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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 of an acupoint is one of important features of the acupoint. 
It has also shown evolutionary development over the history of medicine. This study analyzed the prototype 
kind of information on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s in the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the Classic) of 2c BCE.
Methods : The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 of all the acupoints listed in the Classic was counted and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e information in the contemporary standard texts.
Results : In comparison with the contemporary standard of 361 meridian points, the Classic listed 
349(97%) acupoints. Of contemporary standard 361 points, 287(81%) acupoints still maintain the same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 as in the Classic.
Conclusions :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 in the Classic has largely been maintained throughout the 
history and still comprises a major proportion of the contemporary body of knowledge on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
Key words :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 Meridian point,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al history

Ⅰ. 서 론

혈위는 침구경락학이 임상 실무로서 적용될 때

직접 필요한 지식이며 침구경락학을 현실적 효용

의 측면에서 적용할 때의 핵심 지식이 된다. 위

(魏) 연간(甘露, 256-259)에 편찬된 황제삼부침구

갑을경(黃帝三部鍼灸甲乙經)(이하 갑을경)1) 중

소문과 영추의 문장이 아닌 혈위에 대한 설명 문

장은 현재 전하지 않는 책인 명당공혈침구치요

(明堂孔穴鍼灸治要)(이하 명당공혈)의 내용이

라고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황제명당경

(黃帝明堂經)이라고도 하며 ‘기문(期門)’이라는 혈

위 명칭과 ‘륭(癃)’이라는 증상 명칭으로 미루어

보면 저작시기가 기원전 138년-기원전 106년 사이

로 추정된다
2)
. 총 349개 혈위에 대한 위치, 관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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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효능주치 등의 내용이 정리되었다. 역사적으로

명당공혈의 이 내용은 혈위에 관한 체계적인 지

식으로서는 영추와 소문 등 그 이전 시대의 문헌

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정한 형태를 보여주

며,
2)

침구경락학이 광범위한 임상현장에서 구체적

으로 적용되고 검증되며 발전해갈 수 있는 현실적

토대가 되었다
3)
.

침구경락학 역시 역사적 발전의 소산이며 역사

적 과정을 통해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4)
. 근래에도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표준 경혈 위치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5)

이 방안에는 총 361개 경혈에 대한

경락배속과 위치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혈위의 위치를 정하던

방법과 일부 다른 내용이 담겼음에도 세계보건기

구의 방안이 표준안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혈위는 생물학적 실체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6)
. 그리고 혈위에 관한 지식 또한 역사적

변천을 겪어오기는 했으나 그 변천 과정에서 비판

적 검토가 적절히 시행되며 변천이 이루어졌는지

에 대해 확인하기 곤란한다
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구경락학 그리고 좁게는 수혈학(腧穴學) 즉 혈

위 관련 지식이 짧게 잡아도 2000여 년을 헤아리며

임상에 적용되어 왔고 또한 근래의 다양한 과학적

연구보고를 통해 학문적으로 근거가 축적되고 있

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경험적 임상 효용과 잠재

적 가치를 긍정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되는 명
당공혈의 혈위 관련 기술에는 혈위의 원형적 핵

심 개념이 담겼으리라고 생각되고 오늘날 표준 경

혈체계 361 혈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49개 혈위

가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그 핵심 개념이 오늘날

경혈 체계의 골간으로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리

라고 추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명당공혈의 혈위

관련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혈위의 실체에

대한 연구나 임상적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 혈위

관련 핵심지식을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

닐 것이다.

명당공혈의 혈위 관련 기술 중 관련 경락에

대한 내용을 현대 표준 경혈 체계에서의 경락배속

과 비교분석하여 유의한 소견을 얻었기에 그 결과

를 보고한다.

Ⅱ. 방 법

1. 연구대상

갑을경중 명당공혈의 혈위 관련 기술은 고

등
3)
의 판본을, 현대 침구경혈학에서의 경혈 관련

기술은 국내
8-9)

와 해외
5)
의 표준교재에서 확인했다.

소속 혹은 관련 경락에 대한 기술이 분석대상이었다.

고 등
3)
의 판본은 갑을경의 문구를 일일이 영

추ㆍ소문과 대조하여 영추ㆍ소문에 나오지

않는 문구를 명당공혈에서 유래한 내용으로 간

주하여 추출하고 갑을경의 여러 판본, 황제내경

명당(黃帝內經明堂), 의심방(醫心方), 외대비요

(外臺秘要),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 등과

의 교차대조를 통해 교정한 후 갑을경 권3의 배

열 순서대로 즉 두면부ㆍ흉복부ㆍ배요부는 부위별

로 그리고 상지ㆍ하지는 경락별로 혈위를 배열하

여 정리한 판본이다.

