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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fthemostoutstandingcharacteristicsoforientalherbsisthesymptomatic
treatment.Thereisnodoubtthattheyhaveagreateffectontreatmentforsome
symptoms.Forexample,theymakesweatcomeoutwhenapatientcannotsweat
enoughandviseversa.Also,theycouldrelieveconstipation,orstopdiarrhea.Even
aclumpofgrasshasitsownnameandmeaning,andwecanabsolutelyfinda
beneficialelementfrom it.Teawith theleavesofchrysanthemum,plantain or
raspberryisgoodforhyperpiesia.Someelementsfrom garlic,onion,ginseng,or
Maximowicziachinensisareeffectiveondiabetes.Wecanalsofindantifungaland
anticancerefficacyfrom leavesofpersimmon,whichactivateofimmunocytefrom
radix angelicate gigantis.Additionally ephedra,quince,rubus coreanus miquel,
cornusofficinalis,andsoonshow thattheycanenhancetheimmuneabilityina
chemicaltest.
Likewise,herbs have a variety ofefficacies.Which are very apparentin a
double-operationaleffectand havelesssideeffect.They relievenotonly side
effectsbutalsothesymptomswhenusedwithwesternmedicaltreatment.Also
theywouldletapatientmoreeasilyacceptandenduretheradiationaltreatment,
chemicalremedyortheuseofantibiotic.
With some elements in food,beneficial compounds in herbs would show
synergisticeffect,whichwouldactivatethecomplementsystem amongthei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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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andseveralcytokines.Theywouldalsobegoodforreinforcementofthe
living body defensesystem,and would counterbalancethe effectofEndocrine
disruptor,orwouldgreatlyinfluenceonhomeostasisofhumanbody.
Asweobserveefficaciousingredientsin herbs,andresearch ordeveloptheir
characteristics,wewillbeabletodiscoversomesubstituteforfoodadditivesor
evendevelopnew medicine.
Finally,thisthesisistointroducethesuperioritiesherbshaveintermsoftheir
elementsandparticularlytostudywithvariousviewsonallsortsofabilitiesfor
immunereinforcementthatherbspotentially possess.Todothat,studying and
verifying anumberofdocumentary surveysand resultsfrom otherresearches
shouldbeinvolved.
Thisthesiscollect,studiesfrom many documentariesand analysesofverified
remedialresults,andassortstheherbswhichcouldenhancetheimmuneability.It
presents some immune theories which are necessarily understood forimmune
system ofherbsandthedefinitionofimmunitytohelptounderstandth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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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보건당국에 전통 약의 보건의료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법적 제도화하고,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한약을 규격화하여 좀더 국민들이 안심하게 전
통 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1)
한약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가장 자랑할 만 한 것은 대증요법으로의 우수성이다.땀
이 안 나오면 땀을 나게 해주고,너무 많이 나오면 안 나오게 해주고,변비가 있으면
설사를 시키고,설사를 멈추게 하는 등 증상해소를 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주변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풀 한 포기에도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국화나 질경이,산딸기
잎을 차로 음용하면 고혈압에 좋으며,마늘,양파,인삼 오미자의 여러 성분은 당뇨에
효과가 좋다.또한 감잎은 항균과 항암효과가 있으며,당귀는 면역세포를 활성화 한다.
이외에도 마황,모과,복분자,산수유 등도 추출성분실험에서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
다.2)
그렇다면 이런 한약성분을 가지고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의 노인인구를 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왜냐하면 선진국
의 인구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심각
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3)
또한,노령인구의 증가는 만성 난치성 질환의 증가를 부추겨 기존 의료 시스템을 적
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가능한 예방의학 시스템4)을 요구하
기에 이르고 있다.
우선 현대 면역학에서는 면역성 질병을 치료하려면 항체의 생산을 억제하고,동시에
억제성 T세포의 기능을 증가시켜야 한다.이런 면에서 볼 때 한약이 지닌 장점을 효
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1) 신현규: 「전통 한약의 미래와 육성방안」, “전통 한약의 미래와 육성방안,” www.kheb.org 

2) 이진만 ․ 이상한 ․ 김환묵 : “약용식품으로 한약재의 이용,” 「식품산업과 영양」,제5권, 제1호:  pp.50~56, 

2000.

3)현외성:『노인케어론』서울:양서원,2001,p.57.
4)http://www.bokji.co.kr:「복지나눔터」,“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움,”2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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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작용은 여러 종류로 다양하다.한약은 매우 분명한 이중 조절 작용을 가지고
있고,또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서양 의학의 치료법과 같이 응용해도 한약은 부작용
을 경감시키고 아울러 그 증상을 완화시켜 환자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쉽게 하고 방사
선 치료와 화학요법 또는 항생 물질의 활용에도 잘 견디게 해 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문헌고찰과 검증된 약효 분석 등을 종합하여 면역을 증진시
키는 한약재를 선별하였고,한약재의 면역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면역이론과 면역의 정
의 등을 나열하므로 연구 필요성과 이해를 돕고자 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식품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영양기능과 감각기능 외에 3차 기능으로서 생
체조절기능이 있다.이 기능은 생체 방어,신체리듬조절,노화억제,질환방지,질병회복
등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약재를 식품에 사용할 경우 이들의 기능
에 따른 분자 레벨에서의 연구가 시급한 형편이다.5)
한약재 내의 유효한 성분이 식품내의 성분과 공존할 경우,synergisticeffect(상승효
과)를 나타내어 우리의 면역시스템 중 보체계의 활성화,여러 가지 cytokine의 활성
화,질병에 대한 생체방어시스템의 보강에 유효하며,식품이나 주위환경에 혼입 또는
잔류되어 있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역할 등 즉,우리 인체의 생체 항상성
(homeostasis)에 큰 영향을 미친다.6)
이러한 한약재 내의 유효성분을 동정하고 특성을 연구 개발하려면 대체 식품 첨가물
이나 의약품으로서 신약 개발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다.
본 논문의 전개는 결국 한약재들이 가진 성분의 우수성이고,그것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를 가지고 각종 면역강화 기능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그
러기 위해서 많은 문헌고찰과 연구결과들을 조사하고 검증해보아야 한다.왜냐하면 한
약은 저하된 면역 반응에 대하여 촉진 작용이 있어서 능히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
주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그래서 면역의 반응은 신체 방면에 유리하도록 촉진시켜
결국 면역성 질병이나 항종양의 목적에 도달하고 치료하도록 유도한다.또한 우리가

5) 이진만 ․ 이상한 ․ 김환묵 : “약용식품으로 한약재의 이용,” 「식품산업과 영양」,제5권, 제1호:  pp.50~56, 

2000.

6) Wasser,S.P., and Weis, A.L.:Therapeutic effects of substances occurring in higher basidiomycetes 

mushrooms: a modern perspective. Crit. Rev. Immunol., 19, 65-96(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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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세포를 건강케 한다는 설도 있는데,적지 않은 한
약이 이미 면역 계통을 자극하는 능력이 있고,또한 비타민C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서 종양을 예방,치료하는데 일정한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결국,본 논문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능력을 증대시킬 비특이성 면역물질로
한약재들을 검토해 볼 것이며,이러한 한약재를 통해 얻어지고 있는 신체건강의 유익
한 영향들을 다방면에서 연구해 볼 것이다.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문문문헌헌헌

참고된 문헌들과 한약재 관련 문헌 목록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초강목「本草綱目」7),본초품록정요「本草品기精要」8),전국중초약최편「全國中草藥
匯編(上冊)」9)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10),중초약학「中草藥學」11),중국사전12),한약
임상응용「漢藥臨床應用」13),중약임상응용「中藥臨床應用」14),중약임상수책「中藥臨床
手冊」15),중의학강의「中醫學講義」16),본초종신「本草從新」17),중국방약학「中國方藥
學」18),한방의약대사전「圖說漢方醫藥大事典」19),임상본초학「原色臨床本草學」20),사
천중약지「四川中藥志(第1卷)」21),한국본초학「韓國本草學」22),본초용법요방「本草用法

7) 李時珍 :「本草綱目」 台北:文光圖書有限公社,1979,pp.952-1021,pp.1188-1229,pp.1341-1979.
8) 劉文泰 : 「本草品기精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p.506-513,pp.756-769,pp.609-612.
9) 全國中草藥匯編 編寫組編 : 「全國中草藥匯編(上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437-553,pp.572-585.
10) 江蘇新醫學院編 : 「中藥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1979,pp.1224-1439,pp.1508-1727,pp.2191-2230.
11) 李永春 外 : 「中醫大辭典(中藥分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p.195-228,pp.240-272,pp.340-346.
12) 上海中醫學院編 :「中草藥學」 香港:商務印書館,1975,pp.150-228,pp.352-404.
13) 李尙仁 外 : 「漢藥臨床應用」 서울 :成輔社,1982,pp.149-174,pp.256-339.
14) 中山醫學院 : 「中藥臨床應用」 廣東 :人民出版社,1975,pp.112-139,pp.224-315.
15) 上海中醫學院方藥敎硏組編 : 「中藥臨床手冊」 上海 :上海人民出版社,1977,pp.99-152,pp.243-282.
16) 成都中醫學院編 : 「中醫學講義」 香港:醫藥衛生出版社,1977,pp.116-145,pp.236-300.
17) 吳儀洛 : 「本草從新」서울 :杏林書院,1972,pp.130-150,pp.179-278.
18) 中國方藥學 : 「中國方藥學」台北:啓業書局,1976,pp.187-335,pp.526-612.
19) 陳存仁 : 「圖說漢方醫藥大事典」東京:講淡社,1982,pp.68-158,pp.200-204,p.293. 
20) 辛民敎 : 「原色臨床本草學」서울 :南山堂,1986,pp.336-383,pp.472-594.
21) 四川中藥志協作編寫組編 : 「四川中藥志(第1卷)」 四川 :四川人民出版社,1979,pp.136-178,pp.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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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方」23),중약약리흥응용「中藥藥理與應用」24),증보본초편방「增補本草偏要」25),본초
학「本草學」 26),신씨본초학「申氏本草學」 27),화한약도경「原色和漢藥圖鑑」28),본초
삼가합주「本草三家合註」29),중약지「中藥志(第3冊)」30),화한약물지」「和漢藥物志」31),
보풍본초경「神農本草經(中經)」32),현대중공의 암치료「現代中共의 癌治療」33),복건약
물지「福建藥物志(第1冊)」34)상용약용동물「常用藥用動物」35),상용항종암중초집「常用
抗腫瘤中草藥」36)에서 참고하였으며,약초의 활용과 가정한방37),자연과 약초에 의한
건강법38),약이 되는 우리 풀,꽃,나무 1,239)40),우리약초로 지키는 생활한방1,241)42),에
서 증세별 예방 치료 방법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한방약재들을 참고하였다.또한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43)서 보고 된 기술동향보고서에서 생약자원 중 일부를 참고하
였음을 밝힌다.

22) 陸昌洙 外 : 「韓國本草學」 서울: 癸丑文化社, 1981, pp.300-335, p.424.

23) 周志林 : 「本草用法要方」 台北:文光圖書有限公社,1981,pp.357-542,pp.544-638.
24) 王浴生 外 : 「中藥藥理與應用」 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586-736,pp.709-1066.
25) 注認庵 : 「增補本草偏要」 台北:文光圖書有限公社,1983,pp.114-115,pp.145-220.
26) 李尙仁 : 「本草學」 서울 :醫藥社,1982,pp.149-174,pp.256-339.
27) 申佶求 : 「申氏本草學」 서울 :壽交社,1982,pp.364-497,pp.542-724.
28) 難波恒雄 : 「原色和漢藥圖鑑」 東京:保育社,1984,p265,p.239. 
29) 張隱庵 外 : 「本草三家合註」 서울 :成輔社,1981,pp.59-139,p.143.
30) 中國醫學科學院 : 「中藥志(第3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4,pp.37-42.
31) 高木敬次郞 外 : 「和漢藥物志」 東京:南山堂,1982,pp.99-236.
32) 神農本草經(中經) : 台北:五洲出版社,1976,pp.23-25.
33) 洪元植 : 「現代中共의 癌治療」 서울: 英文社, 1980, pp.35-94, p.378.

