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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김 연 화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본 연구는 과학기술학의 통찰을 통해 논쟁적인 과학적 연구대상

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락의 실체”로 알려진 ‘프리모관

(Primo Vessel)’의 연구 사례를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과학기

술학의 ANT는 연구대상을 대상과 연구자간의 이종간 결합의 안정

한 형태로 본다. 프리모관은 한의학물리 연구실 내에서 다양한 개별 

연구자에 의해 단일한 대상이 아닌 다중의 대상(multiple objects)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논문과 시연 실험의 과정에서 프리모관은 단일한 

대상으로 통합되었으며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연구실 문을 나섰다. 

그리고 다른 연구실로 들어가면 다시 그 모양이 변한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상을 프리모관으로 부르며 동일시한다. 이 과

정은 프리모관이 연구실 내에서는 다양한 연구자와 각각 특정한 결

합을 이루며 다양한 대상이 되었다가 논문과 시연 실험에서는 하나

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일한 대상으로의 수렴과 다

중의 대상으로 발산하는 과정을 지속하는 프리모관의 이러한 동역

학(Dynamics)은 발견에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연구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과학적 연구대상에 대한 

과학기술학의 선행 연구를 리뷰하고 본 연구의 관점과 비교한다. 둘

째,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진행된 프리모관의 발견을 역사적으로 재

구성한다. 셋째,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프리모

관이 다중적 연구대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다중적 프리

모관이 논문에서는 단일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넷째, 프리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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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벽을 넘어 연결망을 구성하고, 다른 연구실로 들어가는 과

정을 본다. 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 프리모관이 다중적 대상으로 구

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발견이 진행 중인 대상에 대해 새롭

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주요어 : 과학적 연구대상, 다중의 대상, 프리모관, 실험실 연구, 참

여관찰

학  번 : 2009-2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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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은 흔히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을 제공하는 대상을 규명

하여 원리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과학이 현상 뒤에 

가려진 대상을 규명하는 과정은 종종 “발견”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대상, 즉 과학적 연구대상은 실재론자에게는 자연에 존재하다가 과

학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고, 구성주의자에게는 과학자들이 실험

실에서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발견되는 것이든 구성되는 것

이든, 과학 활동은 현상을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며, 과학자는 이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의 실재성을 높인다(Daston, 

2000). 즉, 과학 활동의 결과물로 연구대상이 실재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상의 “발견”이 발견 당시

에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대부분은 발견 

초기에 대상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며 일정 시간을 거치면서 

당대의 많은 과학자들의 검증을 통하여 발견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과학적 연구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본 연구는 과학기술학의 통찰을 통해 논쟁적인 과학적 연구대상

인 “프리모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프리모관은 물리학자 소광섭이 

“기의 통로”, 혹은 “경락의 실체”라고 주장하는 몸속에 있는 투명하

고 가느다란 관이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한의물리학연구실에서 다뤄진 연구대상으로, 이에 대

해서는 10여 년 동안 7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이에 대해서 

2010년과 2011년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과학기술인총연합회

가 선정한 2010년 10대 뉴스에 이 연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프리모

관을 특집으로 다룬 학술지도 출판되었다1). 이처럼 프리모관을 연구

1) “Primo Vascular System: 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제목으로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eCAM) 2013년 특집호가 출판되었다. 이
병천, W.J. Akers, X. Jing, M.I.M. Perez, 류연희 박사가 게스트 편집자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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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자의 수가 늘고 프리모관이 관심을 받고는 있으나, 아직 

프리모관이 과학계에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프리모

관 연구는 논쟁적이며, 이를 연구하는 한의물리학 연구실의 연구원

들도 때로는 프리모관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본 연

구는 이 지점에 주목했다. 

프리모관은 두 가지 면에서 과학기술학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는 동양의학의 개념인 “기”가 실험실로 들어와 과학적 방법

론으로 연구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가 없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지속되고 그 대상이 과학적 연구대

상으로의 지위를 획득해 나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리모관이 학

계에 보고된 이후 과학자들의 관심을 획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연구대상으로 발견 혹은 구성이 진행 중인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

(science in the making)”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연구가 진행 중인 과학적 연구대상을 분석함으로써, 만들

어지고 있는 과학의 상태에서 그 대상은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

되고 있으며 실험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

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프리모관 연구

가 지속되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프리모관의 실

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

기서 경락의 실체를 발견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를 과학적

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모관에 대한 과학은 한의학에서 논의되는 경락을 

과학자가 연구하기 때문에 과학과 한의학이라는 비과학의 대립의 

사례로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 나쁜 과학으로 인식되

기도 한다. 그러나 실험실 외부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과학과 비

과학의 경계, 북한의 사기과학 등의 논의는 프리모관 연구가 진행되

였고, 소광섭 연구팀 외에도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이 실렸다.



- 3 -

는 한의학물리 연구실 내부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실험실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당연히 과학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또한 한의학물리연구실에는 과학 전공자부터 한의학 전공자까

지 다양한 연구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이들과 함께 하는 공동연

구자들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국립 암센터, 서울삼성 병원 등의 연

구자들로서 이들의 경계를 한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었다. 현장을 

보면 프리모관 연구에서 한의학과 과학의 경계는 흐려지며 소광섭

의 경락 연구를 단순히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로 논의하기 어려워진

다. 본 연구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대중에게 인식되는 경락 연구가 

아니라,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경락의 실체로 지

목된 프리모관이 어떻게 재현되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프리모관이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 본 

논문은 프리모관의 발견 논문이 처음 발표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의 한의학물리 연구실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과

정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자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한의학물리 

연구실에서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이 기간 동안 화학과 분자생물학

을 전공한 저자는 한의학물리 연구실에서 객원 연구원의 신분으로 

매일 연구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연구원들의 논의 및 회의, 실험을 

관찰했으며, 프리모관에 대한 과학적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또 본 

연구자는 일부 핵심 연구원들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

며, 한의학물리 연구실이 존재한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해당 연

구실에서 발표된 프리모관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였다2).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논문의 2절에서는 실험실 연

2)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동안 저자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의 연구인 
“한의학과 과학의 융합에 관한 과학기술사회학적 연구: 침과 한약의 과학적 실
험을 중심으로”의 연구 조교로 소속되었으며 일부 인터뷰는 김종영과 함께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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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과학기

술학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리뷰하고 본 연구의 관점과 비교할 것이

다. 3절에서는 소광섭의 발표자료, 한의학물리 연구실에서 출판된 

논문, 핵심연구원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프리모관의 발견을 역사적

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프리모관의 발견 혹은 구성의 과정은 프리모

관의 전신인 봉한관이 한의학물리 연구실로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봉한관은 소광섭은 물론, 한의학물리 연구실의 

다양한 실험 장치와 연구원들의 지식과 새롭게 연결망을 구성했다. 

4절에서는 참여관찰과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연구가 진행 중인 프

리모관이 한의학물리 연구실에서 다양한 연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을 기술할 것이다. 한의학물리 연구실이라는 하나의 실험

실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기술과 지식을 지닌 채 

혼재되어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의 프리모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

결되어 있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프리모관이 실험실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 5절에서는 프리모관이 한의학물리

연구실의 벽을 넘어 인근의 다른 연구실로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봄

으로써 프리모관이 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 입지를 넓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연구자들의 학회 

발표에서 보였던 프리모관은 다른 연구실에서 재현되면서 다중적 

대상(multiple objects)로 존재했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발견

이 진행 중인 대상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마지

막으로, 6절에서는 논의를 정리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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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실의 과학 활동과 과학적 연구대상

발견 혹은 구성이 진행 중인 연구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

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실험실에서 과

학지식이 구축되는 과정, 과학적 수행(Science Practice)에 초점을 맞

춰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과학기술학자들이 흥미로운 연

구를 발표했다. 

먼저 콜린스(Collins, 1998)는 실험을 통해서 과학지식이 생산되지

만, 생산된 과학지식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력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과학

자들의 열띤 논쟁 연구를 통해서, 중력파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과

정에서 중력파 존재 입증을 위한 기구 및 실험의 세팅에 대한 과학

자들의 합의가 필요했으며 이것이 결렬됨으로써 발견이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발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장이 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콜린스는 존재의 발

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Collins, 2004). 콜린스는 후속 연구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력파의 발견 연구를 보여주었다. 콜린스의 

연구를 종합하면 과학적 지식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는 과학자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나, 합의가 결렬된다고 해서 연구 

대상의 존재가 부정된다거나 과학적 수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콜린스가 사회적 협상을 통해 과학지식이 구성됨을 보였다면, 라

투르와 울가(Latour & Woolga, 1986)는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콜린스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들은 실험실

에서 과학적 수행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은 논문과 같은 출판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실험실은 자연을 논문으로 번역하는 “기입장치

(inscription device)”라고 주장했다. 기입장치를 통해 생산된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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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자와의 소통의 수단으로 작동하며 연구자들 간의 타협을 

통해서 생산된 지식에 대한 합의가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러한 합의의 결과로 연구 대상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이 과학지식이라는 기록물을 생산해내는 활

동이며 실험실을 하나의 거대한 기록장치로 보았던 라투르는 인간

과 비인간으로 이분되지 않는 행위자들이 과학 활동 내에서 새로이 

번역되고 연결되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보았다(Latour, 1987). 라

투르의 관점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각자의 의도나 이

해관계로 단순하게 나누어질 수 없으며, 행위자들의 궤적을 통해서

만 과학 활동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전의 사회구성주의 

과학학자들이 제기한 인식론적 질문이 존재론적 질문과 이분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과학 활동에서의 물질성을 강조하였다. 라투르는 

실험실이라는 기입장치가 만들어내는 것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모습

이 변하지 않은 채로(immutable)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mobile) 특징

을 지닌다고 설명했다(Latour, 1986). 

라투르는 기입장치로서의 실험실과 실험실 내의 비인간을 포함한 

행위자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으로 발전시켰다. ANT는 연구대상을 대상과 연구

자간의 이종간 결합의 안정한 형태로 봤다. 이 연결망은 좁게는 한 

명의 과학자와 연구대상 간의 결합에서 시작하여, 실험실 단위에서

는 실험실 내의 연구자들과 대상과의 연결망이었다. 그리고 실험실 

밖의 과학자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자들과 연결망

을 이루어야 했다. ANT에 의하면 연결망이 안정화되면 연구대상은 

공고하게 존재하며 연결망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연구대상의 존재

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결망을 공고하게 하

는 것은 무엇인가? 라투르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실험실을 내놓았

다. 라투르는 그의 파스퇴르 연구(Latour, 1983)를 통해 파스퇴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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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행위자들과 결합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탄저균을 재현함으로

써 자신의 네트워크로 탄저균을 끌어들여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파스퇴르는 나아가 자신의 실험실에서 생산된 매

뉴얼을 다른 장소로 보내 실험실과 동일한 수행을 하도록 했고 탄

저균을 정복할 수 있었다. 파스퇴르의 실험실에서 생산된 매뉴얼은 

파스퇴르의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면서 실험실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역할을 수행했다. 라투르의 설명에서 과학

적 연구대상은 강력한 과학자의 권력 하에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

럼 보였다.

그러나 스타와 그리스머(Star&Griesemer, 1989)는 라투르의 ‘의무

통과점’에 의해 생산되는 강력한 권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과학 연구에서 구성원 간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더라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공유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계물

(boundary object)”를 통해서 합의 없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대상의 존재 방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계물로 연구대상을 설

명할 수도 있지만, 경계물은 연구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구를 

지속시키는 장치들 혹은 시스템에 가깝다(Star, 2010; Teil, 2012). 

스타와 그리스머가 연구대상에 대해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면, 몰과 로는 존재론적 접근을 시도하며 하나의 합의된 존재로 대

상을 설명하는 라투르의 주장을 반박했다. 로와 몰(Mol&Law, 1994)

은 행위자-네트워크도 환경적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

에 과학적 대상이 실행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며 대상이 다중적으

로(multiple)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대상이 이해관계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되는 다면성을 지니는 ‘경계물’이 아니라, 대상 자체

가 다중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실행 속에서 과학은 

행위자들의 연결이 아니라 유체(fluid)임을 주장했다. 앞서 라투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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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생산된 과학지식이 변화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

(immutable mobile)라고 제시한 것과 달리 몰(Laet & Mol, 2000)은 짐

바브웨의 부시펌프 연구를 통해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며 공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됨을 강조했다3).

