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灸(쑥뜸)시술행위의 개선을 위한 藥灸劑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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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for the classification of medicinal moxibustion(藥灸劑) in Health Insurance 
Medical Benefit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on indirect moxibustion and usage of 
medicinal moxibustion in Donguibogam.
Methods: We analyzed statistical data of moxibustion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We investigated major judicial precedents on indirect moxibustion to 
find out some trend and we searched the usages of medicinal moxibustion in ZhenJiuDaCheng and Donguibogam.
Results: According to recent judicial precedents, indirect moxibustion with equipment is no loner regarded as Korean 
Medical Procedure. In composition of ‘Oriental Health Treatment’, amount for acupuncture has gradually decreased 
instead, amount for moxibustion has increased steadily for 5 years. Medicinal moxibustion(藥灸劑) is often used as 
a form of indirect medicinal moxibustion with moxa in Donguibogam. Argyi Folium, Moschus, Natrii Chloridium, 
Radix Preparata, Realgar and Olibanum are most frequently used for medicinal moxibustion in Donguibogam. 
Medicinal moxibustions are composed of simple prescription or herb-pair or multiple prescription in Donguibogam.
Conclusions: In Health Insurance Medical Benefit in Korea, under the division of moxibustion, direct medicinal 
moxibustion and indirect medicinal moxibustion should be classified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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灸(쑥뜸)시술행위는 한의의료행위중의 하나로서 

黃帝內經 素問에 “故曰 聖人之治病也 必知天地陰

陽 四時經紀 五臟六腑 雌雄表裏 刺灸砭石...”1)라 하

였듯이 병을 치료하는데 천지음양, 오장육부 등과 

더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도리 중 하나이며, 黃帝

內經 靈樞에 맥이 陷下한 경우 血寒하므로 뜸을 사

용하고, 大寒하여 침으로 치료가 마땅하지 않은 경

우에 뜸을 사용함이 마땅하다 하였다.2) 이처럼 오래

전부터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증진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어 오던 灸(쑥뜸)시술행위는 현재에도 실제 

임상에서 부분의 한의사가 침치료의 보조요법으

로서 병행(80.6%)3)하여 시술하고 있다.
또한 灸(쑥뜸)시술행위는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손쉽게 사용한 치료법이기도 하므로 지금도 많은 사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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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비영리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

고 있으며 이에 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

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

별조치법 제5조의 부정의료업자에 관한 법적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灸(쑥뜸)시술행위

는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기후, 생활습관 음

식 등에 따라 생기는 병이 다르므로 그에 좇아 시술

하여야 하며2) 사람의 身形과 心志와 이에 따른 病所

에 따라 시술을 달리해야 하는 치료법이며2) 환자의 

상태, 환자의 병증, 시술부위, 시술시의 상황 등을 

살펴 禁灸원칙을 지켜야 하며 잘못 시술하였을 경우 

화상과 이로 인한 감염 및 흉터, 뜸의 연소 진액으

로 인한 알레르기 피부염의 발생4)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행위이다. 특히 “‘자가 치료 및 민

간요법으로 뜸을 활용하여 생긴 부작용’으로는 화상

으로 인한 흉터(35.9%), 수포발생(25.0%), 시술 부

위의 괴사(15.6%), 피부 발진(9.4%), 피부 소양감

(7.8%), 증상 악화(6.3%)”3)가 나타나는 등 한의사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시

술행위는 많은 부작용과 피시술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뜸시술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

반이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

소된 사건에 한 최근의 판례가 기기구술 간접구 

방식의 뜸시술행위는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어 일반인에 의한 쑥뜸

시술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간접구에 한 판례의 변화

경향을 살피고 단순한 간접구와는 차별되며 오직 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간접구인 藥灸의 활용

을 鍼灸大成과 東醫寶鑑에서 살펴, 향후 건강보

험요양급여비용 분류에 간접애주구(코드 40306)와 

器機灸術(코드 40307)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灸術인 

藥灸를 신설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뜸)시술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개정안5)

에 침구 약침 부항술의 분류아래 중분류없이 직접

애주구, 반흔구, 소애주구, 애주구, 온기구로 분류

되어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는 분류번호 하

-30 구술(灸術)아래 직접애주구(코드 40304), 반흔구

(코드 40305), 간접애주구(코드 40306), 기기구술(코
드 40307)로 분류되어 있다. 구술과 관련된 요양비

지급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코드번호와 관련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심사결정 상 

총 횟수와 금액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

안의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기타의 5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심사실적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쑥뜸 시술 행위에 관한 판례로는 법원 1992.10.13. 

