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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Moxibustion and the Intense Pulsed Light (IPL) and 

the Clinical Application of Photo-moxa 

In-Soo Jang·Seung-Ho Sun·Dong-Hyun Nam·Su-Eun Kum·Hyung-Sik Seo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rinciples between moxibustion and the 'Intense 

pulsed light (IPL)' and to investigate the clinical application of the photo-moxa for the Korean medicine 

fields. 

  Methods : The characteristics of moxibustion, IPL, parabolic reflector moxa and the dermatology surgical 

use of moxibustion were reviewed in the literature.

  Results : IPL is one type of light treatments that is employed by radiating the short-pulse wave, which is 

transformed from the light of high intensity. There has been used parabolic reflector in Asia for more than 

2,000 years, and this hand-held device used for moxibustion in traditional medicine. Moxibustion is one of 

the treatment tools in Korean medicine using the heat energy. The fluence or energy density of IPL in 

clinical circumstances is similar to parabolic reflector moxa of moxibustion. IPL and parabolic reflector moxa 

shared same treatment principle employing the heat energy. Therefore IPL could apply for many indications 

in Korean medicine as a moxibustion tool and acupuncture. 

  Conclusions: IPL may be plausible to be a fascinate method in phototherapy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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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의학에서 열을 이용한 온열 자극 치료를 灸法 

治療라 하며, 널리 알려진 쑥을 이용하는 艾灸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灸法이 있으며, 적용 방법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이용하여 온열 자극을 다르게 

시술할 수 있다1)
. 온열 자극은 해당 국소 부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치료 효과를 보일 수도 있

고, 氣血循行을 높이고 經絡機能을 조절하여 經絡 

循環을 통한 전신적인 치료효과(systemic effect)를 

가져올 수도 있다1)
. 

  Intense pulsed light(IPL)은 400-1200 nm의 

빛을 펄스화하여 생체조직에 높은 열에너지를 전

달할 수 있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피부과 등에

서 비정상적인 혈관이나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2-4)
. 광선치료의 일종인 

IPL은 한방피부과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한의 

임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금5)은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陽燧灸 및 렌즈灸

가 日光灸로 사용되었음1)을 강조하며, IPL은 光線

灸의 일종인 閃光灸라고 정의하였다. 陽燧灸 및 렌

즈灸는 태양 광선을 이용하는 光線灸로서 광선을 

이용하여 經穴, 經皮, 經筋 등의 국소 부위에 직접

적으로 온열 자극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1,6,7)
. 

  이에 저자들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灸法과 IPL 

치료의 특성을 비교하고, 한의학 임상에서 光線灸

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溫熱 刺戟으로서의 灸法의 특성 

  한의학의 灸法 治療는 열을 조직에 직․간접적으

로 적용하는 것으로, 뜸의 재료 중에서 艾炷라고 

하여 쑥이 주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灸法이 사용

된 역사는 춘추전국시 부터 볼 수 있으며, 《孟

子》의 離樓篇에 “七年之病 求三年之艾”이란 언급

이 있고, 《靈樞》의 經水編에는 “其治以鍼艾”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쑥이 크게 유행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1)
. 

  艾炷는 크게 직접 피부에 쑥을 뭉쳐 올려놓고 

태우는 直接灸와 피부 위에 특정 약물을 얇게 깔

고 쑥을 태우는 間接灸로 나뉜다. 直接灸는 인위적

으로 피부의 일정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작은 크

기의 조직 상해를 유발시키는 화농구와 비화농구

로 구분된다. 

  艾炷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5℃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지름 15 mm, 높이 15 

mm, 무게 500 mg의 원추형 艾炷를 온도계가 있

는 내열판 위에 놓고 자연 연소시켜 측정한 결과, 

최고 온도가 473.67±5.47℃, 평균온도는 246.34± 

3.7℃이고, 평균온도 상승속도는 1.41±0.002℃/sec

로 나타났다8)
. 동 연구에서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로 계측한 결과 艾炷의 열량은 22.91 

cal/g이었다고 하였다. 22.91 cal는 95.92 Joule(J)

에 해당하며, 艾炷의 무게(0.5 g)로 환산하면, 

47.96 J의 energy가 되며, 단위 면적인 1.77 

cm
2
(0.75 cm × 0.75 cm × π)로 환산하면, 최  

27.10 J/cm
2의 에너지밀도를 가진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艾炷는 그 크기로 보아 화

농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화농구는 인위적으

로 국소조직에 화상을 유발시켜, 손상에 한 인체

의 자생력에 따른 회복 효과를 질병치료에 이용하

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1,8)
. 