연구대상의 존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후로 여러 학자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로와 싱글턴(Law & Singleton, 2005)은 기존 

연구된 대상의 존재방식을 지역(region), 연결망(networks), 유체(fluid)

로 구분하고, 네 번째로 대상이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불연속적인 

패턴으로 나타남을 강조한 개념인 “불(fire)”의 방식을 소개했다. 슈

뢰더(Schrader, 2010)는 유체물(fluid object)에서 나아가 대상의 어느 

것도 존재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환영물(phantom 

object)”로 대상을 봐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녹조현상이 발생할 때

에 어류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피스테리아(pfiesteria piscicida)의 

존재에 대한 과학자들의 논쟁을 분석하면서 과학적 대상은 과학의 

실행 속에서 행위적으로 존재함을 보였다. 실재는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과학기술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 

다른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의 논의는 크게 과학자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연구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특히 과학적 연구대상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과학자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라투르의 연결망, 즉 불변의 동체와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존재하는 다중적 대상(multiple objects)로 양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존재 양상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

은 과학자들의 합의 혹은 연구 대상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적 연구대상은 다른 연구

3) 라투르가 제안한 변치 않으면서 이동하는 사물(immutable mobile)에 대한 정립된 
한국어 번역어는 없다. 김환석(2006)은 “불변적 동체”를 제시하였으나 본 논문에
서는 불변의 동체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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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다중적으로 존재하다가 합의가 일

어난 시점에서 강력한 하나의 불변의 동체로 변모하는 것인가? 그런

데 과학자들의 합의가 일어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다스턴(Daston, 2000)은 역사 속에서 과학적 연구대상은 실험실의 

과학적 수행을 통해 실재성(reality)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편

집한 책, 『과학적 대상의 전기(Biographies of Scientific Objects)』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부크왈드(Z. D. Buchwald)는 원자가 

주사 터널링 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이라는 실

험 장비를 통해 조작되면서 그 실재성이 강화됨을 보였고, 라인버거

(H.-J. Rheinberger)는 세포질 입자가 연구되는 궤적을 쫓으면서 기존 

생물학의 세부분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세부분과를 탄생시

키는 과학 활동을 보였다. 와그너(P. Wagner)는 좀 더 급진적으로 

“사회(Society)”라는 개념이 경제학의 이론들 속에서 과학적 연구대

상으로 역할하며 실재성이 부여되었다가 해당 이론이 쇠퇴하면서 

다시 그 위상을 잃는 과정을 보여주었다4). 이들은 과학자 사회의 합

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과학적 연구대상이 과학 활동의 중심으로 들

어오거나 멀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적 대상의 실재성을 

쫓을 수 있었다.

연구대상이 처음 실험실에서 구축되는 단계에서 과학자들의 합의

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은 과학자들의 합

의가 결렬되어 논쟁적인 상태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과학자들의 관

심 끌기에 성공하지 못한 채 합의의 시도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실험실의 벽에 갇힌 상황

4) J.Z. Buchwald의 “How the Ether Spawned the Microworld"와 H.-J. Rheinberger의 
”Cytoplasmic Particles: the Trajectory of a Scientific Object", P. Wagner의 “An 
Entirely New Object of Consciousness, of Volition, of Thought: The Coming into 
Being and (Almost) Passing away of "Society" as a Scientific Object"를 참고하라. 
모두 같은 책 Daston, L. eds.(2000) Biographies of Scientific Objec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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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대상은 여전히 실험실 안에서 실재성을 갖는

다. 이는 과학자 사회의 “합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 연구대상

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대상의 존재방식을 보아야 하

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찰된 자연 현상에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

학은 원리의 입증을 위하여 연구 대상을 찾아왔다. 이는 과학의 실

행을 보는 데에 있어서 물질성을 지닌 대상을 제외한다면 과학을 

온전하게 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콜린스가 과학적 발견의 논쟁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실험 방법이나 대상을 다루는 기준을 합의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의 분석에서 과학적 대상은 단일하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려졌다. 이는 대상을 블랙박스화

한 채로 과학자들의 논쟁만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타와 그

리스머가 보인 것처럼 대상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해석

되며 더 나아가서 로와 몰이 보인 것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음 절에서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에도 여전히 존재가 하나로 그려지지 않고 논쟁적인 프리모관을, 연

구자들의 실행 속에서, “사물들의 한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볼 것이

다. 이를 위해서 라투르가 제안한 것처럼 연구의 궤적을 따라 나가

면서 프리모관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며 그에 

따라 그려지는 지형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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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의학물리연구실로 들어온 프리모관

본 절에서는 프리모관의 시작인 봉한관이 1960년대 북한의 의학

자 김봉한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부침을 겪은 후, 2000년대 남한의 

물리학자 소광섭에 의해 연구가 재개되어 프리모관의 발견으로 이

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재구성한다. 이 과정은 봉한관이 김봉한에 의

해 구상되고 김봉한의 연구팀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후 소광섭 교

수의 연구실로 들어가서 프리모관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었다. 이 

때에 중요한 지점은 김봉한의 봉한관과 소광섭 및 한의물리학 연구

실의 프리모관의 발견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접근한 방식과 가설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이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프리모관의 궤

적을 따라가겠다.

봉한학설에 대해 과학계에서 다룬 검토 논문은 여러 학술논문에

서 찾을 수 있으나(Kang, 2013; Liu, 2013; Soh, 2005a, 2005b 등), 봉

한관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연구는 많지 않다. 김근배(1999)는 봉한학

설의 부침을 1960년대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였고, 

김훈기(2013b)는 분과 융합적 특성을 보이는 소광섭의 봉한관 연구

가 현대과학의 분과적 특성과 대립한다고 보았다. 김종영(2013)은 봉

한관을 과학기술적 시각화와 봉한관에 대한 과학자 사회의 인정의 

과정을 거친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로 분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한 연구를 한의학의 과학화 연구에 위치시키며, 봉한관에 대한 과

학자 사회의 인정에 한의학에 대한 과학공동체의 구조화된 편견이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봉한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실험실에서 발표

된 논문을 중심으로 실험실 외부의 상황이나 여건과 결부하여 봉한

관의 연구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지식

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사회의 인정이나 과학 

외 사회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여전히 봉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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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학적 지식으로서 혹은 과학 연구 활동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다. 일반적 인식으로 과학과 그 외의 것들과의 

경계 혹은 과학 내부의 세부분과의 경계가 뚜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자신

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장비, 실험 방식 등을 모두 끌어서 사용하

며 이 과정에서 경계가 흐려진다. 과학적 연구대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본 논문은 과학의 연구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적 연구 속에서 형성되는 지식의 실체인 

과학적 연구대상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봉한관은 1961년에 평양의학대학 학술보고회에서 평양의학대학 

교수 김봉한이 경락과 경혈에서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를 발견하였

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경락은 침구 등의 자극을 

수용하는 경혈과 이들을 연결하는 경맥을 통칭하는 용어로 한의학

에서 신진대사 등의 생명현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되는 기가 인

체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통로이다. 김봉한은 그의 첫 번째 논문에

서 전기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침을 놓는 경혈의 부위가 피부의 다

른 부위보다 전기저항이 적으며, 생체의 기능과 연관을 가지고 전위

가 변화함을 보였다. 이는 한의학의 침구효과가 실제로 경혈의 전기

생리적 효과와 연관이 있으며 과학적으로 이를 분석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논문의 후반에서 전기 전위의 특징을 보이

는 경혈이 위치한 피부를 “우리[김봉한 연구팀]가 창안한 방법5)”으

로 관찰한 결과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인 작은 단원형의 구조물(경혈)

을 발견하였으며, 이들이 가는 관상구조물(경맥)에 의해 연결되어 있

다고 주장하였다. 논문에는 경혈과 경맥의 해부학적 구조물이 현미

경 사진으로 드러나 있었으며, 김봉한은 이들이 신경이나 혈관, 림

5) 김봉한이 피부에서 봉한관을 관찰한 방법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 구절 밖에 없
으며 구체적인 시료나 시험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이후 연구의 진위 여부에 대
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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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관과는 구별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6). 한의학의 경험 속에서 존재

하던 경락이 전기생리학이라는 과학적 방법으로 재현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해부학적 실체가 있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

이었다.

2년 뒤인 1963년에 발표된 두 번째 논문에서는 경락에 “봉한관”

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고, 다양한 사진 및 그림과 더불어 형태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그 특성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논문은 봉한소체와 봉한관의 형태적 연구, 생리

학적 연구, 생화학적 연구로 나눠진다. 논문에 의하면 연한 누런색

을 띄는 약 1.0~3.0 mm의 타원형 구조물인 봉한소체가 봉한관에 의

해 연결되어 있으며, 봉한소체의 끝에는 봉한관과 혈관의 묶음이 연

결되어 있다. 김봉한 연구팀이 방사능 동위원소 P32를 봉한관에 주입

하여 관찰한 결과 봉한관을 따라 봉한액이 순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봉한소체는 전기 자극에 반응하는데 침구나 약물 등을 투입하

고 실험을 하면 전기자극 반응이 변화하면서 봉한관의 양 방향으로 

전달되며, 피부표층의 봉한소체에 가해진 자극이 내장기관에 위치한 

봉한소체에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봉한소체와 봉한관은 염료인 아

크리딘 오렌지 용액에 염색되어 황녹색으로 관찰되며, 내부에는 다

량의 디옥시리보핵산(DNA)과 리보핵산(RNA)이 발견되었다. 봉한관

의 해부학적 실재성은 1965년까지 발표된 세 편의 추가 논문을 통

해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연구팀의 전체 연구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봉한관은 

한의학의 경락의 개념에 대응하는 해부학적 실체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혈관과 림프관과는 다른 조직으로 피부 표층에서 내장기관

6)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제시된 봉한관은 이후 연구자들이 실험을 계속하는 데에 
동력을 제공했다. 이는 한의학물리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그림은 상상으로 그릴 
수 있으나 사진은 그렇지 않아 신뢰할 수 있다고 자주 얘기했던 것에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다. 봉한관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논문은 김봉한(1962), “경락의 실
태에 관한 연구,” 『조선의학』 제9권(제1호):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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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계이며, 봉한관을 따라 흐르는 봉

한액에는 5~10 ㎛ 크기의 과립형 구조물(봉한 산알)이 발견된다. 이 

산알은 세포가 분열되어 발생하며 봉한관 내에서 재생되어 다시 세

포로 자라나는 것이다. 김봉한 연구팀의 대담한 봉한학설은 한의학

에서 경험적으로 관찰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의 결

과이자, 나아가 세포 분열에 대한 기존 생물학적 지식의 근간을 바

꿔 놓을 이론으로 평가되었다7). 봉한학설에서 시작한 새로운 생물학 

혁명에는 사진과 그림이라는 이미지와 화학적, 전기적, 생리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 가시화된 봉한관이 선봉에 있었다.

북한은 김봉한의 논문을 영어와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

어 등으로 번역하여 여러 나라에 배포하여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였

다. 이에 몇몇의 연구자가 봉한관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봉한

관의 재현에 실패하거나 김봉한이 보여주었던 봉한관의 특징적 현

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8). 게다가 마지막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

나지 않아서 봉한관 연구를 주도하던 경락연구원과 경락학회가 폐

지되고 김봉한의 연구팀은 북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로써 봉한

관은 김봉한의 경락연구원과 함께 과학계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그

러나 북한에서 세계로 배포한 김봉한의 논문은 전세계의 주요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1970년에 미국 켄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과 학위과정을 밟고 있던 소광섭은 도서관에 있던 김봉한의 논문을 

7) 김봉한의 그의 첫 논문의 서두에서 동의학의 물질적 기반인 봉한관의 발견을 통
해 서양의학의 이론적 발전과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주
장했다. “방대한 치료 예방의 경험을 축적한 동의학 이론에 대한 현대 과학적인 
연구는 의학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나아갈 풍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동의학 이론에 대한 현대 과학적인 해명은 동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방도이며 동시에 의학 이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김봉한(1962), “경락 실태에 관한 연구,”『조선의학』 제9권(제1호): 
5-13.

8) 독일의 의학자 Kellner는 1967년 봉한관이 별다른 기능이 없는 생체 내 부산물이
라고 발표했다. Kellner의 연구는 Zhang, Chang-Lin(2003), "Dissipative Structure of 
Electromagnetic Field in Living Systems," Frontier Perspectives, Mar 22. 2003에 언
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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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기회를 가졌다9). 이후 봉한관이 소광섭의 연구실로 들어가기까

지는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물리교육

과 교수로 재직하던 소광섭은 1999년에 국내 대학의 연구지원 정책

의 일환으로 시작된 BK21(Brain Korea 21) 사업으로 인한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와 자연대학 물리학과의 개편 과정에서 물리학과로 자리

를 옮기게 되었다10). 이 과정에서 받은 연구비로 그는 기존에 진행

하던 이론물리에서 실험물리로 연구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계획했

다11). 입자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과학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자연

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학 연구는 객관적 실재를 찾기 위

해 원자에서 더 작은 소립자로 분해해 들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

는 궁극적 요소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았다12). 하지만 물리

학이 찾는 입자가 작아질수록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할수록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

학의 방법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1990년대 초 

미국의 초전도 초대형 입자가속기(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의 

건설 중단의 사례는 물리학의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

인 사례였고,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13). 