34) 福建中醫硏究所 : 「福建藥物志(第1冊)」 福州:福建科學技術出版社,1983,p.15.
35) 高士賢 外 : 「常用藥用動物」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4,p.232.
36) 駱和生 外 : 「常用抗腫瘤中草藥」 廣東:廣東科學技術出版社,1981,p.211.
37) 이인성 : 「약초의 활용과 가정 한방」 서울:가림출판사,1999,pp.89-338.
38) 홍원식 : 「자연과 약초에 의한 건강법」 서울:도서출판 효성,1993,pp.33-201.
39) 최진규 : 「약이 되는 우리 풀,꽃,나무1」 서울:한문화,2001,pp.46-292.
40) 최진규 : 「약이 되는 우리 풀,꽃,나무2」 서울:한문화,2001,pp.14-193.
41) 김태정․신재용 : 「우리 악초로 지키는 생활한방 1」 서울:도서출판 이유,2001,pp.72-224.
42) 김태정․신재용 : 「우리 악초로 지키는 생활한방 2」 서울:도서출판 이유,2001,pp.76-246.
4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ISTI 기술동향분석보고서」2004,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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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새하던 중 한약의 면역학적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국내외
검색 사이트 및 학회지를 포괄한 연구지가 있어 참고하였다.44)그 연구지에는 한국의
한국학술정보(http://search.koreanstudies.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중국의 청화동방(http://www.cnki.net),미국의 PubMed에 수록된 한약에 대한 사이트
(http://www.ncbi.nlm.nih.gov)를 검색할 수 있었다.이 사이트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한약의 면역학적 연구동향임을 밝혀둔다.
끝으로,우리나라 남북한에서 이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기원과 한약명에 관한 자료들
을 얻기 위해 북한서적인 동의학사전45),실용동의약학46),향약집성방47),약초의 성분과
이용48),보약의 건강화49),민간요법건강화50),우리나라 동약의 성분과 약리작용51),조
선약전52)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53)

제제제444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약재 내의 유효한 성분이 식품내의 성분과 공존할 경우,
synergistic effect를 나타내어 우리의 면역시스템 중 보체계의 활성화,여러 가지
cytokine의 활성화 등의 질병에 대한 생체방어시스템의 보강에 유효하며,식품이나 주
위환경에 혼입 또는 잔류되어 있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역할 등 즉,우리
인체의 생체 항상성(homeostasis)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한약재의 역할들을
44) 최도영 외 :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한약의 면역학적 연구동향,” 「대한침구학회지」,제21권, 

제4호: pp.177~196.

45) 김동일 외 4인 : 「동의학사전」 서울:여강출판사,1989,pp.20-1224.
4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실용동의약학」 서울:일월서각,1990,pp.76-548.
4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향약집성방 5」 서울:일월서각,1993,pp.68-342.
4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약초의 성분과 이용」 서울:일월서각,1991,pp.63-707.
4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보약의 건강화」 서울:일월서각,1990,pp.101-286.
50) 임중․임근 : 「민간요법건강학」 서울:일월서각,1992,pp.20-479.
51) 최창식․안병식 : 「우리나라 동약의 성분과 약리작용(2)」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1990,
pp.27-351.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 평양:의학과학출판사,
1996,pp.101-314.
53) 서부일 : “남북한에서 이용되는 한약재의 지원과 한약명에 관한 연구,” 「동서의학」,통권, 제80

호: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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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자는 것이다.

연구문제 1.한약은 신체 각종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한약은 인체의 면역을 강화해주는 효과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한약은 고령화 사회의 예방의학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제제제555절절절 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설설설

본 연구를 위한 가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1.한약은 신체 각종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한약은 인체의 면역을 강화해주는 효과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다.
가설 3.한약은 고령화 사회의 예방의학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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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제제제111장장장 면면면역역역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면역(immunity)이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미생물,동종이 조직이나 체내에 생긴 불필
요한 산물들과 특이하게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며,이것을 제거하여 그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현상이다.즉,면역반응이란 자기(self)와 비자기(nonself)를 식별하는 기구이
며54),비자기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특이하게 항체를 형성하여 이에 대처하여 처리하는
연쇄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인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공격을 끊임없
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이물질의 침입을 방어하여 승리했을 때는 살아 갈 수
있게 되지만,이물질과의 싸움에서 패 할 때는 죽게 된다.이러한 싸움을 담당하는 것은
면역계로,인체의 방어기능을 담당한다.이러한 면역기능은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며 유
전된다.후천적으로는 영양,연령,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경제적으로 곤란한 임산부나
산모의 영양섭취가 부족할 때,태아의 면역세포형성이 장애를 받아 면역기능의 부전현상
이 있으며,요사이는 비만여성이 체중감소를 위해서 열량 섭취를 줄 일 때 이러한 현상
이 많이 나타난다.그러므로 임산부나 성장기 아동의 단백질,비타민,미네랄의 섭취량과
면역력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연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 노화됨에 따라 흉선의 임파 조
직량이 감소되고 T임파구의 감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노인기에 접어들수록 간암
이나 악성종양의 빈도가 높게 발생한다.기타,골수종,백혈병,비장비대,간경화,당뇨 같
은 질환이나 면역억제약물,항종양제,X선 조사,스트레스,알코올,담배,화학물질 등은
면역저하의 원인이 된다.
immunity는 'Immunita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법률용어로서,세금을 면제하거나 죄
를 면하거나 또는 군복무를 면제받는다는 등의 의미로 쓰인다.의학에서는 어떤 특정 질
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뜻으로 쓰인다.즉,조직이나 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모든 병
원체나 독소에 저항할 수 있는 신체의 능력을 면역이라고 부른다.
특성으로는 ①특이성(specificity)②기억작용(memoryprocess)③이물질에 대한 인지
작용(recognitionprocessofforeignness)을 갖고 있다.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된 Th는 다시 B세포를 결합시킨다.B세포의 표면에는 하나
의 세포에 한 종류의 항원만을 결합시키는 항체가 있다.이 B세포만이 TH의 도움으

54) 李淵台 : 『최신면역학』서울:집문당,p.21,pp.33-35,39-54,507-51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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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성화되어 몇몇 활성인자(BCGFⅠ,Ⅱ)등에 의해서 증식되고 분화되어 형질세포
(plasmacell)가 된다.B세포의 증식과 분화에는 세포내의 serineesterase나 C-AMP
에 의존된 proteinkinase활성화에 의해서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면역 글로블
린을 생산한다.
이 반응을 돕기 위해서 macrophage로 부터는 Interleukin-1(IL-1)을,TH로 부터는
Interleukin2(IL-2)를 분비시킨다.IL-1은 발열,골대사 등 많은 작용을 갖고 있고,
IL-2는 세포를 분화시킨다는 것이 면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이다.

제제제111절절절 특특특이이이성성성 면면면역역역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특특특이이이성성성 면면면역역역반반반응응응(((ssspppeeeccciiifffiiiccciiimmmmmmuuunnneeerrreeessspppooonnnssseee)))

1890년에 독일 박테리아 학자인 베링은 흰쥐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디프테리아 균을
접종한 후 다시 치명적인 디프테리아 균을 접종했을 때 흰쥐가 죽지 않음을 증명해
보였다.이 후 베링은 면역이 생긴 이 흰쥐의 혈액을 비실험 흰쥐에 주사할 때도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또 입증하였다.결론으로 베링은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
은 혈청 속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 물질이 면역에 관여한다고 하였다.베링은
이물질을 항체라고 불렀다.

1)항원(Antigen)

항체의 생산을 자극하고 특수한 항체와 결합하는 분자를 항원이라고 한다.대부분
항원은 10,000이상의 분자량을 갖은 거대 분자이다.그리고 혈액과 체액에 외래 물질
로 인식된다.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자기와 非자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원과 항체의 반응은 분자의 크기와 복잡한 모양에 달려있다.이런 면에서 볼 때 단
백질은 다당류 보다 더욱더 항원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크고 복잡한 외래 분자들은 수많은 다른 종류의 항원 결정 부위(antigenic
determinantsite)를 가지고 있다.이런 경우 여러 종류의 항체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2)Hap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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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비항원성인 작은 유기 분자들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항원성
을 띠는 경우도 있다.이 현상은 Landsteiner(ABO식혈액형 발견자)가 발견하였다.그
는 이러한 물질을 햅텐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도 일어 날 수 있다.예
를 들면 페니실린 잔여물은 평상시 위험하지 않지만 민감한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결
과를 빚게 된다.

3)면역분석(Immunoassay)

항원이나 항체가 세포의 표면 혹은 라텍스 고무의 입자에 결합될 때 항원-항체 반
응을 볼 수 있다.왜냐하면 입자들이 항원-항체반응의 결과로 덩어리를 형성하기 때문
이다.이들 덩어리들이 항원의 종류를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면역분석이라고 한다.혈액형과 현대의 임신진단시약 등이 이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이 방법을 이용한 에이즈 진단시약의 사용도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파구는 1일 약 10억개가 생산되며 체내에는 약 2조개가 존재한다.임파 조직은 체중
위 약 2%를 차지하며,말초혈액 중 임파구는 전체 백혈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내에 바이러스나 암같은 이상세포가 침입했을 때는 약 20-25개의 T임파구가 이 세포
를 둘러싸고 각종 독성물질(cytokines)을 분비하여 이물질을 살해하게 된다.

4)B임파구 (B-lymphocyte)

B세포는 혈중 임파구의 5-15%를 차지하며 세포 표면에 대부분은 IgM과 IgD를 갖고
있으며 소수에서 IgG.IgA혹은 IgE가 발견된다.이러한B세포는Th세포의 도움을 받으
면 활성화되게 대고 항원의 특이적인 IgM.IgG.IgA.IgE등의 항체를 생산한다.즉 B세
포는 대식세포에 의해 항원을 제공받고 Th세포로부터 IL-2,BCGE(B세포 성장인
자)<BCDF(B세포분화인자)등의 도움으로 형질세포 (plasma cell)와 기억 B세포
(memoryBcell)로 분화하여 형질세포로부터 항체를 만들고 기억 세포는 나중에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빠르게 항체를 만들고 기억 세포는 나중에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빠르
게 항체를 생산하게끔 한다.

5)T임파구(T-lymphocyte)

면역반응에서 T세포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등을 없애기 위한 인터페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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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분비하고 또한 외부조직의 이식에 대한 거부반응에 관여하고 암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T세포는 모든 세포성 면역반응의 발달에 결정적 역
할을 하는데,항원 인식시 서로 다른 유형의 주요조직복합체(MHC)분자와 연합하여 인
식한다.즉,협조 T세포 (Thcell)는 대부분 항원제공세포 (APC)및 림프구에 존재하는
MHClassⅡ산물과 연합하여 인식하는 반면,세포독성T세포(Tccell)는 유핵 세포에 존
재하는 MHCClassI산물과 함께 항원을 인식한다.
면역반응에 관계하는 T세포는 B세포와 작용하여 항원을 만들게 도와준다.
이외에 Tc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자극하는 증폭T세포,세포독성을 나타내는 Tc세포,그
리고 면역반응의 조절에 관계하는 억제T세포(Tscell)가 있다.

6)자연살해세포(naturalkillercell:NK cell)

비특이적으로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죽이며 면역반응의 조절에도 관여한다.
또한 이 세포는 항체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세포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해하
는 것을 항체 의존적 세포 살해(antibody-dependentcell-mediatedcytotoxicity)라고 한
다.

