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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혈의 의미와 특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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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Features of Ashi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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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Acupoint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lassical acupoints, extra-acupoints, and Ashi poi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features of Ashi points. Methods : We examined the original meaning of Ashi points from
the classical medical texts, including the Beijiqianjinyaofang, the Essential Prescriptions Worth a Thousand Gold for Emergencies,
and the Huangdi Neijing, the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Results : First, the Ashi method is to locate the points
for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ased on the patients’ reactions mainly manifested by sensations of comfort and pain, which
can help identify not only Ashi points but also classical and extra-acupoints. Thus, Ashi points may or may not match to classical
or extra-acupoints, and we propose that Ashi points should not be classified mutually exclusive to classical or extra-acupoints.
Second, there are several similarities between Ashi points and myofascial trigger points. They are located by palpation and have
no fixed anatomical positions. Patients experience painful but pleasant feeling when Ashi and myofascial trigger points are
pressed, and stimulation of these points have treatment effects. Conclusions : We suggest that Ashi method be used to identify
the acupoints based on how patients react when these points are pressed. Ashi points may or may not correspond to classical or
extra-acupoints, and share traits with myofascial trigger points.
Key words : Ashi points, definition, location, palpation, myofascial trigger points

서

론

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경혈이 특이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4,5)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 경혈의 기원과 발전을 생각해 보면, 고대
경혈은 침을 시술하여 임상적 유효성을 보이는 인체의 모든 부
(1)

인들이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의 아픈 부위를 찾아 두드리

위로 정의될 수 있다 . 경혈학에서 경혈의 전통적인 분류 방식은

거나 누르는 등 자극을 한 후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

경혈(十四正經穴), 기혈(奇穴), 아시혈(阿是穴)로 분류한다. 경혈의

한 자극 부위가 바로 아시혈이 된다. 아시혈은 이름이 없고 위치가

1-3)

분류와 효능 주치에 대한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 경혈이 존재

정해져 있지 않고, 경맥에 소속되지 않고 주치에 규율이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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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시혈은 경혈과 기혈과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인식되
어 왔다. 즉, 아시혈은 초기 경혈의 원형에 해당하고, 치료효과가
있으면서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정된 아시혈이 경혈(十四正經穴)로
귀납되면서 현재의 경혈 체계가 완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견관절
전면 부위에서 반응처로 통칭되는 신체의 아픈 부위는 여러 부위
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중에서, 높은 빈도로 반응처로 나타날 수
있는 부위가 현재의 견우(LI15: 어깨뼈봉우리 가쪽모서리의 앞쪽
끝과 위팔뼈 큰결절 사이의 오목한 곳) 혹은 비노(LI14: 어깨세모근
의 앞모서리 바로 앞쪽, 곡지에서 위쪽으로 7촌)으로 귀납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Fig. 1). 아시혈은 경혈 이론의 기초가 되며, 경
혈은 아시혈에서 시작하여 경혈 혹은 기혈의 발견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혈과 경혈과 기혈은 불가분의 관계
라 할 수 있다. 경혈은 대부분 아시혈에서 기원하였고, 경혈은 아시
혈의 특성을 여전히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시혈은 唐代 손사막이 언급한 ‘아시지법(阿是之法)’에서 유래
한다(2). 환자에게 통증이 있는 부위를 눌러 편안해지거나 아픈 부
위를 확인하면, 경혈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뜸을 뜨거나 자침
을 한다. 그러므로 아시혈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즉, 아시혈은 경혈
을 탐혈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통증에 민감

Fig. 1. Ashi points and classical acupoints.
Ashi points can be found near the targeted area according to the
patient’s responses (tenderness) in the left column. Among them,
classical acupoints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empirical
knowledge in the right column. For example, LI15 is expected to
be located in the depression between the anterior end of lateral
border of the acromion and the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LI14 (On the lateral aspect of the arm, just anterior to the border
of the deltoid muscle, 7 B-cun superior to LI11) and TE13 (On
the posterior aspect of the arm, postero-inferior to the border of
the deltoid muscle, 3 B-cun inferior to the acromial angle). The
image was created using BioRender (www.biorender.com).

