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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and objectify the therapeutic effect of moxibustion on muscle 
fatigue recovery.
Methods : To evaluate the therapeutic effect on the muscle fatigue recovery, we compared the fatigue 
recovery of two groups (non-stimulation group and moxibustion group) by analyzing the EMG and peak 
torque after strenuous knee exercise of isokinetic contraction.
Results : The median frequency (MF) of the moxibustion group was recovered faster than that of the 
non-stimulation group. However, the peak torques of both groups were not restored until after 20 minutes. 
Nevertheless, the moxibustion group's peak torque was regained higher than that of the non-stimulation 
group.
Conclusions : We confirmed the therapeutic effect of moxibustion and found that the moxibustion can used as 
prevention method for musculoskeletal disease.
Key words : moxibustion, muscle fatigue, acupoint, rectus femoris, median frequency, peak torque

Ⅰ. 서 론

뜸 시술은 뜸봉을 태울 때 발생하는 온열로 경

혈을 자극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으

로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뜸의 연

소를 이용한 치료방법은 경맥을 통하게 하고 찬

기운을 제거하여 기혈을 조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는 시술방법이다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

면, 뜸 치료는 매우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2)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는 매우 미

진하고 또한 치료법 개발과 예방의학적 수단으로

의 사용가능성을 위한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실정

이다3,4). 이러한 뜸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해석

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상용되고 있는 소형 쑥뜸과

대형 뜸의 단일 자극과 연속 자극에 대한 연소 시

간, 연소 온도, 온도구배 및 시점을 연구하고 해당

뜸의 자극량, 질의 정량화 및 열전달 특성을 파악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5-7). 또한 뜸 치료가

뇌혈류의 증가와 운동 회복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는 연구8) 외 파킨슨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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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향상9),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단백질

생성으로 인한 세포 내 면역 활동 증가와 Natural

Killer cell 세포의 활동성 증가
10,11)

등 다양한 임상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뜸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근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보

고된 연구가 부족하다. 근피로 유발 시, 생체조직

내 Oxidative-stress와 Reactive Oxygen species(ROS)

가 발생하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시키며

근육세포의 탈분극화와 힘의 감소를 유발 한다12).

이러한 기전은 근조직 손상이 동반되며 이는 구조

적 이상, 세포막 손상, 근섬유분절 장애 외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졌다13,14). 앞서 언급

한 근피로로 인한 심각성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퇴행성 근골격계의 이상으로 통증이 유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반복·지속적인 근육 사용과 운동 및 다양

한 요인으로 유발된 만성 및 급성 근육통으로 인

한 통증 호소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오랜 기간 동

안 한의학을 통하여 널리 애용되고 있는 뜸 치료

의 효용성 평가 중 근피로 회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뜸 치료가 근피로에 미치는 영향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근전도 신호(EMG

signal)을 이용하여 근육의 활동 유무, 근육의 활동

양 등을 기초로 해석하고 근육 수축의 최대치의

양상(peak torque)과 중간 주파수(MF : median

frequency)를 관찰하였다. 뜸 자극군과 무자극군의

근피로 발생과 시간에 따른 회복추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로 대퇴부 사두근에서의 뜸 자극으

로 인한 근피로 회복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뜸 자

극이 근피로 회복에 유의한 치료효과를 가짐을 확

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피험자 및 뜸 선정

근골격계 및 신체에 특정한 질병이 없는 남자 대학

생 2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모든 피험자들은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 들은 후 실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EMG(Electromyogram)

전극을 부착하기 위하여 측정 근육 위의 피부에

화상 및 상처가 없는 자로 국한하였다. 무자극군과

뜸 자극군 각 10명씩 임의로 배정하였으며, 근전도

신호(EMG signal)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 참여 1주일 전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

적 수행 외 운동을 금지하였다.

뜸 시술이 근피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사용된 뜸은 쑥으로 정제하여 만든 지

름 1.0㎝, 높이 2.0㎝인 강화미니뜸(이화당, 대한민

국)을 사용하였다. 제품 중 55℃ 내외의 가장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는 뜸을 선정하였다.