선고 92도1892 판결(이하 ‘ 법원 92도1892 판결’
이라 칭한다.)과 법원 2009. 9.18. 선고 2009도

10638 판결(이하 ‘ 법원 2009도10638 판결’이라 

칭한다.) 헌법재판소 2011.11. 24. 선고 2008헌마

627 결정(이하 ‘헌재 2008헌마627 결정’이라 칭한

다.) 및 법원 2012.09.13. 선고 2011도10990 판결

(이하 ‘ 법원 2011도10990 판결’이라 칭한다.)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약구의 활용에 관해서는  鍼灸大成과  東

醫寶鑑에서 灸, 藥灸, 熨, 燒, 燎 등이 포함된 구절

을 검색하여 그 중 熨法 등은 제외하고 藥灸와 관련

된 구절을 선택하고 조사하여 각 각의 주치, 구성약

재, 사용법 등을 살펴보았다.

 
1. 灸(쑥뜸) 시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1) 침술ㆍ구술ㆍ부항술 심사실적의 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

간한 건강보험통계연보6) 중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술 및 처치료, 검사료를 나타내는 ‘한방5  항목

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에 의하면 ‘시술 및 처치

연구방법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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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iental Health Treatments by Year.

Fig. 2. Changes in the Number of Uses by Year.

료’는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그 중 침술ㆍ구술ㆍ부

항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2) 구술의 분류에 따른 횟수와 금액의 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직접애주

구(코드 40304), 반흔구(코드 40305), 간접애주구(코

드 40306), 器機구술(코드 40307)의 시술 횟수 및 금

액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

하여 왔다. (단 반흔구는 횟수에 있어서 2010년과 2012
년, 간접애주구는 2010년에 전년 비 감소하였음)

각 연도별 횟수와 금액의 변화는 각 각 Fig. 2.,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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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Amount by Year.

2. 灸(쑥뜸)시술과 관련된 판례 변화

灸(쑥뜸)시술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한

의의료행위이며 민간에서도 오래전부터 자주 사용

하던 치료방법으로 “침구행위는 의료행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서울

지방법원 2000.2.1. 선고 99노6870 판결).고 판시하

고 있다. 이러한 灸(쑥뜸) 시술 행위에 관한 법원 

92도1892 판결, 법원 2009도10638 판결, 헌재 

2008헌마627 결정 및 법원 2011도10990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법원 92도1892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위반 : 제1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1.12.12. 

선고 91고합183 판결)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50명에게 

벌침을 놓아주거나 쑥뜸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

를 하여주고 치료비를 받았음.
(2) 판결 요지 :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

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

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나 실제로 그 효

험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벌침, 쑥뜸 등

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9도10638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 제1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3.18 선고 2008고단1251 판결)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 리점에서 침

3개, 쑥뜸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약 40명의 사람을 

상 로 쑥뜸 시술을 해주고 그 가로 합계 39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음.
(2) 판결 요지 : 가) 제1심은 ① 쑥뜸기 안의 연기

는 호스를 통해 배출되고 열기가 환부에 가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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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가 내장되어 있어 40분 후에 자동으로 작동

이 멈추며, 환부와 뜸쑥 사이의 거리가 약 7cm 이상

의 간격이 있는,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

식(直接灸)이 아닌 간접구(間接灸)인 점, ② 스스로 

가정에서 시술할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환자들

을 상 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

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9.9.18. 선고 2009노

1084 판결)은 제1심의 사실과 사정에 ① 쑥뜸기는 

특정의 혈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열기가 그 부위에 분포된 여러 혈자리에 두루 미

치는 만큼 특정 질병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처방으로

서의 성격이 약한 점, ②위 쑥뜸기는 일반인에게 판

매가 허용된 것인 점, ③위 쑥뜸기를 구입한 일반인

이 스스로 쑥뜸시술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점

까지 더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

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다) 법원 : 원심은 그 거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 행위

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쑥뜸 

시술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의 점에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헌재 2008헌마627 결정(기소유예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중략)... 쑥으로 0.3cm
의 뜸을 만든 후 해당 치료 경혈에 뜸을 놓아 시술

하는 방법으로 자격된 침사 외에 구(뜸)사 시술행위

를 한 것이다.

(2) 판단 : 청구인은 침사 자격만을 소지하였음에

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의 특정 경혈에 뜸 

시술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

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정당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하여 법원의 수지침 시술행위에 

한 판례를 인용하며 ‘① 뜸 시술로 인한 화상은 

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

렵고, ② 뜸이 침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위험성은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고, 
침사에 의한 뜸 시술행위에 하여, 일종의 관습으

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③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뜸 치료를 받

을 경우 신체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

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뜸 시술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피청구인이 청

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

여 수사와 판단을 제 로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

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4) 대법원 2011도10990 판결(의료법위반 : 제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4. 선고 2010고정3815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략)... 의료인이 아님에도 ...(중
략)...쑥뜸이 비만증 등 각종 질병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쑥뜸 받침 (일명 ‘콩받침 ’)에 쑥봉을 놓고 불을 

붙여 뜸을 떠 주는 방법으로 쑥뜸 시술을 하고 회당 

20,000원씩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결 요지

가) 제1심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쑥봉을 놓고 불을 붙여 



(104) 한한의학회지 제35권 제1호 (2014년 3월)

http://dx.doi.org/10.13048/jkm.14010104

뜸을 떠 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피

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000원에 처했음.
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 8. 

