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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o make comprehensive feature of previous researches on moxibustion, then build a basis of 

strategy for development of moxibustion-derived therapeutics. 

Methods :  Surveyed 326 abstraction-containing literatures from total 467 of moxibustion-related papers in 

PubMed and 29 papers in Korea.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distribution by study subject, number 

by year, nation, research method, and its efficacy. 

Results :  Moxibustion-related researches have been rapidly increased since 2001. The main contributive 

country for moxibustion research was China whileas few researches was done by Korea. The main subjects 

of moxibustion research are associated with immunity, inflammation, neurosystem, and digestive function. The 

most therapeutic roles of moxibustion were on pain control, modulation of immunity, anti-fatigue and 

anti-stress. 

Conclusion :  This study will help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moxibustion 

researches, and to develop more competitive therapeutics using moxibustion in global CAM field.

Key words :  Moxibustion, Oriental medicine, CAM

Ⅰ. 서  론

灸法은 인체의 에 쑥 등을 연소시켜 

온열작용과 약물 작용을 이용하여 溫通氣血, 

扶正祛邪하여 질병치료  방을 목 으로 

사용되는 요한 한방 치료기술이다
1,2)
. <황

제내경>에는 “針所不爲 灸之所宜”라 하 고 

<의학입문>에는 “藥之不及 針之不及 必

灸之”라 하여 침치료나 약물치료와 더불어 

뜸치료의 요성에 하여 설명하 다3,4). 특

히 한의학 으로 虛하거나 寒하여 생기는 

만성질환에 하여 상 으로 우수한 치료

법으로 여겨지며, 최근 들어 국내외 으로 

심의 상이 되는 치료법이다.  

20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 약 60%가 

3년 이내 한방치료를 받아본 이 있는데 

침(82.7%)과 물리치료(45.9%) 다음으로 38.

8%가 뜸요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6년 기 으로 약 200억 원 이상의 건강

보험료가 뜸의 시술료로 지 되었다5). 이러

한 통계수치는 뜸요법이 매우 보편 인 국

민 치료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



박혜정⋅손창규

- 168 -

며, 이를 해 학문 으로 뒷받침도 필요함

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한의계의 뜸치료에 한 연

구는 매우 미진하여 외국의 연구에 비하여 

격히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도래한 

고령화 사회에서 향후 더 나은 삶을 추구하

는 국민  요구는 한의학  의료서비스에 

한 잠재  욕구의 증가이며, 특히 뜸을 이

용한 치료법의 개발이나 방의학  수단으

로서의 뜸요법의 연구는 매우 요한 과제

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뜸치료법

은 민간에서의 시술경험과 임상에 비해 과

학 인 검증이나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민

간요법 수 의 치료기술로 취 을 받기도 

한다6).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외에서 연

구된 모든 뜸 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향후 

뜸치료법의 연구와 과학  치료법으로서의 

개발에 요한 기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뜸 연구 련 자료수집  분석 

본 연구는 미국 국립의학도서 의 논문 

사이트인 PubMed를 통해 뜸 련 논문들을 

조사함으로서 뜸연구의 경향과 황을 악

하 다. 

PubMed에서 Default Tag “Title" 검색어 

“Moxibustion"을 사용하여 1971년부터 2008

년 8월 14일까지 등록된 논문을 검색하 다. 

국내의 침구학회지, 재활의학회지, 한의학회

지, 내과학회지  타 분야에서는 검색어로 

“뜸” “뜸치료” “구법” “간 구” “직 구”를 

사용하여 논문을 검색하 다. 이 게 검색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도별 뜸 연구의 추세

와 체 뜸 논문  한국  여러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실험 혹은 연구의 방

법  연구의 주제별 경향 등을 분석하 으

며, 뜸의 요한 효과에 한 정리를 하

다. 

Pub-med의 체 뜸 련 논문 에서 

Abstract가 제공되지 않은 논문은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 다.