소광섭이 생각하는 실험 방법론에서의 물리학의 한계란 물리학이 

고전물리학에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그 관점이 변화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물질 위주의 접근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9) 소광섭 인터뷰(2010.8,4.)
10) 소광섭은 1970년 9월에 미국 켄사스 주립대학으로 입학한 후 1971년 6월 브라

운대학으로 옮겨 박사학위를 마침.
11) 소광섭 인터뷰(2010.8.4.)
12) 소광섭(1999), “물리학에서 기리학으로,” 『과학사상』 겨울호:2-21
13) 소광섭 인터뷰(2010.8.4.). 물리학에서는 입자가속기를 사용하여 더 작은 입자를 

찾는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13년에 유럽의 입자가속기 CERN에서 입증
된 힉스입자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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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있었다. 그는 생물학으로 시야를 돌렸고, 생물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물질과 정신을 탐구해야 하며14), 이때의 정신 혹은 마음에 

대한 탐구는 물질에 기반 해야 과학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

각했다. 소광섭은 물질에 근거한 정신을 한의학의 “기”에서 찾는 

“기리학”을 제시했다15). 그는 과학적 원리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관찰한 현상이 있기에 한의학의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물리학과 한의학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

라고 여겼던 이유는 21세기에 물리학자들의 세계관을 바꾼 현대물

리학 때문이었다. 소광섭은 현대물리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형태

는 다르더라도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는 한의학에서 에너지

로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의 연결 고리로써 제시한 기리학에

서 기의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명

확히 해야 하는 점은 소광섭의 연구가 한의학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한의학의 과학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소광섭은 과학자

로서 실증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자연의 근원 혹은 생명을 

탐구하고자 하였고, 그 실마리를 한의학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소광섭의 한의물리학 연구는 과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넘

어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리학과로 자리를 옮긴 소광섭은 초반에는 경락과 경혈의 전기

적 특성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01년 시드니 공대의 한의학

과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한의학에 관한 다양한 문헌을 접했고, 이

를 토대로 빛에 초점을 맞춘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했다16). 물리학적 

14) 소광섭(1999),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5) 소광섭은 실험물리 분야를 시작하기 전에도 물리학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나 물

리학이 개척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이론적 글을 종종 발표하였다. 소광섭의 기리
학은 실험물리 분야를 시작하게 되어 급하게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 
대해 이론물리학자로서 성찰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소광섭(1999), “물리학에
서 기리학으로,” 『과학사상』 겨울호: 2-21

16) 호주의 시드니 공대(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에 있는 과정은 정확히는 
전통중국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나 본 논문에서는 소광섭 교수의 표
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소광섭 인터뷰(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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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경락을 이해했을 때, 특수한 상황에서 몸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표현은 물리학의 결맞음(coherent)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생각했다. 그는 결맞음 현상은 파동, 즉 빛과 관계가 있는 현상

일 것이라 유추했고, 경락과 빛의 연결고리가 되는 요소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 요소는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DNA를 포함할 것

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요컨대 DNA를 지닌 물질이 경락을 통해 흐

른다는 것이 그의 가설이었다. 소광섭은 자신의 가설을 바탕으로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첫째는 빛과 관련

된 생체광자(biophoton) 연구였다17). 생체광자는 생명체가 세포 대사

과정에서 방출하는 가시광선 및 자외선 영역의 빛으로, 이에 대해서

는 아직 명확한 이론은 없지만 한 가지 가설은 이것이 결맞음장

(coherent field) 상태에 있는 건강한 세포내의 DNA가 특정 자극을 

받아서 방출된다는 것이다18). 소광섭은 현대물리학이 자연의 근원적 

구성요소로 내세운 정보와 에너지를 생체광자를 통해 연구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는 자기장이었다. 소광섭은 생물물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진단과 치료 장비를 염두에 두었는데, 수술이나 

의약을 통해서 치료를 시도하는 기존의학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

록 비침습 치료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생체광

자와 자기장 연구는 모두 물리학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

구로 요약된다.

그가 구상한 연구프로젝트의 세 번째가 봉한학이었는데, 봉한학 

연구는 앞의 두 연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면

17) biophoton을 일부 문헌에서는 “생물광자”라고도 표기하지만 본 고에서는 소광섭
이 인터뷰에서 사용한 “생체광자”로 표기했다.

18) 생체광자는 1930년대 초 소련의 생의학자 알렉산더 구르비치(Alexander 
Gurwitsch)가 양파에서 방사된 미약한 빛을 보고하면서 제시된 가설이다. 측정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지만 1950년대 광전자증배관(photon multiplier tube)가 개발되
면서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Bio photon)
와 이승호 외(2006), “인체에서 방사되는 생물광자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
지』 27(1):57-77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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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응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연구였다. 그가 정리한 생체광자 현

상은 생명체의 대사과정이 DNA가 매개가 되어 빛 에너지를 흡수하

거나 방출하는 것이었다. 아직 그러한 현상이 정확히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는 생체광자 현상이 결맞음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자기장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봉한학설은 그의 이런 

추론과 매우 유사했다. 앞서 김봉한은 봉한관에는 핵산이 다량 포함

된 산알이 들어 있으며, 피부 표면의 봉한소체는 빛에 의해 자극된

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광섭의 빛과 자기장에 대한 가설에 딱 들어

맞았다. 그는 봉한관이 그의 가설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 실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물리학자로서 소광섭이 생명체

의 대사를 빛과 연계하여 세운 이론적 가설이 생체광자이고 이를 

진단과 치료로 응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자기장이라면, 가설을 확인하

고 나아가 응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가 봉한관이

었다19).

물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광섭의 가설은 한의학물리연구실

에 물리적 실체로의 연구도구이자 방법론으로써의 봉한관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봉한의 봉한관이 가진 역사적 맥락은 

봉한관이 한의학물리연구실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김봉한의 봉한관은 과학적 영역에서는 기존의 과학적 지식에 정면

으로 대응하는 대상이었고 정치적 영역에서는 북한 주체사상의 선

봉에 서 있던 대상이었다20). 비록 2000년대 초반 남한에서 봉한관을 

19) 물리학과로 자리를 옮기고 처음 받은 연구비는 자기장과 빛에 관한 생체광자 
연구였다. 소광섭은 처음 봉한관 연구는 적은 규모로 시작하였지만 연구를 진행
하면서 다른 연구의 기초가 될 봉한관을 규명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
여 2008년부터는 봉한관 연구에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소광섭 인터뷰(2010.8.4.)

20) 북한은 1960년대 경락연구소를 세우는 등 김봉한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
였으며,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위대함으로 과학에서 혁명적 업적을 이룩
하였다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김근배는 그의 연구에서 봉한학설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조직되던 앞단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였다. 김근배(1999),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사이에서: 북한 ‘봉한학설’의 부침,” 『한국과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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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체사상과 연결시켜 비판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일

반적인 과학계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과학의 홍보대상이던 봉한관

이 달갑지는 않아 보였을 것이다21). 게다가 경락의 실체로 제시된 

봉한관은 일반적으로 과학 영역의 밖에 있다고 여겨졌다. 이 점이 

소광섭의 봉한학 연구에 직접적인 비난이나 제재를 가져오지는 않

았지만, 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의혹을 야기하는 

데 일조했다. 봉한관은 어느 영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괴물” 같

은 존재였다22). 소광섭은 자신의 가설을 입증해 줄 봉한관을 연구하

는 동시에, 괴물이 된 봉한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연구

대상의 대변인 역할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과학적 탐구 대

상으로서 발생하는 의문들을 해결하는 데에 이었고, 소광섭은 봉한

관을 찾아서 보여주면 그러한 의문점들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봉한관이 소광섭의 연구실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은 연구자와 실

험도구, 그리고 봉한관이라는 대상의 끊임없는 충돌을 수반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봉한관에 대한 논쟁도 포함했다. 봉한관은 김봉한

의 논문에서 그림과 사진으로 모습을 쉽게 드러낸 것과는 달리 실

제 실험실에서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소광섭은 김봉한의 주장

에 따라 동물의 혈관 속에서 봉한관을 찾아보려 하였지만 쉽지 않

았다. 그는 혈관 속에 10% 포도당 용액을 주입하여 혈관을 투명하

게 만든 후에 봉한관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여 봉한관을 발견하였다

는 논문을 2002년에 처음 발표하였으나23) 이 논문은 곧 봉한관이 

제21권(2호): 194-220.
21)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문서나 인터뷰 자료는 없다. 그러나 프리모관을 주제

로 진행된 심포지엄의 토론 시간에 북한의 과학을 이어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청중이 있었다. 해당 심포지엄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17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으로 “전통의학 최신 연구 동향”을 주제로 2011년 10
월 13일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22) “괴물”은 라투르의 표현을 빌려왔다. 그는 과학기술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주변의 관심(care)이 사라지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변한
다고 표현했다.  Latour, B., Aramis, or, the Love of Technology (trans. By 
Catherine Port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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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혈전을 잘못 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혈액 속의 피브리노

겐은 조직이 손상되면 트롬빈(thrombin)에 의해 피브린(fibrin)으로 변

형되고 피브린이 링크를 이루면서 혈액 응고가 진행된다. 김봉한과 

소광섭 연구팀의 주장은 그동안 해부학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

운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지만, 의학자들의 비판은 새로운 

구조물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해부 진행 중에 생겨나는 인공물

(artifact)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24). 이에 봉

한관과 피브린을 구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세포 내 핵

을 염색하는 아크리딘오렌지였다.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나 피브린

은 핵이 없기 때문에 아크리딘 오렌지에 의해 염색되지 않는다. 만

약 이들이 발견한 구조물이 피브린이라면 염색이 되지 않을 것이었

다. 아크리딘 오렌지는 김봉한의 논문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염료로 

김봉한은 봉한관을 아크리딘 오렌지로 염색하여 막대모양의 핵을 

관찰하였다. 한의학물리 연구팀도 혈관 속에서 찾은 봉한관을 아크

리딘 오렌지로 염색하여 막대모양의 핵을 관찰하고 2004년에 이를 

해부학회지(The Anatomical Record B, New Anatomy)에 발표하였

다25). 

김봉한에 의하면 봉한관은 혈관 내에도 있지만, 장기 표면에도 

있다고 하였다. 혈관내 봉한관은 적혈구와 피브린 등으로 생성되는 

인공물로 인해서 해부하면서 바로 눈으로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장기 표면에서 봉한관 찾기 작업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장기 표면의 

봉한관은 혈액의 방해가 비교적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 내의 봉

23) Jing X., et al.(2002), "Method for Observing Intravascular Bong-Han Duct," 『대한
예방한의학회지』 , Shin, HS, et al.(2002), “Electrical Method to Detect a Bong-Han 
Duct inside Blood Vessels," 『새물리』

24)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피브린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중
략) 너희 아마추어가 엉뚱한 거 한다.” 소광섭 인터뷰(2010.8.4.)

25) BC Lee, et al.(2004), "Acridine Orange Staining Method to Reveal Characteristic 
Features of Intravascular Threadlike Structure," the Anatomical Record B. New Anat. 
278B: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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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보다 더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2004년에 소광섭은 1967년에 

장기표면에서 봉한관을 찾았다고 주장한 일본인 의사 후지와라 사

토루를 찾아 오사카로 갔고 실험에 대한 설명과 당시 실험을 녹화

했던 영상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26). 흥미로운 점은 그 전까지 수많

은 동물 해부 실험에서 보이지 않던 장기 표면의 봉한관이 사토루

의 실험 영상을 본 후에 연구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이다27). 김봉한의 논문에서 봉한관은 동물의 몸속이 아니라 단독으

로 떨어져서 깔끔한 상태로 사진이 찍혀 있었고 그 모식도가 그림

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동물을 해부하면 피와 함께 

다양한 부산물이 엉겨 붙어 있어 해부학 교과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기들이 깨끗하게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가늘고 투명

한 봉한관은 더욱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연구팀은 실제 해부 실험

을 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야 동물의 장기 표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알게 된 것이다28). 소광섭 팀은 토끼의 장기표면에서 여러 

가닥의 실구조물이 연결되어 있는 반투명한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

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은 김봉한이 봉한소체에 봉한관 여러 

가닥이 연결되어 구성된다고 설명한 것과 같았으며, 실구조물이 주

머니 안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김봉한의 서술과 같았다29). 이로써 김

봉한의 봉한관이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재현되는 첫 발이 내 딛어

26) 오사카 시립의과대학교 교수였던 후지와라 사토루는 토끼의 혈관과 장기 표면
에서 봉한관을 찾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혈전을 잘못 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7) “실험실에서 이제 비디오를 틀고 우리 연구원들 대여섯 명이 같이 쭉 봤어요.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실제로 보는 거예요. 보면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
죠. 이상하게, 그 전엔 안 보이는 게 그 다음에는 보이는 거예요.” 소광섭 인터
뷰(2010.8.4.)

28) “[동물의 장기 표면에] 어떤 실 같은 구조가 늘어뜨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그 사람이 직접 드는 걸 봤을 
때, ‘아, 저렇게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보는 거 하고 천지차입니다.” 이병천 인
터뷰(2010.8.12.)

29) HS Shin, et al.(2005), "Feulgen Reaction Study of Novel Threadlike 
Structures(Bonghan Ducts) on the Surfaces of Mammalian Organs," the Anatomical 
Record B. New Anat. 284B: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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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혈관과 장기 표면에서 봉한관을 보는 데에 성공했지만, 재현실험

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김봉한의 봉한관 연구가 논쟁을 불러

왔던 이유 중 하나도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실에서 봉한관을 재현하

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소광섭 연구팀은 한의학물리연구실 

내의 봉한관 재현뿐 아니라, 다른 연구실에서도 재현될 수 있도록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김봉한의 논문에서 봉한관은 찾

는 방법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을 정도로 쉽게 모습을 드러냈고, 

김봉한에 의하면 봉한관은 혈관내, 림프관내, 장기표면, 피부표면 등

에서 두루 발견되며, 쥐, 토끼, 닭 등의 여러 생명체에 존재하는 구

조물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연구는 이러한 논문의 내용과는 현저하

게 달랐고, 소광섭 연구팀은 생체 내 다양한 곳에서 봉한관을 쉽게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집중했다.

