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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 te ratu re  Re vi e w  o n th e  Ty p e  and  Po te ncy  o f  

  Cl assi f i e d  Kk o tch a(f l o w e r te a) and  Yak ch a to  

             Oh Bang Sae k (f i ve  co l o rs)

                     Lee, Myoung-Ok

                    Advisor: Prof. Moon, Kyung-Rye M.D., Ph.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e type of Kkotcha(flower tea) and 5 on 

each of the OhBangSaek(five colors) Yakcha to analyze the efficacy of 

Kkotcha(flower tea) and Yakcha use it as a basi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future Kkotcha(flower tea) and Yakcha,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Kkotcha(flower tea) Yakcha the blue line and blue for the good of 

OhBangSaek(five colors) mainly a disease of the liver Dame, the disease related 

to conditions or muscles caused by stress can be effective. Our table is thought 

that this may help keep your health if you take advantage of food made pickles 

with soy sauce.

  For the red color of OhBangSaek(five colors) Kkotcha(flower tea) and Yakcha 

has the effect gynecological diseases and blood circulation, blood pressure, and 

insomnia. It is effective to allow mainly used as raw materials related to 

women's health and beauty food can (aroma), cosmetic products.

  Kkotcha(flower tea) and Yakcha for the yellow OhBangSaek(five colo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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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ensive effect, gastritis, bronchitis, thyroiditis, athletic, cheongyeol act, 

diabetes, brain development have efficacy.

  Kkotcha(flower tea) and Yakcha for the white of OhBangSaek(five colors) 

youth growth and development, prevention of illnesses, diet, immune system 

strengthening, antioxidant, anti-cancer effects, and efficacy in various diseases.

  Creating a natural dye, cosmetics, soap, candles, crafts will, enough help to 

leverage on experience with materials such as aromatherapy and healing.

  Kkotcha(flower tea) and Yakcha for the black is swelling, detoxification, 

anti-bacterial, anti-inflammatory action and can be effective to relieve a diuretic 

and blood, jimyeo bring being used aroma and taste a variety of food ingredients, 

health to be used as you can and grabs food.

  In concept will enjoy watching the flowers can be said is its significance to 

enrich the diet with those that spread to protect the health steps that can be 

eaten at one time to heal.

  Our offer is haejugo to deohaejul beauty as well as fragrance to the diet. 

There is a scientific component analysis of the recent flower made generally 

pollen ln 35% protein and the 22 kinds of essential amino acids, 12 kinds of 

vitamins, of the 16 kinds of magical effect on a person's life phenomena in 

addition to containing minerals that they have an R factor, and that it contains 

various nutrients petals in itself.

  So if a development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wildflowers interested in 

us being close to the stuff of cheap food will be able to give a great help in the 

hom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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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우리나라 차(茶) 문화는 민족 문화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이진수, 이진미, 2014). 

차라면 많은 차의 종류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맛과 향, 색이 

좋고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의 통차인 약차와 꽃차를 만들어 마시면서 차에 한 

화를 나 면 서로 친 감이 생기고 인성 함양과 자기 수양이나 의와 존경의 마

음이 새롭게 생길 것이다. 차 생활은 시 를 흘러오면서 민족정신의 원력을 회복시

켜 주었다. 인간다운 참 생활을 잃지 않고 릴 수 있는 생차, 꽃차와 약차는 건강음

료  기호음료로써 커피 같은 것과는 달리 기호 인 차원을 넘어 건강을 한 보재

(약재)로써 건강증진과 질병 방에도 큰 향을 나타내고 있다.

  선인들은 건강 리에 해 밥이 제일 보약으로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잘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으로 알고 많은 심을 가지고 살아 왔다. 건강하게 사는 법은 밥 잘 

먹는 것이 으뜸이고 꽃차와 약차를 마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한방 약차를 

마시는 것이 식후나 손님  등 우리 일상생활의 차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자

연의 힘으로 자라난 산과 들에 있는 갖가지 산야 를 차로 이용하여 질환을 다스리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식생활과 차 생활 문화에 다양한 차를 마시

는 모든 사람이 진다(進茶)의 기쁨과 행복한 차 생활이 활용되고 있다(최수찬, 2011). 

  오방색은 목(木)청(靑,) 화(火) (赤,) 토(土)황(黃), (金)백(白,) 수(水)흑(黑) 오색

이 기본색이다. 사물의 특성과 물질의 변화 상생․상극 규율을 설명한다. 한의학에 

있어서 오행의 개념은 장부의 배속과 하게 연 되어 질병을 치료함에 요한 요

소로써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힐링으로 인해 건강식품에 심이 높아진 을 착

안하여 꽃차와 약차가 음양오행설을 통한 오색과 오미가 오장육부에 미치는 성분과 

효능을 그동안 연구 되어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꽃차와 약차에 한 심을 갖고 색에 따른 꽃차와 약차가 기능성 식품  

가공 요리에 활용하여 상품화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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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사

  제1  꽃차의 연구사

  규합총서에서는 매화차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꽃송이를 칼로 따서 꿀이나 소

에 다가 여름에 마시면 맛과 향이 그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국화차는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게 하여 장수한다. 그리고 근골을 강하게 하고 

골수를 보하여 을 밝게 한다고  있으며, 풍 두통(風睍頭痛)을 치료하며, 술을 

마시고 깨지 않을 때 이용한다고 하고 있다. 본 강목에서도 국화차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기(血氣)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여 쉬 늙지 않는다. 장을 평하게 하고 

오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하고 감기, 두통, 기증에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꽃은 양 성분의 집합체로써 꽃잎 자체에 들어 있는 양성분도 좋고 향기가 주

는 이완작용, 확장 등 인이 안고 있는 스트 스를 풀어주고 우울증에도 도

움을 다. 꽃차를 마시며 기분이 그윽해지거나 기분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박효완, 2014). 

  맛을 돋워주는 먹거리 재료로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향기로운 꽃

차로 변주되고 있다. 꽃차는 몇 년 까지만 해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캐모마일이

나 쟈스민, 메리골드와 같은 차가 주를 이루었지만 지 은 우리 정서에 맞는 은은한 

향의 꽃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모든 꽃이 차의 재료가 될 수는 없고 꽃은 체로 

독성은 없으나 그 외의 많은 꽃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꽃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이진수, 이진미, 2014).



- 3 -

  제2  약차의 연구사

  약차의 유래는 의선사(1786～1866)로 부터 시작된다. 의선사는 조선 후기의 

선사로서 우리나라 다도를 정립한 분이기도 하다. 우리 차 문화사에 요한 족 을 

남긴 의선사는 한국의 다 성인으로 꼽힌다. 1828년 지리산 칠불암에서 다신 을 

록해 냈다. 다양한 차 생활 내용을 담은 책으로써 승가의 한방에서 탕과 약차를 

구분하여 탕약은 치료에 목 이 있고 약차는 건강 증진과 방에 쓰인다고 하 다. 

탕약은 진하게, 약차는 묽게 끓여서 수시로 마신다. 탕약은 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이 조제하여 복용하고 방법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약차는 독이 없는 재료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약차는 커피나 황차 같은 기호식품이라고 

볼 수 없고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방 음료로서 인체의 신진 사를 도와 순응 인 

효과를 얻고자 함에 있다. 약차 재료는 주로 약 나 채소, 과일 등 신선하게 보 된 

식품으로 독성과 부작용이 없으며, 약차의 주요 기능은 식품 특성과 약성을 이용하

여 건강유지  질병 방,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박효완, 2014).

  제3  차인 이야기

1. 차나무가 된 달마의 꺼풀

  인도 향지국(香至國) 셋째 왕자로 태어난 달마 사는 출가 후 큰 깨달음을 얻고 선

(禪)에 통달했다. 소림굴에서 면벽수행을 할 때 려오는 졸음을 쫓기가 쉽지 않아 

꺼풀의 무게를 이겨 낼 수 없어 꺼풀을 떼어 뜰에 던져버렸다. 꺼풀을 던진 뜰에서

는  나무가 자라났고, 나뭇잎이 바람에 스칠 때 은은한 향기가 감돌아서 달마 사는 그 

나뭇잎을 따서 물에 달여 마셨는데 이후부터는 잠이 오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수행에 

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차나무 달마 사의 차 기원설의 요지이다. 달마에 의한 

차 기원설은 ‘선다(禪茶)’ 혹은 ‘다선일여(茶禪一如)’라 하 다(이진수, 이진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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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주 선사와 끽다거

  끽다거(喫茶去)라는 유명한 화두를 남긴 조주(趙州) 종심(從諗, 778～897) 선사는 

국 당나라 시 의 선승(禪僧)으로 차를 선(禪)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14세에 출가하여 불문에 귀의한 조주는 일 이 선의 본질을 

꿰뚫어 고승(高僧)의 물음에 답할 때 막힘이 없이 선문답으로써 참선의 화두를 많

이 만들어낸 표 인 끽다거다. 조주가 그의 나이 80세부터 120세에 입 할 때까

지 곧 머물 던 음원(觀音院)에 있었을 무렵, 자신의 거처에 온 이 있거나 

온 이 없거나, 의심을 품은 자 모두에게 차를 권했다는 일화에서 끽다거 화두가 

비롯되었다. 차와 선을 하나로 본 조주의 다풍(茶風)은 국과 신라, 고려에서 크게 

일어났고 특히 고려 말의 선승 태고(太古) 보우(普遇, 1301～1382) 스님을 심으로 

조주의 다풍은 한반도에 퍼져 승려의 생활에서 차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

게 되었다(이진수, 이진미, 2014). 

