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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o classify needling or moxibustion-prohibited acupoints in Emergency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EFWTG) and Supplement to the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SFWTG).
Methods : We found needling or moxibustion-prohibited acupoints in EFWTG and SFWTG, then investigated 
the influences of needling or moxibustion-prohibited acupoints on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sults : In EFWTG, the needling-prohibited points were LI13, ST17, BL56, TE8, CV8, CV15 and GV24. 
Acupoints needed careful needling were LU2, ST12, KI2, KI7, TE19, GB3 and jwagak. The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were LU3, LU8, ST1, ST8, ST9, ST17, ST32, ST33, BL6, BL30, TE18, 
TE23, GB33, GB42, CV5, CV15, GV6, GV15, GV16 and GV17. Acupoints needed careful moxibustion were 
ST7, ST30, TE21 and GB22. In SFWTG, the needling-prohibited points were LU2, LI13, ST12, ST17, ST32, BL56, KI2, KI7, TE8, TE19, GB3, CV8, CV15, GV24 and jwagak. The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were LU3, LU8, ST1, ST7, ST8, ST9, ST17, ST30, ST32, ST33, BL6, BL30, TE18, TE23, GB22, GB33, 
GB42, CV5, CV15, GV6, GV15, GV16, GV17 and ijung. Conclusions : There were 7 needling-prohibited points, 7 acupoints needed careful needling, 20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and 4 acupoints needed careful needling in EFWTG, and 15 
needling-prohibited points and 24 moxibustion-prohibited points in SFWTG. The needling or moxibustion-prohibited acupoints in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ad a strong influence on 
those in the two literatures.
Key words : Acupoint, Acupuncture, Needling, Moxibustion
 

Ⅰ. 서 론

鍼灸 요법은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침, 뜸을

사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 치

료법은 間接灸 등 일부 비침습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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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 하지만, 대부분 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기에

심장눌림증(cardiac tamponade), 기흉(pneumothorax)

등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1)
. 그렇

기에 한의사들은 환자의 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히 鍼灸 시술을 실시하고 있다.

鍼灸 시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역대 醫家들

도 인식하고 있었다. 素問⋅刺禁論 에 이미 인체

내의 장부 혹은 동맥 주위의 經穴에 대한 刺鍼시

주의할 점 및 부작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2)
, 최

초의 鍼灸學 전문서적이라 할 수 있는 晋代 皇甫

謐의 鍼灸甲乙經에도 시술에 주의해야 하는 穴

및 鍼灸禁忌穴이 기록되어 있고
3)
, 宋代의 銅人腧

穴鍼灸圖經, 鍼灸資生經, 明代의 鍼灸聚英, 醫
學入門, 鍼灸大成, 淸代의 醫宗金鑒 등 많은

의학서적에서도 禁鍼穴 및 禁灸穴이 기록되어있는

것을 보면 역대 醫家들도 시대를 막론하고 鍼灸

시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다.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은 일생동안 의학

연구에 정력을 쏟은 중국 唐代의 의학자인 孫思邈

이 7세기 중반에 저술한 책이다. 그는 70세 때인

652년에 반세기에 걸쳐 모은 여러 醫書 및 의학 지

식 중 번잡한 것은 없애고 중요한 것을 모으고, 여

기에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備急千金要方을 편

찬하였다. 그 후에도 의학 연구를 멈추지 않고 새

롭게 발견한 여러 문헌들을 열람하고, 服餌, 약물

재배 기술 등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30년간 모으고

정리하여 682년에 千金翼方을 추가로 편찬하였다
4)
. 이 두 서적은 다양한 질병과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黃帝內經 이후 唐代

초기까지 축적된 의학적 지식을 총체적으로 반영

하고 있기에 중국 최초의 임상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5)
.

그러나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은 孫思邈이 직접 저술한 원본이 아

니다. 備急千金要方의 경우 北宋 이전의 초기 전

본은 극히 일부이며, 현재 北宋 교정의서국에서 교

정한 宋本, 道敎徒들이 엮은 道藏本 등 다양한 판

본이 존재하고, 千金翼方 또한 北宋 교정의서국

에서 교정하여 간행한 宋刊本을 비롯한 각종 復刊

本이 존재한다
6)
.