한 부위다. 침구치료에서 국소 취혈에서 아픈 병소 부위에서 침뜸
을 자극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14정경혈에 해당하겠지만, 여기

혈의 효과 및 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서 벗어나는 부위를 자극하기도 한다. 다만, 아시혈의 기원을 고
려한다면, 자극 부위가 14정경혈이든 그렇지 않든 의사가 손으로
눌러서 환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침뜸치료를 한다면 이는 ‘아시지

본

론

법’을 활용한 ‘아시혈’을 자극한 것이라 할 수 있다6). 예를 들어,
요통 환자에게서 허리 주변에서 해당 부위를 눌러 편안해지거나

1. 아시지법은 탐혈방법

아픈 부위를 확인하여 자침을 한 경우, 해당 부위가 신수, 대장수와

“阿是”는 吳나라 지방의 방언으로, “是不是” 혹은 “可是”의 의미

같은 14정경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위일 수도 있다. 이런

로 보았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몸을 촉지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

경우, 신수, 대장수와 같은 14정경혈을 자침한 경우도 ‘아시지법’

나 경감되는 부위를 환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묘사한

을 활용한 ‘아시혈’을 자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혈, 기

다. 환자가 느끼기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경감될 때 대답으로 “아

혈, 아시혈의 분류는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시혈은 경혈

시”라 하고, 의사는 “경혈을 묻지 않고(不問孔穴)” 침 혹은 뜸을 시

혹은 기혈과 동일한 부위일 수도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술하게 된다. 이 부위는 경혈(十四正經穴) 혹은 기혈일 수 있고, 혹

본 논문에서 탐혈방법으로서 ‘아시지법’의 의미를 고찰하고, 통
증 민감화된 부위의 의미로서 ‘아시혈’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시혈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

은 경혈과 기혈이 아닌 압통점 혹은 기타 양성반응점일 수 있다.
7)

이러한 경혈을 탐혈하는 과정을 ‘아시지법’으로 하였다 .
이러한 탐혈 과정은 아시혈만을 탐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기
보다 일반적인 경혈을 탐지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1)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48
(2) 備急千金要方ㆍ灸例 “有阿是之法, 言人有病痛, 即令捏其上, 若裏當
其處, 不問孔穴, 即得便快成(或)痛處, 即云阿是. 灸刺皆驗故云阿是穴
也”
(3) 素問ㆍ骨空論 “切之堅痛, 如筋者灸之”

것이 바람직하다. 소문ㆍ골공론에서 “만져서 단단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 마치 근건과 같은 느낌(如筋)이 있는 부위에 뜸을 시술하
라”고 하였고(3), 소문ㆍ자요통론에서 요통치료에서 자침 부위를
찾을 때, “근육을 따라 쌓인 듯한 느낌(累累然)이 있는 부위를 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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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하여 자침 부위의 촉진과 촉진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4)

느끼는 감각을 강조하였다 . 영추ㆍ오사에서 “손으로 눌러서
편안해지면 자침한다(以手疾按之, 快然乃刺之)”고 하여, 자침하기
(5)

골격근에서 경결점의 특성을 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아쇠점
8,9)

(myofacial trigger points)의 특성과 유사하다 .
방아쇠점은 골격근에서 과항진된 지점(hyperirritable spot)으

전에 자침 부위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로 타우트 밴드(taut band)에서 촉지 가능한 노듈 등의 특징을 보

또한, 영추ㆍ전광에서 “손으로 눌러서 바로 편해지는 곳이 배수

인다

(6)

10,11)

12)

. 1977년 Melzack 등 은 방아쇠점과 전통적인 경혈의

혈이다 ”고 하고, 영추ㆍ배수에서 경혈에서 나타나는 특수 반

위치, 주치 특성을 비교하여 71%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응에 근거하여, 즉 눌렀을 때 환자의 통증이 완화되는 부위를 경혈

이후, Dorsher 등13)은 92%의 방아쇠점이 전통적인 경혈과 해부학

(7)

의 표준 위치로 삼았다 . 이는 ‘아시지법’에서 “以手按之, 病者快

적으로 겹친다고 하였다. 방아쇠점은 골격근에서 국소의 과민감화

然”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또한 취혈할 때 절순문안(切循捫按)의

된 부위로서, 연관통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시혈과 매우

방법으로 의사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환자의 반응을 중시하

흡사하다14). 또한, 방아쇠점은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였는데, 정확한 탐혈의 방법의 ‘아시지법’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syndrome)에 주로 사용되고, 아시혈의 경우도 통증 조절에 주되

있다.

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아시혈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아시지법’을 이용해 취혈할

은 어깨통증 및 요추간판탈출증 등 국소부위 통증완화에 널리 활
15,16)

9)

. Liu 등 은 (1) 병리적 상황에서 정의되고, 주로

수 있는 경혈이 반드시 경혈(十四正經穴)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용되고 있다

아니라, 경혈(十四正經穴)이든 아니든 자침하는 부위에서 환자의

통증 치료하는데 활용됨, (2) 고정된 해부학적 위치를 가지지 않음,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지법’에

(3) 위치를 정하는데 있어서 촉진을 활용함, (4) 이 부위를 눌렀을

서 제안한 아시혈은 체간 부위 혹은 사지 부위에서 경혈(十四正經

때 통증을 느낌 등의 4가지 측면에서 아시혈과 방아쇠점이 유사함

穴)에 소속된 부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

을 보인다고 하였다.

