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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warm needling technique is a combin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physical and therm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s and 
mechanisms of the warm needling technique. 
Methods : In this study, the thermal changes were observed with a testo 845 device, which is an infra-red 
thermometer specifically designed for measuring a combustion of corn shaped moxibustion(moxa-corn). The 
thermal changes at the apex of the moxa-corn placed on the top of the an acupuncture were observed at 
the level of 1 cm and 2 cm from the apex to understand heat conduction through acupuncture needle for 
combustion of moxa-corn. 
Results and Conclusions : The thermal conduction through acupuncture needle from the moxa-corn was 
relative to the weight of moxa-corn and was inversely relative to the distance of the moxa-corn and 
acupuncture needle length. And the value of thermal conduction to the apex of the acupuncture needle from 
the moxa-corn was about 3~5℃.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present study may be useful in 
finding the mechanism and effects of the warming needling technique.
Key words : moxibustion, warm needling, moxa-corn.

Ⅰ. 서 론

溫鍼療法은 毫鍼을 刺入한 후, 鍼尾에서

艾絨을 연소하여 加溫하는 치료방법으로, 刺

鍼의 기초 위에 艾火의 熱力을 빌어 경맥을

溫通케하고 기혈을 선행시켜, 경락이 寒滯되

고 氣血이 痺阻한 일련의 질병을 치료1-2)하

는 방법이다.

溫鍼은 “太陽病三日 已發汗 若吐 若下 若

溫鍼”이라 하여 그 명칭이 처음으로 기재되

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3).

또한 각각 灸溫鍼4-5), 灸頭鍼4-7), 溫灸鍼7-9),

또는 溫鍼灸10-11)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風濕

疾患, 寒性 경향이 강한 질병을 위주로 예컨

대, 關節의 疝痛, 四肢의 冷感⋅痲痺나 形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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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虛寒, 便溏, 腹脹 등 증에 응용2)되며 현

재까지 임상 상 그 활용빈도가 높다.

加溫하는 方法에 따라 溫鍼과 焠鍼으로

나뉘어지며12-15), 특히 최16) 등은 加溫하는

方法에 따라 鍼柄에 艾炷를 올려놓고 燃燒

熱을 利用하는 鍼柄溫灸法과 鍼柄에 直接的

인 熱刺戟을 이용하는 加溫法을 區分하여

熱傳導度를 比較 報告하였다.

最近 溫鍼의 效果에 대한 硏究로 송
17)
은

溫鍼이 methotrexate로 低下된 免疫機能을

上昇시키고 거식세포의 貪食能 活性을 增强

시켰다고 報告하였으며, 주
18)
와 송

19)
은 溫鍼

이 寒冷刺戟으로 低下된 생쥐의 免疫機能에

미치는 影響을 報告하였고, 임20)은 放射線

피폭에 의하여 低下된 免疫機能을 活性化시

킨다고 報告하였다.

이에 溫鍼療法의 作用기전과 效能을 究明

하기 위한 온침의 침체부에 전달되는 열 전

도 특성을 관찰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

이다.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艾炷 제조 방법

艾炷는 봉래구관사(한국)의 봉래 쑥찜기

용 약쑥을 사용하였고, 건조한 실내에서 상

온에 보관하였다. 실험 전 잡질을 제거하고

艾炷의 조직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비벼주는 과정을 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약

쑥을 艾절구를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성형

시에 뜸쑥을 손으로 눌러 들어가지 않을 정

도로 압축하여 성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艾炷의 무게는 0.1 g (艾炷君01), 0.3 g (艾

炷君03), 0.5 g (艾炷君05), 1.0 g (艾炷君

10), 3.0 g (艾炷君30), 5.0 g (艾炷君50) 이

였다.

2. 艾炷 溫鍼 및 연소 방법

艾炷 溫鍼은 鍼柄(동의 上部 3/4～2/3부

분까지 艾炷를 삽입한 후 艾炷의 最尖部에

향을 이용하여 점화하였다. 연소 시에 기류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내에서 시행하였

으며, 항온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께

1 cm, 너비 30 cm, 높이 70 cm의 내열성 판

6개를 이용하여 항온막을 설치하였다.

