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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surface-chemical transitions in manufacturing process of traditional acupuncture as proposed method by 

Dongeuibogam.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raditional acupuncture from a used iron for a long time was divided by primary medicinal 

herbs treatment, secondary medicinal herbs treatment and tertiary treatment using by dog meat. The traditional acupuncture research 

process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specimens at each processing step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following devices were used to Surface analysi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X-ray diffraction analyzer (XRD). As a result, medicinal herbs removed impurities on the surface and raised the antibacterial effect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raditional acupuncture. Furthermore, the ingredients of medicinal herbs were coated on the surface of the iron. 

Dog meat influenced to prevent surface corrosion, reduce friction when the acupuncture was inserted. Although the process empirically 

obtained, a glimpse of the wisdom of our ancestors was revealed. These ancestral wisdom can be expected to apply today, when used in 

manufacturing process of a modern stainless steel acupuncture to compensate for the defectiv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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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허준의 동의보감의 ｢침구편｣1)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전
통 침을 제조하는 방법인 연침법(鍊鍼法)이 소개되어 있다. 
연침법은 침의 재료와 그것을 한약재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
한 소개가 되어 있다. 또한 처리에 사용되는 약재의 종류, 
양과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 연침법(鍊鍼法)
• 오래 사용한 말재갈을 취해서 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신묘하다.
• 침(鍼)를 끓이는 데는 오두(烏頭), 파두육(巴豆肉) 각 

1냥(一兩), 마황(麻黃) 5돈(錢), 목별자(木鱉子) 10개, 오
매(烏梅) 5개, 이상의 것을 침(鍼)과 약을 함께 은석기(려
石器)에 넣어 하루 동안 달여서 꺼내어 씻어서 다시 통증을 
멈추는 약(止痛藥)인 몰약(沒藥), 유향(乳香), 당귀(當歸), 
화예석(花乳石)을 각기 반냥을 위와 같이 1일간 물에 달여 
꺼내어서 조각수(皂角水)에 씻고 다시 개고기 속에 넣어 
하루 동안 달이고, 이어서 기와가루로 깨끗이 닦아 끝이 바
르게 펴서 배추씨기름을 바른다. 항상 사람의 기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신묘하다.

침은 사람의 몸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로써, 인체에 
1) 허준저 윤석희 등 역, 대역 동의보감, 동의보감출판사, 2005. p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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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조상들은 지
금과 같은 첨단재료를 얻을 수 없었으며, 제련기술이 발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 재료 또한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의보감에 기술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약 재료를 이용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

는 점은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인 노력과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과학적 근거와 설명이 빠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동의보감에 기록된 조상들의 침 
제조과정을 과학적으로 고찰해보고, 그 우수성을 검증해보
고자 한다.

Ⅱ. 본론

1. 연구방법 및 과제

전통 침 제조과정을 동의보감에 제시된 방법대로 재현하여 
과학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 다. 우선, 문헌 내용을 토대로 
그 과정을 1～3차의 3단계로 구분하 다. 모두 철(Fe)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계 방법
1차 처리

쇠(Fe)를 넣고, 오두 40 g, 파두 40 g, 유황 20 g,
마황 20 g, 목별자 20 g, 오매 15 g과 물 1 L를
넣고 끓임

2차 처리 1차 처리된 쇠(Fe)를 넣고, 몰약 20 g, 유향 20 g,
당귀 20 g, 화예석 20 g과 물 1 L를 넣고 끓임

3차 처리 2차 처리된 쇠(Fe)를 조각자 40 g 달인 물에 
씻은 후, 개고기에 넣고 끓임

표 1. 연침법의 처리 단계 및 방법

일반적으로 한약을 추출할 때, 금속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즉 금속과 한약이 열처리 과정에서 어
떤 반응을 일으킨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 
제조과정에 사용된 한약재가 철(Fe)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가정하 다.
연구과정에서 침의 재료로 철을 사용한 이유는 과거 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철로 만들어진 말재갈을 담금질하여 침 
모양으로 만든 후, 한약재 처리를 하 기 때문이다. 본 연
구과정에서 사용한 철은 부식방지 목적의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철을 2가지 특정한 크기(기본시편 5 cm×5 cm, XRD
용 시편 1.5 cm×1.5 cm)로 철판을 절단하여 사용하 다.

