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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합추 배속에 따른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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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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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Korean medical perspective on the human body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meridian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삼음삼양) and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 (관합추)
as defined in ≪Huangdi’s Internal Classic≫. Methods : A total of 8 medical databases including KISS, Earticle, DBpia, RISS, OASIS,
KMbase, and ScienceON were used to search studies published through July 2021, and literature was included without limitations
on the publication period. The search terms were “(meridian OR acupoint OR meridian sinew) AND position” OR
“Gwan-Hap-Chu” OR “Gae-Hap-Chu” OR “three yin and three yang”. Two researchers independently made choices among the
searched literature based on the preplanned selection/exclusion criteria. The search terms were“(meridian OR acupoint OR
meridian sinew) AND position” OR “Gwan-Hap-Chu” OR “Gae-Hap-Chu” OR “three yin and three yang”. Results : Of the 36
obtained from the survey, 19 (53%) followed the definitions of “internal diameter” for “three yin and three yang” and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 but 6 (about 16%) took a neutral position and 10 (22%) avoided mentioning.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research was needed to end the debate on the distribution of ‘three yin and three yang’ and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 In
order to apply the definition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on ‘distribution of the three-yin and three-yang’ and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 to the upper limb and lower limb as well as the torso of the human body, this author proposed a human body
model with both upper limb and lower limb attached, inspired by the posture of the fetus in the developmental stage. Conclusions :
In this study, using a new human body model, it was reveale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and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 as defined in the ≪Huangdi’s Internal Classic≫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torso of the human body, but
also to the upper limb and lower limb.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eridians, the selection of meridians in the clinical
acupuncture should be made accurately, and continuous interest and research on this are expected.
Key words : three yin and three yang, opening, closing and pivot, Gwan-Hap-Chu, Gae-Hap-Chu, meridianological distribution,
Huangdi’s Internal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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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검색하여 내경의 ‘궐음위합 소음위추’정의에 따른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과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에 따른 관합추 배속

마왕퇴 백서와 황제내경(이하 내경)의 경맥 명칭을 비교

중에서 국내 학계가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경락 형성 초기에 경맥을 특징짓는 중심사고체계가 음양

파악하고,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에 관한 방의 ‘소음위합 궐

법칙에 기반한 삼음삼양임을 밝힘으로써 경락계통에 있어 삼음삼

음위추’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임상에서 경락을 관합

1)

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내경 소문ㆍ음양이합론 (이하 ｢
2)

3)

추 원리로 운용할 때 과연 어떤 관합추 배속을 따라 경락을 선택해

음양이합론｣ )과 내경 영추ㆍ근결 (이하 ｢근결｣) 은 바깥(外)이

야하는 지를 모색함으로써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에 관한 올바른

양(陽), 안(內)이 음(陰)에 해당되며 음은 다시 태음(太陰), 소음(少

경락학적 인체관 정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陰), 궐음(厥陰)으로 나뉘는데 태음(太陰) 뒤에 소음(少陰)이, 소음
(少陰) 앞에 궐음(厥陰)이 위치하며, 양명은 태음(太陰)의 앞쪽에,
태양은 소음(少陰)의 위쪽에, 소양은 궐음(厥陰)의 바깥쪽에 위치함

연구 방법

을 밝힘과 동시에, 문짝이 열리고 닫히는 기능적 의미를 지닌 관합
추(關闔樞)를 이용하여 태양과 태음(太陰)을 ‘관(關)’, 양명과 궐음

1. 선정기준

(厥陰)을 ‘합(闔)’, 소양과 소음(少陰)을 ‘추(樞)’에 배속하고 있다.