3. 육우와 『다경』

  육우(陸羽, 733～804)는 국 당(唐)나라 문인으로 세계 최 로 차 문서 『다경

(茶經)』을 집필해 다성(茶聖) 혹은 다신(茶神)이라 일컬어진다.『다경』은 세계 최고

의 차서(茶書)로 상 하 3권(卷) 10장(章)으로 구성되었다. 상권은 차의 근원, 차를 

만드는 방법과 도구, 권은 차의 그릇, 하권은 차를 달이는 법과 마시는 법, 차산지

와 문헌 등이 기록되어 있다(이진수, 이진미, 2014). 

4. 차 씨를 처음 가져온 가야의 허황옥

  허황옥(許黃玉, ?～188)은 가야 시조인 수로왕비 허황후라고 한다. 김해김씨 

김해허씨의 시조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가락국기(駕落國記)』에 따르면, 본

래 인도의 아유타(阿蹂陀, 아요디아) 출신의 공주로서 상제의 명을 받아 공주를 가락

국 수로왕(首露王)의 배필이 되게 하 다. 국 사천(四川) 보주(普州)에서 한동안 정

착해 살았던 허황옥은 서기 48년 5월에 수행원 20여 명과 함께 , 은, 폐물, 비단 등

의 혼수품을 배에 가득 싣고 그해 음력 7월 27일에 수로왕이 기다리고 있던 별포 나

루에 도착했다. 이 때 허황옥이 배에 싣고 온 혼수품 에 차 씨가 있었고,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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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차 재배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허황옥을 통한 한반도 차 래설의 요지이

다.『가락국기』에는 수로왕 이후 가야 왕들이 제사상에 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차 재배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허황옥을 통한 한반도 차 래설의 요

지이다(이진수, 이진미, 2014). 

5. 지리산에 차 씨를 심은 신라의 렴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 42  왕인 흥덕왕( 德王) 3년(828)

에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렴공이 차 씨를 가져와 돌아왔는데, 왕이 이를 귀히 여

겨 지리산에 심게 했다. 차는 이미 선덕여왕(善德女王 재  632～647) 때부터 있었지

만 이때에 이르러 번성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7세기에 이미 차가 존재했

음을 알 수 있다. 렴공이 차 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되었고 그 향으로 재 

지리산 일 에는 야생차 군락지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이진수, 이진미, 2014).

6. 다산 정약용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실학을 집 성한 

학자로 차 문화의 부흥을 이끈 선두주자로서 다산 유 지로 정비되어 차나무를 가꾸

고 제다원 차를 맛보며 학문에 몰두했다. 그의 제자들은 다신계(茶信契)를 조직해 차

를 만들어 마시며, 신의를 다지고 스승을 기렸다. 다산 기념 에는『목민심서(牧民心

書)』『경세유표(經世遺表)』『흠흠신서(欽欽新書)』등 다산의 표 인 서와 친필

이 시되어 있다(이진수, 이진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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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 선사

  의(草衣, 1786～1836)선사는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의순, 본 은 안동이다. 법호는 

의, 당호는 일지암(一枝庵)인 의선사는 조선 후기의 선사로서 다도를 정립한 다

성이라 부른다. 의선사는 최 의 차 련 서 이자 국의 육우가 쓴『다경』에 견

만한『동다송(東茶 )』을 술한 장본인이며, 학문에 두루 통달하여 시(詩)․서(

書)․화(畵)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의가 제다와 차 생활에 한 다양한 내용

을 담은 책을 낸 이유는 승가의 차 풍습을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도를 하

기 해서 다. 의는『동다송』을 통해 차나무의 생태와 차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

지 풍부한 지식을 시의 형식으로 담아냈다. 특히 국과 우리 차를 만드는 법을 비교

하며 우리의 차가 지닌 우수성을『동다송』과『다신 』두 서로 우리 차 문화사에 

요한 족 을 남긴 의 선사는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꼽힌다(이진수, 이진미, 2014).

  제4  동다송과 다신

  의 선사는『다신 』과 『동다송』이라는 두 권의 다서를 통해 우리 차문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 다성(茶聖)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다신 』은 의 장의순 편

찬의 다서이며, 1828년 청나라 모환문의『만보 서(萬寶全書』가운데『다경채요(茶經

採要)』의 내용을 간추려『다신 』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다.『다신 』은 찻잎 따

기, 물 끓이기, 차 보 하기와 다구들에 이르기까지 제다에서부터 차 생활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진수, 이진미, 2014).

  『동다송(東茶 )』은 조선 후기의 고승 의(草衣) 선사가 정조의 부마 홍해거(洪

海居)의 부탁을 받고 쓴 것으로 1837년 한국 차(茶)에 하여 송( )형식으로 지은 

우리나라 차에 한 68행의 7언 고시체(古詩體) 송시( 詩)이다. 차의 덕을 칭송하여 

이를 리 찬미함이니 이는 곧 동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미덕을 찬양한 노래이다.

『동다송』은 그 내용이 생장개화, 꽃과 싹, 고사, 제다, 제품, 동차 송찬, 동차 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 )마다 옛날 사람들의 차에 한 설명과 시 등을 인용

하여 주를 붙 다. 조선 차는 물론 원 차에 한 신기한 설을 심으로 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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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험, 생산지에 따른 차의 이름과 그 품질, 차도의 구체 인 내용과 법 등에 해 

언 하 다. 우리나라의 다경으로 알려진『동다송』에는 의 선사의 차선일미사상

(茶禪一味思想)과 차를 만드는 법, 감별법, 끓이는 법, 마시는 법 등 풍부한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차의 멋과 향, 약효가 국차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하 다.『동다송』

은 의선사가 스스로 고인소 지의근술(古人所傳之意謹述)이라고 말하 듯이 당시 

유행하 던 고증학의 향을 받아 송( )마다 고인(故人)들의 여러 가지 문헌과 시구

(詩句)를 인용하고 주(註)를 붙 다.『동다송』은 31송( )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설

과, 사구(四句)를 한 송( )으로 보아 의선사가 술(述)한 것은 총 17송이고 백 거

사(白坡居士) 신헌구(申獻求)의 제(題)를 합하면 동다송은 총 18송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설과 고시체의 운으로 9송으로 구성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책은 차에 한 신

이(神異)한 설을 심으로 차의 효능, 생산지에 따른 차의 이름과 그 품질, 차도에 

구체 인 내용인 차 만드는 일, 물에 한 품평, 차를 끓이는 범, 차를 마시는 구체

인 법 등에 하여 언 하고 있다. 의선사는 우리나라 차에 하여 색향기미(色香

氣味)에 있어서 결코 국차에 뒤지지 않는다고 찬탄하고 지리산 화개동의 차밭은 

최 의 차나무 생육지라고 평하 다. 의선사는 법도에 어 난 차에 해 “천하에 

좋은 차를 속된 솜씨로 그르친다.”고 한탄하 으며, 채다 시기를 다경(茶經)에서 말한 

곡우(穀雨) 후의 시기는 토산 차에는 합하지 않고 입하(立夏) 후가 당하다고 

하 다. 그리고 차를 딸 때 그 묘(妙)를 다하고 차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좋은 물

을 얻어서 정(中正)을 잃지 않을 때 체(體)와 신(神)이 조화를 이루어 비로소 다도

(茶道)가 완성된다고 하 다. 마지막 송( )에서는 의 자신의 차선삼매(茶禪三昧)의 

경지를 노래하 다. 총 31송( )으로 구성된 동다송은 토산차의 품질을 찬한 2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모두가 원 차의 옛일로 채워져 있다(이진수, 이진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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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

  음양학설에서 음양이란 우주 만물의 상호 립하는 사물과 상을 말하며, 동일한 

사물에 존재하는 립된 두 가지 방면을 의미한다. 즉 하늘과 땅, 물과 불, 뜨거움과 

차가움, 기와 , 장과 부를 말한다. 일반 으로 움직이고․밖으로 향하며․ 로 향하

고․ 뜨거우며․형체가 없고․ 밝은 것은 양에 속하고, 정 이며․안으로 들어가

고․아래로 내려가며․차갑고․형체가 있으며․어둡고․억제하는 것은 음에 속한다. 

음양의 속성은 인 것이 아니고 상 인 것이다. 인 음이나 양이 있을 

수 없으며, 음양은 어떠한 상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음양의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행학설이란 음양학설과 마찬가지로 고 로부터 발 되어 에 이르고 철학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오행학설은 목(木), 화(火), 토(土), (金), 수(水)의 다섯 가

지 물질의 특성과 상생․상극의 규칙을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우주와 세계의 규칙

을 설명하는 학설이다. 오행은 다섯 가지 물질이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

을 말한다. 고 에는 다섯 가지의 물질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의 

운동과 변화를 통하여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 다.