備急千金要方7,8) 및 千金翼方9)에는 經絡, 經

穴 및 鍼灸 치료와 관련된 부분도 수록되어 있다.

孫思邈은 이 두 서적에 기존의 鍼灸 관련 의학 지

식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 明堂圖를 考訂

하고, 經外奇穴을 보충하였으며, 阿是穴의 개념을

정의하고, 隔物灸에 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였는

데, 이러한 내용들은 鍼灸學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

을 하였다
10)
. 그러나 두 서적과 관련된 국내 연구

를 살펴보면 本草 이론
4)
, 藥浴 요법

11)
, 小兒科 학

설
12)
, 傷寒 학설

13)
등이 있으나, 經絡 및 鍼灸에 관

한 전문적인 연구는 이 등
10)
의 역사학적 연구와 김

등
14)
의 禁灸穴 연구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두

서적에 수록된 經絡 및 鍼灸에 관한 연구의 일환

으로, 두 서적에 기록된 鍼灸禁忌穴을 우선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연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備
急千金要方의 경우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

친 宋本(총 30권)과 道藏本 중 하나인 四庫全書 鈔

本(총 93권)을 비교하였으며, 千金翼方은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친 宋本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Ⅱ. 본 론

1. 備急千金要方의 鍼灸禁忌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備急千金要方 중 宋

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친 宋本(총 30권)과 道

藏本 중 하나인 四庫全書 鈔本(총 93권)의 鍼灸禁

忌穴 관련 내용을 비교한 결과, 두 판본의 내용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備急千金要方에서 鍼

灸 부분은 29권과 30권(四庫全書 鈔本 기준으로는

87권부터 93까지)이며, 이중 鍼灸禁忌穴은 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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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上 편의 明堂三人圖 (四庫全書 鈔本에서는 87

권)와 鍼灸禁忌法 (四庫全書 鈔本에서는 88권)에

기록되어 있다.

手五里(LI13), 乳中(ST17), 承筋(BL56), 三陽絡

(TE8), 臍中(神闕, CV8), 鳩尾(CV15), 神庭(GV24)

의 7穴은 明堂三人圖 과 鍼灸禁忌法 두 편 모두

禁鍼穴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伏兎(ST32)의 경우

明堂三人圖 에는 禁鍼穴로 기재되지 않았고, 鍼灸

禁忌法 에는 ‘禁不可刺’로 되어있으나 孫思邈이 ‘甲

乙經에 5푼 刺入하라고 되어있으므로 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직접 주했다. 이를 미루어 보아 備急
千金要方에서는 伏兎(ST32)를 刺鍼이 가능한 經

穴로 분류한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

部位 經穴名 明堂三人圖 鍼灸禁忌法

頭面頸項部 神庭 (GV24) 不刺 禁不可刺

胸脇腹部

乳中 (ST17) 禁不灸刺 禁不可刺, 禁不可灸

臍中 (CV8) 禁不刺 禁不可刺

鳩尾 (CV15) 不灸刺 禁不可刺, 禁不可灸

上肢部
手五里 (LI13) 不刺 禁不可刺

三陽絡 (TE8) 不刺 禁不可刺

下肢部
伏兎 (ST32) 禁不可刺*

承筋 (BL56) 不刺 禁不可刺
*Sun Si Miao (孫思邈) put in a footnote that the prohibition is inappropriate because a needle could be insert in the
acupoint in depth of 0.5 cun on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able 1. The list of needling-prohibited acupoints in Emergency Formulas W orth a Thousand in Gold

또한 雲門(LU2), 缺盆(ST12), 然谷(KI2), 復留

(KI7), 顱息(TE19), 上關(GB3), 左角 7穴은 明堂

三人圖 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鍼灸禁忌法

에 刺鍼시 주의해야 할 穴로 기록되어 있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顱息(TE19)은 출혈을 많이 시

키는 것은 不可하고, 雲門(LU2), 缺盆(ST12), 上關

(GB3)은 깊이 찌르는 것이 不可하며, 左角은 오래

留鍼시키는 것이 不可하고, 然谷(KI2)과 復留

(KI7)는 많이 출혈시키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

다(Table 2).

