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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약침요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된 약침액을 약침 주입
용 주사기를 이용해 경혈과 체표촉진에 의해 얻어진 반응
점에 시술하는 요법을 의미한다. 자침과 약물의 효능을 이
용해 치료하는 신침요법1)으로 임상효과가 뛰어나 많이 쓰
이는 치료법이다.

약침의 기본원리는 1960년대 남상천 선생님의 《經絡》2)

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1980년대부터 다양한 학문적 연
구검토와 여러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침구학의 대표적
의료기술로 성장하고 있다3). 한국 침구학의 대표적인 저널
인 대한침구의학회 학회지에 기재된 약침 관련 논문이
1993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실험논문, 임상논
문, 문헌논문 편으로 많았다3). 약침요법은 학술적으로 임
상적으로 굉장히 주목 받는 치료법이다.

임상적인 측면에서 Park JM의 한국 약침의 연구현황
RCT중심의 체계적 문헌고찰4)에 의하면 약침을 많이 사용
하는 질환군은 근골격계와 연부조직 관련 질환군이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요통, 항강통, 슬관절염, 발목 및 견부
염좌 등 순으로 많았으며 신경계 관련 질환 논문이 그 다음
으로 많았다4). 근골격계 질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될 약침제제의 종류는 논문으로 임상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약침으로 알아보았고
근무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 내부 조사 결과 상위 5위권 중
4가지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4가지의 약침은 신바로2 약
침(이하 SBO), 황련해독탕 약침(이하 HR), 중성어혈 약침
(이하 JS), 봉약침 10 %(이하 BV)이다.

이 약침들은 논문으로서 임상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뒷받
침하고 있다. 2015년 Lee등은 신바로 약침의 한약재 확인
및 표준화연구5)와 쥐와 개를 통한 동물실험으로 신바로 약
침 근육투여 시 독성이 없다는 연구6)를 발표했고, Kang
MS등은 2003년도 봉약침의 안전성 연구7)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분말봉독을 주사용 증류수로 희석시키고 실온, 냉
장보관한 결과 변성이 있는지 확인한 논문으로 본 실험과
는 방향성이 다르다.

이 외에도 약침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
나 대부분 각 약침제제의 효능, 표준화, 독성, 안전성 부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10).

약침요법은  학술적 및 임상적으로 굉장히 주목 받는 치
료법이고 인체 내에 주입하므로 제조 및 시술행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침제제 제조 관련 규정은 존재하
나 시술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

이며 많은 한의원에서 인슐린 1mlsyringe를 약침 주입기
로 사용하고 있다.

양방 주사제의 경우 쓰기 직전에 vial에서 주사기로 채
집하여 주사를 놓거나 기타 시술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
는데 이는 주사기로 채집한 이후의 약물의 변질이나 오염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 환경에서(예, 병동 환자) 수액이나 주
사제의 경우 2~3시간 정도 전에 미리 제조하여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약침의 경우 따로 권장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양방처럼 쓰기 직전에 바로 채집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도 있지만 사용 몇 시간 전에 미리 syringe에 채집하여 놔
둘 경우 약액의 오염이 있는지 안전성에 대해 의문이 생겨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재어 놓은 약액의 변화에 대한 논
문은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은 syringe에 채집해 놓은 상태에서 약침
액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
였다.

Ⅱ.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약침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비교적 사용빈도
가 높은 4종의 약침을 임의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무균시
험을 진행하였다.

시험 기준은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129호, 2012. 12. 27)11)에 의거하여 진행하
였다.

대한약전에서는 미생물에 대한 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검사법으로 무균시험(sterility test)과 한도시험
(limited test)이 있다. 무균시험은 정성적인 시험으로 세
균 및 진균의 생성여부만이 확인 가능한 검사법이다. 단 하
나의 미생물이라도 검출해 낼 수 있는 시험으로 주사제의
미생물학적 품질관리에 주로 사용된다. 한도시험은 정량
적인 실험으로 세균 및 진균의 정확한 개수가 확인이 가능
한 검사법이다. 보통 어느 정도까지는 세균 및 진균이 허
용되는 일반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품질관리에 많이 사
용된다.

무균시험법에서는 액체배지를 사용하기에 육안으로 혼
탁 정도를 시험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본 시험에
서는 명확한 균의 발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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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시험으로 배양된 액상배지로 미생물한도시험을 추가 진
행하였다.

