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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literature review was researched to observe the evidence of effect of moxibustion in 

adipose tissue decomposition.

Methods : We reviewed studies which contained lipolysis effect of moxibustion treatment in Pubmed.

Results : Moxibuston improves blood flow in adipose tissue and stimulates metabolism in the course 

of lipolysis . Many studies reported that moxibustion stimulated reptin, insulin, testosterone, 5-HT and 

thromboxane. Especially, moxibustion triggers the HPA axis system, which has an effect on 

lipometabolism. Based on such effects, moxibustion is considered to have an effect on adipose tissue 

decomposition. 

Conclusions : Although moxibution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in adipose tissue decomposition, 

futher stud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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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灸法은 병증에 상응하는 부 를 애엽이나 각종 약

물을 이용하여 소작, 훈 함으로써 얻어지는 온열성 

자극과 피부 조직의 연소에서 생기는 화학물질에 의

한 자극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1)
. 뜸요

법은 溫經止血, 散寒止痛하는 효능이 있고 艾灸요법 

시에 溫經散寒, 血脈疏通의 기능을 발휘하여 조직기

의 기능을 促進 혹은 調整함으로써 補血, 强心. 鎭

痛, 止血, 免疫  병  조직의 제거와 국소의 충 , 

빈 , 염증 등에 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2)
.

뜸요법은 오랜 옛날 인류가 질병과 싸우면서 생겨난 

산물이며 그 기원은 인류가 불을 사용한 것과 련이 

깊다. 피부의 일부 구역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지졌을 

때 유발되는 특정 질병에 한 효과는 경험의학의 차원

에서 승되어 구법으로 발생하여 발 되어 왔다
3)
. 

1973년 국의 湖北省 長沙 馬王  3호 고분에서 출토

된 의서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

은 시 으로 ≪黃帝內經≫보다 앞선 의서로서 경락

순행과 그 경락이 주하는 병증의 치료 방법으로 유일하

게 뜸이 논해졌으며, 이후로 ≪黃帝內經≫에 이르러 각

종 뜸의 수기법  응증 등이 다양하게 기재되었다
4)
.

뜸요법의 기본 인 작용 기  의 하나인 온열작용

은 서양의학의 온열요법 기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온열요법은 피부  피하조직에 온열자극을 가하여 

해당 조직의 온도 변화와 류량 변화, 세포막 투과성 

변화 등 생리  반응을 일으키는 치료법 의 하나이다
5)
. 

온열요법은 순환의 진, 국소 신진 사의 진, 통증 

 근경련 감소 등의 생리  효과를 하여 이용되는데 

온열치료를 인체에 용하면 모세 , 동맥, 정맥 

등이 확장되어 류량이 증가되고 내장 은 반사

으로 수축되며 말 의 항이 감소하여 류속도

를 증가시킨다. 한 온열치료가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하여 민
6)
은 체온조 을 해 발한작용이 증가되며, 

환기량이 증가되는 등의 작용으로 심박 수가 증가한다

고 하 으며, 윤 등
7)
은 심박 수의 상승, 총 발한량의 증

가, 땀 속의 Cl-이온의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

20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의 약 60%가 3년 이내 한방치

료를 받아본 이 있는데 침(82.7%)과 물리치료

(45.9%) 다음으로 38.8%가 뜸요법을 받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2006년 기 으로 약 200억 원 이상의 건

강보험료가 뜸의 시술료로 지 되었다
8)
. 이러한 통계

수치는 뜸요법이 매우 보편 인 국민 치료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를 해 학문  뒷받

침도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뜸 

련 연구가 차 활성화 되는 반면 한국 한의계의 

뜸치료 기술에 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9)
. 임상에서 뜸의 근골격계  내과 질환에 한 

치료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한 치료 효과도 양호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논문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뜸에 한 임상연

구에 편 된 상태이며, 김 등
10)
의 논문에서 뜸이 근육

재생에 미치는 향에 하여 조직학 인 연구가 진

행되었으나, 그 외의 피하조직  지방조직에 한 연

구는 거의 무한 상태이다.

