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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have performed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EPMA), X-ray differaction (XRD),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scopy (ICP), Fourier transform Raman spectroscopy (FT-Raman), far-infrared (FIR),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and pH-DO Analyses for characterizing medicinal mineralogy aspect of the black

tourmaline (Shantung, china), black and pink tourmaline (Minas Geraris, Brazil), black touemaline (Daeyu mine,

Korea). In addition, heating effects of the tourmaline sauna as well as the effects of tourmaline powder-added soap

on skin troubles have been investigated. It has been revealed that chemical composition of the tourmaline is either

high in Fe-, Al-, B-rich types. Ratio of the K-Ca, Na-K, and Fe-B reflects the component change property of solid

solution. CaO/CaO+Na2O and MgO/FeO+MgO ratio show high positive correlation. When tourmaline reacts with

distilled water, extended reaction time DO values approximately decrease and it stabilizes at DO = 10. Otherwise,

pH values increase until 6 hours and it stabilizes at pH = 8 after 24 hours. Distilled water changes to alkaline when

it reacts with tourmaline powder and particles. Tourmaline showed lower absorption spectrum strength and

transmittance at short wave, where absorption spectrum wavelength and strength were determined by the content of

the composition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crystallography. Increase of the Fe content has been confirmed to be

the cause for the reduction of irradiation. For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spectral property of the tourmaline

particle samples, it has been found that Si and Fe contents show positive correlation with Far-Infrared irradiation,

while Al and Mg contents show negative correlation. For tourmaline powd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17O-NMR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decreases when reacts with distilled water. Tourmaline sauna (approximately

100oC) was found to increase 0.5-1.5oC of body temperature, average of 12 heartbeat, and 10mg Hg of blood

pressure. Tourmaline soap had very good aesthetic effect to skin and was confirmed to have above the average

improvements to skin troubles (e.g., allergy or at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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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기석이 본초 광물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국 산동성 흑색 전기석 5종, 브라질 미나스 제

라이스(Minas Geraris)광산의 흑색 및 핑크색 전기석 2종, 한국 대유광산 흑색 전기석 1종을 대상으로 전자탐침미세

분석, X-선 회절분석,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방출분석, 퓨리에변환 적외선분광분석, 원적외선 분석, 핵자기공명분석 및

물-전기석 반응에 따른 pH-DO 변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기석 찜질방의 온열효과와 전기석 분말을 첨가한 비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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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전기석 시료들은 철과 알루미늄 및 붕소 함량이 높은 유형으로 분

류되며, 칼슘, 나트륨, 칼륨, 철과 붕소 함량변화는 전기석의 고용체 특성을 반영한다. CaO/(CaO+Na2O)와 MgO/

(FeO+MgO) 함량비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전기석 분말과 증류수와의 반응에서 DO값은 반응시간의 경

과에 따라 낮아지며, DO=10에서 안정된다. pH는 6시간까지 증가되고, 24시간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pH=8에서 안정

된 상태를 유지한다. 전기석은 단파장에서 흡수 스펙트럼의 강도와 투과율이 낮아지며, 흡수 스펙트럼의 파장과 강도

는 구성 원소의 함량과 결정학적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철의 함량증가는 방사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석의 철 함량과 원적외선 방사량의 상관관계는 높은 정(+)의 상관성을 가지며, 알루미늄과 마

그네슘 함량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증류수와 전기석 분말의 반응은 17O- NMR 반치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석에 의한 고온 찜질방(약 100oC 사우나)에서의 온열효과는 체온을 0.5-1.5oC 정도 높이며, 맥박은

평균 12회, 혈압은 10mg Hg 상승한다. 전기석 비누는 피부에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알레르기와 아토피 등의

문제성 피부에서 보통이상의 개선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전기석, 본초 광물학, pH-DO, 전기석 온열효과, 전기석 비누

1. 서 론

 전기석(tourmaline)은 천연에서 전기와 함께 원적외

선이 방사되는 규산염 광물로서, 산지별 전기석의 물

리적, 화학적 및 분광학적 특성의 이해는 본초 광물학

적 활용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Kubo,

1989). 또한, 전기석의 물리적 특성은 환경문제가 심각

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대기와 물의 오염을 비롯한 산

업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분야와 의료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석의 차별적인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응용한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로서 전기석의 의료광

물학적 활용을 위한 연구가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주요 산지별 전기석의 결정학적 특성, 화

학조성, 원적외선을 비롯한 분광학적 특성과 그 상관

성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전기석 찜질방에 의한

체온, 혈압, 맥박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전기석을

함유한 비누의 피부 개선 효과 등을 파악하고, 그 결

과를 옥 찜질방의 연구 결과(Yanjie, 2013)와 비교하

였다.

2. 연구재료
 

전기석 시료는 자연광 하에서 색, 투명도, 광택 등을

관찰하여 산지별로 대표적인 시료를 선택하였다. 또한,

편광 및 입체 현미경을 사용하여 암시야, 명시야, 확산

조명 등을 이용해 시료의 조직과 광물조성 등을 관찰

하였다.

중국산 전기석(CT 1-5) :중국산 보석용 전기석은 운

남성, 신강성, 내몽고, 호남성, 광서성, 요녕성 등에서

주로 생산되며, 보석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석은 산동

성, 광서성 대창, 산서성, 요녕성을 비롯하여 내몽고 적

봉에서 주로 산출된다. 중국의 전기석은 화강암의 조

암광물, 열수작용 및 광역변성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연구에서 이용된 산동산 시료는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서 형성된 흑운모 편마암에 수반되는 치밀한 세립 내

지 조립의 결정으로 장석과 백운모, 흑운모, 녹니석 등

이 밀접하게 공생하며 산출된다.

브라질산 전기석(BT 1-2) :브라질산 전기석은 다양

한 색을 지니는 보석용 전기석과 함께 산출되며, 석영

맥 내에서 방해석, 석영, 녹주석과 수반된다. 연구에 이

용된 전기석은 흑색과 핑크색으로 미나스 제라이스

(Minas Geraris) 광산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였다.