11.선고. 2011노49 의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음. 
무죄판결의 요지 : ① 피고인은 위 ‘김○○ 쑥뜸 

테라피’에서 쑥뜸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

반인을 상 로 쑥을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술행위를 한 점, ② 피고인은 피시술자의 증

상과는 상관없이 옷 위에 수건을 2~3장 덮고 2.5~ 
3cm의 콩으로 직접 만든 받침 위에 쑥봉을 올려놓

고 거기에 불을 피워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간접구(間接灸) 방식으로 쑥뜸시술행위를 한 점, ③ 

위 시술은 주로 배와 등 부위 전체에 골고루 이루어

지는데,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혈자리

에 쑥뜸의 열기가 두루 미치도록 하는 방식인 점, 
④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쑥뜸을 시술할 당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 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

단하고 그에 한 처방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질병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원하는 손님들에 

하여 배, 등 부분 등에 쑥뜸시술을 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쑥뜸이 혈액순환과 신진

사가 잘 되도록 하여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취

지의 광고를 하였을 뿐,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

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 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쑥뜸시술을 한 행위

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

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술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

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누구나 위와 같

은 콩받침 와 쑥봉만 있다면 이 사건 시술행위와 

같은 쑥찜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

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법원 : 상고를 기각하였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쑥뜸시

술을 한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여 제 1 심의 유

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東醫寶鑑 중 藥灸劑의 활용

東醫寶鑑 鍼灸篇에 ‘諸藥灸法’이라 하여, 豉餠

灸, 硫黃灸, 隔蒜灸, 桑枝灸, 附子灸, 黃土灸를 만들

고 시술하는 방법에 해 기술하고 있다.7) 이중 豉
餠灸는 豆豉ㆍ胡椒ㆍ生薑ㆍ鹽ㆍ蔥의 복합 약물을 

떡모양으로 만들어 환부에 놓고 뜸을 뜨는 방법이

다. ‘若餠子乾 更換新者灸之’의 문구로 미루어 보아 

豉餠을 직접연소시키지 않고 豉餠위에 애주구를 이

용해 뜸을 뜨는 방법이다. 硫黃灸, 桑枝灸는 유황, 
상지를 직접 연소시켜 뜸을 뜨는 방법이고, 隔蒜灸, 
附子灸, 黃土灸법은 蒜, 附子, 黃土 단일 약재를 놓

고 그 위에 쑥뜸을 떠서 약물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

가게 하는 방법이다. 
東醫寶鑑 중 藥灸는 內景篇(身形ㆍ小便ㆍ大便)

에 泄利不止, 産後小便不通, 大小便不通을, 外形篇

(耳ㆍ齒ㆍ胸ㆍ臍ㆍ足ㆍ後陰)에 暴聾, 牙痛瞼腫, 結

胸, 却病延年, 脚氣, 痔瘡痔漏을, 雜病篇(諸瘡)에 癩

癧, 疳瘻 등을 치료하기 위해 각 각 사용되었다.8-10) 
이를 Table 1.로 정리하였다.

 
1. 灸(쑥뜸) 시술에 관한 고찰

灸에 해서는 五十二病方에서 尤의 치료에 

“尤 取敝蒲席 若藉之弱 繩之 卽燔其末 以灸尤末 熱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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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dication / Name of Herbal 
formula Medicinal Material Treatment 

Internal bodily 
elements·Body
(內景篇·身形)

Persistent flow of diarrhea
(泄利不止) Excretion of rat(鼠糞) Moxibustion treatment on the umbilicus

Internal bodily 
elements·Urine
(內景篇·身形)

Having dysuria after 
childbirth(産後小便不通)

Salt(鹽), Allii Fistulosi 
Bulbus(蔥白)

Fill the umbilicus with salt, put Allii 
Fistulosi Bulbus on the salt and burn 
moxa with a large moxa handle. 

Internal bodily 
elements·Feces
(內景篇·大便)

Blocked feces and 
urine(大小便不通) / 
Navel-compressing 
therapy(罨臍法)

Crotonis Semen(巴豆肉), 
Armeniacae Semen(杏仁), and 
Gleditsiae Spina(皂角) 

Making them into rice cake and then 
cover the navel and apply moxibustion.

