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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五輸穴은 十二經의 四肢肘膝 이하에 분포되어 있는 井,
滎, 輸, 經, 合의 5개 특정혈을 말하며1) 특히 合穴은 각 肘
膝關節部에 가장 인접하고 있는 穴로써 《九鍼十二原》에서

는 “所出爲井 所溜爲滎 所注爲腧所行爲經 所入爲合, 二
十七氣所行 皆在五腧也2)”라 하여 水에 비유한 經脈의 脈
氣가 臟腑로 入하는 穴이다

족관절 염좌는 모든 염좌 질환 중 가장 흔히 접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3)관절 사이에 인대가 외적인 타격을 받아 이완
되거나 혹은 위축되는 증상이다4).

족관절 염좌 시 阿是穴과 함께 合穴이나 輸穴을 이용해
引氣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구의학에서 제시하는 合穴을 이용한 족
관절 염좌치료에 관해 그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침구학회지에 최근 10년간 실린 족관절 염좌의 치료에
슬관절 주위혈(合穴)이 이용된 연구로는 유 등3)의 염좌치
료에 대한 임상고찰, 강 등5)의 침법별 염좌치료, 윤 등6)의
염좌의 침구치료법 연구, 서 등7)의 봉약침 치료연구, 안 등8)

의 동씨침 일반침 비교연구, 이 등9)의 체침과 trigger
point 비교연구, 박 등10)의 深刺 淺刺 비교연구, 김 등11)의
遠位 취혈과 近位 취혈의 효과 비교연구, 정 등12)의 患側 취
혈과 健側의 효과 비교연구 등이 있다. 상기 연구들 중 족
관절 염좌에 슬관절 주위에 위치하는 合穴을 引氣의 의미
로 사용했다고 밝힌 연구자료는 1편3)에 불과하다. 박 등10)

은 引氣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遠道刺로서 合穴을 치료
혈로 사용하였다.

이에 족관절 염좌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측 족관절 염
좌 시 合穴치료의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本論

五輸穴은 경락 중의 經氣 운행을 자연계의 흐르는 물에
비유하여 배열된 특정 穴位 중의 하나로 오행의 상생과 상
극의 원리에 따라 虛實을 補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해당
경락의 기능을 조절하고 이차적으로는 소속 장부 또는 연
계 장부의 기능을 조절한다13).

오수혈에 대하여 《難經 六十八難》에서는 “井主心下满,
滎主身熱, 輸主体垂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14)”
이라 하여 병증에 대한 치료 효능을 말하였다. 《靈樞·邪

氣臟腑病形》에서는 “滎兪治外經 合治內腑”《靈樞順氣一
日分爲四時》 “病在藏者, 取之井 病變于色者, 取之滎 病時
間時甚者, 取之輸 病變于音者, 取之經 經滿而血者 病在
胃 及以飮食不節得病者 取之於合2)”이라 하여 각 혈에 따
른 주치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合穴은 ‘病在胃
及以飮食不節得病者 取之於合’‘滎輸治外經 合治內府’라
하여 飮食不節로 인한 胃病을 치료하고 六腑下合穴로써
腑病을 치료하는 효능 등을 통해 특히 腑病에 주효한 효능
을 가지는 穴이다.

이상에서 合穴은 ‘合主逆氣而泄’, ‘病在胃 及以飮食不
節得病者 取之於合’, ‘合治內府’등의 효능을 가지는 특수
한 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實用鍼灸學詞典15)에서도 마찬가지로 合穴은 “五輸穴之

一 靈樞 九鍼十二原 全身十二經 各有一个合穴 其名稱是…
又有六腑下合穴”이라 하여 주로 십이경에서 오수혈 중 하
나인 合穴과 腑丙에 대한 치료혈로서의 合穴 등 두 가지 의
미로 운용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手足關節의 염좌치료에서 合穴이 주로 이용되
고 있고, 특히 近位取穴 시에 引氣하는 목적으로 취하는 合
穴의 의의를 염좌가 가장 빈번한 족관절 외측 염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의학적으로 捻挫란 관절과 인대손상을 뜻하며 打撲,
瘀血, 捻挫 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氣血이 凝滯하고
경락이 沮害되고 筋骨이 손상되는 범위에 속한다8).

氣의 운행이 손상되어 氣滯血瘀 혹은 血瘀氣滯하여 생
긴 동통을 調氣로써 經脈을 통하여 氣血을 조절하고 경락
중의 氣血운행 장애로 인한 병리변화를 조정하여 通則不
痛의 치료목적을 달성하게 된다8).

침구의학에서는 염좌치료의 원칙으로 反對側 壓痛部 刺
鍼法, 患處 刺鍼法, 兩側 治療法, 기타 치료법으로 분류하
고 있고, 이 중 患處 刺鍼法은 阿是穴을 취하여 자침한 후
해당경락의 合穴을 취하여 引氣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4).