2. 방법

명당공혈의 혈위 관련 기술로부터 349개 경혈

의 소속 경락을 표로 정리한 후 관련 경락에 대한

기술이 출현하는 빈도를 계산했다. 1개 혈위에서

다수의 경락을 지적하거나 아무 경락도 지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다수 경락을 지적한 경우 해

당 경락에 대한 언급으로 집계되도록 했다. 혈위에

서 관련 경락을 지적하지 않고 관련 장부만을 지

적한 경우에는 해당 장부와 연결된 경락으로 집계

했다. 교맥의 경우 음교맥ㆍ양교맥 구별 없이 교맥

이라고 언급된 혈위가 5개인데, 음교맥과 양교맥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현대 표준 경혈체계를 기준으로 소속경락에 따



침구갑을경에 남아있는 명당공혈침구치요의 혈위와 경락배속에 대한 고찰

- 113 -

라 혈위를 재배열한 후 명당공혈에서의 관련경

락 지적 여부, 현대 체계와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

했다. 현대 체계상 배속경락과 명당공혈상 관련

경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대 체계상 교회혈로

서 관련 경락이 언급된 내용을 참고해 명당공혈
에서의 혈위경락 연관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다.

Ⅲ. 결 과

1. 명당공혈에서 제시한 혈위와 관련

경락

명당공혈의 349개 혈위 중 관련 경락을 명기

한 혈위는 총 313개로 90%를 차지했다. 관련 경락

이 명기되지 않은 혈위는 36개로 10%를 차지했다.

관련 혈위가 가장 적은 경락은 대맥으로 2개 혈위

이며 그 다음으로 음교맥으로 7개 혈위이고, 관련

혈위가 가장 많은 경락은 방광경으로 55개 혈위이

며 그 다음으로 위경으로 54개 혈위이다(Table 1).

견우(肩髃, LI15), 거골(巨骨, LI16), 거료(巨髎,

ST3), 지창(地倉, ST4), 노수(臑兪, SI10) 등은 음

교맥ㆍ양교맥의 구별 없이 교맥으로만 언급되었다.

LU* LI ST SP HT SI BL KI PC TE GB LR

No. of listed acupoints

meridian relationship referred 17 24 54 23 10 24 55 29 8 28 48 16

GV CV TV BV Yang HV Yin HV Yin LV Yang LV None Total

No. of listed acupoints

meridian relationship referred 26 23 13 2 5+5† 2+5† 8 16 36 349
*LU, LI, ST, SP, HT, SI, BL, KI, PC, TE, GB, LR, GV, CV, TV, BV, Yang HV, Yin HV, Yin LV, and Yang LV
represent the names of following meridians: lung, large intestine, stomach, spleen, heart, small intestine, bladder,
kidney, pericardium, triple energizer, gall bladder, liver, governor vessel, conception vessel, thoroughfare vessel, belt
vessel, yang heel vessel, yin heel vessel, yin link vessel, and yang link vessel, respectively.
†LI15, LI16, ST3, ST4, and SI10 acupoints were referred as related with just 'the heel vessel’, without specifying the
yang heel vessel or the yin heel vessel.

Table 1.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s in the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 현대 체계상 경락배속과 명당공혈
상 관련경락의 비교

명당공혈의 349개 혈위를 현대 체계상 경락배

속에 따라 재배열한 후 현대 체계상 경락배속과 
명당공혈의 경락 연관관계 설명을 비교한 결과

현대 경혈체계상 361개 혈위 중 명당공혈에서 설

명된 349개 혈위(97%)에서, 278개 혈위(77%)의 관

련경락으로 언급된 내용이 현대 체계상 배속경락

과 일치했다. 현대 체계상 교회혈로서 관련경락이

언급된 내용까지 비교하면 287개 혈위(80%)에서의

명당공혈의 관련경락 언급이 현대 체계상 설명

과 일치했다. 일치율이 가장 적은 경락은 삼초경으

로 57%, 그 다음은 방광경으로 60%였다(Table 2).

명당공혈에서 관련경락이 언급된 313개 혈위 중

에는 현대 체계상 배속경락과 일치하는 혈위가

89%, 현대 체계상 교회혈로서 관련경락이 언급된

내용까지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혈위가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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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 LI ST SP HT SI BL KI PC TE GB LR

No. of acupoints

contemporary designation 11 20 45 21 9 19 67 27 9 23 44 14

listed in A-B Classic (%) 11 20 45 21 8 19 61 27 9 23 43 13

(100) (100) (100) (100) (89) (100) (91) (100) (100) (100) (98) (93)

the same relationship (%)† 10 14 41 15 8 15 40 24 8 13 34 11

(91) (70) (91) (71) (89) (79) (60) (89) (89) (57) (77) (79)

including meridian relationship
as a crossing point (%)‡

- - 42 - - - 42 27 - - 37 -

(93) (63) (100) (84)