禁灸穴의 경우 明堂三人圖 과 鍼灸禁忌法 에

수록된 穴에 차이가 있다. 두 편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穴은 天府(LU3), 經渠(LU8), 承泣(ST1), 頭

維(ST8), 人迎(ST9), 乳中(ST17), 伏兎(ST32), 承

光(BL6), 瘈脈(TE18), 絲竹空(TE23), 地五會(GB42),

石門(CV5), 鳩尾(CV15), 脊中(GV6), 瘂門(GV15),

風府(GV16), 腦戶(GV17)의 17穴이며, 陰市(ST33),

白環兪(BL30), 陽關(GB33) 3穴은 鍼灸禁忌法 에

만 禁灸穴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乳中(ST17)과

鳩尾(CV15) 두 穴은 禁鍼穴과 禁灸穴 모두에 속했

다(Table 3).

部位 經穴名 鍼灸禁忌法

頭面頸項部

顱息 (TE19) 刺不可多出血

上關 (GB3) 刺不可深

左角 刺不可久留

胸脇腹部
雲門 (LU2) 刺不可深

缺盆 (ST12) 刺不可深

下肢部
然谷 (KI2) 刺無多見血

復留 (KI7) 刺無多見血

Table 2. The list of acupoints which needed needling 
carefully in Emergency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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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位 經穴名 明堂三人圖 鍼灸禁忌法

頭面頸項部

承泣 (ST1) 不灸 禁不可灸

頭維 (ST8) 不灸 禁不可灸

人迎 (ST9) 不灸 禁不可灸

承光 (BL6) 不灸 禁不可灸

瘂門 (GV15) 不灸 禁不可灸

風府 (GV16) 不灸 禁不可灸

腦戶 (GV17) 不灸 禁不可灸

瘈脈 (TE18) 不灸 禁不可灸

絲竹空 (TE23) 不灸 灸之不幸, 令人目小及盲

胸脇腹部

乳中 (ST17) 禁不灸刺 禁不可刺, 禁不可灸

石門 (CV5) 女子不灸 女子禁不可灸

鳩尾 (CV15) 不灸刺 禁不可刺, 禁不可灸

腰背部
白環兪 (BL30) 禁不可灸

脊中 (GV6) 不灸 禁不可灸

上肢部
天府 (LU3) 不灸 禁不可灸

經渠 (LU8) 不灸 禁不可灸

下肢部

伏兎 (ST32) 不灸 禁不可灸

陰市 (ST33) 禁不可灸

陽關 (GB33) 禁不可灸

地五會 (GB42) 不灸 禁不可灸

Table 3. The List of Moxibustion-prohibited Acupoints in Emergency Formulas W orth a Thousand in Gold

또한 施灸에 주의해야 하는 穴은 明堂三人圖

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鍼灸禁忌法 에는 下

關(ST7), 氣衝(ST30), 耳門(TE21), 淵腋(GB22) 4

穴이 언급되어 있었으며, 그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Table 4).

部位 經穴名 鍼灸禁忌法

頭面頸項部
下關 (ST7) 耳中有乾適低, 無灸

耳門 (TE21) 耳中有膿及適低, 無灸

胸脇腹部
氣衝 (ST30) 灸之不幸, 不得息

淵腋 (GB22) 灸之不幸, 生膿蝕

Table 4. The list of acupoints which needed careful moxibustion treatment in Emergency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2. 千金翼方의 鍼灸禁忌穴
千金翼方의 鍼灸禁忌穴은 26권의 鍼灸上 편

과 28권의 鍼灸下 편 중 禁忌法 부분에 기록되

어 있다. 두 편에 한번이라도 언급되어 있는 禁鍼

穴은 雲門(LU2), 手五里(LI13), 缺盆(ST12), 乳中

(ST17), 伏兎(ST32), 承筋(BL56), 然谷(KI2), 復

留(KI7), 三陽絡(TE8), 顱息(TE19), 上關(G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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臍中(神闕, CV8), 鳩尾(CV15), 神庭(GV24), 左角

의 15穴이며, 이중 雲門(LU2), 缺盆(ST12), 伏兎

(ST32), 然谷(KI2), 復留(KI7), 顱息(TE19), 上關

(GB3), 左角의 8穴은 禁忌法 에만 기록되어 있었

다(Table 5).