3. 鍼의 刺入 방법

豚肉을 약 2 × 2 × 7 cm 크기로 잘라 고

정틀을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豚肉의 노출

된 절단면에 약 0.5 ～ 1 mm두께로 鍼(0.30

× 40 mm. 대한민국. 동방침구사)을 횡자하

였다. 이때 鍼體의 윗부분 1 cm는 공기 중

에 노출되었다.

4. 艾炷 溫鍼 시 온도측정

艾炷 溫鍼의 경우에는 鍼柄의 上部 3/4

～ 2/3부분까지 艾炷를 삽입한 후 艾炷의

上部에서 연소를 시작하였다. 이때 艾炷에서

발생하는 복사열과 전도열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나무판과 은박 호일을 이용한 방열판

을 艾炷와 豚肉 사이에 설치하였다. 적외선

온도계(Testo 845, Testo, Korea)를 이용하

여 鍼尖部, 鍼尖에서 1 cm, 鍼尖에서 2 cm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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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온도를 측정하고 전용 프로그램(testo

comfort-software 2004 v 3.4, Testo, Korea)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1. The warm needle picture to measure the 
temperature of acupuncture body.
a; corn shape moxibustion (moxa-corn), b; acupuncture
head and body, c: meat, d; CPU, e; non-contact sensor
and sensor probe. g; lighting method with perfume.

5. 통계 및 정리

데이터는 Mean ± SD으로 나타내었다. 통

계 프로그램은 origin 6.0 (USA)를 사용하였

으며 통계검사는 student t-test (independent)

를 하였다.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艾炷 연소 시, 艾炷 무게별 溫鍼의

鍼尖部 온도변화

艾炷君01과 艾炷君03에서의 鍼尖部의 온

도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艾炷君05의 연소과정에서는 연소과

정이 종료할 때까지 아무런 온도변화가 발

생되지 않았다(Fig. 2-A). 이는 연소과정의

시간이 너무 짧아 鍼尖部까지 온도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艾炷君10의 연소과정에서는 鍼尖部의 온도

변화가 약 22.40℃의 상승을 보였으며 실내

온도 범위인 19-21℃를 감안하더라도 약 1.

4℃의 유의성 있는 온도상승 결과가 관찰되

었다(Fig. 2-F).

艾炷君30의 연소과정에서는 더욱 뚜렷한

온도상승 현상이 관찰되었다. 관찰결과 鍼尖

部의 온도상승 중 최고점의 수치는 약 24.

8℃의 온도수치가 관찰되었으며 또한 실내

온도 범위인 21℃를 제외하고도 약 3.8℃의

유의한 온도상승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艾炷

君50의 연소과정에서도 鍼尖部의 온도상승

중 최고점의 수치는 25.5℃로 실내 온도 범

위인 21℃에서 4.5℃의 온도상승치가 관찰되

었다(Fig.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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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rmal changes of the warming acupuncture apex while the moxa-corn is burning. 
The method of acupuncture was to put the needle in a thin slice along the skin superficially. Room temperature was
steady at about 19-21℃.
A : 0.5 g, weight of Moxa-corn.
B : 1.0 g, weight of Moxa-corn.
C : 3.0 g, weight of Moxa-corn.
D : 5.0 g, weight of Moxa-corn.
F : The peak of thermal changes of the warming acupuncture apex in the moxa-corn classified by moxa weights.
** : p<0.01, vs. 0.5 g of Moxa-corn.
*** : p<0.001, vs. 0.5 g of Moxa-corn. t-test.

2. 艾炷 연소 시, 艾炷의 무게별 溫鍼의

鍼尖 上 1 cm 지점의 온도변화

艾炷 溫鍼 시, 艾炷의 무게에 따라 溫鍼의

鍼尖으로부터 上 1 cm 지점의 온도변화를

관찰한 결과, Fig. 3-A에서는 0.5 g의 艾炷연

소 시, 연소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溫鍼의 鍼

尖으로부터 上 1 cm 지점의 온도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艾炷의 무게가 1.0 g

일 경우 溫鍼의 鍼尖으로부터 上 1 cm 지점

의 온도는 발화시점 후 약 250초가 지나면

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 온도상승의 범

위는 약 22.40℃로 유의한 온도상승이 관찰

되었다(Fig. 3-B, F).

