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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historical aspects of parabolic reflector moxa 
and to suggest the applications of light moxibustion in Korean medicine. 
Results : Getting a fire by parabolic reflector(concave mirror) is well known because of the Olympic torch 
lighted with a solar reflector in Greece. From anecdotes or myths for Diocles and Archimedes(third century 
B.C.) a long history has been chronicled in books and films in western culture. However, it has another 
history in Asian countries since 2,000 years ago. Some reflectors had a tiny size with 6.5 to 10 cm in 
diameter, 4 mm to 1 cm thickness, and these mobile handheld devices could make us guess that they have 
been used for multiple purposes. Bronze reflectors were described in Dongeui-bogam, and excavated from 
the ancient remains of the Shilla and Koryo dynasties. This common firing device was used as a moxibustion
device, one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odalitie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nclusions : Reflector moxa has been used as a light moxibustion to deliver heat energy to acupuncture 
points, muscles, and skin along meridians. We present a plausible proposal to improve other phototherapy 
modalities including reflector moxa in Korean medicine practice.
Key words : Parabolic reflector, Concave mirror, Photomedicine, Laser, IPL, Korean Medicine

Ⅰ. 서 론

오목거울(parabolic reflector, concave mirror)을

이용한 발화 방법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

시작에 앞서,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성화에 불을

붙이는 의식에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

다. 서양의 역사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

클레스(Diocles)가 사용법을 기술했다고 하며1), 아

르키메데스(Archimedes)가 BC 3 세기에 시라큐스

전투에서 대형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태양열로 적

의 배를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전해내려 온다1). 동

양에서는 불을 피우는데 사용하는 오목거울을 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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燧(양수)라고 칭하였으며, 그 역사는 일찍이 西周

時代 (BC 11세기∼BC 771)에서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2-6)
.

한의학 임상에서는 온열치료의 목적으로 시술되

는 다양한 치료법을 灸法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艾灸(쑥뜸)이외에도 桑枝灸, 神鍼火灸

등의 나뭇가지를 이용한 樹枝灸, 筒灸, 溫筒灸 등

의 기기를 이용한 道具灸, 燈火를 이용한 燈心灸,

電氣를 이용하는 電氣灸, 自灸, 天灸 등의 藥物發

疱灸 등이 있으며, 아울러 光線灸에 해당하는 陽燧

灸, 렌즈灸(透鏡灸) 등을 이용한 日光灸가 있다
7-9)
.

그러나 艾灸法에 비해서 다른 灸法들은 상대적으

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자들은 光線灸의 일종인 陽燧灸에 대하여 역

사적 측면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의학 임

상에서 광선 뜸의 활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본 론

1. 陽燧의 역사

陽燧는 金燧, 燧, 夫遂, 火遂, 火鏡, 金火鏡 등으

로 불리기도 하며
2)
, 주로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西周時代(BC 11세기∼BC

771)에서부터 문헌 기록이 있다.

陽燧에 대한 문헌 자료는 매우 다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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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考工記], [舊唐書]를 비롯하여 많은 기록들이 남

아 있다
4,10-12)

.

역사에 기록되기 이전에 제작되어 출토된 陽燧

중에서는 최고 3000년 전의 遺物도 있으며
5)
, 작고

손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도 많다(Fig. 1). 1995년

陜西省 夫風縣에서 출토된 陽燧는 직경 8.8 cm, 두

께 4 mm, 중량 100g 이며, 또 다른 陽燧는 직경

7.5 cm, 두께 7 mm이었다.

모양은 전통적인 솥뚜껑 모양으로 볼록한 한쪽

면에는 손잡이가 있고 背面에는 기하학적인 무늬

가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Fig. 1. Handheld parabolic reflectors.

한국에서의 陽燧에 대한 기록은 東醫寶鑑(1613

년 初刊)14)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東文選(1478년

初刊) 등15)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Osamu Sudzuki는 신라시대(A.D. 9세

기)와 고려시대(A.D. 10-11세기)에 출토된 陽燧에

대하여 언급하였다16).

2. 陽燧를 이용한 灸法

灸法은 열에너지를 전달하여 치료 목적에 도달

하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의 하나로 艾灸法을 비롯

하여 다양한 형태의 灸法이 있다(Fig. 2). 오랜 기

간 동안 사용되어 왔던 陽燧는 오늘날 일상에서

사라진 물건이지만 과거에는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기구였고, 태양의 힘을 빌어 직접 불을 붙이는 점

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같은

陽燧를 이용하여 뜸을 시술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

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楊9), 李 등7)은

陽燧灸를 日光灸의 일종으로 설명하였고, 張13)은

仙傳神鍼을 인용하여 陽燧灸를 風寒痺痛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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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동으로 만

들어진 이 휴대용 발화장치는 직경 6.5 cm, 두께 4

mm 정도의 크기까지 있으므로 휴대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시술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陽燧灸 이외에도 렌즈灸(透鏡灸)도 존재했는데,

陽燧灸가 태양광을 반사시켜 열을 발생시킨다면,

렌즈灸는 돋보기의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굴절시켜서 고열을 일으키는 원리였고, 이는 東醫

寶鑑에서도 수정구슬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모아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기술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4)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그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陽燧灸와 렌즈灸는

모두 光線灸의 일종으로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높

은 열을 발생시켜 치료 목적에 도달하는 광선요법

의 일종으로 정리할 수 있다.

灸法

艾灸法

艾炷灸

直接灸: 化膿灸, 非化膿灸

間接灸:
隔姜灸, 隔蒜灸,

隔鹽灸, 隔餠灸

艾卷灸
艾條灸, 太乙神鍼,

電火鍼

其他灸法

溫筒灸, 日光灸,

電氣灸, 天灸

(藥物發泡灸)

Fig. 2. The classification of Moxibustion8). 

3. 韓醫學 臨床에서의 光線灸 활용 전망

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 기

기에도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광선치료 분야에서

도 1960년에 Maiman이 루비레이저를 최초로 발진시

킨 이래 빛의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레이저

기술의 발전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7)
.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고강도 섬광등(high intensity flashlamp)을

발전시켜 intense pulse light(IPL)이 개발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
17-19)
. 한의학 분야

에서도 레이저침을 비롯하여 다양한 광선 치료를

임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1)
, 레이저를 이용한 灸法

을 비롯하여 光線灸의 개발에 대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

Ⅲ. 고찰 및 결론

지금까지 陽燧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한의학

임상에서 사용되어왔던 光線灸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이를 보면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서 치료에 응용했던 陽燧灸와 렌즈灸와 같은 日光

灸들은 광선 치료와 灸法을 결합시킨 좋은 치료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문은 끊임없이 인접 학문과 교류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발전해 간다. 1960년대에 인류

가 만들어낸 최초의 인조광선인 레이저를 비롯하

여, 광학 분야에서의 발전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새로운 光源의 개

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향

후에도 다양한 光源과 파장대를 달리하는 광선 치

료를 응용 개발하여 한의학 임상에서의 치료 효율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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