部位 經穴名 鍼灸上 禁忌法

頭面頸項部

神庭 (GV24) 不刺 不刺

顱息 (TE19) 不刺

上關 (GB3) 不刺

左角 不刺

胸脇腹部

雲門 (LU2) 不刺

缺盆 (ST12) 不刺

乳中 (ST17) 不灸刺 不灸, 不刺

臍中 (CV8) 不刺 不刺

鳩尾 (CV15) 不灸刺 不灸, 不刺

上肢部
手五里 (LI13) 不刺 不刺

三陽絡 (TE8) 不刺 不刺

下肢部

伏兎 (ST32) 不灸, 不刺

承筋 (BL56) 不刺 不刺

復留 (KI7) 不刺

然谷 (KI2) 不刺

Table 5. The list of needling-prohibited acupoints 
in Supplement to the Formulas W orth a Thousand 
in Gold

千金翼方에 언급된 禁灸穴은 天府(LU3), 經渠

(LU8), 承泣(ST1), 下關(ST7), 頭維(ST8), 人迎(ST9),

乳中(ST17), 氣衝(ST30), 伏兎(ST32), 陰市(ST33),

承光(BL6), 白環兪(BL30), 瘈脈(TE18), 絲竹空(TE23),

淵腋(GB22), 陽關(GB33), 地五會(GB42), 石門(CV5),

鳩尾(CV15), 脊中(GV6), 瘂門(GV15), 風府(GV16),

腦戶(GV17), 耳中의 24穴이며, 이중 下關(ST7), 氣

衝(ST30), 伏兎 (ST32), 陰市(ST33), 白環兪(BL30),

淵腋(GB22), 陽關(GB33), 耳中의 8穴은 禁忌法

편에만 禁灸穴로 기록되어 있었다(table 6). 또한

乳中(ST17), 鳩尾(CV15) 두 穴은 禁鍼穴인 동시에

禁灸穴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伏兎(ST32)의 경우 鍼

灸上 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禁忌法 에

는 禁鍼禁灸穴로 분류되어 있었다(Table 6).

部位 經穴名 鍼灸上 禁忌法

頭面頸項部

承泣 (ST1) 不灸 不灸

頭維 (ST8) 不灸 不灸

人迎 (ST9) 不灸 不灸

承光 (BL6) 不灸 不灸

瘂門 (GV15)* 不灸 不灸

風府 (GV16) 不灸 不灸

腦戶 (GV17) 不灸 不灸

瘈脈 (TE18) 不灸 不灸

絲竹空 (TE23) 不灸 不灸

耳中 不灸

下關 (ST7) 不灸

胸脇腹部

乳中 (ST17) 不灸刺 不灸, 不刺

石門 (CV5) 女子不灸 不灸

鳩尾 (CV15) 不灸刺 不灸, 不刺

氣衝 (ST30) 不灸

淵腋 (GB22)** 不灸

腰背部
白環兪 (BL30) 不灸

脊中 (GV6) 不灸 不灸

上肢部
天府 (LU3) 不灸 不灸

經渠 (LU8) 不灸 不灸

下肢部

伏兎 (ST32) 不灸, 不刺

陰市 (ST33) 不灸

陽關 (GB33) 不灸

地五會 (GB42) 不灸 不灸
*On Supplement to the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it was written '暗門'.
**On Supplement to the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it was written ‘泉液’.

Table 6. The list of moxibustion-prohibited acupoints 
in Supplement to the Formulas W orth a Thousand 
in Gold

이외에도 禁忌法 에서는 玉枕(BL9), 維角, 睛

明(BL1), 舌根, 結喉, 胡脈, 天窓(SI16), 神符, 巨覽

(巨覺), 血海(SP10), 足太陰, 丘墟(GB40)는 병이

없을 때 鍼灸 施術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3.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 수

록된 鍼灸禁忌穴 비교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 수록된 鍼灸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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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位 經穴名 所屬經 千金要方 千金翼方 鍼灸甲乙經