External bodily 
elements·Ear
(外形篇·耳)

Sudden deafness
(暴聾) Atractylodis Rhizoma(蒼朮) 

Making one end flat and the other end 
sharp. 
Put the sharp end into the ear and apply 
moxibustion on the flat end. 

External bodily 
elements·Teeth
(外形篇·齒)

Swollen cheeks because of 
toothache/From Crying to 
Laugjing Powder 
(哭來笑去散)

Realgar(雄黃)·Olibanum(乳香)·Pi
perris Nigri Fructus(胡椒)· 
Moschus(麝香)·Piperis Longi 
Fructus(蓽撥)·Alpiniae Officinari 
Rhizoma(良薑)·Asiasari Radix et 
Rhizoma(細辛). 

Wrap the grinded drugs with white paper, 
so it looks like a cigarette, dip in sesame 
oil, light with fire, and warm where the 
toothache is.

External bodily 
elements·Chest
(外形篇·胸)

Chest bind(結胸) Crotonis Semen(巴豆), Coptidis 
Rhizoma(黃連) 

Knead these powders with saliva, then 
make a cake. 
Fill the navel with this cake and apply 
moxibustion over this cake. 

External bodily 
elements·Chest
(外形篇·胸)

Severe pain below the heart on 
the abdomen, in the chest, in the 
flanks, in the waist and in the 
back.(一切心腹胸脇腰背苦痛)

Anthoxyli Pericarpium(川椒), 
Vinegar(醋)

Knead Anthoxyli Pericarpium fine 
powder with vinegar and make a cake. 
Apply this cake on the painful region, put 
moxa on the cake then burn it. 

External bodily 
elements·Navel
(外形篇·臍)

Training the Navel to 
Lengthen Lifespan / 
Live Long and Extended 
Longrvity Elixir(長生延壽丹)

Ginseng Radix(人參),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附子), 
Piperis Nigri Fructus(胡椒), 
Vespertilio superans Thomas 
(夜明砂), Myrrha(沒藥), Tigris 
Os(虎骨), Fossilia Ossis Mastodi 
(龍骨), Trogopterorum Faeces 
(五靈脂), Aconiti Koreani Tuber 
(白附子), Cinnabaris(硃砂), 
Moschus(麝香), Natrii Chloridum 
(靑鹽), Foeniculi Fructus(茴香), 
Syzygii Flos(丁香), Realgar(雄黃), 
Olibanum(乳香), Aucklandiae 
Radix(木香). 

Fill the navel with one portion of the 
drugs and five pun of Moschus powder. 
Fill the area inside flour dough with 
another portion of the drugs and press it 
to make the dough become firm. Make 
a few holes in the center. 
Place one piece of Sophorae Fructus 
(槐皮) to cover the drugs and apply moxa 
with mugwort.

External bodily 
elements·Navel
(外形篇·臍)

Training the Navel to 
Lengthen Lifespan /
Minor Secret Prescription to 
Welcome Life by Smoking 
the Umbilicus
(小接命熏臍秘方)

Olibanum(乳香), Myrrha(沒藥), 
Ratti Excrementum(猳鼠糞), 
Natrii Chloridum(靑鹽), Ratti 
Excrementum
(兩頭尖), Dipsaci Radix(續斷), 
Moschus(麝香).

Knead buckwheat powder with water 
and make a mass slightly bigger than one 
chon if the navel is big. Insert the powder 
of the drugs into the 
mass and put it on the navel. Cover this 
with one piece of Sophorae Fructus 
(槐皮) and apply moxa as big as a bean.

External bodily 
elements·Navel
(外形篇·臍)

The navel should be warmed /
Warm the Umblicus for 
Fertility Prescription
(溫臍種子方)

Trogopterorum Faeces(五靈脂), 
Angelicae Dahuricae Radix(白芷), 
Natrii Chloridum(靑鹽), Moschus 
(麝香).

Powder these drugs. 
Soften buckwheat powder with water 
into dough and make it long. Put this 
around the navel and fill the navel with 
the drugs. Apply moxa on the drugs.

Table 1. Usage of Herbs-partitioned moxibustion in Donguibogam(東醫寶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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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dication / Name of Herbal 
formula Medicinal Material Treatment 

External bodily 
elements·Foot
(外形篇·足)

Waist and legs swell up and 
urine doesn’t come out
(腰脚腫 小便不通)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 a
(附子)

Mix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 
powder with saliva and after sticking it 
on KI1(湧泉穴), apply moxibution with 
mugwort to lower the heat. 

External bodily 
elements·Anus
(外形篇·後陰)

Hemorrhoid sore
(痔瘡)

Dirt from one’s head(頭垢), Garlic 
(蒜) Artemisiae Argyi Folium 
(艾葉)

Make a rice cake with dirt from one’s 
head, put it on the edges of the 
hemorrhoids, put pieces of garlic and 
burn moxa with Artemisiae Argyi 
Folium.