2. 자극 위치 선정

한의학에서 간(肝)은 힘줄과 뼈마디의 운동기능

을 주관하며, 간의 기혈이 쇠하면 근막이 무력해지

고 근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며 간의 음혈이 부족

하면 손과 발이 떨리고 지체가 굳으며 관절의 움

직임이 불편해진다고 논설하였다. 이에 뜸 자극을

위한 위치 선정은 족궐음간경(LR) 내에 속한 경혈

로 선정하였다. 대퇴부 사두근을 근피로 유발 부위

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족궐음간경에 속한 경혈 중

대퇴부에 위치하고 있는 음포혈(LR9)을 자극 경혈

로 선정하였다. 음포혈은 슬개골 내측상 4촌처, 봉

공근과 반막양근간의 요함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봉공근하부의 Trigger Point(TP)와 해부학적 위치

가 100% 일치하는 부위이다15).

3. EMG 측정

근전도 측정을 위하여 Ag/AgCl 표면 전극

(Noraxons, USA)을 이용하였으며 대퇴직근(Rectus

femoris)에서 측정된 근전도 신호를 표본주파수



뜸 시술에 의한 대퇴부 근피로 회복 평가

- 61 -

(Sampling frequency)는 1㎑로 획득한 후 10㎐와

500㎐의 구간만 사용하도록 filtering 하였다. 근전

도 신호는 Noraxon Myoresearch XP software에서

제공하는 GUI를 통하여 실시간 확인하였으며 측

정된 근전도의 power spectrum을 분석하였다. 근피

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edian

Frequency(MF)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등척성 운동으로 인하여 근피로가 유발될

시, MF가 낮아지게 되며 근피로가 회복됨에 따라

낮아진 주파수가 초기 값으로 회복된다. 따라서

MF의 변화 추이를 통하여 근피로의 회복 여부를

판단 가능하다16).

4.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MVC) 측정 및 근피로 유발을 시키기 위하여

Biodex System 3(Biodex Medical Inc., Shirley,

NY, USA)을 사용하였다(Fig. 1). Biodex system은

회전력과 위치 평가의 검사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증명된 기기이며, 근육의 객관적 평가와 재활 치료

에 사용되는 기기이다. 실험절차는 Fig. 2와 같이 구

성되었다. 첫번째로 모든 피험자에 대하여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MVC)를 1분 휴식시간을

갖고 4회 측정하였다. 그 후 근피로 유발에 앞서

Biodex의 운동에 익숙해지기 위한 운동을 120°

degree/sec의 등속도 운동을 각 회마다 10번씩 3회

실시하였으며 각 회마다 2분의 휴식시간을 유지하

였다. 5분 후 MVC를 1분마다 2회 재 측정하여 피

험자의 Biodex에 적응한 후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다시 5분 후 근피로를 유발하기 위하여 Knee

extension/flexion을 120° degree/sec을 실시하였다.

이때 피험자마다 근육의 상태가 상이하므로 동일

한 운동 상태에 따라 근전도 신호의 천이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Peak

Torque의 55%로 근피로가 동일하게 쌓일 때까지

등속도 운동을 계속하였다. 모든 피험자의 Peak

Torque의 55%가 될 때까지 등속도 운동을 한 시

간은 평균 130±24.18 sec이며 운동 횟수는 89±18.55

set 이다(Table 1). 근피로 유발 후 MVC를 측정하

여 근육의 상태를 재확인하였으며, 뜸 자극군은 3

분간의 자극시간을 유지하였으며 무자극군은 휴식

을 취하였다. 그 후에 2분 간격으로 20분간 MVC

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근전도 신호의 주파수 천

이를 확인하였다.

Fig. 1. Experiment Set-up by using Biodex system 3.

Fig. 2. Procedure of experiment for evaluating muscle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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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time(sec) 130 24.18

sets 89 18.55

Table 1. The mean and STD of time and sets 
for all subjects until 55 percent of peak torque 
by isokinetic contraction

5. 통계처리

무자극군과 뜸 자극군의 근피로 회복을 평가하

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8 (SPSS Inc.