내경이 정의한 관합추 배속에 따른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

(이하 내경의 ‘궐음위합 소음위추’) 이러한 내경의 경락 삼음

포를 통하여 올바른 경락학적 인체관을 정립하려는 이 연구의 목

삼양의 관합추는 십이경맥의 기능적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

적과 유사한 연구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를

로 고대 의학자가 우리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실시하였다. 경락학적 자세를 언급한 문헌, 관합추를 언급한 문헌,

단서일 뿐만 아니라 내경의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을 토

삼음삼양을 언급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4,5)

대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부상통법칙(臟腑相通法則) 을 정

2. 정보원

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경의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에 대

내경의 관합추 배속에 따른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와 방의

한 이견이 존재하여 관합추를 토대로한 경락의 임상응용에 혼돈을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의 관합추 배속에 따른 삼음삼양의 경락학

야기하고 있고 한의학을 교육하는 자와 교육을 받는 자들에게도 관

적 분포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궐음(厥陰)과 소음(少陰)

합추를 통한 경락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

의 관합추 배속에 관한 국내 학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국학술정보

6)

7)

로 방약중 과 양운통 은 궐음경이 대체적으로 태음(太陰)경과 소음

사이트(kiss.kstudy.com), 학술교육원(www.earticle.net), DBpia

경의 사이에 위치하며, 궐음경과 소양경이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는

(www.dbpia.c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전

것을 이유로 궐음(厥陰)이 추(樞)가되고 소음(少陰)이 합(闔)이 되어

통의학정보포털(https://oasis.kiom.re.kr),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국내 학계

베이스(https://kmbase.medric.or.kr) 및 ScienceON (https://

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하며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

scienceon.kisti.re.kr)을 정보원으로 선택하였다.

한국의학논문데이터

속에 있어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을 내경의 ‘궐음위합 소
음위추’보다 우선시하여 표시하고 있다8).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3. 검색

배속은 경락학적 인체관에 있어서 신체의 구조적 분포 특징과 함께

2021년 7월, 검색어 “(경혈 OR 경락 OR 경근) AND 자세” OR “관

생리적 기능과 병리적 증상의 기능적 현상을 망라하여 설명하는 원

합추” OR “개합추” OR “삼음삼양”을 검색식으로 하여 검색하였다.

리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관합추의 경락 삼음삼양 배
속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내경의 ‘궐음위합 소음위추’를 정

4. 문헌선택

확히 이해함으로써 바른 경락학적 인체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검색된 문헌들 중에서 중복되는 문헌을 제외하고 제목과 초록을

그러므로 이 연구는 내경의 ‘궐음위합 소음위추’에 따른 삼음

이용한 1차 문헌선택과 원문을 이용한 2차 문헌선택을 수행하였다.

삼양의 관합추 배속의 정확성을 밝혀 임상에서 경락을 관합추 원
리로 운용할 때 올바른 경락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에 앞서, 경락 삼음삼양과 관합추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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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과정
원문을 이용한 2차 문헌선택 과정은 2인이 독립적으로 스크리

www.kjacupuncture.org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Opening, Closing, and Pivot of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닝한 후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1인과 함께 논의를

과 소음(少陰)의 관합추 배속을 정리하였고, 인체 부위(몸통, 팔,

거처 최종적으로 문헌을 선택하였다.

다리)에서의 관합추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몸통의 관합추’와 ‘팔다리의 관합추’를 자료추출 항목으로 하여

6. 자료추출 항목

인체 부위(몸통, 팔, 다리)에서의 관합추를 언급한 경우 clear로,

내경의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과 방의 ‘소음위합 궐음

언급하지 않은 경우 none으로, 언급은 있으나 관합추의 인체부위

위추’ 주장에 근거한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에 관한 선행연

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unclear로 분류하여 정리하였

구를 검색하여 얻은 정성적 분석 대상 문헌에서 궐음(厥陰)과 소음

다. 문헌에서 경락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인체경락분포’를 자료

(少陰)의 관합추 배속에 관한 학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궐음(厥陰)

추출 항목으로 하여 특정 자세를 언급한 경우를 조사하여 정리하

과 소음(少陰)을 자료추출 항목으로 하여 문헌에 언급된 궐음(厥陰)

였다(Table 1).