한약을 끓이는 데에는 전기 약탕기2)를 사용하 다. 전기 
약탕기에 처리 단계별 한약재 추출액과 시편을 같이 넣고 
끓인 후, 시편을 추출액에서 건져낸 후, 발진주파수 40kHz
를 갖는 초음파세척기(SHB-1025)를 사용하여 시편 표면
에 물리적으로 묻은 잔류 물질을 일정한 외부 힘을 이용해 
제거하 다. 시편 표면에 묻은 수분을 제거하고, 레토르트 
파우치를 이용하여 봉하여 표면분석 전 발생하는 산화를 
차단하 다.

표면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사용하 다. 주
사전자현미경(SEM)3)을 이용하여 각 처리단계별 물질별 
시편의 표면을 관찰하 다. 또한, X선 원소분석 장치(ED
S)4)를 이용하여 시편 표면의 원소의 변화를 관찰하 고, X
선 회절 분석장치(XRD)5)를 이용하여 표면에서 일어난 결
과들을 살펴보았다. 

전통 침의 제조과정은 1차 한약재 처리, 2차 한약재 처
리 그리고 3차 개고기 처리 단계로 구분되며, 본 연구과정
에서는 전통 침의 제조과정에 따라 각 처리 단계별 시편의 
특성 및 변화를 측정하 다.

2. 연구내용 및 결과

1) 1차 처리 과정의 철(Fe)재료의 변화

(1) 실험 ① : 철(Fe) 재료의 표면 변화 관찰

오두 40 g, 파두 40 g, 유황 20 g, 마황 20 g, 목별자 20 g, 
오매 15 g에 물 1 L를 넣고 OC-8300R(제작사: 오쿠)를 
이용하여 10시간 동안 달인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한약 원
액을 취했다. 원액에 철(Fe) 시료를 넣고, 다시 10시간을 
끓인 후 철(Fe) 시편의 변화를 관찰하 다. 이때, 시편의 

2) OC-8300R (제작사 : 오쿠)
3) LYRA FEG (제작사 : Tescan)
4) Bruker (제작사 : Tescan)
5) D8 Discover (제작사 : Bruker A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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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 다.
한약재와 함께 끓인 철(Fe) 시편은, 아래 사진 1과 같이 

표면이 심하게 부식되어 밝은 색이 일부 드러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단순히 물에 넣어서 부식이 진행된 시편과 
비교할 때, 확연한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1).

한약재만 달인 액체에 철(Fe) 시편을 넣고 끓인 것은, 

액상 물질의 색깔에서 큰 차이를 보 다. 철 시편를 넣고 
달인 결과, 액상 물질의 색이 아래와 같이 더욱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철 시편을 넣었을 경
우 액상 시료 상층부에 엉긴 것으로 보이는 막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한약재와 철 시료 간 화
학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2).

처리 전(Fe) 단순 열처리(Fe) 1차 처리 (Fe)

사진 1. 1차 처리 전후의 철의 표면 변화

1차 한약재만으로 달인 경우 1차 한약재에 철 시편을 첨가하여 달인 경우

사진 2. 1처리 전과 후의 추출액

(2) 실험 ② : 여러 금속 시료의 표면 변화 관찰

실험 ①에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되, 시료의 종류를 철
(Fe) 뿐만 아니라, 아연(Zn), 알루미늄(Al), 구리(Cu)도 사
용하여 변화를 관찰하 다.

여러 금속 시료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
응 정도에 따라 나열하면, Fe > Zn > Cu > Al 순으로 반
응이 크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반응 후 얻어진 

한약재 액상 시료의 색깔 변화도 철(Fe)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액상 시료의 색깔은 철의 경우 뚜렷한 검정색을 
나타냈지만, 다른 물질들은 한약재만을 끓 을 때의 색깔인 
연갈색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철의 경우 액상
표면 위 상층부에 막이 형성되었으나, 아연을 비롯한 구리, 
알루미늄의 경우는 막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1차 처리에 사용된 한약재들은 철(Fe)과 가장 잘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3).



