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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on human bodies and the possibility of 
treating them with Chinese or Korean medicines. 

Methods : This paper categorizes the diseases caused by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the causes, pathology, 
prevention methods, and effectiveness of treatments by Chinese and Korean medicines. Based on these 
results, it analyzes whether such diseases can be managed by Chinese and Korean medicine. 

Results : Particulate Matter is known to affect respiratory organs, skin, circulatory system, nervous system, 
gestational diabetes, and other parts of the human body. While studies show evidence that treatments by 
Chinese and Korean medicines can reduce symptoms of some diseases and improve bodily functions that are 
damaged by Particulate Matt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that they can provide fundamen- 
tal treatments nor treat irreversible damages. 

Conclusion : Currently, there is no definite evidence that Chinese and Korean medicine can treat symptoms 
and diseases caused by Particulate Matter. Therefore, some Korean medicine doctors’ arguments that Korean 
medicine is effective in treating such diseases are problematic, and thus, there is a need for much research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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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미세먼지(霧霾)의 건강위해성이 알려지면서 일

반인들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霧霾)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나

타나는 다양한 신체증상과 반응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반드시 강구

되어야 한다.1),2)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자연적, 인공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3)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 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미세먼

지(霧霾)로 구분한다. 이 중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입자상 물질이라는 뜻으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霧霾, PM10)를 말한다. 이중 지름이 

2.5㎛ 이하를 초미세먼지, 1.0㎛ 이하를 극초미세먼지

로 나눈다.4)

미세먼지(霧霾)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이에 대한 치료법과 관

리방안 등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5) 특히 일부 한의계에서 한

의학적인 예방 및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의사들은 신문, 인터넷 등에서 치료법에 대한 적극적

인 광고 및 홍보를 하며 淸肺湯이나 潤肺湯 등의 처방

이 미세먼지(霧霾)에 한의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은 일방적인 말이나 주장만으

로는 문제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당한 객관적 연구나 

치료효과가 있는 자료(data)나 근거(evidence)가 있어

야 한다. 중의학에서는 미세먼지(霧霾)를 무매(霧霾), 

한의학에서는 아직 특별히 다른 명칭이 없으며 미세먼

지로 부른다6). 미세먼지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체

내로 들어오게 된다.7)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미세먼지(霧霾)가 인체에 미

치는 연구결과를 계통별로 정리했으며, 또한 이와 연관

하여 중의학, 한의학적인 예방 및 치료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霧霾)와 폐, 병인 및 

병기8), 예방 및 치료9),10), 치료효과 치료범위를 확인했

으며, 특히 미세먼지(霧霾)의 중의학, 한의학적인 관리

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확인하여 학문적 측면에서 일부 

한의사들의 광고 및 홍보, 진료행위의 문제점을 비판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미세먼지(霧霾)는 최근 보건의료

계에서 중요 이슈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올바르고 정확한 증거기반의료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의료행위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연구를 계획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미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에

서 발표된 문헌고찰로 먼저 미세먼지(霧霾)로 인해 발

생하는 각 질병을 기관(계통)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霧霾)가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능성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PUBMED에 ‘Particulate Matter’, 

‘Particulate Mattter’, ‘PM10’, ‘PM2.5’ ‘Air pollu- 

tion’ 등의 키워드가 사용된 논문들과, CNKI에 ‘霧霾’, 

‘可吸入颗粒物’, ‘微细粉尘’ 등의 키워드가 사용된 논문

들을 취합,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霧霾)

와 폐기능, 병인과 기전, 예방과 치료, 치료효과 및 치

료범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의학적 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를 알아 보았다. 