Table 1. Summary of Three-yin and Three-yang and the opening, closing and pivot
Author year
9)

Baik 2000
10)
Baik 2001
11)
Baik 2014
Baik 201512)
13)
Chi 2019
14)
Cho 2008
Choi 201915)
16)
Gang 1989
17)
Gang 1996
18)
Go 2010
19)
Ha 1999
20)
Jang 2008a
Jang 2008b21)
22)
Jeong 1993
23)
Jeong 2003
24)
Jung 2006
1)
Jung 2015
25)

Closing*
Closing
Closing
Closing
None
Closing
Closing and
None
Closing and
Closing and
Closing
Closing
None
Closing and
Pivot
None
None

Pivot
Pivot
Pivot

Pivot

Lesser yin*
Pivot*
Pivot
Pivot
Pivot
None
Pivot
Closing
Closing
Closing
Closing
Pivot
Pivot
None
Closing
Closing
None
None

and
and
and
and

Pivot
Pivot
Pivot
Pivot

and Pivot

Closing
None
Closing
Closing
None

Pivot
None
Pivot
Pivot
None

2018
31)
1997
200432)
33)
2009

30)

None
Closing
Closing
Closing

None
Closing and Pivot
Pivot
Pivot

34)

Closing
Closing
Closing

Pivot
Pivot
Pivot

Kim 1996a
Kim1996b26)
27)
Kim 2003a
28)
Kim 2003b
Kim 202029)
Kye
Lee
Lee
Lee

Reverting yin*

Lee 2013
Lim 199835)
36)
Ok 1989

1992
199338)
39)
1995
40)
1999

37)

Closing and Pivot Closing and Pivot
None
None
Closing
Pivot
Pivot
Closing

Park 200441)
42)
Sin 1994
43)
Yun 1996

Closing
Pivot
Closing
Pivot
Closing and Pivot Closing and Pivot

Park
Park
Park
Park

Opening, closing and
pivot* of Trunk

Opening, closing and
pivot of Limb

Body Meridian Distribution

Unclear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Unclear
Clear
Unclear
None
Clear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Clear (Position looking south)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Unclear
None
None
None
Unclear (only thigh area) None
None
Clear (Pathway of meridians)
None
Clear (meridianological position)
None
None
None
Clear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Clear (Position looking south)
Clear
Clear
Clear (Standard Position of
Acupuncture Medicine)
Unclear
Unclear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Unclear (Spatial and func- None
None
tional)
Clear
None
None
Unclear
None
Clear (Position looking south)
Clear (Related Viscera and None
None
Bowels)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Unclear (Related Three-yin Unclear
None
and Three yang*)
Unclear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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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 및 그에 따른 인체도

관련 없는 문헌 90편을 제외하여 총 61편이 남았다. 전공과 관련

내경의 관합추 배속에 따른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를 이

없는 문헌 64편, 주제와 관련 없는 문헌 90편을 제외한 총 61편이

해하기 위하여 삼음삼양의 분포 위치를 인체 몸통뿐만 아니라 팔

남았다. 남은 총 61편의 원문을 이용한 2차 문헌선택을 거친 결과,

과 다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으로써 인체 몸통,

이 연구주제가 아닌 다른 한의학 이론에 대한 문헌(Reason 1) 19

팔 그리고 다리의 관합추 배속에 따른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

편, 장부와 관련된 문헌(Reason 2) 4편, 질병과 관련된 문헌

를 도해하여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면 어떠한 형태의 인체도가 도

(Reason 3) 1편, 맥과 관련된 문헌(Reason 4) 1편을 제외하여 정

출되는지를 도해로 나타냈다.

성적 분석 대상 문헌으로 총 36편을 얻었다(Fig. 1).

2. 정성적 분석의 자료추출 항목 및 조사 결과

연구결과

궐음(厥陰) 소음(少陰)을 자료추출 항목으로 하여 문헌에 언급된
궐음(厥陰)과 소음(少陰)의 관합추 배속을 조사한 결과, 궐음(厥陰)

1. 체계적 고찰을 통한 문헌 검색 결과

을 ‘합(闔)’에 배속한 문헌은 19편(약 53%), 궐음(厥陰)을 ‘추(樞)’에

연구선택 한국학술정보사이트 (kiss.kstudy.com)에서 104편,

배속한 문헌은 2편(약 6%), 궐음(厥陰)을 ‘추(樞)’와 ‘합(闔)’에 함께

학술교육원 (www.earticle.net)에서 51편, DBpia (www.dbpia.

배속한 문헌은 6편(약 16%), 궐음(厥陰)과 관합추의 관계를 뚜렷하

co.kr)에서는 101편,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http://www.riss.kr)

게 언급하지 않은 문헌은 9편(약 25%)이었다. 소음(少陰)을 ‘추(樞)’

에서 127편,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https://kmbase.medric.