  오방색은 목(木), 화(火), 토(土), (金), 수(水) 오색을 기본색으로 사물의 특성과 

물질의 변화와 상생상극을 설명하며, 한의학에 있어서 오행의 개념은 장부의 배속과 

하게 연 되어 질병을 치료함이 요한 요소로써 작용하 다(김도완, 류동 , 송

재경, 유 법, 유은순, 하헌용, 2012). 이에 본 연구는 힐링으로 인해 건강식품으로 

심이 높아진 꽃차와 약차가 음양오행설을 통한 오색과 오미가 오장육부에 미치는 성

분과 효능을 그동안 연구되어온 다양한 자료 수집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하며, 이

를 통해 꽃차와 약차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고 색에 따른 꽃차와 약차가 기능성 

식품  요리에 활용하여 상품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9 -

오행(五行) 목(木) 화(火) 토(土) (金) 수(水)

 

자

 

연

 

계

오상(五常) 인(仁) ((禮) 신(信) 의(義) 지(智)

오계(五季) (春) 여름(夏) 장마(長夏) 가을(秋) 겨울(冬)

오화(五化) 생(生) 장(長) 화(化) 수(收) 장(藏)

오기(五氣) 풍(風) 열(熱) 습(濕) 조(燥) 한(寒)

오색(五色) 청(靑) (赤) 황(黃) 백(白) 흑(黑)

오미(五味) 신맛(酸) 쓴맛(苦) 단맛(甘) 매운맛(辛) 짠맛(藏)

오방(五方) 동(東) 남(南) 앙(中央) 서(西) 북(北)

시간(時間) 평단(平旦) 일 (日中) 일서(日書) 일입(日入) 야반(夜半)

오음(五音) 각(角) 치(微) 궁(宮) 상(商) 우(羽)

 

인

 

체

오장(五臟) 간(肝) 심(心) 비(肥) 폐(肺) 신(腎)

오부(五腑) 담(膽) 소장( 腸) (胃) 장(大腸) 방 (膀胱)

오규(五竅) (目, 眼) ( ) 입(口) 코(鼻) 귀(耳)

오주(五主) 힘 (筋) 맥(血脈) 기육(肌肉) 피모(皮毛) 골수(骨髓)

오지(五志) 노(怒) 희(喜) 사(思) 우(憂), 비(悲) 공(恐)

오성(五聲) 부름(呼) 웃음(笑) 노래(歌) 곡(哭) 신음(呻)

오화(五華) 손발톱(爪甲) 얼굴(面) 입술(脣) 모(毛) 발(髮)

오로(五勞) 걷기(行) 보기(視) 앉기(坐) 눕기(臥) 서기(立)

오액(五液) 물(淚) 땀(汗) 군침(涎) 콧물(洟) 침(唾)

오변(五變) 악(握) 우(憂) 얼((噦) 해(咳) 을(憛)

오향(五香) 린내(臊) 탄내(焦) 화한내(香) 비린내(腥) 썩은내(腐)

오장(五臟) 혼(魂) 신(神) 의(意) 백(魄) 지(志)

  제6  자연계와 인체의 오행 분류

 <표 1> 자연계와 인체의 오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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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료선정

  제1  조사 상  꽃차  약차의 선정

  시 에 꽃차로 이용되고 있는 식물은 100여종으로, 그  꽃차와 약차로 이용되는 

식물에 한 자료를 수립 후 청, , 황, 백, 흑의 오방색으로 분류하여 오방색 종류

별로 5종을 선정하여 각종 련 서   문헌을 통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오방

색과 연결된 인체  오장육부에 미치는 향  효능을 분석하 다.

  제2  오방색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본 연구는 꽃차와 약차에 해당하는 여러 식물을 청, , 황, 백, 흑의 오방색으로 

구분하여 학명, 개화시기, 꽃의 주요 효능을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조사하 다

(송희자, 2004), (박효완, 2014), (최수찬, 2011),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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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물 명 학 명 개 화 시 기 꽃의 효능

동백 Camellia Jaonica L 12～4월 토 , 인후통, 지 작용

수선화 Narcissus tazetta L  1～4월 여성의 번열증 해소

난꽃 Dendrobiummoniforme(L) sw 2～5월 강장, 진정 작용

복수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2～4월 강심, 이뇨작용, 신경통

매화 Prunus mume S. et Z. 2～4월 갈증, 숙취해소 등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2～3월 타박상 어 , 산후동통

유채 Brassica napus 3～4월 을 밝게, 지 작용

머 Petasites japonicus 2～3월 해독작용, 천식개선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3～4월 이뇨, 압강하작용

개나리 Forsythia koreana 3월 당뇨, 이뇨, 항균작용

목련 Magnolia Kobus A. P. DC. 3～4월 축농증, 두통, 압강하

쇠뜨기 Equisetum arvense L. 3～4월 이뇨, 압강하, 지

조개나물 Ajuga multiflora  3～5월 이뇨, 골근통, 타박상

복숭아 Prunus persica (L.) Batsch 3～4월 결석, 해독, 진통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Nakai. 3～5월 항균작용

라일락 Syringa vulgaris L. 4월 이질

산자고 Tulipa edulis (Miq.) Baker 4～5월 종양치료, 청열 해독

벚꽃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3～4월 숙취, 구토, 해수, 천식

살구 Prunus armeniaca L. 4월 갈증 해소, 변비

닥나무 Broussonetia kazinoki 4～5월 이뇨, 강장효과

탱자 Poncirus trifoliata Rafin. 4월 소화불량 개선

모과 Chaenomeles sinensis koehne 4～5월 소화불량

박태기 Cercis chinensis Bunge 4월 해독, 풍, 하증

아그배나무 Malus sieboldii Rehder 4～5월 이뇨, 갈증해소

앵두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4～5월 구갈, 이뇨

1. 계 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표 2-1> 계 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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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물 명 학 명 개 화 시 기 꽃의 효능

제비꽃 Viola mandshurica var. 4～5월 해독, 항염, 부인병

민들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4～5월 소화불량, 변비, 이뇨

진달래 Rhododendronmucronulatum Turcz. 3～4월 가래, 천식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4월 충 제거, 독을 없앰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var. 4～5월 열을 내려

호색
Corydalis turtschaninowii var. 

genuina Nakai 
3～4월 월경통, 어 , 진통

골담 Caragana sinica Rehder 5월 해수, 하증, 이명

노랑꽃창포 Iris pseudoacorus L. 5～6월 이뇨작용

둥 Polygonatum odoratum var.pluriflorum 5～6월 압강하, 항당뇨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  4～5월 염, 이뇨, 해독

등나무 Wisteria floribunda DC. 5월 근육과 골격 동통

때죽나무 Styrax japonica Siebold et Zucc. 5～6월 인후통, 치통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5～6월 이뇨작용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5～6월 해열, 소염, 액순환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5～6월 청열 해독, 기 지염

매발톱꽃 Aquilegia buergeriana var. 5월 생리불순

찔 Rosa multiflora Thunb. 5월 당뇨, 이뇨제

으름덩굴 Akebia quinata Decaisne 4～5월 청심강심화, 이뇨

산 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5～6월 장병, 냉증

골무꽃  Scutellaria indica L. 5～6월 잇몸질환, 월경통

패모 Fritillaria ussuriensis 4～5월 진해, 거담, 해열

황매화 Kerria japonica (L.) 4～5월 만성해수, 소화불량

은화 Homeysuckie flower 5～6월 창열, 해독, 이뇨

산딸나무 Cornus kousa F. 5～6월 압강하

아카시아 Robinia pseudoacacia L. 5～6월 신장염, 방 염

오수유 Evodia officinalis 5～6월 살균작용, 압강하

송화 Pinus densiflora S. et Z. 5～6월 풍, 고 압, 심장병

 <표 2-2> 계 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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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 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식 물 명 학 명 개 화 시 기 꽃의 효능

장미 Rosa hybrida 5～9월 갈증, 이질, 설사

작약 Paeonia lactiflora Pall. 5～6월 보 , 화 , 변비개선

자리공 Phytolacca americana L. 6～9월 건망증, 어지럼증

타래붓꽃 Iris pallasii var. chinensis 5～6월 해열, 이뇨, 지

두메양귀비 Papaver coreanum 5～6월 진통, 근육통증

여춘화 Papaver rnoeas L. 5～6월 진통, 지사, 이질

개여 Persicaria longiseta 6～10월 식 독, 이뇨, 항균

나무꽃 Sasa borealis 일정치 않음 불면증, 해열작용

수국꽃 Hydrangea macrophylla Ser. 6～7월 학질 치료

자귀나무꽃 Albizia julibrissin Durazz. 5～6월 심장보호, 식욕감퇴

달의장풀 Commelina communis L. 7～8월 해열, 이뇨

시꽃 Althaea rosea cav. 6～8월 냉하증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7～8월 해수, 가래, 진통

싸리 Lespedeza bicolor Turcz. 7～9월 압강하, 코피

연(연화차) Nelumbo nucifera Gaertn. 7～8월 불면증, 해열, 해독

석류 Punica granata 5～8월 피부미용, 복통

익모 Leonurus sibiricus L.  7～9월 이뇨, 해독, 통경

참나리 Lilium lancifolium Thunb. 7～8월 불면증, 노이로제

홍화 Carthamus tinctorius L. 7～8월 정 제, 냉습, 울

당귀 Angelica Gigas 7～9월 보 , 빈 , 진정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7～9월 어 , 헐열 풀어

달맞이 Oenothera odorata Jacquin. 7～9월 감기, 인후염, 해열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5～8월 해산 후 출  멈춤

괴화꽃 Sophora japonica L. 8월 건열로  충

결명자 Cassia tora L. 7～8월 간의 열 내림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L. 7～9월 압강하

맨드라미 Celosia cristata L. 7～10월 지 , 출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7～9월 청열 해독, 장염