艾炷의 무게가 3.0 g일 경우, 1 cm 지점의

온도상승의 최고값은 더욱 커졌으며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 또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

다(Fig. 3-C). 온도상승은 약 24.77℃의 상승

을 보여 艾炷의 무게가 0.5 g이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온도의 상승변화를

나타냈다(Fig. 3-F).

艾炷의 무게가 5.0 g일 경우, 鍼尖 上 1 cm

지점의 온도상승 변화 중 최고값은 더욱 커

졌으며 온도상승의 시간 또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Fig. 3-D). 온도상승은 약 25.46℃

의 상승을 보여 艾炷의 무게가 0.5 g이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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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온도상승을 나타내었다(Fig. 3-F).

Fig. 3. Thermal changes of the 1cm location from warming acupuncture apex while the moxa-corn is burning.
A : 0.5 g, weight of Moxa-corn.
B : 1.0 g, weight of Moxa-corn.
C : 3.0 g, weight of Moxa-corn.
D : 5.0 g, weight of Moxa-corn.
F : The peak of thermal changes of the 1cm location from warming acupuncture apex in the moxa-corn classified by
moxa weights.
** : p<0.01, vs. 0.5 g of Moxa-corn.
*** : p<0.001, vs. 0.5 g of Moxa-corn.
++ : p<0.01 vs. 1.0 g of Moxa-corn.

3. 艾炷 연소 시, 艾炷의 무게별 溫鍼의

鍼尖 上 2 cm 지점의 온도변화

艾炷의 무게가 0.5 g일 경우인 Fig. 4-A에

서는 연소과정이 종료할 때까지 처음으로

溫鍼의 鍼尖으로부터 上 2 cm 지점의 온도

변화가 관찰되었다. 관찰된 최고점의 온도변

화는 약 22.4℃로 약 1.4℃의 온도상승이 관

찰되었다(Fig. 4-F). 艾炷의 무게가 1.0 g일

경우 溫鍼의 鍼尖으로부터 上 2cm 지점의

온도변화는 발화시점 후 약 260초가 지나면

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온도상승의

범위는 약 23.5℃의 상승이 관찰되어 유의

있는 상승이라 할 수 있었다(Fig. 4-B, F).

艾炷의 무게가 3.0 g일 경우, 온도상승의

최고값은 더욱 커졌으며 온도상승의 시간

또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Fig. 4-C).

온도상승은 약 26.5℃의 상승을 보여 艾炷의

무게가 0.5 g이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온도상승이었다(Fig. 4-F).



안성훈⋅홍 덕⋅권오상⋅김유리⋅김재효⋅손인철

- 76 -

艾炷의 무게가 5.0 g일 경우에도 온도상승

의 최고값은 더욱 커졌으며 온도상승의 시

간 또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Fig. 4-D).

온도상승은 약 28.3℃의 상승을 보여 艾炷의

무게가 0.5 g이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온도상승이었으며(fig. 4-F), 이는 艾炷

의 무게가 1.0 g이었을 경우와도 비교되는

유의한 결과(p<0.001)이다.

Fig. 4. Thermal changes of the 2 cm location from the warming acupuncture apex while the moxa-corn 
is burning.
A : 0.5 g, weight of Moxa-corn.
B : 1.0 g, weight of Moxa-corn.
C : 3.0 g, weight of Moxa-corn.
D : 5.0 g, weight of Moxa-corn.
F : The peak of thermal changes of the 2 cm location from the warming acupuncture apex in the moxa-corn classified
by moxa weights.
** : p<0.01
** : p<0.01, vs. 0.5 g of Moxa-corn.
*** : p<0.001, vs. 0.5 g of Moxa-corn.
++ : p<0.01 vs. 1.0 g of Moxa-corn.

Ⅳ. 고찰 및 결론

溫鍼이란 毫鍼으로 穴位에 刺入한 후 鍼

柄에 애주을 얹어 뜸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經脈을 소통시키며 氣血을 잘 돌게 하는 치

료방법21)이다. 이는 風濕性의 질환이나 寒性

의 질환에 이용이 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황제내경22,23)에 최초로 ‘口中溫鍼’이라 언

급되어진 溫鍼은 이후 傷寒論4)에서 “17조.