만, 모든 경혈을 취혈하는 방식을 ‘아시지법’을 통해서 취혈하는

초음파 전단파속도(shear wave speed)를 이용하여 방아쇠점의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배수혈을 포함한 신체 체간부 그리고

타우트 밴드의 유무에 따른 근긴장도(muscle stiffness)의 차이를

근육이 비교적 풍부한 부위에서 취혈은 상기방법으로 경혈의 반응

관찰되는 등 근육내의 경결점의 물리적 특성을 확인되고 있다 .

을 확인하여 취혈하여 침뜸을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지말

편두통 및 근긴장성 두통환자, 슬관절염 환자 등 근골격계 환자에

단 부위의 경혈의 경우 ‘아시지법’의 방식으로 경혈을 취혈하는 것

서 방아쇠점의 발생패턴이 관찰되고

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리통 환자와 같은 내과 및 부인과 질환에서 특징적인 방아쇠점

17)

18,19)

, 만성변비 환자, 원발성

의 발생패턴이 발견되고 있다20,21). 만성 경부통증 환자에서 방아쇠

2. 아시혈은 민감점: 방아쇠점과 상관성

점 허혈성 압박 자극 시, 전전두엽의 작용과 자율신경조절을 통해
22)

아시혈의 특성 중 하나가 통증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통증 부위

통증을 완화됨을 보여주었다 . 또한 요통 환자의 방아쇠점에 허혈

위에서 눌러보면 안쪽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는 듯 하여(即令捏其

성압박을 가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련된 기전으로 전전두엽과

上, 若裏當其處), 해당 부위가 경혈이든 그렇지 않든 눌러서 편해지

뇌섬의 연결성의 변화를 통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

23)

거나 통증이 확인되는 부위(不問孔穴, 即得便快成(或)痛處)를 아시

이상에서 아사혈은 인체 근육상에서 통증이 민감화된 부위로서

혈로 삼는다. 영추ㆍ경근 에서 “아픈 곳을 수혈로 삼는다(以痛爲

관찰되고, 근막동통증후근의 방아쇠점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아

(8)

輸)”고 하였고 , 이러한 통증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자극

시혈과 방아쇠점의 유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방아쇠점의 특성의

부위를 삼는다는 점에서 아시혈의 의미와 상통한다. 아시혈은 눌

연구를 기반으로 아시혈 연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러서 안쪽에 해당하는 부위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다는 점에서

(4) 素問ㆍ刺腰痛論 “循之累累然乃刺之”
(5) 靈樞ㆍ五邪 “取之膺中外腧, 背三節五節之傍, 以手疾按之, 快然乃刺
之”
(6) 靈樞ㆍ癫狂 “取之下胸二脇咳而動手者, 與背腧以手按之 立快者是
也”
(7) 靈樞ㆍ背兪 “則欲得而驗之, 按其處, 應在中而痛解, 乃其腧也”
(8) 靈樞ㆍ經筋 “治在燔鍼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 曰……痹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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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아시혈의 의미를 고찰하여 아시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향후 침구의학에서 경혈의 위치를 탐지하고 치료로 활용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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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Ashi and Classical
acupoint in the same area.
The red circle in the left body is an
example of the Ashi point in the
shoulder area, which was detected
by the physician’s palpation and
patient’s discomfort. The red areas
are the location with pain and tenderness. The right body is marked
with the acupoint GB21, which can
be detected by anatomical features.
The GB21 is located in the middle
of an imaginary line that connects
the acromion and the spinous process of the seventh cervical vertebra.

(10)

아시혈은 경혈, 기혈 이외의 침뜸의 자극 부위라는 개념에서 인

과 허임의 침구경험방 에서도 편두통과 항강 등 증상을 치료하

체 골격근 내에서 경결 및 압통에 대한 반응점이라는 개념으로 전

는데 활용되어 왔고, 조선왕실의 질병치료에 대한 기록 승정원일

환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지법’을 통해 찾아낸 ‘아시혈’은 기존의

기에서도 동통, 옹저, 기타질환, 내상, 외감 등의 질환에 두루 사용

경혈 혹은 기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혈의 위치를 정하는

되어 왔다 . 침구의학에서 아시혈과 통증의학에서 근막동통증후

방식에서 골도분촌법을 이용하여 대략의 경혈의 위치를 찾고 해당

군의 방아쇠점의 개념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해당 부

근육 내에서 경결 혹은 압통의 반응을 관찰하여 경혈을 찾는다면,

위의 위치, 분포패턴, 주치특성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아시지법’을 통해 ‘아시혈’을 찾은 것이고, 또한 찾고자 하는 해당