전통 연침법(鍊鍼法)의 재현 및 침(鍼) 표면 변화의 분석

- 138 -

철(Fe) 아연(Zn) 구리(Cu) 알루미늄(Al)

1차 
처리 전

1차 
처리 후

1차
처리 후
액상표면

사진 3. 1차 처리 전과 후의 금속의 변화 및 액상시료

(3) 실험 ③ : SEM, EDS, XRD를 이용한 철(Fe) 재료의 
표면 변화 관찰

실험 ①과 같은 방법으로 1차 한약재(오두, 파두, 유황, 

마황, 목별자, 오매)와 철(Fe)을 함께 달인 후, 만들어진 
철(Fe) 시료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관
찰하 다(사진 4).

대조군 : 물에 넣고 10h 끓인 
철(Fe)판 (200배)

실험군 : 1차 한약재를 넣고 10h 달인 
철(Fe)판 (200배)

대조군 : 물에 넣고 10h 끓인 
철(Fe)판 (3000배)

실험군 : 1차 한약재를 넣고 10h 달인 
철(Fe)판 (3000배)

사진 4. 1차 처리 전과 후의 철 시료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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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넣고 끓인 철(Fe) 시편(대조군)과 1차 처리 한약재 
6가지를 넣고 달인 철(Fe) 시편(실험군)을 비교해 보면, 1
차 처리를 한 실험군의 경우 표면의 요철의 높이가 낮아지
고, 그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00배로 확대
하여 촬 한 샘플을 비교해보면 처리 후에는 부식에 의한 
균열 등이 생기며, 표면의 요철 등이 눈에 띄게 사라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차 처리에 사용되는 한약재를 사
용하여 철(Fe)을 달인 경우, 불순물을 포함한 철(Fe) 표면
의 성분들이 부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①과 같은 방법으로, 한약재(오두, 파두, 유황, 마

황, 목별자, 오매)와 함께 철(Fe)을 달인 후, 만들어진 철
(Fe) 시편의 표면을 X선 원소 분석 장치(EDS)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사진 5).

사진 5. 1차 처리 전과 후의 철 시료의 표면 사진

대조군 : 물에 넣고 10h 끓인 철(Fe)판 (500배) 실험군 : 1차 한약재를 넣고 10h 달인 철(Fe)판 (500배)
그래프 1. 1차 처리 전과 후의 철 시료의 원소 분석

철(Fe)판 시편을 1차 한약재로 처리한 후, 시편의 변화
를 살펴보면, 탄소(C), 칼슘(Ca), 인(P)의 함량이 증가된 
반면, 상대적으로 철(Fe)의 표면 분포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의 철(Fe) 함량 감소와 탄소(C) 함량의 증가는 
표면에 한약재 성분의 유기물의 함량이 증가한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한약재에 넣고 끓인 철판(실험군) 표면의 상대
적인 원소 분포를 물에 철판만 넣고 끓인 경우(대조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칼슘(Ca), 인(P)이 소량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한약재에서 추출된 한약 물질과 철(Fe)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표면이 변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원소 분석만으로는 어떠한 화학반응이 일어났는지 구체적
으로 알 수는 없으므로, 추가적인 실험(XRD)이 필요했다.

실험 ①과 같은 방법을 한약재와 함께 철(Fe)을 달인 
후, 만들어진 철(Fe) 시료의 표면을 X선 회절 분석 장치
(XRD)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

실험결과, 철(Fe)의 조성은 일부 원소(Ca, P 등)의 조성
이 미량 변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약재 처리 전과 후의 물
질 조성이 거의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의 두 
그래프를 겹쳐놓은 ‘#1 & #2’ 그래프를 보면, 주요 물질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실험 ①~曆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1차 처리 한약재는 철(Fe) 시료를 부식시켜 시편 표면의 
윗부분을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래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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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 물에 넣고 10h 끓인 철(Fe) 실험군 : 1차 한약재를 넣고 10h 달인 철(Fe)판

그래프 2. 1차 처리 전과 후의 철 시료의 성분 비교

(4) 실험 曆 : 액상 시료 상층부에 생긴 막의 관찰

1차 처리에 사용된 한약재 6가지(오두 80 g, 파두 80 g, 
유황 40 g, 마황 40 g, 목별자 40 g, 오매 30 g)를 각각 물 
1 L와 함께 넣고 달인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한약 원액을 
취했다. 각각의 원액에 철(Fe) 시료를 넣고, 다시 10시간을 
끓인 후 액상시료 상층부에 형성된 막을 관찰하 다.