222...비비비특특특이이이성성성 면면면역역역반반반응응응(((nnnooonnn---ssspppeeeccciiifffiiiccciiimmmmmmuuunnneeerrreeessspppooonnnssseee)))

식세포작용,열발생,인터페론의 방출과 같은 기작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타고난
것으로 유전된다.상피세포의 보호 등이 여기에 속하며 크게 외부방어와 내부방어로
나누게 된다.
병원균이나 독성물질들은 상피조직의 장애물을 뚫고 결합조직으로 들어오게 된다.이
들은 결국 혈액이나 림프액을 통해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이 때
우리 몸에서는 처음으로 비특이성 면역 방어기작이 발동하게 된다.이 때의 방어력이
신통치 않게 되면 림프구에 의한 특이성 면역방어기작이 발동하면서 비특이성 면역
방어기작을 강화시켜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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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비특이적 면역반응의 예

구 조 기 작

외부방어

피 부 해부학적 장애제공으로 침투를 방어,분비물에는 박테
리를 죽이는 효소인 리소자임(lysozyme)존재

소 화 관 위의 높은 산성도,장에 사는 박테리아의 방어력 존재
호 흡 관 점액분비,페포에는 대식세포 존재
생 식 관 뇨의 산성도,질의 젖산 존재

내부방어

식 세 포 박테리아,세포부스러기,변성단백질,독서물질 섭식
인터페론 바이러스의 복제를 방해

complement단백질 박테리아,염증의 분해를 촉진
내생적 피로겐 백혈구와 기타 세포포가 분비,열발생 촉진

1)단핵구 식세포(mononuclearphagocytecells)

단핵구식세포는 탐식 작용을 하는 것으로,이물질을 만나면 원형질막으로써 이 물질이
원형질 안으로 들어가서 탐식과립(phagosome)을 형성하며,탐식과립은 효소낭과 결합하
여 그 효소 작용으로 이물질을 소화(분해)시킨다.탐식기능은 항체와 보체의 존재에 의
하여 증강된다.대식세포는 이러한 이물질을 소화 제거 할뿐만 아니라 생체내의 노폐물,
예를 들면 노화적 혈구나 변성한 혈청 단백등을 탐식처리하는 청소부(scavenger)이면서
항원정보를 임파구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

2)과립구(granulocytes)
과립구는 분절상의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핵백혈구(polymorphs)라고 불리 운다.

호중구,호산구,호염기구의 세 가지로 나뉜다.

a) 호중구 (Neutrophils)
고도의 운동능을 갖고 왕성한 탐 식능을 보인다.호중구는 성인의 말초 혈액 중
에서 전체 백혈구의 60-70% 를 차지한다.

b) 호산구 (Eosinoph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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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구는 혈중 백혈구의 1-3% 를 차지하고 있으며,미생물과 가용성의 항원-항
체 복합체 등을 탐식 할 수 있지만 호중구 보다는 작용이 효과적이지 못하다.호
산구는 기생충 질환시 비만세포와 협동하여 기생충을 죽인다.

c) 호염구 (Basophils)
혈액 속의 호염 기구는 조직내의 비만세포에 상당한다.비만세포는 피하,점막하,
장기의 피막 등의 결합조직에 널리 분포되어있다.

3)열(fever)

열 발생은 비특이성 방어체제의 일종이다.체온은 온도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되어 약 37℃ 정도로 체온을 유지하게 한다.이 중추는 내생적 파이로겐(pyrogen)
에 의해 체온을 조절한다.파이로겐은 백혈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다. 박테리아가
방출하는 내독소(endotoxin)에 의해 파이로겐 분비가 자극된다.
비록 고열은 위험한 것이지만 약간의 열은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의 회복을 도와준
다.이에 관련된 기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증가된 체온이 박테리아의 철 흡수
능력을 방해한다는 학설이 있다.

4)인터페론(Interferon)

1957년에 연구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되는 폴리펩티드가 다른 관련
없는 바이러스 계통의 감염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물질이 인터페론으로 이는 비특이성적이고 단기간적인 바이러스 저항 물질이다.
그러나 인터페론은 사람에서 매우 적게 생산이 되고 다른 동물의 인터페론은 사람에
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1980년 이 인터페론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재조합기술이
개발되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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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면면면역역역을을을 돕돕돕는는는 물물물질질질들들들

제제제111절절절 면면면역역역의의의 작작작용용용

111...면면면역역역계계계(((iiimmmmmmuuunnneeesssyyysssttteeemmm)))

면역계(immunesystem)는 흉선(thymus)림프절(lymphnode),비장,골수 등의 장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체 내에서는 신경계에 다음가는 복잡한 계통이다.면역세포에는 T세
포,B세포,NK세포 등이 있는데 수많은 물질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합성․분비 된다.
이들의 물질은 면역세포의 기능 발현을 촉진 또는 억제함으로 해서 면역응답을 조정하
고 있다.이들 인자의 생체 내에 있어서의 농도와 그 화살성은 숙주의 영양상태가 이상
이 있으면 변화된다.NK세포를 활성화하는 인터페론(IFN)과 인터루킨(IL-2),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IL-2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인터루킨1(IL-1),면역세포를 화학적으로 어떤
특정의 장수에 부착시키는 화학주성인자(chemotacticfactor),세포막의 지방질로부터 유
래되는 물질로 호르몬과 유사한 방법으로 국소면 면역반응을 조정하는 프로스타글란딘
(PG)이 그 예가 된다.면역반응은 세포의 증식,세포분화,면역조절물질의 합성 및 분비,
수용체(receptor)에 의한 인식과 결합 각 세포의 특이적인 기능의 발현 등의 대사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다음은 면역을 활성화하는 다당체 (polysaccharide),lectin,자이모산
(zymosan)에 대한 내용이다.

1)다당체 (polysaccharide)

다당 및 지다당 (lipopolysaccharide)은 항종양 활성이 있는 생체반응조절물질
(biologicalresponsemodifier:BRM)로 알려져 왔으며,그중 담자균 류에 속하는 구름버섯
(PSK,krestin)의 단백질 결합 다당체 (proteinboundpolysaccyharides),표고버섯의 렌
티난(lentinan),영지버섯,상황버섯,뽕나무버섯 등의 각종 식용버섯에 함유된 다당체
(polysaccharide)들은 복수성의 육종암,간암,백혈병에 약 52%의 종양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기타 유산균,김치 속의 발효균에 속하는 젖산균,해조류,효모 알로에 등
에도 다당체가 함유 되어있다.다당체의 항바이러스와 항암 작용은 직접적인 세포독성
을 나타내지 않고,임파구세포의 활성화 및 대식세포의 증식을 일으키며 항체생산능력을
지닌 세포수를 증가시키고 생체의 면역기능을 촉진시키는 효능을 나타낸다.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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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백혈구,혈소판 감소증 및 식욕부진,탈모,구토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2)lectin

콩류,곡류,과일,채소류,양념류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Lectin은 단백질 또는 당
단백질 (glycoprorein)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막 표면에 있는 특이한 탄수화물 구조에
항원과 항체사이 의 친화력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친화력을 가지고 결합한다는 성격
이 알려져 있는데,각 lectin과 결합하는 이들 세포막에 있는 탄수화물을 그 lectin에 대
한 당 수용체 (carbohydrarereceptor)라 부르게 되었다.그중 lectin은 첫째로,임파구
자극분열효과를 들 수 있다.이들 lectin은 T세포 자극분열이나 B세포를 자극하여 면역
활성을 높인다.둘째로 ,암세포를 응집시키는 항종 효과를 들 수 있다.이중에서 상기생
(겨우살이)lectin과 피마자 lectin은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있는데 살해 T세포,NKcell
(자연살해세포),대식세포 등을 활성화시켜 면역력 상승에 의한 항종양 작용을 나타낸다.

3)자이모산 (zymosan)

효모에 들어있는 자이모산은 보체 (complement)를 활성화하고 또한 대식세포는 효모의
자이모산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용체와 자이모산이 결합하게
되면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세포살해능력을 증강시켜 주는 성분이다.

222...면면면역역역과과과 식식식품품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의 소개에 앞서 몇 가지 식품을 소개하는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다는 것도 이유이지만 대추,산수유,구기자 같은 약재들에
비하여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구름버섯(Coriolusversicolor)

담자균류의 구멍장이 버섯과에 속하는 구름 버섯은 무미,무취,갈색의 딱딱한 버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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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당류의 항 종양 작용이 주목된 배경은 옛 부터 암 환자에 단독으로 투여되었을 때
암의 퇴축이 일어난다는 임상경험에서였으며 그 활성본체가 다당류 분획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그 대표적인 예로 표고버섯 유래의 lentinan,구름버섯 유래의 PS-K,부채버섯
유래의 SPG등을 들 수 있다.PS-K의 항 암 효과는 이미 실험을 통하여 입증이 된 바 있
으며,그 작용기전으로서는 숙주 매개성 비 특이적 면역 및 세포성 면역기능의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대식세포는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방어기구나 노폐혈구의 처리 등 외에
항암 활성 및 항체생산 과정의 중요한 단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영지(Ganodermalucidum)

영지가 나타내는 제암성의 본체가 다당체의 일종은 베타(1-3)-D-glucan이라고 판명
되었다.종래의 화학적인 제암제와 달리,숙주에 대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숙주의
면역력 부활에 근거하는 효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타입의 면역 효과를 높이는 제암제로
서 실용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외에도 영지에는 혈압이나 혈당치의 강하작용,탈
콜레스테롤,항혈전 작용,간염치유,강장 등 널리 생체의 향상성을 증진,강화하는 작용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3)상황버섯

재래종 뽕나무의 고사 목 그루터기에서 발생하는 노란 버섯으로 각종 항암 효과가 탁
월하다는 것은 이미 70년대부터 관심을 끌며 연구되어져 온 것이다.

4)가시오가피(EleuterococcussenticosusMaxim.)

임상실험에 의하면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으며 종양세포의 활착과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를 억제한다.이것은 악성종양의 외과적 치료를 좋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또한
항암 약에 대한 건강한 조직의 내성을 높여준다.

5)효모(Yeast)

효모는 50% 이상의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성장할 때나 만성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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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단백질량의 섭취가 부족할 때 흉선샘의 억제 및 탐식세포 특히 대식세포 호중구의
기능 이상,탐식 기능의 저하,혈청보체,임파구,항체생성과 같은 면역계 및 조혈계의 발
생감소로 인한 면역 결핍증후군에 의한 암의 발병을 볼 수 있다.이때 특히 임파계 조직
의 종양 등은 종양의 증식으로 인해 정상 기구가 파괴되기 때문에 면역계의 장애로 인한
암의 진행이 촉진되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

6)로얄제리

로얄제리는 벌 중에서도 여왕벌이 될 애벌레에게만 양분으로 공급되는 천연식품으로
비타민 B군의 함량이 벌꿀보다 월등히 많고 체내에서 자율 신경을 지배하는 아세틸콜린
의 양은 천연물질 중 최고다.여러 간 질환,췌장 염,기관지천식,불면증에 유효하면 특
히 면역계의 상승물질로서 알려져 있다.

7)괄루 근

괄루의 뿌리인데 흔히 괄루 근과 괄루인을 구분 없이 생각하는 데 괄루 근에는 렉틴성
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것이 면역을 활성화시킨다.

8)상기생(Viscum Album)

상기생은 그 숙주식물에 따라 여러 과와 종으로 나뉘는데 특히 상기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독일의 한 연구기관은 한국 산 겨우 사리가 가장 성분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기생목,동청,냉청 등으로 불리는 겨우 사리는 『동의보감』에는 '
근골을 도와주고 혈맥을 더해주며 요통,악성염증,급창,임신전후 하혈에 효과가 있다'
고 나와 있다.

9)맥배아(wheatgerm agglutinin)

맥배아는 Tcell을 자극하여 moitogen역할을 하여 면역을 활성화 시킨다.