이에 자는 뜸이 체내의 피하조직  지방조직의 

분해와 변화에 미치는 향을 기  연구의 에서 

조사 연구를 실시하 고, 양호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

고하는 바이다.

Ⅱ. 방  법

뜸이 체내의 지방조직의 사와 분해에 미치는 향

을 조사 연구하기 하여 Pubmed에서 ‘moxibustion’

으로 검색한 결과 총 1,945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검색 결과에서 ‘lipolysis’, ‘adipose tissue’, ‘obesity’를 

다시 검색하여 주제  조사 목 에 합한 논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0

편의 논문을 검색하 으며 이들 논문을 심으로 지

방분해에 뜸이 미치는 향에 한 고찰을 시행하 다. 

Pubmed는 미국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database 의 하

나로 1960년 반 이후 70여 개국에서 출 된 4,600여 

종의 생의학 잡지에 실린 1,100만여 인용문헌을 담고 

있으며 주로 문자료로 되어 있다.

Ⅲ. 결  과

1. 지방의 사과정과 구조

1) 지방의 사

인체의 지방은 지방조직(adipose tiss ue)과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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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축 되어 있다. 지방세포(fat cell)는 에 지의 

장과 방출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교한 세

포이다
11)
. 과잉 에 지는 지방세포에서 동화되어 성

지방(triglyceride)의 형태로 장되며 에 지가 부족

할 때 지방분해 효소에 의해 리세롤과 유리지방산

(free fatty acid)으로 변화되어 에 지원으로 사용된

다. 한 지방조직의 생성과 분화에는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들과 인자들이 여하게 된다
12)
.

2) 지방층의 구조

지방층은 피부층  주로 피하조직에 잘 발달되어 

있다. 피하지방층의 지방조직은 배엽에서 기원한 

지방세포로서 이들은 섬유성 결체조직의 격(septa)

에 의해 소엽(lobule)으로 분리되어 벌집 같은 구조를 

이루게 된다. 격 안에는 , 림 , 신경이 존재

하며 주로 지방층을 이루는 세포는 지방세포(fat cell)

로 지방분해(lipolysis)  지방합성(liposynthesis)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13)
.

2. 뜸이 지방분해에 작용하는 물리  

인자

1) 조직 온도의 상승을 통한 사 

활성화

지방분해에 있어서 물리 인 열자극은 매우 요

한 역할을 한다. 물리  열은 국소 세포의 사를 활

발하게 하며 열량을 소모하고 양성을 증진시켜 지

방분해를 직간 으로 조장하는 효과를 발휘한다14).

뜸은 피부  주변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지방분해에 직간 인 작용을 유발할 수 있게 한다. 

재 임상에서 다용하는 상용간 구의 피부 달 최고

온도는 45∼50℃ 정도로 유효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온도이다15). 한 상용간 구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해지는 온열자극은 42℃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주변 조직 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열자극의 범  안이다16).

2)  확장  류량의 증진

조직의 국소 온도가 42℃ 이상으로 올라가면 열의 

직 인 자극 이외에도 이차  자극에 의한 히스타

민류 물질 등이 방출되어 이 확장되고 류량을 

증가한다17). 지방조직의 열은 지방소포(lobule) 주 의 

확장을 유발하는데 이 확장으로 인해 국소 순환 

류량이 증가하면서 한층 더 사를 진하게 된다
18)
.

Wang 등
19)
은 쥐 실험을 통해 지방조직의 류량

을 억제하는 5-hydroxytryptamine의 수치가 뜸 자극

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뜸 자극이 지방 조직의 류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뜸이 지방분해에 작용하는 

생화학  인자

1)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hypothala mus-pituitary-adrenal 

axis, 이하 HPS axis)

HPA axis는 지방 사와 매우 한 계가 있다. 