한국산 전기석(DT 1) :한국의 전기석은 경기도 시

흥, 전라북도 무주, 경상남도 함안과 청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지에서 화강암, 화강섬록암과 수반되며, 그

외에도 페그마타이트와 구리광산의 열수변질대에서 수

반된다. 연구에 이용된 시료는 무주의 대유광산 페그

마타이트에서 산출되는 흑색의 주상 결정이다. 대유광

산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편마암 복합체로 이루어지

며, 전기석은 페그마타이트형의 장석광상에서 수반된다.

공생광물은 거정질의 흑색 전기석을 비롯하여 석영, 정

장석, 흑운모, 녹니석, 백운모 및 저어콘 등이다(Hong
and Yoon, 1993).

3. 연구 방법

3.1. 전기석의 특성 

단위포 분석 :전기석의 결정구조 분석은 각 시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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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이트 유발에서 200mesh 크기로 분쇄한 후, 부경대

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X’Pert-MPD system, Philips). 분석은 40-70o2θ범위

에서 전압=40KV, 전류=30mA, 주사속도=0.5oC/min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140), (211), (123), (220),
(133), (142), (231), (232), (223), (143), (214), (233),

(320), (153), (250), (006). (135), (303)면의 2θ 값으

로부터 Applemen과 Evance(1973)의 최소자승법을 이

용하여 격자상수를 계산하였다. 

주성분 및 미량성분 조성 :각 시료에 대한 주성분은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설치된 전자탐침 미세분

석기(SHIMADZU EPMA-1600)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가속전압=15KV, 빔전류=40mA와 빔사이즈

=1μm이다. 

미량분석을 위하여 고체시료 0.2g을 혼합산(질산 :

불산 :과염소산 = 4 : 4 : 1) 6ml 첨가하여 가압 테플론

용기에서 용해한 후, 180oC에서 1ml 이하로 될 때까

지 증발시킨 후, 3차 증류수로 40ml로 희석하여 분석

하였다. 미량원소(Cr, Co, Cu, Zn, Ga 및 Zr) 분석을

위해 부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ICP-OES(7000 Dv,

PerkinElmer)를 이용하였다.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FT-IR) :산지에 따른

원소의 결합구조, 화학조성과 결정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한국, 중국, 브라질산 대표적인 시료 3개

(DT1, CT1, BT1)를 200mesh 이하 크기로 분쇄한

후 부경대학교 공동실험관의 Bruker IFS-88을 이용하

여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FT-IR)을 실시하였다.

분석조건은 중간 및 원적외선 영역분석은 7000-20cm-1

로 조정하였으며, 분해능은 0.25cm-1로 설정하였다.

원적외선 분광분석(IR) :분석조건은 40oC에서 방사

에너지를 3.73×102 w/m2로 하여 한국건자재 시험연구

원(KICM-FIR-1005 모델)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특

정 파장대의 전자파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흡수율이 1

이고 반사율이 0인 가상적인 물질인 흑체(black body)

와 대비 된 값으로 표현하였다. 

핵자기 공명분석(NMR) :핵자기공명 실험은 한국기

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공명진동수 Liveweight
55.0849Hz-Antitype, US-300, Observe O17; 40.6963938

MHz, Decouple; 1,300.1999269 MHz)에서 수행하

였다.

3.2. 본초 광물학적 연구

pH-DO 변화 :이 연구에서는 전기석의 극성이 증류

수와 반응하여 물의 pH와 DO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였다. pH와 DO의 변화실험은 증류수 200ml에 전기

석 분말 15g을 넣고 3시간, 12시간, 1일, 2일, 5일 경

과 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체온, 혈압 및 맥박의 측정 :전기석에서 방출되는 원

적외선의 온열이 혈관 확장, 혈액순환 촉진과 신진대

사 촉진으로 인체의 체온, 혈압, 맥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 연변(延邊)에 있는 전기석과 옥

찜질방에서 의사, 교수, 공무원 등 50명(남자 30명, 여

자 20명)을 대상으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방식

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피실험자에 대한 초기의 생리학적 상태의 측정은 실

내온도(23-25oC)에서 3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체온, 혈

압, 및 맥박을 각각 2회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1차 측정 이후, 3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에 상기 항목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측정하였

다. 체온은 신체의 중심체온으로 이용되는 귀 속의 온

도를 측정하였으며, 동맥의 혈압과 가속도 맥파의 맥

박을 세 차례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전기

석과 옥 찜질방의 임상학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의 옥 찜질방에서의 연구결과(Yanjie, 2013)

와 비교하였다.

전기석 비누의 피부 영향 :전기석이 함유된 비누의

계면활성 물질이 여성들 피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기 위하여 전기석 분말을 5% 첨가한 중성비누를 제작

하여 연변대학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및 대학생을 선

정하여 좋은 피부 그룹(A그룹; 20명), 두드러기, 아토

피, 동상 등의 후유증 등으로 피부가 거칠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문제성 피부 그룹(B그룹; 20명), 보통

피부 그룹(C그룹; 10명)으로 구분하여 비동등성 대조

군에 대한 전후 설계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대상은 측정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대상자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제한하였다. 실험방법은

전기석이 함유된 비누의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전기석이 함유된 비누를

사용하기 전에 실험군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문을 작

성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석 비누사용 6개월이 경과 후

같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6월 1일까지 약 6개월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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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광물학적 연구 결과

현미경 관찰 :전기석에 대한 편광현미경과 전자현미

경 관찰 결과, 일반적으로 주상(柱狀) 결정형 또는 세

립의 집합체로 수직 방향의 조선이 발달한다. 산지에

따라 광물공생의 차이를 보이나 주로 흑운모, 백운모,

알칼리 장석, 석영과 함께 수반된다. 운모와 석영 입자에

의해 미약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장석 입자 내부의 미

세한 맥을 따라 세립의 2차 광물이 치환되어 산출된다.

