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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蜈蚣은 신농본초경에 “味辛, 主鬼注, 蠱毒, 啖諸蛇蟲魚毒, 殺
鬼物, 老精, 溫瘧, 去三蟲, 生川谷”1)이라고 기록된 이래 한의학에
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蜈蚣은 왕지네과에 속한 동물인 
왕지네(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L. KOCH)의 건조체
로 辛散溫燥하여 毒이 있고 通絡止痛, 解毒散結의 효과가 있고, 性
이 走竄하여 裁風定搐하며 그 작용이 猛熱하여 息風止痙의 要藥이
된다2). 蜈蚣의 歸經은 肝經이며, 主治는 去惡血, 除積聚, 療驚癎, 
口噤, 丹靑, 排膿, 散結, 嘔風, 制蛇毒, 去三蟲이다3). 
    東醫寶鑑은 각개 병증에 대해서 湯液으로 치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병증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單方에 대한 내용을 넣어 민간
요법과 한의학의 연계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민간요법이 충분히 활

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동의보감의 단방은 민
간요법의 사용근거의 바탕이 되고 있고4), 破傷風, 溫瘧瘴瘧, 小兒
口噤不開에 蜈蚣이 單方으로 사용되었다5). 
    민간에서도 蜈蚣을 요추 염좌, 신경통에 가루 내어 복용하거나 
붙이는 등의 내외용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해왔는데6) 오 등7)은 그 
동안 한의학계는 이론 체계의 완성과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한의학
의 뿌리 중 하나인 민간요법을 비중있게 연구 발전시키지 못하여 
약학계나 자연요법계에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민간요
법을 적극적으로 수용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치료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
로 소멸 단계에 접어든 한국 전통 민간요법을 발굴 보존하여 지식
자원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5차년에 걸쳐 전국 현지조사와 민간 
의료 관련 문헌을 연구하는『민간요법 발굴·보존 및 DB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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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 자원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8).
    蜈蚣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홍9)의 국산 蜈蚣의 기원에 대한 
연구, 김10)등의 노랑머리왕지네의 遺傳學的 分析 및 약침액의 세포
독성에 관한 연구 등 23편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중국에서는 譚
11)의 蜈蚣의 藥理作用 및 應用 등 51편의 연구가 있으나 오공의 
사용된 병증 전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蜈蚣이 다양한 병
증에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아무런 한의학적 검증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훌륭한 한의약적 자원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한의학을 폄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사용방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저자는 오공이 민간요법에서 사용된 병증, 사용방법에 대
해 남북한과 중국에서 전승되어 오는 사례와 연구보고서를 조사하
고, 오공의 적용병증과 적용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오
공을 이용한 새로운 외치 한약제제의 개발에 대해 일정한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자료 수집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검색은, ‘한국전통지식포탈’, ‘과학
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한국의학정보포탈(OASIS), ‘한국학술
정보(KISS)’,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엔진을 통하여, ‘蜈蚣’을 검색
어로 하여 검색하였다. 중국 저널에 실린 논문은 ‘中國知網(CNKI)’
의 검색엔진에서 ‘蜈蚣’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였다. 그리고 민간
요법을 조사하여 기록한 『민간의학』4), 『한국민간요법발굴조사보고
서(충청남도편)』13)과 『한국의 민간요법』12)에서 오공을 민간방으로 
사용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2. 논문 선정
    蜈蚣 單方의 효과,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민간방의  蜈蚣의 
주치와 효능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된 논문 중 蜈蚣을 단일 주제로 
한 논문만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蜈蚣이 主가 되기는 하지만 蜈
蚣을 비롯한 여러 약재가 들어간 연구, 蜈蚣을 타 약재와 同服하는 
경우, 蜈蚣을 타 약재와 혼합하여 약재를 만드는 경우도, 蜈蚣 단
방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논문 선
정에서 제외하였다.

본    론

    오공을 단방으로 사용한 자료는 동의보감에서의 단방 사용 사
례, 국내 민간요법, 북한의 민간요법, 국내 학술잡지에서의 오공 단
방의 연구 주제와 효능, 중국 학술잡지에서의 오공 단방 연구 주제
와 효능, 중국 학술잡지의 오공 단방 임상 경험 順으로 기술한다. 

1. 동의보감의 오공 단방
    『東醫寶鑑』5)에서 오공을 단방으로 사용한 사례는 外形編, 雜
病編의 代指, 破傷風, 溫瘧·瘴瘧, 小兒 口噤不開이고 단방 조에 기
술되어 있지 않고, 단미로 오공을 사용한 諸蟲傷, 解毒이 있다

(Table 1). 

Table 1. The Single Medicinal Prescription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in Donguibogam

編 門 病症 內容

雜病編

風門 單方 治破傷風口噤身冷强直蜈蚣細末擦牙吐出
涎沫立甦[綱目]

截瘧 單方 主溫瘧瘴瘧灸爲末調溫酒服半錢[本草]

小兒 單方 初生小兒口噤不開不吮乳蜈蚣灸爲末猪乳
二合調半錢灌服[本草]

諸蟲傷 蛇咬傷 蜈蚣制蛇毒爲末付[本草]
解毒 通治單方 蜈蚣灸爲末和飮服亦佳[本草] 

2. 남·북한의 오공의 단방요법
    남한의 민간요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민간의학』4), 『한국민간
요법발굴조사보고서(충청남도편)』13), 북한의 민간요법은 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의 『한국의 민간요법』12)에서 조사하였다(Table 2, 3).
 1) 남한의 민간요법

Table 2. Folk Remedies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in South 
Korea

질환 방법 쪽

요통4)

닭을 삶은 물에 지네의 다리, 머리를 떼고 끓여서 공복에 
마신다. 경기, 강원, 서울 등지에서 활용하는 요법인데 

지네는 타박상으로 인한 울혈로 동통 증을 호소하고 자
리에 눕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증상에 유효하다. 요통
이나 디스크가 타박으로 온 질환에는 효력을 나타낸다. 

97

먼저 대마초씨 30g 지네 10마리를 닭에 넣고 고아서 먹
는다. 대마초씨는 대변을 잘 보게 하는 윤장제로써 노인
성 변비에 대단히 유효하다. 그러나 요통 치료에는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고, 여기에 배합되어지는 지네로 인하
여 효험을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닭은 환자의 영양불
량을 개선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환자에 따라서 
효험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개는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98

중이염4) 지네를 참기름 속에 넣었다가 녹아 나온 것을 솜에 묻혀
서 귀 안에 넣는다. 160

닭고기 먹고 
체함4) 지네를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술에 타서 마시면 낫는다. 187

손·발을 베었
을 경우4)

지네를 병 속에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은 다음 밀
봉하여 두면 액이 나오는데, 그 액을 하루 3회 2~3일 정
도 환부에 발라주면 곪지도 않고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낫는 효과가 있다. 

194

허리가 아플 
때13) 지네를 삶아 그 물을 먹으면 좋다. 153

담이 결릴 때
13)

지네가루를 반 수저 정도의 량을 막걸리에 저녁에 자기 
전에 먹는다. 159

 2) 북한의 민간요법12) 

Table 3. Folk Remedies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in North 
Korea

병증 민간요법 쪽

관절염

8~9월에 지네를 잡아서 말려 두었다가 쓴다. 대가리가 
검고 발이 빨간 것이 좋다. 지네 7~9마리를 대가리와 발
은 떼버리고 가루 내어 계란 흰자위에 섞어서 하루 두세 

번에 나누어 먹는다. 

206

생손앓이

지네는 황해남북도 지방에서 많이 난다. 7~8월 사이에 
잡으면 대가리가 검고 발이 붉은 것이 좋다. 지네 3~5마
리를 잡아 대가리와 발을 버리고 말려서 보드랍게 가루 
내어 계란 흰자위 한 개분을 섞어서 쏘는 손가락에 두텁

게 바른다. 

256

임파선 결핵

연주창이 터져서 낫지 않을 때 쓴다. 지네는 대가리와 발
이 붉은 것이 좋은데 대가리와 발은 버리고 말려서 보드
랍게 가루 내어 참기름에 개서 당처에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붙인다.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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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학술잡지에서의 오공 연구
    국내 학술잡지에 발표된 오공의 단방 사례를 조사하였다. 최근 
연구 발표순으로 제1 저자(발표연도), 연구논문의 제목 그리고 실험
한 결과물인 경우는 실험, 임상관련 결과물인 경우는 임상으로 표
기하고 결과로 들어난 오공의 효과를 기술하였다(Table 4).

Table 4. Study Theme and Effect of Single Medicine Prescription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Published in Journals in South 
Korea

4. 중국 학술잡지에서의 오공 단방 연구
    중구 학술잡지에 발표된 오공의 단방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최근 연구 발표순으로 제1 저자(발표연도), 연구논문의 제목 그리고 
연구 결과 오공의 효능을 요약하였다(Table 5).

Table 5. Study Theme and Effect of Single Medicine Prescription of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 Published in Journals in China

제1저자 논문제목 연구유형/ 蜈蚣효과 
김인우14)

(2014)
왕지네의 유기용매 추출물을 이용한 

멜라닌 합성 저해효과 실험/ 멜라닌 생성 저해

이길재15)

(2013)

봉독약침과 蜈蚣약침이 좌골신경 손
상 흰쥐의 기능 회복과 염증 억제에 

미치는 영향.

실험/ 蜈蚣약침이 좌골신경손
상회복 촉진

정호경16)

(2013)

蜈蚣(蜈蚣) 에테르 추출물의 RAW 
264.7 cell에서 LPS로 유도된 염증반

응 억제 효과.

실험/ 패혈증 등의 염증성 질
환에 유익. 