에 배속한 문헌은 18편(50%), 소음(少陰)을 ‘합(闔)’에 배속한 문헌

or.kr)에서 66편 및 ScienceON (https://scienceon.kisti.re.kr)에

은 2편(약 6%), 소음(少陰)을 ‘추(樞)’와 ‘합(闔)’에 함께 배속한 문헌

서 126편이 검출되어 총 575이었다. 경혈학 전문가로부터 제공받

은 8편(약 22%), 소음(少陰)과 관합추의 관계를 뚜렷하게 언급하지

은 이 연구주제와 관련 문헌 1편과 합한 총 576편 중에서 중복되는

않은 문헌은 8편(약 22%)이었다. 이 외에 궐음에 대한 언급 없이,

문헌 361편을 제외하고 남은 215편을 제목과 초록을 이용하여 1

소음(少陰)에 대해 언급한 문헌 1편, 궐음위합에 대한 언급은 있었

차 문헌선택을 거친 결과, 전공과 관련 없는 문헌 64편, 주제와

지만, 궐음위추에 대한 이견 설명이 없고, 소음(少陰)에 있어서 소
음위합 소음위추에 대해 언급한 문헌이 1편이었다(Table 1).
인체 부위별 관합추를 언급한 경우(clear), 언급이 없는 경우
(none), 관합추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인체 부위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Unclear)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몸통 부위에서 관합추를
언급한 문헌(clear)은 6편(약 17%), 언급이 없는 문헌(none)은 22
편(약 61%), 관합추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인체 부위를 언급하지
않은 문헌(Unclear)은 8편(약 22%)이었고, 팔과 다리 부위에서 관
합추를 언급한 문헌(clear)은 1편(약 3%), 언급이 없는 문헌(none)
은 31편(약 86%), 관합추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인체 부위를 언급
하지 않은 문헌(Unclear)은 4편(약 11%)이었다(Table 1).
경락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 자세를 언급한 경우를 조사
한 결과, 경락, 경혈, 경근과 자세에 관하여 남면(南面)한 자세에
대해 언급한 문헌 2편(약 6%), 경락학적 자세를 정의하며 경맥 유
주에 대해 설명한 문헌 1편(약 3%), 경락유주를 설명하며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를 설명한 문헌 1편(약 3%), 비교적 자세한
표준화된 자세에 대해 설명한 문헌이 1편(약 3%)이었다. 자세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문헌은 31편(약 86%)이었다(Table 1).

Fig. 1. Flowchart of Review Process.
Reason 1 is related to another theory of Korean medicine, Reason
2 is related to body organs, Reason 3 is related to diseases, and
Reason 4 is related to pulse wav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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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부위별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 및 그에 따른

당된다는 전제를 놓고 삼음삼양의 분포를 정의하고 있다. 즉, 음은

분포도

양에 둘러싸여 있고 양에 둘러싸인 음 부위에 삼음이 분포한다

1) 몸통에서의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 ｢음양이합론｣과 ｢근

(Fig. 3A). 팔에서 양 팔과 손바닥을 마주하여 붙인 상태에서, 겉은

결｣의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은 바깥(外)이 양(陽), 안(內)이 음(陰)

양명, 태양, 소양에 둘러싸여 있고 속은 태음, 소음, 궐음이 분포한

에 해당된다는 전제를 놓고 삼음삼양의 분포를 정의하고 있다. 즉,

다(Fig. 3B). 팔에서의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를 양팔을 붙이고

음은 양에 둘러싸여 있고 양에 둘러싸인 음 부위에 삼음이 분포한

몸쪽에서 먼쪽 방향으로 팔의 단면을 바라보고 그 위치를 해부학

다. 내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 정의에 따라 몸통에서의 삼음

적 자세로 표시하면 자뼈쪽이 medial, 노뼈쪽이 lateral이 된다.

