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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Burn is the important adverse effect of the moxibustion treatment. This research does with the 
purpose to utilize as basic data which the results of histological observation of the burn tissue which 
generates when operating various commercial indirect moxa (CIM) on the skin, evaluate the burn because 
of the surgical operation.
Methods : It operated 6 kinds of CIM on the depilated abdomen of the rat. By using the H-E staining and 
TUNEL assay, the image was observed and analyzed.
Results : It could be the moxibustion medical treatment using the CIM generated in the first degree burn 
until the third degree. And in some case, burn has not generated. By using the H-E stain, the 
second-degree burn and third degree was observed, and it was observed the first degree burn by using 
TUNEL assay. In the first degree burn, TUNEL reaction in the epidermal layer was confirmed. The damage 
to the dermal layer was observed in more than 2 degree burn. In the third degree, the tissue degeneration 
to the subcutaneous fat was observed but the thickness of the skin tissue was not observed.
Conclusions : Basic data classifying the burn generated by the CIM treatment through the histological 
observation of the burn tissue caused by the CIM treatment were built according to this research result.
Key words : commercial indirect moxa, burn, thermal injury, histology, skin

Ⅰ. 서 론

화염, 뜨거운 표면, 뜨거운 액체에의 직접 접촉

또는 열의 전도, 대류 또는 방사체에의 노출은 온

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세포 손상을

야기한다1-8).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분자간 충돌이

증가하고 이는 분자 형태의 변화 또는 분자간 결

합의 손상을 야기하며, 이러한 과정은 이온 채널의

손상으로 세포막 기능 장애를 야기하여 나트륨과

수분이 유입되게 한다. 온도가 더욱 상승하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산소 라디칼이 유리되며, 마침

내 세포는 가피의 형태로 변하면서 죽게 된다9).

온열자극은 혈류를 증가시키고10) 교원조직의 신

장성을 증가시키며11) 신경계에 작용하여12,13) 다양

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온열자극의 유효치

료온도는 화상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범위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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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간 또는 온도에 따라 화상이 발생하므로
14,15),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뜸의 시술법을 나누는데 있어서

화상을 입히는가 입히지 않는가에 따라 화농구와

비화농구로 분류하며16), 고대에는 직접구를 통한

화농구가 주를 이루다가 명·청대 이후로 간접구를

이용한 비화농구로 바뀌어 가고 있다17). 최근의 조

사에서 Park 등18)은 화상과 알러지를 뜸의 주요한

부작용으로 꼽았으며, 한 등19)과 한 등20)은 한의사

와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뜸을 기피하는 이

유 가운데 화상의 위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써 뜸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화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야 하겠으나,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뜸으로 인한 화

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을 수 없

었고, 해외의 일부 임상연구에서 뜸 치료의 부작용

으로 화상을 보고한 바는 있다21-26).

상용 간접구로 인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에서 화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 필

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용 간접구의 제품별

온도와 시간에 따른 화상 정도를 알아야 할 것이

나, 상용 간접구로 인한 화상의 조직학적 연구 결

과가 미미하여 상용 간접구 1장을 전부 연소시켰

을 때 발생하는 화상의 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상

용 간접구로 인한 화상의 정도에 대해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종의 상용 간접

구를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피부에서 일어나는 변

화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동물

8주령 수컷 SD rat(250-300g) 6마리를 실험 전

온도 22±1℃, 상대습도 55±10%로 조절되는 공간에

서 1주일간 적응하도록 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적응기간 동안 물과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2. 상용 간접구

시술에 사용한 뜸은 艾絨을 종이로 말아 격물

위에 부착한 형태의 간접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기타 재료를 혼합하였거나, 탄화 등의 이차 가