곽규인17)

(2012)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초기 수반증
상 중 이후통(耳後痛)에 대한 蜈蚣약

침의 치료효과 비교

임상/ 초기 이후통(耳後痛)이 
유의미하게 감소

조일주18)

(2011)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

포에서 蜈蚣(蜈蚣)의 항염증 효과 실험/ 항염증 효과

김성철19)

(2010)
수순(水醇)추출법으로 조제된 蜈蚣 약

침액의 생리활성효과. 임상/ 항산화 효과

김도호20)

(2009)
동결견(凍結肩) 환자의 蜈蚣약침(蜈蚣

藥鍼)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임상/ 오십견 통증 감소에 효

과

백기범21)

(2008)

Ethanol로 발기부전을 유도한 흰쥐의 
성기능 개선에 蜈蚣(蜈蚣)추출물이 미

치는 영향

실험/ 흰쥐의 성기능 개선에 
효과

김길남22)

(2008)

왕지네(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의 Bcl-xL 조절에 의한 

HL-60 세포의 아폽토시스(Apoptosis) 
유도

실험/ 암세포성장 억제

제1저자 논문제목 연구유형/ 蜈蚣효과 
최용건23)

(2009) 蜈蚣(蜈蚣)의 항산화효과에 관한 연구 실험/ 항산화 활성

배진승24)

(2007)
蜈蚣약침으로 치료한 슬와부 통증 환

자 2례

임상/ 근육의 발통점과 통증 
부위를 고정시키는데 매우 효

과적
박장우25)

(2006)
완골 외상과염 환자에 대한 蜈蚣약침 

치험 2례 임상/ 외상과염 환자에 효과.

배은희26)

(2006)
蜈蚣 약침액 LPS로 처리된 RAW 細胞

柱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실험/ 항염증

최회강27)

(2005)

期門에 대한 蜈蚣약침이 
D-Galactosamine으로 유발된 간손상

에 미치는 영향

실험/ D-Galactosamine으로 
유발된 白鼠의 간손상(肝損傷)

에 효과적
원재균28)

(2004)
蜈蚣약침(蜈蚣藥鍼)의 항염증 효과 치

험 2례
임상/ 족저근막염, 봉소염  염

증 감소

이삼로29)

(2004)
白鼠에서 蜈蚣약침이 신경병증성 통

증에 미치는 영향

실험/ 척수 손상된 백서의 신
경병증성 통증에 농도 의존적 

강력한 진통효과 
류원복30)

(2004)
蜈蚣약침이 Carrageenan으로 유발된 

흰 쥐의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실험/ Carrageenan 유발 흰 

쥐의 관절염에 消炎효과 
김성남31)

(2004)
환도혈 蜈蚣약침 자극이 백서의 신경

병리성 통증 억제에 미치는 영향
실험/ 백서에서 신경병리성 

동통억제에 효과 
김성웅32)

(2004)
蜈蚣약침을 사용한 통풍환자 치험 3

예
임상/ 통풍환자3례에 부종, 발

적, 통증 소실
김길섭33)

(1999)
蜈蚣이 마우스에서 2단계 발암화 과

정에 미치는 영향 실험/ 암세포의 증식 억제

김길섭34)

(1998)
蜈蚣이 老齡에 따른 mouse의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
실험/ 암세포상해에 관련된 

NK세포의 활성, 면역기능회복
정병태35)

(1997)
蜈蚣水鍼이 진통 및 鎭痙 효과에 미

치는 영향
실험/ 생쥐에게 동통과 경련

에 진통 ․ 진경효과 
이동희36)

(1997) 蜈蚣의 항고혈압작용에 관한 연구 실험/ 약 7% 정도의 혈압강화

홍남두37)

(1976) 노랑머리지네의 藥理學的 연구

실험/ 
①중추성 경련 억제작용

②중추신경의 진정작용과 해
열진통작용

③마우스, 家兎 回腸에 대하여 
이완성 억제

④모르모트 장관과 기관평활
근에 대하여 강력한 
histamine 유사 작용

⑤혈관평활근 이완에 의한 혈
관확장과 중추신경 일부의 관

여로 혈압강하작용 

제1저자 논문 제목 蜈蚣 효능
劉兵38)

(2013)
少棘蜈蚣活性蛋白對舌癌細胞

Tea-8113的抑制作用研究 
蜈蚣이 인간 구강세포암 증식 억

제
汪梅姣39)

(2012)
蜈蚣、地龍、地鳖蟲鎮痛作用比較

的實驗研究
蜈蚣이 지룡, 지별충과 비교해서 

제일 강한 진통효과 

王麗娜40)

(2012)
蜈蚣提取液對局竈性腦缺血再灌注

大鼠血漿vWF和TPO的影響
蜈蚣추출액이 혈우병VWF 인자와 
혈전생성단백질 수준을 낮춤으로

써, 뇌허혈관류 증상 완화
孔毅41)

(2012) 蜈蚣提取物抗血栓作用的研究進展 蜈蚣추출액이 항혈전 활동을 가지
는 천연약물자원

王碩42)

(2011)
多棘蜈蚣與少棘蜈蚣抗腫瘤作用研

究
두 종류의 蜈蚣이 강력한 항종양

효과 

周永芹43)

(2011)
蜈蚣提取物對小鼠宫頸腫瘤生長的

影響及其作用機制的實驗研究
蜈蚣 에테르 추출액과 알콜 추출
액 모두 백서의 자궁경부암 항종

양 효과
劉細平44)

(2011)
蜈蚣提取液治療肝癌 Bel-7

404細胞後的差異表達蛋白研究
蜈蚣 추출액이 간암세포 성장을 

저해하여 세포자연사 유도 
鄧秀梅45)

(2011)
蜈蚣多糖蛋白复合物抗斑馬魚胚胎

血管生成活性研究
蜈蚣에서 추출한 폴리사카라이드 
단백질 복합체가 신혈관생성 억제

병증 민간요법 쪽
지네를 대가리와 발을 떼어 버리고 덖어서 보드랍게 가
루 낸다. 이것을 계란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넣은 다음 
구멍을 잘 막고 밥가마에 쪄서 매일 한 개씩 환자의 연

령에 해당한 수만큼 먹는다. 
또는 쇠비름을 진하게 달인 물에 지네 가루를 타서 먹기

도 한다. 

281

오배자 큰 것에 구멍을 뚫고 속을 약간 파낸 다음 대가
리와 발을 뜯어버린 지네 한 마리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 
넣고 밀가루를 식초에 개서 오배자를 잘 싼 다음 밀기울
에 묻혀서 탈 때까지 굽는다. 그리고 겉에 발랐던 밀가루 
떡을 털어 버리고 속에 넣었던 지네도 꺼내 버린 다음 
오배자만 보드랍게 가루 내어 식초에 개서 멍울이 생긴 
위에 바른다. 그러나 멍울이 이미 터진 환자에게는 쓰지 

말아야 한다. 

286

치질 

지네를 햇볕에 말려서 다리와 대가리는 떼어 버리고 보
드랍게 가루 내서 쓴다. 지네 두 마리를 보드랍게 가루 
내어 계란 흰자위 한 개분을 섞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
를 앓는 부위에 쏘인다. 하루에 한번씩 6일간 계속하면 

낫는다.

303

뱀에게 물렸
을 때

지네 5~10마리를 대가리와 발은 버리고 잘 말려서 가루 
내어 물에 타서 하루에 두세 번씩 먹는다. 지네는 대가리

와 발이 붉고 8월에 잡은 것이 좋다. 
306

습진

지네 3~5마리를 가루 내어 계란 흰자위에 섞어서 하루
에 한 번씩 바른다. 

364
술에 지네가루를 한 마리 분씩 타서 먹고 땀을 내도 좋

다.

티눈

대가리와 발은 붉은 것이 좋다. 지네를 그늘에 말려서 보
드랍게 가루 내어 참기름을 적당히 넣고 반죽한다. 이것
을 엷은 천이나 기름종이에 3~4 cm의 두께로 발라서 티
눈이 생긴 곳에 붙이고 싸맨다.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붙

인다.

384

치은염
8월에 잡은 지네를 햇볕에 말렸다가 불에 약간 구워서 
대가리를 버리고 가루 내어 쓴다. 고백반과 지네 가루를 

1:1의 비례로 섞어서 잇몸에 바른다.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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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학술잡지에서의 오공의 단방 임상 경험 례 
    중국 학술잡지에 발표된 오공의 단방과 임상에서 경험 사례를 
조사하였다. 최근 연구 발표순으로 제1 저자(발표연도), 연구논문의 
제목, 외치 내치의 구분 및 사용 질환, 오공의 약리 효능을 요약하
였다(Table 6). 

Table 6. Clinical Cases Published in Journals in China

제1저자 논문 제목 蜈蚣 효능
趙志國46)

(2010)
蜈蚣酸性蛋白對AngⅡ誘導心肌細

胞凋亡的影響
蜈蚣추출 산성 단백질이 심장근육 

자연세포사를 방해한다. 