10)황금(Scutellariabaical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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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바이칼린 성분은 항과민활성이 있고 항 알레르기 효과가 있다.그래서 면역복
합체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오는 자가 면역질환인 전격성 간염,다발성동맥염,사구체신
염은 황금의 바이칼린을 쓰면 효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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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면면면역역역과과과 한한한약약약제제제의의의 관관관계계계성성성 검검검토토토

제제제111장장장 한한한약약약재재재의의의 기기기능능능별별별 분분분류류류

111...한한한약약약과과과 면면면역역역

한약은 저하된 면역 반응에 대하여 촉진 작용이 있어서 능히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
여 주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그래서 면역의 반응은 신체 방면에 유리하도록 촉진시
켜 결국 면역성 질병이나 항종양의 목적에 도달하고 치료하도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면역과 관련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한 한약재
의 인체의 유의한 점을 발견하여 일상에서 음료수처럼 음용할 수 있다면 의외의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면역에는 세포 면역과 채액 면역이 있는데 세포 면역은 주로 T세포와 그 아군이 참
여하고 T세포의 수와 질량은 모두 세포 면역 기능의 강약에 반영되고 있다.이것은
또 비 특이성 면역세포와 대식세포 중성 백혈구,망상내피세포 등의 별조로써 T세포
의 면역 작용이 발휘되며,T세포의 수와 질량 (임파세포의 전화율,T임파세포 방산의
각종 임파인자)과 대식세포,백혈구의 수량 및 탐식 능력의 측정은 모두 면역 기능의
높고 낮음으로 가려진다.
현대의학에서 다루지 않는 한의학의 처방으로,동양철학에서는 신체내 음양(陰陽)과
기혈(氣血)의 균형으로 건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여,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생리적
변화에 의해 균형이 깨질 경우에 특정 음식이나 약물의 복용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건
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현대의학(서양의학)에서 생각하는 신체의 질병과 이상은 유전적인 이상,기형 또는
후천적인 감염,외상에 의한 신체 내부와 외부의 장애를 말한다.즉 인간의 신체는 중
추적 기능을 하는 뇌와 척수를 중심으로 골격·근육·신경 등이 서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생명체이다.그러나 동양적인 사고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계
의 변화에 알맞게 적응하여 살아가고,신체 내의 음양과 기혈이 자연계의 일부처럼 조
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러한 사고의 차이는 질병의 치료에 있어
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질병이 나타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
며,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화학약품을 위주로 하여 국부적·획일적으로 사용한다.이 경
우 빠른 회복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선천적으로 허약하나 약물 알레르기나 약물중독



- 19 -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반면 동양의학에서는 허
약한 곳을 보충해주고 종합적인 생체반응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 자연적인 치유에 힘
쓴다.이같은 동양의학적인 보약처방을 서양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에너지원(단백질·
지방·탄수화물 등)의 공급 및 전신세포의 동화작용 활성화라 할 수 있다.보약에는 중
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물질대사를 활발히 하고,소화기를 자극하여 식욕을 증진시키는
물질,영양분이 많은 자양제와 조혈제,비타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희망이다.역사적으로
모든 민족들은 고유의 자양·건강법이 있어왔으며,단지 방법이나 재료에 대한 해석과
선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한국의 경우는 예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
하여 계절의 절기에 맞는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다.즉 추울 때는 활동을 적게
하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더울 때는 옷을 얇게 입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자연상태와 리듬을 맞추고,음식도 절기에 따라 자연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음식을 충
분히 섭취하여 자연에 순응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다.그러나 항상 이러한 상태
를 유지하기란 매우 힘들며,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급작스러운 생리적 변화에 의해
신체 내부의 균형이 깨질 때는 일단 영양이 충분한 영양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려고 했
다(예를 들어 삼계탕·보신탕 등).이러한 영양식으로 보충이 안 되는 상태를 허증(虛
症)이라고 하며,한의학에서 신체에 허증이 있을 때 사람을 보한다는 것은 기·혈·음양
의 부족상태를 평형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즉 보약은 인체의 선천적·후천적 허
약,병후 쇠약,체질 보강과 개선을 위해 쓰이는데,임상적인 운용으로는 보양(補陽)·보
음(補陰)·보기(補氣)·보혈(補血)·보심(補心)·보간(補肝)·보비(補脾)·보폐(補肺)·보신(補腎)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주로 보양·보음·보기·보혈을 처방한다.기혈이 모두
허할 때나 음양이 동시에 허할 때는 기혈과 음양을 동시에 보하는 약을 처방한다.

222...한한한약약약의의의 면면면역역역 촉촉촉진진진

(1)보기약

보기(補氣)는 폐와 비장의 기운이 허약한 증상을 보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피곤과
권태,말수가 적어지고,식사량이 줄어든다.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은 인삼이다.
인삼은 환자의 회복력과 사지냉감(四肢冷感),자한(自汗),안면창백,맥박의 쇠약 등의
증상에 유효하다.그 밖의 황기·당삼(黨蔘)·백출(白朮)등이 많이 쓰인다.황기는 중독,
피로에 의한 심장쇠약,중추신경 자극,성호르몬 분비 등에 쓰이고 당삼은 허약(특히



- 20 -

소화기계)에 의한 소화불량·식용부진·호흡기능저하·자한 등에 백출과 함께 쓰인다.대
표적인 처방으로는 사군자탕(四君子湯)·삼령백출산(蔘岺白朮散)·보중익기탕(補中益氣
湯)등이 있다.
상용되는 보기약에 해당되는 약재로는 황황황기기기,,,인인인삼삼삼,,,당당당삼삼삼,,,영영영지지지,,,균균균류류류,,,백백백출출출,,,복복복령령령,,,의의의
이이이인인인 등등등이며 고루 면역 촉진 작용이 있다.본본본 논논논문문문에에에서서서는는는 인인인삼삼삼과과과 대대대조조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을 하였다.

(2)보혈약

보혈(補血)은 영혈(榮血：영양소와 혈액)이 허약한 상태를 보하는 것이다.허혈의 경
우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얼굴색이 황색을 띠는 등의 빈혈 증상,가슴이 두근거리고 맥
박이 지극히 약한 상태,여자의 경우 생리불순 등이 나타난다.대표적인 약물은 당당당귀귀귀,,,
계계계혈혈혈,,,아아아교교교,,,숙숙숙지지지황황황,,,백백백작작작약약약 등등등은 모두 면역 촉진 작용이 있다.본본본 논논논문문문에에에서서서는는는 당당당귀귀귀
와와와 황황황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을 하였다.

(3)보양약

보양(補陽)은 심장·비장·신장 등 양(陽)의 기능이 허약해진 것을 보하는 것이다.특히,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모든 기(氣)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다.일반적으로 양허(陽虛)는 신
장의 양기가 부족함을 일컫는다.그러므로 보양약은 주로 신장의 양의 기능과 기운을
더하는 약물을 사용한다.또한 보양은 조양(助陽)·부양(扶陽)·장양(壯陽)·온양(溫陽)·보
신(補身)등을 총괄한다.이는 서양의학으로 표현하면 부신피질의 기능조절과 물질대
사,생식선 기능 촉진,체내 저항력 증강 등을 의미한다.해당 약물로는 녹용(鹿茸)을
들 수 있으며,녹용은 생식기능을 흥분시켜 성호르몬의 분비 촉진 및 여러 가지 성장
이나 대사기능을 활발하게 한다.신장의 기능을 활발히 해주는 보양의 대표적 처방으
로는 신기환(腎氣丸)·우귀음(右歸飮)등이 있다.
상용하는 보양약은 음음음양양양곽곽곽,,,토토토사사사자자자,,,육육육종종종용용용,,,파파파극극극천천천,,,보보보골골골지지지,,,쇄쇄쇄양양양,,,육육육계계계 등등등이며,모
두 면역 촉진 작용이 있다.본본본 논논논문문문에에에서서서는는는 음음음양양양곽곽곽과과과 오오오가가가피피피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4)보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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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음(補陰)은 폐·위·간·신장의 음허(陰虛)를 보한다는 것이다.인간은 선천적인 신음
(腎陰)과 후천적인 위음(胃陰)이 있으며,보음약은 신음과 위음을 자양하는 약물을 일
컫는다.신장의 음허는 허약과 이명(耳鳴),허리나 무릎의 연약,약한 맥박 등의 증상
을 보인다.해당 약물로는 구판(龜板)·여정자(女貞子)·별갑(鼈甲)등이 있다.구판은 만
성신장염과 단백뇨 등에 효과가 있고,여정자는 머리가 어지럽고 시력이 감퇴되는 경
우 등에 효과가 있다.위음허는 식욕부진·번갈(煩渴：혀와 입안이 마르는 증상)·변비
등을 나타내며,때로 탈수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해당약물로는 사삼(沙蔘)·맥문동(麥
門冬)등이 있다.사삼은 발열성 질환 회복기의 쇠약,탈수,변비,목안 건조,약한 맥
박 등에 사용하며,만성해소에도 쓰인다.맥문동은 발열성 질환 후기의 만성인후염·폐
결핵·기관지염 등에 효과가 있다.대표적인 처방에는 대보음환(大補陰丸)·육미지황환
(六味地黃丸)·좌귀음(左歸陰)등이 있다.
구구구기기기자자자,,,산산산수수수유유유,,,오오오미미미자자자,,,여여여정정정자자자,,,은은은이이이,,,동동동충충충하하하초초초,,,한한한련련련초초초,,,상상상기기기생생생,,,하하하수수수오오오,,,천천천문문문동동동,,,
맥맥맥문문문동동동,,,현현현삼삼삼,,,석석석곡곡곡,,,사사사삼삼삼 등등등은 양음약으로 쓰이며 모두 면역 촉진작용을 나타낸다.
본본본 논논논문문문에에에서서서는는는 산산산수수수유유유와와와 맥맥맥문문문동동동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나열된 보양·보음·보기·보혈을 처방은 신체의 면역 기능 작용을 높이는데 그 원리를
살펴보자면 보기,보혈,보음,보양 약들은 모두 세포면역이나 체액 면역,특이성 면역
과 비특이성 면역에 대하여 일정한 촉진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중요성을 감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한약의 면역 촉진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의학이론에 따
라서 변증을 하고 난 후 약물을 선택하여 처방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만약 음허인데 보양하면 그 반대의 효능을 얻는다.그러므로 허중에도 어느 장기에서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분별하여 약을 씀으로 면역 기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임상에서 기혈양허와 음양구허증에는 마땅히 기혈쌍보를 하고 양음장양의 요법이 동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약은 한의학 이론을 벗어나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 보약으로 쓰이는 한약에 속하지 않고 면역을 촉진시키는 것으로는 저령,대
산,백화사설초,황금,황백,천궁,홍화,복사,섬소,반묘,사향과 광물질 등은 신체의
면역 기능을 높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한,청열,해독 작용을 하는 황금,황백,황련 및 극독약인 섬소,반묘와
같은 약물은 일정한 임파세포 전화 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으나 단 순허증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실험적 결과만으로 투약해서도 안되며 또 변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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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의학 이론의 거사약,고환,공파,유독한 약물을 가미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일반
적인 지론인 것이다.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들을 일상에 사
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점이다.
그렇다면 보리나 현미,혹은 대추,모과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
을 가지고 특별한 처방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찰해보는 것에 대한 타당
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222...한한한약약약의의의 면면면역역역 조조조절절절

면역반응은 그 원인과 종류가 대단히 많고 과정이 복잡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간단한 면역 촉진제나 억제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한약은 신체의 적극적
인 소인의 진행으로 유기적인 전면 조정을 많이 보인다.이렇게 해서 한약은 신체의
고유한 조절계통을 치료하므로 사람의 건강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게 된다.이것이 바
로 음양의 평형상태이다.한약은 모두 음양조절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 않고,
지나치게 저하된 기능 상태를 높이며,또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내려 주므로 정상 상태
를 유지하게 한다.
전술한 것은 신경과 체액의 조절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 분자의 수평적 조절 기능을

갖게 된다.한약은 조절 계통에 작용하는 것이 적지 않아서 조절 면역 작용을 일으키
게 된다.한약의 면역 조절은 대략 아래와 같다.