2. 연구분석

미세먼지(霧霾)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국내외 연

구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체기

관별(피부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신경정신계, 기타)로 

구분하였다. 또한 미세먼지(霧霾)의 중의학과 한의학적 

관리가능성은 각각 한의학의 생리, 병리기전, 예방과 

치료, 치료효과, 범위로 구분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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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의사들의 미세먼지(霧霾) 관련한 광고, 홍보, 

치료처방 및 방법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Ⅲ. 본 론

1. 미세먼지(霧霾)가 발생하는 질병

미세먼지(霧霾)의 농도와 성분이 동일하려면 입자크

기가 더 작을수록 건강에 해롭다11). 그 이유는 같은 농

도인 경우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다른 유해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고 입

자크기가 더 작으므로 세포 간 이동이 어렵지 않게 이

루어져 체내에서 이동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12) 미

세먼지(霧霾)가 단순히 축적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

니라, 쉽게 배출되지 못하여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

다.13) 특히 노인, 유아, 임산부나 심장질환, 순환기질환

자들은 미세먼지(霧霾)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WHO

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霧霾)로 인해 기대수명보

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

다.14)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霧霾)를 인간에

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

질로 분류했다.15) 

1) 피부계

피부, 눈을 통해 신체에 접촉되는 초미세먼지는 해당

부위에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16). 면역반응으로 인

한 염증성 피부질환은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건선 등

이 대표적인 예이다17). 피부노화는 외부적으로 환경적 

요인18)과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노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데, 이 중 환경적 요인은 나쁜 대기 질, 자

외선 등이 해당되며 내부적 요인은 활성산소 등이다. 

피부노화 역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피부내부의 노

화인 탄력감소, 피지분비감소와 피부외부노화인 주름, 

색소침착 등이 있다19). 특히 미세먼지(霧霾)로 인한 피

부노화는 내부, 외부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Cohort연구를 통해 밝혀졌다20). 탈모21), 피부암

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22) 피부암 중 흑색종의 발생위

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3).

2) 호흡기계

호흡기계는 미세먼지(霧霾)와 가장 접한 기관으로 

호흡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미세먼지(霧霾)에 노

출되는데, 이로 인해 비인두와 기도에서 염증이 발생한

다24). 폐, 기관지 등의 1차적 접촉기관에서 염증이 일

어날 수 있다25). 미세먼지(霧霾)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천식자체나 천식의 천명음이 악화된다26). 

폐기능이 저하되며2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유발

할 수 있다28). 또한 폐를 염증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으

로 변질시키기도 한다29). 손상된 폐부분을 더욱 손상시

키며, 폐조직을 파괴하여 폐포붕괴를 유발한다30). 폐에

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세포손상과 염증, 반응, 미세먼

지(霧霾)에 포함된 발암물질로 폐암이 발생한다31),32).

3) 심혈관계

미세먼지(霧霾)는 폐포와 미세혈관사이의 산소교환

과정에서 심혈관계로 바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미세

먼지(霧霾)노출이 심혈관계 질환의 간접적인 원인이 아

니라 직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33). 특히 미세먼지(霧

霾) 중 초미세먼지는 자율신경계를 손상시켜 심박변이

율을 줄여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혈관계질환

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며34) 고혈압을 유발한다35),36). 

또한 미세먼지(霧霾)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들은 혈관

내피기능장애와 혈전을 형성하며37), 급성심근경색을 일

으킬 수 있다38). 특히 초미세먼지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악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으며39) 골수에서 생성된 혈

관내피전구세포의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방해해 내피세

포의 재생성과 회복을 방해한다고 알려지고 있다40). 또

한 PM2.5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장조직의 변화와 

기능장애를 유발한다41).

4) 신경정신계

미세먼지(霧霾)는 직접 목구멍이나 코점막의 신경계

를 통해 뇌로 가게 되어 노년층의 인지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42). 태내와 출생이후 지속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집단에서 비노출집단에 비해 자폐증 발생률이 

높았다43),44). 다만 코호트연구에서 다발성경화증, 과잉

행동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45) 치매 유

병률은 연관성이 없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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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eases Caused by Particulate Matter, Categorized by Organs

기관 발생질병

피부계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건선, 피부노화(탄력감소), 피부노화(피지감소)

주름, 색소침착, 탈모, 피부암, 흑색종

호흡기계
비인두염, 기도염, 폐렴, 기관지염, 천식, 천식악화, 폐기능 감소, COPD,

폐 이상면역반응 증가, 폐섬유화, 폐기종, 폐암

심혈관계
심박변이율 비정상화, 고혈압, 혈전 형성, 플라크 형성, 죽상동맥경화증 악화, 

혈관내피세포재생성저하, 급성심근경색, 심장조직의 변화 및 심부전

신경정신계 노년인지능력 저하, 자폐증, ADHD

기타 질병 당뇨, 조산, 저체중아 출산, 신생아 사망률 증가

5) 기타 질병

만성적인 초미세먼지 노출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47). 이외에도 임산부

가 미세먼지(霧霾)에 노출될 경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신생아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48),49).