일반 인 심성 비만 환자의 부분은 HPA axis 기

능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20). 이미 동물실험을 통

해서  HPA axis의 활동이 불충분하거나 고갈되면 교

감신경체계는 항상성 상태를 유지하기 해 보상 으

로 활성화된다고 밝 져 있다. 이는 곧 이상 지질 

증을 야기하며 동시에 간과 근육의 인슐린 항성을 

동반한 유리 지방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사

료된다21). HPA axis의 활동과 연 이 깊은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들도 지방 사와 련 있는 물질들로 지

방의 비정상 인 축 을 야기할 수 있는 인자이다22). 

이들은 근육에 작용하는 인슐린 항성을 유도하여 

사성 질환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23).

1990년 남경 의  침구과에서는 침과 뜸이 39명

의 환자의 체  감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하 다. 그들은 침과 뜸이 38.5%에서는 하게 효

과가 있으며 51.3%에서는 효과가 있고 10.3%에서는 

효과가 없음을 밝혔다. 그들은 HPA axis system의 

한 기능 하를 밝혔으며 이것이 식욕 하의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24).

2) 렙틴(leptin)

수십 년 부터 체내의 지방은 구심성과 원심성의 

신호로 조 이 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왔는데 

1994년 비만유 자가 클로닝되면서 그 단백 산물인 

렙틴이 구심성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졌다25). 

렙틴은 지방조직이 증가하면 일반 으로 비례 증가하

여 식욕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렙틴

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축 에 의하여 분비되며 뇌

장벽(bloo d-brain-barrier, BBB)을 통과한 후 시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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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궁상핵(arcuate nucleus)에서 b형 렙틴수용체

(LRb)와 결합하여 proopiome lanocortin(POMC) 발

을 증가 시킨다. 그 결과 만들어진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α-MSH)이 뇌실주 핵(para-

ventricular nucleus, PVN)에서 제3/4형 melanocortin 

수용체(MC3/4R)에 작용하면 melanocortin system이 

활성화되어 식욕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에 지소비도 

증가시키는 원심성 신호를 만들어 낸다. 

한 최근 연구에서는 렙틴이 열충격단백질 70 

(heat shock protein 70, 이하 HSP -70)을 다양한 기

으로 조 할 수 있음이 밝 졌다. HSP는 외부 스

트 스 인자로 인하여 변성이 일어나는 세포를 보호

하고 재생 기능을 하는 단백으로 렙틴의 조 이 단순

한 지방 사의 조 에만 멈추지 않고 HSP에 향을 

주어 세포 보호와 세포 재생을 진하는 등의 기 에

도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26)
.

Mo 등
27)
은 갱년기의 쥐에게 침치료와 뜸치료를 병

행한 실험을 통해 치료군의 시상하부와 난소에서 더 

많은 렙틴이 분비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뜸과 침치

료가 렙틴 분비를 늘려 지방축 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3) 인슐린(insulin)

인슐린은 지방 사에 있어 추 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의 하나이다. 인슐린은 지방조직에서 지방

의 분해를 억제하고 간  지방조직에서 지방산 신합

성(de novo lipoge nesis)을 진하는 역할을 한다. 근

육 내 지방의 축 은 인슐린 항성을 직간 으로 

악화시킨다. 지방 축 으로 지방조직(adipose tissue)

의 염증반응이 동반되면 식세포(macrophage)가 침

착되고 이들에서 나온 면역 cytokine(TNF나 IR-6)의 

분비가 증가하여 직 으로 인슐린 항성을 유발시

킨다고 보기도 하며, 염증 발생 시의 염증 매개물질인 

IKK-β, JNK1,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3(SOCS3) 등의 활성이 증가되어 간 으로 인슐린 

항성을 악화시킨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28).