부용 Hibiscus mutabilis L.  7～10월 양 , 해독작용

옥잠화 Hosta plantaginea Aschers. 5～10월 소변불통, 인후염

고만이 Persicaria thunbergii H.Gross 8～9월 류머티즘,  밝게

용담 Gentiana scabra var. 8～10월 간 기능 보호

칡 Pueraria lobata Ohwi 8～9월 술독 풀어

향유 Elsholtzia splendens Nakai 8～9월 여름철 소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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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 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식 물 명 학 명 개 화 시 기 꽃의 효능

아마란스 Amaranthus 7～9월 당뇨, 고 압, 항암

수국꽃 Hydrangea macrophylla Ser. 6～7월 학질 치료

자귀나무꽃 Albizia julibrissin Durazz. 5～6월 심장보호, 식욕감퇴

달의장풀 Commelina communis L. 7～8월 해열, 이뇨

시꽃 Althaea rosea cav. 6～8월 냉하증

맥문동 Liriope muscari Ball 7～8월 자양강장효과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7～8월 해수, 가래, 진통

싸리 Lespedeza bicolor Turcz. 7～9월 압강하, 코피

연(연화차) Nelumbo nucifera Gaertn. 7～8월 불면증, 해열, 해독

석류 Punica granata 5～8월 피부미용, 복통

익모 Leonurus sibiricus L.  7～9월 이뇨, 해독, 통경

호박 Cucurbita moschata 6～10월 소변, 당뇨

홍화 Carthamus tinctorius L. 7～8월 정 제, 냉습, 울

당귀 Angelica Gigas 7～9월 보 , 빈 , 진정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7～9월 어 , 헐열 풀어

달맞이 Oenothera odorata Jacquin. 7～9월 감기, 인후염, 해열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5～8월 해산 후 출  멈춤

괴화꽃 Sophora japonica L. 8월 건열로  충

결명자 Cassia tora L. 7～8월 간의 열 내림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L. 7～9월 압강하

맨드라미 Celosia cristata L. 7～10월 지 , 출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7～9월 청열 해독, 장염

부용 Hibiscus mutabilis L.  7～10월 양 , 해독작용

옥잠화 Hosta plantaginea Aschers. 5～10월 소변불통, 인후염

고만이 Persicaria thunbergii H.Gross 8～9월 류머티즘,  밝게

용담 Gentiana scabra var. 8～10월 간 기능 보호

칡 Pueraria lobata Ohwi 8～9월 술독 풀어

뚱딴지 Helianthus tuberosus L. 9～10월 열병 해열작용

구 Chrysanthemum zawadskii Herb. 8～10월 풍병, 부인냉증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  10～11월 두통, 고지 증

마타리 Patrinia scabiosaefolia 7～9월 소염, 어  풀어

참취 Aster scaber Thunb. 8～10월 기침, 당뇨, 신장염

쑥 Artemisia princeps Pampanini 9～10월 월경통 완화

개쑥부쟁이 Aster hispidus Thunb. 8～11월 거담, 진해

엉겅퀴 Cirsium japonicum 6～8월 어 푸는 특효약

아피오스 Petroselinum sativum Hoffm L. 7～8월 항당뇨, 항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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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방색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맛은 차를 우려냈을 때를 기 으로 색

깔, 맛, 향기를 비교하여 분류한 것이다.

 <표 3-1> 오방색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꽃 이름
색깔 (색) 맛

향 기
청 황 백 흑 단 맛 신맛 쓴 맛 매 운 맛

가을가재무릇꽃 ○ ○

감국꽃 ○ ○ ○ ○

개쑥부쟁이꽃 ○ ○ ○

개여 꽃 ○

결명자꽃 ○ ○ ○

고만이꽃 ○

골담 꽃 ○ ○ ○

골무꽃 ○

괴화꽃 ○ ○ ○

구 꽃 ○ ○

은화꽃 ○ ○ ○ ○

나팔꽃 ○ ○ ○

난꽃 ○ ○

노랑꽃창포 ○ ○

능소화꽃 ○ ○

닥나무꽃 ○

달맞이꽃 ○ ○

달의장풀꽃 ○ ○

나무꽃 ○ ○

도라지꽃 ○ ○

도화(복숭아) ○ ○ ○

동백꽃 ○ ○ ○

두메양귀비꽃 ○ ○ ○

둥굴 꽃 ○ ○

등나무꽃 ○ ○ ○

때죽나무꽃 ○ ○

뚱딴지꽃 ○ ○

라일락꽃 ○ ○ ○ ○

마타리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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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오방색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꽃 이름
색깔 (색) 맛

향 기
청 황 백 흑 단 맛 신맛 쓴 맛 매 운 맛

매발톱꽃차 ○ ○ ○

매화 ○ ○ ○ ○

맥문동꽃 ○ ○ ○

맨드라미꽃 ○ ○ ○

머 꽃 ○ ○

모과꽃 ○ ○ ○

모란꽃 ○ ○ ○

모황련꽃 ○ ○ ○

목련꽃

(백목련-신이)
○ ○ ○ ○ ○

무궁화꽃 ○ ○ ○

민들 꽃 ○ ○ ○ ○ ○

박태기꽃 ○ ○ ○

배롱나무꽃 ○

복수 꽃 ○ ○

산수유꽃 ○

산자고꽃 ○ ○ ○

산 나무꽃 ○ ○ ○

살구꽃 ○ ○ ○

삼백 꽃 ○ ○ ○ ○

생강나무꽃 ○ ○ ○ ○

석류꽃 ○ ○

송화 ○ ○

쇠뜨기꽃 ○ ○ ○

수국꽃 ○ ○ ○ ○ ○

수선화 ○

싸리꽃 ○ ○

아그배나무꽃 ○ ○

아마란스꽃 ○ ○ ○

아카시아꽃 ○ ○ ○ ○

앵두꽃 ○ ○ ○

엉겅퀴꽃 ○ ○

여춘화 ○ ○ ○

연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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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오방색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분류

꽃 이름
색깔 (색) 맛

향 기
청 황 백 흑 단 맛 신맛 쓴 맛 매 운 맛

오동꽃 ○ ○

오수유꽃 ○ ○

옥잠화 ○ ○ ○ ○

용담꽃 ○ ○ ○

유채꽃 ○ ○ ○

으름꽃 ○ ○

은행나무꽃 ○ ○

음양곽꽃 ○ ○ ○ ○

익모 꽃 ○ ○ ○

당귀꽃 ○ ○ ○ ○

자귀나무꽃 ○ ○

자리공꽃 ○ ○ ○

작약꽃 ○ ○ ○ ○

장미꽃 ○ ○

시꽃 ○ ○ ○ ○

제비꽃 ○ ○

조개나물꽃 ○ ○ ○

조팝나무꽃 ○ ○

진달래꽃 ○ ○

찔 꽃 ○ ○ ○ ○ ○

참나리꽃 ○ ○ ○

청미래덩굴꽃 ○ ○

칡꽃 ○ ○ ○

타래붓꽃 ○

탱자꽃 ○ ○ ○ ○

하고 꽃 ○ ○ ○ ○

해바라기꽃 ○ ○

향유꽃 ○ ○

호색꽃 ○ ○

호박꽃 ○ ○

홍화 ○ ○ ○

황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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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방색과 오미의 꽃으로 분류할 때, 청색(木) 목은 신맛이나 고소한 맛이며, 신체

의 간장과 담에 해당한다. 를 들면 생야채 샐러드, 식 , 땅콩(견과류), 고등어, 꽁

치 등이다. 붉은색(化) 화는 쓴맛이며, 신체의 심장과 소장에 해당하고 진달래, 취나

물, 쇠고기, 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황색(黃) 토는 단맛이며, 신체의 

장과 비장에 해당하고 꿀이나 효소가 여기에 속한다. 흰색(백색(金)) 은 매운맛이

며, 인체의 폐와 장에 해당하며 고추, 연뿌리, 고추냉이, 흰살 생선, 흑색(黑) 수는 

짠맛으로 신체의 신장과 방 에 해당하고 흑임자, 흑미, 양밥 등이 있다. 이러한 다

섯 가지 색을 오방색이라 하며, 이는 기본이 되는 맛과 다섯 가지의 신체의 오장 육

부에 입된다. 색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정서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체에도 직 인 향을 미친다(최양수, 김 희, 2012).

  본 연구는 100여 가지의 꽃차와 약차의 기능을 하는 식물  오방색의 종류별로 

각 5종류의 식물을 선정하여 연구할 자료를 나타낸 표이다.

 <표 4> 오방색 종류별 꽃차와 약차 선정 식물

오방색 청색 색 황색 백색 흑색

식물명

(꽃차, 약차)

은행나무 석류 결명자 삼백 하고

청미래덩굴 홍화 해바라기 규화 모황련

머 동백나무 민들 음양곽 맥문동

용담 당귀 산수유 아마란스 나팔꽃

산 나무 아피오스 호박 신이 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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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내용

  제1  오방색에 따른 꽃차와 약차의 효능

1. 청색

(A) 은행나무 (B) 청미래덩굴 (C) 머 (D) 용담 (D) 산 나무

Fig. 1. Example of blue color flower group 

      (A) : Maidenhair tree, (B) : Wild smilax china Root, 

      (C) : Leopard plant,    (D) : Autumn bellflower,  

      (E) : Peppertree prick-lyash 

      (출처 : 박효완, 2014)

  청색은 오행(五行)에서 ‘목(木)’에 속하며, 인체의 장부 에서 간, 담, 근육, , 힘

, 물, 손발톱에 속하고 오미 에서 신맛, 오상에서 인(仁)을 의미한다. 목의 특

성 곡직(曲), 곡은 구부러진다는 의미, 직(直)은 펴진다는 생장(生長)의 특성을 갖는

다(.김도완, 류동 , 송재경, 유 법, 유은순, 하헌용, 2012). 청색 꽃차는 맛이 쓰고 맵

고 달다(지혜 , 2012).