Ⅲ. 결  과

1. 뜸을 주제로 한 논문의 수와 연도별 분석

2008년도까지 Pub-med에 게제된 논문 수

는 467편이며 이  abstract를 포함한 논문

은 총 326편이다. Pub-med에서의 논문 수는 

1975년 미국에서 2편을 시작으로 2000년도

를 기 으로 재까지 격히 증가하 으며, 

국내는 그동안 많지 않아서 29개의 논문만

이 검색되었다 (Figure 1). 이는 뜸치료에 

한 의학  운용에 비하여 특히 국내의 연

구는 매우 미진한 단면을 보여 다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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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moxibution-focused 
papers b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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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뜸치료 련 논문의 주요 국가별  

분석

Pub-med에 기재된 뜸치료에 한 논문들

을 연구가 수행된 국가별로 분석을 한 결과, 

국이 가장 많은 71%를 차지하 다. 다음

으로 일본 (33편)과 유럽 (11편) 등의 순이

었고 한국은 10편으로 이들의 뒤를 이었는

데 뒤졌는데, 본 통계에서는 국내의 29편을 

포함하여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표기

하 다 (Figure 2). 

3. 뜸치료 련 논문의 연구 방법별 분

석

논문에서 연구가 진행된 방법이나 논문의 

형식에 따른 분석을 한 결과, 임상연구가 13

9편으로 39%를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뜸

에 한 종설 논문이 36% 이었으며 동물을 

이용한 실험 연구논문이 22% 이 고, 기타 

뜸의 재료나 방식 등에 한 연구 등이 3%

로 가장 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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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moxibustion-related 
papers  according to nations (left) and 
methods (right)

4. 체 논문  임상 연구논문의 주제

별 분석

체 논문에서 연구의 주제에 따른 분석

에서는 수순한 뜸치료법에 한 review논문

을 제외하고 면역이나 염 혹은 근육통 

증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나 

비뇨기계  실 계와 종양과 련된 연

구가 많았다. 한편, 139편의 임상과 련된 

논문만을 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근육과 

질환에 한 연구가 21%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면역과 추 혹은 말 신경계

의 질환  비뇨기계 질환에 한 연구가 

많았다 (Fig. 3)

Fig. 3. Distribution of moxibustion-related 
researches according to subjects in total 
papers (left) and clinical studies (right)

 

5. 뜸치료 논문을 통해서 검증된 주요 

효능 분석

그동안의 논문들을 검토하여 정리된 주요 

뜸의 효과나 기 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1). 즉, 주로 면역에 련된 연구들

과 고   근육통, 신경장애나 비뇨생식

기에 한 연구 결과들이 정 이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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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삶의 질과 련된 연구결과에 한 유효

한 효과도 검증되었다.

 Table 1. Summary of major functions of 
Moxibustion found in studied papers 

 Subjects Main functions or efficacies

Immune system

Increase B cell
7)
, Modulates NK cell activity8)

, Stim

ulation of phagocytic activity9)
, Beneficial for syst

emic lupus erythematosus10), Supression of antibo

dy-dependent cell- mediated cytotoxicity11)
, Supp

ression of the delayed type of hypersensitivity rea

ction with suppressive activity of T cells 12)

musculoskeletal 

system 

High therapeutic effect on myofascial pain syndr

ome13)
, Analgesic effects of osteoarthritis in the k

nee14), Inhibiting abnormal activation of JAK-STA

T pathway in synovial cells15)
, Effective for tennis 

elbow16), prolapse of lumbar intervertebral disc17)

and shoulder pain18)  

Nerve system

Therapeutic effect on polyneuritis19), Better therap

eutic effect on refractory facial paralysis20). Effect

ive for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es21).

Digestive

and gynecology  

Effective for ulcerative colitis22), Protective for ga

stric mucosa23), Revolving fetuses in breech pres

entation24), Effective treatment of primary dysmen

orrhea25), Effect on chronic prostatitis26).

Blood

and heart

Improve the plaque of carotid atherosclerosis, so 

prevent from occurrence and development of isc

hemic cerebrovascular diseases27), Regulate the 

plasma 6-keto-PGF1alpha and TXB2 contents28).