頭面頸項部

承泣 (ST1) 足陽明胃經 ○ ○ ○

下關 (ST7) 足陽明胃經 ○ ○ ○

頭維 (ST8) 足陽明胃經 ○ ○ ○

人迎 (ST9) 足陽明胃經 ○ ○ ○

五處 (BL5) 足太陽膀胱經 ○

承光 (BL6) 足太陽膀胱經 ○ ○ ○

瘈脈 (TE18) 手少陽三焦經 ○ ○ ○

耳門 (TE21) 手少陽三焦經 ○ ○

Table 8. The lists of acupoints having cautions for moxibustion treatment in Emergency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Supplement to the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and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忌穴을 비교하여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관찰되

는데, 실제로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 禁鍼

穴(Table 7) 또는 禁灸穴(Table 8)로 기록된 經穴

은 耳門(TE21) 및 耳中을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備急千金要方의 明堂三人

圖 와 千金翼方의 鍼灸上 편에 수록된 禁鍼穴

및 禁灸穴은 일치하고, 備急千金要方의 鍼灸禁

忌法 과 千金翼方의 禁忌法 부분에 수록된 禁

鍼穴 및 刺鍼시 주의해야 하는 經穴 또한 일치한

다.

部位 經穴名 所屬經 千金要方 千金翼方 鍼灸甲乙經

頭面頸項部

神庭 (GV24) 督脈 ○ ○ ○

上關 (GB3) 足少陽膽經 ○ ○ ○

顱息 (TE19) 手少陽三焦經 ○ ○ ○

人迎 (ST9) 足陽明胃經 ○

左角 ○ ○ ○

胸部

雲門 (LU2) 手太陰肺經 ○ ○ ○

缺盆 (ST12) 足陽明胃經 ○ ○ ○

乳中 (ST17) 足陽明胃經 ○ ○ ○

鳩尾 (CV15) 任脈 ○ ○ ○

腹部
石門 (CV5) 任脈 ○

神闕 (CV8) 任脈 ○ ○ ○

上肢部
手五里 (LI13) 手陽明大腸經 ○ ○ ○

三陽絡 (TE8) 手少陽三焦經 ○ ○ ○

下肢部

伏兎 (ST32) 足陽明胃經 ○* ○ ○

然谷 (KI2) 足少陰腎經 ○ ○ ○

復留 (KI7) 足少陰腎經 ○ ○ ○

承筋 (BL56) 足太陽膀胱經 ○ ○ ○
*Sun Si Miao (孫思邈) put in a footnote that the prohibition is inappropriate because a needle could be insert in
the acupoint in depth of 0.5 cun on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able 7. The lists of acupoints having cautions for acupuncture treatment in Emergency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Supplement to the Formulas Worth a Thousand in Gold and A-B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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絲竹空 (TE23) 手少陽三焦經 ○ ○ ○

瘂門 (GV15) 督脈 ○ ○ ○

風府 (GV16) 督脈 ○ ○ ○

腦戶 (GV17) 督脈 ○ ○ ○

素髎 (GV25) 督脈 ○

耳中 ○

胸脇部

乳中 (ST17) 足陽明胃經 ○ ○ ○

淵腋 (GB22) 足少陽膽經 ○ ○ ○

鳩尾 (CV15) 任脈 ○ ○ ○

腹部
氣衝 (ST30) 足陽明胃經 ○ ○ ○

石門 (CV5) 任脈 ○ ○ ○

腰背部

心兪 (BL15) 足太陽膀胱經 ○

白環兪 (BL30) 足太陽膀胱經 ○ ○ ○

脊中 (GV6) 督脈 ○ ○ ○

上肢部
天府 (LU3) 手太陰肺經 ○ ○ ○

經渠 (LU8) 手太陰肺經 ○ ○ ○

下肢部

伏兎 (ST32) 足陽明胃經 ○ ○ ○

陰市 (ST33) 足陽明胃經 ○ ○ ○

膝陽關 (GB33) 足少陽膽經 ○ ○ ○

地五會 (GB42) 足少陽膽經 ○ ○ ○

그러나 備急千金要方의 鍼灸禁忌法 과 千金
翼方의 禁忌法 을 살펴보면, 두 서적에 기록된

내용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備急千金要方에는 耳

門(TE21)을 ‘耳中有膿及適低, 無灸’이라 하였으나

千金翼方에는 禁灸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반대로 千金翼方에는 耳中을 ‘不灸’라 하였으나 備
急千金要方에는 기록된 바가 없었다. 또한 備急
千金要方의 鍼灸禁忌法 에는 顱息(TE19), 上關