  신맛은 인체의 기와 이 흐트러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병증에 기 을 수렴 치료

하는 작용을 하며, 신맛을 가진 음식으로는 감, 귤, 복숭아, 사과, 살구 등이 있다. 신

맛은 근육으로 가므로 신맛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빳빳해진다(김호철, 2003). 

청색으로 분류되는 꽃차, 약차는 제비꽃, 은행나무, 청미래덩굴, 머 , 용담, 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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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색, 수국, 조개나물, 개구릿 , 병꽃, 쇠뜨기, 오수유, 옻나무, 패모 등이 있다.

  은행나무 꽃차는 로부터 한방에서 소염, 익폐화기, 복통과 불임, 축농증에 효과가 

있다고 해진다(지혜 , 2012). 은행나무는 도심 가로수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나무로 꽃은 꽃차로, 열매는 식용으로 활용한다. 열매에 주요 성분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이며, 신경조직 성분으로 시틴, 아스 라긴산, 식물성스테롤 등 비타민D의 

구물질인 에르고스테롤이다. 은행잎에는 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활성 산소를 제

거하여 세포막을 보호하고  질환을 개선하여 압강화 작용을 한다. 은행잎에 

들어 있는 징코 라톤은 액순환 개선, 제거  방, 수축 억제 작용, 노와 

말  의 액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말  액순환 장애  치매와 노화를 

방하고, 킨스병 환자의 경우 뇌 류량을 증가시켜 뇌의 양 상태를 개선한다. 피

부 노화억제나 건성피부를 보호해주는 징 틴, 얼굴의 잔주름을 막아주는 터피노이

드 등이 들어 있어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고 주름살을 방한다. 항균작용이 있어 결

핵에도 효과가 있고 해소 기침에도 효과가 뛰어나 민간요법에서 가슴앓이, 가래천색, 

설사, 백태 치료제로 쓰인다. 은행의 맹독성인 청산 화학물질이 있어 과량을 섭취하

면 추신경을 자극시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임근형, 2009).

  청미래덩굴 꽃차는 몸속에 온갖 독을 푸는 작용을 한다. 청미래덩굴의 어린 순은 

나물로 먹고, ‘명감’ 혹은 ‘망개’ 라고도 부르는 열매는 9～10월경에 색으로 익고 식

용으로 사용하며, 뿌리와 잎은 약용으로 사용한다. 잎은 찹 떡을 싸는데 쓰기도 한

다. 잎차는 한방에서 매독 치료제로 쓰이고 꽃은 늦은 에 암수가 딴 나무에 노랗

게 핀다(박효완, 2014).

  머  꽃차는 해독․ 어 제거․편도선염에 효능이 있다. 머  꽃은 맵고 따뜻하나 

차의 맛은 편하다. 기를 삶아서 물에 담가 아릿한 맛을 우려 낸 후 껍질을 벗겨 

간을 해서 먹고, 잎은 우려서 나물로 하거나 기름으로 볶아 먹기도 한다. 자라나는 

꽃을 덩어리째로 된장 속에 박거나 는 튀김, 장아 로 하며, 맛이 단히 좋아 꽃

으로 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약술을 만들기도 한다(박효완, 2014).

  용담 꽃차는 열을 내리거나 기침을 멈추게 하고 비강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

다. 청자색의 꽃을 피우는 용담(龍膽)은 용의 쓸개라는 뜻이나 약효가 그만큼 좋다는 

뜻으로 용담의 약성은 찬 성질로 쓴맛이 난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용담이라 하여 고

미 건 제로 사용한다. 뿌리에 고미배당체 성분이 함유되어 장의 연동 운동을 높여 

식용을 왕성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한방에서 용담에는 간과 쓸개의 열을 제거하

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박효완, 2014). 



- 21 -

  산 나무 꽃차는 장병  기 지 천식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있다. 잔잔한 꽃에 

비해 향이 독특하여. 바람이 불지 않아도 소리 없이 향을 뿜어내기 때문에 방 알 

수 있다. 높이에서 하늘거리며, 유혹하는 향을 가지고 있어 속이 좋지 않을  개

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산 나무 꽃차는 맵고 따뜻하다. 잎이나 열매로 장아

를 만들기도 한다(박효완, 2014). 

<표 5-1> 오방색으로 분류한 청색 꽃차와 약차의 특징

식물명
연결부 (인체)

맛(신맛) 이용부 효능
간 담 근육

은행나무 . ○ . 쓴맛, 단맛 화류, 엽류, 종자류 독을 없앰

청미래덩굴 . . ○ 단맛 화류, 근경류 이뇨, 해독

머 ○ . . 쓴맛 류 해독, 천식개선

용담 ○ ○ . 쓴맛, 단맛 화류, 근류 간 기능 보호

산 나무 . . . 매운맛 화류, 종자류 장병, 냉증

오방색으로 분류한 청색 꽃차와 약차는 주로 간과 담의 질환  의 피로나 

에 련된 질환에 효능이 있으며, 청색이 가진 맛은 신맛, 청색 꽃차와 약차는 쓰

고, 맵고, 달고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 청색  독성에 유의할 꽃차, 약차는 은

행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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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

(A) 석류 (B) 홍화 (C) 동백나무 (D) 당귀 (E) 아피오스

Fig. 2. Example of red color flower group 

       (A) : Pomegranate, (B) : Safflower, (C) : Camellia,  (D) : Angelica,  

       (E) : Apiose

       (출처 : (A) (B) (D), 박효완, 2014)

  색은 오행에서 ‘화(火)’에 속하며, 인체의 장부 에서 심장과 소장, , 맥, 땀, 

얼굴. 기쁨에 있고 오미 에서 쓴맛, 오상에서 (禮)를 의미한다. 오방색의 하나로 

남쪽 염상(炎上) 불꽃이 로 타오르는 성질의 특성과 온열 상승의 특성을 갖는다(김

도완, 류동 , 송재경, 유 법, 유은순, 하헌용, 2012). 색 꽃차들의 맛은 신맛과 쓴

맛, 달고 매운맛으로 다양하다(지혜 , 2012).

  쓴맛은 열을 없애는 작용을 하고 열로 인한 변비나 불면증, 각종 염증질환치료, 건

작용에 쓰이며, 쓴맛의 약성이 강한 도라지나 쑥 등은 신맛의 기운을 아래로 내리

는 작용이 있다. 열로 인하여 변비가 있을 때 설사가 나게 하여 아래로 내리는 용설

작용과 살구씨와 같이 기가 로 거슬러 올라오는 기침을 치료하는 강설작용이 있으

며, 신맛은 열을 꺼서 음을 튼튼히 하는 효과가 있고 열이 있을 때 치자를 먹으면 

해열효과를 가져다주는 치자의 청설효과 등도 있다. 색에 들어 있는 쓴맛은 로 

가는데 많이 먹으면 구역질을 나게 하므로 당히 섭취하여야 한다(김호철.2003). 

색으로 분류되는 꽃차는 석류, 홍화, 동백, 당귀, 아피오스, 능소화, 모란, 맨드라미, 

장미, 가을가재무릇, 나물, 선화, 싸리, 앵두, 왕원추리, 작약, 시꽃, 참다래꽃, 

패랭이꽃, 할미꽃 등이 있다. 

  석류 꽃차는 인체에 에스트로겐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호르몬과 계되는 질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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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갱년기 장애에 효과가 있으며, 립선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립선 비 , 당

뇨, 림 종, 감기와 신장투석에서 발생하는 산화스트 스 등에 효과가 있다. 석류는 

항산화 효과가 강한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비타민B1～B5, 나이아신, 비타민C, 칼륨, 칼슘, 

철, 인, 나트륨 등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다. 탄수화

물로는 포도당과 자당, 솔비톨, 유기산과 신맛을 내는 시트르산, 몰식자산, 주석산, 우르

소산이 풍부하다. 루탐산, 아스 라긴산, 롤린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껍

질에는 폴리페롤과 가수분해성 타닌인 퍼니칼라진이 풍부하고 베타카로틴, 카테킨, 갈

로카텐킨, 로델피라딘이나 델피니딘, 사이니딘, 팰라고가 들어있다. 석류주스는 LDL 

산화의 식세포의 산화나 포말세포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심

 질환을 방한다. 앤지오텐신 환 효소를 억제하여 압을 낮추기도 한다. 석류에

는 갱년기 장애에 좋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품부하고, 고 압, 동맥경화, 노화방지. 

양보충, 체력증강에 이용되며, 특히 이질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휘발성 알칼로이드

인 베 첼린과 이소베 첼린은 기생충과 충 구제약으로 쓰인다(임근형, 2009).