2. 미세먼지(霧霾)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가능성

1) 미세먼지(霧霾)의 한의학적 인식

(1) 미세먼지(霧霾)와 폐의 관계

미세먼지(霧霾)는 많은 먼지와 황산, 질산, 유기탄화

수소 등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중의학에

서는 미세먼지를 霧霾로 칭하는데, 霧霾는 霧露가 污
濁와 겸하여 합쳐져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성질이 穢濁, 

黏滯하다. “霧”는 濕과 접한 관계가 있고 “霾”는 燥

와 접한 관계가 있어 霧霾는 燥와 濕 모두와 유관하

다50). 夏51)는 가을에는 多燥하고 겨울에는 多寒하여 가

을의 霧霾의 발생은 燥의 영향을 받고, 겨울의 霧霾은 

寒濕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霧霾는 燥

濁(濕)邪毒의 범주에 속하고 燥, 濕과 접한 것을 알 

수 있다. 霧霆는 肺衛를 손상하고 傷陰하며 또한 이는 

쉽게 전변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켜 치료하기 어

렵다. 

한의학적으로 폐는 五臟에 속한다. 인체 내에서 胸腔

의 중간에 위치하고 五臟六腑의 위에 놓여 장기를 덮어 

“肺為華蓋”라 한다. 폐는 氣管, 喉, 鼻를 통하여 외부

와 상호작용을 하므로 쉽게 외부의 사기에 노출이 된

다52). 인체의 최전선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

러한 폐의 특성 때문에 쉽게 邪氣에 노출되어 肺氣가 

기능을 잃어 咳嗽, 咳痰, 鼻塞, 流涕 등 여러 증상이 나

타난다. 최근 논문53)에 따르면 폐의 기능은 단순히 호

흡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와 접하여 인체 

내의 항산화, 산화적 스트레스 연관성이 크다는 사실 

또한 밝혀져 이를 통해 한의학적인 폐의 기능과 새롭게 

밝혀진 폐의 기능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Table 2. Physiological Functions of the Lungs 
According to Chinese and Korean Medicine

肺의 작용

主氣

司呼吸

氣是身體血脈運行 

肢體活動的動力 

相當於一個發動機

全身津液分佈 

體溫調節的重要臟器 

身體防備外來風寒邪氣的 門戶

主管皮毛汗孔開合

(2) 미세먼지(霧霾)로 인한 질병(霧霾病)의 病因과 病機 

① 病因

모든 질병은 그 병의 원인 즉 病因이 존재한다. 미세

먼지(霧霾)로 인한 질병의 병리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미세먼지(霧霾)로 인한 질병의 병인을 나눈 

연구가 없다. 한의학적 병인은 크게 內因, 外因, 內外

相因으로 분류한다. 이 중 內因으로는 人體正氣不足과 

그로 인한 저항력 감소, 外因으로는 霧霾外邪侵襲 등이 

포함된다. 또한 高54)는 於吸入了自然界中具有輕揚, 

黏滯性質的霧霾邪氣引起, 人體肺衛不固或素體陰液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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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tiological Categories of Diseases Caused by 
Particulate Matter in Chinese and Korean Medicine

병인분류 종류 및 내용

외인
霧霾外邪侵襲, 吸入了自然界中具有輕揚. 
黏滯性質的霧霾邪氣引起

내인
人體正氣不足，無力抵禦, 
人體肺衛不固或素體陰液不足, 正氣虧虛

내외상인
(생활습관)

攝護不慎等容(부주의한 생활습관)

Table 4. Differences in Diseases Caused by Particulate Matter by Constitutions in Chinese Medicine

체질 질병 및 증상

陰虛質的人(燥)
- 체내 津液精血의 陰液이 고갈되어 陰虛內熱為主의 증상이 나타나는 체질59)

- 霧霆노출후에 陰傷명확, 燥熱之象 

痰濕質的人(燥, 濕)
- 水液內停으로 痰濕이 체내에 쌓여 粘滯重濁한 체질   
- 霧霆노출후에　咳嗽時間長, 痰多質粘, 渴而不欲飲, 甚至乏力(무력감), 納呆, 內外濕邪相合, 

燥邪傷肺, 濕邪困脾, 肺脾同病하여 치료가 어렵다.