劉細平47)

(2010)
蜈蚣提取液對裸鼠移植肝癌治療作

用研究
蜈蚣추출액이 백서의 다른 자리 
이식(heterotopic graft) 간암세포

성장 방해

劉細平48)

(2009)
蜈蚣提取液對肝癌Bel-7404細胞体

外抗癌作用的研究

蜈蚣추출액이 백서의 간암세포 증
식 시간과 농도 의존적 방해. 저농
도는 종양세포자연사 유도, 중농
도와 고농도는 종양세포를 직접 

사멸

韓莉49)

(2009)
蜈蚣提取物誘導SiHa細胞凋亡及其

作用機制
蜈蚣추출액이 인간자궁경부암세
포주(SiHa)의 성장을 방해하여 세

포자연사 유도

李興暖50)

(2009)
蜈蚣多糖對Hela細胞的增殖抑制作

用研究

蜈蚣 폴리사카라이드가 인간 자궁
경부암세포주(HeLa)의 세포 순환
을 변화시켜 자연사를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趙志國51)

(2008)
蜈蚣酸性蛋白對急性心力 衰竭大

鼠心功能的影響 
蜈蚣산성단백질이 급성심장마비
가 있는 백서의 심장기능 개선

周永芹52)

(2007)
蜈蚣提取物對宫頸癌CaSki細胞增

殖的抑制效應
蜈蚣추출물이 인체자궁경부암 

CaSki 세포증식억제 효과
陳少鵬53)

(2007)
少棘蜈蚣纖溶活性蛋白的抗血栓作

用
蜈蚣추출 혈전용해효소는 혈전용

해효과와 항응고 효과
張艷慧54)

(2005)
蜈蚣抗家兔動脈粥樣硬化的實驗研

究
蜈蚣추출물이 家兎 죽상동맥경화 

억제

司秋菊55)

(2004) 蜈蚣可抗心肌缺血動脈硬化 

蜈蚣추출물이 지질대사를 조절하
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근
육의 항산화능력을 증강시켜 혈관
내피세포손상을 보호하여 죽상동

맥경화를 예방 치료한다.

張明泉56)

(2004)
蜈蚣提取液對大鼠心脏血流動力學

的作用研究

蜈蚣추출물이 살아있는 백서의 심
장혈류 동역학을 개선시켜, 급성 
허혈성 관류손상 백서의 좌심실의 

기능 보호 

司秋菊57)

(2004)
蜈蚣對動脈粥樣硬化家兔血液流變

學的影響 
蜈蚣추출물이 家兎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죽상동맥동화증 방

지

司秋菊58)

(2004)
蜈蚣對心肌缺血性損傷小鼠NO及

iNOS的影響
蜈蚣추출물이 심장근육 손상된 백
서의 산화질소 합성을 촉진시켜 

심혈관내피세포 보호
曲爱兵59)

(2003)
蜈蚣組織提取物抗腫瘤活性的初步

研究
蜈蚣추출물이 위암세포주, 간암세

포주의 종양세포에 억제작용 
司秋菊60)

(2002)
蜈蚣對動脈粥樣硬化家兔血管内皮

細胞功能的影響
蜈蚣추출물이 죽상동맥경화를 막

아 혈관내피세포를 보호
劉國清61)

(2002)
蜈蚣油性提取液對肝癌細胞增殖的

影響
蜈蚣추출물이 간암세포증식을 억

제
司秋菊62)

(2001)
蜈蚣有效成分抗心肌缺血作用的研

究
蜈蚣추출물이 허혈성 심장근육 손

상을 억제 
焦波63)

(1999) 蜈蚣提取物對小鼠精原細胞的作用 蜈蚣추출물이 백서 정원세포에 항
종양작용 

鄭平香64)

(1996) 少棘巨蜈蚣對某些動物血壓的影響 蜈蚣이 백서의 혈압강하 효과

遲程65)

(1992)
墨江蜈蚣和少棘巨蜈蚣抗驚厥藥效

學實驗研究 蜈蚣이 抗驚厥 효과

제1저자 논문 제목 외치․내복/질환 주제

楊媚月66)

(2014)

蜈蚣油聯和水膠体糊
劑治療外傷性皮下血
腫的療效探討中外醫

療
외용/혈종

DuoDerm Hydroactive Paste 
와 참기름, 蜈蚣 혼합하여 만
든 연고를 혈종에 도포하여 

대조군에 비해 효과. 종창 동
통, 국부 압통 등이 빨리 소실 

趙延達67) 大黄蜈蚣外用治療带 외용/대상포진 大黃과 蜈蚣 전탕액을 환부에 

제1저자 논문 제목 외치․내복/질환 주제

(2014) 狀疱疹36例
도포. 증상 현저히 개선, 동통 
소실. 水疱結痂탈락, 피부흔적 

없음.

楊媚月68)

(2013)

蜈蚣油聯用Duoderm
膏治療淺Ⅱ度燒燙傷

創面的療效觀察
외용/화상

DuoDerm Hydroactive Paste 
와 참기름, 蜈蚣을 섞어 연고
를 만들어 2도 화상에 상처부
위에 도포, 대조군보다 치료

효과 뛰어남 

楊平69)

(2012)
蜈蚣散外用治療带狀

疱疹38例 외용/대상포진

蜈蚣을 구어 가루 내어 참기
름과 섞어 대상포진 환자 환
부에 도포, 피부통증 감소, 병

기 단축

楊媚月70)

(2011)

蜈蚣油外敷治療輸液
外渗所致腫痛的療效

觀察  
외용/수액삼출

蜈蚣을 구어 가루내어 참기름
과 섞어 링거액이 국부적으로 
스며 나와 통증있는 환자 환

부에 도포하여 통증 감소 

範翠玉71)

(2010)
蜈蚣膏治療带狀疱疹

28例臨床觀察 외용/대상포진

蜈蚣을 식초에 담근 후 약한 
불에 말려 가루 내어 참기름
을 섞어 고를 만든다. 대상포
진환자 환부에 蜈蚣을 담갔던 
식초를 바르고 3분후에 蜈蚣
고를 바른다. 임상증상은 소
실되고, 포진 소실  총유효율 

96.42%.

盧文玉72)

(2009)
复方蜈蚣酊劑治療糖

尿病足体会 외용/당뇨족

蜈蚣 황백 홍화 빙편을 알콜
에 3일간 담가 蜈蚣 酊劑를 
만든다. 약솜을 사용하여 당
뇨족(糖尿足) 환부에 바른다. 
58세 여환. 홍종 동통 소실. 
60세 남환.  미란성 염증, 분

비물 소실 

懷濱73)

(2005)
“蜈蚣油”治療口腔粘
膜潰瘍116例報告 외용/구강궤양

蜈蚣을 구어 가루 내어 참기
름을 섞어 蜈蚣油를 만든다. 
구강궤양 환자 환부에 바른

다. 효과 만족. 

劉元昆74)

(2005) 蜈蚣治療鷄眼經驗方 외용/티눈

①蜈蚣1条, 文火烘干, 研末, 
油调, 涂患处 ②蜈蚣1条, 加香
油浸2～ 3日, 取出捣烂外敷 

③蜈蚣研末, 加盐水调敷 ④蜈
蚣研末, 醋浸外敷

4가지 방법으로 외용제를 만
든 후 4가지를 도포한 후 하
루가 지나면 환부가 흑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시 
1주일이 지나면 티눈이 떨어

진다. 

範存廣75)

(2004) 蜈蚣饮治療嘔逆 내복/咳逆

蜈蚣6마리를 고량주에 담아 
4시간 후면 음용할 수 있다. 
하루 3번 15 ml씩 복용한다. 
61세 남환. 10일 동안 해역이 
멈추지 않았으나, 저녁8시에 
20 ml 복용 후 밤에 편히 잠
들고, 다음날 15 ml 씩 3번 

복용 후 해역이 멈춤 

趙爱文76)

(2004)
蜈蚣散外敷治療化膿

性指頭炎42例 외용/瘭疽

蜈蚣1마리를 연기로 말려 가
루내어 저담즙에 섞는다. 화
농성 손가락 염증이 있는 부
위를 소독 후 도포한 후 붕대
로 감는다. 24~36시간에 1번

씩 도포한다. 

單克林77)

(1999)
酒精蜈蚣液外治蟲傷.  

新中醫 외용/蟲傷

蜈蚣 10마리를 95%酒精 500 
ml에 1주일간 담근 후 사용한
다. 오래 될수록 효과가 좋다. 
말벌, 쐐기, 蜈蚣, 거미, 독사

에 물렸을 때

尹淑華78)

(1999)
蜈蚣治療鷄眼的療效

觀察.  외용/티눈

蜈蚣5마리, 참기름8g. 蜈蚣을 
구운 후에 갈아서 가루로 만
든다. 환자의 발을 37~40도 

온수에 5~20분 담근 후 소독. 
수술 칼로 각질층 제거 후 참
기름과 蜈蚣가루를 섞어서 환
부에 도포 후 붕대로 고정. 격
일로 한번씩 6~10회 한다. 20 

치유례중 100% 치유 

馮甲婷79)

(1994)
蜈蚣油治癰瘡癤毒有

奇效
외용/

瘡癤毒
오동나무 기름 200 ml에 3~5
마리 蜈蚣을 넣고 밀봉한 10
일후면 蜈蚣이 녹는다.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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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한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 자연이나 질병과 싸우는 과정
에서 발견된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물에 대한 수많은 實踐, 認識, 
再實踐, 再認識의 반복을 통하여 끊임없이 총괄을 함으로서 발전되
고 이론적으로 정리되어왔다. 상고시대에는 문자가 없어서 약물이