  홍화 꽃차는 국화과 식물로 맵고 따뜻하다. 코끝에서 매운 맛이 느껴지지만 입 안

에서는 달고 따뜻하며, 담백하다. 천연염료제, 어 , 어 에 의한 통증, 지통(支痛), 하

, 구내염, 통경, 응 을 풀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 난산이나 사산, 타박상 등을 

치료한다. 홍화는 산후 어지럼증, 부스럼 등에 쓰이며, 피를 잘 통하게 하고 압을 

내리게 한다. 주의 사항으로 태를 유산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종기를 사라지게 하며, 경을 통한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활 거어(活血祛

), 냉증, 심통에 효과가 있으며(윤경원, 김무열, 2010). 산후에 피가 모자라 어지

럽거나 속이 답답한 것을 치료한다(최수찬, 2011). 산후 훈으로 이를 악무는 것과 

뱃속에 죽은피가 있어 비트는 듯이 아  것을 치료하고 어 을 삭하여 월경을 통하

게 하며 보 한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동백나무꽃차는 인후통, 소종, 지 , 비출 , 산어 등, 피를 맑게 하고 지 작용과 여

을 흩어지게 하고 종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동백은 차나무과 식물로 액질

이 많아 잘 마르지 않고 차의 재료로 쓸 때 향이나 맛이 더 부드러운 겹동백을 쓰는 

것이 좋다. 비출 , 용, 화상 등을 치료하고(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이뇨, 인후

통 등에 효과가 있으며, 부터 여인들 동백기름으로 유명하다(윤경원, 김무열, 2010).

  당귀 꽃차는 피를 생성시키고 순환이 잘되게 하며, 월경을 고르게 한다. 통증을 없

애고 변을 통하게 한다. 당귀는 미나리과로 보 , 화 , 부인병, 당치료, 단핵세포

와 식세포의 탐식기능 작용이 있다. 세포면역개선 작용을 함으로써 사람의 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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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화 반응에 한 진 작용이 있으며, 체액성 면역개선 작용을 한다. 항 알 르기 

달물질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하고 비교  강한 진통 함 염증 작용이 있으며, 

소  응집 억제와 액순환 개선  항균작용을 한다. 이질균, 티푸스균, 장균, 용

성 연쇄구균 등에 항균작용이 있으나. 발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독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 히 사용한다. 허증이나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 며 가슴이 두근거림을 치료한다. 압을 조정하며, 비타민E 결핍증에 길항작용을 

하고 장을 활성화하여 변이 잘 나오게 간장을 보호하며 장내 glycogen의 감소를 

막는다. 자궁암 등에 의한 자궁출 , 구 감소, 어지럼증 등을 치료하고 기침이나 

기가 막히는 것, 열이 나면서 오싹오싹 추울 때나 여러 가지 악창 치료  을 생

겨나게 하고 심을 보하며, 허한 것을 도와주고 맺힌 어 을 몰아낸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0). 당귀는 부인의 백병을 치료하고 산후에 배가 아 데 좋다(최수찬, 

2011). 당귀는 두통, 요통 부인의 모든 부족증과 실체의 병을 치료하고 장과 를 

윤하게 한다(한국생약학 교재 의회, 2002). 

  아피오스 꽃차는 항당뇨․항고 압․신진 사 진․허약체질 등에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다. 아피오스는 미나리과 식물로 인디언 감자로 불리기도 하며, 아피오스 

구균은 양이 뛰어난 식품으로 일본에선 힘이 나는 감자로 불린다. 구근에는 인삼

의 주성분 사포닌이 많아 인삼 냄새가 강하게 나고 맛이 뛰어나고 마음의 피로를 풀

어주 듯 향 한 맛이 난다(박효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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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오방색으로 분류한 색 꽃차와 약차의 특징

식물명
연결부 (인체)

맛(쓴맛) 이용부 효능
심장 소장 맥

석류 ○ ○ ○ 신맛 화류, 과실류, 피류 피부미용, 복통

홍화 ○ . ○
단맛, 

매운맛
화류, 종자류 정 제, 울

동백나무 ○ . ○ 단맛, 쓴맛 화류, 과실류 토 , 지 작용

당귀 ○ . ○ 단맛, 쓴맛 화류, 근류 보 , 빈

아피오스 ○ . ○ 단맛, 쓴맛 화류, 근경류 항당뇨, 항고 압

오방색으로 분류한 색 꽃차와 약차의 공통 효능은 주로 부인과 질환에 효능이 있

으며, 신체를 따뜻하게 해주어 식욕을 진하고 정력이 왕성해진다. 색이 가진 맛

은 쓴맛, 색 꽃차와 약차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으로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

3. 황색

(A) 결명자 (B) 해바라기 (C) 민들 (D) 산수유 (E) 호박

Fig. 3. Example of yellow color flower group 

       (A) : Cassiae semen, (B) : Sunflower, (C) : Dandelion,  

       (D) : Cornelian cherry tree,           (E) : Pumpkin

       (출처 : (A) (B) (C) (D), 박효완, 2014)

  황색은 오행에서 ‘토(土)’에 속하며, 인체의 장부 에서 비, , 입, 기육, 군침, 입

술에 속하고 오미는 단맛, 오상에서 신(信)을 의미한다. 토(土)는 간, 심의 의미

를 가지며, 황색 꽃차의 맛은 쓰고 달고 맵다(지혜 , 2012). 단맛은 오행 에 토

(土)에 속하며, 완화작용  해독작용이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보익작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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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맛은 많이 먹으면 살로 가는데 사람의 마음을 안일하게 해주는 작용도 한다. 

, , 율무, 두부, 옥수수, 복숭아, 수박, 호박, 밤, 검은 깨, 미역, 추, 미꾸라지 등

의 식품이 포함되고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인삼, 황기, 석곡 등이 있다. 인삼과 황기

는 단맛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력을 보하고 사삼, 맥문동, 석곡 등은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음을 생성하여 진액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 통증완화작용을 하는 

감 는 긴장을 풀어 주며, 통증을 멎게 하는 성질과 해독의 효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서 복통이나 음식 독에 사용한다(김호철, 2003). 황색으로 분류되는 꽃차로는 결명

자, 해바라기, 민들 , 산수유, 인동, 호박, 감국, 개나리, 골담 , 노랑창포, 달맞이, 뚱

딴지, 마타리, 복수 , 생강나무, 송화, 수선화, 유채, 황매화, 뱀딸기 꽃들이 있다. 

  결명자 꽃차는 항균작용, 세포 보호 작용(간세포 보호 작용), 항산화작용, 돌연변이 억

제작용, 소 응집억제작용, 면역증강작용 거  정장, 이뇨 완화제 차로 쓴다. 결명자는 

콩과 식물로 이뇨작용, 외하작용, 염증작용, 압강하, 숙변배설 작용이 있고 콜 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키고 즉상동맥경화를 억제하며, 염증반응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 야

맹증이나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이나 고 압에 쓴다(생약학교재편찬 원회, 2006).

  해바라기 꽃차는 압강하나 압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감기 기운을 완화한다. 달고 

따뜻하며, 꽃받침은 고약제를 만들어 종독(腫毒)을 치료한다(송희자, 2004). 성 고지 증 

 만성 콜 스테롤 염증 방․거풍․해열․류머티즘, 이뇨에 효과가 좋다(박효완, 2014).

  민들  꽃차는 유선염으로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나 부스럼, 식 독, 만성 염, 간염, 

소화 장애를 치료하고 이담, 이뇨 억균 작용을 한다. 민들 는 국화과 식물로 성미가 쓰

고 달며 차다. 얼음 꽃 는 샐러드, 최유 건 , 청열, 편도선염 등 해독작용에 사용하며, 

간염, 기 지염, 식 독, 악창에도 사용된다. 성 염, 임 선염, 성결막염, 요로감염 

등 치료한다. 열을 내리고 독을 풀며, 기를 흩어지게 하고 음식 독을 풀어주고 부은 

것과 굳은 멍울을 풀리게 한다. 민방에서는 건  부인병, 부스럼, 이뇨, 해열 등의 약효

가 있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소염해열 해독제로써 소량 고미 건 제로 사용하

고, 소염진통효능이 있으며,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한국생약학 교재 의회, 2002). 

  산수유 꽃차는 배뇨와 압과 당 강하작용, 항균작용, 항암, 알 르기 달물질 병  진

작용, 표면항원 양세포 증식효과, 독성과 부작용은 없으며, 간과 신을 보하며, 근골을 튼튼하

게 한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 식물로 꽃의 성질이 따뜻하고 차에서 풋풋한 흙의 냄새가 나며, 

은은한 노란 빛깔이 아름다운 차이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몸이 거뜬해지고 이 밝아지며, 

두통과 월경과다, 이명 신기를 보하며 성 기능을 높이고 정액과 골수를 보하며, 다리와 무릎

을 덥게 한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산수유는 보신과 정을 보하고 수장을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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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두통과 뇌골통, 간허 훈을 치료하며, 소변의 활삭함을 그치게 하고 노인 소변을 순조롭

게 조 한다(한국생약연구소, 2008).