삼양의 경락학적 분포를 도해하면, 몸통에서, 몸통 중심부에 태음

3) 다리에서의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 ｢음양이합론｣과 ｢근

(太陰)이 앞에, 소음(少陰)이 태음(太陰)의 뒤에, 궐음(厥陰)이 소음

결｣의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은 바깥(外)이 양(陽), 안(內)이 음(陰)

(少陰)의 앞에 위치하고, 몸통 바깥부에 양명이 태음(太陰)의 앞쪽

에 해당된다는 전제를 놓고 삼음삼양의 분포를 정의하고 있다. 즉,

에 위치하고, 태양이 소음(少陰)의 위쪽에 위치하고, 소양이 궐음

음은 양에 둘러싸여 있고 양에 둘러싸인 음 부위에 삼음이 분포한

(厥陰)의 바깥쪽에 위치한다(Fig. 2).

다(Fig. 4A). 다리에서 다리를 마주하여 붙인 상태에서, 바깥쪽은

2) 팔에서의 삼음삼양의 경락학적 분포: ｢음양이합론｣과 ｢근결｣
의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은 겉(外)이 양(陽), 속(內)이 음(陰)에 해

양명, 태양, 소양에 둘러싸여 있고 태음, 소음, 궐음은 그 안쪽에
분포한다(Fig. 4B).

Fig. 2. Meridianological distribution of three yin and three yang in the Trunk (A). (B) is an inferior view of the transverse section.

Fig. 3. Meridianological distribution of three yin and three yang in the Upper limb (A). (B) is an inferior view of the transverse section
through the middle of the fore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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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ridianological distribution of three yin and three yang in the Lower limb (A). (B) is an inferior view of the transverse section.

고

찰

초기 경맥 형성의 중심 사고 체계인 삼음삼양에 대한 기능적
작용과 공간적 분포 및 십이경맥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 경락 삼
음삼양의 관합추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문헌을 조사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얻어진 36편 중에서, 53%에 해당
하는 19편이 내경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을 따르고 있었
다.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에 근거한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
추 배속을 따르는 문헌은 2편(6%)이었다(Table 1). 이렇듯 내경
의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이 국내 학계의 주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내경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과 달리 소음(少陰)
을 ‘합(闔)’, 궐음(厥陰)을 ‘추(樞)’에 배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방6)과
Fig. 5. The posture for meridianological distribution.
This is the posture for meridianological distribution three yin and
three yang in human body.

7)

23)

양 의 주장을 따르는 문헌도 있었다 . 내경의 ‘궐음위합 소음위
추’ 정의와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에 대해 중립적 입장(6
편, 약 16%)을 취하거나, 경락 삼음삼양과 관합추의 관계에 대한

4) 내경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분포 설명을 위한 인체 모형:
삼음삼양과 관합추의 분포에 관한 내경의 정의를 인체 몸통뿐만

입장이 불분명한 문헌(9편, 약 25%)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
이다(Table 1).

아니라 팔과 다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의 태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에 있어 내경 경락 삼음삼양의

아의 자세에서 착안한 양 팔과 양 다리를 붙인 상태의 인체 모형를

관합추 배속과 달리 소음(少陰)을 ‘합(闔)’, 궐음(厥陰)을 ‘추(樞)’에

그림으로 나타냈다(Fig. 5).

배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방 과 양 의 주장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

6)

7)

5) 인간 배아 초기 팔과 다리의 사지싹: 팔과 다리가 몸통에서

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팔과 다리에서 궐음이 밖으로 드러나 있고

분리되기 전, 인간 배아 초기 팔과 다리의 사지싹(limb bud)을 볼

팔과 다리의 경맥 순행에서 태음과 소음의 사이에 궐음이 위치한

수 있는 카네기 13기(약 28일 발달)의 인간 배아로서 팔의 사지싹

다는 이유로 궐음을 추로 배속해야 한다는 방 과 양 의 주장이 설

(Fig. 6A)44)과 다리의 사지싹(Fig. 6B)45)을 보여주고 있다(Fig. 6).

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의 첫번

6)

7)

째 논거는 삼음경(三陰經)의 유주에서 궐음(厥陰)이 대체로 태음(太
陰)과 소음(少陰)의 중간에 있으므로 궐음(厥陰)이 추(樞)가 된다고
하였는데, 즉,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볼 때, 팔 부위 앞면 가쪽
에 수태음폐경이, 팔 부위 앞면 안쪽에 수소음심경이, 팔 부위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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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4)

Fig. 6. Upper limb bud (A)
45)
Lower limb bud (B) .