GV CV TV BV Yang HV Yin HV Yin LV Yang LV Total

No. of acupoints

contemporary designation 28 24 361

listed in A-B Classic (%) 25 24 349

(89) (100) (97)

the same relationship (%)† 23 22 278

(82) (92) (77)

including meridian relationship
as a crossing point (%)‡

- - 287

(81)
*LU, LI, ST, SP, HT, SI, BL, KI, PC, TE, GB, LR, GV, CV, TV, BV, Yang HV, Yin HV, Yin LV, and Yang LV
represent the names of following meridians: lung, large intestine, stomach, spleen, heart, small intestine, bladder, kidney,
pericardium, triple energizer, gall bladder, liver, governor vessel, conception vessel, thoroughfare vessel, belt vessel, yang
heel vessel, yin heel vessel, yin link vessel, and yang link vessel, respectively.
†The same relationship means the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 in the contemporary texts is the same as in the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crossing points that one of the related meridians in the contemporary texts are referred as a related meridian in
the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T08(頭維)-ST, TE, Yang LV ; BL32(次髎)-BL, GB ; BL33(中
髎)-BL, GB ; BL34(下髎)-BL, GB ; BL59(跗陽)-BL, Yang HV ; BL62(申脈)-BL, Yang HV ; KI6(照海)-KI, Yin
HV ; KI8(交信)-KI, Yin HV ; KI9(築賓)-KI, Yin LV ; GB3(上關)-ST, TE, GB ; GB26(帶脈)-GB, BV ; GB27
(五樞)-GB, BV ; GB35(陽交)-GB, Yang LV

Table 2. Degree of agreement in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s between the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the contemporary standard texts

3. 명당공혈과 현대체계의 관련경락

내용이 다른 혈위

명당공혈에서 관련경락이 언급된 313개 혈위

중 현대 체계상 경혈의 배속경락 혹은 교회혈로서

관계를 맺는 경락과 내용이 다른 혈위는 26개로,

폐경 1개, 대장경 2개, 위경 1개, 비경 5개, 소장경

1개, 방광경 9개, 삼초경 4개, 담경 2개, 독맥 1개이

다(Table 3). 이는 오늘날의 표준 경혈체계상 361

개 혈위 중 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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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meridian
designation and the

number

Referred meridian
in A-B Classic

雲門 LU2 SP

天鼎 LI17 ST

扶突 LI18 ST

大迎 ST5 BL

食竇 SP17 LU

天谿 SP18 LU

胸鄕 SP19 LU

周榮 SP20 LU

大包 SP21 LU

天容 SI17 TE

肺兪 BL13 LU

心兪 BL15 HT

肝兪 BL18 LR

脾兪 BL20 SP

胃兪 BL21 ST

腎兪 BL23 KI

大腸兪 BL25 LI

小腸兪 BL27 SI

會陽 BL35 GV

臑會 TE13 LI

肩髎 TE14 LI

顱息 TE19 GB

絲竹空 TE23 GB

聽會 GB2 TE

京門 GB25 KI

兌端 GV27 LI

Table 3. Difference in acupoint-meridian relationships
between the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the contemporary standard texts

Ⅳ. 고 찰

최초의 수혈학 전문서인 명당공혈에는 349개

혈위가 정리되었다. 갑을경을 편찬한 황보밀(皇

甫謐)은 명당공혈의 내용 중 수혈위치 등 내용

을 권3에 옮겨 적고 수혈주치 등 내용을 권7-권12

에 골라 기록하였다
1)
. 이는 영추와 소문에 기재된

163개 혈위(25개 별칭 포함)와 비교하여 혈위 수가

증가되었고
2)

위치, 주치효능, 침구 시술법, 관련 경

락의 설명에서 완정한 체계를 보여준다. 명당공혈

의 주치효능은 오늘날에 경락 경혈의 주치증상을

분석할 때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10)
.

명당공혈의 혈위 관련 기술 중 관련경락에 대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대 표준 361개 경혈체계

중 349개 혈위(97%)가 명당공혈에 정리되어 있

으며, 총 349개 혈위 중 313개 혈위(90%)의 혈위

에서 관련 경락을 제시했고 313개 혈위 중 287개

혈위(92%)의 경락 연관관계 내용이(Table 2) 현대

표준 경혈체계에 배속경락으로서 혹은 교회혈로서

연계되는 경락으로서 내용이 보존됨을 확인했다. 즉

명당공혈의 혈위 관련 기술은 오늘날 혈위에 대

해 관련 경락을 설명하는 내용의 골간으로서 여전

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대 표준 경혈체계에서는 12정경과 임맥 독맥

등 14개 경맥에 361개 경혈을 배속시켰으나 명당

공혈에서는 12정경과 기경팔맥 모두가 관련경락으

로서 언급되었다. 관련 경락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혈위도 36개에 달했다(Table 1). 1111-1117년 시기