1.�시약,�약침�및�기기

1)�기구�및�기기
(1) 감압농축기 : Rotatyvacuumevaporator(Eyela,

Japan)
(2) 동결건조기 : Freezedryer (Ilshinbiobase, Korea)
(3) 기타 기기 : Canister, Steritest pump(Millipore.

Germany)
(4) 멸균기 : Autoclave(JEIOTECH. Korea)
(5) 배양기 : bacteria incubator(Lab. Companion,

Korea), fungus incubator(Lab. House, Korea)

2)�균류�및�배지

(1) 배지성능실험에 사용된 균류 : Clostridiumsporo-
genes, Pseudomonasaeruginosa, Staphylococ-
cus aureus, Aspergillus brasiliensis, Bacillus
subtilis, Candida albicans(ATCC. USA)

(2) 세균 및 진균 배지 : Thioglycollatemedium, Tryp-
tic soy broth(Millipore. Germany), Trytic soy
agar, Sabourauddextrose agar(Difco, France)

3)�약침�조제�방법(vial상태)

본 시험에 사용한 신바로2, 황련해독탕, 중성어혈 약침
의 약재는 그린명품제약(경기도, 한국)에서 구입하였고,
BV 10 %에 사용한 건조 봉독은 ㈜청진바이오텍(경기도,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각 약침의 조제 공정은 다음과 같다.
신바로2 약침은 각각의 약재를 70 % 주정으로 환류추출

후 여과하여 Rotatyvacuum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
고 농축된 추출물을 80~90 % 주정으로 알코올 수침을 통
해 정제하고 여과한 후 Freeze dryer를 사용하여 동결건
조시킨 후 황색의 동결건조 분말을 증류수에 희석하고 염
도 0.9 %, pH7.0으로 보정 후 감압 멸균하여 제조하였다.

황련해독탕과 중성어혈은 각각의 약재를 증류추출하여
얻은 증류액을 염도 0.9 %, pH7.0으로 보정 후 약침으로
조제하였다. 또한 BV 10 %는 봉독 1 g을 1 L정제수로 용
해하여 염도 0.9 %, pH 7.0으로 보정하여 약침을 조제하
였다.

4)�약침의�채집
서로 다른 3곳의 한방병원에서 약침을 1 ml syringe에

채집하여 24시간 이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실
험실로 보낸 약침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1 ml syringe
는 ㈜신창메디칼(경상북도, 한국)의 1 ml Syringe 29 G
1/2″ Needle을 사용하였다.

2.�대조군�및�실험군

1) 대조군은 약침 조제에 사용하였던 vial상태에서의 약
침제제로 설정한다.

2) 실험군은 3곳의 치료실에서 제조한 각 신바로2 약침,
황련해독탕 약침, 중성어혈 약침, BV 10 % 4종류의
약침을 24시간, 48시간 2가지 시간대로 나누어서 실
험한다.

3.�미생물�무균실험(sterility test)

세균 및 진균의 유무 확인을 위한 무균시험은 대한민국
약전 제10개정11)의 일반시험법 중 무균시험법 멤브레인필
터법을 참고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각 약침을 syringe
로 채집한 후 0, 24, 48시간 동안 방치하고 시험을 진행하
였다. 무균실험은 실험자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실험이
므로 자동화되어 있는 steritestpump를 이용하였으며 각
약침액을 멤브레인필터에 여과시킨 후 Thioglycollate
medium, Tryptic soy broth 배지를 넣어 세균 32.5 ℃,
진균 22.5 ℃에서 14일 이상 배양하였다.

1)�배지적합성시험

Table 1에 있는 각 세균, 진균을 균 종마다 용기당
90~100개를 접종하고 세균 30~35 ℃에서 3일 이내, 진균
20~25 ℃에서 5일 이내에 각 균이 명확하게 발육하였는
지 확인하였다.

