宮表에 배속되지 않으므로 남자는 申脈을

여자는 內關을 取穴한다.

② 飛騰八法歌

예를 들어 甲寅日 壬申時의 경우 時의 天干이

壬이며 飛騰八法歌에서 壬은 公孫에 해당하므로

公孫을 取穴한다. 만약 己未日 甲子時의 경우라면

時의 天干이 甲이며 飛騰八法歌에서 甲은 역시 公

孫에 해당하므로 公孫을 取穴한다.

(2) 父母配合
5,9)

選穴法에 의하여 선택된 穴만을 단독으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八脈交會穴12) 상에서 配合이 되

는 穴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甲寅

日 壬申時의 경우, 日 干支와 時 干支 推算에 따르

면 申脈을 선택한 후 申脈과 짝이 되는 後谿를 함

께 사용하고, 飛騰八法歌에 따르면 公孫을 선택한

후 公孫와 짝이 되는 內關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다.

Ⅳ. 考 察

1. 기존 연구에서의 문제점

1) 選穴의 불일치

飛騰八法에서 開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靈龜八法과 마찬

가지로 診療日의 日 干支와 時 干支에 해당하는

數를 推算하고 합산하여 이를 9 또는 6으로 나누고

나머지 數가 해당하는 穴을 선택하는 방식이 그

하나이고, 단순히 時의 天干만을 고려하여 이에 해

당하는 穴을 선택하는 飛騰八法歌 방식이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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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王國瑞 이후에 飛騰八法에 대해서 ‘靈龜八

法보다 더 간편하다’고 말한 것1,8,9)은 모두 飛騰八

法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였을 때 選穴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甲寅日 壬申時의 경

우 日時 干支 推算法에서는 申脈을 選穴하였으나

飛騰八法歌에 따르면 公孫을 선택하게 되는 식이

다. 더욱이 이러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효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

다. 이것은 飛騰八法을 이용하여 침구 임상에 종사

하는 한의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

이라고 생각되며, 동시에 飛騰八法이 하나의 鍼法

으로서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

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蘇 등5)의 연구에 있어서의 오류

蘇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飛騰八法에 대해 鍼
灸大全의 언급을 인용하며 ‘時間의 天干 屬性에

구애되지 않게 된 鍼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

른 연구들4,9-11)에 의하면 오히려 時間의 天干 屬性

에만 구애되는 것이 飛騰八法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이것은 蘇 등이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생

각된다. 실제로 蘇 등은 그 연구 내용 중에서 ‘靈

龜八法은 日과 時의 干支를 모두 이용하는 반면

飛騰八法은 時의 天干만을 이용한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3) 父母配合

開穴을 선택하고 八脈交會穴 상 上下로 배합12)

되는 穴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列

缺을 선택하였을 때 照海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列缺이 開穴하는 시각에 照海를 함께

사용하게 되고, 또 照海가 開穴하는 시각에 列缺을

함께 사용하게 되므로 각 穴을 사용할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父母配合을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選穴 방식과 辨證 치료에 따른 選穴

방식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어느 한 가지

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더 완벽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病證에 관계없이 시간만을 고려한다는 본래의 취

지와 다른 것이므로 開穴의 단독 사용과 父母配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2. 임상적 활용의 문제점

1) 임상적 효능 검증의 부족

飛騰八法은 시간의 변화를 침구 치료에 반영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효능이 많은 연

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물론 黃褐斑에 대해 면적의 축소, 색깔의 감

소, 유효율 상승 등의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張 등

의 보고2)가 있었으나 이는 중국에서 연구된 바이

며 국내에서는 아직 飛騰八法의 임상적 효과를 검

증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임상적 활용

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2) 한의학적 지식의 가치 하락 우려

환자가 내원한 시간만을 고려하고 病證에 대해

진찰하지 않는다면 이는 病證에 대한 진단을 위주

로 選穴하는 辨證 치료와 어긋나거나 또는 상충하

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만약 한의사들이

환자의 病證을 진찰하지 않고 단순히 내원 시간만

을 고려하여 選穴하게 되면 자칫 한의학적인 이론

들을 경시하는 진료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한의학의 가치 하락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임상에서의 활용 시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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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時辰 選擇의 어려움

飛騰八法의 選穴法에 의하면 환자가 내원한 날

과 時刻의 干支를 推算하여 開穴을 선택하도록 되

어 있지만, 거꾸로 환자의 病證을 진단하여 選穴을

한 뒤 선택된 穴이 開穴하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시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경우 환자와 한의사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실행

하기 어려운 시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戊寅日 오전에 外關을 사용해야 할 환

자가 내원하였을 경우 日 干支와 時 干支를 이용

하여 추산한다면 日의 干支에 따라 5 + 7 = 12의

數가 산출되었는데 八穴配屬九宮表에 따르면 外關

에 해당하는 數는 3이며 陽日임에 따라 9로 나누어

야 하므로 日과 時의 干支를 추산한 數의 總合은

21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時의 干支에 따라 산출된

數는 9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癸亥時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내원한

환자로 하여금 亥時(21時 ~ 23時)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

과 불편함을 파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한의사에게

는 반드시 야간 진료를 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발

생시키게 된다. 만약 飛騰八法歌를 이용한다면 外

關에 해당하는 時의 天干이 庚이므로 庚申時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해야 한다. 이와 같이 病證

에 따라 選穴한 후 해당 時辰까지 기다리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인

부담을, 한의사에게는 야간 진료 및 경우에 따라서

는 24시간 진료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辨證

후 開穴 時辰 선택은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활용하

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健側 또는 患側 取穴에 대한 언급이

없음

침구 치료에서 左右 어느 쪽에 시술하는가는 選

穴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飛騰八法에

서는 選穴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어느 쪽에 取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것은

飛騰八法 운용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

며, 그러므로 取穴 위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辨證

치료의 방식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구체적인 手技法에 대한 언급이 없음

침구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

나에는 手技法이 있다. 手技法은 이미 內經에서

迎隨補瀉와 提揷補瀉에 대해 언급하였고 難經에
서는 이를 더 발전시킨 이래 역대 의가들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王國瑞가 활동하였던

元代는 전문 침구서적이 다수 저술되는 침구학 전

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13).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1 개의 開穴에만 시술하는

새로운 鍼法을 제시하면서 補瀉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비

록 기존의 연구에서 捻轉補瀉 및 提揷補瀉를 사용

하였고 30분간 留鍼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

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飛騰八法에 대하여 문헌과 기존의 연구들을 고

찰하고 임상적 활용에 대하여 탐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飛騰八法은 환자의 病證을 고려하지 않고 來院時

의 時辰에 해당하는 開穴을 선택하는 鍼法이다.

2. 開穴은 해당 시각의 日 干支와 時 干支를 추산

하여 얻는 방법과 단순히 時의 天干만으로 해당

開穴을 선택하는 飛騰八法歌 방식이 있으나 두

가지 방식의 결과가 상이하여 임상적 활용에 어

려움이 될 수 있다.

3. 飛騰八法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한의학적 가치의 하락과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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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의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4. 환자의 病證을 진단하여 選穴하고 開穴하는 時辰

을 기다렸다가 시술하는 방식은 환자와 한의사

모두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

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5. 飛騰八法에서는 選穴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며

健側과 患側, 補瀉, 留鍼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辨

證 치료의 방식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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