중국 산동성 암흑색 전기석(CT1)은 조립 또는 중립

의 화강암을 비롯하여 세립 조직의 반화강암에서 산출

된다. 편광현미경을 통한 관찰에서 사장석, 알칼리 장

석, 석영, 흑운모 및 각섬석 등이 확인되며, 소량의 인

회석, 녹니석과 함께 불투명 광물 등이 수반된다. 장석

입자 내부의 미세한 맥을 따라 황철석과 황동석이 공

생한다.

페그마타이트 맥에서 수반되는 브라질 미나스 제라

리스(Minas Geraris)광산의 흑색 전기석(BT1)은 자형,

반자형으로 취편쌍정이 수반되는 조립질 결정으로 산

출되며, 석영과 함께 열수변질작용에 의한 견운모와 점

토광물이 수반된다. 핑크색 전기석(BT2)은 대체로 방

사상 혹은 침상의 조립질 결정으로 산출되며, 석연과

의 접촉부에는 반응흔을 나타낸다.

한국 대유광산 흑색 전기석(DT1)은 화강암과 암맥

과 페그마타이트맥 내에서 반정으로 산출되며, 사장석,

알칼리 장석, 흑운모 및 백운모와 밀접하게 수반된다.

반정의 크기는 조립에서 세립까지 다양하며, 운모류와

석영 입자에 의해 미약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장석 입

자 내부에 형성된 미세한 맥을 따라 견운모와 석영 및

불투명한 광석광물이 수반된다.

결정학적 특징 :분석한 모든 시료의 결정구조는 삼

방정계에 속하며, 전기석과 밀접하게 수반된 광물은 주

로 석영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산(CT1), 브라질산(BT1,

BT2), 한국산(DT1)의 주된 회절피크는 d(122), d(220),

d(042) 및 d(012)로서 JCPDS 결과와 잘 일치한다

(Fig. 1). 산지별 시료의 A축의 단위포 격자 상수(a)는

DT1=15.98Å이 제일 크고, CT2=15.971Å, CT1=
15.975Å, BT1=15.961Å, CT5=15.963Å, CT3=15.954Å,

CT4=15.954Å, BT2=15.95Å 순으로 낮아진다. C축의

단위포 상수(c)는 DT1=7.226Å, CT1=7.223Å, BT1=
7.221Å, CT2=7.219Å, CT5=7.197Å, CT4=7.193Å,

CT3=7.181Å, BT2=7.170Å 순으로 낮아진다. 단위포

체적(va)은 DT1=1595.83Å으로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는 CT1=1595.77Å이며, CT3=1595.1Å, BT1=1594.6Å,

BT2=1586.7Å, CT4=1586.3Å CT5=1586.7Å 순으로

낮아진다. 단위포 상수에 대한 단위포 체적의 비(c/a)는

산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0.45)을 나타낸다(Table 1).

광물화학적 특성 :중국산(CT1, CT2, CT3, CT4,

CT5), 브라질산(BT1, BT2), 한국산 (DT1)의 전기석

시료를 구성하는 주요 화학조성은 Table 2와 같다. 화

학조성으로 볼 때, 한국산 DT1 시료는 Fe 함량이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CT1, DT1, BT1

and BT2 tourmalines.

Table 1. The cell parameters for the studied tourmalines (CT=China, BT=Brazil and DT=Korea) 

Parameter CT1 CT2 CT3 CT4 CT5 BT1 BT2 DT1

a(Å) 15.975 15.971 15.954 15.954 15.963 15.96 15.95 15.98 

ca(Å) 7.223 7.219 7.181 7.193 7.197 7.221 7.170 7.226 

va(Å) 1595.77 1595.77 1595.1 1586.3 1586.7 1594.6 1586.7 1595.83 

c / a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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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으로 철 전기석에 속하며, 중국산(CT1, CT1,

CT2, CT3, CT4, CT5)과 브라질산(BT1, BT2) 시료는

Mg 함량이 8% 이상으로, 일반적인 마그네슘 전기석에

해당한다. 규소 함량은 CT5=25.77%, CT2=23.56%,
BT2=22.47%, CT4=20.42%, DT1=17.67%, CT1=

17.47%, CT3=16.79%, BT1=15.92% 순으로 낮아진

다. 알루미늄 함량은 BT2=20.80%, CT4=18.90%
CT5=18.74%, BT1=17.22%, CT1=14.95%, CT3=

14.32%, DT1=13.95%, CT1=11.78% 순이다. 한편 붕

소의 함량은 CT3=3.65%), BT1=2.845%, DT1=2.65%,
CT5=2.54%, BT2=2.57%, CT1=2.30%, CT4=1.64%

순이다. Fe 함량은 DT1=13.06%, CT5=11.45%,
CT4=9.34%, BT1=4.84%, CT2=3.96%, CT1=3.66%,

CT3=2.75%, BT2=0.20% 순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에 이용된 전기석은 Y-사이트

에 속하는 금속원소의 특징에 의해 높은 철과 알루미

Table 2. Electron microprobe analyses for the tourmaline from China (CT1, CT2, CT3, CT4 and CT5), Brazil (BT1 and

BT2), and Korea (DT1)

Elements CT1 CT2 CT3 CT4 CT5 BT1 BT2 DT1

SiO2 37.38 50.41 35.92 43.69 45.13 34.05 48.07 37.81

Al2O3 32.27 28.25 27.06 35.72 35.41 32.54 39.3 32.03

Fe2O3 5.23 5.66 7.93 8.05 8.18 6.92 0.28 18.68

B2O3 7.4 7.99 11.74 5.3 8.2 9.15 8.27 8.53

TiO2 1.48 0.11 0.73 0.502 0.15 1.58 n.d. 0.14

MgO 9.37 0.80 9.36 2.76 0.32 10.65 n.d. 0.99.

CaO 3.18 1.56 3.73 0.36 n.d 2.46 1.25 n.d.