2)�실험�validation(적합성�시험)

각 약침액을 시험할 용기(canister)에 여과한 후 마지막
세정액에 Table 2에서 제시한 균주를 균종마다 100개 이
하로 접종하고 여과하였다. 세균 30~35 ℃, 진균 20~25 ℃
에서 14일 이상 배양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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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생물�한도실험(limited test)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11) 중 일반시험법 미생물한도시
험법 한천평판도말법을 참고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멸균
한 Trypicsoyagar, Sabourauddextroseagar배지를
petri dish에 15~20 ml넣어 굳힌 후 무균시험을 통해 얻
은 배지를 1 ml취해 도말하고 세균 32.5 ℃, 진균 22.5 ℃
에서 5일간 배양하였다.

5.�결과�판정�기준

1)�미생물�무균실험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11)“일반시험법 중 미생물 무균실

험법”에 의거 육안으로 식별하여 균의 발육이 확인되지 않
을 시 적합으로 한다.

2)�미생물�한도실험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11)“의약품 등의 미생물 한도실험
및 기준방법”에 의거 균의 발육이 확인되지 않을 시 적합으
로 한다.

Ⅲ. 결과

무균시험에서는 혼탁이 생기지 않아 균의 발생이 없다는
결과가 모두 나타났고 한도시험 결과 균주의 응집이 발생
한 배지는 없었다. 모든 결과를 지면에 올리고 싶지만 실험
결과 사진이 많아 특정 한 곳의 한방병원에서 채집한 약침
으로 진행된 결과를 대표로 기재한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무균실험결과

40 http://dx.doi.org/10.13045/acupunct.2015060

The�Acupuncture�Vol.�32�No.�4�December�2015

Fig.�1.�Sterility�test�result�of�Shinbaro�pharmacopuncture

Table�1.�Strain�and�Criteria�for�Media�Probability�Test

Strain used medium Criteria

Clostridium sporogenes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us

Thioglycollate medium

Certain Growth of Strain
Aspergillus brasiliensis
Bacillus subtilis
Candida albicans

Tryptic soy agar

Table�2.�Strain�and�Criteria�for�Validation�Test

Strain used medium Criteria

Clostridium sporogenes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us

Thioglycollate medium

Same Growth between Control group
Aspergillus brasiliensis
Bacillus subtilis
Candida albicans

Tryptic soy agar



2)�한도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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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Limited�test(Bacteria)�result�of�Hwangryun-
Hae-Dok-tang�pharmacopuncture

Fig.�8.�Limited�test(Fungi)�result�of�Hwangryun-Hae-
Dok-tang�pharmacopuncture

Fig.�5.�Limited�test(Bacteria)�result�of�Shinbaro�phar-
macopuncture

Fig.�6.�Limited�test(Fungi)�result�of�Shinbaro�pharma-
copuncture

Fig.�2.�Sterility�test�result�of�Hwangryun-Hae-Dok-
tang�pharmacopuncture

Fig.�3.�Sterility�test�result�of�Jungsongouhyul�phar-
macopuncture

Fig.�4.�Sterility�test�result�of�Bee�venom�pharmacop-
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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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Limited�test(Bacteria)�result�of�Bee�venom
pharmacopuncture