(GB3), 左角, 雲門(LU2), 缺盆(ST12), 復留(KI7),

然谷(KI2) 7穴을 禁鍼穴로 분류하지 않고 刺鍼시

주의할 사항만을 기록하였고, 下關(ST7), 氣衝

(ST30), 耳門(TE21), 淵腋(GB22) 4穴은 禁灸穴로

분류하지 않고 施灸시 주의할 사항만 기록하였으

나, 千金翼方의 禁忌法 에서는 이 穴들을 모두

禁鍼穴 또는 禁灸穴로 규정을 하였고 주의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보면,

千金翼方의 鍼灸禁忌穴은 備急千金要方의 내

용을 바탕으로, 備急千金要方 저작 이후에 孫思

邈이 추가로 연구한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 사
이에는 여러 서지학적인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에 대한

鍼灸甲乙經의 영향
鍼灸 시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손사막 이전

의 醫家들도 잘 알고 있었다. 素問⋅刺禁論 에 이

미 인체 내의 장부 혹은 동맥 주위의 경혈에 대한

자침시 주의할 점 및 부작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

며
2)
, 최초의 鍼灸學 전문서적이며 晋나라 이전의

鍼灸에 대한 풍부한 치료경험을 집대성한 서적
10)
인

晋代 皇甫謐의 鍼灸甲乙經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발전시켰다. 실제로 신체 부위 및 經脈별로

해당 經穴을 서술한 卷之三 부분을 살펴보면, 穴

名과 위치, 刺鍼 깊이, 뜸 시술시 필요한 壯수를

언급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시술에 주의해야 하는

穴의 경우 ‘禁不可刺’ 혹은 ‘禁不可灸’ 등의 표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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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술에 주의해야 함을 언급하였고, 일부 經穴의

경우 그 이유도 밝혔으며, 卷之五․鍼灸禁忌 편에

서는 鍼灸禁忌穴을 추가로 언급함으로써 鍼灸 시

술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 이러한 내용은

後代의 서적인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의
鍼灸禁忌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로 備
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에 수록된 鍼灸禁忌穴

은 千金翼方의 耳中을 제외하고는 모두 鍼灸甲
乙經의 鍼灸禁忌穴에 포함되어 있다(Table 7,8).

특히 千金翼方의 禁忌法 편에서의 禁灸穴은 耳

門(TE21)이 耳中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鍼灸甲乙經의 鍼灸禁忌 편과 일치하며, 備
急千金要方에서 刺鍼 및 施灸시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내용은 鍼灸甲乙經에 수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備急千金要方
의 伏兎(ST32)를 설명한 부분에서 孫思邈이 鍼灸
甲乙經을 언급하면서 注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

다면, 鍼灸甲乙經이 孫思邈의 鍼灸禁忌穴 정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고 孫思邈이 단순히 鍼灸甲乙經의 鍼灸

禁忌穴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에는 鍼灸甲乙經의 鍼灸禁忌穴과 다

른 부분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鍼灸
甲乙經의 鍼灸禁忌穴 중 人迎(ST9) 및 石門

(CV5)은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에서는 禁

鍼穴로 분류되지 않았고(Table 7), 伏兎(ST32)는

‘甲乙經에 5푼 刺入하라고 되어있으므로 禁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孫思邈이 직접 注했으며, 五處(BL5),

心兪(BL15), 素髎(GV25)는 禁灸穴에서 제외되었

다(Table 8). 또한 禁忌法 편에서는 玉枕(BL9),

維角, 睛明(BL1), 舌根, 結喉, 胡脈, 天窓(SI16), 神

符, 巨覽(巨覺), 血海(SP10), 足太陰, 丘墟(GB40)

는 병이 없을 때 鍼灸 시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하

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孫思邈은 鍼灸甲乙
經을 단순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상 경