나 방제 등의 傳受는 口傳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인간사회의 
발달에 따라 문자가 진화되고 자료가 남게 되어 고인의 정리나 총
괄을 거쳐서 서로 후세에 전하여지게 되었다88).
    민간요법(folk therapy)이란 약물, 주물(呪物), 금기 외에 물리
적, 정신적 수단 등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 전승되어온 의료 기술과 
지식, 사유, 관행 및 실천양상을 총칭한다. 이는 기록된 문헌에 기
초하지 않고 제도권 의료에 포함되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오랜 기
간 동안 전승되어온 의료영역89)으로 정의되며, 한약이 아니라 주로 
경험적인 효력에 의거한 약초 등의 단방약을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이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치료법을 포함하기도 한다. 
    東醫寶鑑은 각각의 병증과 치료처방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單方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있다. 동의보감에 기술된 단방의 효능
은 어떤 의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의성 허준은 약물의 효
용에 대한 뚜렷하고 확고한 식견으로 한자 하나하나를 새롭게 만들
진 것이다. 빈곤한 백성들이 생활 주변의 약초로 병자의 질병을 치
료할 수 있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약초
의 약효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
학자의 고뇌가 있는 저술이라고 사료된다. 그 이유로 한 예를 들면 
동의보감 오장치법의 간장의 단방에 酸棗仁는 益肝하고, 車前子은 
養肝하고 靑箱子는 鎭肝하고 山茱萸溫肝하고 韭能充肝氣한다5)고 
기술하는 데서 익간, 양간, 진간, 충간기는 약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심 끝에 선택한 글자로 약물의 약성을 기술한 본초서적에는 그런 
맥락에서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있다. 
    동의보감의 단방은 민간요법과 한의학의 연계성에 크게 기여하
였고, 민간요법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동
시에 동의보감의 단방은 민간요법의 사용근거의 바탕이 되고 있다.4)

    홍9)은 국산 蜈蚣의 기원을 연구하였으며, 국내에서 약용으로 
유통되는 蜈蚣의 95.2%가 노랑머리 왕지네(Scolpendra 
subspinipes mutilans)임을 밝히고 있다. 이후 김10)등의 연구에서
는 국내에서 약용으로 유통되는 蜈蚣을 국내산, 중국산, 일본산을 
구분하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모두 형태학적으로 노랑머리 왕지
네임을 밝혔다. 국내에서나 중국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는 蜈蚣은 모
두 Scolpendra subspinipes mutilans. Koch 이다. 
    蜈蚣의 단방요법은 병증에 따라서는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이 
아니라 중심적인 주제로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단방이 건강을 유
지하는 “治未病”과 질병이 발생할 때 치료하는 치료제로의 두 가지 
역할이 있다4). 
    東醫寶鑑에서 오공을 단방으로 기술한 병증은 破傷風, 溫瘧瘴
瘧, 小兒口噤不開이다. 파상풍을 치료할 때 蜈蚣을 가루 내어 잇몸
에 문질러 주게 하였고, 溫瘧․瘴瘧에는 蜈蚣을 구워 가루 내어 복
용하고, 毒蛇의 咬傷에 오공을 가루 내어 붙이도록 하였다. 오공을 
외용과 내복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잇몸에 문지르게 
한 것이 특이하다. 
    단방 이외에 동의보감 雜病編 諸蟲傷의 蛇咬傷과 解毒에 蠱毒
을 두루 치료하는 단방(通治單方)에 고독에 걸렸을 때 오공을 구워
서 가루내어 미음에 타 먹어도 좋다고 한다고 하여 단방에 3가지 
질병과 단방으로 분류하지 않은 오공 單味로 蛇咬傷, 蠱毒을 치료
하였다. 

제1저자 논문 제목 외치․내복/질환 주제
로 저으면 장기간 종기 무명
종독에 사용. 닭털로 약을 환
부에 매일 1~3회 뿌린다. 일
반적으로 3~5일이면 낫는다. 
大毒하므로 입이나 건강한 피

부에 닿으면 안 된다. 

韋龍華80)

(1993)
蜈蚣治療無名腫毒和

水火燙傷42例 외용/腫毒, 화상

오동나무 기름 500 ml에 살
아있는 蜈蚣 5~10마리를 

10~15일 담근다. 오동나무 
기름이 없으면 동백기름도 가
능하다. 급성 손가락염증, 급
성봉와조직염, 부스럼, 수탕

상, 화소상.

耿振江81)

(1992)
蜈蚣粉治頑固性皮膚

潰瘍 외용/피부궤양

말린 蜈蚣 50~100마리를 갈
아서 거른 후 병에 담는다. 외
상, 수술로 인한 피부 결손 면
적이 20x20 cm2 이내. 종기, 
봉와조직염, 욕창 등의 궤양. 
치유가 어려운 下肢 궤양. 궤
양 면을 청결하게 한 후 蜈蚣
粉을 1 mm 두께로 뿌린다. 
30분내에 경미한 동통이 있

을 수 있다. 

王學平82)

(1991) 蜈蚣鎮痛小議 내복/癌性극렬 
동통

원발성 간암환자 간부위 동통 
심함. 마약성 진통제로도 참
기 힘 듬. 蜈蚣 30마리를 물 
1000 ml에 약한 불로 2시간 
이상 달여서 300 ml 액을 얻
는다. 자주 복용한다. 복용 후 
30분 이후 동통 감소, 2시간 

후에 동통 소실

唐富娥83)

(1991)
蜈蚣酒精治療蟲叮咬

有特效 외용/ 蚊蟲叮咬

75% 酒精 50 ml에 살아있는 
蜈蚣 10마리를 15일간 담근
다. 모기물린 환자 500례를 
관찰. 유효율 100%. 이 약을 
바르면 가려움증, 구진이 바

로 소실

朱鴻彬84)

(1991)
外用單味蜈蚣治療淋

巴腺炎
외용약/
임파선염

蜈蚣3마리, 참기름 적당량. 蜈
蚣을 불에 구어 가루 내어 참
기름에 섞는다. 3일후에 사용
한다. 알콜 솜으로 환부에 가

볍게 도포한다. 

于廣義85)

(1991)
蜈蚣油治療化膿性中
耳炎 82例療效分析

외용/
화농성중이염

약간의 蜈蚣을 약한 불로 구
어 일정 비율로 참기름을 섞
어 흔든 후 내려놓아 위에 맑
은 액만 취하여 쓴다. 갈색 반
투명 액상이 되고 대략 매운
맛을 띤다. 안정성이 좋고 불

량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許彦枝86)

(1986)
自制蜈蚣油治療口腔

潰瘍
외용/

구강궤양

蜈蚣 여러 마리를 건조기에 
넣고 100도씨에서 약 20분간 
두고 초황색이 될 때 꺼내어 
서서히 식힌다. 막자사발에 

넣고 분말을 만들어 적당량의 
참기름을 섞어 죽처럼 만들어 
사용하다. 사용 전에 알코올 
솜으로 과산화수소수와 생리
식염수로 구강을 소독한다.

郭池87)

(1983)
蜈蚣治療空洞型肺結

核12例
내복/
공동형
폐결핵

空洞型 肺結核 확진 받은 환
자에 蜈蚣을 머리와 다리를 
제거하고 약한 불에 구어 가
루 내어 내복한다. 한번에 3
마리 양을 3번 복용한다. 3개
월 이상 복용. X선 검사상 空

洞이 닫힌 것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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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방 이외에 오공이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하여 代指과 파상
풍를 치료하였다. 대지는 생인손으로 天蛇頭瘡이라고도 하는데, 
‘代指로 터지고 붓고 아픈 경우에는 웅황을 계란 속에 넣은 다음 
앓은 손가락을 그 속에 넣고 하룻밤 지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에 지네를 태우는 연기에 앓는 손가락을 한두 번 쏘여주면 곧 낫는
다5)고 하였고, 파상풍에 오공1마리, 강표(江鰾 물고기부레) 3돈을 
가루내어 매번 1돈씩 방풍과 강활을 달인 물에 타서 먹는 大蜈蚣
散이 있고, 이를 악물고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
는 것에 오공1마리 全蠍 볶은 것 2마리를 가루내어 잇몸에 문지르
거나 코에 붙어 넣는데, 이를 小蜈蚣散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오공을 사용한 병증에 대한 내용을 보면 
破傷風, 瘧疾, 小兒의 口噤不開에 가루 내어 잇몸에 문지르거나 따
뜻한 술로 복용하게 하거나 돼지 젖에 오공가루를 넣어 먹게 하여 
급작스럽게 병증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인체 부위, 
술과 돼지 젖으로 약물이 빨리 흡수되어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의
원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백성들을 위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
였고, 장기적인 治未病이 아닌 응급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치
료제였다고 할 수 있다. 
    蜈蚣은 민간에서는 왕지네, 지네라고 부른다. 민간에서 전승되
어 오는 蜈蚣의 사용례는 東醫寶鑑보다 더 많은 사용례를 보여준
다. 남한의 민간요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민간의학』4), 『한국민
간요법발굴조사보고서(충청남도편)』13), 북한의 민간요법은 의학과학
원 동의학연구소의 『한국의 민간요법』12)에서 다양한 방법의 蜈蚣 
민간요법이 전승되고 있다. 
    조사된 자료를 통해 남한의 오공 단방 민간요법의 사용사례를 
살펴보면 요통, 중이염, 닭고기 먹고 체했을 때, 손, 발을 베었을 
때, 관절염, 생인손, 임파선 결핵, 습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요통에 지네의 머리 다리를 떼어버리고 닭에 끓여서 먹고, 지
네를 대마초 씨와 함께 닭에 고아 먹었다. 닭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오공이 走竄하여 去惡血, 除積聚, 散結3)하는 효능으
로 치료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
람이 요통이 발생했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이나 영양이 풍족하고 운
동이 적은 사람에게 닭고기에 오공을 넣어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미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네를 참기름에 넣어 녹아나온 액체를 사용하여 중이염을 치
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참기름은 참깨의 종자를 짜낸 지방으로 麻
油, 香油라고 하는데, 性味가 甘凉하고 解毒生肌, 補益肝腎, 潤腸
通便하는 효능이 있다89). 지네는 약리적인 기능 이외에 원충이 갖
고 있는 영양적 요소 또한 적지 않아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이 있
다고 본다. 여기에 영양이 풍부하여 肝과 腎을 補益하면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는 참기름은 해독의 효능까지 있어 오공의 독을 중화시
키면서 오공이 참기름에 녹아 낸 액체를 직접 귀 속에 솜으로 바르
게 되니 염증이 회복이 매우 신속하게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닭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에 지네를 볶아 가루를 먹으면 낫는 
다는 것은 닭고기와 지네가 相剋의 관계에 있어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보다는 지네가 通絡하고 散結하는 효과가 있어 가능한 
효과라고 사료된다. 
    손·발을 베었을 때 중이염의 치료방법과 동일하나 참기름만 사