External bodily 
elements·Anus
(外形篇·後陰)

Anal fistula (痔漏)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
(附子), Artemisiae Argyi Folium 
(艾葉).

Paste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 
powder with saliva and make a rice cake 
with it . Put above the hemorroids and 
burn moxa with Artemisiae Argyi 
Folium.

Miscellaneous 
disorder·Boil
(雜病篇·諸瘡)

Scurofula(瘰癧)/
Generation Moxa 
Powder(代灸散)

Minium(鉛粉), Realgar(雄黃), 
Calomelas(輕粉) Moschus(麝香), 
Sophorae Fructus(槐皮)

Grind these drugs and bake the medicine 
on Sophorae Cortex(槐皮) with charcoal.

Miscellaneous 
disorder·Boil
(雜病篇·諸瘡)

Anal Fistula Due to Infantile 
Malnutrition(漏瘡疳瘻瘡) Cicada larva(蠐螬 : Holotrichia24)).

Cut off the both ends of cicada lava and 
place this on the opening sore(瘡口). 
Then place a pillar made of mugwort to 
perform moxibustion.

卽拔尤去之”,11) 강(疒夅)의 치료에 “久左足中指”,9) 
穨의 치료에 “取枲垢 以艾裹 以久穨者中顚 令闌而

已.”11) 등 “久”로 표기되어있으며 반드시 艾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說文解字注에서는 “灸 灼

也 今以艾灼體曰灸 是其一耑也.”라고 표현되어 있어 

쑥에 의한 직접구를 뜻하였다. 
쑥을 원료로 사용하는 애구법은 애주구와 애권구

로 나눌 수 있고, 애주구는 피부와의 접촉방법에 따

라 직접구와 간접구 또는 間隔灸로 나눌 수 있으며 

간접구에는 隔薑灸ㆍ隔蒜灸ㆍ隔鹽灸 및 隔餠灸(附
子灸ㆍ豆豉灸ㆍ胡椒灸 등)ㆍ黃蠟灸ㆍ硫黃灸ㆍ黃土

灸가 포함된다.4) 간격구는 격물구라고도 하며 艾炷

가 연소하나 그 밑의 약재 또는 약물을 연소되지 않

는다. 애주 밑에 蒜, 鹽 등을 두고 애주를 연소시켜 

뜸을 뜨는 방법인 隔鹽灸, 隔蒜灸에 한 내용은 肘
後備急方 卷二 治卒癨亂諸急方에 “若煩悶湊滿者...
又方 以鹽內臍中上 灸二七壯” 및 卷五 治癰疽妒乳

諸毒腫方 第三十六에 “灸腫令消法 取獨顆蒜橫截 厚

一分 安腫頭上 炷如梧桐子大 灸蒜上百壯 不覺消 數

數灸 唯多爲善 勿令大熱. 但覺痛卽擎起蒜 蒜焦更換

用新者 不用灸損皮肉...” 등이 기재되있으며, 명  

양계주의 鍼灸大成12)

에 隔薑灸, 隔附子灸, 隔鹽灸 각 1개, 隔蒜灸 6개

와 熱嗽의 치료에 雄黃末을 艾炷에 섞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약구제 7개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그 활용

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鍼灸大成에서의 약구제의 활용을 Table 2.로 

정리하였다. 또한 香附餠과 木香餠은 明代에는 熨法

으로 사용되었지만13) 청  허극창의 外科證治全書
에는 “以艾灸之”라고 하여 艾炷에 위해 가열되는 약

물구로 사용되는 등 熨法와 灸는 실제 사용에 있어

서 같은 약재 및 처방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약뜸(藥灸)을 “뜸쑥과 약가루를 혼합하

여 담배형태의 애권을 만들어 혈위에 온열자극을 가

하여 기혈을 소통시킴으로서 치료목적을 달하게 하

는” 약물애권구에 한정14) 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

는 東醫寶鑑 ‘藥灸法’에 근거하여 藥灸劑를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한약재를 방제구성 원리에 의해 

쑥과 배오하여 환부에 시술함으로써 열기와 약효가 

피부에 흡수되도록 하여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구

법을 위한 제형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藥灸劑에는 

처방약을 분말로 만들어 직접 연소시키는 직접약구

과 약물을 片狀이나 餠狀으로 만들어 열전도 물질로 

하고, 피부와 애주 사이에 간격을 두어 시술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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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dication Medicinal Material

vol. 7. Extra Point(經外奇穴/聚泉) Wheezing, dyspnea and 
cough(哮喘咳嗽) Zingiberis Rhizoma Crudus(生薑), Argyi Folium(艾葉)

vol. 7. Extra point(經外奇穴/聚泉) Heat cough(熱嗽) Realgar(雄黃),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7. Extra Point(經外奇穴/聚泉) Cool cough(冷嗽) Farfarae Flos(款冬花),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8. Sore Toxin(瘡毒門) Abscess effusion(癰疽發背) Garlic(蒜)s,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8. Sore Toxin(瘡毒門) When bitten by a snake
(蛇咬傷人) Garlic(蒜)s,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8. Cold Damage(傷寒)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熱入血室)