험에 근거하여 鍼灸禁忌穴을 취사 선택하여 備急
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에 기재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 禁鍼禁灸穴에 대한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의 역사적 의미
孫思邈의 鍼灸禁忌穴 연구는 後代에도 영향을

주었다. 두 책에 鍼灸禁忌穴로 기재된 경혈들이 明

代의 醫學入門과 鍼灸大成, 淸代의 鍼灸聚英
에도 대부분 鍼灸禁忌穴로 기재되어 있으며, 鍼灸
甲乙經에서는 鍼灸禁忌穴로 분류되었으나 備急
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에서 鍼灸禁忌穴로 분류

되지 않은 人迎(ST9) 및 五處(BL5)는 醫學入門,
鍼灸大成, 鍼灸聚英 등의 禁鍼穴歌

15)
및 禁灸

穴
14)
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備

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은 鍼灸禁忌穴의 발전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鍼灸禁

忌穴은 현재에는 乳中(ST17), 神闕(CV8) 등 일부

經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鍼灸 시술이 가능한 經

穴로 분류되고 있다
16)
. 과거에 비하여 현재의 한의

학에서 鍼灸禁忌穴이 상당수 줄어 든 이유는 명확

하지 않으나, 몇 가지 원인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부학적 지식의 증가이다. 과거에

비해 증가한 해부학적 지식은 鍼灸 시술시 인체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經穴을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
, 그렇기에 현재는 한

의사가 鍼灸 시술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둘째로 금속 가공 기술의 발전이다. 備急千金要方
과 千金翼方이 쓰여진 唐代에는 지금에 비하여

금속 가공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에, 鍼이 현재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표면 또한 매끄럽지 않으며,

재질도 좋지 않았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鍼을 시술

할 때 인체를 손상시킬 확률이 현재보다 높았고,

실제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였기에 鍼灸禁忌穴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로 다양한 灸法의 개

발이다. 과거에는 艾絨을 直接灸 위주로 환자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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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였기에 환자의 신체 손상이 상당수 존재하였

으나, 현재에는 인체에 거의 손상을 주지 않고 안

전성을 확보한 다양한 灸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과

거에는 施灸하기 어려운 經穴에도 현재에는 施灸

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현대에는 과거의 鍼灸禁忌穴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두 서적의 鍼灸禁忌穴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備急千金要方과 千
金翼方의 鍼灸禁忌穴은 현재의 기준으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鍼灸

시술을 해야 하는 經穴이 대부분이다
3)
. 이는 唐代

에 이미 鍼灸 시술시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鍼灸

시술을 실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Ⅲ. 결 론

鍼灸 시술은 침습적인 치료법이기에 환자의 신

체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술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唐代의 명의인 孫思邈도 가지

고 있었으며, 그 내용을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
方에 수록하였다. 이 두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鍼灸禁忌穴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備急千金要方에는 禁鍼穴 7개, 刺鍼 注意穴 7

개, 禁灸穴 20개, 施灸 注意穴 4개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 乳中(ST17)과 鳩尾(CV15)는 禁

鍼穴 및 禁灸穴로 동시에 분류되어 있다.

2. 千金翼方에는 禁鍼穴 15개, 禁灸穴 24개가 기

록되어 있으며, 이 중 乳中(ST17)과 鳩尾(CV15)

는 禁鍼穴 및 禁灸穴로 동시에 분류되어 있으

며, 伏兎(ST32)는 26권 鍼灸上 편에서는 鍼灸

禁忌穴로 분리되지 않았으나 28권 鍼灸下 편

중 ‘禁忌法’ 부분에서는 禁鍼穴 및 禁灸穴로 동

시에 분류되어 있었다.

3. 千金翼方에 실린 鍼灸禁忌穴은 備急千金要方
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으며, 또한 두 서적의

鍼灸禁忌穴은 鍼灸甲乙經에 기재된 鍼灸禁忌

穴을 孫思邈의 임상 경험을 통하여 수정, 보완

한 것으로 사료된다.

4.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에 기재된 鍼灸禁

忌穴은 後代의 鍼灸禁忌穴 분류에도 영향을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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