USA)을 사용하였으며, one-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대비검정을 실시

하였다. 모든 변인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측정된 모든 데이터는 초기

값을 1로 적용하여 Normalization을 하였으며, 백

분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Ⅲ. 결 과

1. 무자극군과뜸자극군의Median Frequency

(MF) 결과 비교 분석

Fig. 3과 같이 모든 피험자에게서 근피로가 유발

되면 MF가 낮아지게 되고 근피로가 회복됨에 따

라 운동전의 MF로 회복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운동 직후 감소한 MF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운동 전의 MF 값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그러나 운동 후에 감소한 MF가 운동 전의

정상상태의 MF로 도달하는 시간은 각 군마다 차

이가 관찰되었다. 뜸 자극군은 약 8분 정도에 운동

전의 근피로 유발 전의 MF로 회복되었으며, 무자

극군의 경우 대략 13분 정도에 회복되었다.

One-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를 이용하여 대비검정을 통하여 분석해본 결과

(Table 2), 뜸 자극군은 운동 후 4분 후에 95.53±7.00

(p=0.074)로 무자극군은 8분 후에 97.91±5.47(p=0.501)

로 확인되었다. 즉, 무자극군에 비하여 뜸 자극을

한 자극군의 MF는 자극 전 정상상태로 4분 먼저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3.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the MF for Non Stimulation Group and Moxibustion Group as 
time passed.



뜸 시술에 의한 대퇴부 근피로 회복 평가

- 63 -

MF
Non Stimulation Group Moxibustion Group

Mean(%) STD P Value Mean STD P Value
Pre exercise 100 0 100 0
Post exercise 70.95 2.96 0.000 73.40 6.26 0.000
Post 4 min 93.22 3.313 0.023 95.53 7.00 0.074
Post 6 min 92.70 4.23 0.041 97.15 5.41 0.131
Post 8 min 97.91 5.47 0.501 100.025 4.16 0.985
Post 10 min 98.09 2.47 0.218 102.77 3.17 0.022
Post 12 min 98.14 1.04 0.037 101.55 7.08 0.506
Post 14 min 101.05 4.28 0.657 102.35 5.13 0.181
Post 16 min 102.01 2.94 0.271 102.96 5.29 0.111
Post 18 min 102.61 2.05 0.084 101.62 5.75 0.395
Post 20 min 103.66 1.20 0.009 103.93 5.65 0.055

Table 2. The analysis of the MF in the Non Stimulation Group and Moxibustion Group as Time passed

2. 무자극군과 뜸 자극군의 Peak Torque

결과 비교 분석

Fig. 4는 무자극군과 뜸 자극군의 Peak Torque

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두 군 모두 초기의

Peak Torque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동일한 결과

를 확인하였다. 두 군 모두 운동 전의 Peak Torque

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무자극군은 운동 직후

54.75±5.30로 떨어진 Peak Torque가 운동 후 20분

후에는 71.57±7.69로, 뜸 자극군은 운동 직후 57.95±

10.51에서 86.08±15.56으로 뜸 자극군이 무자극군에

비하여 회복되는 정도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운동 후 4분 후에는 뜸 자극군이 83.04±8.63으로

무자극군은 64.43±9.56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확인하

였는데, 이는 뜸 자극군이 무자극군에 비하여 회복

되는 정도가 크고 회복속도가 빠르게 나타난 결과

이다.

Table 3은 무자극군과 뜸 자극군의 Peak Torque

의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one-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대비검정

한 결과이다. 20분이 지난 후까지 두 군 모두 초기

Peak Torque를 회복하지 못하는 동일한 결과를 확

인하였다(p<0.05).

Fig. 4.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the Peak Torque for Non Stimulation Group and Moxibustion 
Group as time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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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Torque
Non Stimulation Group Moxibustion Group

Mean STD P Value Mean STD P Value

Pre exercise 100 0 100 0

Post exercise 54.75 5.30 0.000 57.95 10.51 0.000

Post 4 min 64.43 9.56 0.005 83.04 8.63 0.000

Post 6 min 67.08 7.89 0.004 85.19 10.69 0.002

Post 8 min 63.66 10.10 0.006 80.59 9.53 0.000

Post 10 min 68.81 8.57 0.005 80.42 10.48 0.000

Post 12 min 67.77 6.46 0.002 81.13 9.54 0.000

Post 14 min 68.98 7.01 0.003 84.46 10.71 0.001

Post 16 min 67.40 3.21 0.000 83.26 12.68 0.002

Post 18 min 70.27 8.19 0.005 82.68 10.83 0.001

Post 20 min 71.57 7.69 0.005 86.08 15.56 0.020

Table 3. The analysis of the Peak Torque in the Non Stimulation Group and Moxibustion Group as Time passed