공을 거친 간접구는 본 실험 대상에서 제외 하였

다. 상용 간접구로 인한 다양한 정도의 화상을 발

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용 간접구 제품을 사용하

여 화상을 발생하였는데, 서암뜸((주)구암, 대한민

국), 백령알뜸(백령물산, 대한민국), 기황 구장뜸

(기황산업 Co., 대한민국), 태양으뜸(태양산업, 대

한민국), 태극뜸(행림서원, 대한민국), 동방 알뜸

(동방침구제작소, 대한민국)의 6종의 상용 간접구

를 의료기상사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 상용 간접구의 시술

상용 간접구의 시술은 20% urethane을 근육 주

사하여 마취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간접구의 시

술 전에 rat의 복부는 털을 깎고 치오글리콜산 성

분의 제모제(비트 스피디 크림 자스민, Reckitt

Benckiser, France.)를 이용하여 털을 녹여낸 후 세

척하여 제모하였다. 제모한 후 1시간이 경과한 후

상용 간접구를 부착한 후 연소하였다. rat 한 마리

당 6종의 뜸을 한 장씩 시술하였으며, 부위에 따른

화상 정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우상복부, 좌상

복부, 우하복부, 좌하복부, 우중복부, 좌중복부의 여

섯 부위로 나누어 뜸을 시술하고, 각각의 쥐마다

부위별로 시술한 뜸의 종류를 다르게 하였다. 각각

의 뜸은 뜸이 모두 연소하여 연기가 나지 않을 때

까지 연소한 후 즉시 떼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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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안을 이용한 화상 부위의 관찰

간접구 시술 후 1시간 동안 화상부위에 대해 화

상의 형태, 부종의 유무, 수포의 생성, 색상의 변화,

화상 부위의 경화 또는 피부조직의 탈락에 대해

육안적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디지털 카메라

(K-10D, PENTAX, Japan)를 이용하여 화상부위

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를 촬영하여 이후 시행한

조직표본의 관찰 결과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5. 피부조직의 채취

뜸 시술 1시간 후 각각의 간접구 시술 부위를 메

스를 이용하여 절개하고 피하지방을 포함하는 복부

근육의 근막 상부의 조직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조

직은 neutral buffered formalin(NBF)을 사용하여 2

일간 고정한 후 tissue processor(LEICA TP1020,

Leica, Germany)와 파라핀 embedding center(LEICA

EG1150C, Leica, Germany)를 이용하여 paraffin

block을 제작하였다. paraffin block으로 제작된 조

직은 microtome(LEICA RM2245, Leica, Germany)

을 이용하여 5μm 두께로 박절하여 slide를 제작하

였다.

6. 조직의 관찰

제작된 조직 슬라이드는 화상 조직의 형태와 세

포사멸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H&E staining과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mediated

dUTP Nick End Labeling(TUNEL) assay(Apoptag

Peroxidase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

Millipore, Canada)를 시행하였다. H&E staining을

통해 화상으로 인한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TUNEL assey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인한 세포사

멸을 조사하였다. 염색된 조직은 컴퓨터에 연결된

광학현미경(BX51, Olympus corporation, Japan)과

Image analyzing 프로그램(DP Manager version

2.1.1.163, Olympus corporation, Japan)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Ⅲ. 결 과

1. 간접구 화상조직의 조직학적 개괄

화상조직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 H&E

염색만으로도 조직의 변성이 관찰되는 조직(Fig.

1)과 TUNEL 검사를 통해서만 조직에서의 세포사

멸을 관찰할 수 있는 조직(Fig. 2)이 있었으며, 두

가지 검사 모두에서 어떠한 변화도 관찰할 수 없

는 조직 또한 관찰되었다. H&E 염색만으로 조직

의 변성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편한

피부 표면과 조직면의 융기가 관찰되었으며, 진피

조직의 팽윤(Fig. 1A-a) 또는 수축(Fig. 1A-b)을

관찰할 수 있었다. 조직의 팽윤이 있는 부분은 정

상피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진피층을 이

루는 부위의 섬유질 사이의 구분이 없이 한 덩어

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의 논문에서

는 편의상 ‘부종형 화상’으로 지칭한다. 진피조직의

수축이 있는 부위는 정상피부와의 경계가 명확하

며(Fig. 3A-a), 간혹 수축이 일어나지 않은 진피층

부위와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후에

서는 편의상 ‘수축형 화상’이라고 지칭한다.

이와 같은 조직변성의 경우, 표피층의 특정 부위

와 모낭부위에서 TUNEL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

다. H&E 염색에서는 변성을 발견할 수 없으나

TUNEL 검사에만 반응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주로

표피층에서만 TUNEL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권오상⋅이상훈⋅조성진⋅최광호⋅연선희⋅이새봄⋅최선미⋅류연희

- 20 -

Fig. 1. Example of burn tissue.
Histological and optical images of deep-2nd degree or full thickness burn. A : Edematic burn tissue(a) and contracted
burn tissue(b) can observed in same tissue. H&E, merged, x 200. B : TUNEL, merged, x400. C : Optical observation
of burn skin surface. it supposed A and B locates in the white dotted line(c).