Coptidis Rhizoma(黃連), Crotonis Semen(巴豆),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Effusion of Abscess 
(發背癰疽) Internal cellulitis(陰疽) Garlic(蒜)s,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9. Method of Treatment by a Great 
Doctor(名醫治法) Sore toxin(瘡毒) Garlic(蒜)s,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Method of Treatment by a Great 
Doctor(名醫治法) Sore toxin(瘡毒) Garlic(蒜)s,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Method of Treatment by a Great 
Doctor(名醫治法) Sore toxin(瘡毒) Garlic(蒜)s,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Method of Treatment by a Great 
Doctor(名醫治法) Sore toxin(瘡毒) Aconiti Lateralis Radix Preparata(附子),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Method of Treatment by a Great 
Doctor(名醫治法) Sore toxin(瘡毒) Sulfur(硫黃), Garlic(蒜),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Method of Treatment by a Great 
Doctor(名醫治法)

Strangury and Urinary block 
disease(淋閉) Salt(鹽),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Moxibustion for Chest Bind due 
to Cold Damage(灸結胸傷寒)

Chest Bind due to Cold 
Damage(結胸傷寒)

Coptidis Rhizoma(黃連), Crotonis Semen(巴豆),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Moxibustion for Chest Bind due 
to Yin Toxin(灸結胸傷寒)

Chest Bind due to Yin toxin
(陰毒結胸) Crotonis Semen(巴豆),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vol. 9. Navel-Steaming Treatment Method
(蒸臍治病法)

Longervity, Anti-aging. 
Strengthen spleen and 
stomach
(長生耐老 脾胃長强)

Trogopterorum Faeces(五靈脂), Natrii 
Chloridum(靑鹽), Olibanum(乳香), Myrrha(沒藥), 
Vespertilio superans Thomas(夜明砂), 
Ratti Excrementum(地鼠糞),
 Allii Fistulosi Bulbus(蔥頭), 
Akebiae Caulis(木通), Moschus(麝香),
 Sophorae Fructus(槐皮), Artemisiae Argyi 
Folium(艾葉) 

Table 2. Usage of Herbs-partitioned moxibustion in Zhen Jiu Da Cheng(鍼灸大成).

약구15)가 있는데 이는 간접구의 일종이라 할 수 있

다. 藥灸劑가 間隔灸와 다른 점은 間隔灸가 하나의 

약물만을 사용하는데 하여, 藥灸劑는 방제의 원리

에 의해 처방된 한약의 제형이 변화된 것이며, 艾卷

灸와 다른 점은 艾卷灸가 艾卷의 한쪽 끝에 점화하

여 피부에 가까이 어 熨燙하는데 비하여 藥灸劑는 

환부에 올려놓아 열기와 진액에 의한 약의 효능이 

피부로 통해 흡수되도록 하는데 차이가 있다.
灸(쑥뜸)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灸法에 관한 

문헌적 고찰과 최근의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16) 
‘전문적인 뜸 요법의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3) ‘하부에 종이 원판이 

있는 상용 간접구’와 ‘상용 간접구 하부의 종이 원

판을 제거하고 생강편과 마늘편’을 이용하여 온열자

극을 비교한 연구,17) ‘隔薑灸 와 隔附子灸의 두께와 

직경 온열자극을 비교’하여 ‘이상적인 생강편의 두

께(2mm)와 부자편의 두께(3mm)의 격물 두께’를 밝

힌 연구,18) ‘뜸의 열 특성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 연구19) 등이 있으며 침구행위와 관련

된 판례를 분석하여 ‘환자의 경혈에 하여 침, 구

(뜸)을 시술하는 것’을 ‘침구의료행위’로 정의한 연

구20)도 있다. 약뜸에관한 국내 연구로는 ‘한의학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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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영역의 확보를 위해 뜸의 효과와 약의 효과를 겸