Na2O 1.82 1.15 1.77 1.50 1.80 2.12 1.16 1.39

MnO 0.18 0.08 0.03 0.17 0.66 n.d. 0.13 0.32

K2O 0.1 0.19 0.05 0.45 0.14 0.22 0.64 n.d.

Li2O3 n.d. 0.45 n.d. n.d n.d 0.18 0.26 n.d.

P2O5 n.d. 1.76 1.5 0.13 n.d. n.d. n.d. n.d.

CeO2 0.6.1 0.71 n.d. n.d. n.d. n.d. n.d. n.d.

Nd2O3 n.d. 0.35 n.d. n.d. n.d. n.d. n.d. n.d.

Y2O3 n.d. 0.19 n.d. n.d. n.d. n.d. n.d. n.d.

ZrO2 n.d. 0.17 n.d. n.d. n.d. n.d. n.d. n.d.

ThO2 n.d. 0.10 n.d. n.d. n.d. n.d. n.d. n.d.

AnO n.d. 0.03 n.d. n.d. n.d. n.d. n.d. n.d.

SrO n.d. 0.02 n.d. n.d. n.d. n.d. n.d. n.d.

Cr2O3 n.d. n.d. n.d. 0.10 n.d. n.d. n.d. n.d.

K2O n.d. 0.19 n.d. 0.45 0.14 n.d. n.d. n.d.

ZnO n.d. n.d. n.d. 0.05 n.d. n.d. n.d. n.d.

NiO n.d. n.d. n.d. 0.03 n.d. n.d. n.d. n.d.

Total 99.10 99.99 99.81 99.99 99.79 99.87 99.60 99.89

O=15.999

Si 17.47 23.56 16.79 20.42 25.77 15.92 22.47 17.67 

Al 11.78 14.95 14.32 18.90 18.74 17.22 20.80 13.95 

Fe 3.66 3.96 2.75 9.34 11.45 4.84 0.20 13.06 

B 2.30 2.47 3.65 1.64 2.54 2.84 2.57 2.65 

Ti 1.28 0.78 0.63 0.43 0.13 1.37 n.d 0.12 

Mg 5.65 4.82 5.64 1.66 0.19 6.42 n.d 0.60 

Ca 2.27 1.12 1.24 0.26 n.d 1.76 0.89 n.d

Na 1.35 0.85 1.31 1.11 1.34 1.57 0.86 1.03 

Mn 0.14 0.06 0.02 0.13 0.51 n.d 0.64 0.25 

K 0.08 0.16 0.04 0.37 0.12 0.18 0.53 n.d

Li n.d. 0.10 n.d n.d n.d 0.04 0.06 n.d

Total 45.98 50.26 46.39 52.62 58.06 52.12 48.96 49.33 

n.d. : not detected



350 Yan Jie · 김선옥 · 박희율 · 박맹언

늄 함량을 갖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철 함량이 높은

전기석은 상대적으로 낮은 알루미늄 함량을 나타내며,

동시에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유형과 마그네슘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유형으로 구분된다(Fig. 2a) Ca-K-Na의

함량비는 높은 칼륨 함량과 낮은 칼슘 함량을 갖는 유

형 및 높은 나트륨 함량과 낮은 칼륨 함량을 갖는 유

형으로 구분되며, Na/Ca의 함량비는 나트륨 함량이 높

을수록 칼륨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띤다(Fig. 2b).

Si-Fe-Al과 Si-B-Al의 함량비는 분석 시료 대부분에

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Mg-Fe-B의 함량비는 철 함량

이 높은 유형과 붕소 함량이 높은 유형으로 구분되며,

철과 붕소의 함량은 각각 종성분 원소(end-member

elements)로서 상대적인 함량비를 갖는 치환특성을 나

타낸다. 그러나 마그네슘 함량과는 일정한 규칙을 갖

지 않는다. Mg-Fe-Ti 함량비는 높은 마그네슘 함량,

낮은 철 함량을 갖는 유형과 높은 철 및 마그네슘 함

량, 낮은 티타늄 함량을 갖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

한 결과는 마그네슘과 철 및 마그네슘, 철과 티타늄의

상대적인 치환특성을 반영한다. CaO/(CaO+Na2O)과

MgO/(FeO+MgO)의 함량비는 BT2 시료를 제외하면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산은 전반적

으로 다양한 함량비를 나타내며, 브라질산은 다소 높은

CaO/(CaO+Na2O) 및 MgO/(FeO+MgO)의 양상을 띤

다. 한편, 한국산(DT1) 전기석은 0.5 이하의 낮은

CaO/(CaO+Na2O) 및 MgO/(FeO+MgO) 함량비를 나

타낸다(Fig. 3).

Fig. 2. Major element (Fe-Mg-Al, Ca-K-Na) ratios for the tourmalines.

Fig.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mposition

ratios of the tourmalines.

Table 3. Chemical concentrations (ppm) of trace elements in tourmalines which determin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

No. Cr Co Cu Ga Ni Zn Zr

CT1 56.89 37.81 8.57 23.85 17.64 63.80 10.12

BT1 31.88 56.4 9.96 16.20 n.d. 34.05 21.62

BT2 n.d. 14.97 15.1 16.78 n.d. 53.25 19.62

DT1 66.58 n.d 37.91 55.41 n.d. 40.79 n.d.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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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원소 성분 :중국산, 브라질산, 한국산 전기석에

서 분석된 미량원소는 Cr, Ni, Zn, Co, Ga, Zr 및

Cu 등이며, 산지에 따라 함량의 차이를 보인다

(Table 3). 환경 중금속에 속하는 크롬, 아연 및 구리

함량은 생사지와 전기적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이 나타

났다. 분석결과, 크롬은 DT1=66.58ppm이 가장 높으

며, CT1=56.89ppm, BT1=31.88ppm 순이다. 구리는

DT1=37.91ppm가 가장 높고, BT2=15.1ppm, BT1=

9.96ppm, CT1=8.57ppm 순으로 낮아진다. 갈륨은
DT1=55.41ppm, CT1=23.85ppm, BT2=16.7ppm,

BT1=16.2ppm 순으로 낮아진다. 니켈은 CT1=

17.64ppm으로서 가장 높으며, 그 외 시료에서는 검출

되지 않았다. 한편 아연은 CT1=63.8ppm으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BT2=53.25ppm, BT1=34.05ppm

순이다.