(1)통과 작용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축)은 면역 조절 작용이 있다.이미 아는 바와 같
이 신장과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축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보
신 한약으로 (신경과 체액)의 조절 작용은 곧 면역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
약은 본래 부신 피질 호르몬 종류의 작용을 갖고 있는데 감초,인삼엽,부자,황기,하
수오,옥죽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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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경 조절 면역

임상에서 폐,비,기허 환자가 있는데 특별히 비허한 환자는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된 현상이며 면역 기능은 지나치게 저하된 상태이다.이때에는 보비건비
제를 투여한 후 부교감 신경을 억제시키고 면역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그 정도는 같지
않다.이런 설명들은 보기건비하는 처방으로 식물 신경을 조정하여 면역조정을 일으키
게 한다.

(3)cGMP계통의 조절 면역 작용

정상세포중에 cAMP와 cGMP를 유지하는 것은 일정한 비율과 수치가 있다.cAMP
와 cGMP의 비례치가 내려가면 비례적으로 실조를 나타내고 신체의 면역 기능은 이상
을 보인다.이와 같은 증상은 한약으로는 인삼,황기,대조 등이 있는데 이것은 cAMP
의 함량을 높인다.사람이 음허할 때에 주요한 모순점은 cAMP의 함량이 높고,양허할
때에 모순점은 cAMP와 cGMP비례치는 하강된다.이것에 근거하여 한의학에서 변증,
음양 조절은 결국 cAMP와 cGMP의 함량을 정상으로 이끄는 것이며 아울러 일정한
비례치를 유지하는 것은 면역 조절에 평형을 가져온 것이다.cAMP와 cGMP계통의
조절은 (쾌속조절)이라고 말한다.

(4)핵산 대사 조절 면역

임상에서 면역 기능의 실조에서 발생한 질병은 면역 조정을 실시하는데 핵산대사의
방법으로 치료의 목적에 이르게 한다.핵산대사의 조정 약물을 설명할 때에 면역 조절
작용으로 해석하게 된다.만약 신양을 보하는 약물인 부자,육계,선령비,육종용은 저
하된 DNA의 합성률을 높이고,신음을 자양하는 약물인 생지황,현삼,맥문동,구판 등
은 항진된 DNA의 합성률을 내리고 있다.그래서 한의학의 변증 원칙하에서 음양의
조절,특별히 신음 신양을 보하는 것은 핵산대사를 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면역 조절
을 하게 되는 것이다.

(5)세포의 수량 증가와 면역 조절 기능

T세포는 T억제세포와 T보조세포로 되어 있다.T억제세포는 B세포의 분비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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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체에 억제 작용을 한다.이것은 항진된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이다.T보조세
포는 B세포의 분비를 보조하면서 다른 사람 항원의 항체를 소멸시키면서 지나치게 낮
은 반응을 높여 준다.
앞에 기술한 보기,보신의 한약은 고르게 T세포의 수량과 질량을 높이는데 이것은

조절 면역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T세포는 티로신의 작용이 있는데 모두 면역 활성이 있다.보기 보신하는

한약은 또한 T세포의 수량을 높이고 T세포의 기능을 증강시킨다.이러한 한약은 모두
흉선을 보호하고 흉선 분비 작용을 촉진시킨다.

(6)약물이 통과할 때 신체의 상호 조절 작용과 면역 조절

앞에 기술한 부정의 한약은 상호 조절 작용이 조금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황기,감
초,당삼으로 연구할 때에 실험동물의 혈장 혹은 조직중의 cAMP와 cGMP을 상승시
키고 하향을 물리치는 작용이 있다.
같은 형태의 약물은 두 가지 종류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두 상호 조절 작

용이 있다.옥병풍산 (황기,방풍,백출,감초)자료에 의하면 면양의 적혈구에 대하여
생쥐 비장은 항체 형성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 상태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호
조절 작용을 나타낸다.즉,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높으면 낮게 조절하며,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낮으면 높게 조절한다.
유럽의 학자들은 인삼,가시오가피 등의 한약을 (적응 원양 물질)이라고 한다.이로
인하여 신체의 반응은 더 증강되고 신체 기능의 조절제가 이루어진다.적응 원양 작용
은 신체의 기능 상태에서 상호 조절 작용을 나타내고 신체의 각 방면에 유리하게 진
행된다.

기타 청열해독약인 황련,천심련,백화사설초 등은 항체 생산을 억제시키고 임파세포
의 전화 작용을 높여 준다.단 이런 종류의 상호 조절은 체액 면역이 항진된 상태에서
세포 면역을 저하시키는 것이며,동일한 약물을 같은 시간에 사용하여 세포 면역을 촉
진시키고 아울러 체액 면역 작용을 억제시킨다.이런 조절 작용은 지극히 중요하며 면
역성 질병은 적지 않으므로 세포 면역 기능은 내려 주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표현되며
체액 면역 기능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복잡한 현상이다.이런 종류의 상호조절작용이
있는 약물은 면역기능의 장애로 질병을 유발하게 될 때에도 잘 대처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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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총체적인 치료는 신체를 조절하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변증 치료를 강조하
고 있다.이로 인하여 하나의 고정적인 처방으로 일체의 면역을 조절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한의학의 변증을 전제로 하여 현대 면역학의 지식을 결합하
고 한의학 이론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또 면역 처방의 작용은 곧 면역 조절 작용을
하게 한다.
최근 한의학계에서도 한의학 고서에서 제시한 각종 약물을 근거로 많은 임상 및 실
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그 중 면역력을 증가하는데 사용된 약물로 오가피,봉
독,부자,초오,우슬,적작약,홍화,홍화유,계피,목통,황백,석란,금은화,의이인,천
수근,파자,위령산,적송승,골단초 등이 집중 연구되고 있다.55)56)57)58)59)60)

55) 신문풍출판공사 : 「신편중약대사전」 서울: 중사 영인, 중화민국 1974, pp.279-281.

56)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교실 : 「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8, p.284.

57) 김호철 외 : “Human Monocyte의 IL-8 생산 억제에 미치는 류마토이드 관절염 치료제로서의 오가피의 효

과,” 「대한본초학회지」, 제10권, 제1호: pp.49-58. 1995.

58) 정기화 : "오가피 수침 Extract의 약리작용," 「덕성여대논문집 제11권」 pp.259-265, 1982. 

59) Kim Ho Young: Diterpene Glycoside from Acanthopanax koreanum, Kor. J. Phamacogn., 

21(1):49-51, 1990.

60) 성재환 : “오가피 추출물이 마우스의 저항력 및 면역작용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대학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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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비비비 특특특이이이성성성을을을 강강강화화화하하하는는는 한한한약약약재재재

면역을 강화하는 약물의 구분은 크게 일반 약물과 한약재로 분류되는 우리 풀과 꽃,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특히 비특이성 면역을 강화하는 약물을 나열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편이성과 접근성 영역일 것이다.
특히 예방차원에서 각종 병을 예방하고 면역력 증가의 효과를 거머쥘 수 있는 두 가
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심각하게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다음은
일반 약물의 경우와 한약재로 쓸 수 있는 약재들을 열거하고 있다.특히 한방약재의
경우 보기약의 인삼과 대조,보혈약의 당귀와 둥글레(황정),보음약의 산수유와 맥문동,
보양약의 음약곽과 오가피 등을 나열하였다.이들 여섯 가지 약재중 일부는 일단 접근
성에 있어 뛰어나다.그리고 민간에 이미 알려진 것들이기에 그 효능과 약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일단 이들 약재는 한약이라는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리차나 녹차
등과 같은 접근성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면역은 어느
한 순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꾸준하게 음용하였을 때 서서히 새싹이 돋는 것처럼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제제111절절절 비비비 특특특이이이성성성 면면면역역역을을을 강강강화화화하하하는는는 한한한약약약재재재의의의 분분분류류류

111...보보보기기기약약약과과과 면면면역역역

111)))인인인삼삼삼[[[人人人蔘蔘蔘,,,gggiiinnnssseeennnggg]]]

오가피과 인삼속 식물 인삼 C.A.Meyer(= Ness
이며,뿌리(根)을 녹피(綠皮)하고 건조한 것으로 뿌리 또는 전체를 약용으로 한다.61)
깊은 산의 숲속에서 자라며 약용식물로 재배한다.높이 60cm이고 줄기는 해마다 1

개가 곧게 자라며 그 끝에 3∼4개의 잎이 돌려난다.잎은 잎자루가 길고 잎몸은 5개로
갈라져서 손바닥 모양 겹잎을 이룬다.작은잎은 바깥쪽의 것이 작고 가운데 3개는 길

61) 김대한 ․ 송호준 ․ 정종길 ․ 심영섭 ․ 신민교 : “인삼 saponin 장내 Glc-PPT 및 PPT가 면역계에 미치는 연

향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제19권, 제4호: p.1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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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5∼15cm,나비 3∼5.5cm로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는 가는 톱니가 있다.잎 앞
면의 맥 위에는 털이 있다.여름에 1개의 가는 꽃자루가 나와서 그 끝에 4∼40개의 연
한 노란빛을 띤 녹색의 작은꽃이 산형꽃차례에 달린다.꽃잎과 수술은 5개이며 암술은
1개로 씨방하위이다.열매는 핵과로 편구형이고 지름 5∼9mm이며,성숙하면 선홍색으
로 되고 가운데에 반원형의 핵이 2개 있다.뿌리는 약용하며 그 형태가 사람 형상이므
로 인삼이라 한다.인삼은 예로부터 불로·장생·익기(益氣)·경신(輕身)의 명약으로 일컬
어진다.한국에서 재배되는 인삼의 뿌리는 비대근(肥大根)으로 원뿌리와 2∼5개의 지근
(支根)으로 되어 있고 미황백색이다.지근의 수는 토질·이식방법·비료·수분 등에 의해
서 차이가 있으나 분지성이 강한 식물이며 그 뿌리의 형태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확은 4∼6년근 때에 한다.

가가가...화화화학학학 성성성분분분
사포닌:ginsenoside-Ro,Ra,Rb1,Rb2,Rb3,Rc,Rd,Re,Rf,Rg1,Rg2,Rh,

20-gluoginsenoside-Rf.62)63)
정유:panaxynol,베타-elemene.
지용성 성분:베타-sitosterol,베타-sitosterolglucoside.
당:D-glucose,D-fructose,sucrose,maltose,trisaccharideA,B,C등
기타:아미노산,헵타이드,염기성 물질 (choline),비타민B군,ATP,arginine.유기

산,미량 원소 (동,철,아연,알미늄,망간,코발트,규소,칼슘),효소류 등이 있다.

나나나...성성성미미미 귀귀귀경경경
달고 약간 쓰며 따뜻하다.비,폐 심경으로 들어간다.

다다다...약약약효효효
기를 크게 보하며 허탈을 구급하고 진액을 나게 하며 지혜를 더해 주고 마음을 안

정시킨다.'신농본초경'에서 (주로 오장을 보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사기를 제거하
고 마음을 열어 지혜를 더하게 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 장수하게 된다)라
고 했다.'본초몽전'에서는 (대개 인삼은 허를 보하며 허한과 허열을 다스리며 기허에
주로 쓰이는데 혈허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 준다)라고 했다.
62) T.K. Yun. Experimental and epidemiological evidence on non-organ specific cancer preventive 

effect of korean ginseng and identification of active compounds. Mutat. Res. 2003:63, 74, 523-524.

63) A.S. Attele, J.A. 쪄, C.S. Yuan. Ginseng pharmacology: multiple constituents and multiple actions. 