6가지 한약재 중 파두, 마황, 오매를 철(Fe) 시료와 끓
인 액체의 상층부에 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사진은 각각 액상 시료 상층부의 모습이다. 파두는 많
이 엉기지는 않았지만, 마황과 오매는 상층부에 물질이 많
이 엉기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6).

아래와 같이 표면에 생긴 막을 분리하여 페트리접시에 
넣어 건조시켰다. 그리고, X선 원소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의 4가지 샘플이 같은 경향성을 보 으며, 
철(Fe), 산소(O), 탄소(C) 순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철 함
량이 50~70% 내외로 철 원자와 다른 물질들이 혼합되어 
엉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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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 파두 유황

마황 목별자 오매
사진 6. 각각의 한약재와 철의 반응시 액상시료 변화

오두+파두+마황+
유황+목별자+오매 파두 마황 오매

사진 7. 반응 후 액상시료 표면에 생긴 막

6가지 한약재(오두+파두+마황+유황+목별자+오매)와 철(Fe)을 함께 반응시킨 경우
액상시료 상층부에 형성된 막의 X선 원소분석 결과 (EDS)

그래프 3. 1차 처리 결과 생성된 막의 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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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⑤ : 개별 한약재의 철(Fe)과의 반응 관찰

1차 처리에 사용된 한약재 6가지(오두 80 g, 파두 80 g, 
유황 40 g, 마황 40 g, 목별자 40 g, 오매 30 g)를 각각 물 
1 L와 함께 넣고 달인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한약 원액을 
취했다. 각각의 원액에 철(Fe) 시료를 넣고, 다시 10시간을 
끓인 후 철(Fe) 시료의 변화를 관찰하 다(사진 8).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오매가 철(Fe) 시료의 표면을 가

장 많이 부식시켰으며, 다음으로 유황이 많이 부식시켰다. 
나머지 한약재도 시료의 표면을 일부 부식시키거나, 색을 
변화시켰다. 오매는 여러 종류의 acid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미루어 철 표면을 심하게 부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한약재만 끓이고 남은 액체와 철(Fe) 시료
를 넣어 끓이고 남은 액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6가지 
한약재를 끓인 액상시료 모두 철(Fe)과 반응한 후 검은색 
계열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9).

오두 파두 유황

마황 목별자 오매
사진 8. 1차 과정의 개별 한약재의 철(Fe)과의 반응 후 모습

‘오두’ 반응 전과 후 ‘파두’ 반응 전과 후 ‘유황’ 반응 전과 후

‘마황’ 반응 전과 후 ‘목별자’ 반응 전과 후 ‘오매’ 반응 전과 후
사진 9. 1차 과정의 개별 한약재의 철(Fe)과의 반응 후 액상시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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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처리 과정의 철(Fe)재료의 변화

유향 20 g, 몰약 20 g, 당귀 20 g, 화예석 20 g에 물 1 
L를 넣고 OC-8300R(제작사:오쿠)를 이용하여 10시간 동
안 달인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한약 원액을 취했다. 원액
에 철(Fe) 시료를 넣고, 다시 10시간을 끓인 후 철(Fe) 시
료의 변화를 관찰하 다. 이때, 시료의 표면을 관찰하 다.

한약재와 함께 끓인 철(Fe) 시편은, 표면에 노란색을 띠
는 다량의 끈끈한 점액성 물질이 뭍어 있었다. 물로 씻어도 
잘 씻기지 않으며, 시료 표면에 강하게 접착되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사진 10).

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확인해본 결과, 표면에 매
끈한 물질이 다량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끈
끈한 점액성 물질이 응고되어 막을 형성하 다(사진 11).

  

1차 처리 후 2차 처리 전 시편 2차 처리 후 시편 및 부분을 확대한 사진
사진 10. 2차 과정 전과 후의 철 시료 변화

200배 500배
사진 11. 2차 과정 전과 후의 철 시료 표면

실험 ①과 같은 방법으로, 한약재와 함께 철(Fe)을 달인 
후, 만들어진 철(Fe) 시료의 표면 변화를 X선 원소분석장
치(EDS)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그래프 4).