용하지 않고 들기름도 사용한 것이 다름이 있다. 손을 베게 되면 
베인 상처로 균의 침입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를 방어해야 되고, 
빠르게 새살이 돋아나서 합창이 될 수 있어야 되므로 급성 질환에 
지네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들기름은 들깨의 종자를 짠 유
지로 白蘇子油라고 하는데 性이 溫하고 補中, 破氣, 通血脈, 塡精
髓하는 효능이 있다90). 熱性의 有無를 나눠 열이 있을 때는 참기
름, 열이 없을 때는 들기름을 사용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
된다.
    관절염에 지네를 가루로 낸 뒤 계란 흰자위에 섞어서 먹게 하
였다. 계란 흰자위는 鷄子白이라고 한다. 계란은 滋陰潤燥, 養血安
胎, 養心安神하는 효능이 있는데, 鷄子白은 淸肺利咽하고 淸熱解
毒하는 효과가 있다90). 관절의 염증에 淸熱解毒하며 滋潤하는 鷄子
白을 오공과 함께 사용하여 오공의 약효를 증가 시킨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생인손에 3~5마리 지네를 가루로 만들어 계란 흰자위 한 개에 
섞어 손가락에 두텁게 바른다고 하였는데, 동의보감의 생인손의 치
료에 웅황을 계란 속에 넣고 아픈 손가락을 그 속에 넣고 하룻밤 
지낸 다음 날 아침에 지네를 태우는 연기에 앓는 손가락을 한두 번 
쏘여준다는 치료방법이 있다. 민간에서는 웅황을 구입하기 쉽지 않
았을 것이니 淸熱하고 滋陰하는 계란 흰자에 섞어 환부에 바름으
로서 영양을 공급하면서 오공의 효과를 빠르게 보려고 했던 민간방
으로 판단된다. 이 때 얇게 바르면 수분이 증발하여 금방 말라 갈
라져서 촉촉하게 환부에 약이 침투해 배어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임파선결핵에 지네를 가루로 만들어 계란에 구멍을 뚫어 그 안
에 넣고 밥할 때 쪄서 매일 먹게 하였다. 이 방법은 계란의 영양분
을 섭취하게 하데 지네의 排膿, 散結하는 효능을 이용한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오배자에 지네를 넣고 밀가루로 개어 싼 다음에 밀기울에 
묻어 구워 지네를 버리고 오배자만 식초에 개서 환부에 바른다고 
하였다. 五倍子는 性이 降濇하고 肺를 斂하고 세포의 分泌를 抑制
하여 粘膜을 乾燥하게 하는 강력한 收斂劑로 殺菌防腐의 효과가 
있다. 頑痰을 善收하고 熱毒을 解消하여 他藥에 佐하면 효과가 良
好하다3). 임파선 결핵에 지네를 오배자 속에 넣어 蒸의 형태로 지
네의 약성이 오배자에 베어 들어가게 하여 오배자의 頑痰을 제거하
고 열독을 풀고 살균 방부하는 효과와 어울러 결핵균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환자가 임파선결핵으로 
체력의 소모에 맞춰 영양보충을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의 차
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습진에 지네가루를 계란 흰자위에 섞어 환부에 바르면 계란의 
흰자위가 피부에 영양을 주면서 보습을 시켜 피부의 저항성을 높여
주면서 지네가루가 살균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아울러 지네가루
를 술에 먹고 땀을 내는 방법도 지네가루가 빠르게 병소까지 도달
하여 진액을 보충하고 살균하는 효과로 습진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민간요법』의 내용은 북한 지역의 민간요법이다. 이는 
북한 의학과학원 동의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을 그대로 옮긴 책이
다12). 관절염, 생손앓이, 임파선 결핵, 습진의 치료방법은 남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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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치질, 뱀의 咬傷, 티눈, 치은염은 
남한 지역에서 조사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북한은 서방국가의 제재
조치로 인하여 국외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한약재제의 민간요법은 생활 현실에서 
가까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북한에서의 민간요법에 대한 
자료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 남한 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본
다. 또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점에서 영양실
조와 면역기능의 저하로 인한 질병으로 민간요법에서의 효과와 활
용도가 남한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치질은 蜈蚣 가루와 계란 흰자위 한개 분량을 섞고 불에 태워
서 그 연기를 앓는 부위에 쏘이는 방법은 연기를 이용하여 피부표
면에 연기가 내려앉아 막을 형성하게 하어 피부에 지속적으로 작용
하게 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지네가루만 태워 좌훈 요법처럼 사용
한 것과 다르다.
    지네가루를 참기름에서 섞고 반죽하여 티눈이 생긴 부위에 붙
이고 싸매는 방법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티눈이 있
을 때 장화에 물을 넣고 장화를 신고 다니다 보면 티눈이 붉어져 
티눈이 쏙 빠져 나왔던 경험을 해봤던 저자는 지네가루를 참기름에 
개어 티눈 부위에 붙이면 지네의 通絡止痛, 散結의 효과와 참기름
의 補益肝腎 작용으로 피부에 일정한 수분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티눈이 빠지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치은염에 지네가루를 고백반에 섞어 잇몸에 바른다고 하였다. 
白礬은 性寒無毒하고 濇酸하며 寒熱洩痢, 治陰蟲惡瘡, 堅骨齒, 除
風, 去熱, 消痰, 生津, 解毒하고 防腐收斂劑로서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咽頭炎, 氣管支炎, 胃炎, 腸炎, 喀血, 咳血,  各種 出
血, 일체 癌腫의 潰瘍에 사용하고 癲癎 등 神經病의 痰涎壅盛을 
治한다3)고 하는데 잇몸에 직접 지네의 通絡止痛, 백반의 防腐收斂
작용이 이뤄지게 하여 병소가 합창되고 염증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현재 사용하는 치약에 혼합하여 치은염이 
잦은 사람에게 활용하면 한약제재의 유용함을 얻게 될 것으로 사료
된다.  
    국내에서의 蜈蚣 실험 연구는 1976년 홍36)의 노랑머리 지네의 
약리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그 이후 2014년 김14)의 왕지네의 유기
용매 추출물을 이용한 멜라닌 합성 저해효과에 이르기 까지 蜈蚣에 
대한 24편의 선행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 오공을 단방으로 선행된 24편의 연구내용을 살펴보
면 실험연구로 18편 중 약침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 
논문은 7편이다(Table 4). 24편의 연구 내용과 빈도수를 살펴보면 
염증개선 효과14,16,18,25,26,28,30), 진통효과17,18,24,29,31,32,35,37), 암세포 성
장 억제효과22,33,34), 항산화효과19,23)가 연구의 주된 주제였고, 멜라
닌 합성 저해효과14), 간 손상 회복27), 성기능 개선 효과21), 항고혈
압작용36), 항경련작용37)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마우스, 家兎 回腸
에 대하여 이완성 억제, 모르모트 장관과 기관평활근에 대하여 강
력한 histamine 유사 작용에 대한 연구37)은 독특한 주제였다. 
    국내에서 오공 연구는 주로 염증개선, 진통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오공이 辛散溫燥하여 毒이 있고 通絡止痛2)의 효능
과 일치된다. 또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도 본초 서적에서의 오공
의 효과인 解毒散結과 관련이 있다. 性이 走竄하여 裁風定搐하며 

그 작용이 猛熱하여 息風止痙의 要藥이 된다2)는 본초서적의 효능
과 항고혈압작용, 항경련작용과 관련이 있고, 멜라닌 합성을 저해
하고 간 손상을 회복 효과, 성기능 개선 효과는 오공이 대사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散結, 解毒의 효과는 通絡으로 인
한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통증이나 혈
압, 성기능 개선에 일정한 효용성이 있고, 암 세포의 증식의 억제
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다.  
    다만 여기에 기록된 약침 실험 연구의 경우 蜈蚣 약침의 시술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이루어 지지 않아 객관적 측면에서 
재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91) 앞으로의 실험에서는 임
상 연구 논문을 설계할 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오공관련 24편의 연구에서 오공을 외용
으로 사용한 보고는 전무하고, 임상연구의 7건 모두 오공 약침으로 
치료한 사례인데, 耳後痛, 항산화, 오십견, 근육통, 외상과염, 족저
근막염, 통풍에 사용하여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동일한 병
증에 오공을 외용으로 사용하여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중국 학술잡지에서의 오공 단방 연구와 단방 임상경험에 대하
여 살펴보면 오공단방연구는 28편(Table 5), 단방 임상경험은 22편
(Table 6)이 조사되었다.  
    오공 단방 연구를 살펴보면 본초 서적에서의 효능과 동일한 진
통효과39), 抗驚厥 효과65)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인간 구강세포암 
증식 억제38), 항종양효과42), 자궁경부암 항종양 효과43), 간암세포 
성장 저해44), 신혈관생성 억제45), 자리 이식(heterotopic graft) 간
암세포성장 억제47), 간암세포 증식 시간과 농도 의존적 억제48), 인
간 자궁경부암세포주(SiHa)의 성장 억제49), 인간 자궁경부암세포주
(HeLa)의 성장 억제50), 인체자궁경부암 CaSki 세포증식억제52), 위
암세포주, 간암세포주의 종양세포 억제작용59), 간암세포증식을 억제
61), 정원세포에 항종양작용63) 등 종양 관련 연구가 12편이 있고, 
죽상동맥경화와 관련된 연구는 죽상동맥경화 억제54), 지질대사를 
조절과 심장근육의 항산화능력을 증강으로 죽상동맥경화 예방 및 
치료55), 콜레스테롤 저감으로 죽상경맥동화증 방지57), 죽상동맥경화 
예방으로 혈관내피세포보호60)등 4편이며, 심장근육 자연세포사 억
제46), 급성심장마비 기능개선51), 허혈성 심장근육 손상 억제62), 심
장근육과 관련이 있는 연구가 3편이 있고, 심혈관내피세포 보호58) 