Fig.�9.�Limited�test(Bacteria)�result�of�Jung-
songouhyul�pharmacopuncture

Fig.�12.�Limited�test(Fungi)�result�of�Bee�venom�phar-
macopuncture

Fig.�10.�Limited�test(Fungi)�result�of�Jungsongouhyul
pharmacopuncture

Table�3.�Test�Result

Sterility test Limited test

0 h 24 h 48 h 0 h 24 h 48 h

Dae jeon

SBO - - - - - -

HR - - - - - -

JS - - - - - -

BV - - - - - -

Bu cheon

SBO - - - - - -

HR - - - - - -

JS - - - - - -

BV - - - - - -

Hae un dae

SBO - - - - - -

HR - - - - - -

JS - - - - - -

BV - - - - - -



Fig. 1~12에서 혼탁도와 균주의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음성(－)으로 표기했을 경우 나머지 실험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약침은 학술적 및 임상적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치
료법으로 한의학적 치료법의 한 갈래로서 한국 침구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잡았다3). 이러한 약침의 연구 현
황은 주로 약침액의 개별적인 독성이나 구성성분, 효능 위
주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적 안전성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2015년 Lee등은 신바로 약침의 한약재 확인 및 표준화연
구5), Baek SH 등은 산양산삼복합약침의 표준화 및 급성
독성시험8) 등이 있고, 2005년에는 Byun BH, Seo BI은
유전독성시험에 의한 녹용약침의 안전성 연구9)를 발표하
였으며, 2003년에는 Kang MS 등은 봉약침의 안전성 연
구7)를 진행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임상적인 측면으로는 Lee등12)이 ALS동물 실험을 통해
봉침이 항염증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Kim 등13)은 봉
침이 CRPS 환자에게 통증제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
고하여 항염증을 비롯하여 통증제어에 봉독이 효과가 있다
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황련해독탕은 족관절 급성 염좌 환자 치험례14)와 항염증
효과를 통한 비염 동물실험15), 결막염 관련 연구16)가 있다.
중성어혈은 요통 및 요각통에 효과가 뛰어나고17) 요골신경
마비 환자 치험례도 있으며18) 탕약과 함께 투여하면서 통증
제어와 신경재생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19)가 있다.

주사제제와 관련된 연구 현황은 바늘의 재사용 시 혈액
을 통한 감염의 위험성 관련 논문20) 혹은 needle stick in-
jury 즉 찔림사고로 인한 혈액매개 질환들(HBV, HCV,
HIV)의 감염21) 등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약침이나 주사를 시술함에 있어서 주입액을 vial상태에
서 syringe로 채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채집한 이후 sy-
ringe 내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약침을 채
집한 뒤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주사기에 대한 오염이나 약액의 변질에 대한 궁금증이 생
겨서 무균실험과 한도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4시간,
48시간이 지나도 약침액에 대해서 균이 검출되지 않아 시
간에 따른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Injection을 비롯한 침습적인 시술의 경우 시술
후 감염사고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양방의 주사기 사용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는 대부분 바늘의 오염으로
일어난다22).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바늘의 오염으로 인
하여 감염이나 기타 질환이 일어난다는 논문들을 통하여
주사기의 재사용을 지양하는데 여기에는 주사 관련 장비의
재사용(vial, syringe)도 포함이 된다.

또한 시술 시 같은 바늘로 여러 부위를 시술하는 것을 지
양하는데 이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이다22).
시술 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본
실험으로 약침액은 오염되지 않으므로 감염과는 무관하다
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실험으로만은 단정 짓기 어
려우므로 추가적인 시술 후의 감염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YvanHutin등이 집필한 근육, 피하 내 주사의 감염 관
리 논문은 양방에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사의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분류하면 4가지로
다음과 같다23). 이 논문에서는 syringe로 채집해 놓은 경
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가능한지 언급되
지 않았다.

1) 소독된 주사 기구를 사용한다.(1회용 주사기 및 바늘
사용 권장)

2) 약과 주사기의 오염을 방지한다.( syringe채집 시 혈
액, 체액 등 감염 환경 주의, singledose－vial권장)

3) 바늘 찔림사고를 주의한다.(Needle recapping방지,
시술 시 시술자 찔리지 않게 주의하기)

4) 사용한 바늘관리를 주의한다.(사용한 바늘의 폐기
시 따른 용기에 밀봉하여 찔림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양방에서 약액을 채집해 놓은 syringe와 관련된 논문이
있다24). 하지만 이는 prefilled syringe, 즉 약액이 미리
syringe 내에 채집되어 있는 형태로 판매되는 syringe로
무균 환경에서 약액을 채집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유통하는
주사이다. 이 연구는 prefilled되어 판매된 상태에서 상온,
공기 중에 노출시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적
어도 3개월까지는 약액에서 박테리아나 진균 등의 오염이
없고 약액의 변질이 없다24).

따라서 약액이 아예 채집되어 있는 형태로 새로운 약침
용 주사기가 생산된다면 오염에 대한 안전성을 가장 높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그러하지 못하다면 양
방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약침 시술의 안전성
을 보완할 수 있다.

http://dx.doi.org/10.13045/acupunct.2015060 43

Syringe에�재어�놓은�약침의�시간에�따른�미생물학적�안전성�연구



Ⅴ. 결론

SBO, HR, JS, BV(10 %) 약침을 syringe로 취해 놓고
0시간, 24시간, 48시간의시간대에 따른 세균, 진균의 변
화를 확인하여 약침사용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립하고
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약침의 시간대 별 무
균실험, 미생물한도실험에서 세균과 진균 모두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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