측정결과, 처리 전 시료에 포함되어 있던, 철(Fe), 탄소
(C), 산소(O) 외에도 다양한 원소가 검출되었다. 철 표면에 
묻어 있는 물질에는 산소(O)와 탄소(C)의 함량이 가장 많
았으며, 철(Fe), 칼슘(Ca), 인(P), 알루미늄(Al), 규소(Si), 

마그네슘(Mg), 나트륨(Na)이 검출되었다.
2차 처리 과정에서 몰약, 유향, 당귀, 화예석에 포함되어 

있는 과량의 성분 물질이 철(Fe)의 시료에 묻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향과 몰약은 수지(Latex)성분으로 열
을 가하는 과정에서 녹았다 굳어지면서 시료의 표면에 달
라붙게 된다. 이때, 한약재에 포함된 물질이 함께 혼합되어 
시료의 표면에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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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 물에 넣고 10h 끓인 
철(Fe)판 표면 (200배)

실험군 : 2차 한약재를 넣고 10h 달인
철(Fe)판 표면 (200배)

그래프 4. 2차 처리 결과 생성된 막의 원소 분석

실험 ①과 같은 방법을 한약재와 함께 철(Fe)을 달인 후, 
만들어진 철(Fe) 시료의 표면 변화를 X선 회절 분석 장치
(XRD)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

2차 처리 후 시료의 표면에 다양한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1과 #2의 사진을 비교하면, #1
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물질들이 PEAK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래프 5).

대조군 : 물에 넣고 10h 끓인 철(Fe) 실험군 : 2차 한약재를 넣고 10h 달인 철(Fe)판
그래프 5. 2차 처리 결과 생성된 막의 성분 분석

XRD를 이용하여 검출된 물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경향성만을 파악하 으며, 
2차 처리 결과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목록은 아래
와 같다. 유향과 몰약에 포함된 물질은 체내에 들어갈 경우
에, 통증의 완화(지통) 효과를 주는 물질들이며, 인(P), 칼
슘(Ca) 등을 포함한 화합물은 체내에서 신경작용물질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지통효과를 준
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선조들은 침에 특정 성분
을 넣는 방법을 기대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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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처리 과정의 철(Fe)재료의 변화

철(Fe) 시료와 개고기 200 g에 물 1 L를 넣고 OC-8300R 
(제작사:오쿠)를 이용하여 10시간 동안 끓인 후, 시료의 변
화를 육안으로 관찰하 다(사진 12).

개고기와 함께 끓인 철(Fe) 시료 표면에 기름막이 형성
되었다. 손으로 만져본 결과 매끈매끈한 표면으로 변하
다.

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 을 때도, 아래 사진과 같이 
표면에 기름방울이 묻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사진 13).

   

2차 처리 후 3차 처리 전 시편 3차 처리 후 시편 및 부분을 확대한 사진
사진 12. 3차 과정 전과 후의 철 시료 변화

200배 500배
사진 13. 3차 과정 전과 후의 철 시료 표면

실험 ①과 같은 방법으로, 개고기와 함께 철(Fe)을 달인 
후, 만들어진 철(Fe) 시료의 표면 변화를 X선 원소분석장
치(EDS)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그래프 6).

철(Fe)판 시료를 3차 개고기를 처리한 후, 시편의 변화
를 살펴보면, C, Ca, P의 함량이 증가된 반면, 상대적으로 
Fe의 표면분포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의 Fe함량 

감소와 C함량의 증가는 표면에 개고기에 포함된 Oleic acid 
등, 단일불포화지방산의 폴리머가 도포되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소 분석만으로는 어떠한 화학반응이 일어났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므로, 추가적인 실험(XRD)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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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 물에 넣고 10h 끓인 
철(Fe)판 표면 (200배)

실험군 : 3차 한약재를 넣고 10h 달인
철(Fe)판 표면 (200배)

그래프 6. 3차 처리 후의 표면 원소 분석

실험 ①과 같은 방법을 한약재와 함께 철(Fe)을 달인 
후, 만들어진 철(Fe) 시료의 표면 변화를 X선 회절 분석 
장치(XRD)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

3차 처리 후 시료의 표면에 다양한 물질이 묻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1과 #2의 사진을 비교하면, 

#1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물질들이 PEAK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래프 7). 실험 ②에서와 같이, 개고기에
서 추출된 물질이 철(Fe) 표면에 묻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물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
하다.