Ⅳ. 고 찰

지속적인 운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도당

대사의 증진으로 인한 대사산물로 과량의 pyruvate

형성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조직내와 혈중에 피로

물질인 Lactate의 형성이 촉진시킨다. 이에 과량으

로 형성된 pyruvate를 Lactate으로 전환시키는 과

정에서 Lactate dehydrogenase(LDH)의 활성도가

증가된다18,19). 또한 근골격근에는 creatine phosphate

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근수축시 creatine kinase

효소반응에 의해 소비된 에너지(ATP)를 보충하며

creatine phosphate는 인산염과 creatinine으로 분해

되므로 근육 운동 후 creatinine의 농도가 증가된다.

이에 임상실험 통한 근피로에 관한 실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피로 유발 후 인체 내 근육 조직

과 혈청 내의 Lactate가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LDH의 활성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되었으며,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정상치로 회복되었음을 보고하였

다20). 이러한 Lactate의 형성은 골격근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 골격근

에서 Lactate 양의 증가는 산소의 부족 혹은 무산

소 형태의 조건과 같은 근피로 유발 후 촉진된다

고 보고되었다21). 즉 근육에 Lactate가 축적되면

화학적 변화 진행이 느려지며 이는 피로의 화학적

원인이 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육 내에

서 creatine, LDH activity, Lactate와 같은 근육대

사 물질의 농도가 뜸 자극 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감소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2). 본 논문

은 근피로 회복 평가를 이와 같은 근육대사 물질

의 농도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방식이 아닌

EMG의 변화 추이를 통하여 근피로 회복을 평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근피로가 유발될 시 MF

와 Peak Torque 감소하고 근피로가 회복됨에 따라

정상상태로 회복된다16,17). 즉 근피로 유발로 인하여

증가된 creatine, LDH activity, Lactate의 농도가

뜸 자극 후 감소됨에 따라 근전도 신호의 MF와

Peak Torque가 무자극군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추이가 관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로 인하여 규명된 뜸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피로 유발 후 감소된 MF와

Peak Torque가 무자극군에 비하여 정상상태로 회

복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의학에서의 뜸은 온열 자극을 이용하여

자극부위의 경결과 어혈을 풀어주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각종 통증을 해소하는 치료

법이며, 뜸의 열 자극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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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정상체온을 보호, 증진시켜주며, 혈압을 낮

추는 탁월한 효과도 규명되었다23,24). 또한 뜸 요법

적용 후 자율신경계 증상인 두통, 상열감, 피로감

에서의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25)
,

아세틸콜린과 히스타민의 분비를 자극하여 아데닐

산 및 아데노신 등이 국소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혈

관 확장을 유도함이 보고되었다26,27). 이에 음포혈

(LR9)에서의 뜸 자극이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같

이, 근피로가 유발된 대퇴부 사두근의 근 이완과

혈관 확장으로 인한 혈액순환 개선과 더불어 자율

신경계의 영향을 줌으로써 무자극군에 비하여 근

피로가 효과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뜸이 근골격계 질환 중 근피로

회복에 미치는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자 대퇴직근

에서의 반복적으로 격렬하게 수축/이완 등속도 운

동을 시킴으로써 근피로를 유발하였으며, 시간 경

과에 따른 회복 정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근피

로 유발 후 MF, Peak Torque가 감소되고 시간에

따라 다시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뜸 자극군이 무자극군

에 비하여 운동 전의 정상 상태로 신속히 회복되

는 추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뜸 시술에

대한 신진대사 및 물질대사 평가방법과 달리 근전

도를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뜸 효과의 근육계 치

료효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근피로에 대한 뜸의

치료효과를 기계적,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으므로, 향후 뜸 시술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비 평가 및 예후 평가방법으로 사용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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