한 약뜸(藥灸)의 개발활용에 한 필요성에서 약뜸

에 한 다양한 종류와 개발 및 임상의 새로운 영역

을 제언’한 연구14)가 있다. 격약구에 관한 중국의 연

구로는 脾氣虛로 변증한 과민성 장 증후군에 白朮

ㆍ山藥ㆍ茯苓ㆍ丁香ㆍ五倍子의 격약구를 神厥에 

치료한 임상연구21)와 脾腎兩虛형 단순 여성비만에 

附子ㆍ黃芪 격약구를 脾兪와 腎兪 시술하고 전침을 

배합하여 치료한 임상연구22) 등이 있다. 국내 연구

는 주로 뜸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으나 중국의 경

우 다양한 격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한 임상 논문이 많다. 향후 국내에서도 약구제의 

질병 치료효과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상에서는 직접구보다는 주로 애구법에 의한 간

접구, 즉 간접애주구를 사용하나 애주구 밑에 종이

관이 부착되어 있는 애주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灸管을 사용하는 것이 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간접애주구에 관한 논문 중에서 ‘제품화된 미

니뜸’, ‘구관’ 등을 사용한 간접구 시술이 95.7%에 

이르고 ‘각종 약물을 밑에 깔아서 사용’하는 간격구

에 의한 시술은 4.3%3)에 불과하며, 이는 임16) 등의 

연구에서도 간접구에 한 연구 17편 중 격약구에 

관한 연구는 5편으로 적은 것과 일치한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 상의 비율은 직접구(직접애주구, 반흔

구 포함) 9%와 간접구(간접애주구, 기기구술 포함) 
91%로 간접구가 현저하게 많다. 

2. 쑥뜸 시술행위에 대한 판례 경향 고찰

최근 쑥뜸 시술행위에 한 위 판례들을 ‘행위의 

목적성’, ‘행위의 주체’, ‘행위의 상’, ‘행위의 내

용’ 중 ‘한의학적 원리’ 와 ‘기타의 위험성’을 나타

내는 ‘한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인체에 생리상 위

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한의의료행위의 개념요소23)

의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1) 법원 92도1892 판결의 경우 의료행위의 개

념요소 중 하나인 ‘행위의 목적성’과 ‘행위의 주체’
를 엄격히 적용하여 의료행위를 규정한 판례라 할 

수 있다. 비록 한의의료행위라 적시하여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뜸 시술 행위는 한의사에 의해 질병의 치

료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한의의료행위 유형임을 

알 수 있다. 
(2) 법원 2009도10638 판결의 경우 제1심이 판

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이 차서 설사를 하는 사

람이나 요통이나 생리통,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사

람을 상 로 시술 하여 주었다고 하는 점은 치료의 

목적을 갖고 시술을 한 것이며, 이는 의료행위의 개

념요소 중 ‘행위의 목적성’에 부합한다. 다만 위 쑥

뜸기가 40분간만 작동하고, 환부와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점은 의료행위의 개념요소 중 비정형

적인 요소인 위험성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다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행위의 목적성’, ‘행위

의 상’으로서 ‘요통, 생리통, 무릎관절통’과 ‘행위

의 내용’인 쑥뜸시술을 갖추고 있으며 그 행위의 유

형이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쑥뜸기기에 의한 시술이므로 위험성이 약하고, 
시술에 이르기까지의 진단 및 처방으로서의 성격 또

한 약하므로 그 수준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인가를 고려할 

수 있는 사유라 하겠다. 
(3) 헌재 2008헌마627 결정의 경우도 뜸시술은 

청구인인 침사에게 있어서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

료행위’라고 판단함으로써 의료행위 개념요소 중 하

나인 ‘행위의 주체’를 근거로 의료행위 즉 한의의료

행위로 개념지은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정에서 뜸시술 행위에 해 “사회윤

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

가 많다.”라고 하며 정당행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유사의료업자인 직업과 경험 및 연령을 고

려하여 의료행위의 비정형적 개념요소인 ‘기타의 위

험성’이 적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지, 일반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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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osition of Oriental Treatment by Year.

뜸시술의 정당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4) 법원 2011도10990 판결이 법원 2009도

10638 판결과 다른 점은 후자의 경우 ‘특정의 혈자

리를 찾아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였음에 반하여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혈자리’
에 시술한 점이다. 법원 2011.5.13 선고 2007두

1871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에 의하

면 “침이 꽂혀 있던 위와 같은 부위들은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고...(중략)... 이 사건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

가 많다.”라고 판시하여 혈자리인 ‘경혈’에 시술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의 한 요소

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옷 위에 수건을 올려놓

고 한 간접구 시술이 화상의 위험은 경감되지만 ‘질
병이 있거나’한 사람에게 ‘피시술자의 증상과는 상

관없이’ 쑥뜸 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금구원칙을 

지키지 않은 시술이므로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한의의료행위의 유형에 속하였

던 뜸 시술행위에 해 최근의 판례는 기기구술 간

접구에 의한 쑥뜸시술행위는 한의의료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더라도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하

여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나 보건범죄단

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부정의료업자로 처벌

하지 아니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기

기구술 간접구의 시술은 더 이상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자유

롭게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업행위가 되었다. 