유3) 등은 捻挫의 體鍼치료에서 외측염좌 시 解谿, 崑崙,
丘墟를 기본 取穴로 한 후 痛處 방향에 따라 足臨泣, 申脈,
懸鍾, 足三里, 陽陵泉 압통점을 추가하고, 반대측 하지에
足三里나 陽陵泉에 刺鍼하여 引氣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痛處에 따라 兩側 合穴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
볼 수 있다. 근래의 여러 서적을 통해서 고찰한 결과 여러
合穴이나 인기의 목적으로 臨泣, 懸鍾, 三陰交, 陰陵泉, 陽
陵泉, 足三里 등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 등10)은 족관절 염좌 시 外側 손상의 경우 患側의 丘墟
申脈을 內經의 齊刺法으로 刺鍼하고 原位取穴로 內經의

遠道刺法으로 對側 地倉 翳風 患側 陽陵泉을 取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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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陵泉의 患側취혈이 引氣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다.

침구의학에서4) 족관절 염좌치료 시 족관절 염좌는 외측
염좌가 내측염좌보다 흔하고, 외측염좌의 경우 丘墟 申脈
崑崙에 압통점이 가장 흔하고 치료법 중 하나로 압통점 刺
鍼과 合穴로써 足三里 陽陵泉을 취하여 引氣시킨다고 하
였는데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引氣의 의미를 經穴적 의미
와 經筋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內經에서는 ‘引氣’라는 별도의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引’은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內經詞典16)에서 引은 牽拉 牽引, 收引, 向上提, 脹滿, 導
引 疏導, 援引, 收斂, 長大 등 8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
는데 본 연구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導引, 疏導의 의미

다. 사전에서 예시한 素 5 ‘從陰引陽’, 素 5 ‘氣虛宜掣引
之’, 靈 48 ‘脈急則引’등이며, 楊上善이 말한 ‘引 挽也 以
鍼導引氣和也’가 가장 근접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合穴
을 사용하여 氣和를 유도하여 通則不痛의 작용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經穴的�측면

五輸穴에 대해 《靈樞 九鍼十二原》2)에서는 經言 “所出爲

井, 所流爲滎, 所注爲腧, 所行爲經, 所入爲合” 《難經 六十
八難》14)“五臟六腑井滎兪經合 井主心下滿滎主身熱, 兪主
體重節痛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 井滎兪經合 所主
病”이라 하여 각기 五輸穴의 의미와 주치증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족관절 외측염좌의 치료에 있어 經穴로써 足少陽經의
合穴을 사용하여 引氣한다4)고 하였는데 ‘合穴’을 구체적
으로 명기한 것으로 볼 때 五輸穴 중의 合穴 특성을 이용
한 취혈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경혈학적 측면을 언급
한 것으로 合穴의 경혈 특성상 주치증인 ‘逆氣而泄’을 이
용한 取穴이거나 六腑下合穴로써 사용되었을 경우 두 가
지로 고려할 수 있다.

첫번째, 逆氣而泄 작용을 통한 合穴치료는 逆氣된 것을
導引하여 氣和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合穴은 四肢末端에서 시작한 經氣가 滎-輸-經穴을 거
쳐 최종적으로 합쳐지는 곳인 동시에 臟腑로 入하게 되는
마지막 관문으로 五輸穴 중 가장 큰 水에 해당하여 經氣가
깊고 큰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절함으로써 四肢末端
關節의 氣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에 여타 輸穴보다 효과적
이라고 사료된다.

한의학적으로 捻挫는 氣의 운행이 손상되어 氣滯血瘀
혹은 血瘀氣滯하여 생긴 疼痛을 調氣로써 經脈을 통하여
氣血을 조절하고 經絡 중의 氣血運行障碍로 인한 병리변
화를 조정하여 通則不痛의 치료목적을 달성하게 된다8)고
하였는데, 氣和란 곧 調氣와 일맥상통하는 뜻으로 결국 通
則不痛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合穴의 중요한 主治效能은 《靈樞·邪氣臟腑病
形》 “滎兪治外經 合治內腑”, “病生胃及以飮食不節 得病
者 取之于合’2)이라 하여 六腑下合穴을 포함한 腑病 治療
穴로써 효능을 말하는데, 이는 受傷으로 인한 염좌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므로 合穴이 족관절 염좌에서 사용되었다면 本經의
말단으로부터 經氣가 합쳐져 氣가 풍성한 合穴을 통해 受
傷된 염좌 부위의 逆氣를 導引하여 氣和하는 효능을 발휘
하게 하여 疼痛을 없애는데 기여하는 역할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經穴的 목적에서 사지말단 經氣의 合인 合穴의
患側 取穴로 병변 부위의 不通則痛한 상태를 引氣를 통하
여 調氣하여 痛則不痛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巨刺
法을 이용한 健側 取穴을 통해 病邪를 對側으로 引氣하여
氣和를 통해 不痛하는 치료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이다.