이런 상황에서 혈액이 가득 차서 붉게 보이는 혈관이나 먼지가 

엉겨붙어 반투명한 봉한관을 명확하게 보기 힘든 장기표면 대신, 투

명한 림프관에서 봉한관 찾기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김봉한이 논

문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에 기초한다. 김봉한은 전기적 특성 실험을 

통해 봉한관이 전기 전도도를 지니며 전기 자극에 의해 활동전위

(action potential)가 유도됨을 보였다. 한의학물리연구실 초반부터 연

구에 함께 한 약리학 박사 이병천은 전기 전도성을 갖는 봉한관이 

신경과 유사한 특징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신경을 염색하는 

야누스 그린비(Janus Green B)를 토끼의 림프관 내에 주입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30). 그 결과 2005년에는 투명한 림프관에서 푸르게 염

색되는 실구조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31).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염료로

30) 야누스그린B는 산소포화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염료로 조직 내 산소 
유무를 검출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1993년에 신경조직을 염색하는 데에도 야
누스그린B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Yack(1993), "Janus 
Green B as a Rapid, Vital Stain for Peripheral Nerves and Chordotonal Organs in 
Insects," Journal of Neuroscience Methods, 49(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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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림프관 내 봉한관을 관찰할 수 있었다. 김봉한은 봉한관에 히알

루론산(Hyaluronic acid)이 주성분인 봉한액이 흐른다고 보고하였는

데, 소광섭은 이 점에 착안하여 히알루론산을 푸르게 염색하는 알시

안 블루(Alcian Blue)를 쥐의 림프관 내에 주사했고, 2006년 논문을 

통해 푸르게 염색된 실구조물을 보고하였다32). 이후 2008년에 이병

천은 트리판블루(Trypan blue)를 장기 표면에 바로 도포하여 봉한관

을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33).

봉한관은 실험실의 수행 속에서, 논문의 서술 속에서 김봉한의 

봉한관에서 소광섭의 봉한관으로 재구성되었다. 김봉한의 봉한관은 

그의 첫 논문에서 경락의 실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어지는 연

구에서 새로운 순환계의 해부학적 구조이자 산알학설을 낳는 대상

이 되었다. 반면에 한의학물리연구실의 봉한관은 김봉한이 발견한 

해부학적 구조의 재현이면서, 동시에 소광섭의 생물물리 연구의 기

초 도구였다. 두 연구팀의 연구의 흐름도 반대 지점에서 출발했다. 

김봉한이 경혈자리에서 특이한 전기생리적 반응성을 보이는 구조물

을 발견하여 봉한관이라 명명하고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반

면, 소광섭 팀은 김봉한이 제시한 물리적 특성을 보이는 관 구조물

을 찾고 봉한관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다만 관 구조물을 

찾는 과정에서 히알루론산이나 신경적 특성 등 김봉한이 제시한 봉

한관의 특징을 이용하여 봉한관의 가시화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 과

정에서 소광섭의 실구조물은 김봉한의 봉한관과 유사해졌다. 그럼에

도 경락의 실체라는 증거는 아직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31) BC Lee, et al.(2005), "Novel Threadlike Structures(Bonghan ducts) inside 
Lymphatic Vessels of Rabbits Visualized with a Janus Green B Staining Method," 
the Anatomical Record B. New Anat. 286B: 1-7.

32) C Lee, et al.(2006), "Alcian blue Staining Method to Visualize Bonghan Threads 
inside Large Caliber Lymphatic Vessels and X-ray Microtomography to Reveal Their 
Microchannels," Lymphatic Research and Biology, 4(4): 181-189.

33) BC Lee. et al.(2009), "Visualizing the Network of Bonghan Ducts in the Omentum 
and Peritoneum by Using Trypan Blue," Journal of Acupuncture Meridian Studies. 
2(1):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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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광섭의 봉한관은 김봉한의 봉한관과 일치되지 못했다. 

봉한관이 소광섭의 봉한관이 되는 과정은 논문 서술방식의 변화

에서도 드러난다. 초반의 논문들은 한의학의 ‘기’를 소개하면서 연구 

대상이 김봉한의 봉한관임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도 김봉한의 논문

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에 봉한관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된 논문들은 그들이 발견한 대상을 “실 같은 구조물(Thread-like 

Structure)”로 표현하면서 봉한학설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

다. 더불어 참고문헌으로는 기존의 해부학 논문이나 염색방법에 대

한 논문들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소광섭의 봉한관에서 김봉

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발견한 실 

구조물은 새로운 발견이라고 내세울 수는 있었지만, 아직 그 기능이 

규명되지는 않은 단계였다. 논문들은 실구조물이 1960년대에 김봉한

이 경락의 실체로 제시했던 봉한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고, 경락

의 실체로 에너지 순환 및 산알 순환에 관여한다는 김봉한의 주장

도 소개하였다. 

“김봉한에 의하면, 봉한소체는 손상된 조직의 세포 재생에 관여

한다.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침구의 치료효과에 

대한 현대 생의학적 개념에 기반 한 과학적 이해가 가능해질 것

이다34).”

이 당시 소광섭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봉한관을 가시화하는 방법

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 같은 구조물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

34) “According to Kim, Bonghan granules are involved in cell regeneration in damaged 
tissues. Thus a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therapeutic effect of accupuncture 
treatments, in line with modern biomedical concepts, will emerge by establishing an 
anatomical basis for acupuncture meridians.“ HS Shin, et al.(2005), "Feulgen 
Reaction Study of Novel Threadlike Structures(Bonghan Ducts) on the Surfaces of 
Mammalian Organs," the Anatomical Record B. New Anat. 284B: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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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그 기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소광섭은 토끼의 장기표면에

서 추출한 봉한관과 봉한액의 단백질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단백질 

조성이 혈액이나 혈관, 림프액에서 흔히 보이는 단백질과는 차이가 

있는 것임을 보였다35). 봉한관을 가시화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에

서 가설은 봉한관이 혈관이나 림프관이 아닌 새로운 관구조물이라

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가설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봉한관을 기

존 관구조물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봉한액의 

단백질 분석에 대한 연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논문

의 뒷부분에서는 봉한액이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나 암세포, 골수세포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소광

섭의 봉한관만이 가진 새로운 기능을 내세우기도 했다.

연구를 진행하고 서술하는 방향이 급속도로 변한 것은 2008년 즈

음부터 암 연구와 연결되면서부터였다. 암 연구의 시작점은 정상조

직이 아닌 곳에서 경락은 어떻게 존재할까라는 의문이었다. 연구팀

은 우선 폐암 세포가 주입된 마우스의 암 조직에서 표피를 벗겨내

고 트리판블루를 도포하여 파랗게 염색된 봉한관을 찾았다36). 당시

에는 아직 자세한 작동방식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봉한관이 암조직 

주변에 잘 발달하며 암세포의 이동 통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특히 암과의 관련은 김봉한의 봉한학설에서 언급되지 않았

던 부분이었고, 이러한 발견은 김봉한의 봉한관이 소광섭의 봉한관

으로 변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김봉한의 봉한관은 의학자의 연

구이긴 했지만 1960년대 북한학자의 경락 연구였다는 점에서 여전

히 “전통”이나 “구식”으로 치부되며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힘든 

점이 있었다. 그러나 소광섭의 봉한관으로의 재구성은 현대의 물리

35) Lee, et al.(2008), "Proteomic Analysis for Tissues and Liquid from Bonghan Ducts 
on Rabbit Intestinal Surfaces," Journal of Acupuncture Meridian Studies. 1(2): 
97-109. 

36) Yoo, et. al.(2009), "Bonghan Ducts as Possible Pathways for Cancer Metastasis," 
Journal of Acupuncture Meridian Studies, 2(2): 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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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의 연구라는 인식이 붙으면서 조금은 과학의 문턱에 다가올 수 

있었고, 여기에 줄기세포나 암 조직 등과 결합하면서 한의학과 과학

의 경계 사이에서 존재하던 봉한관이 과학과 의학의 영역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연구실에서 진행된 수행과37) 더불어 연구실 밖의 사정도 한의학

물리연구실의 봉한관이 구성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2010년에 “글

로벌 프론티어 사업38)”에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소광섭은 봉한관이라

는 명칭을 프리모관(Primo vessel)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글로벌 프론

티어 사업이 미래선도형 연구를 추구하는 데에 반해 명칭이 다소 

오래된 느낌을 준다는 주변의 의견과 봉한관이라는 이름이 발견자

의 이름 외에 다른 기능적 측면이나 가설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

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소광섭은 과학에서 새로

운 물질에 최초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칭 

변경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다른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의 조언

을 받아들인 것이다39). 흥미로운 점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겉으로는 

소광섭 연구팀이 발견한 실구조물이 김봉한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처럼 보였으나, 내면적으로는 김봉한과 더 강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김봉한은 봉한관이 경락의 실체이면서 모든 생물체에 존재

하고 나아가서 생물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형성되어 혈관 등의 다

른 기관 생성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 발견의 시점으로 보자면, 

37) 소광섭의 가설 구상과 실제 해부실험을 수행하면서 행해진 방법론적 측면은 이
론과 실험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설에 의해 실험 
방법이 선택되기도 하지만, 실험을 진행하면서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바뀌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둘을 별개로 보지 않고 “수행(practice)"이라
는 용어를 써서 하나로 표현했다.

38)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선도형 핵심융합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개의 연구단을 선정하여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39) 소광섭 인터뷰(2010.7.5.), 강경애 인터뷰(2010.9.17.), 명칭 변경과 관련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라. Kang(2013), "Historical Observations on the Half-Century Freeze 
in Research between the Bonghan System and the Primo Vascular System,"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6(6): 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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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과 림프관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 3순환계라

고 설명했지만, 김봉한의 주장에 의하면 봉한관은 다른 순환계의 생

성을 주도하는 원(原)순환계였다. 소광섭은 이러한 김봉한의 주장에 

따라 첫 번째를 의미하는 “프리모(primo)”를 자신의 실구조물에 붙여

주었다40). 물론 프리모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봉한관 보다 기존의 

과학에 더 쉽게 안착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절을 통해서 저자는 봉한관이 소광섭에 의해 발탁되어 한의학

물리 연구실에 들어온 후 프리모관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냈

다. 이 과정에서 출판된 연구 논문과 핵심 연구원들의 인터뷰를 통

해서 재구성된 한의학물리 연구실의 프리모관은 소광섭을 중심으로 

안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단일한 연구대상으로 보인다. 그러

나 한의학물리 연구실에는 핵심 연구자로 소개된 소광섭과 이병천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실험 기술과 지식으

로 프리모관과의 상이한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다음 절에

서는 실험실의 참여관찰을 통해, 실험실의 여러 연구원들이 어떻게 

프리모관과 연결을 맺고 있었는지를 재구성할 것이다.

40) 소광섭 인터뷰(2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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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신분 전공 세부연구주제
소광섭 교수 물리학 연구 총괄
이병천 박사후연구원 약리학 프리모관의 시각화 연구
김정대 박사후연구원 물리학 프리모관의 삼차원이미지 분석
배경희 박사후연구원 운동생리학 산알 분석
한현정 박사후연구원 수의학 암전이

유정선 박사후연구원 물리학 암에서 프리모관 연구 및 바이오 
이미징

Ping An 박사후연구원 의학 암세포의 혈관생성

성백경 박사과정 물리학 전자현미경을 통한 프리모관 
구조 분석

임재관 박사과정 물리학 프리모관의 나노 형광 분석

최천주 박사과정
(경희대) 한의학 프리모관의 전기생리현상

엄기훈 석사과정 물리학 프리모노드 이미지
이성우 석사과정 물리학 프리모관의 나노 형광 분석
Su 
Zhendong

석사과정
(중국) 중의수의학 암세포 연구 및 동물실 관리

정종현 학부과정 물리학 -
김승한 테크니션 생물학 조직 염색
손재민 테크니션 기계공학 기계 조립 및 부품 제작
김홍배 외부연구원 물리학 생물물리 일반 및 암연구
백명진 사무원 생물학 행정 및 사무 관리

표1. 한의학물리연구실의 연구원 명단(2010.7~2011.2)

4. 한의학물리연구실 내의 다중의 프리모관

한의학물리연구실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소속으로 소광섭 교수

가 정년퇴임을 하던 2011년 2월까지 해당 학과 건물에 위치해 있었

다. 필자가 참여관찰을 하던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의학

물리연구실에 소속된 사람은 소광섭 교수를 포함하여 총 18명이었

다41). 

41) 두 달 정도 방문했던 중국 대학원생 2명과 박사후연구원 2명이 더 있었지만 이
들이 연구실에서 독립적으로 프리모관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표기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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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박사후연구원이 6명이고 대학원생이 6명이었으며 연구를 

직접 하지는 않으나 실험을 지원하는 테크니션과 행정사무원이 있

었다. 연구실이 물리학과 소속이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물

리학을 전공하였으나, 외부에서 방문 연구 중인 학생은 한의학과와 

중의수의학과 출신이었다. 반면 박사후연구원의 경우는 전공이 다양

했는데, 한의학물리 연구소에서 학위를 받은 물리학 전공자부터 약

리학, 수의학, 운동생리학, 의학 박사들이 있었다(표1). 