正氣虧虛, 攝護不慎等容易導致疾病的發生의 5개로 병

인을 분류하였다(표 3).

② 病機(병리기전)

미세먼지(霧霾)로 인한 질병의 병리기전은 크게 미세

먼지(霧霾)의 한의학적 특징, 체질의 차이, 肺의 생리

적 특징, 肺와 脾의 연관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55). 

첫째 미세먼지(霧霾)의 한의학적 특성으로, 霧霾는 매

우 가볍고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쉽게 口鼻를 통

과하여 가장 먼저 肺를 犯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

지(霧霾)로 인한 질병은 일반적으로 肺臟에 먼저 손상

을 일으키고 폐기능을 저하시켜 咽喉疼痛, 咽癢咳嗽, 

吐痰喘氣 등의 증상을 발생시킨다.56) 둘째, 사람의 체

질에 따라 미세먼지(霧霾)에 노출되었을 때 증상이 다

르게 나타난다. 즉 체내 津液精血 등 陰液이 휴손되어, 

陰虛內熱為主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燥위주의 질

환이 나타나고 水液內停으로 痰濕이 응취되어 粘滯重

濁한 사람은 燥의 특성 이외에 濕의 증상도 나타난다. 

셋째 폐는 표 2에서 제시한 한방생리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高57)가 “大凡吸入之邪，首先犯肺. 肺為嬌臟，不

耐寒熱，又為清肅之體，喜潤而惡燥，霧霾邪氣從口鼻

而入，極易導致肺失清肅，肺氣膹鬱.”라 하여 폐질환과 

霧霾의 연관성을 밝혔다. 이를 통해 霧霾로 인한 질병

은 肺衛를 손상하고 많은 肺系疾患을 일으켜 霧霾와 폐

는 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로 刘58)는 肺와 

脾의 연관성을 통해 “脾為生痰之源，肺為儲痰之器”에 

근거하여 미세먼지(霧霾) 같은 外邪가 肺臟을 범할때 

환자가 평소 脾氣虛弱하면 痰濁안에서 盛하여 위로 肺

臟을 범해 肺氣가 기능을 잃어 咳嗽, 喀白痰의 증상이 

나타난다.

(3) 예방, 치료, 치료효과 및 범위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병이 진

행되면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세먼지(霧

霾)로 인한 질환은 서양의학, 한의학 모두 명확한 치료

방법이 없다. 따라서 不治已病 治未病과 같이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관리하고, 병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인체의 면역력(正氣)을 증진하는 예방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內經》60)의 즉 정기가 충실하면 

장부의 기가 충실해지고 위기가 固密해져 사기가 침습

하기 어렵다(“養於精者，不病於溫，通於腑者，不病於疫. 

”精氣充盛，腑氣暢通，則衛氣充足， 衛外而為固，邪氣

難以侵犯人體.)에서 알 수 있다. 

① 예방

미세먼지(霧霾)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한의학

이론60)은  “虛邪賊風 避之有時”，“正氣存內，邪不可干” 

“邪之所湊，其氣必虛” 등이 있다. 

- “正氣存內， 邪不可干”과 “邪之所湊，其氣必虛”

《黃帝內經》60)에서 “邪之所湊，其氣必虛라 하였는데 

이는 ”霧霾의 邪기가 인체내로 들어오면 그 후에 인체

의 정기는 손상을 받고 인체의 저항능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黃帝內經》60)은 “正氣內存，邪不可干이라 

하였다. 즉 미세먼지(霧霾)와 같은 외부물질이 인체내

로 들어오게 되면 인체의 정기는 손상을 받기 때문에 미

세먼지(霧霾)의 노출을 피할 수 없다면 正氣를 길러 대

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正氣를 기르는 방법은 《素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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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reatment Methods by Constitutions Metabasis of Symptoms, and Etiology in Chinese Medicine