Biochem. Pharmacol. 1999; 58:1685,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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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약약약리리리 작작작용용용
요사이 4,50년 동안 국내외 학자들은 인삼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

는데,면역과 관계되는 성과는 생체 내로 침입하는 요소 (감염을 포함해서)에 대한 적
응력을 증강시키는 아답토겐의 성분이 우수하다.예를 들면,동물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또한 트리파조마를 접종한 생쥐에 대해,트리파조마가 혈액 중
에 나타나는 시기를 뒤로 연장시켜 생쥐로 하여금 보다 많은 트리파조마에 견딜 수
있게 해 결국 수명을 그 만큼 연장시켰다.
생체의 각종 스트레스,예를 들면 물리적인 스트레스,즉 차고 뜨겁고 찬 것,격심한
운동,원심력,고혈압,저혈압,산소 부족,자외선 및 전리 방사선,그리고 화학적 스트
레스,즉 독극물,마취제,호르몬,항암제,생물학적 스트레스,즉 혈청,세균,이식 종양
등에 대한 저항력을 증강시켜 준다.
이상의 사실은 인삼이 생체의 비특이성 면역력 및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증강시키고 생체 기능 장애를 조절하여 이것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
다.이러한 조절 작용을 낳는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우선 인삼은,대
부분이 세포 수준에서의 조절 작용을 가지며 거기에서 항산화 작용,단백질과 핵산 합
성 과정에 대한 영향 및 중추신경계,하수체 -부신 피질 기능에 대한 증강과 조절 작
용 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된다.이는 인삼이 혈압을 이중적으로 조절하며,그 작용
은 중량과 생체의 기능과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64)
인삼 자체에는 부신 피질 호르몬과 같은 작용은 없지만 부신 피질 기능을 흥분시킬
수가 있어,이 작용은 뇌하수체의 ACTH 분비 촉진을 통해서 부신 피질의 AMP를 증
가시키고,거기에다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부신 내의 합성과 분비를 자극하고
있다.인삼의 줄기와 잎에도 하수체-부신 피질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인삼은 임파구 유약화 반응을 촉진하며 그 작용은 대장균 리포 다당류체 (LPS)에

비해 약간 더 강하다.65)

222)))대대대조조조(((大大大棗棗棗)))

갈매나무과 대추속 식물 대추 ZiziphusjujubaMill.var.inermis(Bge.)Rehd.로 그
성숙된 과실을 약용으로 한다.참고로 대조(大棗)는 대추를 말린 것을 의미하며,산조

64) 신민교 : 「임상본초학」 서울: 도서출판 영림사, 2000, pp.188-190.

65) 중국의학과학원 : 「중초약리대연구」 북경: 북경의대 ․ 중국협화의대연합출판사, 1996, pp.3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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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山棗仁)은 산대추의 씨앗으로 알려져 있다.66)67)조(棗)또는 목밀(木蜜)이라고도
하며,표면은 적갈색이며 타원형이고 길이 1.5∼2.5cm에 달하며 빨갛게 익으면 단맛이
있다.과실은 생식할 뿐 아니라 채취한 후 푹 말려 건과(乾果)로서 과자 ·요리 및 약용
으로 쓰인다.대추는 생활 속에서 가공하여 대추술,대추차,대추식초,대추죽 등으로도
활용한다.가공품으로서의 꿀대추는 중국·일본·유럽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한방에서
는 이뇨·강장(强壯)·완화제(緩和劑)로 쓰인다.

가가가...화화화학학학 성성성분분분
트리테르펜:aleanolicacid,betulinicacid,alphitolicacid및 p-coumaricacid의

에스테류,ursolicacid등.
사포닌:zizyphussaponin 등.
기타:당,점액질 등의 수용성 당질,malicacid,tartaricacid,cAMP,cGMP등.
비타민,미량의 칼슘,인 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나나...성성성미미미 귀귀귀경경경
달고 약간 따뜻하다.비,위,간경에 들어간다.

다다다...약약약효효효
비를 보하고 위를 더하며 여러 약의 성분을 조화한다.'신농본초경'에 (몸 안의 사

기를 다스려서 속을 편안하게 하고 비를 든든히 하며 12경을 돕는다)고 했다.이고가
이르기를 (따뜻함을 가지고 비경의 부족을 보하고 단 것으로 음혈을 도우며,음양을
조화 있게 해 영위를 조절하며 진액을 나게 한다).'약품화의'에서는 (보혈양간)한다
고 했다.열매인 대추는 날로 먹거나 떡·약식 등의 요리에 이용하며 대추를 9월에 따
서 말린 것을 한방에서는 자양·강장·진해·진통·해독 등의 효능이 있어 기력부족·전신통
증·불면증·근육경련·약물중독 등에 쓴다.열매가 많이 열리는 대추는 풍요와 다산의 의
미가 함축되어 있다.

라라라...약약약리리리 작작작용용용
대조 속에는 다량의 cAMP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이 복용하면 말초 혈장 및 백혈

구 내의 cAMP함량이 크게 상승한다.그리고 cAMP/cGMP의 비도 상승한다.이것이

66) 김태정․신재용 : 「우리 악초로 지키는 생활한방 2」 서울:도서출판 이유, 2001, pp.76-246.

67) 신재용 : 「내 마음대로 달여 마시는 건강약재」서울 : 삶과 꿈, 2003,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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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의 항알레르기 약리의 메커니즘이다.대조를 포함한 처방제,예를 들어 갈근탕,맥
문동탕,소시호탕을 복용하면 말초백혈구 내의 cAMP함량이 대조군에 비해서 10-15
배 높아지는데,만약 이들의 처방에서 대조를 빼 버리면 이런 작용은 없어지고 만다.
천식 환자의 백혈구 내 cAMP/cGMP의 비율은 정상보다 낮은데,대조를 복용하면 비
율은 상승하고 기관지 확장을 일으켜서 천식 작용을 누그러뜨린다.cAMP의 폭넓은
생리적 역할에 비추어 보면 면역 기능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
조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222...보보보혈혈혈약약약과과과 면면면역역역

111)))당당당귀귀귀(((當當當歸歸歸)))666888)))666999)))777000)))

미나리 당귀속 식물 당귀 Angelivcasinensis(Oliv)Diels로,그 뿌리를 약용으로 한
다.나라별로 다른 종이 재배되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 참당귀(Korean angelica;
AngelicagigasNakai),중국은 중국당귀(A.sinensis(Oliv.)Diels),일본은 일당귀 (A.
acutilobaKitagawa)를 같은 용도의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다.71)72)
당귀는 주로 바닷가,우리나라 곳곳의 산골짜기 냇가 주변에서 자한다.높이는 30∼
100cm이고 줄기는 곧추서고 속이 비어 있으며 줄이 있다.잎은 어긋나기 하며 2회 3
출(二回三出)겹잎이고 최종으로 갈라진 잎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 또는 넓은 달
걀모양 원형이며,길이 4∼9cm,너비 2∼10cm이다.잎자루는 길고 밑부분이 넓어져 줄
기를 감싸며 윗부분의 것은 잎집이 된다.
꽃은 7∼8월에 백색으로 피며 꽃대에는 윗부분에 돌기가 있는 능선(綾線)이 있고 15
∼20개의 작은 꽃대로 갈라지며,그 길이는 2∼3.5cm이다.

68) 문은이 ․ 박승용 ․ 박은규 ․ 조성기 ․ 윤연숙 : “당귀 추출물이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면

역학회지」, 제13권, 제1호: pp.71-77. 1991.

69) 송승현 ․ 서부일 ․ 김호경 ․ 박지하 : “토당귀, 일당귀 및 중국당귀의 Hydrocortisone acetate로 

유발된 어혈 병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본초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3-21. 2004.

70) 문종진 ․ 이창현 ․ 이기상 ․ 이광계 : “당귀용회환의 면역조절작용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

동의병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70-81. 2000.

71) 유홍섭 ․ 박충헌 ․ 박춘근 ․ 김영국 ․ 박희운 : “당귀의 종별 생육특성 및 생산성 비교,” 「韓藥作誌」, 제12

권, 제1호: pp.43-46. 2004.

72) 정태현 : 「한국식물도감(하)」 서울 : 신지사, 1956,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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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화화화학학학 성성성분분분777333)))
항보체 다당,정유를 함유하여,그 구성 성분은,ligustilide,n-butylidenphthalide,

n-valer-ophenone-o-car-bonicacid,sedanonicacid,safrol,isosafrol,
p-cymene등 이있다.그리고 지방산으로서 Palmiticacid,linolicacid,stearicacid,
arachidonicacid등,쿠마린 유도체로서 bergaptene,scopoletin,umbelliferone등,
폴리아세틸렌 화합물로서 falcarinol,falcarindiol,falcarinolone등,
그 외,n-dodecanol,베타-sitosterol,베타-sitosterolglucoside,glucose,fructose,

sucrose,vanilicacid,nicoticacid,nicotinamide,pantothenicacid,falicacid,folinic
acid,vitaminB12,biotin등을 함유한다.

나나나...성성성미미미 귀귀귀경경경
달고 쓰며 따뜻하다.심,간,비경에 들어간다.

다다다...약약약효효효
보혈활혈과 경락을 조절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며 윤조 활장한다 '신농본초'에서 (해

소가 심하고 상기가 된 것을 다스리며 피부 종창을 낫게 한다)라고 했으며,'일화자본
초'에서는 (모든 풍질,모든 혈액 질환을 고치며 모든 노증을 보하고 나쁜 피를 없애
새로운 피를 만들어준다)라고 쓰여 있다.
보혈,지혈작용,혈액순환 촉진,심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킨다.항비타민 E

결핍 작용이 있다.자궁 흥분 및 자궁 근육 억제 작용이 있다.장의 연동운동을 촉진
하며 이뇨 작용을 돕는다.

라라라...약약약리리리 작작작용용용
단핵세포,대식세포의 탐식 기능을 증강시키며 당귀 및 그 유효 성분이 페룰라산나

트륨은 단핵세포,대식세포계의 콩고레드에 대한 제거 작업을 현저히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복강 대식세포에 의한 닭 적혈구의 탐식 기능도 증강시킨다.이것은 (종양을
낫게 한다.74)),(등창을 낫게 한다:'본초강목')등의 작용과 관계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의 임파구 유약화 반응에 대해 촉진 작용이 있다.그 강도는 거의 대장균 리포

73) 조민구 ․ 방진기 ․ 채영암 : “참당귀와 일당귀의 부위별 휘발성 정유성분 비교,” 「韓藥作誌」, 제11권, 제5

호: pp.352-357. 2003.

74) Yamada H, Komiyama K, Kiyohara H, Cyong JC, Hirakawa T, OtsukaY.Structuralcharacterization
andantitumoractivityofapecticpolysaccharidefrom therootsofAngelicaacutiloba.PlantsMed.1990
56(4):3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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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 (LPS)의 2배이다.
그 작용 강도는 생약 100mg/kg/일로서,아무란 5-10mg/kg/일의 작용 강도에 상당하
다.익모초,당귀,가작약,도인,홍화,대황,감초 등으로 구성된 약물을 생쥐에게 경구
투여하고,동시에 염소 적혈구를 정맥 주사로 면역하면 생쥐 혈청 속의 응집 항체 생
산에 대해서 매우 현저한 억제 작용을 나타낸다는 주장도 있다.
당귀는 우리나라 약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금지 품목 중의 한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에
서 쓰는 당귀는 식품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75)

222)))둥둥둥글글글레레레(((황황황정정정<<<黃黃黃精精精>>>,,,위위위유유유<<<萎萎萎蕤蕤蕤>>>)))

백합과 황정속 식물 황정 Polygonatum sibiricum Redoute및 같은 속의 다종 황기
로 그 뿌리줄기를 약용으로 한다.괴괴괴불불불꽃꽃꽃···황황황정정정(((黃黃黃精精精)))···황황황지지지(((黃黃黃芝芝芝)))···소소소필필필관관관엽엽엽(((小小小筆筆筆管管管
葉葉葉)))···죽죽죽네네네풀풀풀···진진진황황황정정정이라고도 한다.산과 들에서 자란다.잎은 어긋나고 한쪽으로 치우
쳐서 퍼진다.굵은 육질의 뿌리줄기는 옆으로 벋고 줄기는 6개의 능각(稜角)이 있으며
끝이 비스듬히 처진다.높이는 30∼60cm이다.잎은 어긋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퍼진
다.길이 5∼10cm,나비 2∼5cm로 긴 타원형이고 잎자루가 없다.
6∼7월에 길이 15∼20mm의 녹색빛을 띤 흰색 꽃이 1∼2개씩 잎겨드랑이에 달리며,
작은 꽃대는 밑 부분에서 서로 합쳐진다.수술은 6개이고 통부(筒部)위쪽에 붙으며 수
술대에 잔 돌기가 있다.꽃밥은 길이 4mm로서 수술대의 길이와 거의 같다.열매는 장
과로 둥글고 9∼10월에 검게 익는다.봄철에 어린잎과 뿌리줄기를 식용한다.생약의 위
유는 뿌리줄기를 건조시킨 것이며,한방에서는 뿌리줄기를 번갈·당뇨병·심장쇠약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한국·일본·중국에 분포한다.
잎 뒷면에 유리조각 같은 돌기가 있고 꽃의 길이가 2∼2.5cm인 것을 산 둥굴레(var.