뜸은 인슐린 사의 조 에 직 인 향을 주는

데 이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1989

년 장 등29)은 족삼리에 뜸요법을 시행했을 때의 각종 

호르몬 변화를 찰하 고, 뜸이 인슐린 수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수 있음을 밝혔다. 한 2002년에는 

뜸과 인슐린 항성에 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에 따르면 4주간의 쥐 실험 결과 뜸치료 그룹의 쥐들

이 glucose infusion rate(GIR)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

타냈고 이를 통해 뜸치료가 인슐린 항성에 향을 

 수 있다고 보았다
30)
.

4)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비만한 남성의 청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정상 체

을 가진 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비

만 남성의 지방조직에서 테스토스테론 구물질이 에

스트로겐으로 환되어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감소되

거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농도의 증가로 시

상하부-뇌하수체-성선 축이 억제되기 때문으로 설명

될 수 있다
31,32)
. 테스토스테론은 지방 분해를 진하

는 효과가 있으므로, 청 테스토스테론의 농도 감소

가 체지방량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33)
.  

Pergola
34)
와 Marin

35)
은 연구를 통하여, 테스토스테론 

제제를 복용한 남성의 복부지방이 더 빠르게 분해되

었고, 리포단백-지방분해효소의 활성과 성지방의 

흡수가 억제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뜸은 액 내의 total testosterone  free testosterone

의 감소를 억제하여 지방의 축 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연구에서 신수ㆍ명문ㆍ 원 등의 

자리에 뜸요법을 하면서 찰한 결과 뜸이 조군과 

비교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

시키는 데 효과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36)
. 

5) 5-hydroxytryptamine(이하 5-HT)

5-HT는 시상하부나 뇌간의 뉴런으로 트립토 에

서 만들어진 신경 달물질로 장조직, 소 , 비만세

포에 해  수축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최근 Wang 등19)은 쥐 실험을 통해 뜸 자극군에서 

adrenocorticotrophic hormone  5-HT의 수치가 유

의성 있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뜸 시술이 

5-HT의 수치를 떨어뜨림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

방조직의 비만세포 주변  수축작용이 어들게 

한다. 

6) 트롬복산 B2(thromboxane B2)

트롬복산은 소 의 응고작용   수축을 유

도하는 물질이다. 체내 여러 곳에 있으며 지방조직

(adipose tissue)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지 증 유발 토끼군을 상으

로 직 구과 간 구 치료를 시행하며 트롬복산  B2의 

수치를 측정한 결과 간 구군과 직 구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 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

과에서는 토끼의 고지 증 개선과 내피세포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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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의미를 두었으나 트롬복산 B2가 지방조직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뜸이 지방세포 내부의 

 확장을 유발시켜 지방세포의 사 활성화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7)
.

Ⅳ. 고  찰

뜸은 병증에 상응하는 穴位에 애엽 혹은 기타 약물

을 燃燒하여 灸火의 溫熱을 경피 으로 투입하여 치

료의 효과를 내는 외치법의 한 종류로 재 한의학에

서 질병치료와 보건증진 등의 목 으로 다양하게 사

용하는 치료법이다
38)
. 뜸의 주 원료인 애엽은 국화과

에 속한 다년생 본 인 약쑥의 잎으로서 주로 에 

채취하여 건조한다
39)
.

뜸의 기원은 인류가 불을 사용한 것과 련이 깊은

데, 피부의 일부 구역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지졌을 때 

유발되는 특정 질병에 한 효과는 경험의학의 차원

에서 승되어 뜸으로 발 되어 왔으며 이후로 ≪黃

帝內經≫에 이르러서는 각종 뜸의 수기법  응증 

등이 다양하게 기재되었다
3,4)
.

뜸은 시술방법에 따라 직 구법과 간 구법으로 

나 다. 艾柱를 피부  상에 놓고 태우는 것을 直

接灸라고 하고, 생강편, 마늘편, 식염 등의 에 艾柱

를 놓고 뜸을 뜨는 것을 間接灸 혹은 隔間灸, 間隔灸

라고 한다
38)
. 