연구실의 구성은 하나의 실험실과 연구원들이 머무르는 5개의 연

구실로 나누어져 있었다42). 실험실에는 물리학과 생물학 연구에 사

용하는 실험 장비와 도구들이 가득했다43).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는 입구를 들어서서 바로 왼쪽에 위치한 곳

이었다. 암막커튼으로 가려진 내부에는 고배율 광학현미경과 형광현

미경이 있고 각각의 현미경 아래에는 해부대가 있어서 동물 해부실

험이 가능했다. 특히 현미경에는 소형카메라렌즈가 붙어 있어서 해

부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을 수 있었고, 이를 바로 컴퓨터

로 연결하여 이미지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었다. 해부를 통해 찾은 

프리모관은 조직해부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프리모관임을 확인하는

데, 이를 위해 실험실의 가운데에 위치한 실험대에는 조직해부학을 

위한 다양한 기기가 놓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직해부학적 방법은 

조직을 잘라서 이를 젤에 넣어 굳히고, 굳힌 조직을 얇게 절편하여 

조직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조직 염색을 위한 후드는 실험실

의 오른쪽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연구원들이 직접 염색을 수행하기

42) 대학원생과 테크니션은 2개의 연구실을 각각 4~5명이 공유하고 있었고, 박사후
연구원은 총 3개의 연구실에서 2명이 1개의 연구실을 공유하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다. 소광섭 교수의 사무실은 물리학과의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
었다. 

43) 참여관찰을 시작하기 전에 경락의 실체를 찾는 연구실이라고 해서 실험실에 경
락 관련된 그림이나 모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모습만으로 보면 과학 실험실 같았다. 다만 물리학과 생물학의 도구들이 혼재되
어 있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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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테크니션이 그 과정을 대신했다. 실험을 

위한 동물은 실험실 안쪽의 격리된 동물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기

에는 생쥐, 쥐, 토끼 등의 동물들이 있었다. 실험동물은 중국에서 수

의학과 대학원생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들여온 것들이었다. 실험실 

입구 오른쪽의 또 다른 격리된 공간에는 세포와 조직을 보관하고 

키우는 컬처룸(culture room)이 위치했다. 그 맞은편에는 암막 커튼이 

쳐진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 장비가 있었

다. 그 사이에는 조직의 전기전도도 측정이 가능한 실험장비가 있었

다. 실험실은 구성원의 전공만큼 다양성을 보이는 장비와 약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림 1. 한의학물리연구실 평면도(원모양은 현미경, 회색은 실험용탁자 
및 선반 등 표시)

연구원들은 실험을 할 때 외에는 주로 각자의 연구실에 머물렀

다. 연구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교환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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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는 자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실험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다. 연구원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같이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각자 연구를 진행했다. 공식적으

로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랩미팅에서 이루어졌다. 랩미팅에서는 순서에 따라 2명씩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나 문제점 또는 앞으로의 연구 방

향에 대해서 전체 토론을 하였다. 가끔씩 랩미팅이 끝나고 교수가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연구원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랩미팅과는 별도로 소규모 연구그룹과 소광섭 교수가 참석

하는 팀미팅도 있었다. 팀미팅은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루어

졌는데, 실험을 함께하는 팀별로 지난 한 주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

를 교수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면서, 연구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

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토론하고 의견을 교

환하기는 하지만 연구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다. 특히 프리

모관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었는데, 프

리모관을 찾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외양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프리

모관이 생체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다. 이러한 부분은 가끔 랩미팅이 끝나고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더 현저하게 드러났다.

박사과정생1: 경혈, 경락을 라인으로 피부에 표시하는 것은 

최근의 일인데, 원래는 맥진과 함께 시작했어요. 맥진을 

짚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경락이 곧 혈관이라고 생각했

어요. 중국에서 나온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박사후연구원1: 그런데 프리모관이 꼭 관의 형태를 하고 있

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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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2: 공간이 있어야만 액체나 그런 것들이 돌아다

니기 때문에, 관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학부생: 구멍이 많이 관찰되는데 마치 스폰지처럼 생겼고 관

모양은 관찰이 안되는데요.

박사과정생2: 굳이 관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구멍 있

는 스폰지가 쭉 있으면 액체도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닌

가요?44)

프리모관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정작 구성

원들은 프리모관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연구실에서 지난 10여 

년간 출판된 논문은 무엇인가? 논문에는 구성원들이 저자로 참여하

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일까? 이

러한 의문이 생기는 와중에 일부 연구원은 나에게 거꾸로 프리모관

이 있는 것 같으냐는 질문까지 하였다. 게다가 그가 내게 그런 질문

을 한 시점은 그가 실험실에서 쥐를 해부해서 프리모관을 찾았다고 

내게 보여준 직후였다. 어딘가 이상한 것 같은 상황을 최대한 이해

해보기 위해서 나는 연구원들이 실험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다

니면서 관찰하면서 프리모관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 가

지 확실한 사실은 이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연구원들은 프리모관을 자신들이 가진 서로 다른 과학적 지식과 지

속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변형시키고 있었다.

한의학물리 연구소에서 가장 프리모관을 “잘 찾는” 연구원은 이

44) 2010년 7월 26일 브레인스토밍에서 “프리모관이 경락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주
제로 진행된 토론의 일부이다. 연구원들은 프리모관의 관찰 방법에 대해 얘기하
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프리모관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 넘어 갔다. 5명
의 연구원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본문에서는 이 
대화 중에서 연구원들이 프리모관의 형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형
태적 특성에 대한 대화 후에는 다시 프리모관이 몸 전체를 순환하는 체계인지
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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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이었다45). 그는 약리학 박사로 2001년 자기장이 뇌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고자 한의학물리연구실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프리모관

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다. 오랜 기간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프리모

관을 찾는 다양한 기법을 연구했고 논문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의 프리모관은 소광섭의 프리모관과 거의 일치했다. 이병천의 프

리모관은 봉한관의 재현이며 경락의 실체였다46). 문제는 연구를 통

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프리모관을 본 연구자들과 연대

를 시도했다. 북한의 김봉한, 일본의 후지와라 사토루 외에 1912년

에 혈관 속에서 혈액 외에 다른 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프랑스

의 과학자 베쌍(Pierre A. Bechamp)을 끌어들이기도 했다47). 그리고 

그는 프리모관이 경락의 실체임을 간접적으로 보이기 위해 침구와 

경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연계를 시도했다. 피부의 

경혈점에는 동맥과 정맥, 신경이 지나는 세 개의 구멍을 발견한 독

일의 해부학자 하이네(Hartmut Heine)와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의 

경혈점에서 침구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미국의 랑자방(Helene 

M. Langevin) 등,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진 근막(fascia, 파시아)에서 진

행된 경락 연구에 이병천은 자신의 프리모관을 위치시켰다48). 그의 

프리모관은 김봉한에 의해서 해부학적 실체가 처음 발견되기는 했

지만, 다른 연구자들이 꾸준히 경락과 경혈점으로 연구하던 것과 같

45) 프리모관을 시각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지만 재현성 논란은 여전했다. 
동물을 해부할 때마다 프리모관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연구원마다 다르기 때문
이었다. 소광섭 교수와 연구원들이 모두 프리모관을 가장 잘 찾는다고 꼽은 사
람은 이병천이었다.

46) 이병천은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봉한학설을 믿는 사람은 소광섭과 이병천 둘뿐
이라고 이야기했다(이병천 인터뷰, 2010.8.12.).

47) Pierre Antoine Bechamp(1912), The Blood and Its Third Anatomical Element 
48) 결합조직은 신체를 지지하고 장기를 연결하거나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

으로 장기를 감싸고 있는 비교적 느슨한 구조의 근막, 뼈를 연결하는 단단하고 
조밀한 구조의 인대 등이 이에 속한다. 하이네의 연구는 H. Heine(1988), 
“Anatomical Structure of Acupoints,”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 8: 
207-212를, 랑자방의 연구는 H.M.Langevin, et al.(2002), "Relationship of 
Acupuncture Points and Meridians to Connective Tissue Planes," the Anatomical 
Record(New Anatomist). 269: 257-265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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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었다. 

“제 경락 모델은 이겁니다. 독일의 하이네가 결합조직이 경

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랑자방 

교수가, 이 사람은 네덜란드 학회에서 만났는데, 결합조직은 

결국 어떤 침의 효과를 유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장외보(Wei-Bo Zhang)는 중국 중의학 연구원에서 유명한 사

람인데, 경락이 피부의 피하조직(hypodermis), 그러니까 파시

아층을 따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김봉한 선생의 5

편 논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실험한 모든 데이터

를 자세히 보면, 모든 봉한관과 봉한소체가 결합조직과 연결

되어 있어요. 결합조직 안에 있다 이거죠. (중략) 유안린

(Yuan Lin) 교수는 광저우 의대 교수인데 이 사람 모델도 파

시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봉한-파시아 모델을 만든 건 굉

장히 새로운 발견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거죠. 이미 누

군가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그거인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하죠. 근데 그게 다 맥이[있어요]49).”

이병천과 함께 프리모관을 찾아서 보여주는 시연 실험을 종종 진

행하는 물리학 박사 유정선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에서 학부를 

마친 후, 생물물리 연구를 하고자 한의학물리연구실로 들어와서 

200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50). 그는 실험실 외부의 사람들이 프리모

관에 대해 반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처음부터 이것이 경락의 실

49) 이병천 인터뷰(2010.8.12.)
50) 유정선 인터뷰(2010.8.17.) 프리모관과 암전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유정선 박사의 

학위 논문은, 유정선(2009), 『In Vivo Tracking of Cancer Cells in Bonghan 
Channels Using Multispectral Fluorescence Imaging System』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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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고 봉한학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유정선은 프리모관을 경락이나 기의 실체와

는 거리를 두었다51). 대신 의학계의 암연구자들의 결과를 끌어와서 

자신의 프리모관에 연결함으로써 이것을 혈관과 림프관 외의 또 다

른 순환계로 만들었다. 미국의 의학자 헨드릭스(Mary J.C. Hendrix)는 

암조직이 발달할 때 주변에 혈관과 유사한 관이 생성되며 이를 통

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거나 암이 전이된다고 보고했는데52), 유정

선은 프리모관을 혈관유사 구조물과 연결시키면서 암전이 통로로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정선이 프리모관을 주류 과학

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문헌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물리학과에

서 해부 실험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하버드대학 의과

대학에서 3개월간 현미경 아래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미세수술(micro 

surgery) 기법을 익혔다53). 이를 통해서 그의 프리모관은 혈전이나 

장간막이 찢어져서 생긴 구조물과 같은 해부 실험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장애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었다54). 

“마치 주류과학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처럼 논문을 쓰려고 했

죠. 왜냐하면 [연구의]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거든

요. 처음에는 봉한학설 얘기하고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가 있

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퇴자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

51) 그가 프리모관이 경락의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 대
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 헨드릭스의 연구는 M.J.C. Hendrix, et al.(2003), "Vasculogenic Mimicry and 
Tumour-cell Plasticity: Lessons from Melanoma," Nature Reviews Cancer 3: 411-421
을 참고하라.

53)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에서 뇌경색 연구를 진행하는 김형환 교수에게 배웠다. 유
정선 인터뷰(2010.8.17.)

54) 동물의 표피를 잘라낼 때에 해부용 칼에 의해 장간막이 찢어지기도 하는데, 얇
은 막이 살짝 말려 들어가면서 얼핏 장기표면 프리모관처럼 보이기도 한다. 장
막이 말린 구조물의 경우 단면이 소용돌이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해당 구조물
의 조직염색을 통해서 바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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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저널에서 많은 퇴자를 받아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약간의 노하우지요. 오히려 그 분들의, 자기랑, 되게 주류과

학인 것처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연장선인 것

처럼 얘기해야지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마치 전혀 

다른 혁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55)”

유정선의 프리모관은 생물학과 의학의 실험 기법을 흡수했지만, 

물리학적 정체성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실험 동물을 죽이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프리모관을 통해 물질, 특히 암세포가 이

동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인비보 분자이미징(in vivo molecular 

imaging) 연구를 시도했다. 실험 디자인은 비교적 간단했다. 암 조직

에 형광물질을 넣고 그것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단, 

이 실험에는 형광물질이 림프관처럼 단단한 벽을 이루고 있는 관으

로 흘러들어가지는 못하고 스펀지처럼 비교적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프리모관으로는 스며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

다56). 형광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광학적으로 생

체 내부를 볼 수 있는 형광현미경이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동물이 

살아 있는 상태로 관찰하기 때문에 피부와 혈관 등이 빛을 흡수해

서 형광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생체 조직에서 자연적으로 방

사되는 빛의 파장의 형광과 겹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2007년 

55) 유정선 인터뷰(2010.8.17.)
56) 연구 초기에는 형광물질로 서울대학교 화학과의 이진규 교수가 제공한 형광 나

노입자(nano particle)를 사용했다. 공처럼 생긴 나노 입자 내부에 형광물질과 자
성을 띄는 물질이 들어 있어 형광현미경을 통해 흐름을 관찰하거나 자기장을 
걸어서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형광 나노입자에는 프리모관 선택성이 없지만 
유정선은 프리모관의 벽면이 다공성이며 비교적 느슨한 구조인 특징이 있기 때
문에 형광물질이 구멍을 통해서 프리모관 내부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설명했다. 
형광나노입자를 제공한 이진규는 형광나노입자가 흐르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관구조물이 있다는 증거는 될 것으로 생각했다. (유정선 인터뷰, 2010.8.17.), (이
진규 인터뷰,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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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뮌헨 공대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형광현미경에 다양한 

장비를 부착하여 여러 파장을 감지하여 민감도를 높이고 결과의 정

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했다57). 이어 한의학물리연구실에

서도 감도가 높은 분자 이미징 장비가 만들어졌고, 형광물질은 형광

이 좀 더 센 양자점(quantum dot)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발전을 통해

서 유정선의 프리모관은 암조직에서 물질의 이동 경로로서 해석될 

수 있었다58).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프리모관이 없

다고 주장하는 연구원도 있었다.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생인 한 연구

원은 경락의 물질적 실체를 찾는 연구를 하고자 한의학 연구실에서 

프리모관의 전기적 특성 연구를 진행했다59). 그도 연구 초기에는 다

른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동물 해부를 통해서 프리모관을 찾는 방법

을 익혔다. 그는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전기신호 측정을 통해 경락

의 특성을 보이고자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계속되는 

실험 실패에 그는 다시 해부 실험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찾아낸 프

리모관이 경락의 실체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프리모관을 찾기 

위한 동물 해부실험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데, 장막이 찢어지거

57) 유정선은 독일에서의 연구로 다음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G. Themelis, et 
al.(2008), "Multispectral Imaging Using Multiple-Bandpass Filters," Optics Letters, 
33(9): 1023-1025, G. Themelis, et al. (2009), "Real-time Intraoperativa Fluorescence 
Imaging System Using Light-absorption Correction," Journal of Biomedical Optics, 
14(6): 064012.