  호박 꽃차는 당뇨병, 두뇌발달, 최면, 인후 카타르, 최유, 회충  조충 등의 구충작용과 

산후수족부종, 백일해, 차창 치료 등 당뇨병에 유효하다. 호박은 박과 식물로 박과식물 

에서 가장 양가가 높다. 호박씨에는 머리를 좋게 하는 시틴과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들

어 있어 압을 낮춘다. 장이 약하고 마른 사람, 당뇨병. 비만증, 회복기 환자, 불면증에

도 좋고 속을 보하며 기를 늘린다. 소변에 이롭고 모림을 치료하며 피가 멎고 새살을 돋아

나게 하여, 창(金瘡)을 아물게 한다. 비 를 잘 보하나 양고기와 같이 쓰면 기가 막  통

하지 않는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표 5-3> 오방색으로 분류한 황색 꽃차와 약차의 특징

식물명
연결부 (인체)

맛(단맛) 이용부 효능
비 기육

결명자 . . . 단맛, 매운맛 화류, 종자류 간의 열 내림

해바라기 ○ . . 단맛 화류, 종자류 압강하

민들 . ○ ○
단맛, 쓴맛, 

매운맛
류 가래, 천식

산수유 ○ . . 신맛 화류, 과실류 압강하, 이뇨

호박 ○ ○ ○ 단맛 화류, 과실류 소변, 당뇨

오방색으로 분류한 황색 꽃차와 약차의 공통 효능은 주로 고 압 방과 치료에 효

능이 있으며, 면역력 증진, 당강하,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황색이 가진 맛은 

단맛, 황색 꽃차와 약차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으로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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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색

(A) 삼백 (B) 규화 (C) 음양곽 (D) 아마란스 (E) 신이

Fig. 4. Example of white color flower group 

       (A) : Lizard's tail, (B) : Holly hock, (C) : Horny-goat-weed,  

       (D) : Pig weed,    (E) : Magnolia

       (출처 : (A)(B)(C)(D), daum)

       

  백색은 오행에서 ‘ (金)’에 해당하며, 인체의 장부 에서 폐, 장, 코, 피부, 오방은 서

쪽, 오미는 매운 맛이고 청결, 순수, 정직, 백의민족의 뜻을 담고 있는 색이다. 매운맛은 피

를 잘 돌게 하고 발산작용을 하여 기의 흐름을 왕성하게 한다. 백색 꽃차는 맵고 시고 달

고 쓴맛으로 다양하다(지혜 , 2012). 매운맛이 있는 와 생강을 달여 먹으면 땀이 나면서 

기분도 상쾌하고 감기도 치료가 된다. 매운맛은 기와 의 순환을 진시키고 표 인 

가 귤껍질, 천궁, 잇꽃 등이 있다. 식품으로는 들깨, 무, 마늘, 생강, 연근, 호박, 도라지, 가

지,  등이며, 매운 맛은 기로 가므로 많이 먹으면 심을 텅 비게 한다(김호철, 2003). 

  백색으로 분류한 꽃차는 아마란스, 신이, 삼백 , 규화, 음양곽, 수국, 쑥, 아그배나무, 아카시아, 

옥잠화, 당귀, 자리공, 작약, 제비꽃, 조팝나무, 찔 꽃, 차나무, 참취, 청괴불나무, 탱자, 구 , 도라지, 

때죽나무, 라일락, 매화, 무궁화, 박꽃, 으아리, 산딸나무, 회화, 등이 있다.

  삼백  꽃차는 이뇨, 해독, 소종, 항암, 간염, 황달 등에 효능이 있다. 우리나라 한약 공

서에 아직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이 약 는 삼백 과

의 다년생 본인 삼백 의 를 기원으로 한다. 삼백 라는 이름의 어원은 꽃과 뿌리, 잎

이 백색이고 개화기에는 끝부분에 달린 잎이 희어지게 되는 데서 유래되었다. 백색의 약

인 삼백 는 이뇨와 해독 작용에 특별한 효험이 있으며, 약간의 냄새가 나고 맛을 덤덤하다. 

구성은 쿼서틴(quercetin). 퀘트린(quercitrin), 이소쿼시틴(isoqueritrin), 아비큐라(avieul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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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페린(flyperin), 루틴(rutin) 등이 함유되어 있다. 민간요법으로는 삼백 를 변비

와 가려운 통증치료 등에 사용한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규화 차는 이질, 토 , 해열, 부인병( 하증)과 살균의 효능이 있다. 한약 한약(생

약) 규격집에 한약은 아욱과 본식물인 시꽃을 기원으로 한다. 시꽃은 도종환 시인

의 시집 ‘ 시꽃 당신’으로 유명해졌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매일 아내의 

무덤을 찾으며 써 내려간 시를 모아 낸 책이 바로 ‘ 시꽃 당신’이다, 꽃말은 열렬한 연애

로서 규화는 부인병( 하증)에 특별 효험이 있다. 한약은 조  냄새가 있고 맛은 덤덤

하다. 시꽃의 꽃에는 디벤조일(dibenzoyl), 카비놀(cabinol), 허바신(herbacin), 허바세틴

(hervacetin), 캄페롤(kaemferol), 디아이드로캄페롤 (dihydrokaemferol)을 함유하고 뿌리

에 질(mucilage), 펜토산(pentosans), 메틸펜토산(menthyl pentosans) 등이 함유되어 있

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음양곽 꽃차는 약리작용, 감정, 강장약, 성기능 장애에 이용하며, 민감 요법으로는 

정력증강과 빈 치료에 이용한다. 음양곽은 매자나무과 다년생 본으로 다른 이름

으로는 삼지구엽 이다. 삼지구엽 는 음양곽, 유모음양곽, 무산음양곽, 염음양곽의 

지상부를 기원으로 한다. 삼지구엽 의 유래는 한 기에서 가지가 세 갈래로 뻗고 

그 가지에서 다시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한 잎이 세 장씩 모두 아홉 장의 잎을 가지

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음양곽 주성분은 알카로이드(alkalnoid), 라보노이드, 

사포닌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지표성분은 라보노이드인 이카린(icarien), 휘발성 

정유 콜 스테롤(cholesterol)등이 확인되었다(정동효, 윤백 , 이 희, 2012).

  아마란스 꽃차는 최근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인병 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식품으로 각  받고 있다. 아마란스는 오색을 띠고 씨앗은 

노랑, 검정 두 종류가 있다. 백질이 풍부하고 식물성 스쿠알 이 함유되어 있어 신이 

내린 곡물이나 슈퍼곡물, 슈퍼푸드로 불린다. 양학 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

으로 주목받는 아마린스는 당뇨, 고 압, 성인병 방, 고른 양섭취(고지 증, 콜

스테롤 수치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 ), 강장효과(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어

린이 빈 , 신체쇠약, 어지럼증, 팔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 간 기능 회복, 성장발달(아

기들의 이유식에 희석하여 함께 먹이면 성장 발달에 효과), 다이어트 건강식, 면역력 

강화, 항산화작용, 항암효과, 인후염, 장염, 설사, 화장품재료, 나물무침, 쿠키, 밥, 샐

러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신이 꽃차는 한약은 특이한 향기가 있고 맛은 맵고 시원하며 조  쓰다. 한약 회한

약(생약) 규격집에 목련과 낙엽교목인 백목련 는 기타 동속 근엽 식물의 꽃 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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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으로 한다. 유래에 의하면 꽃이 아래로 향하면 비가 내리고 로 향하면 맑게 갠다

고 하는 신비한 꽃으로 래한다. 백목련의 꽃은 신이화라고 한다. 진통약으로 쓰이고 특

히 비염과 축농증에 효능이 있다. 신이의 주성분은 시트랄(citral), 시 올(cireole), 피넨

(pinene), 메칠샤비콜(methychavicol), 카푸릭산(capricacid), 유게놀(evgerol) 등, 성미는 

온하고 미는 신하다. 민간에서는 비염과 축농증에 사용한다(최성규, 2009).

<표 5-4> 오방색으로 분류한 백색 꽃차와 약차의 특징

식물명
연결부 (인체)

맛(매운맛) 이용부 효능
폐 장 피부

삼백 . . . 단맛, 쓴맛 류 해독, 항암

규화 ○ . . 단맛, 쓴맛 화류, 근류 이질, 토

음양곽 . . .
단맛, 쓴맛, 

매운맛
류 강장약, 정력증강

아마란스 ○ . ○ 단맛, 쓴맛
화류, 종자류, 

엽류

면역력강화, 

항산화, 항암, 

고 압, 강장효과

신이 ○ . ○
단맛, 쓴맛, 

매운맛
화류 축농증, 두통

오방색으로 분류한 백색 꽃차와 약차의 공통 효능은 주로 기 지에 효능이 있어 

천식이나 감기를 방하는데 효과 이다. 백색이 가진 맛은 매운맛, 백색 꽃차와 

약차는 매운맛, 단맛, 쓴맛으로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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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흑색

(A) 하고 (B) 모황련 (C) 맥문동 (D) 나팔꽃 (E) 엉겅퀴

Fig. 5. Example of black color flower group 

       (A) : Selfheal, (B) : Twin leaf, (C) : Snake’s beard,  

       (D) : Morning glory, (E) : Thistle. (출처 : (A)(B)(D)(E), daum)

   흑색은 오행에서 ‘수(水)’에 속하며, 인체 장부 에서 신장과 방 , 귀, 골수, 발 쪽

으로 연결된다. 오미 에서 짠맛에 속하며, 오상에서는 지(智)이다.  흑색 꽃차의 맛은 

쓰고 달다(지혜 , 2012). 짠맛은 단단하고 뻣뻣한 것을 유연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를 들면, 소 을 마시면 장내 삼투압 증가로 수분의 흡수가 어지고 변이 부드럽게 

되는 일종의 연견작용을 하며, 음식으로는 해산물, 다시마, 해조류 등이 있다.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가 정력이 약한 증상에 효과가 있다. 녹용, 자하거 등 민간에서는 정력제

로 알려진 약이기도 하다(김호철, 2003). 흑색으로 분류되는 꽃차는 맥문동, 나팔꽃, 엉

겅퀴, 하고 , 모황련, 골무꽃, 닭의장풀, 도라지, 등나무, 라일락, 익모 , 제비꽃, 조개나

물, 타래붓꽃, 호색, 붓꽃, 황  일일 , 쥐꼬리망 , 꿩의 비름, 칡 등의 꽃이 있다.