太陽病三日 已發汗 若吐 若下 若溫針 仍不

解者 此爲壞病 桂枝不中與之也 觀其脈證 知

犯何逆 隨證治之”, “126조. 太陽傷寒者 加溫

針 必驚也”, “274조. 本太陽病不解 轉入少陽

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 尙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 發汗 溫針

譫語 柴胡證罷 此爲壞病 知犯何逆 以法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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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이라 하여 溫鍼을 치료술로 사용했던 예

를 보이고 있으나 잘못 사용했을 때의 弊症

에 대하여 주로 언급24-26)을 하고 있을 뿐이

지 치료방법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침구취영12)과 침구대성13)에

서는 ‘套鍼上, 以艾蒸溫之’라고 기술하여 오

늘날과 유사한 온침의 시술방법에 대해 기록

하고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內經有燔

鍼法則火鍼也’라고 기록하여 온침과는 다른

오늘날의 화침의 개념을 설명27)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근에 보고된 자료를 찾아보

면 최 등
16)
의 ‘침재질이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대 및 현대문헌 45종을 조사한 바

에 의하면, 침을 가열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자침치료방법에는 火鍼과 溫鍼이 있으며, 火

鍼은 침 자체를 가열하여 刺針하는 방법으

로 燔鍼, 焠鍼(焠刺), 燒鍼이라 하였고, 溫鍼

은 火鍼의 일종으로 그 異名이 溫鍼, 灸溫

鍼, 灸頭鍼, 溫灸鍼, 溫鍼灸, 熱鍼, 鍼上灸 등

으로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溫鍼은 韓醫學의 歷史 속

에서 持續的으로 使用된 治療方法으로 現在

많이 使用되고 있지만 계속적인 硏究를 통

해 治法의 一般化가 必要한 실정이어서 溫

鍼療法의 作用기전과 效能을 보다 體系的이

고 客觀的으로 究明하고 臨床에서 治療의

效率性을 높이기 위하여 溫鍼의 燃燒程度에

따라 鍼으로 전달되는 熱의 溫度變化에 대

한 硏究를 修行하였다.

최 등1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침재질의

종류에 따라 열전도는 다르며 그 순서는 은

⋅금⋅동⋅텅스텐⋅스테인레스스틸 침의 순

서 열 전도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상용하고 있는 스테

인레스스틸 침을 이용하여 冷症과 寒症의

疾病을 解消할 수 있다고 하는 溫鍼의 理論

에서처럼 鍼尖部로의 熱이 傳達이 되는지

傳達된다면 얼마나 傳達되는지에 대한 實驗

을 計劃하여 實施하였으며, 그 結果 艾炷의

무게가 增加함에 따라 鍼尖部의 溫度는 上

昇하며 그 溫度上昇의 範圍는 室內溫度를

감안해 약 4.5℃ 內外의 溫度上昇이 일어나

고 있음을 確認하였다(Fig. 2).

또한 침첨부에서 1 cm 떨어진 부위와 2

cm 떨어진 부위를 실험방법에 따라 관찰한

바, 溫鍼의 部位별 溫度 傳達 特性에서는 艾

炷의 무게에 따라 增加하는 溫度上昇變化가

觀察되었고 艾炷와 가까워질수록 溫度 上昇

變化가 增加함이 觀察되었다(Fig. 3, Fig. 4).

이러한 관계로 살펴본다면 艾炷의 무게

5.0 g의 경우, 심부 발생온도는 약 600~70

0℃로 관찰되었던 바, 鍼尖部에 전달되는 온

도변화는 약 4.5℃의 상승효과, 鍼尖部 上 1

cm로 전달되는 온도변화는 약 5.5℃의 온도

상승효과가, 鍼尖部 上 2 cm에서 관찰된 온

도변화는 약 8.5℃의 온도 상승효과가 관찰

되어 생각만큼 열전도 효율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艾炷의 무게가 5.0

g이라고 하더라도 鍼 體幹部의 길이가 약 3

cm 이상이라면 鍼尖部로 도달되는 열전도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상되었다.

따라서, 溫鍼의 질병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病所 部位의 鍼尖部까지 열전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미량의

열 변화에 의한 치료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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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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