미량원소 분포특성에서 볼 때, 중국산 전기석(CT1)

은 타 지역의 시료보다 다양한 원소를 함유하며, 미량

원소의 함량이 높다(Table 3). 한국산 전기석(DT1)은

상대적으로 높은 크롬, 구리 및 갈륨을 함유하며, 코발

트, 니켈, 지르코늄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 브라질산 전

기석(BT1, BT2)은 코발트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

며, 크롬은 함유하지 않는다.

FT-IR 분석 :전기석의 산지에 따른 결합형태, 화학

조성과 결정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브라질산 대표적인 시료(CT1, BT1, DT1)를 분석한

결과에서 모든 시료는 Si-O 구조에 의한 500cm-1 근처

에서의 진동 스펙트럼이 형성되며, 400-500cm-1에서

흡수율이 낮은 예리한 피크를 나타낸다(Fig. 4). 중국산

(CT1) 시료는 509cm-1을 중심으로, 브라질산(BT1) 시

료는 512cm-1 에서 비대칭성의 예리한 피크를 나타내

며(Fig. 4a와 b), 한국산(DT1) 시료는 1,439cm-1를 중

심으로 대칭성을 지니는 흡수 피크와 500-1,439cm-1에

서 비교적 강한 흡수 피크를 갖는다(Fig. 4c). 중국산

(CT1)과 브라질산(BT1) 및 한국산(DT1) 시료는 각각

713cm-1과 780cm-1 및 728cm-1 근처에서 비교적 강한

투과율을 나타낸다.

원적외선 방사량 :분광에너지 곡선의 중심은 측정온

도가 40oC에서 주파수가 큰 단파장 방향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중국산(CT1), 브라질산(BT1) 및 한국산

(DT1) 시료는 방사 패턴이 흑체의 방사 패턴과 유사하

다. 한국산(DT1) 시료는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이

0.926μm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CT1=0.925μm,

BT1=0.924μm 순이다(Table 4). 

NMR 분석 :전기석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증류수를

이용한 17O-NMR 측정으로 변화는 106Hz이며, 산지별

전기석을 증류수에 넣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17O-NMR 측정으로 변화를 파악한 결과는 중국산

Fig. 4. FT-Raman transmission spectra of the tourmaline

(a) CT1, (b) BT1 and (c) D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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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 브라질산(BT1, BT2) 및 한국산(DT1) 시료에

서 각각 53Hz(CT1,） 52Hz(BT1), 51Hz(BT2) 및

55Hz(DT1)로 낮아졌다(Fig. 5).

한편 중국산 전기석(CT1)의 첨가량에 따른 파장의

변화는 초기 110Hz이며, 투입함량이 증가(0.5-3g)할수록

그 값은 85-53Hz로 규칙적인 감소를 나타낸다(Fig. 6).

전기석의 첨가 함량에 따른 NMR 반치폭의 추이는 첨

가량의 증가와 함께 반치폭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Fig. 6). 처음 0.5g의 전기석을 첨가한 경우에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그 변화가 둔감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4.2. 본초 광물학적 연구결과

pH-DO 조절 작용 :증류수(200g)에 전기석 분말

(15g)을 첨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DO변화를 측정결

과, 모든 시료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pH와 DO가 함

께 상승한다. 초기의 DO=10.4-12.4 범위이며, 전기석

Table 4. Infra-red of the radiant energy (w/m2) for the

tourmalines and jade types

No. Emissivity(5-20µm)

Tourmaline

CT1 0.925

BT1 0.924

DT1 0.926

Nephrite*

CN 0.927

RN 0.927

KN 0.924

Serpentine*

LS 0.924

NS 0.926

Agate*

CA 0.922

* Yanjie(2006)

Fig. 5. 17O-NMR spectra for the distilled water reacted

with the different tourmalines (CT1, BT1, BT2 and DT1).

Fig. 6. 17O-NMR spectra result of the tourmaline (CT1)

reacted with the distilled water.

Table 5. 17O-NMR Spectra results of distilled water

No. Added powder(g) Av. Frequency(Hz)

CT1

0.0 108

0.5 85

1.0 75

1.5 66

2.0 62

2.5 60

3.0 53

Table 6. pH and DO variations according to reaction time of tourmalines (CT1, BT1, BT2 and DT1) powder and distilled

water

No.
3 hours 6 hours 1 day 2 days 5 days

DO pH DO pH DO pH DO pH DO pH

CT1 10.5 6.37 10.6 6.78 9.4 6.26 9.3 6.42 10.1 6.62

BT1 11.4 6.12 11.4 6.19 9.5 6.34 9.2 6.37 9.9 6.37

BT2 11.5 6.12 11.6 6.19 9.5 6.16 9.7 6.35 9.8 6.51

DT1 12 6.08 12.2 6.49 9.6 6.03 9.5 6.08 9.8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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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가에 따라 6시간 동안 약간의 증가하며, 1일 경

과 후에는 급격한 감소(DO=9.6이하)가 일어난다. 한

편, 2일 및 5일까지 완만한 증가를 나타낸다(Table 6,

Fig. 7). 한편, 전기석 분말을 투입한 증류수의 초기

pH=7.31-7.35로서 12시간 동안 약간 증가하여, pH=8.0

근처에서 안정화된다(Table 6, Fig. 8). 