연구가 있고, 허혈관류 관련한 연구로 뇌허혈관류 증상 완화40), 급
성 허혈성 관류손상 백서의 좌심실의 기능 보호56)등의 2편이 있다. 
항혈전 효과로 항혈전41), 혈전용해 효과와 항응고 효과53) 2편이 있
고, 혈압강하 효과64)에 대한 연구가 있다. 
    중국에서 선행된 오공관련 28편의 실험 연구들을 요약하여 살
펴보면 구강암 등 항종양 효과관련 연구 13편, 죽상동맥경화 예방
과 심장근육 손상억제 등 뇌심혈관관련 연구가 13편으로 오공은 
주로 항종양과 뇌심혈관 질병에 유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이35) 등은 蜈蚣이 7%정도의 고혈압 강하 효과가 있다는 
연구 외에 혈전이나 죽상동맥경화에 대한 연구 발표는 없는 것과 
비교가 된다. 
    국내의 선행된 오공의 실험 연구 24편중 암 관련 연구로 암세
포의 증식 억제22), 암세포 성장 억제33), NK세포 활성을 증가로 면
역기능회복 효과34)를 연구한 3편이 있는데 반해 중국은 28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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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이 암 관련 연구로 중국은 암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한국은 염
증 질환 중심으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蜈蚣 單方 임상 경험 사례 22편을 다발
질환 순으로 살펴보면 궤양 치료72,73,81,86), 대상포진67,69,71), 동통 질
환 치료66,70,82), 염증질환 치료76,84,85), 화상68,80), 티눈치료74,78), 폐질
환75,87), 벌레 물림77,83), 종기 치료79,80)이었다. 22편의 연구에서 19
편은 외용으로 환부에 도포하여 치료하였고, 咳逆75), 원발성 간암 
통증82), 空洞型 肺結核87) 치료에서만 오공을 내복약으로 사용하여 
오공을 외용약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편의 외용
연구에서 DuoDerm Hydroactive Paste 와 참기름을 섞어 혈종과 
화상을 치료하고, 대상포진, 수액삼출 통증, 구강궤양, 티눈 임파선
염, 화농성중이염, 구강궤양 치료에 오공가루를 참기름에 섞어서 
사용하였고, 당뇨족에 황백 홍화 빙편에 오공을 담가 둬서 만든 蜈
蚣酊劑(오공 Tincture제)로 치료하였고, 오공가루를 참기름에 섞어 
오공유를 만들어 구강궤양을 치료하였다. 오공건조 · 향유 · 소금물 
· 식초로 티눈, 저담즙에 섞어 瘭疽, 酒精에 담근 액으로 말벌, 쐐
기, 거미 독사에 물린데, 모기에 물려서 가려운 증상과 구진을 치
료하였고, 오동나무기름에 녹여 창절독과 종독·화상을 치료하였다. 
    동의보감에서 오공을 외용을 사용한 3개의 병증과 사용방법은 
파상풍에 오공가루를 잇몸에 바랐고, 독사 교상에 가루를 환부에 
붙였고, 생인손에 지네를 태운 연기를 쏘인다고 하였다. 
    남북한에서 사용한 외용으로 사용한 민간요법은 8사례이었는
데, 중이염과 손발을 베었을 때 참기름에 지네를 녹여 바르고, 생
인손과 습진에 계란 흰자에 혼합하여 바르고, 임파선결핵에 식초에 
개어서 바르고, 치질에 계란 흰자에 섞은 뒤 그것을 태운 연기에 
쏘이고, 티눈에 참기름과 반죽하여 바르고, 치은염 고백반과 섞어
서 잇몸에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오공을 단방으로 외용약으로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한 
총19편의 연구에서 오공을 사용한 방법과 치료한 질병을 정리하면 
DuoDerm Hydroactive Paste 와 참기름을 섞어 혈종과 화상을 
치료하고, 대상포진, 수액삼출 통증, 구강궤양, 티눈 임파선염, 화
농성중이염, 구강궤양 치료에 오공가루를 참기름에 섞어서 사용하
였고, 당뇨족에 황백 홍화 빙편에 오공을 담가 둬서 만든 蜈蚣酊劑
(오공 Tincture제)로 치료하였고, 오공가루를 참기름에 섞어 오공
유를 만들어 구강궤양을 치료하였다. 오공건조 · 참기름 · 소금물 · 
식초로 티눈, 저담즙에 섞어 瘭疽, 酒精에 담근 액으로 말벌, 쐐기, 
거미 독사에 물린데, 모기에 물려서 가려운 증상과 구진을 치료하
였고, 오동나무기름에 녹여 瘡癤毒과 腫毒·火傷을 치료하였다. 
    오공을 외용으로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동의보감에서는 파상
풍, 독사교상, 생인손에 사용하였고, 남북한의 민간요법에서는 중이
염, 손발을 베었을 때, 생인손, 습진, 임파선결핵, 치질, 티눈, 치은
염에 사용하였고, 중국에서는 혈종과 화상, 대상포진, 수액삼출 통
증, 구강궤양, 티눈, 임파선염, 화농성중이염에 오공을 외용으로 사
용하였는데 구강궤양에 지네를 가루 내어 참기름에 섞어 오공유라
고 하여 궤양이 난 곳에 바르게 하였고73), 오공을 건조기에 넣고 
100℃에 20분간 두고 초황색이 될 때 꺼내서 분말로 만들어 적당
량의 참기름을 섞어 죽처럼 만들어 오공유라고 하고 이를 환처에 
바랐다86). 오공유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오공유