치료법 분류 치료내용 및 방법

체질변증
陽盛한 사람: 寒濁入裡化熱，形成肺熱壅盛，而霧濁不去，肺失宣降
陽虛한 사람: 則寒濁入裡化寒，而霧濁不去，形成寒飲在肺

증상전변 

- 扶正袪邪
   질병의 전변을 증상이 불명확한 未病先防期，毒火痰瘀가 체내에 축적된 早期, 肺痺를 손상시켜 

肺痿 등의 진단이 명확한 中後期로 나누어 치료62)

- 증상에 따라 補氣, 肅氣, 生津為主의 치료법을 사용, 폐가 손상된 것이 오래되어 虛喘이 있는 
자는 溫腎納氣를 겸한다63).

病位

- 邪犯肺衛，濕重於毒 치료법64)

   芳香化濕. 佐以解毒, 邪犯肺衛，濕毒並重
   化濕解毒，清利咽喉, 邪犯肺衛，毒重於濕 
   清宣燥毒，清利咽喉, 肺失宣降，濕毒並重 
   宣肺化濕，清熱解毒

- 袪邪
   有邪在衛表，宜用汗法, 邪在上焦，治宜宣洩, 邪毒壅盛，治當清熱解毒

- 霧霾遏表證：治當解表祛濕
  霧霾困脾證：治當健脾化濕
  霧霾損肺證：當宣暢肺氣，微汗透濕
  霧霾遏阻心陽證：治宜化濕通陽
  霧霾鬱神證：治宜化濕暢神
  霧霾化熱證：治宜清熱化濕

上古天真論》60)에서 “上古之人，其知道者，法於陰陽，和

於術數，飲食有節，起居有常，不妄勞作，故能形與神

俱，而盡終 其天年，度百歲乃去”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한의학적 양생법으로 인체의 正氣를 길러 霧霾가 

인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적합하다. 

- 虛邪賊風，避之有時60)

다른 방법으로 미세먼지(霧霾)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방안으로는 미세먼지(霧霾)가 심

한 날은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素問·生氣通天論》60) “平旦人氣生，日中而

陽氣隆，日西而陽氣已虛，氣門乃閉 즉 오후에는 인체

의 양기가 수렴하기 때문에 만약 오후에 霧露所傷하면 

쉽게 양기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霧

霾)가 심한 오후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을 하나의 예방

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치료

미세먼지(霧霆)로 인한 대표적 질환은 肺질환이다. 

미세먼지 (霧霆)에 포함된 여러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서 염증, 산화적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기침과 고열 등 

여러 질병과 증상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감기의 증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미세먼지질환(霧霾性질환)은 일반적

인 병원체에 감염된 감기와 原因부터 다르므로 치료법

은 달라야 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의 면

역기능을 증가시키고, 저하된 자연회복능력을 회복시

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즉 치료는 일반 감기처럼 항

염작용을 직접하는 약을 투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체 

면역력을 높여서 발생한 염증을 스스로 제거하는 데 중

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치료기전은 최근 연구61)에서 

녹차가 미세먼지(霧霾)나 황사 속의 중금속을 분자 상

태에서 감싸서 배출하는 킬레이트작용을 하고, 금속으

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작용을 

한다고 밝힌 것에서 알수 있다. 또한 치료는 미세먼지

(霧霾)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미세먼지(霧霾)는 外邪로써 燥, 濕, 毒의 성질이 

있기에 解毒, 治燥, 祛濕의 치료법을 운용해야 한다. 

치료법은 체질, 증상의 전변, 病位에 따라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를 세분화하면 補肺潤肺, 健脾補腎, 排毒解

毒, 祛邪為輔(扶正為主)로 나눌 수 있다.

③ 치료효과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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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치료효과 및 범위

- 艾灸肺部穴位時會 - 嗓子癢, 咳嗽等 증상개선65)

- 補肺氣및 補陰補氣,
- 宣肅功能受阻,
- 生津為主및 布津宣肅排出,
- 傷肺 오래되어 虛喘증상이 보이는 자는 溫腎納氣를 

겸하여 치료

- 補氣: 肺寒咳喘之人의 白稀痰개선 
- 肅氣: 氣短咳嗽, 胸悶 개선 
- 生津為主: 어린이의 乾咳，口乾，皮膚枯燥， 

此乃肺不生津, 布津，濡潤臟腑 개선66) 

- 清熱潤肺，提高機體免疫力 - 霧霾로 인한 인체영향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67).