),잎 뒷면 맥 위에 잔 돌기가 많고 꽃이 1∼4개씩 달리는 것을 큰 둥굴레
(var. ),잎은 길이 16cm,나비 5cm 정도이고 꽃이 4개씩 달리는 것을 맥
도 둥굴레( ),전체가 크고 잎 뒷면에 털이 있으며 꽃이 2∼5개씩 달리는
것을 왕 둥굴레( )라고 한다.

가가가...화화화학학학 성성성분분분
점액질,전분,다당,알칼로이드.

75) 동서의학 : “본초기행 당귀편,” 「東西醫學」, 제27권, 제1호: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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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성성성미미미 귀귀귀경경경
달고 평하다.비,폐,신경에 들어간다.

다다다...약약약효효효
비를 보하고 정을 더한다.폐를 통한다.'명의별록'에서는,(중기를 보하며 기운을

더하고,풍과 습을 없애며 오장을 편하게 한다)고 했다.'본경봉원'에서는,(소화를
부드럽게 하고 기운을 더해 주며 오장을 조화롭게 하고 피부를 튼튼히 하며 골수를
견실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음의 공이다)라고 했다.'본초강목'에서는 (모든
허증을 보하고 한열을 그치게 하며 정수를 보한다)고 했다.
허약 체질을 개선하며,장정,통변 작용을 하며,강심 작용과 부신피질 호르몬의 역

할을 한다.또한 몸에 윤기를 주며,신경통과 관절염에도 좋다.비만을 해소하며,열병
으로 폐와 위장이 건조해지고 열이 형성되었을 때 좋다.
약 이름으로는 ‘옥죽’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순처럼 올라오는 새순을 임금들이 즐겨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76)

라라라...약약약리리리 작작작용용용
면역계에 대한 영향으로 황정은 면양 적혈구 주사 후의 생쥐의 비장 중 용혈 반점

세포수,백혈구 로제트 형성률,임파구 유약화율 등에 대해서 현저한 촉진 작용을 나
타낸다.특히 후자에 대한 작용은 더욱 현저해서,복용하지 않은 군의 7배까지 된다.
이외에,황정 엑스를 테스트하면 부분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병자의 임파
구 유약화 또는 EAC로제트 형성률을 증가시킨다.
결핵에 대한 영향으로 황정은 생쥐의 실험성 결핵을 치료하였더니,확실하게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체중을 증가시켰고 병의 증상 개선 및 병소경감의 작용을 나타냈다.이
것은 항결핵 화학요법제,히드라진의 효과와 비슷하다.
둥글레는 근본적으로 허약체질을 개선하고,강정․통변 작용을 하며,강심작용과 부

신피질 호르몬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울러 몸에 윤기를 주는 효능이
있으며,신경통․관절염,열병과 폐와 위장이 건조해지고 열이 형성되었을 때 해열제
로서의 약성이 있으며,당뇨병에도 응용되는 데 인슐린을 조절하여 당뇨를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둥글레의 항감염 및 여러 가지 작용은 면역 기능의 향상과 관

계가 있다.77)

76) 김태정․신재용 : 「우리 악초로 지키는 생활한방 1」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1, pp.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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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보보보음음음약약약과과과 면면면역역역

111)))산산산수수수유유유[[[山山山茱茱茱萸萸萸]]]

산수유과 등대수속 산수유 CornusofficinalisSieb.etZucc.로 그 과육을 약용으로
한다.
층층나무과의 낙엽교목인 산수유나무의 열매이다.타원형의 핵과(核果)로서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8~10월에 붉게 익는다.종자는 긴 타원형이며,능선이 있다.약간의 단맛
과 함께 떫고 강한 신맛이 난다.10월 중순의 상강(霜降)이후에 수확하는데,육질과
씨앗을 분리하여 육질은 술과 차 및 한약의 재료로 사용한다.
산수유나무는 한국·중국 등이 원산으로,한국의 중부 이남에서 심는다.국내에서는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일원,경상북도 의성군 등에서 특산
품으로 매년 출하하고 있다.

가가가...화화화학학학 성성성분분분
모노테르펜 배당체:morroniside,loganin,sweroside등.
트리테르페노이드:ursolicacid등.
사포닌:cornin등.
타닌:tellimagrandinI,II,isoterchebin,cornusiin,A,B등.
유기산:tartaricacid,malicacid,gallicacid등.
기타:oleanolicacid,비타민 A 등

나나나...약약약효효효
간과 신을 보하고 수렴고탈 한다.'명의별록'에서는 (정을 보하고 오장을 편하게 한

다)고 했다.

다다다...약약약리리리 작작작용용용
산수유는 시크로호스파미드가 일으키는 생쥐의 백혈구 감소에 대해서 매우 뚜렷한

치료 작용을 가지고 있다 (P<0.001).생쥐의 비장 가운데 있는 표면 항원 양성 세포
의 증식을 촉진한다.알레르기 전달 물질에 대한 영향우로 모르모트의 회장을 표본으

77) 김태정․신재용 : 「우리 악초로 지키는 생활한방 2」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1,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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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서,거기에 0.1% 이하의 산수유 추출액과 염산 히스타민을 투여하면 수축하면서
길항 작용을 나타낸다.그러나 산수유의 알코올 추출물은 감염 모르모트의 폐 조직 및
회장에 대해서 알레르기 전달 물질의 방출을 촉진한다.
과육(果肉)에는 코르닌(cornin)·모로니사이드(Morroniside)·로가닌(Loganin)·탄닌
(tannin)·사포닌(Saponin)등의 배당체와 포도주산·사과산·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함유
되어 있고,그밖에 비타민 A와 다량의 당(糖)도 포함되어 있다.종자에는 팔미틴산·올
레인산·리놀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성분 중 코르닌은 부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과육을 약용하였다.《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에 의하면
강음(强陰),신정(腎精)과 신기(腎氣)보강,수렴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한다.풍기로 어지
럼증이 있을 때,기운이 없고 빈혈까지 있을 때,성교 과다로 허리가 아플 때,조증증
세가 있을 때,노인의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질 때,어린아이의 야뇨증에,귀울림,만성
중이염,잠잘 때 땀을 많이 흘리고,갈증,및 요통이 수반될 때,두통·이명(耳鳴)·해수
병,해열·월경과다 등에 중요한 약재로 쓰이며 식은땀·야뇨증 등에는 이미 민간요법으
로 널리 알려져 있다.차나 술로도 장복하며,지한(止汗)·보음(補陰)등의 효과가 있
다.78)

222)))맥맥맥문문문동동동[[[麥麥麥門門門冬冬冬,,,sssnnnaaakkkeee'''sssbbbeeeaaarrrddd]]]

나리과 좁은잎맥문동속 식물 좁은잎맥문동 Opliopogon japonicus (Thunb)
Ker-Gawl.및 맥문동 식물 대맥문동 LiriopespicaLour.등으로,그 덩이뿌리를 약용
으로 한다.
그늘진 곳에서 자란다.짧고 굵은 뿌리줄기에서 잎이 모여 나와서 포기를 형성하고,

흔히 뿌리 끝이 커져서 땅콩같이 된다.줄기는 곧게 서며 높이 20∼50cm이다.잎은 짙
은 녹색을 띠고 선형(線形)이며 길이 30∼50cm,나비 8∼12mm이고 밑부분이 잎집처
럼 된다.꽃은 5∼6월에 피고 자줏빛이며 수상꽃차례의 마디에 3∼5개씩 달린다.
꽃이삭은 길이 8∼12cm이며 작은꽃가지에 마디가 있다.씨방상위이며 열매는 삭과

로 둥글고 일찍 과피(果皮)가 벗겨지므로 종자가 노출되며 자흑색(紫黑色)이다.개맥문
동(L.spicata)은 본종과 비슷하나 잎맥의 수가 7∼11개로 11∼15개의 맥이 있는 맥문동
과 구분된다.덩이뿌리를 소염·강장 ·진해·거담제 및 강심제로 사용한다.한국·일본·중

78) 김태정․신재용 : 「우리 악초로 지키는 생활한방 2」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1, 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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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가가가...화화화학학학 성성성분분분
좁은잎 맥문동의 덩이뿌리에는 다종의 스테로이드사포닌:ophiopogoninA-D 등,호

모이소플라보노이드:ophiopogoneA,B등,기타 당류,스티그마스테롤,베타-시트스테
롤,베타-D-글루코시드,비타민A 등이 들어 있다.

나나나,,,성성성미미미 귀귀귀경경경
달고 약간 쓰며 차다.심,위,폐경에 들어간다.

다다다...약약약효효효
음을 보호하고 위를 튼튼히 하며 폐를 강하게 하고 심장을 안정 되게 한다.맥문동

은 괴근을 약용으로 사용하는 고소득 약용작물로서,예로부터 진진진해해해,,,토토토혈혈혈,,,각각각혈혈혈,,,소소소갈갈갈
및및및 변변변비비비치치치료료료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라라라...약약약리리리 작작작용용용
국내는 물론,중국,일본에서도 주요 생약재의 하나로 이용되어 그 성분에 관한 연구
도 많이 이루어졌다.본 연구는 맥문동의 약효 및 기능성 성분을 밝힘으로서 약용작물
로서 맥문동의 가치를 입증하고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소비영역을 확대하고자 맥문동
으로부터 추출 혹은 분리,정제한 물질에 대하여 혈당강하,항암,간 기능증진 및 장내
유용세균의 활성증진 등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였다.
맥문동은 체액성 면역을 촉진하며,적혈구 면역 후인 생쥐의 비장 속 용혈 반점 세

포수를 뚜렷하게 증가시키는데 그것은 약을 사용하지 않은 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혈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맥문동은 시크로호스마드에 의한 생쥐의 백혈구 하강에

대해 일정한 치료 작용을 가지고 있다.맥문동 추출물은 개의 급성 방사선 장애에 대
해서도 일정한 치료 작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맥문동 및 그 복합체 항백후합제 (황금,연교,현삼,맥문동,생지황)는 체외

에서 디프테리아독소를 (중화)하는 작용이 있다.
특히 맥문동의 주요 saponin성분인 spicatosideB는 당뇨유발 시에 손상된 췌장 β세

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우수하였다.
또 배양한 암세포에 대한 항암효과는 맥문동 saponin성분인 spicatosideA가 폐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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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암,악성흑색종양,중추신경계암 및 결장암 등의 암세포에 대한 생장억제 활성을 나
타내었다.
올리고당은 장내의 유용한 세균의 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맥문동의

올리고당 분획을 농도별로 세균배양액에 첨가하여 장내유해세균인 클로스트리듐속의
세균(Clostridium perfrigens)및 유용세균인 비피더스균(Bifidobacterium bifidum)의 발
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유용세균의 활성도는 증가시키고 유해세균의 활성은
억제하여 정장효능을 보여주었다.
강장 작용,강심 작용,거담 작용,해열 작용,이뇨,항균 작용,뼈의 통증을 가라 앉