Fig. 2. Example of ist degree burn tissue.
It was not observed degeneration of dermis with H&E staining(A), but observed cell death in the epidermis with
TUNEL assay(B). Redness of burn area has optically observed.

2. 간접구 화상부위 진피층의 비교

동일한 부위의 피부조직에서의 화상부위와 정상

부위를 비교하면 정상 피부(Fig. 3A)에서는 진피층

의 형태가 섬유질이 얽혀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화상부위(Fig. 3B)의 진피층

에서는 섬유질이 얽혀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관찰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섬유질이 녹아서 한 덩어리

가 된 것과 같은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피부 조직이 주름지는 현상(Fig. 3B-b) 또한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조직이 주름지는 현상

은 정상 피부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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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mparison of the normal part and burnt part.
The skin of the normal area has the structure in which the fiber texture gets complicated (A). But it can observe the
structure seems to be tight and seems to be homogeneous like melting away in the skin of the burnt area (B). In
figure A, the clear boundary line of the normal skin and burnt part can be observed. (H&E, ×200)

3. 간접구 화상부위 표피층의 비교

정상부위와 화상부위의 표피층을 비교해 본 결

과 정상 피부(Fig. 4A-1,2)의 표피는 모공과 주름

등으로 인한 굴곡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두껍지만

일정하지 않은 두께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수축형 화상부위의 표피(Fig. 4B-1,2)의 경우

에는 정상피부와 부종형 화상부위에 비해 가장 얇

고 평편한 표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수축형 화상

의 경우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표피를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얇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표피가 탈락되거나 손실되지는 않았다. 부종형 화

상부위의 표피(Fig. 4C-1,2)의 경우 정상부위에 비

해 얇고 평편한 표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각질층 또한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화상 부위의 육안적 관찰 결과(Fig. 4D)를 수축

형 화상(Fig. 4D-b)과 부종형 화상(Fig. 4D-c)의

부위를 비교해 본 결과 붉은 부분이 수축형 화상

에 해당하고 부종형 화상부위는 희게 불룩 올라온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일부 화상 피부에서는 표피층에서의 광범위한

cell death를 관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진피층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은 화상부위나 수축형 화상과

정상 피부와의 경계면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표피층에서의 세포사멸은 주로 육안상 1도 화상에

서 주로 관찰할 수 있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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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hange of the epidermal layer in the 2nd degree burnt part.
The curve is lost and thickness becomes thin. The epidermal layer in the burnt part is more flat in the contraction
type burn. And there is no keratin layer. It can observe at the edema type burn part that it is relatively thick and
the keratin layer remains in comparison with the shrinkage type.

Fig. 5. Cell death in the epidermal layer of 1st degree or superficial 2nd degree burn.
As a result of TUNEL assay, cell death in large area of epidermis has observed in 1

st
degree burn area (A), and in

the surroundings of contracted superficial 2nd degree burn area (B). TUNEL,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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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구 화상으로 인한 피부의 탈락

화상으로 인해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탈락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주로 표피가 탈락된 부

분의 진피층은 노출부위의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거침을 알 수 있었으며, 탈락 범위의 변연부에서는

표피층과 더불어 진피층의 일부 또한 탈락되어 있

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탈락된 표피층은 TUNEL

검사 결과 죽은 세포임을 알 수 있었다.

Fig. 6. The omission of the outer layer of the skin in the burnt area.
The photograph of tissue in the area in which the omission of the epidermis occurs(A-1, B-1) and enlarged
photograph(A-2, B-2). As to the omission of the epidermis, some dermal layer is included. , The separated epidermis,
according to TUNEL assey result, can observe to be died cell(B-2).

5. 간접구 화상으로 인한 피부부속기의

변화

화상이 미치는 영향은 모공과 같은 피부 부속기

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모공에 결합되어 있는

피지선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이러한 손상은 H&E

염색으로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TUNEL 검사 결

과 세포사멸이 관찰되어 알 수 있었다. 많은 화상

조직에서 피지선을 구성하는 세포 가운데 일부에

서 세포사멸이 관찰되었고, 특히 모공과 가까운 쪽

의 세포에서 세포사멸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7A). 때로는 피지선을 이루는

세포 전체가 사멸하는 경우 또한 관찰할 수 있는

데, 이는 진피층의 손상과는 연관이 없었다(Fig.