2. IPL의 특성 

  IPL은 intense pulse light의 약자이며, “강한 

파동을 가진 광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론적 

기반은 Anderson 등이 1983년에 Science 지에 게

재한 선택적 광열분해(Selective photothermolysis)

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9)
, 선택적 광열분해란 미

세혈관, 멜라닌 등 치료하려는 표적조직에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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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가 잘되는 파장의 빛이 있는데, 이런 빛을 표

적의 열 이완 시간(thermal relaxation time) 이내

로 알맞은 강도의 에너지 빛을 조사하면 목표 주

위 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원하는 

표적을 파괴한다는 원리이다9,10)
. 

  IPL은 주로 제논램프(xenon lamp)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500∼1,200 ㎚의 광범위한 출력파장을 

가진 강한 빛을 짧은 시간에 집약하여 조사하는 

기기이다. 파장 범위가 넓어서 치료를 원하는 특정 

표적에 따라 각각 특정 cut-off filter를 적용하여 

사용한다4,11)
. IPL은 약한 손상을 유발시키는 광기

계적 효과(photomechanical effect)와 열을 발생시

키는 광열적 효과(photothermal effect), 광선에 약

물을 특정한 세포로 모이게 하여 높은 에너지로 

특정 조직을 파괴하는 광화학적 효과

(photochemical effect)가 있다. 특히 광기계적 및 

광열적 효과를 이용하여 기미, 주근깨와 같은 멜라

닌 색소질환에 응용하며, 광열적 효과를 이용하여 

제모술, 모세혈관확장증, 혈관종, 안면홍조 등에 적

용한다4,11)
. 또한 광화화적 효과를 사용하여 피부의 

표재성 암과 여드름 치료 등에 응용한다. 

  IPL은 레이저와 많이 비교되며, 레이저는 유도 

방출에 의해 빛이 발생되므로 동일한 파장, 위상, 

편광, 방향을 보이며 단색성(monochromaticity), 

간섭성(coherence), 직진성(collimation)으로 그 특

징이 요약된다12)
. IPL은 레이저와 달리 단일 파장

이 아닌 복합적인 빛을 방출하지만, 치료 목적에 

따라 다양한 cut-off filter를 이용하면 narrow 

wavelength의 필요한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방

출할 수 있다. IPL은 레이저가 아니지만, 레이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발색단(chromophore)에 

해서 동일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

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레이저에 포함시켜 분류하

기도 한다13)
. 

3. 陽燧를 이용한 灸治法14) 

  陽燧는 일종의 오목거울을 말하며, 金燧, 燧, 夫

遂, 火遂, 火鏡, 金火鏡 등으로 불리는데, 주로 청

동으로 만들었으며, 약 2천 ~ 3천년 전부터 사용

되어 왔다. 陽燧는《周禮 秋官司寇 司烜氏》,《禮

記 內則》,《淮南子 覽冥訓》,《抱朴子 金丹》,《論

語 率性》,《夢溪筆談》,《古今注 雜注》등에서 기

록15)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신라시 (A.D. 

9세기)와 고려시 (A.D. 10-11)에 출토된 보고가 

있고14,16)
, 東醫寶鑑에도 그 기록이 있다14,17)

. 

  크기는 작은 편이어서, 손에 들어갈 정도의 크

기도 많다. 1995년 陜西省 扶風縣에서 출토된 陽

燧는 직경 8.8 ㎝, 두께 4 ㎜, 중량 100g 이며, 또

다른 陽燧는 직경 7.5 ㎝, 두께 7 ㎜이며, 모양은 

전통적인 솥뚜껑 모양으로 볼록한 한쪽 면에는 손

잡이가 있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휴 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뜸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에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4)
. 

陽燧灸는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日光灸로도 

불리우며 光線灸의 일종으로 오목거울을 이용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모아 고열을 만들어 灸 治療에 

사용하는 한의학 고유의 광선 치료법이다.

4. 癰疽에 대한 灸法 治療

  한의학의 피부외과영역에서 피부외과적 질환을 

總稱하는 癰疽를 치료하기 위해 熱을 이용하는 치

료 기법은 藥筒拔法, 蒸法, 桑柴火烘法, 神灯照法, 

灸法, 烙法 등이 있다18)
. 藥筒拔法, 蒸法, 桑柴火烘

法, 神灯照法, 灸法, 烙法 등의 치료 기법은 熱을 

이용하여 환부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기법으로 

癰疽의 특성에 따라 熱의 强弱 및 이용 방법이 서

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藥筒拔法은 熱을 이용하

여 藥筒내에 음압을 형성한 후 환부에 직접 적용

하는 기법이며, 蒸法, 桑柴火烘法, 神灯照法은 熱

氣를 가진 물체를 일정거리를 두고 환부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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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기법이고, 灸法은 熱氣를 환부에 직․간접

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이며, 烙法은 熱氣를 患部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은 외과적 