최근에는 시술 시의 번거로움 때문에 골  종이 

에 원주형의 쑥뜸이 고정된 일회용 간 구가 개발되

어 상용되고 있다. 뜸으로 유효한 치료 효과를 얻기 

해서는 뜸치료 시 피부에 가해지는 온열 자극이 

42℃ 이상이어야 하며 47∼50℃ 열자극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조직 괴사와 응고, 단백질 변성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6)
. 재 임상에서 다용하는 상용간 구의 피

부 달 최고온도는 45∼50℃ 정도로 통 인 격물구

와 큰 차이가 없는 유효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도이며 고  방식의 간 구를 체할 온열 자극을 

볼 수 있다
15)
.

세계 으로 뜸에 한 심은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뜸에 련된 체계 인 논문 

한 2000년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 성과는 미진

하다
9)
. 2009년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뜸과 련된 논문  임상 논문이 약 51.1%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며 뜸의 효능을 검증하는 논

문은 많으나 뜸치료의 치료 기 에 한 연구 논문은 

무한 실정이다
10)
.

이에 자는 뜸치료가 근골격계 환자에게 주로 많

이 시행되는 에 착안하여 신체조직에 뜸이 어떤 

향을 주는가에 한 연구를 시행하 다. 그 에서도 

뜸이 체내 지방조직의 유지  분해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인 연구를 시행하 다.

뜸이 지방 사에 일차 인 향을 미치는 기 은 

열자극이다. 지방분해에 있어서 물리 인 열자극은 

국소 세포의 사를 활발하게 하며 열량을 소모하고 

양성을 증진시켜 지방분해를 직  간 으로 조장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 한 조

직의 온도가 42℃ 이상으로 올라가면 열의 이차  자

극에 의한 히스타민류 물질 등이 방출되는데 이는 지

방소포(lobule) 주 의 확장을 유발하여 이 확장

으로 인해 국소 순환 류량이 증가한다
17,18)
. 재 임

상에서 많이 이용되는 상용간 구를 사용할 경우 피

부에 가해지는 온열자극은 42℃ 정도를 유지할 수 있

으며 이는 곧  확장과 조직 사 활성화 효과를 

얻는 열자극의 범  안이라 할 수 있다
16)
.

지방 사에 있어서 HPA axis는 매우 요한 인자

이다. 이미 동물실험을 통해서  HPA axis의 활동이 

불충분하거나 고갈되면 교감신경체계는 항상성 상태

를 유지하기 해 보상 으로 활성화된다고 밝 져 

있으며 이는 곧 이상 지질 증을 야기하며 동시에 

간과 근육의 인슐린 항성을 동반한 유리 지방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21)
. HPA axis의 

활동과 연 이 깊은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들도 지방

사와 련 있는 물질들로 지방의 비정상 인 축

을 야기할 수 있는 인자이다
22)
. 이미 뜸과 체  감량

의 상 성에 한 연구들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

고 있으며 뜸이 체  조 을 하는 기 이 HPA axis

의 활동과 연 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연구들도 발표

된 바 있다
24)
.

뜸이 지방 사  지방조직을 조 할 수 있는 다양

한 물질들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표 인 것이 렙틴이다. 렙틴은 지방조직이 

증가하면 비례하여 증가하고 반 로 식욕  지방 생

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최근에는 렙틴

이 단순히 지방 사에만 여하는 것이 아니라 열충

격단백질 70(heat shock protein 70, 이하 HSP-70)을 

다양한 기 으로 조 할 수 있음이 밝 졌다. 이미 뜸 

실험을 통해 뜸치료가 동반된 한방치료군에서 렙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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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분비됨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곧 지방축 의 

억제와 식욕 감퇴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27)
.