7C). 혹은 모낭을 구성하는 표피층이나 모근세포에

서 세포 사멸이 관찰되기도 한다(Fig.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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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hange in the hair and adnexa.
The change in the hair and this adnexa is prominent in the sebaceous glands. Some cells died in some cases (A), and
the whole cell of the sebaceous glands dies in other cases (C). The epithelial cell surrounding the hair or hair root
besides the sebaceous glands raises the cell death (B).

6. 간접구 화상으로 인한 피하조직의

변화

피하조직의 화상으로 인한 변화는 피하지방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데, 수축형 화상과 부

종형 화상 모두에서 지방조직의 변성이 발견되었

다. 정상 부위에서의 지방조직(Fig. 8A)에서는 세

포벽이 얇고 세포가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과

는 다르게 화상부위(Fig. 8B,C)에서의 지방세포는

세포벽이 비후되어 있고, 세포 사이의 간격이 멀어

마치 세포 한 두 개가 빠진 것과 같은 부위가 관

찰된다. 모든 화상조직에서 피하 근층 이하의 지방

조직에서는 변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하 근층

에서도 특이할 만한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Fig. 8. The denaturation of the subcutaneous tissue.
A : The normal subcutaneous fat. The cell wall is thin.
B : The subcutaneous fat in the contraction type burn.
The cell wall becomes thick. C : The subcutaneous fat
in the edema type burn. The cell wall becomes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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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구 화상에서의 화상의 분포

위에서 정리한 화상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36

개 샘플의 화상 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조직에

서 화상이 관찰되었으며, 1도 화상은 12개 33.3%,

2도 천층 화상은 7개 19.4%, 2도 심층화상은 7개

19.4%, 3도 화상은 10개 27.8%가 관찰되었다.

No
Burn

1
st

Degree
2
nd

Superficial
2
nd

Deep
Full

thickness

Number 0 12 7 7 10

Ratio 0.0% 33.3% 19.4% 19.4% 27.8%

Table 1. Number and ratio of samples with three 
-stage burn

Ⅳ. 고 찰

그동안의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뜸 시술로

인한 화상에 대한 경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18-26). 그러나 뜸 시술로 인해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뜸

시술시 화상을 예방하면서도 치료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상용 간접구를 시작으로 화상을 방지

할 수 있는 시간, 장수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뜸으로 인한 화상을 평가

하는 기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뜸으로 인한 화상의 형태와 정도에 대해

조직학적 기준을 통해 조사하고 고찰하여 뜸으로

인한 화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상용 간접구를 이용한 뜸 시술시의 화상은 심한

경우 피하 지방층까지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 3도

화상으로 판단한 경우에서 TUNEL assey를 통해

서도 정상 피부와의 어떠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

어 화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다

양한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6종의 서

로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열자극

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며, 동일한 조

건으로 뜸을 시술하였을 때 일부에서 화상을 입거

나 자극량이 부족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1도에서 3도까지의 다양한 화상은 그 형태에 따

라 부종형 화상과 수축형 화상으로 분류하였는데,

부종형 화상은 진피 조직의 융기가 있으며, 정상

피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주로 화상의 중심

부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수축형 화상은 진피

조직이 수축되어 있으며 정상 피부와의 경계가 명

확하고 간혹 하부의 변성되지 않은 진피층과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수축형 화상은 주로

부종형 화상의 변연부에 존재하며, 변성되지 않은

피부와의 경계부에서 표피세포의 세포사멸이 관찰

되었다. 수축형 화상은 외견상 붉게 변색된 부분에

서 관찰되는데, 이는 화상 상처에서 수분이 소실되

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분 소실은 첫째

로는 조직액의 과도한 삼출로 인하여 세포내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뜸 시술 후

상용 간접구를 제거할 때 접착용 스티커로 인한

일부 표피층의 손실의 두 가지 원인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화상조직의 특성은 표피층의 굴곡이 평편해지고

두께가 얇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진피층은 본래 유

두층과 망상층의 두 층으로 구분되며, 두 층 모두

는 비교적 낮은 밀도의 느슨한 결합조직으로 이루

어져 있다27). 화상으로 변성된 조직의 경우 진피층

의 손상부위는 느슨한 결합조직의 얽힌 듯한 현태

는 관찰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의 덩어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화상

부위에서는 피부 표면에 수직으로 표피층과 진피

층을 가로지르는 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화상조직에 대한 다른 연구 결과28)에서

도 발견할 수 있어 화상조직의 특성 가운데 하나

로 사료된다.