(B)

and

중앙에 수궐음심포경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할 수 있다. 팔과 다리의 경락 순행에서 궐음이 태음과 소음 사이를

러나 내경 ｢음양이합론｣과 ｢근결｣은 바깥(外, external)이 양

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속에 있는 음이 겉으로 드

(陽), 속(內, internal)이 음(陰)에 해당된다는 전제를 놓고 삼음삼양

러나 있는 팔과 다리에서 궐음이 태음과 소음 사이에 있는 경맥

2,3)

의 분포를 정의하고 있다 . 즉, 음은 양에 둘러싸여 있고 양으로

분포를 근거로 궐음이 조절자인 추(樞)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둘러싸인 음 부위에서 태음(太陰)이 가장 앞에 있고 태음(太陰)의

것인가? 비록 내경이 전국 진한시기 작자미상의 저작으로 오류

뒤에 소음(少陰)이, 소음(少陰)의 앞에 궐음(厥陰)이 위치한다고 하

가 없지는 않지만 내경 소문ㆍ음양이합론 과 내경 영추ㆍ근결 ,

였으므로2) 궐음(厥陰)은 속(內, internal)중에서도 가장 깊은 속에

이 두 편에 걸쳐 똑같이 궐음이 합이고 소음이 추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태음(太陰)과 소음(少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형상이라고

있는데 이 두 편에서 ‘궐음위합 소음위추’라고 기재하는 똑같은 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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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마주하여 붙이고 양다리를 붙인 웅크린 자세를 경락학적

류를 범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내경은 궐음을 음(陰, internal) 중에서 태음과 소음에 둘러싸

자세(meridianological position)로 명명했으나 어떤 이유에서

여 기혈을 수렴하는 합(闔)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째서 팔과 다리

Fig. 5와 같은 인체 자세를 경락학적 자세(meridianological posi-

에서는 궐음이 밖으로 들어나 태음과 소음 사이에 분포하게 된 것

tion)로 정의한 것인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이 요구된다.

일까? 초기 경맥 명칭을 통해 경락 음양법칙의 중요성을 기술한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문헌 중 ‘삼음

연구에서 양팔과 손바닥을 마주하여 붙이고 양다리를 붙인 웅크린

삼양경맥의 발생과 기능’의 저자인 박 은 최초로 발생학을 통해

자세를 경락학적 자세(meridianological position)1)로 정의하고

인체 경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1)의 경락학적 자세(meridianolo-

있다. 이 경우, 몸통, 팔, 다리에서 동일하게 내경 경락 삼음삼양

gical position) 역시 발생학적 관점에서 경락을 파악한 것이라 하

의 관합추 배속에서 설명한 분포, 즉 음은 양에 둘러싸여 있고 양으

겠다. Fig. 6은 카네기 13기(약 28일 발달)의 인간 배아 그림으로서

로 둘러싸인 음 부위에서 태음(太陰)이 가장 앞에 있고 태음(太陰)

몸통에서 점점 자라나 팔과 다리를 형성하게 되는 초기 팔과 다리

의 뒤에 소음(少陰)이, 소음(少陰)의 앞에 궐음(厥陰)이 위치하는 분

의 사지싹(limb bud)이며 팔의 사지싹(Fig. 6A)과 다리의 사지싹

2)

포 를 적용할 수 있다. 몸통에서, 몸통 속(internal)에 태음(太陰)이

(Fig. 6B)을 보여주고 있다. 어째서 팔과 다리에서는 궐음이 밖으로

앞에, 소음(少陰)이 태음(太陰)의 뒤에, 궐음(厥陰)이 소음(少陰)의

들어나 태음과 소음 사이에 분포하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Fig.