58) 양자점은 포스텍 화학과의 김성지 교수가 제공했다. 양자점도 프리모관 선택성
이 없다. 암전이의 통로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은 J.S. Yoo, et al(2009), 
"Bonghan Ducts as Possible Pathways for Cancer Metastasis," Journal of 
Acupuncture Meridian Studies, 2(2): 118-123. J.S. Yoo, et al.(2010), 
"Characterization of the Primo-Vascular System in the Abdominal Cavity of Lung 
Cancer Mouse Model and Its Differences from the Lymphatic System," Public 
Library of Science One, 5(4): e9940를 참고하라. 장비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준 
논문은 J.S. Yoo, et al.(2011), "Evidence for an Additional Metastatic Route: in 
vivo Imaging of Cancer Cells in the Primo-vascular System around Tumors and 
Organs," Molecular Imaging Biology, 13(3): 471-480을 참고하라.

59) 학부로 물리학과 한의학을 전공한 해당 연구원은 연구 초기에는 한의학물리라
는 주제가 자신에게 딱 맞다고 생각했다(박사과정생 인터뷰, 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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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전이 엉겨서 프리모관과 유사한 구조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는 이들 유사 구조물을 추출하여 프리모관과 비교하는 실험

을 진행했다. 해부실험을 하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프리모관의 특

징은 노드가 붙어 있는 반투명한 실 모양이고 트리판블루에 의해 

푸르게 염색된다는 점이었는데, 장막이 찢어져 생긴 구조물은 트리

판블루에 의해 염색이 되었고, 혈전은 노드가 붙은 끈 모양처럼 보

였다. 게다가 이들을 약하게 잡아당겨 늘인 후 조직염색을 하면 막

대모양의 핵을 관찰할 수 있었다60). 그는 유사 구조물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으로도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우선 마취약에 의한 장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레탄(urethane)을 복강 내에 직접 주입하

는 대신 졸레틸(zoletil) 근육 주사를 이용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해

부실험을 진행하면서 헤파린을 도포하여 혈전이 뭉치는 것을 방지

하였다. 이 두 경우에서 프리모관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상

태에서 혈액 플라즈마를 도포하면 다시 프리모관 유사물질을 발견

할 수 있었다61). 그의 프리모관은 의과대학 교수 임채헌의 조언과 

결합함으로써 경락의 실체가 아니라 해부 실험에서 혈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공물이 되었다62). 

반면 프리모관은 의학자의 손에서 명확히 존재하는 해부학적 실

체가 되기도 했다. 암 전이에 대해 연구하는 중국인 의학박사인 안

핑(Ping An)은 혈관이나 림프관 외에도 암세포가 이동할 수 있는 통

60) 그는 구조물을 당겨서 세포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핵이 막대모양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박사과정생 인터뷰, 2010.11.3.). 

61) 프리모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박사과정생의 연구는 한의학물리연구실의 연구 목
적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모든 실험은 소광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 
소광섭은 실험을 통해서 프리모관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다면 그것도 
연구 가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박사과정생이 수행한 연구 결과는 랩미팅 
시간에도 보고되었고, 소광섭을 비롯한 한의학물리연구실 연구원들이 모두 보고 
토론을 했다. 소광섭은 프리모관이 반투명하고 얇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혈전에 
의해서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지면서 가시화되는 경향이 보일 것이라고 설명
했다(랩미팅, 2010.10.18.) 

62) 임채헌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소광섭이 프리모관 연구로 2009년 글로
벌프론티어 사업에 지원할 때에 함께 한 연구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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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되는 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프리모관은 기의 

실체는 아니지만 암전이의 통로였으며, 신체 전신을 순환하지 않아

도 됐다. 또 암세포가 이동하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의 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안핑의 프리모관은 근막이나 결합조직에 위치하면서 

암세포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암 조직에는 

항상 존재하는 실체였다.

“혈관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정맥, 동맥, 모세혈관 등

이 있으며 이들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왜 

프리모관이라고 해서 단 하나의 정형화된 모양을 띄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가? 혈관이나 림프관은 떨어져서 존재하는 관

(free channel)인데 최근 의학은 지방조직이나 결합조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조직에서는 다양한 줄기

세포가 발견되고 있지 않은가? 꼭 관(channel)이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결합조직이나 지방조직에 이러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프리모관에도 여러 타입이 있을 것이다. 떨어져서 존재하는

(Free) 것도 있지만 결합조직 속에 들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

고. 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

모가 없는 결합조직이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결합조직 내에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나 [재현이] 불

안정하다. 10마리 중 2마리 정도에만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

는 떨어져 존재하는(free) 프리모관을 찾기 때문이다. 반면 나

의 프리모관(not free primo)은 항상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연

구해야 한다.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있다 

없다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63).”

63) 프리모관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안핑 박사의 대답. 질의응답은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번역은 저자(필드노트,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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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모관의 존재 양태에 대해 연구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아서라거나, 연구실 외부의 일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이 실험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은 아니었다64). 일반적으로 한 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다루

는 연구대상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

물리연구실의 연구대상은 프리모관으로 연구원들은 이를 관찰하고 

이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연

구의 세부주제는 프리모관의 관찰 방법 연구, 프리모관의 특성 규

명, 프리모관과 경락의 특징 연구, 암세포에서 프리모관의 역할 연

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실험 방법 및 장비에서 차

이가 존재했다. 또한 이러한 세부연구 주제는 각 연구원들의 전공과

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세운 연구의 가설은 물론이고, 

이들이 가진 기본 지식도 모두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과

학 지식과 실험 방법 및 장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리모관은 연

구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양한 연구원들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으

로 연결망을 구성함으로써 프리모관이 다중적 존재가 되는 요인은 

프리모관이 논문이나 사진 등으로 재현되지 않는 부분을 지니기 때

문이다. 프리모관은 주로 살아 있는 쥐를 마취하고 해부함으로써 얻

어진다. 예를 들면, 쥐의 장기표면 프리모관은 사진에서는 붉은 장

기와 대비되는 흰색의 가는 관으로 재현되지만, 실험실에서는 쥐의 

심장이 뛰면서 장기 표면이 일정하게 진동하며, 해부를 하면서 드러

나는 장기 표면은 붉은 피와 하얀 먼지가 엉겨 붙은 상태로 지저분

한 상태가 된다. 해부를 통해 얻은 프리모관은 후에 진행되는 조직 

64) 초기 프리모관을 발견했다고 발표할 때에 소광섭 교수가 항상 들었던 비판 중 
하나는 혈전 등 해부 중 조작미숙으로 발생한 인공물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리모관 연구에 의학전공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판이 유효하지 않다.



- 41 -

염색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지만, 해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연구

자들은 손에 느껴지는 감각을 통해서 프리모관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곤 했다. 이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옮겨질 수 없는 종류로서, 실험

실의 프리모관에는 이런 요소들이 한데 섞여 연결망을 이루고 있었

다. 그리고 그 감각과 같은 것들은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해지기 어

려웠고, 이는 여러 연구자들이 프리모관과 조금씩 다른 연결망을 형

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프리모관은 각각의 연구자

마다 다른 다중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험실 내에서 연구원들의 수행에 의해서 구성되는 다양

한 프리모관은 논문으로 옮겨지면서 단일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한 

줄로, 때로는 관다발로 보이기도 하는 프리모관들은 광학현미경에 

의한 관찰, 염색약에 의한 가시화, 조직염색을 통해 보이는 막대모

양의 핵 배열 등의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논문 속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프리모관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과 외양적으로, 화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다름이 가시화

되는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관구조물과는 다른 새로운 관구조물로 

인지되었다. 사진과 논문 속에 프리모관을 담는 과정은 프리모관을 

단일한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현미경 아래에서, 동물의 장기 

표면에서, 연구자의 손 끝에서 다양한 감각에 의해 존재하던 프리모

관은 2차원의 화면으로 옮겨지면서 시각적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장

기 표면에서 핀셋으로 들려 장간막과는 독립적인 관처럼 보이는 프

리모관의 사진이나,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되어 그물구조처럼 보이는 

프리모관의 사진, 형광 물질이 관을 통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 등 실험 중에 촬영된 많은 사진 중에 연구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선택된다. 이 과정에서 프리모관을 둘러싼 

다른 감각적 특징은 사라지고 하나의 시각적 특성만이 선택된다.

또한 연구자들의 손에서 다중으로 존재하던 프리모관이 논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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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과정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되는 데에는 과학 논문이 여러 

연구자들의 공동저작물의 형태를 띠는 특성에도 기인한다. 하나의 

논문이 출판되기 위해서는 연구실 내의 여러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

구 결과가 종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하

나의 통일된 내러티브를 생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연구 결과에 기여도가 큰 제 1 저자와 소광섭이다. 한의

학물리 연구실의 연구책임자로서 소광섭은 연구실에서 출판되는 논

문들의 교신저자로 역할을 수행하며, 랩미팅과 팀미팅에서는 연구 

결과의 최종적 확인을 하거나 연구원들에게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실험실에 존재하는 다중의 프리모관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실험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마치 학술지의 편집인이

나 심사위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구실에서 생산되는 지식

을 하나의 연결망으로 안정화했다. 

프리모관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

지만 이것이 암 조직에서 관찰된다는 결과는 이것이 암의 진단이나 

치료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고, 화학적 성분이 줄

기세포의 성분과 유사하다는 실험 결과들은 프리모관을 줄기세포 

연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아직 전체적인 순환 

구조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프리모관은 혈관 속, 장기표면, 뇌척수 

등 신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순환계로의 가능성도 드러

냈다. 이와 동시에 프리모관은 문헌적으로는 김봉한의 연구와 경락

의 생리적 연구 사이에 위치 지어짐으로써 경락의 실체로 끊임없이 

지시됐다. 프리모관은 한의학물리 연구실에서 단일한 연구대상이 되

어 실험실 밖으로 나갔지만, 여러 가지의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제공

함으로써 외부의 연구자들의 관심 끌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는 여

러 가지 메커니즘이 관여했는데, 다음 절에서는 프리모관이 다른 과

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입지를 넓히는 과정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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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리모관의 전파: 논문, 학회, 시연 실험

프리모관이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처음 

한의학물리연구실에 들어온 것처럼 다시 다른 연구실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물리연구실로 봉한학이 들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논문은 매개자가 될 수 있었다. 소광

섭 연구팀은 생쥐, 쥐, 토끼, 소 등의 여러 동물의 혈관내, 림프관내, 

장기표면 등 다양한 신체부위에서 프리모관이 관찰될 때마다 이를 

학회지에 출판했다. 프리모관의 사진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대
한약침학회지』, 『새물리』와 같은 국내 학회지에 실리기 시작해서 

『해부학회지(Anatomical Record B, New Anatomist)』, 『경락경혈연구지

(Jour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 JAMS)』, 『림프학

(Lymphology)』, 『미국실험생물학회지(FASEB Journal)』, 『분자이미지생

물학(Molecular Imaging and Biology)』 등의 국제 학회지에도 수차례 

실렸다. 특히 프리모관 연구가 자주 실리는 JAMS는 의학 및 생물학

자들의 논문검색 사이트인 ‘펍메드/메드라인(PubMed/MEDLINE)’에 

등록되어 프리모관을 더 많은 의학 및 생물학자들에게 노출시켰

다65).

프리모관이 다양한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지만 프리모관이 연구실

의 벽을 넘어 확산되는 데에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 연구자들의 

교류가 더 큰 역할을 하였다. 대한약침학회나 한의학회 등에서 소광

섭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리모관이 다른 

65) JAMS는 대한약침학회가 2008년 창간한 학회지로 세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편
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료평가(peer-review) 학회지이다. 주필(editor in chief)
이 소광섭이고 한의학물리연구실의 논문이 다수 발표되기 때문에 연구실의 연
구원들은 “연구실 저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MEDLINE은 생의학 연구 문헌
의 데이터베이스로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NIH)에서 운영하는 연구검색 사이트
인 NCBI의 논문검색(PubMed)에서 MEDLINE DB를 사용한다. 생명과학, 의학, 
보건학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로 해당 분야에는 파급력이 높은 편이
다(http://www.ncbi.nlm.nih.gov/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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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의학 혹은 대체의학이라

는 경계 내에서 소개되던 프리모관이 좀 더 파급력이 높은 생의학

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데에는 미국 루이빌 대학(University of 

Louisville)의 강경애 교수와의 만남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소광섭

은 화학공학과에서 바이오 이미징 기법을 연구하는 강경애에게 형

광 나노입자를 이용해 생체 물질을 가시화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요

청하여 해당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였는데66), 이 과정에서 강경애는 

프리모관에 대해 알게 되고 소광섭에게 자신이 속한 ‘국제 산소 조

직 전달 학회(International Society on Oxygen Transport to Tissue, 

ISOTT)’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9년, 미국 클리브랜드

(Cleaveland)에서 개최된 ISOTT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한 소광섭에게 강경애는 루이빌 대학에서 프리모관 연구를 소개하

는 세미나를 부탁했으며, 이는 프리모관을 타분야의 여러 연구자들

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67). 