  하고  꽃차는 거의 냄새나 맛이 없다. 우리나라의 한약 에 의하면 이 한약을 

꿀풀과(Labiate)의 다년생 본인 꿀풀은 약 의 식물과 한약명에는 각각 특별한 의

미가 있다. 꿀풀은 아이들이 꽃을 따다가 꿀을 빨아먹은 꿀 투성이 꽃이란 뜻에서 

유래되어 부르기도 하고 하고 란 꿀풀의 꽃이 자주 빛으로 핀 뒤 한 여름에 갑자기 

꽃 이삭이 말라 갈색을 띠다가 검게 말라 죽기 때문에 한 여름에 시들어 죽는 풀이

란 뜻으로 하고 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하고 는 수종, 이뇨, 소염 약으로 특효가 

있다.  하고 에는 올 인산, 우르소릭산, 루틴, 하이페로사이드, 카페인산 등이 함유

되어 있다. 청간, 소염, 산결 이뇨의 효능이 있어 임 선염, 폐결핵, 암, 안질, 어지

럼증, 성간염, 자궁출 , 하, 소변불리에 응용한다. 하고 는 우리나라의 기성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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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하면 하고 산과 소라 보탕의 주약재로 처방된다(최성규, 2009).

  모황련 꽃차는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 기운은 가볍다. 모황련의 기원 식물은 매자

나무과에 속하는 다년생 본인 깽깽이 풀의 근  근경이다. 약 의 이름은 개 

자생지역의 유래나 방법을 기 로 지어진다. 구 에 의하면 깽깽이 풀은 해 의 울

림통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추측한다. 깽깽이 풀은 뿌리가 노

란색이어서 황련, 조선황련이가 하며, 청열과 해독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갓 태어

난 아기의 입안을 씻어주는 풀’이라고 한다. 약 의 자연 번식 유래는 개미와 련 

깽깽이풀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한 포기가 자라던 자리에서 을 지어 계속 번식이 

되어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미가 깽깽이 풀의 씨앗을 물고 자기 집

으로 가다 간에 떨어뜨려 싹이 난 것이 모양이 된 것이다. 깽깽이 풀이 개미의 

힘을 빌리고자 만들어낸 지혜인 것이다. 깽깽이 풀은 주로 열과 염증을 치료한다. 모

황련은  성분은 알칼로이드 일종인 베르베르이가 함유되어 있고 사포닌이 들어있다. 

열과 염증을 치료하는 약으로 청열, 병목, 이질, 지사, 해독, 항균, 소염 작용을 한다. 

구내염 효능이 있어서 갓 태어난 아기의 입안을 닦아주는데 이용하며, 신생아의 체

내에 쌓인 태열을 내리기 해 사용하기도 한다(최성규, 2009).

  맥문동 꽃차는 향은 별로 없고 쓸하여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나 당의 수치를 

내려주며, 진해거담작용을 하고 꽃차 색은 연한 노란색이다. 난과 식물로, 난과 비슷

하지만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맥문동은 작은 보라색 꽃등이 꽃 에 총총히 달려서 

피어나고 겨울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른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원 화 로 인기가 

높다(송희자, 2004).

  나팔 꽃차는 소변을 통하게 하고 부종 취(오래된 체증으로 배 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  요통 효과가 있다. 나팔꽃 종자에 올 인, 팔미틴, 스테아린으로 된 기

름이 1% 있고 르틴이라는 수지배당체가 2%, 배당체는 당 부분에 더 린산 아실기

로 결합해 있다. 꽃잎에는 펠라르고닌클로리드(분홍꽃), 페오닌클로리드(하늘색)이 있

다. 여물지 않는 씨에는 식물성장 호르몬인 지베 린 배당체가 있다. 나팔꽃에 잎이 

많이 붙어 잇을 때 뿌리에서 20cm 정도 잘라서 말려 두었다가 동상에 사용한다. 사

하작용, 이뇨, 살충작용이 있다. 임산부나 비 가 허약한자는 삼가 사용한다. 과량 복

용 시 뇨증,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 는 두와 함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

에서는 한약으로 쓰이며, 독성이 강하므로 응  시 소량 사용한다(최성규, 2009).

  엉겅퀴 꽃차는 약성이 서늘하여 속이 냉하고 허약자는 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엉겅퀴에는 라보노이드, 크리어, 정유, 탈리이신, 수지이 린, 티아노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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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이드, 아스코르빈산, 카로틴, 아스 라긴산, 루타민산, 타닌 등이 있다. 소옹종, 

통행기 , 행어, 양 지 , 해독산결 등  열로 인한 각 , 코피, 자궁출 , 소변출

 등에 치료한다. 염증성질환(충수염, 폐 농양, 화상)으로 인한 종기에 내복하거나 

짓찧어 붙인다. 병증으로 장옹, 칠창, 림, 요 , 육 , 정독, 하, 붕증 악창개선, 

창, 토 증에 사용한다. 성 간염으로 인한 황달에 쓰인다(편집기획물, 2004).

<표 5-5> 오방색으로 분류한 흑색 꽃차와 약차의 특징

식물명
연결부 (인체)

맛(짠맛) 이용부 효능
신장 방 골수

하고 . . . 쓴맛, 매운맛 류

항바이러스, 이뇨, 

압강하,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모황련 . . . 쓴맛 화류, 근류 해독, 소염

맥문동 ○ ○ ○ 쓴맛, 단맛 화류, 근경류 자양강장효과

나팔꽃 ○ ○ . 쓴맛, 단맛 화류, 종자류 부종 취, 요통효과

엉겅퀴 ○ ○ ○ 쓴맛 류 어  푸는 특효약

오방색으로 분류한 흑색 꽃차와 약차의 공통 효능은 이뇨작용과 과 기를 풀어

주는 효능이 있다. 흑색이 가진 맛은 짠맛, 흑색 꽃차와 약차의 맛은 맵고, 쓰고 

달다. 흑색  독성에 유의할 꽃차, 약차는 나팔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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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고찰

  제1  결론

  본 논문은 오방색 분류에 따른 꽃차와 약차 종류별 효능을 분석하여 향후  상품화

를 하는데 있어 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하

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오방색 청색 계열의 꽃차는 간과 담의 질환  의 피로나 에 련된 질환에 

효능이 있다. 질환개선, 압강하작용, 액순환원활, 항균작용, 장의 연동운동, 

해독작용, 액 순환제, 해독작용 등 피로회복과 간 기능 완화에 응용할 수 있는 식

품  꽃차나 음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오방색 붉은색 계열의 꽃차는 부인과 질환에 효능이 있다. 신체를 따뜻하게 하여 

액순환을 진시키고 신체를 따뜻하게 해주어 식욕을 진하므로 여성에게 좋은 

효능을 강조하여 양념류나 테마를 가미한 다양한 기호 식품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이

다. 

  오방색의 황색에 해당하는 주황색, 노란색 계열의 꽃차는 주로 고 압 방과 치

료에 효능이 있으며, 면역력 증진, 당강하,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압강하작

용, 이뇨작용, 두통, 감기, 염, 기 지염, 청열작용, 당뇨, 두뇌발달 등에 작용하므로 

튀김이나 샐러드, 꽃 비빔밥, 화채류 등 다양한 식품으로 상품개발을 하면 좋을 것이

라 생각된다. 

  오방색의 백색에 해당하는 흰색계열의 꽃차는 주로 기 지에 효능이 있어 천식이

나 감기를 방하는데 효과 이다. 청소년들의 성장, 성인병 방, 당뇨, 고 압, 다이

어트건강식, 면역력강화, 항산화작용, 항암효과, 화장품재료, 아로마테라피, 샐러드, 꽃

밥, 꽃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오방색의 흑색에 해당하는 보라색 계열의 꽃차는 하, 해독살결, 부종, 요통, 해

독, 항균, 소염작용, 이뇨작용 등 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므로 다양한 식품으로 상품

화 가치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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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고찰

  꽃차, 약차를 오방색 기 으로 분류한 결과 꽃차, 약차의 색과 오방색의 효능은 공

통 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오방색에 의한 꽃차 약차의 테마로 다양한 상품개

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꽃차와 약차는 몇 년 까지만 해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차가 주를 이루었지만 

지 은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은은한 향의 꽃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연의 힘으로 

자라난 산과 들에 있는 갖가지 산야 를 꽃차와 약차로 만들어 오방색의 효능과 결

합시킨다면 우리의 통 꽃차와 약차를 기호식품으로써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사료된다.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찾는다면 오방색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정

서 인 안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아직까지는 꽃차와 약차를 찾는 사람들의 

심은 낮은 편이나 앞으로 꽃차와 약차에 한 성분  효능을 알릴 수 있는 고부가 

상품으로 상품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부가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은 꽃차가루로 양념류 만들기, 샐러드, 과자류 가루를 

혼합색소로 사용, 꽃으로 음식의 색상화, 꽃차로써 요리나 음청류, 화채류, 술 담그기, 

꽃 , 비빔밥, 김밥, , 염색, 화장품, 향수, 비 , 샌드 치, 꽃과 새싹 , 떡, 구

 등의 재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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