체온, 혈압, 맥박에 미치는 영향 :고온의 전기석 찜

질(100oC 사우나)의 경우, 10분 동안의 찜질 직후 체

온이 1.5oC 상승하였고, 30분경과 한 휴식상태에서는

초기보다 0.5oC 높아져 온열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석 고온찜질 직후 수축기 혈압

과 이완기 혈압은 각각 찜질 직전보다 10.0mmHg 상

승하였다. 맥박은 전기석 고온찜질에서는 분당 최고 25

회 상승하였고, 찜질 직전보다 평균 12회 상승하였다

(Table 7과 Fig. 9).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기에는 높으나,

30분이 지나 안정된 후에는 일정한 혈압, 맥박, 체온을

나타내었다(Fig. 9).

전기석 비누의 피부 반응 :전기석이 물에 접촉하는

순간에 음전극에 축적된 전자가 방전됨에 따라 물은

수소이온(H+)과 수산이온(OH-)으로 전기분해되어 약알

칼리성으로 바뀐다(Nakamura et al., 1994). 또한, 수

소이온은 전기석이 방출한 전자와 결합하여 수소원자

Fig. 7. DO variations of the distilled water by reaction time

for tourmaline (CT1, BT1, BT2 and DT1), nephrite (RN

and CN) and serpentine (LS and NS) powders.

Fig. 8. pH variations of the distilled water by reaction time

for tourmaline (CT1, BT1, BT2 and DT1), nephrite (RN

and CN) and serpentine (LS and NS) powders.

Table 7. The clinical results from tourmaline sauna study

Group Tourmaline Number Initial After sauna (30min) Stable condition (30min)

A

Blood pressure

15

90-140 90-135 (55%) 90-135 (54%)

Pulse 80 90 (51%) 90 (58%)

Body temperature 37 38.5(52%) 37.5 (52%)

B

Blood pressure 80-120 85-120 (90%) 85-120(86%)

Pulse 70 82 (90%) 82 (80%)

Body temperature 36.5 37.5 (82%) 37.5(82%)

C

Blood pressure

15

50-80 50-80 (56%) 50-80 (53%)

Pulse 68 75 (53%) 75 (51%)

Body temperature 36 36.5 (58%) 36.5 (52%)

Fig. 9. The clinical results from the tourmaline sauna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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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출하며, 이때 수산이온은 물 분자와 결합하여 히

드록실(hydroxyl) 형태의 음이온 계면활성 물질을 발생

시킨다(Nakamura et al., 1994). 피부반응 실험은 피

부에 미치는 객관적인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

에 심미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였다. 전기석 비

누의 사용(6개월에서 최대 2년)한 결과, 좋은 피부 그

룹(A그룹)이 보통이상의 효과를 얻은 경우가 >84%이

며,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경우는 <16%이다(Table 7).

알레르기와 아토피 등 피부에 문제가 있는 그룹(B그룹)

의 경우는 보통이상의 효과를 얻은 경우가 >53%이었

으며,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경우는 <22%이다. 보통의

피부 대상자(C그룹) 은 효과를 얻은 경우가 아주 좋음

이 >74.5%이며 좋음이 >25.5%이다. 보통 피부의 대

상자(C그룹)가 가장 좋은 효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피부가 좋은 사람 순이다. 한편 피부

에 문제가 있는 그룹(B그룹)은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Table 7). 이러한 결과는 전기석 비

누가 알레르기와 아토피 등의 문제성 피부에서 보통이

상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5. 토 의

화학조성과 결정학적 상관성 :전기석은 산지에 따른

형성 환경 및 화학조성에 따라 결정 상수와 전기적 특

성을 비롯하여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Fe-

Mg 전기석의 철 함량 차이에 따른 격자상수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생성기원에 따른 결정 격자 팽창

의 규칙성이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은 유질동상을 이루는 전기석의 격자 간격이 일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철 함량이 높고 마그네슘 함량

이 낮은 시료(CT1, BT1, DT1)에 비해 철 함량이 낮

은 시료(BT2)는 C축이 팽창되고, 단위포 체적이 상대

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기석을 구성하는 각

종 금속산화물의 함량은 결정체 중에서 Fe2+과 Fe3+

이 우선 Y위치에 채워진 다음으로 Z위치에 채워지는

연구결과와 대비할 때, 단위포 체적은 철이 존재하는

위치와 연관됨을 짐작할 수 있다.

결정학적 특성과 분광학적 에너지와의 상관성 :물 분

자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산기와 결합하여 물

분자군(cluster)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 분자구조를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John, 1989). 일반적으로

물 분자군의 형성은 물 분자 활성을 낮추기 때문에 생

물학적 관점에서 물의 특성과 생물학적 효능에 대한

상호관계의 규명이 연구되고 있다. 일정한 양의 전기

석과 증류수의 반응에서 17O-NMR의 반치폭의 높이와

폭은 물 분자군의 상대적인 평균 크기를 반영한다

(John, 1989). 전기석과 반응한 물 분자 구조군의 크기

는 17O-NMR 분석에 의해 분자운동이 활발하면 종 이

완이 길어지고 분자운동이 느리면 종 이완이 짧아지며,

이는 분자운동이 활발할수록 종 이완이 길어지고 선폭

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증류수와 전기석 분말의

반응에서 17O- NMR 반치폭이 감소되는 결과는 옥광

물의 연구결과(Yanjie, 2013)와 비교할 때, 전기석이 물

분자군의 크기를 더 감소시켜 물 분자의 결합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학적으로 A축의 결정 상수가 커짐에 따라 원적

외선 방사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A축의 결정 상수

는 전기석을 구성하는 Y-사이트와 Z-사이트에 접하는

전이 금속원소의 종류와 함량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C축의 결정

상수는 그 값이 증가됨에 따라 대체적으로 원적외선

방사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결정 상수와 17O-

NMR 반치폭과의 관계는 A와 C축 모두에서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지만, 결정 상수에 따른 17O-NMR 반치

폭은 규칙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반치폭의 변화요인

이 결정 상수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분광학적 에너지와 핵자기 공명특성의 상관성 :광물

의 핵자기 공명 특성은 전자 원자나 이온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에 의해서 달라지며, 핵 주위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하나의 파동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다. 핵

자기공명은 원자핵이 자기장 속에 놓이면 핵의 고유한

양자적 성질에 따라 4-600MHz인 라디오 주파수의 전

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내어놓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

용하여 분자의 구조나 운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Skoog

et al., 1999). 물질 내의 특정 구조와 관련된 피크는

특정 분자군이나 화합물 구조의 확인과 화학조성 변화

에 따라 피크의 위치와 강도가 달라지므로 광물의 정

량분석에 활용된다.