학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된 프리모관에 관심을 보인 연구자

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로 분류됐다. 하나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

는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넓은 관점의 교

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조직 내 공급되는 산소에 대한 분광학적 

연구를 하는 영국 뉴캐슬 대학교(Newcastle University)의 데이비드 

해리슨(David Harrison)과 혈관 유사구조물을 연구하는 하바드 대학

교(Harvard University)의 메이유 슈(Mei-Yu Hsu), 종양 내 산소전달을 

66) 강경애는 처음부터 프리모관 연구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직후, 형광나노입자를 사용한 가시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소광섭에
게 강경애는 “박사님, 제 얘기하지 말고, 이것[프리모 시스템] 좀 말씀합시다. 나
는 이게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프리모시스템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김봉한의 연구이고 기와 경락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소광섭의 연구를 선입견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학자들
이 편견 없이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강경애 인터뷰, 2010.9.17.)

67) ISOTT는 생체 내 조직에 산소가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기초
과학, 의학, 공학 등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학회로 회원들의 많은 수가 암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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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Johannes 

Gutenberg-Universitat Mainz)의 피터 바우펠(Peter Vaupel) 등의 연구

자가 암 연구의 경계 내에서 프리모관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연구대상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진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프리모관을 자신의 연구에 직접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브라운 암센터(James Graham 

Brown Cancer Center) 소장인 도널드 밀러(Donald Miller), 생체내 형

광 이미징 기법을 연구하는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의 

사무엘 아칠레푸(Samuel Achielefu), 암 진단 및 치료에 응용 가능한 

압타머(aptamer)를 연구하는 루이빌 대학의 폴라 베이츠(Paula Bates) 

등은 프리모관에 관심을 보이며 본인의 연구실에서 프리모관 연구

를 시작하고자 했다.

다양한 학술대회는 프리모관을 다른 연구자들에게 보이고 이들의 

관심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을 하

나로 모으는 역할도 수행했다. 소광섭이 프리모관을 소개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시기에 충청북도 제천시는 소광섭에게 2010년에 개

최될 “한방 바이오 엑스포”에서 진행될 국제 학술행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소광섭은 강경애의 도움을 받

아 프리모관 연구에 관심을 보인 해외의 연구자들과 다른 ISOTT회

원들을 발표자로 섭외하였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68).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봉한학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imo-Vascular System)”은 프리모관을 중

심으로 암연구, 혈관연구, 바이오이미징 연구, 줄기세포 연구, 경락 

경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자들을 한 곳에 모았다69). 

68) 소광섭 인터뷰, 2010.8.4., 강경애 인터뷰, 2010.9.17.
69) 심포지엄은 2010년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제천의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진행

되었고, 프리모시스템 1,2 분과, 암 1,2 분과, 의료이미징, 산소와 생리학, 경락, 
재생의 8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 분과별로 4~5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발표했다. 
기조연설은 브라운 암센터의 밀러 소장, 암백신의 권위자인 래리곽(Larry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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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일부 발표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프리모관 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70). 여기 모인 모

든 발표자들이 프리모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프리

모관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학회에서 국내외 저명한 연구자들이 발

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학회는 다른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심포지엄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프리모관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71). 

심포지엄은 내부적으로는 한의학물리연구실의 연구원들에게 연구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켰고72), 대외적으로는 국제프리모학회를 결성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73). 이런 네트워크는 추후 소광섭이 연구

비 신청을 위해 대규모 연구단을 조직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했다. 

학술회의나 세미나를 통해 프리모관의 2차원적 이미지, 깔끔하게 

종합된 연구 결과,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프리모관이 다른 연구자들

에게 소개되고 전달된 반면에, 좀 더 실제적인 프리모관은 실험 시

독일의 저명한 의사 쿠르트 쟁커(Kurt Zaenker)가 맡았다. 심포지움의 마지막 순
서로 패널토론 분과를 마련하여 학자들이 프리모관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70) 쟁커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암전이에 대한 리뷰강연을 하면서 프리모관과 연계
하여 암전이 가능 경로를 논의하였고, 루이빌 대학의 베이츠 교수와 싱가폴 국
립대학의 장영태 교수 등은 발표에서 자신의 분자 이미징 기법이 프리모관에 
적용 가능한지 고찰하였다.

71) 구체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반응이 전반적
으로 이와 같았다.

72)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내가 만난 한의학물리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전반적으로 
프리모관 재현의 어려움으로 의기소침해 있었고 외부의 비판적 시선에 상처를 
받은 듯 했다. 이 상황에서 프리모관이라는 이름 하에서 국제학회가 열리고 국
내외 수많은 연구자들이 모이자 연구원들도 자신의 연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는 듯 했다.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연구실(생물물
리)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던 한 연구원은 프리모관을 연구할 때에 다소 냉소
적이었음을 회상하며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는 고백을 했다. 

73) 국제프리모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Primo Vascular System)의 초기 회원을 봉
한학국제심포지엄에서 모집하였으며, 심포지엄에 참가한 여러 연구자가 회원으
로 참여했다. 학회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2011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ispv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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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됐다. 실험 시연은 시연자나 관찰

자라는 외부의 연구자가 낯선 연구실로 들어가는 과정을 수반한다. 

더불어 프리모관의 재현 시연은 동물의 해부 과정을 통해서 혈액, 

세포 및 조직의 부산물 등 사진으로 정제되지 않는 물질들이 함께 

드러난다. 그리고 시연의 핵심은 동물의 표피, 장기, 혈액 등이 뒤섞

인 상태에서 프리모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한의학물리연구실이 초

기에 프리모관 재현에 성공하지 못하던 중 후지와라 사토루의 재현 

영상을 보고 바로 쥐에서 프리모관을 집어낼 수 있었던 것도 논문

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행위가 시연 영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프리

모관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한의학물리연구실에 직접 찾

아와서 프리모관을 찾는 시연 실험을 옆에서 관찰하였다. 

2010년 7월 13일 오전, 한경대학교에서 연구진 두 명이 프리모관 

재현 실험을 보기 위해 한의학물리 연구실에 방문했다. 이를 위해서 

유정선 박사가 쥐를 해부하였는데74), 밝은 조명과 현미경 아래에서 

마취된 쥐의 배에서 털이 깎였다. 메스에 피부의 두꺼운 표피가 잘

리고 그 아래에 얇은 표피가 한 번 더 잘리면서 안에 있던 장기들

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금씩 묻어나오는 혈액을 하얀 거즈로 닦아주

면서 유박사는 트리판 블루 용액을 도포했으며, 장기표면이 너무 마

르거나 트리판블루 용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식염

수를 뿌려주기도 했다. 장기표면을 조심스럽게 건드려가며 트리판블

루 용액을 추가로 도포하자 푸른색으로 옅게 염색된 실선이 드러났

다. 이를 포셉(forceps)으로 살짝 들어올리자 끈적한 실 같은 프리모

관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참여자들 모두는 현미경에 연결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프리모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을 자신의 연구소로 초청하여 시연 실험을 요청하는 연구

자도 있었다. 2009년 소광섭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프리모관 연구

74) 필드노트(2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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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접했던 브라운 암연구소의 밀러와 워싱턴 대학의 아칠레푸도 그

에게 시연 실험을 요구했다. 이 중 아칠레푸는 소광섭의 제안으로 

2010년 봉한학 국제 심포지움에서 의료이미지 분과의 발표를 수락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프리모관을 주제로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맡은 자신이 프리모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만, 프리모관의 존재가 기존의 해부학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구조물

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이를 순수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75). 심포

지움에서 발표를 맡기에 앞서 프리모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자신의 연구실로 이병천과 유정선을 초청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모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프리모관을 재현할 것을 요구

했다. 2010년 5월에 이병천과 유정선이 쥐에서 프리모관을 꺼내는 

재연 실험을 했고, 이를 눈으로 목격한 아칠레푸는 프리모관의 존재

를 확신했고, 이후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이 실험에 대해서 아칠레푸와 이병천은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

“해당 분야에서 베테랑인 다른 연구자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말하길, “당신이 [시연을] 해보면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

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당신이 [시연을] 했고, 우리는 

그것[프리모관]을 봤다. 그건 진짜다.”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

에 저는 [프리모] 시스템에 확신이 생긴 거죠. 우리는 그걸 

봤고, 그건 실재했고, 독특했어요. 이전에 못 봤던 구조물

(compartment)이었죠.”76)

75) 아칠레푸 인터뷰, 2010. 9. 18.
76) “The bottom line is that I asked one of my faculty members who is a 

veteran soldier. He said, you do it so we can see if it's true or not. You 
did it, we saw it, we found that it's true. That's what convinced me about 
the system. So after we've seen it, that it's present, it's uniqueness, its 
tenant, the compartment that we've never seen before.” (아칠레푸 인터뷰, 
201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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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이 됐죠. 한 잠도 못 잤어요, 그 때는. 왜냐. 재현 안 되

면 완전 국가 망신 아냐.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때 대단했어

요. 왜냐하면 쥐 한 마리 딱 주고, 이거 빨리 꺼내봐라, 이러

는데, 정선이는 떨려가지고 못하고. 내가 근데 쥐에서 성공

을 했어요.”77)

2011년 초반에 소광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중인 “미래유망융

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이하 파이오니어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프

리모 시스템 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진단시스템 개발연구”라는 주

제로 연구자들과 협동연구를 시작했다78). 협동 연구자들 중 서울삼

성병원의 박정의 교수팀과 국립암센터의 권병세 교수팀은 각각 프

리모관을 직접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팀의 연구 실무자

들은 초기에는 프리모관의 존재와 이의 연구에 대해 부정적이었

다79). 이들이 프리모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발적이었다기 

보다는 책임연구자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번 

회의를 통해 결과와 의견을 공유하며 연구를 진행한 후, 이들은 프

리모관이 정말 있다는 확신과 함께 프리모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

야 할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병천 박사

의 프리모관 시연 실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서울삼성병원에 

방문하여 태반에서 프리모관을 찾고, 국립암센터에서는 생쥐의 간 

표면에서 프리모관을 찾아냈다. 그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 직후 이

77) 이병천 인터뷰. 2010.8.12.
78) 파이오니어사업은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종기술간의 융

합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형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우선 신규 선행
기획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융합연구단을 선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9) “프리모 시스템 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진단시스템 개발연구”는 파이오니어
사업의 선행기획과제로 선정되어 6개월간 10개의 연구팀이 융합연구를 진행하
면서 격주로 모여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나는 이 과정에서 참관인
으로 참여하면서 연구자들과 대화를 통해 이들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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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프리모관 연구에 대한 확신은 증가했다80).

새로운 연구실로 들어간 프리모관은 다시 그곳의 연구자들, 실험

도구, 실험장비, 시약, 수행을 거쳐서 해당 연구실의 프리모관으로 

재현됐다. 2010년 5월에 이병천의 시연으로 워싱턴 대학의 광학방사

선연구실(Optical Radiology Laboratory)로 들어간 프리모관은 그해 9

월까지 약 4개월간 그곳에서 연구되었다. 그곳의 연구책임자인 아칠

레푸의 광학방사선연구실은 암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발현되는 다양

한 인자들을 인지할 수 있는 마커를 개발하고 적외선 등의 광학장

비를 이용하여 이를 감지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있었다81). 아칠레푸

는 프리모시스템이 피부 표면에서 몸속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 구

조를 이루고 있다면, 프리모관을 따라 흐르는 프로브(probe)를 개발

하여 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82). 그는 

프리모관이 트리판블루에 특징적으로 염색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쥐의 눈에 트리판블루 용액을 흘려주고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모

습을 관찰하였다. 아칠레푸에게 프리모관은 분자 단위에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해부학적 통로로 재현되었다. 그에게 프리모관은 기

의 통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 도구로서 가능성을 보이는 새로운 

존재라는 점이 중요했다83). 그는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국제 봉한학 심포지움”에서 발표했다84). 

한의학물리연구실을 벗어난 프리모관은 소광섭의 프리모관과 다

른 프리모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2008년 중의학연구소의 장외보

(Wei-bo Zhang)의 요청으로 이병천이 그의 연구실에 방문하여 토끼

80) 2011년 4월 1일 8차 회의를 마치고 국립암센터의 권병세 교수 연구팀의 전담연
구원과 대화

81) 약 30명 정도의 큰 규모의 연구실이다. 연구실 소개사이트는 http://orl.wustl.edu/
를 참고하라.