3도 화상은 피하조직에서의 변성이 기준이 되는

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부 조직에서 3도 화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3도 화상의 또 다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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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질화는 간접구를 시술한 36개 조직 가운데 어

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화상을 발생시킨 열

원인 간접구 피부 접촉면의 온도가 피부의 경질화

를 발생시키는 온도보다 낮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

되며, 이를 통해 상용 간접구는 시간조절을 통해서

화상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화상조직의 변성은 2도 또는 3도 화

상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1도 화상은 H&E stain

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으며, 오직 TUNEL assey

를 이용한 표피에서의 세포사멸을 조사하는 방법

으로만 구분할 수 있었다. 표피에서의 세포사멸로

인한 TUNEL 반응은 수축형 화상과 정상 피부와

의 경계면에서도 관찰할 수 있어 화상으로 인한

변성부위와 정상피부의 경계면에서 표피층의 세포

사멸이 주로 관찰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TUNEL

assay로 인한 세포사멸의 경우 apoptosis는 세포핵

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염색되나 necrosis의 경우에

는 세포핵이 파괴되어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점으

로 구분이 가능한데, 표피층에서의 세포사멸은 세

포핵의 형태를 관찰할 수 없어 necrosis가 주가 됨

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조직에서 진피조직의 일부를 포함한 표피

층의 탈락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수포층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진피층의 손상이 따

르는 것은 간접구를 제거할 때의 접착력 때문으로

사료된다.

세포사멸은 모공이나 피지선과 같은 부속기에서

흔하게 관찰되는데, 주로 피지선에서의 세포사멸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세포사멸은 apoptosis와 necrosis

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진피조직의 변성과 그 분포

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변성이 일어나지

않은 일부 피부에서도 관찰되어 제모 과정에서 사

용된 약품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공 및 피지선에서의 세포사멸을 화상의

정도 비교를 위해 사용하려면 정상부위에서의 세

포사멸과의 비교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피

하조직의 손상은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관찰되었으

며, 피하 평활근세포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아 상용

간접구로 인한 화상은 피하지방층까지 조직의 손

상을 일으킴을 알 수 있었다.

화상의 정도에 있어서는 1도 화상이 33.3%, 2도

화상이 38.8%, 3도 화상이 27.8%로, 반흔을 형성하

는 2도 이상의 화상은 66.6%에 이른다. 따라서 상

용 간접구 한 장을 전부 연소시키는 경우 2/3의 경

우 화상으로 인한 반흔을 남길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상용 간접구로 인한 화상의 형태와 정

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후 상용 간접구를 이용

한 뜸 시술로 인한 화상을 판별할 때 화상의 범위

와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절편과정에서의 불

가피한 손실로 인해 화상 정중앙 부위의 조직 시

료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화상 정중앙의 조직

형태와 화상으로 조직 변성의 범위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이후에 시행될 뜸으로 인한

화상의 조직학적 관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용 간접구가

피부에 밀착하게 하기 위하여 피부의 모발을 제모

하였다. 제모 시술 시 제모제를 사용하여 피부에

물리적인 손상을 최소화 하였으나 화학적인 손상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후의 연구

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보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상용 간접구로 인한 화상의 형태와 정도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여 이후 뜸으로 인한 화상의 연구에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기초자료로서의 의

미가 있으며, 금번의 연구에 이어 이후의 연구에서

는 각각의 제품별, 시술 시간별 화상의 정도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화상을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간접구 시술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Ⅴ. 결 론

다양한 상용 간접구 제품을 백서의 피부에 시술

하여 발생하는 화상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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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간접구 시술로 인한 화상 평가의 기준을 확립

하고 시행한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상용 간접구를 이용한 뜸 시술은 1도에서 3도

화상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 2도 화상과 3도 화상은 H&E stain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었으며, 1도화상은 TUNEL assay

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3. 1도 화상에서는 표피층에서의 TUNEL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2도 이상의 화상에서는 진피

층의 손상이 관찰되었다. 3도 화상에서는 피하

지방까지의 조직변성이 관찰되었으나 피부조직

의 경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상용 간접구로 인한 화상의

조직학적 관찰을 통해 상용 간접구 시술로 인한

화상을 분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의 연구에서는

상용 간접구의 제품별 시간, 장수에 따른 화상의

정도를 측정하여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뜸의 시

술 기준을 확립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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