(政和) 송(宋) 휘종(徽宗) 때 편찬된 의학서적인 
성제총록(聖濟總錄)에서는 총 354개 혈위를 14개

경맥으로 귀속시키고 혈위 배열 순서와 경맥의

순행방향을 영추 경맥편(經脈篇)에 맞추어 재정리

했다
11)
. 이 방식은 이후의 여러 의학서적에 광범위

하게 채택되었다. 오늘날 세계보건기구 표준안 역

시 성제총록의 영향 아래 있고
5)

한국의 침구경혈

임상적용 교육에서도 14개 경맥별 경혈의 활용빈도

가 검토될 정도로 14개 경맥 체계가 지식체계의 골

격을 이룬다
12)
. 하지만 명당공혈에서는 14경맥이

아니라 20경맥을 활용해 혈위의 관련경락을 설명했

으며 특히 대맥의 대맥(帶脈, GB26), 양교맥의 부

양(跗陽, BL59), 신맥(申脈, BL62), 음교맥의 조해

(照海, KI6), 교신(交信, KI8), 음유맥의 축빈(築

賓, KI9), 양유맥의 양교(陽交, GB35) 등 7개 혈위

는 오직 해당 기경팔맥만이 관련 경락으로서 언급

되었다. 오늘날 기경팔맥 중 임맥ㆍ독맥을 제외한

6개 경맥은 독립적 경혈을 갖지 못하고, 14개 경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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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속된 혈위 중 일부가 기경팔맥의 속성을 일

부 공유하는 혈위로 설명하며
13)

임상 교육시에도

14개 경맥 체계로서 각 경혈의 임상적용에 대한 교

육이 이루어진다
12)
. 이것이 침구경락 지식의 핵심

내용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제총록에

서 작위적으로 14경맥 체계로 정비된 영향이 여전

하기 때문에 벌어진 부자연스러운 현상일 가능성

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심도있

는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한정된 범위에서

분석을 진행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후속 연구에

서는 이들 혈위의 관련 경락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의의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혈위경락 연관관계에 대한 지식이 실제 임

상적용시 혹은 침구경락ㆍ경혈의 생물학적 실체

탐색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가 중요한 검토요소

가 될 것이다. 또한 명당공혈에서 관련 경락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후대에 경락배속이 이루어진

혈위에 대해서도 그 의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명당공혈에서 언급되었던 관련 경락과 오늘날

의 표준 경혈체계가 차이를 보이는 혈위는 방광경

이 9개, 비경 5개, 삼초경 4개 등 총 26개로 361개

경혈 중 7%이다(Table 3). 현대 체계상 방광경에

속하는 9개 혈위는 배수혈(背兪穴)에 해당하는 혈

위로, 명당공혈에서는 관련 장부 명칭만 제시되

었다. 현대 임상에서도 이들 배수혈은 배속경락이

방광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관련 장부의 질환에

대해 평가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으로 활용되며
8)

오

늘날 임상 각 분과별 침구 적용시 방광경이 빈용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12)
. 이를 보면

배수혈을 이론적 정리를 통해 방광경에 배속시켰

던 근거와 실제적 의의가 무엇일지 비판적으로 검

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명당공혈에 기술

되었던 원형적 지식이 임상실제를 잘 반영할 가능

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현대 체계상 비경에 속하는

5개 혈위는 가슴 부위의 혈위로, 오늘날의 임상적

용 역시 가슴 인근 조직ㆍ기능의 병증에 주로 적

용된다
8)
. 현대 체계상 삼초경에 속하는 4개 혈위는

어깨 부위에서는 대장경, 측방 두면부에서는 담경

으로 기술되었다. 오늘날의 임상적용에서 이들 혈

위는 역시 국소의 병증 치료에 주로 적용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8)

이들 혈위를 삼초경, 대장경,

담경으로 나누어 배속시킨 이유가 실제적 임상적

필요성이 아니라 사변적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서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도출되는 문제제기는 명당공혈에 기술된 내용이

변화되어 오는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나 비판적

검토에 대한 음미로서 뿐만 아니라 혈위 관련 지

식을 임상에 적용할 때의 실제적 의의를 탐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것이다. 세계보건기

구 표준안 작성시 대전제로서 고려했던 'respect

history and reality'라는 원칙처럼
14)
, 명당공혈의

내용은 경락 연관관계의 역사적 변천과 임상 적용

시 실질적 지식의 관점에서 혈위 관련 지식을 검

토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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