라로 한 것은 오공을 가루를 내면 오공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 손
에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참기름을 더 넣었기 때문
에 오공유라고 명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공을 단방으로 임상에 사용한 병증, 실험을 
통한 연구, 약침으로 사용한 병증과 실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오공을 외용으로 사용한 사례는 각종궤양질환72,73,81,86), 
대상포진67,69,71), 티눈12,74,78), 蛇咬傷5), 蟲傷77), 蚊蟲叮咬83), 치은염
12), 임파선염84), 화농성중이염85), 손·발을 베었을 경우4), 담이 결릴 
때14), 생인손4), 破傷風5), 치질12), 습진12), 화상68,80), 링거액이 국부
적으로 스며 나와 통증 있는 환자 환부에 도포하여 통증 감소70), 
당뇨족의 미란성 염증, 분비물 소실72), 瘭疽76), 瘡癤毒79), 腫毒80), 
요통4,14), 癌性극렬 동통82), 임파선결핵4), 혈종66) 으로 오공을 외용
으로 하여 궤양성 질환, 대상포진, 티눈, 蟲傷, 염증질환, 피부의 
종기, 통증질환 순으로 다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복으로 사용한 병증의 사례는 중이염4), 관절염4), 截瘧5), 初
生小兒口噤不開5), 解毒5), 닭고기 먹고 체한 증4), 임파선결핵4), 뱀
에게 물렸을 때12), 습진12), 멜라닌 생성 저해14), 咳逆75), 공동형 폐
결핵87) 등에 사용되었는데 임파선결핵과 습진 치료에 오공을 내용
과 외용으로 모두 사용된 점이 특이한 사항이었다.  
    오공을 내복약물로 실험한 연구들은 질환유형별로 살펴보면 암
세포성장 억제22), 암세포의 증식 억제33), 백서 정원세포에 항종양작
용63), 암세포상해에 관련된 NK세포의 활성, 면역기능회복34), 강력
한 항종양효과42), 간암세포 성장을 저해, 세포자연사 유도44), 백서
의 다른 자리 이식(heterotopic graft) 간암세포성장 방해47), 간암
세포 증식 시간과 농도 의존적 방해. 저농도는 종양세포자연사 유
도, 중농도와 고농도는 종양세포를 직접 사멸48), 위암세포주, 간암
세포주의 종양세포에 억제작용59), 간암세포증식을 억제61), 인간자궁
경부암세포주(SiHa)의 성장을 방해하여 세포자연사 유도49), 인간 
자궁경부암세포주(HeLa)의 세포 순환을 변화시켜 자연사를 유도하
여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50), 백서의 자궁경부암 항종양 효과43), 인
체자궁경부암 CaSki 세포증식억제 효과52), 인간 구강세포암 증식 
억제38)가 있고, 심장근육 자연세포사를 방해46), 백서의 심장기능 개
선51), 백서의 심혈관내피세포 보호58), 허혈성 심장근육 손상을 억제
62), 혈관평활근 이완에 의한 혈관확장과 중추신경 일부의 관여로 
혈압강하작용37), 백서의 혈압강하 효과64), 항혈전41), 혈전용해효과
와 항응고 효과53), 신혈관생성 억제45), 家兎 죽상동맥경화 억제54), 
죽상동맥경화를 예방 치료55), 家兎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죽
상동맥동화증 방지57), 죽상동맥경화를 막아 혈관내피세포를 보호60), 
백서의 심장혈류 동역학을 개선시켜, 급성 허혈성 관류손상 백서의 
좌심실의 기능 보호56), 뇌허혈관류 증상 완화40), 혈압강화36), 중추
성 경련 억제작용37), 중추신경의 진정작용과 해열진통작용37), 항산
화 활성23), 간손상 회복 효과27), 마우스, 家兎 回腸에 대하여 이완
성 억제37), 모르모트 장관과 기관평활근에 대하여 강력한 
histamine 유사 작용37), 패혈증 등의 염증성 질환에 유익16), 항염
증26), 흰쥐의 성기능 개선에 효과21), 蜈蚣이 지룡, 지별충과 비교해
서 제일 강한 진통효과39), 蜈蚣이 抗驚厥 효과65) 이었다. 간암과 
자궁암을 위주로 항암효과와 심·혈관 질환, 죽상동맥경화 억제, 중
추신경계 진정 해열작용, 항염증작용, 혈압강하 등의 순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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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약물로 실험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오공 약침액으로 임상에 활용한 연구로는 좌골신경손상회복 촉
진15), 耳後痛 감소17), 항염증 효과18), 항산화 효과19), 오십견 통증 
감소20), 근육의 발통점과 통증 부위를 고정 효과24), 외상과염 환자
에 효과25), 족저근막염, 봉소염 염증 감소28), 통풍환자3례에 부종, 
발적, 통증 소실32)이 있고, 약침으로 실험한 연구로는 척수 손상된 
백서의 신경병증성 통증에 진통효과29), 쥐의 관절염에 消炎효과30), 
백서 신경병리성 동통억제에 효과31), 생쥐에게 동통과 경련에 진통 
진경효과35) 등으로 주로 염증과 통증 완화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
이었다. 
    오공은 임상에서 외용으로 주로 피부 질환의 항염증, 벌레의 
교상, 진통효과를 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내복약으로는 염증질환과 
멜라닌 생성 저해, 해역·공동형 폐결핵과 같이 간, 폐의 질환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연구로 각종 종양, 심·혈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약침으로 염증성 질환, 통증 완화 등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공이 내복약과 외용약으로 많이 
활용되는 병증을 고려하여 표재성의 종양이나 염증, 내장의 염증이
나 종양에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병증에 대한 
새로운 외용약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외치법은 인체는 유기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경락을 통과하여 
안으로 오장육부에 연락이 되고 밖으로 四肢百骸, 皮毛肌膚에 絡하
여 內外가 通達되는 점을 이용하여 약물을 體表, 穴位에 펼쳐서 인
체에 작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外治法은 그 機理는 내치법과 다른 
점이 없다. 그 다른 것은 방법일 뿐이며 사용이 간단하고 효과는 
倍가 된다고 하였다92)고 하였으나 모든 약물이 외용약으로 내복할 
때의 동일한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없다.   
    피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활
성물질이라고 하는데 활성물질 단독으로 피부에 직접 발라서는 원
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피부 투과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제(베이
스)에 섞어 도포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제는 활성물
질을 피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활성물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고, 경피 흡수를 도와준다. 또 활성물질이 피부에 흡수된 후 피부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93) 약물을 외용
으로 사용할 때 피부에 잘 전달되어 흡수될 수 있게 어떤 기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로는 참
기름을 제일 많이 활용하였고, 알코올을 기제로 한 팅쳐(Tincture), 
기제로 유성원료와 파우더의 조합한 페이스트(Paste)를 활용하여 
지네가루를 흡수가 용이하게 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外治法 가운데서도 약물을 臍에 붙이는 臍療法은 臍部의 
피부 구조가 약물을 흡수하는데 제일 유리한 곳임을 이용한 치료방
법이라고94)하여 외치에서는 약물의 흡수가 용이한 부분에 약물을 
붙이는 것이 중요함을 논하였다. 최근 나노공법으로 극세분말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으므로 신기술을 이용하여 피부
에서 흡수될 수 있는 작은 알갱이로 분말하여 기존의 기제에 혼합
하여 사용하다면 외치의 효용성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오공은 대부분 환부에 외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외용할 부
위를 약침에 유효성을 갖는 혈이나 파상풍에 잇몸에 문질러 주는 

것과 같이 빠르게 흡수될 인체 부위에 외용하는 방법을 적극 탐색
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오공을 외용으로 사용한 방법을 조사하여 보면 오공가루 만을 
사용한 사례는 욕창 등 피부궤양81)치료 1예가 있고, 오공가루에 참
기름을 혼합하여 대상포진 통증 감소, 병기 단축69), 링거액 주사 
후 국부통증 감소70), 구강궤양 치료73,86), 티눈 치유78), 임파선염 치
료84), 화농성중이염 치료85)가 있다. 오공 이외 다른 한약재를 넣어 
혼합연고로 만들어 임상사용 예는 혼합연고로 혈종의 종창 동통, 
국부 압통소실66), 大黃과 蜈蚣 전탕액으로 대상포진 水疱結痂탈락, 
피부상흔 소실67), 오공 혼합 연고로 2도 화상 치료68), 蜈蚣 醋浸후 
醋와 蜈蚣粉末 참기름으로 대상포진 소실69), 蜈蚣 황백 홍화 빙편 
알코올 浸 蜈蚣 酊劑제조하여 糖尿足 치료72), 蜈蚣 분말 기름, 참
기름, 鹽水, 醋浸 4가지 혼합제 도포로 티눈 탈락74), 蜈蚣1마리 煙
氣건조 후 분말 저담즙 혼합하여 화농성 손가락염증 치료76)가 있
다. 오동나무 기름에 오공을 넣고 밀봉하여 얻은 蜈蚣油로 창옹독
79)과 無名腫毒과 火湯傷 치료80)예가 있다. 蜈蚣을 술에 침한 뒤에 
얻은 액체로 말벌, 쐐기, 蜈蚣, 거미, 독사에 물렸을 때 도포77), 모
기 물린 뒤 소양, 구진을 치료하였고83), 咳逆치료75)을 치료하였다. 
    오공을 가루로 혹은 탕액으로 사용하여 피부관련 질환에 두루 
사용하였는데, Duoderm  Hydroactive Paste, 참기름, 식초, 저담
즙, 오동나무 기름, 술과 함께 사용하거나 대황 황백 홍화 빙편 등
과 같은 한약재를 배오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uoderm Hydroactive Paste는 미국 ConvaTec 회사의 제
품으로 상처 드레싱에 쓰는 연고이다. 상처기저부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 폐쇄환경을 제공하여 상처를 저산소증 상태로 만들
어 신생혈관형성을 자극하여 상처복구를 돕는 제품이다95). 
Duoderm  Hydroactive Paste에 오공가루, 참기름을 혼합하여 연
고를 만들어 혈종의 종창, 동통66)에 사용하여 빠른 소실효과를 얻
었고, 2도 화상에 외용68)하여 대조군 보다 치료효과가 뛰어났다. 
이는 참기름만 사용하여 오공가루를 외용에 사용한 것에 비해 비교
적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전되는 민간방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던 최윤수는 황백 황금 
반하 낭독 초오 5가지 약물을 동량으로 분말로 하여 보리밥1수저
에 반죽이 될 정도의 분말가루를 넣고 식초를 3방울 넣은 다음 종
기로 붓고 아프거나 오래전에 염좌 경험이 있은 뒤 관절운동시 통
증이 있을 때 외용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얻고 있고, 동료 한의사들
에게 알려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한약제를 구성하여 만든 약물
을 타박이나 종처에 직접 붙여 사용하는 외용방법으로 외용약물에 
대한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외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하기 위해 보리밥과 식초를 사용한 것을 다른 
기제로 활용한다면 임상활용에 도움이 될 외용제제라고 본다. 
    국내에서도 중이염 치료에 오공과 참기름을 사용하였다. 참기
름은 동의보감 雜病編 諸瘡 單方에 악창과 여러 가지 헌데에는 날 
참기름을 바르는 것이 좋다. 날 삼씨기름을 발라도 좋다. (治惡瘡
及諸瘡生胡麻油塗之妙生麻油亦可[本草])고5)하여 피부병에 외용으로 
지마유를 사용하였으며, 단방이 아닌 피부처방인 납향고(臘享膏), 
신이고(神異膏), 옥용고(玉容膏) 등에도 사용하였다. 향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桐油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였으나 동의보감에 들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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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는 없다. 참기름은 참깨의 종자를 짜낸 지방으로 麻油, 香
油라고 하는데, 性味가 甘凉하고 解毒生肌, 補益肝腎, 潤腸通便하
는 효능이 있어90) 참기름이 지네의 독성도 약화시키면서 간신을 보
익하며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였다고 본다. 오공가루에 참기름은 
넣어 혼합한 사례와 참기름에 넣어 녹아나온 액체를 사용한 것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蜈蚣의 외용에 식초가 자주 쓰이는데 어떤 재료를 원료로 만
든 식초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동의보감의 탕액편 穀部에서 
性溫味酸無毒하고 癰腫을 사라지게 하고 血暈을 치료하며 癥塊堅
積을 제거한다고 하였고5), 酸은 肝의 味인데 米醋는 味가 酸하여 
肝에 작용하여 正氣를 수렴하고 益肝하는데 疏泄을 주관하여 行氣
血 散瘀滯한다. 性溫하여 능히 行血散滯하고, 疏泄을 주관하여 推
陳致新하고 布淸排濁하기 때문에 毒이 제거되고, 瘀滯를 흩어지게 
하면 氣行하고 血活하여 壅結의 毒이 흩어지기 때문에 散瘀하고 
解毒하는데 묘한 효용이 있다고 하여96) 식초가 기혈순환이 잘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오공의 약효가 빠르게 작용할 수 있게 하였
다고 본다. 
    大黃은 맛이 쓰고 차다. 胃 大腸 肝經에 歸經하고 熱毒을 瀉
하고 積滯를 破하고 瘀血을 行하는 효능이 있어 實熱便秘, 瘀停經
閉, 癥瘕積聚, 癰瘍腫毒, 疔瘡, 火傷을 치료한다. 조그마한 종기로 
격렬한 통증이 있는 증상에 가루내어 식초에 개어서 종기에 붙이면 
재발이 없고 고름은 자연히 없어진다97)고하여 대황 단행으로도 종
기를 치료했는데 대상포진 水疱結痂와 피부상흔을 치료할 때 大黃
에 蜈蚣을 배오하여 전탕액으로 만들어 외용한 것은 대황으로 종창
을 치료하고 오공의 通絡止痛, 解毒散結의 효과로 대상포진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오동나무 기름은 옛날부터 목재의 습기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
되었는데, 동의보감 탕액편에 동유(桐油)는 오동나무의 씨를 따서 
기름을 짠 것으로 성질은 차며 약간 독이 있는데 악창과 옴, 쥐에
게 물린 헌데를 낫게 한다. (性冷微毒 付惡瘡疥 鼠咬瘡 取桐子笮
取油也[本草].5)”고 하였고, 외용으로 옴, 다리에 난 潰瘍, 火傷, 凍
瘡皸裂을 치료하는데 독성이 비교적 커서 임상에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하지 않는다97)고 하여 桐油 한 가지 약으로도 瘡瘍과 
火傷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桐油에 오공을 넣어 밀봉 한 뒤 얻는 
오공유로 창옹독 치료79), 無名腫毒과 火湯傷 치료79)는 더욱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저담즙은 염증이 있는 피부 질환에 동의보감
에 많이 사용되었는데98) 저담에 蜈蚣을 혼합하여 화농성 손가락염
증 치료76)을 한 것은 약물 배오의 장점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5% 酒精과 高粱酒를 蜈蚣과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중국 임
상논문에서 고량주라고만 표기하고 특정회사 제품이나 특정한 알코
올 도수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알코올 도수 높은 술은 피부의 
소독 효과와 약물의 흡수와 순환을 빠르게 하는 역할이 있고 오공
을 담가 놓을 경우 오공 성분이 잘 우러나오게 되어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이었다고 사료된다. 
    蜈蚣을 태운 연기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치장과 생인손을 치
료하는가 하면 咳逆과 空洞形 폐결핵에 오공을 내복하여 치료한다
고 하였는데, 오공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여 해역 등 폐 질환을 치