다 . 방아쇠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근육내 경결점의 물리적

‘경혈’이 된다. 예를 들어, 견정(GB21)의 위치를 정하는 방식은 골

특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환자군에서 방아쇠점의 발생패턴을 분석

도분촌을 따른다면, 견정혈은 목 뒤부위에서 일곱째 목뼈가시돌기

하고, 방아쇠점에 허혈성 압박 혹은 침자극을 통해 임상증상의 변

(spinous process of the 7th cervical vertebra)와 어깨뼈봉우리

화를 관찰하고 관련된 생리학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들이 진행

(acromion) 가쪽 끝을 연결하는 선의 중점에서 취혈한다. 이 부위

되고 있다. 침구의학에서 아시혈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는 상부 승모근 (upper trapezius)에 해당된다. 24명의 상부승모

할 때, 아시혈은 방아쇠점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하

근 방아쇠점의 위치를 조사한 이전 연구를 보면, 견정과 그 위치가

게 인식하고, 기존의 방아쇠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확장할 필

24)

유사하다 . 견정혈의 대략적인 위치를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용해

25)

14)

요가 있다.

특정한 후, 근육상에서 절순문안의 과정을 통해 경결 혹은 압통

경혈 정위를 위해서 신체 부위를 등분하여 볼 수 있는 레이저경

등의 반응을 관찰하여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혈

혈보조도구를 통해 골도분촌 방식의 경혈의 취혈에 활용된다 .

을 취혈할 때, 골도분촌의 방식과 절순문안의 방식을 결합하여 찾

그러나, 경혈 탐색에는 시각체계 뿐만 아니라 촉각체계의 지각체

게 되고, 이러한 경우 ‘아시지법’을 통해 ‘아시혈’을 찾는 것이자

계도 중요하게 관여한다. 영추ㆍ본수에서 64개의 경혈 중에서

동시에 견정 ‘경혈’에 해당하는 것이다(Fig. 2). 따라서, 아시혈은

약 70%의 경혈은 시각 이외의 촉각체계의 관여를 통해 경혈의 위

침뜸의 자극 부위를 찾는 방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전통

치를 찾고, 탐색범위를 좁힐수록 촉각체계의 역할이 중요함이 제

26)

적인 경혈 분류 체계에서 경혈, 기혈과 아시혈은 상호배타적인 관
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Fig. 3).
아시혈의 특성을 보면 인체 근육상의 통증이 민감화된 부위로서
방아쇠점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아시혈은 허준의 동의보감(9)

(9) 東醫寶鑑 “偏頭痛, 及正頭痛, 取阿是穴, 鍼之卽愈”
(10) 鍼灸經驗方 “項强風門 肩井 風池 崑崙 天柱 風府 絶骨. 詳其經絡治
之하고 兼鍼阿是穴이나 隨痛隨鍼之法은 詳在於手臂痠痛之部하니
能行則無不神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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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assifications of acupoints.
(A) Conventional categories of acupoints. Classical acupoints, extra-acupoints, and Ashi points are three distinct types that cannot coexist.
(B) A new classification scheme for acupoint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Ashi points. Ashi points can be identified as the locations
for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ased on the patients’ reactions mainly manifested by sensations of comfort and pain. Ashi points
may or may not match to classical or extra-acupoints.

시되었다27). 침구대성에서도 정확한 취혈을 위해서 주의깊게 손

결

론

28)

으로 혈을 만져보는 행위, 절순문안의 행위가 중시되어 왔다 . 경
혈을 정위하는데 있어서, 신체표면의 오목한 곳에 있는 민감한 지
29)

본 연구에서 아시지법은 탐혈 방법으로서 환자의 병소 부위에서

점(tenderness)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 경혈을

경결 및 압통 등 반응을 관찰하여 침뜸의 자극부위를 정하는 방식

탐지하는 방법으로서 ‘아시지법’의 원리에서 제안하는 손으로 촉

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시혈은 경혈 및

지하여 경결 및 환자의 통증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경혈을

기혈과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아시혈은 근육내의 통증이 민

찾는 과정은 경혈의 실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해 줄 것이

감화된 부위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방아쇠점과 유사한 특성을

다. 시각체계를 중심으로 한 골도분촌법과 촉각체계를 중심으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아시혈의 의미와 특성을

절순문안과 아시지법을 병행하여 경혈의 탐혈하고 정위하는 방식

바탕으로 아시혈의 효과 및 작용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을 적용한다면, 경혈의 정위를 더욱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경혈의 민감한 반응점으로서 의미를 중시한다면,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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