- 生津潤燥，兼益肺脾: 脾為生痰之源，肺為儲痰之器”， 
脾肺虛弱，痰濁內生，上犯肺臟，肺氣失宣

- 生津潤燥，兼益肺脾: 咳嗽, 咯白痰, 거식증 치료68)

- 病性為寒邪以及濕濁或者霧濁 - 散寒祛濕排濁: 雾霾咳치료69)

-  실험군: 治療組給予抗霾合劑
    대조군: 對照組給予桉檸蒎腸溶軟膠囊

- 雾霾咳嗽의 치료70)

- 邪犯肺衛，濕重於毒
  治法： 芳香化濕，佐以解毒
- 邪犯肺衛，濕毒並重
  治法： 化濕解毒，清利咽喉
- 邪犯肺衛，毒重於濕
  治法： 清宣燥毒，清利咽喉
- 肺失宣降，濕毒並重 
  治法： 宣肺化濕，清熱解毒

- 邪犯肺衛，濕重於毒 
  증상： 頭昏重脹痛，身重倦怠，口乾咽燥，胸稍悶, 

稍乾或黃，脈濡71)

- 邪犯肺衛，濕毒並重 
  증상： 咽痛口渴，胸悶氣短，腹脹納呆，倦怠乏力, 

邪犯肺衛，毒重於濕 
  主症： 咽痛乾燥，齦脹耳鳴，口渴心煩 
- 肺失宣降，濕毒並重 
  증상： 咳嗽不暢，痰不易咯出，口粘口渴， 

納差腹脹，胸悶如塞，或口鼻咽喉乾燥, 
或心慌心悸

- 阿膠能潤肺，是通過增加全身的免疫力，
來抵禦霧霾對身體的侵害

- 폐의 염증감소, 肺髒病理均改善(폐기능 개선)72)

- 治上膈 壅毒”的“升麻散, “宣肺抗霾解毒方” 
能夠扶正袪邪

- 霧霾로 인한 손상을 치료 利鼻喉, 護心肺, 解毒邪효과73)

1.肺系病(咳嗽,鼻咽炎,哮喘,肺癌) 2.心脑血管疾病 3.皮肤病 

4.角膜干燥症 5.生殖系统疾病을 치료가능(유효율 92%)74)

소아의 霧霾상관성 咳嗽의 치료 및 회복촉진(P＜0.05)75) 

清燥潤肺, 止咳化痰為主 ,  
肺陰的保護, 肺氣宣肅之功得 

- 사례176)

  咳嗽频作 , 干咳无痰 , 咽喉灼痛 , 口鼻干燥 , 甚至气 
道疼痛 , 伴轻微头痛 

- 사례2
  咳嗽明顯緩解 , 咽痛減輕 , 仍有口幹

Table 6. Effectiveness and Scope of Each Treatment Method in Chinese and Korean Medicine

현재까지 연구된 미세먼지 질병(霧霾病)의 한의학적 

치료범위는 1. 호흡기 질환(嗓子癢, 咳嗽, 白稀痰 개선, 

氣短咳嗽, 胸悶, 乾咳, 口乾, 口粘口渴, 咽喉灼痛, 口鼻

干燥, 甚至气道疼痛 등)의 증상개선, 폐기능개선 2. 소

화기 질환(거식증, 納差腹脹, 腹脹納呆 倦怠乏力) 3. 

피부질환(皮膚枯燥) 4. 기타 질환(頭昏重脹痛, 齦脹耳鳴, 

心慌心悸)으로 구분된다(표 6).