앞에 위치하고, 몸통 바깥(external)에 양명이 태음(太陰)의 앞에,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 6에 팔과 다리의 사지싹이 애초부터

태양이 소음(少陰)의 위에, 소양이 궐음(厥陰)의 가쪽에 위치하는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몸통과 하나였다가 팔과 다리를 형

것(Fig. 2)과 마찬가지로, 팔에서 양팔과 손바닥을 마주하여 붙인

성한 것이므로 팔 앞면이 몸통에서 분리되기 전 속(internal) 중에

상태인 경우, 바깥쪽은 양명, 태양, 소양에 둘러싸여 있고 태음,

서도 가장 깊은 속에 위치했던 궐음(厥陰)이 팔을 형성하는 과정에

소음, 궐음은 그 안쪽에 분포하는데(Fig. 3B), 태음이 앞에, 소음이

서 몸통에서 분리되면서 밖으로 드러나 태음과 소음의 사이에 위

태음의 뒤에, 궐음이 소음의 앞에 분포하는 내경 경락 삼음삼양

치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1)

의 관합추 배속(Fig. 3A)에서 설명한 분포와 일치한다. 이를 다시

정 의 경락학적 자세(meridianological position)에서 양다리

해부학적 자세로 설명하면, 태음맥은 노뼈(radius)의 안쪽에, 소음

를 붙이고 양팔과 손바닥을 마주하여 붙인 웅크린 자세는 팔이 굽

맥은 자뼈(ulna)의 안쪽에, 궐음맥은 자뼈과 노뼈 사이 앞면에 위

혀지면서 내경 경락 삼음삼양 분포의 앞과 뒤라는 표현이 바뀔

치하고, 양명맥은 노뼈의 가쪽에, 태양맥은 자뼈의 가쪽에, 소양맥

수 있는데 내경에서 삼음삼양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태양의 위치

은 두 뼈 사이 뒤면에 위치하여(Fig. 3B) 내경 경락 삼음삼양의

를 소음(少陰)의 뒤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음(少陰)의 위에 있다고

관합추 배속에서 설명한 분포와 일치한다. 다리에서 다리를 마주

표현한 것을 볼 때 인체가 바로 서있는 것이 아니고 구부정한 상태

하여 붙인 상태에서, 바깥은 양명, 태양, 소양에 둘러싸여 있고 태

에서 삼음삼양의 분포를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치 태아가 양

음, 소음, 궐음은 그 속에 분포하는데(Fig. 4B), 태음이 앞에, 소음

수에 있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다. 성인에서는 기립 자세에서 양팔

이 태음의 뒤에, 궐음이 소음의 앞에 분포하는 내경 경락 삼음삼

과 손바닥을 마주하여 아래를 향하고 양다리를 붙여 바로선 자세

양의 관합추 배속(Fig. 4A)에서 설명한 분포와 일치한다. 이를 다시

에서 삼음삼양과 관합추를 배속하면 전신에서 동일한 분포를 얻을

해부학적 자세로 설명하면, 태음맥은 정강뼈 안쪽모서리에, 소음

수 있다(Fig. 5).

맥은 정강뼈 뒤안쪽에, 궐음맥은 태음맥의 뒤안쪽에 있는 소음맥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의 두번째 논거는, 짝을 이루는

의 안쪽에, 양명맥은 정강뼈 가쪽면 뼈사이모서리에 위치하고, 태

표리 경맥 관계와 나타나는 병리현상으로 소양(少陽)의 한열왕래

양맥은 정강뼈 뒤쪽에 위치하고, 소양맥은 정강뼈 가쪽의 종아리

(寒熱往來)와 궐음(厥陰)의 상열하한 (上熱下寒)의 병기(病機)가 서

뼈 앞안쪽에 위치하여(Fig. 4B) 내경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

로 유사함을 들어 내경의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과 달리

속에서 설명한 분포와 일치한다.

궐음(厥陰)이 추(樞)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내경의 관합추 배속

5)

내경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에서 설명한 분포를 몸통,

은 ‘관’, ‘합’, ‘추’라는 명칭에 나타나 있듯이 기의 출입이나 저장,

팔, 다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조절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의된 것이다. 조14)가 관합추 기

Fig. 5와 같은 인체 자세를 얻을 수 있다. 양팔과 손바닥을 마주하

능에 관한 연구에서 관(關)은 개산(開散), 합(闔)은 취합(聚合), 추

여 붙이고 양다리를 붙인 웅크린 자세를 경락학적 자세 (meridia-

(樞)는 조절(調節)의 의미를 나타내며 각각의 작용에 의한 위치를

1)

nological position) 로 정의한 것과 일치한다. 그런데 양팔과 손

30

40)

함축하고 있다고 하여, 관(關)에 해당하는 태음ㆍ태양경(太陰ㆍ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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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經)은 산포(散布)하는 작용에 의해 음양(陰陽) 각경(各經)의 표(表)