3. 灸(쑥뜸) 시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관한 고찰

1)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한방 5  

항목’의 ‘시술 및 처치료’중 요양급여심사실적은 

2008년 비 2012년에는 침술은 127%, 구술은 

240%, 부항술은 326% 증가하였다. 그러나 침술, 구
술, 부항술 각 각의 점유율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

다. 즉 침술의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구술과 부항술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침술, 구술, 부항술의 점유율의 연간 변화는 Fig. 4.
과 같다. 

2) 구술의 종류별에 따른 변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구술의 총 횟수

는 반흔구의 경우만 2008년 비 2012년 81% 감소

하였으며 직접애주구는 149%, 간접애주구는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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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Share of Uses by Year.

기기구술은 16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 

각의 점유율은 반흔구의 경우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년 약간씩 증감을 반복하고 있

다. 각 구술의 연간 점유율의 변화는 Fig. 5.와 같다.
또한 총 금액의 경우 2008년 비 2012년에 직접

애주구는 459%, 반흔구는 255%, 간접애주구는 

250%, 기기구술은 23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 

각의 점유율에 있어서 직접애주구는 5년 동안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간접애주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반흔구와 기기구술은 증감이 일정

하지 않다. 이처럼 총 금액에서 직접애주구의 점유

율은 계속 증가하고 간접애주구의 점유율을 계속 감

소하는 이유는 동 기간 동안의 상 가치점수의 인상

이 직접애주구가 꾸준히 높아, 둘 간의 격차가 2008
년에는 26.08점(직접애주구)과 21.78점(간접애주구)
으로 19%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0.70점(직접

애주구)과 30.51점(간접애주구)으로 141%에 이르기 

때문이다.
각 구술 총액의 연간 점유율의 변화는 Fig. 6.과 

같다.

4. 東醫寶鑑의 藥灸劑의 활용에 대한 고찰

東醫寶鑑에서 사용된 藥灸法 15례를 살펴보면 

① 연소재로서 艾炷, 艾灸, 燒艾, 艾火 등 쑥뜸을 사

용한 것이 10례, 그 외 단순히 灸라고 표현한 것이 

5례로써 애주를 연소재로 사용하는 간접약물구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약구를 직접 연소시키는 직접약

구법도 사용하였다. ② 시술부위로는 臍(배꼽, 神闕

穴)가 7회로 가장 많았으며 설리부지, 산후소변불통, 
소변불통, 결흉 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煉

臍延壽의 양생법으로 또는 臍宜溫煖의 이론에 따라 

求嗣를 위한 치법으로 사용되었다. 그 외 耳와 빰을 

비롯한 환부에 직접 시술하는 것이 7회이며, 각기병

이 腎으로 들어가 腰脚腫, 小便不通, 氣上喘急하는 

脚氣危證에 隔附子灸를 湧泉穴에 시술하여 열을 아

래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③ 약구제

에 사용된 약재는 연소재로서 사용된 艾葉을 제외하

면 麝香이 5회(哭來笑去散, 長生延壽丹, 小接命熏臍

秘方, 溫臍種字方, 代灸散)로 가장 많이 사용된 약재

이다. 鹽은 4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 1회는 隔鹽灸로 

나머지 3회는 배합약물로 사용되었다. 槐皮는 3회 

모두 약물과 연소재 사이를 격리시키는 재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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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Share of Amount by Year.

되었는데 이는 槐皮의 湯火瘡을 치료하는 효능을 이

용한 것이다. 그 외 附子, 雄黃, 乳香이 모두 3회 사용

된 약재들이다. ④ 또한 약구제는 鼠糞, 蒼朮, 附子, 
蠐螬 등 單味와 巴豆ㆍ黃連 二味의 藥對로부터 18
味의 복합처방으로 이루어 졌다. 

 
1. 기기구술 간접구는 한의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다.
2. 요양급여비용심사실정의 한방시술 중 침술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하는데 비하여 구술의 점유율을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동의보감에서 약구제는 쑥뜸을 이용한 간접약

구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4. 동의보감에서 약구제는 경혈상으로는 주로 神

闕혈에 시술되었다. 
5. 동의보감에서 약구제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재

는 艾葉, 麝香, 靑鹽, 附子 雄黃, 乳香이다. 
6. 동의보감에서 약구제는 單味, 二味로부터 18味

까지 다양한 복합처방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의 기기구술 간접구에 한 법원 판례의 

변화경향과 東醫寶鑑 중 약구제의 활용을 근거로 

한의사의 변증시치와 처방에 의한 약구제의 제조와 

이를 시술하는 약구법인 직접약구법과 간접약구법

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분류항목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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