逆氣而泄에 관한 해석에는 여러 견해가 있어 이의 응용
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2.�經筋的�측면

十二經筋은 경락계통의 肢體外周에 연속하는 부분으로
경락과 체표부분의 연계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十二
經脈과 絡脈 속의 氣血이 滋養하는 肌筋, 筋建, 筋膜靭帶
등이며 十二經脈의 순행부위상에 분포된 體表筋肉系統의
총칭으로17)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근육분포와 유사하여 최
근 연구에서는 근막동통증후군과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18). 또한 十二經脈과는 달리 以痛爲輸에 따
라 阿是穴을 輸穴로 삼아 補瀉나 留鍼보다는 劫刺法을 사
용하는 점에서 근막통증후군치료와 유사한 점이 있다18).

經筋분포의 특징은 내부의 臟腑와는 연결되지 않고 순
행 방향은 모두 四肢末端에서 頭身으로 향하며8), 素問 諸
筋者 皆屬于節에서 보이는 十二經筋은 십이경맥의 근육
계통으로써 約束骨格하며 關節의 屈伸 활동을 조절함으로
써 인체의 정상적인 활동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이해
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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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21)은 十二經筋이 十二經脈이라는 형이상하학적인 존
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하학적 존재를 대상
으로 周行경로와 結緣 부위 등을 定說한 의의가 있다고 하
였는데21), 이는 근육학적 개념을 중시한 것이다.

經筋의 자침 부위인 阿是穴의 취혈은 痛點과 所在經絡
臟腑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임상에 응용하여 通則不
痛의 개념에 따라 經絡을 소통시키고 氣血을 조정시키는
작용으로 활용된다22).

足少陽經筋에 관하여 박23)은 ‘其病 小指次指之轉筋 引
膝外轉筋…’라 하여 족관절부 병증은 장·단비골근과 소둔
근 前部의 방사통과 유사하며, 특히 장·단비골근은 발목
의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핵심통증은 발목
의 외과 주변통이라 하였다.

이는 足少陽經근의 손상, 즉 족관절 외측 염좌를 포함하
는 병변과 일치한다.

足少陽經筋 연구에서24) 족소양경근의 분포에 해당하는

근육으로 ‘起於小趾次趾 上結外踝…’는 장지신근의 제4
지 부분의 근건 배측 골간근, 제3비골근에 해당되며 ‘上循
脛外廉 結於膝外廉…’은 위로 바깥복사뼈에 이어지고 경
골의 바깥쪽을 따라 올라가 무릎의 바깥쪽에 이어진다고
하였다.
‘引膝外轉筋’은 足少陽膽經의 合穴 부위에 해당되어 족
소양경근을 이용한 족관절 염좌치료에서 合穴 부위를 刺
鍼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經筋取穴은 명
확한 穴位개념보다는 阿是穴이나 壓痛點 取穴이 取穴의
원칙이므로 보다 근육학적 의미와 부합한다.

장단비골근은 보행 시 내외측의 균형을 조절하고 족저굴
곡과 외반에 관여하여 족관절의 운동성과 균형을 회복시키
는 기능25)을 하여 족관절 외측 염좌치료에 적합한 치료 부
위로 사료된다.

內經에서의 ‘引’의 쓰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牽引, 收引, 導
引, 疏導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즉, 合穴 刺鍼을 통하여 導引, 疏導를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經筋적 의미에서 合穴을 취하였다면, 阿是穴과 壓痛點
을 위주로 취하는 經筋的 의미와 함께 유추해 볼 때 足少
陽의 合穴 부위는 근육적으로 장단비골근에 해당되는 경
혈, 즉 陽陵泉 부위이며 이는 足關節의 운동성과 균형을 보
조하는 역할에 더욱 적합한 取穴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의미에서 引氣를 목적으로 외측 족관절
염좌에 쓰인 合穴은 巨刺法을 이용한 健側 取穴보다는 患
側 遠道刺法을 이용한 足少陽經의 患側 取穴이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Ⅲ. 結論

이상으로 염좌치료에 引氣를 목적으로 하는 合穴 刺鍼
의 의의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

1. 經穴的 측면에서 五輸穴 중 合穴의 穴性을 이용하여
表의 逆氣를 引氣를 통해 調氣하여 通則不痛의 효과
를 나타낸다.

2. 經筋的인 측면에서 合穴에 해당하는 장·단비골근부
를 刺鍼함으로써 引氣하여 約束骨格하며 關節의 屈
伸 활동을 조절기능을 통하여 운동성과 균형을 회복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3. 經筋적 의미에서 염좌치료의 合穴 운용은 患側 取穴
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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