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내경의 경락 삼음삼양 관합추 배속 원

에 해당하고, 합(闔)에 해당하는 궐음ㆍ양명경(厥陰ㆍ陽明經)은 취

리의 임상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합(聚合)하는 작용에 의해 음양 각경의 이(裏)에 해당하고, 추(樞)에
해당하는 소음ㆍ소양경(少陰ㆍ少陽經)은 추기(樞機)와 같이 개합
(開闔)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음양 각경의 표리 가운데에 위치

결

론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의 주장대로 만약 장부의 표리가
음양의 관합추에 더 중요한 기준이라면 태음(太陰)과 태양(太陽)은

이 연구에서 내경의 ‘궐음위합 소음위추’정의에 따른 삼음삼

표리관계가 아닌데 같은 ‘관(關)’으로 정의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양의 관합추 배속과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에 따른 관합추

것인가? 삼음삼양의 구체적인 전변형식(傳變形式)에는 음양경전변

배속 중에서 국내 학계가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한 현

(陰陽經傳變) 뿐만 아니라 표리경전변(表里經傳變), 수족경전변(手

황을 파악하고자 조사한 결과, 53% (19편)가 내경의 ‘궐음위합

足經傳變) 등이 있다. 방의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은 경락 삼음

소음위추’정의에 따른 삼음삼양의 관합추를 따르고 있었으나 방의

삼양의 기본 전변형식(傳變形式)에 음양경전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음위합 궐음위추’ 주장에 근거한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

표리경전변, 수족경전변 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삼음삼양의

을 따르거나(2편, 약 6%)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6편, 약 16%)

기본 전변형식(傳變形式)인 음양경전변에 천작(穿鑿)한 까닭이라

입장이 불분명한 문헌(9편, 약 25%)도 다수 검색되었다(Table 1).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에 대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겠다.
내경의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은 경락의 수족경전변

된 가장 큰 원인은 방6)과 양7)의 주장 중에서 팔과 다리에서 궐음이

(手足經傳變)을 이해하는 근본 원리로서 장부상통(臟腑相通)을 이

밖으로 드러나 있고 경락 순행에서 태음과 소음의 사이에 궐음이

4)

5)

용한 임상적용의 원리가 된다. 의학입문 과 동의보감 에서는 장부

위치한다는 이유로 궐음을 추로 배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상통(臟腑相通)에 따라 소양과 소음이 짝을 이루고 궐음(厥陰)과 양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내경에 정의되어 있는

명(陽明)이 짝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心)은 수소음에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분포 위치를 몸통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에

속하여 심주신명(心主神明)하고, 담(膽)은 족소양에 속하여 담주결

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락학적 자세를 발생학적 관점에서

단(膽主決斷)한다. 소음(少陰)은 음(陰)에서의 추(樞)이고, 소양(少

설명하여 내경에 정의되어 있는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분포

陽)은 양(陽)에서의 추(樞)로서 정신을 조절하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위치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임상에서 경락을 관합추 원리

41)

상통한다 . 이렇듯, 장부상통(臟腑相通)에서는 관합추가 일치되는

로 운용할 때 내경이 정의한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에 따

수족의 음양 경맥을 취하여 치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추에

라 경락 선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속하는 수소음심경에 병변이 발생하면 추에 속하는 족소양담경을

이상에서 내경에 정의되어 있는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분

선택하여 치료하고, 합에 속하는 족궐음간경에 병변이 발생하면

포 위치를 몸통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합에 속하는 수양명대장경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는 경락학적 자세를 발생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내경에

장부상통(臟腑相通)은 단순히 장부의 표리 관계가 아니고 기능적으

정의되어 있는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분포 위치의 바른 이해를

로 같은 관합추 속성을 지닌 수족 음양의 경락 사이의 관계를 이용

바탕으로 내경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배속이 임상적으로 어떤

한 동기상구(同氣相求), 즉 관합추 속성이 같은 경맥이 서로를 도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활발한 연구

4,5)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 로서, 내경의 경락 삼음삼양의 관합추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배속에 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장부상통(臟腑相通)의 임상 효과
를 평가하는 연구와 장부상통(臟腑相通)의 임상 활용이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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