중국산(CT1)과 한국산(DT1) 전기석은 400-500cm-1

의 작고 예리한 피크를 형성하며, 상대적으로 볼 때

중국산(CT1)이 한국산(DT1) 시료보다 강하다. 이것은

화학조성과 연관하여 볼 때 Mg-O 진동으로 형성된 것

으로 생각된다. 중국산(CT1) 시료에서 509cm-1을 중심

으로 비대칭의 좁은 범위에서 예리한 피크를 형성하며,

한국산(BT1) 시료에서 512cm-1을 중심으로 비대칭의

좁은 넓은 범위에서 예리한 피크를 형성한다.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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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1) 시료에서 523cm-1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넓은

범위의 흡수 피크와 550-750cm-1의 비교적 강한 흡수

피크는 [SiO2] 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자료 중 붕소 양이온 흡수는 규산염이온 흡수와

중첩되며, CT1=1,264cm-1, BT1=1,274cm-1 DT1=

1,439cm-1에서 나타나는 강한 B-O에 의한 피크(Fig. 4)

는 라만 흡수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볼 때 B2O3와

SiO2함량의 변화에 따라 760cm-1의 피크 강도가 B2O3

의 함량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국산(DT1)은 2524cm-1 중심으로 넓은 흡수대는 표면에

서 물 흡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철 함량

이 흑색 전기석의 적외선 방사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산화철 함량이 증가에 따라 적외선 방사율

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수산기에 의한 스펙트럼이
CT1=2,067cm-1-3,569cm-1, BT1=2,061cm-1-3,555cm-1,

DT1=2,524cm-1-3,439cm-1 중심으로 넓은 흡수대를 갖는

것은 표면에서 물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반영한다.

CT1=3,569cm-1, BT1=3,555cm-1및 DT1=3,019cm-1

시료에서 관찰되는 물 분자와 수산기 이온의 신축진동

은 중국산(CT1)시료의 낮은 반치폭과 상대적으로 높은

원적외선(IR) 방사량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Fig. 4).

붕소 함량과 원적외선 방사량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으나(Fig. 10). 한편, 높은 원적외선 방사량(CT1)의

갖는 요인은 화학조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전기석의 방사 및 분광 에너지 특성 : “신농본초”, “동

의보감”, “본초강목”, “당본초”등의 여러 고서에서는 광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Yanjie, 2013).

피부를 통해서 투과되는 적외선의 도달거리 즉 투과

심도는 크지 않으나, 피부에 함유된 물 분자들은 적외

선을 흡수하여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물 이외에도 단

백질, 지방 등 생체 성분도 적외선을 흡수된다(Ji and

Lee, 1996). 원적외선은 피부내부로 30-50mm까지 침

투하여 근육을 비롯하여 혈관, 림프관, 신경 등 모든

세포에 작용하여 모세혈관을 비롯한 정맥 등을 확장하

여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액의 순환장애

를 제거하는 동시에 체내의 노폐물, 중금속, 독성물질

의 배출에 도움이 된다(Ji and Lee, 1996). 

원적외선 파장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중심이 단파

장으로 이동하고 원적외선 방사 에너지의 밀도는 증가

Fig. 10. Relation between the metal and the distilled water reaction. B contents and IR intensities for the tourm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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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흡수율은 낮아진다. 연구결과에서 볼 때 분석된

전기석 중의 중국산(CT1) 시료는 1,264cm-1 근처에서

붕소 양이온의 흡수에 의한 강한 흡수 스펙트럼을 나

타낸다. 브라질산(BT1)과 한국산(DT1) 시료는 462cm-1,

728cm-1, 880cm-1, 1,439cm-1과 2,524cm-1에서 수 개

의 흡수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중국산(CT1) 시료는

3,569cm-1, 한국산(DT1) 시료는, 3,439cm-1의 흡수 피

크가 형성한다. 브라질산(BT1) 시료는 단파장에서 최

대 64%의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며, 투과율과 흡수율

의 폭이 크다. 한국산(DT1) 시료는 단파장에서 가장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며(최대 56%), 다양한 파장대에

서 비교적 강한 흡수대를 형성한다. 특히 1,439cm-1에

서는 4% 이하의 강한 흡수 현상이 관찰된다. 중국산

(CT1) 시료는 단파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과율

(50%)을 나타내며, 흡수 스펙트럼의 강도가 비교적 낮

은 특징을 나타낸다. 

인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파장은 3-50μm로서 그

중에서 8-14μm의 원적외선은 인체가 받아들이기를 좋

아하는 파장대로 알려져 있다(Pan et al., 2006). 원적

외선이 인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

을 세워서 과학적 규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원적외선이

인체 내의 물과 상호작용에 의한 설명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물에 의한 약한 적외선

에너지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메카니

즘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금까지 보

고된 연구결과는 고감도의 계측기를 사용했거나 세밀

한 관찰로 감지될 수 있을 정도이며,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거나 대조군과 근소한 차이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체는 75%의 물로 구

성되기 때문에 찜질방 실험에서 전기석과 옥의 가열로

의한 원적외선이 인체에 방사되면 인체의 기관에 영향

을 주어 생체활동을 활성화된다고 추측되나 전기석에

의한 파장이 인체에 침투되는 심도와 영향 등에 대해

서는 실험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pH-DO 조절 특성 :전기석 표면에 해리된 물질로

OH-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석과 물의 반응에 의한

pH와 DO의 특성은 본초 광물학적 활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전기석과 같은 극성결정체의

극성은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극의 중심이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 형성된다(Ji, 2002). 전기

석 입자의 표면에 전기장이 형성되면 전이에 의한 이

온화가 촉진되고, 그 결과 용액의 pH가 변한다. 