대조군 : 물에 넣고 10h 끓인 철(Fe) 실험군 : 3차 개고기를 넣고 10h 달인 철(Fe)판
그래프 7. 3차 처리 후의 표면 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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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찰

과거에 철(Fe)의 제련 및 처리 기술이 지금과 같이 발달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조상들은 침(구)의 재
료로 사용할 말재갈 등의 표면 이물질(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1차 처리 과정을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1차 
처리과정을 통해 철(Fe)의 표면을 벗겨내고, 단백질이나 세
균을 제거했다.

현대 침은 규정되어 있는 지침이 간략하고, 주사바늘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다. 초보적인 지침 수준을 떠나, 침체 
끝부분의 각도, 표면의 상태, 윤활유의 성분, 상태 등 외관
에 대한 추가적인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생
체적합성 측면에서의 실험규정 및 침 표면의 중금속 검출
기준에 대한 규정의 보완도 필요하다. 

현대적 침의 표면처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논문
들을 볼 때, 과거 조상들의 침 제조방법에서는 표면 불순물 
처리에서 낮은 수준의 제련 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화
학적인 우수성이 돋보인다. 또한 중금속 제거 및 살균, 항
균효과가 있는 한약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우수성
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를 오늘날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침에 적용시키면 현대 침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우리 조상들의 전통 침 제조과정에서 과학적인 원리를 
밝히는 본 탐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차 처리 결과

1) 다른 금속들보다 한약재와 철(Fe) 시료와 같이 달일 
때, 액상이 가장 검게 변하 고, 오직 Fe 시료에서만 액체 
상층부에 엉긴 것처럼 보이는 기름막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1차 처리 한약재들이 철(Fe)과의 화학적 반응의 경향
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 다. 약재들 중에서는 오매가 여러 
가지 산들로 구성된 물질이므로 표면의 부식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을 확인하 다.
2) EDS 분석을 통해 1차 한약재를 처리한 후, Fe 시편

의 변화를 살펴보면, 탄소(C), 칼슘(Ca), 인(P)의 함량이 
증가된 반면, 상대적으로 철(Fe)의 표면 분포는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한약재에서 추출된 한약 물질과 철(Fe)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표면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파두, 마황, 오매의 액상시료 상층부 기름막은 철(Fe)함량
이 50-70%인 물질로 표면의 철(Fe)이 부식된 결과임을 
확인했다. 

3) XRD 분석을 통해 1차 처리 한약재는 철(Fe) 시료를 
부식시켜 시편 표면의 윗부분을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고 
확인하 다.

2. 2차 처리 결과

1) 2차 처리 한약재와 함께 끓인 철(Fe) 시편은, 육안 
및 SEM 관찰에서 표면에 노란색을 띠는 물에 잘 씻기지 
않는 다량의 끈끈한 점액성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2) EDS 분석을 통해 2차 한약재를 처리한 후, 처리 전 

시료에 포함되어 있던, 철(Fe), 탄소(C), 산소(O) 외에도 
칼슘(Ca), 인(P), 알루미늄(Al), 규소(Si), 마그네슘(Mg), 
나트륨(Na)이 검출되었다. 특히 유향과 몰약은 수지(Latex)
성분으로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녹았다 굳어지면서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확인하 다.

3) XRD분석을 통해 2차 처리 전후 새로운 물질이 시편
의 표면에서 발견되었다. 유향과 몰약의 성분 물질은 체내
에 들어갈 경우에, 통증의 완화(지통) 효과를 주는 물질들
인데, 특히, 인(P), 칼슘(Ca) 등을 포함한 화합물은 체내에
서 신경작용물질로 작용한다. ‘동의보감’에 ‘지통효과를 준
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침에 약효 성분을 
넣는 방법을 기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3차 처리 결과

1) 3차 처리에서는 개고기와 함께 끓인 철(Fe) 시료 표
면에 기름막이 형성되었다. 손으로 만져본 결과 매끈매끈한 
표면으로 변하 고, 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 을 때도, 
아래 사진과 같이 표면에 기름방울이 묻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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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S 및 XRD분석을 통해 3차 개고기로 처리한 후, 
표면에 개고기의 불포화지방산으로 보이는 성분들이 표면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시사점

침은 사람의 몸에 사용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한
의학 도구로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또한 한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침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대 침은 단순히 재료에만 의존하고 있
는 반면에, 조상들은 안정성이 확보된 침을 만들기 위해 다
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상들이 남
겨놓은 역사적 기록물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사라진 기술
을 복원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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