QOL 

and 

others

Improve QOL of patients received chemotherapy2

9), Decrease cencer pain30), Improve the quality o

f life31), Effective for chronic fatigue syndrome32), 

Effective for anti-stress and psychosomatic actio

ns33).

Ⅳ. 고찰 

건강보험의 한방 뜸치료에 한 시술료 

지 통계를 보면 2004년도에 136억 원이었

다가 2005년도에 155억 원이었고 2006년도

에는 200억 원으로 2년 사이 46%의 증가율

을 보 다
5)
. 이러한 통계수치는 다른 한방

치료수단인 침과 부항에 한 증가율 20%

의 2배에 달하여 차 뜸의 이용률이 증가

하고 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통 으로 

뜸치료법은 침이나 부항과 더불어 한의학의 

표 인 치료기술 의 하나로서 특히 만

성질환에 하여 상 으로 우수한 치료법

으로 사용되어왔다6). 따라서 뜸에 한 학

문  연구 필요성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약물이나 침치료법에 비해서는 상

으로 무 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의 

뜸치료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세계 으로도 뜸연구는 침연구에 비해 

많이 미흡한데,  재까지 PubMed에서 논

문의 제목“acupuncture"로 검색된 것이 6,90

7여 편인 것에 비하여 “Moxibustion"으로서

는 467편으로 침 련 논문 비 약 7% 정도

이다. 침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에 뜸에 한 연구는 주로 

국 심으로만 이루어 졌으며, 국제논문에

서는 한국의 연구논문 편수는 10편으로 일

본의 33편에 비해 매우 은 숫자이다. 이러

한 수치가 각국의 뜸치료법에 한 연구 수

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임상

기술이나 이용률에 비하여 뜸연구에 한 

국제  상이 상 으로 약함을 보여 다

고 여겨진다. 

그동안 뜸연구는 동물을 이용한 연구보다

는 임상  연구가 월등히 많았는데, 아마도 

이는 동물모델에 뜸치료법을 용하기가 다

른 연구보다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

다. 임상연구와 체 연구의 주제들은 공히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염등에 한 연구

가 가장 많았고 면역계나 신경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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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비뇨기에 한 연구 주제들도 다수를 

차지하 다. 부분 으로는 매우 흥미 있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는데, 특히  B 임 구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NK 세포와 식세포를 

활성하는 사실이 동물모델에서 찰되었다
7-9). 이러한 결과들은 뜸치료의 虛證 만성 

질환에 한 유효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뜸치료는 한 뇌경색의 

재발방지나 막의 보호와 같은 방 효

과나 립선염과 같은 만성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23,25,27)

. 

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방의학  측면

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학  

수요가 확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체의 

인  치료를 강조하는 한의학  이론이나 

자연약물  치료기술은 차 세계 인 주

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뜸치료가 

항암치료후의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든지 노

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항피로  항스

트 스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은 매우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29,31-33).

이상의 결과로부터 그동안의 뜸치료의 연

구에 한 체 인 경향과 한의학의 뜸치

료 기술에 한 연구의 부족함을 알 수 있

었으며, 본 연구가 향후 뜸치료법의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요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생

각한다. 

Ⅴ. 결  론

그동안의 국내외에서 연구된 뜸 련 논문

들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2000년도를 기 으로 뜸연구가 국제 으

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진하 다.

2. 뜸 련 논문들을 연구의 수행 방법이나 

논문의 형식에 따른 분석 결과, 임상연구

와 종설논문이 부분을 차지하 다. 

3. 체 논문의 연구주제별 분포는 면역, 

염 혹은 근육통증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임상 련 논문들은 근육과 

질환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4.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뜸의 주요 효과들

은 주로 면역조 , 고   근육통이나 

신경장애에 한 효능이 있었고, 최근엔 

특히 삶의 질과 련된 유효한 효과도 

보고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향후 미래사회에서 더

욱 주목을 받게 될 뜸치료법의 국제  상

을 확보하기 해서 한국에서의 보다 많은 

과학  뜸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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