전기석에 의한 물의 pH 변화는 금속이온의 존재와

산화-환원작용으로 미립자가 부분적으로 용해되어 알

칼리성이 된다는 연구가 제기되어 왔다(Kubo, 1989).

그러나 pH 변화가 전기석의 자연적인 극성에 기인됨

을 배제할 수 없다. 물은 전해되어 H2 생성과 동시에

수산이온 H3O2
+을 형성하여 물의 pH를 7.5 정도로

유지한다. 또한, 산화-환원작용으로 변화된 전위는 pH

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용액의 pH

가 광물표면의 수산기(OH-)와 전기석의 전극반응의 영

향을 주어 중화되기 때문이다. 

전기석 찜질의 인체 반응 :광물을 이용한 찜질방 요

법은 수분과 단백질로 구성된 인체가 자기 온열효과와

발한효과를 통하여 미세혈관의 확장과 혈액순환 및 신

진대사 촉진으로 유해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in et al., 2001; Ji, 2001).

전기석 찜질방(사우나)은 온열 직후 체온이 1.5oC 상승

하였고, 30분경과 한 휴식상태에서는 초기의 체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옥(사문석옥) 찜질방

의 경우(Yanjie, 2013)보다 휴식상태에서의 체온이 초

기보다 0.5oC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열효과 지속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옥 찜질방에

서의 온열이 지속성이 다소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기석 찜질 후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각

각 찜질 이전에 비해 10.0mmHg 상승하였다. 한편,

Yanjie(2013)는 옥 찜질의 경우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

기 혈압은 각각 7.3mmHg 상승이 보고하였다. 이는

옥 찜질 후의 혈압상승이 낮으나 실험오차의 범위로서

광물종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지 않는다. 맥박은

전기석 찜질은 분당 25회 상승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12회 상승한 옥 찜질의 결과(Yanjie, 2013)보다 높다.

전기석 비누의 피부반응 :전기석은 극성을 띄는 특

성으로 인해 물 분자와 반응하여 물을 H+와 OH- 이

온으로 형성하고 물과 지속적인 반응으로 항균, 살균

및 세균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물 분자

(cluster)를 세분화하여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Ji et al., 2002). 전기석은 물의 계면

활성 특성에 영향을 주며, 물의 침투와 용해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Kubo, 1989). 전기석 비누

는 피부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알레르기와 아토피

등의 문제성 피부에서 보통이상의 개선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기석 비누의 피부 개선 효과

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한 결과로서 차후 의학적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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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피부에 미치는 구체적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석의 본초 광물학적 활용성 :일반적으로 천연광

물과 암석에 의한 원적외선 방사 에너지와 방사율의

차이는 원료 물질의 성분과 결합방식 등에 의해 발생

된다(Ji, 2001). 광물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이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와 함께 원적외선을 이용한 질

병 치료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전기석은 자체 또는 물과 반응으로 물의 분자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분광 에너지와 핵자기 공명에너지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결과 부분 참조). 

한편, 전기석의 원적외선이 인체에 대한 영향과 질

병의 치료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하더

라도 과학적인 설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배기퇴적용으로 이용하는 전기석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방사광물의 의학적인 연구는 더욱 절실하다. 현

재로서는 전기석에 의한 물의 pH-DO의 변화, 원적외

선과 분광학적 특성이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의료용 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 결 론

이 연구는 중국산 흑색 전기석 (CT1, CT2, CT3,

CT4, CT5)과 브라질산 흑색 전기석(BT1) 및 핑크 전

기석(BT2), 한국 대유광산의 흑색 전기석(DT1)을 대상

으로 광학적, 결정학적, 화학적, 분광학적 연구와 더불

어 본초 광물학적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자탐침

미세분석, X-선 회절분석,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방출

분석, 퓨리에변환 적외선분광분석, 원적외선 분석, 핵

자기공명분석 및 물-전기석 반응에 따른 pH-DO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건강증진 용도로서 전기석 사우

나와 전기석 비누에 대한 제한적이나마 임상결과를 제

시하였다.

1.연구 대상 시료의 화학조성, 단위포 계수 및 적외

선 흡수 스펙트럼 특징을 종합할 때, 한국산 시료

(DT1)는 철 전기석에 속하며, 중국산(CT1, CT2,

CT3, CT4, CT5)과, 브라질산 전기석(BT1, BT2)은

마그네슘 전기석의 특성을 나타낸다.

2.화학조성에서 Y-사이트에 속하는 금속원소는 각각

높은 철과 알루미늄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들 두 원

소는 서로 상대적인 함량비를 나타낸다. 또한, 칼륨과

칼슘 함량비율은 상대적이며, 이러한 특성은 나트륨과

칼륨 함량비에서도 같은 양상을 띤다. 철과 붕소 함량

은 상대적인 함량비를 갖는 고용체를 형성하며, CaO/

CaO+Na2O 및 MgO/FeO+MgO의 함량비는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3.전기석 분말과 증류수와의 반응에서 DO값은 반응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낮아지며, DO=10에서 안정된다.

pH는 6시간까지 증가되고, 24시간 이후에는 대체적으

로 pH=8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4.전기석의 흡수 스펙트럼의 파장과 강도는 구성 원

소의 함량과 결정학적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철

의 함량증가는 방사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전기석 분말과 입자를 증류수에 넣고 일정한 시간

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17O- NMR 분석결과 전기석은

51Hz, 52Hz, 55Hz 반치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6.전기석에 의한 고온찜질(사우나)의 경우, 체온은

1.5oC내지 0.5oC정도 높아지는 온열효과가 지속되며,

맥박은 평균 12회, 혈압은 10mg Hg 상승한다.

7.전기석 비누는 모든 유형의 피부에 좋은 심미적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에 효능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8.주요 산지별 전기석의 본초 광물학적 연구결과는

전기석의 환경 및 의료보건 분야의 활용에 유용한 자

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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