료한다면 연기가 폐 점막에 빠르게 도포되게 함으로서 폐계 질병치
료의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東醫寶鑑 雜病 咳嗽의 喘嗽熏藥에 “오랜 기침, 밤에 나는 기
침, 겨울에 나는 기침으로 風邪가 기관지로 들어간 데는 태우면서 
냄새를 맡는 약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오랜 기침으로 풍
사가 폐에 들어간 데는 아관석, 웅황, 울금 각각 4 g, 관동화 12 g
을 가루 내어 쓰는데 한번에 8 g씩 뜸쑥에 버무려 종이에 말아서 
뜸 대를 만든 다음 태우면서 그 연기를 빨아들이고 입에 따뜻한 찻
물을 머금었다가 넘기며” 또한 “관동화(관동화가 없으면 자완)를 
달걀만큼 봉밀에 눅여지도록 버무려서 병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
음 곧바로 그 병 입구를 입에 대고 연기를 빨아들이면 효과가 좋
다.”라고 하여 약재를 태운 연기를 마셔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5). 
    민간요법을 기록한 책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공가루를 곰방대
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빨아 피우듯 하여 오공이 연소되면서 나
온 연기를 흡입하여 편도선염이나 인후부 염증에 활용하는 방법이 
구전되고 있고 저자도 이 방법으로 편도선염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
    항염증 효과와 통락지통의 효과를 공히 갖고 있는 오공을 태워 
얻은 연기로 호흡기계의 치료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피부병에도 환
자에게 혼자 작은 방에 거의 全裸상태로 거쳐하게 하면서 오공 연
기로 피부에 노출시킴으로서 피부에 오공연기가 내려앉아 피부를 
코팅하게 하여 치료하는 방법 등 단방이나 민간요법으로 천하게 여
기는 폐습을 버리고 이들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
하여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어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중국의 蜈蚣 單方 임상례는 학술 논문 형식에 맞추어 매우 구
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오공의 마리 수,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용
량, 불에 굽는 온도와 방법, 복용 방법이나 시간, 그리고 치료율도 
제시되고 있어 국내에서 사용되던 蜈蚣 단방요법 보다 더 체계적인 
학술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동
의보감의 단방을 이용한 실험 연구조차 아직 전무한 실정이며 오공
에 대한 연구에서도 국내의 임상 논문은 대부분 蜈蚣 약침을 이용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공은 通絡止痛, 解毒散結하는 주치효능을 이용하
여 진통, 항경련, 염증과 통증조절, 각종 암, 심혈관질환, 항혈전, 
혈압강하 등 다양한 질병에 활용되어 왔고,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
에서도 단방의 활용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있어왔다. 오공가루를 
내복하는 것 이외에 외용으로 피부나 잇몸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
법도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약물의 흡수가 잘 되는 배꼽이나 중
요 혈에 붙이고 바르는 제제로의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도 치질, 안질환, 치통, 후비와 목구멍이 붓
고 허는 증상, 해수 등 많은 질병에서 약재를 태워 나온 연기를 마
시거나 쐬는 훈법을 사용하였는데 지통과 항염효과, 항종양효과와 
면역기능 강화효과가 있는 오공을 이용한 호흡기계 질환의 제제 개
발은 오공담배라는 것으로 인증할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골격계 운동기질환을 
치료할 때 초기에 적절한 통증 조절과 염증 치료는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약침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오공을 이용한 외용
제제의 개발은 민간처방과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하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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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야 될 치료제제 분야라고 사료된다.
    오공을 가루 내어 먹거나 피부에 바르는 방법에서부터 참기름, 
들기름, 계란 흰자, 오동나무기름, 식초, 술, 소금 등과 같은 한약
제와 양약 제제인 Duoderm Hydroactive Paste 등을 부재료로 
사용하여 오공 가루를 잘 반죽하여 사용하거나 오공의 유효 성분을 
잘 축출하여 파스 제제로 개발하여 티눈이나 종기, 종창 등에 특별
한 효과가 있는 한약 제제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공을 외용으로 사용할 때 기재의 선택이 중요한데 식물성 친
유성 기재로 참기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는데, 참기름에 오공을 
넣어 녹아 나온 물을 외용으로 바르거나 오공가루를 100℃에 20분
을 건조기에 놔 둔 뒤 가루 내여 참기름에 혼합하여 오공유라고 명
명하여 활용하거나 오공을 가루 내어 참기름에 혼합한 경우이다. 
특이 할 내용은 친유성 오동나무기름에 10일 혹은 10일에서 15일 
담그면 오공이 녹는데 이것을 瘡癤毒, 腫毒에 사용한 연구이다. 이
는 오동나무 기름이 종기의 용적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어 사용한 
것으로 기재의 선택에 오공 외용약의 효과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에 따라 오공을 사용한 양은 1개에서 5~10마리, 
50~100마리에 이르는데 이는 환처의 범위가 넓고 좁으냐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특정한 양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공을 외용으
로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
적으로 외용제를 지속적으로 붙이게 되면 피부호흡에 이상이 초래
되어 피부 소양증이나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부착 시간
을 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공을 활성물질로 사용한 외용 약물이 화상, 대상포진, 구강
궤양, 티눈, 蟲傷, 腫毒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공의 통락지통의 효과는 내복하여 소화기를 통해 흡수되어 병소
에 작용하는 것 보다 직접 환부에 외용으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오공을 이용하여 외용한 임상연구보고서
를 통해 살펴볼 때 민간방에서 중이염, 손발이 베였을 때, 생인손, 
치질, 습진, 치은염 등에 오공을 외용한 것이 일정한 효과가 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오공을 사용한 
병증 가운데 참기름을 기재로 하거나 Tincture제나 Paste 형태의 
제형을 만들어 국소염증성질환과 동통 질환, 종양에 이를 잘 활용
한다면 주요한 항생제나 진통제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오공은 性이 走竄하여 그 작용이 猛熱하여 通絡止痛하고 解毒
散結하는 효과가 있어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공을 단방으로 사용한 민간요법과 선행된 임상연구와 
실험 연구 결과를 조사하여 오공을 외용으로 하여 궤양성 질환, 대
상포진, 티눈, 蟲傷, 염증질환, 피부의 종기, 생인손, 임파선염, 화
농성 중이염, 치질, 습진, 치은염, 蟲傷에 사용하였고, 내복약물로
는 간암과 자궁암을 위주로 항암효과와 심·혈관 질환, 죽상동맥경
화 억제, 중추신경계 진정 해열작용, 항염증작용 등에 효과적이었
다. 또한 오공 약침으로 염증질환과 통증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파
악되었다.  

    오공을 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공가루에 혼합하는 기제로는 
참기름, 들기름, 오동나무기름, 계란 흰자위, 식초, 소금, 고백반, 
저담 등이 사용되었고, 오공을 태워 나온 연기를 쐬어 생인손, 해
수, 치질 등을 치료하였다. 
    외용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공가루에 혼합하여 붙이는 방법이 
활용되어왔는데, 오공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다용한 참기
름과 같은 친유성 식물성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오공 외용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재의 용량과 사용방법과 Tincture劑나 
Paste 형태의 다양한 제형 개발이 요구되며 오공을 태워 나온 연
기를 쐬거나 흡입하는 훈법을 이용하여 호흡기와 피부질환 치료제
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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