82) 아칠레푸 인터뷰. 2010.9.18.
83) 아칠레푸 인터뷰. 2010.9.18
84)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imo-Vascular System Special Topics on Cancer, 

Regeneration, and Acupuncture』(2010) 국제봉한학심포지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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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 표면에서 프리모관을 꺼내 보여주었다. 프리모관은 맨눈으

로도 확인이 가능했고, 톨루이딘 블루(toluidine-blue)에 의해 파랗게 

염색됐다. 이병천은 림프관 내에 알시안 블루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도 파랗게 염색되는 프리모관을 보여주었다. 장외보는 그의 동료 연

구자들과 함께 프리모관 시연 실험을 확인했고, 반복성(repeatable)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85). 그런데 장외보는 프리모관을 "미지의 

관(x-channel)"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유압저항성(hydraulic 

resistance)이 낮은 통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86). 유체역학

을 전공한 장외보는 기혈의 흐름을 연구하면서 기가 프리모관과 같

은 특별한 해부학적 구조가 없이 근막에서 유압저항성이 낮은 통로

를 통해 이동한다는 이론을 주장했었다87). 그런 그에게 프리모관은 

새롭게 발견된, 별도로 존재하는 해부학적 실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

전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조물로 탈바꿈 되었다.

프리모관은 이병천의 시연 실험이 진행된 미국의 브라운 암연구

소에서도 재현되었다. 밀러의 연구팀은 사람의 림프종을 쥐에 주입

하여 종양을 키우고, 트리판블루를 이용한 해부를 통해 프리모관을 

얻었다. 브라운 암센터에서는 특히 PCR(polymeraze chain reaction) 장

비를 이용하여 프리모관 내부의 mRNA를 증폭했다. 그 결과 세포의 

재생과 분화, 자살을 조절하는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인 

KLF4(Kruppel-like factor4)가 모습을 드러냈다. KLF4는 미분화줄기세

포 내에 존재하는 전사인자인 NANOG의 상위조절인자(upstream 

regulator)로 밀러 연구팀은 프리모관 내에 암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줄기유사세포(stem-like cell)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리모관의 

85) 시연 실험은 네 마리의 토끼와 두 마리의 쥐를 이용해 이루어졌다. 시연실험에 
대한 보고서 JAMS에 발표되었다. (2009), "News: Demo-Experiments of Bonghan 
Ducts in Beijing," Jour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 2(1): 90.

86) x(2009), "News: Demo-Experiments of Bonghan Ducts in Beijing," Jour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 2(1): 90

87) Zhang, et al.(2008), "A Discovery of Low Hydraulic Resistance Channel along 
Meridians," Jour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 1(1):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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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염색도 수행하였다. 이들이 프리모관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림

프종은 대식세포 특이의 CD68 마커와 조직구 특이의 CD45 마커와 

반응하는 단백질이 발현되는 U937 세포선(cell line)이었는데, 조직염

색 결과 프리모관은 CD68과 CD45 마커에 의해 염색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밀러의 연구실에서 재현된 프리모관은 쥐

가 아닌 사람의 림프종에서 유래한 구조물로 암 전이의 통로의 가

능성이자 암줄기세포(cancer stem cell)의 “저장창고(niche)"로 해석되

었다88). 

프리모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프리모관은 점차 과학

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

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의 지식과 실험도구 등을 

기반으로 프리모관을 재현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고 있었다. 이는 기존에 한의학물리연구실이 생산한 지식과 섞이

면서 프리모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연

구실에서 프리모관을 연구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은 한의학물리

연구실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한 리뷰나 평가보다는, 프리모관이 시

연 실험을 매개로 한의학물리연구실의 벽을 넘어 다른 연구실로 들

어가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 연구실에서 프리모관이 연구되는 

과정 속에서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재현되면서 부여받은 기가 흐르

는 경락의 해부학적 구조라는 개념은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았기도 

했다. 프리모관은 일단 이병천의 시연 실험을 통해 낯선 연구실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렇게 다른 실험실에 들어가고 나면 소광섭과 

이병천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연구실의 지식과 실험도

구, 수행 방식에 따라서 다시 재현되는 과정을 거치며, 프리모관은 

88) “PVS may provide both a novel route of Metastasis, but it may also be a unique 
"niche" for cancer stem cells." 다음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Islam, 
et al.(2013), "Tumor-associated Primo Vascular System is Derived from Xenograft, 
Not Host," Experimental and Molecular Pathology, 94(1): 84-90.



- 53 -

다른 존재자가 되었다. 이로써 프리모관은 연구실 안과 밖에서 다중

적으로(multiple) 존재하게 되었다.89)

부연하자면 다중적 대상으로의 프리모관은 연구실 안과 연구실 

밖에서 다른 층위로 존재한다. 연구실 내의 프리모관의 다중성은 앞 

절에서 보였듯이 연구실에 소속된 다양한 연구자들의 실험 방법이

나 지식,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는 손의 감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연구자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이 진행하는 실험 속에서 프리모관은 

조금씩 다른 양태를 보이면서 다중적 대상으로 존재하며, 논문 출판

의 과정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된다. 프리모관이 한의물리학 연

구실에서 하나의 대상이 되어 다른 연구실로 들어가면 해당 연구실 

내에서는 한의학물리 연구실과 마찬가지로 개별의 연구자들의 특성

과 연결된 다중의 프리모관을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실 단위로 

본다면, 연구실마다 특정 위치가 지어지므로 프리모관을 연구하는 

목적도 달라지면서 개별 연구실에서 구성되는 프리모관은 다시 다

른 층위의 다중성을 보이게 된다. 소광섭의 연구실에서 연구된 프리

모관은 대학교 물리학과 소속의 한의학물리 연구실의 한의학과 물

리학의 융합 연구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한 편, 국립암센터에서 연구

되는 프리모관은 암세포가 전이되는 통로로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과학기술학에서 다중의 물체는 주로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사람의 몸과 관련하여 개인적 개별성을 지니는 특

성을 보였다(Laet, 2000; Mol, 1884; Mol, 2003). 특히 의료 기술의 연

구 사례로 보여준 다중적 대상의 구성은 연구실마다 다르게 연구대

상이 구성되며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프리모관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과학 연구실의 연구대상의 다중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연구실 내에서 존재하는 다중적 대상은 기존 연구에

89) 한의학물리연구실 밖에서는 프리모관이 다른 존재적 특성을 띄었지만 여전히 
“프리모관(primo vessel)”으로 불렸다. 그렇지만 동일한 명칭으로 지칭됨에도 불
구하고 “프리모관”은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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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과했던 점으로, 2절에서 논의했듯이 과학기술학에서 연구실 내

의 “과학적 연구대상”은 과학자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져 하나의 강

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합의가 결렬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여겨졌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보였듯이 연구실 내의 과학적 연

구대상은 연구자들이 과학적 수행을 통해 실재하며 개별 연구자들

에 의해 다중적으로 존재했다. 현대 과학 연구실의 구성원이 다양할

수록 과학적 연구대상의 다중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55 -

6. 결론: 연구대상의 동역학

1960년대 경락의 실체로 지목된 봉한관은 생물학의 혁명을 잠시 

꿈꾸었으나 5년이 채 되지 못한 시간동안 부침을 겪고 연구실 밖으

로 밀려났다. 봉한관의 첫 발견자인 김봉한의 논문 속에서 존재하던 

봉한관은 이후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실로 다시 들어가는 

기회를 얻는 듯 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40여년이 지난 후 봉한

관은 물리학자 소광섭에 의해 생물물리학 연구실로 들어가서 프리

모관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실체가 되어 논문을 통해 실험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프리모관은 소광섭이 물리학의 방법론

적 한계를 벗어나 생물물리, 더 구체적으로는 한의학물리라는 새로

운 과학 분야를 열어줄 수 있는 물질이 되었다. 프리모관은 여전히 

‘경락의 실체’였지만 김봉한이 내세운 생물학의 혁명적 이론의 선봉

대에서 벗어나 소광섭의 한의물리학의 기반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프리모관은 소광섭에 의해 한의학물리연구실로 들어오기는 했지

만, 소광섭만의 프리모관으로만 머물지는 않았다. 프리모관이 들어

간 한의학물리연구실에는 전문분야가 다른 연구자들이 여럿 있었다. 

이들의 손에서 재구성되는 동안 프리모관은 다양한 연구자들과 그

들의 전문 지식, 실험도구, 실험 방식과 결합했다. 이 결합이 한의학

물리연구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도, 프리모관은 서로 다른 

연구자들과의 결합과 한의학물리연구실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다

중의 프리모관으로 증폭됐다. 더불어 실험실 내의 프리모관은 살아 

숨쉬는 동물의 맥박과 함께 움직이는 삼차원적인 존재였다. 그럼에

도 연구실 밖을 나설 때에는 논문이라는 형태로 평면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학물리연구실의 책임자인 소광섭의 프리모관으로 

단일화 되었다. 연구실 벽을 사이에 두고 프리모관은 서로 다른 양

태로 존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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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모관이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한의학

물리연구실을 벗어나 다른 연구실에서도 재현이 되고 연구되어야 

했다. 프리모관은 처음 한의학물리연구실로 들어왔던 것처럼 논문을 

매개로 다른 실험실로 전파 되었지만, 그 외에도 학술대회, 학회, 시

연 실험을 이용하여 다른 연구실로 이동했다. 특히 시연실험은 프리

모관이 한의학물리연구실의 연구자가 직접 이를 낯선 연구실로 프

리모관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프리모관은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가 대부분 밝혀졌다고 믿어지는 시점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던 구조물인 만큼, 이를 보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가의 손

길이 필요했다. 낯선 연구실로 프리모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서

만으로는 부족했고, 눈으로 목격하는 시연실험이 필요했다. 

한의학물리연구실의 연구자에 의해 다른 연구실로 이동한 프리모

관은 다시 재현되는 과정에서 그 곳의 연구자들이 가진 여러 요소

들과 결합했다. 이는 봉한관이 한의물리학연구실로 들어올 때와 비

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른 연구실의 맥락과 해당 연구자가 가진 배

경 지식, 실험 도구, 수행 방식과 결합한 프리모관은 소광섭의 한의

학물리연구실의 프리모관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프리모관이었다. 프

리모관은 다른 연구실에서 재현되면서 다중의 프리모관으로 다시 

증식했다. 이들은 모두 “프리모관”이었지만, 다중적 존재자가 되었

다. 연구실 안의 과학적 연구대상이 다른 연구실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연구대상이 연구실 내에서는 다양한 연구자와 각각 특

정한 결합을 이루며 다양한 대상이 되었다가 논문과 시연 실험에서

는 하나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렴과 발산의 과정을 

지속하는 프리모관의 이러한 동역학(dynamics)은 여전히 발견에 논

쟁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연구자들을 끌어들이는 동

력이 되기도 했다. 

프리모관은 현재 한의학물리연구실을 벗어나 서로 다른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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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다중적으로 증식된 프리모관

이 그려내는 모습은 때로는 하나로 합치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며 

한의학물리연구실에서 재현된 프리모관에 개념적으로 혹은 실험적

으로 도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곳에서 프리모관이 연구되고 

재현될수록 프리모관은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입지를 굳혀가는 것처

럼 보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모관의 재현을 논문으로 옮기고 

발표함으로써 프리모관의 존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다중의 프리

모관의 불합치하는 듯한 모습은 프리모관이 “과학적 시민권”을 획득

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프리모관은 하나가 되었다가 다

중적이 되었다가 하는 양상을 반복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프리모

관은 과학적 검증(scrutiny)을 받았고, 이 검증은 계속 진행 중에 있

다. 다중의 프리모관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도전을 이겨내면 프리모

관은 견고함(robustness)를 획득하여 실체가 뚜렷한 과학적 연구대상

으로서 존재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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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Bonghan Duct To Primo Vascular system

: Dynamics of Scientific Objects

Yeonwha Kim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research, a controversial scientific object was investigated by 
implementing insights and method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For that, 'Primo vessel (or Primo Vascular System)' 
known as "the substance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ystem" has 
been studied using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ology. Actor-Network 
Theory regards a scientific object as a stable network of hybrids(objects 
and subjects). Primo vessel at Biomedical Physics Laboratory, has been 
consisted as multiple objects by individual researcher at the lab, rather 
than a single object. Through paper writing and demonstrations, 
however, multiple Primo Vessels have been united into a single one. 
Then the single one entered into other labs. Once it had done, it 
transformed its mode of entity into multiple objects again. Though 
multiple Primo vessel existed, researchers called it 'Primo vessel' such 
as it had only one entity. This process of transforming of its existence 
could be understood that it consisted as multiple object with various 
researcher, at the same time it consisted a single object in paper and 
demonstration. This dynamics of scientific objects, which is 
continuously transforming its existence between conversion and 
diversion, brought controversy about its discovery on the one hand and 
gave motivations other researchers to study on the other hand.

In this paper, firstly, STS studies on scientific objects was 
reviewed. Secondly, the discoveries of Primo vessels at Biomedical 
Physics Lab was reconstructed chronologically. Thirdly, based on the 
participant observation, the construction of primo vessel into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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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was described and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multiple Primo 
vessel was analyzed. Finally, the paper showed how Primo vessel 
consisted a network over walls of labs and entered into other labs. 
Understanding how Primo vessel, as a scientific object, was constructed 
into multiple objects provides a new way which enables us to gain 
insights into a scientific object whose discovery is in process. 

keywords : scientific object, multiple object, primo vascular 
system, laboratory studies, participant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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