2) 미세먼지(霧霾)의 한의학적 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

(1) 예방적 측면

현재 미세먼지질환(霧霾性질환)의 의학적 관리는 매

우 어렵다. 치료는 현재 증상 및 기능개선으로 한정되

어 있고, 조직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

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의

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전부터 한

의학에는 不治已病 治未病이론이 존재해 왔다. 질병이 

걸린 이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걸리기 이전

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한의학의 주된 정신이다. 不治

已病 治未病60)은 “虛邪賊風 避之有時”，“正氣存內，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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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可干” “邪之所湊，其氣必虛”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이 중 “正氣存內，邪不可干”, “邪之所湊，其氣必

虛”은 인체의 正氣(면역력) 증진을 통해 미세먼지(霧

霾)로 인한 체내 염증반응과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갖추고 “邪之所湊，其氣必虛”을 바탕으로 미

세먼지(霧霾)와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질환(霧霾性질환)의 예방법은 현재 한의계에

서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미세먼지(霧霾)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미세먼지질환(霧霾性질

환)의 예방법에 주목해야 하고 앞으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치료적 측면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환들

은 호흡기 질환(폐, 인후, 구강통증감소, 폐 염증 감소, 

가슴 답답함, 嗓子癢, 咳嗽, 白稀痰개선, 氣短咳嗽, 胸

悶, 乾咳, 口乾, 口粘口渴, 咽喉灼痛, 口鼻干燥, 甚至气
道疼痛)의 증상개선, 폐기능 개선, 소화기 질환(거식증, 

納差腹脹, 腹脹納呆 倦怠乏力), 피부질환(皮膚枯燥), 기

타 질환(頭昏重脹痛, 齦脹耳鳴, 心慌心悸) 등이다. 치료

의 수준과 범위는 대부분이 인체내 장기의 비가역적 변

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한정되어 있고, 치료효과는 

장부의 기능개선 및 증상개선 정도이다. 현재까지 이와 

직접관련한 한의학논문은 없어 중의학 논문을 고찰해

본 결과 COPD, 암 같은 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을 치료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雾霾性 폐질환, 소화기질

환, 피부질환, 일부 기타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의 근거수준이 낮아서 현재 

단계에서 한의학이 미세먼지(霧霾)로 인한 질환을 치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현재로는 미세먼지

로 인한 질병을 중의학, 한의학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

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부 개업한의사들은 미세먼

지로 인한 질병을 한약, 침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 정부 그리고 한의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세먼지는 한국사회의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모든 한국인

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며 정부도 미세먼지를 해

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반드시 근거에 기반한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특히 일부 논문77),78),79)에서 한의학

적 淸肺를 통해 霧霾性 질환의 치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첫째 한약이 인체 내로 이미 들어온 미세입자들

을 제거하여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세입자 및 먼지들이 

한약과 상호작용을 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려면 섭취한 

약물이 미세입자와 직접 만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세입자는 대부분이 기관지를 통해 우리 몸속

으로 들어오는 것에 반해 약물은 구강과 소화기로 들어

와 경로가 다르고, 미세먼지(霧霾)와 한약의 입자의 크

기가 서로 다르다. 둘째로 기존의 한의학과 중의학에서 

바라보는 淸肺의 관점이 과연 미세먼지(霧霾)에 의한 

폐질환에 관한 것인가이다. 중의학과 한의학의 기본적

인 이론적 체계와 원리가 성립되었던 시대에는 미세먼

지(霧霾)의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당대의 문헌의 

淸肺가 일반적인 병원체에 의한 감기와 그로 인한 증상

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미세먼지 치료 효과가 있

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러한 많은 의학적인 궁금증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

재시점에서 한의학적으로 예방과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

다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주장일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현재 미세먼지(霧霾)는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악영

향을 끼치고 있으나 한의학계 뿐만 아니라 의학계는 이

에 대한 명확한 치료 및 예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밝혀진 미세먼

지(霧霾)의 인체영향과 중의학, 한의학적 예방 및 치료

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미세먼지(霧霾)의 인체내 영향은 호흡기계 뿐만 

아니라 피부계, 순환기계, 신경정신계, 태아 당뇨

병 등의 다양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를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중의학과 한의학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霧

霾性질병)의 치료는 일부 질병의 증상감소 및 기

능개선에 한해서 유의성이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나 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근

거는 없었다. 

따라서 현재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인 霧霾性질

병을 중의학과 한의학적으로 치료한다는 또는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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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일부 한의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근거

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상당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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