치료 기법을 癰疽初起, 癰疽輕證, 癰疽發背痔漏瘡, 

癰疽陰證, 癰疽經久不消한 경우에 서로 다르게 적

용하고 있다18-21)
. 또한《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에 

“腐者 壞肉也. 諸書云:腐不去則新肉不生. 蓋以腐能

浸淫好肉也, 當速去之. 如遇氣實之人, 則用刀割之取

效; 若遇氣虛之人, 則惟恃藥力以化之.”라고 하여 피

부의 필요 없는 조직을 칼이나 부식약을 이용하여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치료 기법으로 去腐類法이 

있다18)
. 즉 피부에서 필요 없는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기법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임상 각론

을 살펴보면 枯筋箭(疣子)과 같은 贅肉性 질환의 

치료 기법으로 或系或灸라 하여 根蒂細小(贅肉과 

피부의 접촉면이 좁은)한 경우에는 부식성의 약을 

묻힌 藥綫으로 제거하는 系法을, 根大頂小(贅肉과 

피부의 접촉면이 넓은)한 경우에는 熱氣를 피부에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贅肉을 枯落시켜 제거하는 

灸法(直接灸)를 이용하고 있다18)
. 이처럼 한의학의 

피부외과분야에서 국소부위에 熱氣를 이용하는 치

료 기법은 다양하며, 熱의 强弱을 통해 經絡의 氣

血을 순환시키는 효과에서부터 국소의 贅肉을 직

접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

다. 

III. 고찰 및 결론 

  한의학의 陽燧灸는 자연의 태양광선을 오목거울

로 집적하여 얻은 높은 열을 이용하는 灸法의 일

종으로, 제논램프라는 인공의 광원(光源)을 이용하

여 높은 열을 얻는 치료기기인 IPL과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인체의 국소조직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동일하다. 또한 灸法은 높은 열에

너지를 이용하여 經穴, 經皮, 經筋에 하여 직접

적인 작용을 통한 국소적 치료 효과 또는 경락 자

극을 통한 전체적인 치료 효과(systemic treatment 

effect)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PL은 

광선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미세혈관

이나 피부 멜라닌을 치료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

서 灸法과 IPL은 공통적으로 높은 열에너지를 인

체의 국소 부위(經筋, 經穴, 經皮)에 직접적으로 적

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등의 연구10)에서는 IPL의 출력밀도가 1,800 

J/cm
2
/sec이고 자연상태의 태양광은 0.0202 

J/cm
2
/sec로서 IPL의 출력밀도가 8만9천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IPL은 

초(sec) 단위로 사용되지 않는다. 1초, 2초 단위로 

IPL을 조사하면 피부에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부분 1/1,000초(millisecond) 단위

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밀도

(energy density)만을 비교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

이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박 등의 동일한 연구10)에

서도 국내에서 시판되는 14종의 IPL 기기들의 

Fluence가 3-90, 15-45, 1-40, 2-26, 10-35, 4-20, 

1-30, 4-32, 2-25, 35이하, 5-35, 5-20 (단위: 

J/cm
2
)로 사용되었음을 보고하고 있고, Raulin 등

의 보고2)에서도 17편의 연구에서 10편의 연구가 

20(J/cm
2
) 의 fluence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8)
 최

 27.10 J/cm
2의 에너지밀도를 가지고 있는 일반

적인 直接灸와 열에너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즉 인체의 피부에 조사된 IPL의 열에너지는 

灸 치료의 열에너지와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IPL은 filter의 사용, 열 이

완시간 등을 조절하는데, 이는 빛 에너지 조사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서 안정성의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본질적인 치료원리와는 특

별히 상관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filter의 사

용이 치료의 핵심 원리가 아니라 치료효과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한 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IP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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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의 제어를 위해 filter를 포함한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한 것이

지 기존의 광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치료기기와 전

혀 다른 별개의 장치가 아니다. 

  아울러 한의학에서는 癰疽와 같은 피부외과적 

질환에 다양한 灸法을 활용해 왔으며, 癰疽를 치료

하기 위해 灸法 치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치료

효과를 IPL이 거둘 수 있다면 光線灸의 하나로서 

훌륭하게 한의학 임상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灸法의 연구

도 진행되고 있는 시점22,23)에서 다양한 광선치료 

기기들을 응용하여 光線灸의 치료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적용증에 한 임상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문은 인접 학문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발전하게 된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지난 수 백년간 인접 학문에서 발명된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여 발전해왔다. 양방의학에서

는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

면 바로 입수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다시 그 

적용증을 넓혀가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시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새로운 기기를 써서도 안되고, 개발

해도 안되며, 그 적용증을 확 해도 안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가장 중

요한 점은 그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 원리에 입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마땅

히 한의학 임상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응용하여 학

문과 임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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