뜸은 인슐린 사의 조 에도 직 인 향을 주

는데 이에 한 연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1989년 장 등
29)
은 족삼리에 뜸을 떴을 때의 각종 호

르몬의 변화를 찰하여 뜸이 인슐린 수치에 의미 있

는 변화를  수 있음을 밝혔으며, Kato 등
30)
은 뜸 치

료가 인슐린 항성의 변화에 향을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 인슐린은 지방조직에서 지

방의 분해를 억제하고 간  지방조직에서 지방산 신

합성(de novo lipogenesis) 진 역할을 하는데, 의 

연구들을 통해 뜸이 인슐린을 이용한 지방 신합성 억

제에 향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8)
.

테스토스테론도 지방의 조 에 매우 요한 요소

이다. 테스토스테론은 지방 분해를 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청 테스토스테론의 농도 감소는 체지방량

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33)
. 이는 이미 테스토스테론 

제제를 복용한 남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되

었는데 이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 제제를 복용한 남

성군의 복부지방이 더 빠르게 분해되었고, 리포단백-

지방분해효소의 활성과 성지방의 흡수가 억제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4.35)
. 뜸은 테스토스테론의 조

에도 효과 이었는데 한 연구에서 뜸 치료군의 

액 내 total testosterone  free testosterone 수치를 

조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군에 비해 더 많은 

양의 호르몬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뜸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조 하여 지방 축

을 억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6)
.

뜸은 한 5-hydroxytryptamine을 조 하는 역할

을 한다. 5-hydroxytryptamine은 시상하부나 뇌간의 

뉴런으로 트립토 에서 만들어진 신경 달물질로 장

조직, 소 , 비만세포에 해  수축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최근 실험에서 뜸 자극군의 5-HT 수치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
19)
. 

이는 지방조직 비만세포 주변의  수축작용이 

어들게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만세포의  확장

과 사증가로 이어져 국소의 지방분해를 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 지방 내 류를 

직 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무하여 뜸을 뜬 후 지

방 내 류 변화를 비교  측정하는 연구는 재까

지 거의 무한 실정이다.

트롬복산은 체내의 지방조직에도 존재하는 물질로 

주로 소 의 응고작용   수축을 유도하는 물

질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지 증 유발 토끼군을 

상으로 직 구과 간 구 치료를 시행하여 thrombo 

xane B2(TX B2)의 수치를 측정한 결과 간 구군과 

직 구군 모두에서 트롬복산의 의미있는 감소가 보

다. 이는 곧 일차 으로 뜸이 소  침착  응고를 

억제하여 고지 증으로 인한 동맥 내벽의 손상을 막

고 이차 으로는  확장을 유발시켜 조직 활성화

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7)
.

뜸은 한의학에서의 주요 치료방법  하나로서 

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지만 지 까지 

그 작용 기 과 지방세포의 분해 는 사에 미치는 

향에 한 실험 인 연구는 거의 무한 상황이다. 

지방 사에 작용하는 인자 자체가 워낙 다양하며 같

은 인자라도 여러 기 에 복잡하게 작용하기에 향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 재까

지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질 인 뜸으로 유발되는 

지방 분해 기 에 한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뜸이 체내의 피하조직 그 에서도 지방조직의 분

해와 변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Pubmed

에서 moxibustion  지방분해 련 인자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뜸은 국소 세포의 사를 활발하게 하며 지방분

해를 직  간 으로 조장하는 효과를 발휘하

고, 지방소포(lobule) 주 의 확장을 유발함

으로써 국소 순환 류량이 증가하면서 한층 더 

사를 진하게 할 수 있다.

2. 뜸과 지방의 축 에 상 성에 한 연구들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뜸이 체  조

을 하는 기 이 HPA axis의 활동성과 연 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주장이 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뜸은 렙틴, 인슐린, 테스토스테론, 5- HT, 트롬

복산 등의 물질들의 분비에 향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한 향후 지속 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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