히는 작용,보신 효과가 뛰어나다.
이외에도 더위에 지쳤을 때,기력이 없을 때,노인성 기침,차로 음용할 때는 맥문동

이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79)

79) 김태정․신재용 : 「우리 악초로 지키는 생활한방 1」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1, pp.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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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보보보양양양약약약과과과 면면면역역역

111)))음음음양양양곽곽곽(((淫淫淫羊羊羊藿藿藿)))<<<삼삼삼지지지구구구엽엽엽초초초,,,(((三三三枝枝枝九九九葉葉葉草草草)))>>>
매자나무과 음양곽속 식물 음양곽 Epimedium gradiflorum Morr,전엽음양곽 E.

sagittatum (Siet.etZucc.)Maxim,심엽음양곽 E.brevicornum Maxim.및 삼지구엽초
E.koreamum Nakai으로,그 줄기 잎을 약용으로 한다.
산지의 나무 그늘에서 자란다.뿌리줄기는 옆으로 벋고 잔뿌리가 많이 달린다.줄기

는 뭉쳐나고 높이가 30cm이며 가늘고 털이 없으며 밑 부분은 비늘 모양의 잎으로 둘
러싸인다.줄기 윗부분은 3개의 가지가 갈라지고 가지 끝마다 3개의 잎이 달리므로 삼
지구엽초라고 한다.뿌리에서 나온 잎은 뭉쳐나고 잎자루가 길다.줄기에 달린 잎은 길
이 5∼13.5cm의 달걀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며 밑 부분은 심장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털 같은 잔톱니가 있다.꽃은 5월에 피고 줄기 끝에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밑을 향해
달린다.꽃은 지름이 10∼12mm이고 노란 색을 띤 흰색이다.꽃받침조각은 8개인데,안
쪽의 4개는 크고 서로 같은 크기이며,바깥쪽의 4개는 작고 서로 크기가 다르다.꽃잎
은 4개이고 긴 꿀주머니가 있다.수술은 4개이고 암술은 1개이다.열매는 골돌이고 길
이 10∼13mm의 양끝이 뾰족한 원기둥 모양이다.

가가가...화화화학학학 성성성분분분
플라본류로서의 icariin,정유 등.

나나나...성성성미미미 귀귀귀경경경
맵고 달고 따뜻하다.신경에 들어간다.

다다다...약약약효효효
신을 보하고 장을 튼튼히 하며 풍을 쫓고 습을 없앤다.'본초강목'에서는 (정기를

북돋운다)고 했는데 '의학입문'에서는 (신허를 보하고 양을 더한다)고 했다.
한방에서는 식물체 전체를 음양곽(陰羊藿)이라는 약재로 쓰는데,최음·강장·강정·거

풍 효과가 있다.민간에서는 음위(陰謄)·신경쇠약·건망증·히스테리·발기력 부족 등에
사용한다.또한 술을 담가서 마셔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한국·중국 동북부 등지
에 분포한다.
성기능이 떨어졌을 때,혈액순환이 순조롭지 않을   때,건망증 치매가 있을 때,발기

부전이나 성욕이 떨어졌을 때에 사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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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신력 강화와 근육과 뼈를 강화시키고,혈압강하 작용과 이뇨,항이뇨 작
용을 동시에 지니며,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라라...약약약리리리 작작작용용용
부신 피질 기능 및 (양허)모형에 대한 영향으로 조선 음양곽에서 추출된 이카린은

동물 오줌 속의 17-케톤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의 증가를 촉진한다.만성 기관지염 환자
에게 쓰면 남성의 경우,요 17-케톤코르티코 스테로이드가 원래의 낮은 값에서 현저하
게 상승한다.여성의 경우에는 이 변화가 분명하지 않았다.치료 후는 둘 다 혈중의
호산이 뚜렷하게 하강했다.(P<0.001).따라서 부신 피질 기능 및 수컷 성선 기능에
대해서 자극작용을 가지고 있다.하이드로코르티손에 의해 유발된 (양허)중 모델 흰쥐
에 대해서 조양방 (음양곽,육종용,부자,육계 등 같은 양)으로 치료하면 양허군 동물
의 간,비 속에 있는 데옥시리보산의 저하를 경감시킬 수가 있다.이 처방 중에서는
음양곽의 작용이 가장 강하고 육종용80)이 그 다음이며 그 외의 것은 작용이 없었다.
조양방은 나아가서 그 간세포 코하크산 탈수소 산소 활성의 저하 및 글리코겐 함량의
증가를 경감시키는 한편으로 간세포,쿡퍼세포 및 비장 중의 임파구에 대해서 보호 작
용을 자지고 있다.
음양곽 및 그 복합제의 상기 약리 작용과 그 (정기를 더하고),(신허를 보하며 양을

도운다)는 효능은 서로 비슷하다.따라서 '본초강목'에서는 (진양이 부족한 사람은 마
땅히 이것을 쓴다)라고 했다.
항염증,항알레르기 효과로 음양곽의 메틸알코올 추출몰은 난백 알부민에 의한 흰쥐

의 관절염에 대해서 억제 작용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그것은 히스타민에 의해 일어난
토끼 모세혈관의 투과성 변화를 경감시킬 뿐 아니라 히스타민과 아세틸콜린에 의해
일어나는 모르모트의 실험성 천식도 억제한다.백혈구 및 대식세포에 대한 영향도 있
으며 음양곽은 시크로호스파미드에 의한 생쥐의 백혈구 감소에 대해서 일정한 치료
작용을 가지고 있다.그 메틸알코올 추출물은 생쥐의 염증성 침출 세포의 탐식 능력을
증강시킨다.아울러 면역계에 대한 영향에서는 면양 적혈구 면역의 생쥐에 대해서 그
비장 중의 용혈 반점 세포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킨다.정상자 및 만성 신염 환자에 대
해서는 임파구 유약화를 촉진한다.음양곽을 주로 한 제제를 써서 신허형 만성 기관지
염을 치료하면 말초에서 저항되어 있던 임파구의 세포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80) 오정석 ․ 함인혜 ․ 김형민 ․ 최호영 : “육종용류의 면역증진 효과 비교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제20권, 

제1호: pp.63-7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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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오오오가가가피피피

오가피나무과 오가피나무속 식물 가시오가피 Acanthopanaxsenticosus(Rupr.et
Maxim.)Harms(EleutherococcussenticosusMaxim)로,그 나무껍질을 약용하여 한
다 (역사적으로 자오가피 껍질은 오가피나무 껍질을 쓰기도 했다.오가피나무의 껍질
을 약으로 한 것으로는, 동속의 오가 A.gracilistylus W.W.Smith 무경오가
A.graciliflorum Seem.등 다종 식물의 나무껍질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근골을 튼튼히
하고 풍과 습을 없애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오가피 추출물을 

가지고 면역작용을 실험하여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81)

오가피는 오갈피라고도 불리며,학명이 아칸토파낙스(Acanthopanax)인데,이는 즉
(ACANTHO)라는 가시가 있는 나무이고,(PANAX)는 만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므로 '
만병을 치료하는 가시가 있는 나무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높이는 3m에 달하고
뿌리 근처에서 많이 갈라지며,작은 가지에 털과 가시가 없다.잎은 어긋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며,갈라진 조각은 3∼5개이고 넓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길
이가 2.5∼8.5cm,폭이 8∼31mm이고 양끝이 뾰족하다.잎 표면은 녹색이고 주맥에 잔
털이 있으며,뒷면은 연한 녹색이고 맥 위에 잔가시와 갈색 털이 있으며,가장자리에
뾰족한 겹톱니가 있고,잎자루는 길이가 3∼7cm이며 털은 없으나 가시가 있다.꽃은
여름에 피고 가지 끝에 산형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작은 꽃자루가 짧아 둥근 머리
모양이고 흰색 털이 있다.꽃받침조각은 달걀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며 털이 있다.꽃잎
은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고 뒤로 젖혀지며,암술대가 2개로 갈라진다.열매는 핵과이고
길이 6mm의 타원 모양이며 10월에 검은 색으로 익는다.한국 특산종으로 중부 지방
이남에 분포한다.오가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인삼,두릎과 같은 과에 속한다.
오가과에 인삼,산삼,오가피라고 보면 인삼,산삼은 음지식물이고 오가피는 양지식물
인 셈이다.

가가가...화화화학학학 성성성분분분
카로틴,라일락페놀 -베타 -글루코시드,7-하이드록신 -6,8-디메톡시크마린

-알파 -D -글루코미드,에틸 -알파 -D -갈락토시드,라일락 수지페놀 -베타
-D -글루코시드 (2종의 형식),다당 (덱스트란에 속한다),세사민,스테롤,쿠마린,
플라본 등.남오가피는 정유,비타민 A,B를 함유한다.북오가피는 강심배당체인

81) 임종순 : “오가피 추출물을 첨가한 발효김치의 금여가 생쥐의 면역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한의

학 연구소 논문집」, 제12권, 제1호: pp.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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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locin등을 함유한다.아연,규소,동,망간 등 10종류의 원소가 있다.

나나나...성성성미미미 귀귀귀경경경
맵고,쓰고 따뜻하다.신,간경에 들어간다.

다다다...약약약효효효
기운을 더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강장 작용이 있고 뼈를 튼튼히 하며 풍을 제거

하고 습을 없앤다.'신농본초경'에서는 (기를 더한다)고 하였고 '명의별록'에서는 (비
위장을 보하고 정을 더하며 근골을 튼튼히 하여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하였다.(의지
란 정신을 맑게 하고 혼백을 모으는 것이며,춥고 더운 것에 적응하고 기쁨과 노여움
을 다스리는 자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의지가 모아지면 정신을 다스린다,...오장에
사기를 받지 않는다)('영추'(본장편)),그리고 '본초재신'에서는 (신을 보하고 정을
더한다)라고 했다.

라라라...약약약리리리 작작작용용용
백혈구에 대한 영향으로 자오가피 추출물은 실험 암 동물 (흰쥐,생쥐)에 대해서 시

크로호스파미드 등의 독성을 약화시켜,저화된 백혈구를 상승시킨다.그리고 토끼의
벤젠 중독 및 생쥐의 시크로호스파미드에 의해 일어난 백혈구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개에게 내복 또는 근육 주사하면 대부분 백혈구의 수의 증가를 촉진시켰지만 원래 백
혈구 수가 높은 것은 다시 상승하지 않거나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실험에 의해 자
오가피에는 골수 조혈의 증강 기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이것은 (신을 보하고
정을 더하는)효능과 유사하다.임상에서 (허하며 파리한 안색)('명의별록')을 고치는
데 쓰이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탐식 세포에 대해서는 자오가피,자오가피 다당은 정상적인 생쥐 및 암 생쥐 비장

의 중량을 증가시키고 비내의 탐식세포 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킨다.자오가피에는 모르
모트 복강 대식세포의 탐식기능 및 생쥐의 망상내피 계통이 가진 탐식 기능에 대해서
촉진 작용을 가지고 있다.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탐식세포의 탐식기능이 증강되면 생
체의 항감염력은 필연적으로 증강된다.따라서 (춥고 따스함에 따라 적응하고),(오장
은 사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그러므로 임상상으로는 (적풍상인)('약성론')의 예방
치료로서 (저창)('신농본초경'),(창개제독)('본초재신')등 감염성 질환을 치료한다.
면역 기능에 대한 영향에서는 백신 면역을 시킨 동물에 대해서 자오가피는 그 항체
를 생산 증가시킨다.항종양 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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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체체체질질질의의의 면면면역역역력력력을을을 강강강화화화하하하는는는 한한한약약약재재재 분분분류류류

111...체체체질질질의의의 분분분류류류와와와 식식식품품품

111)))태태태양양양인인인

독무 이제마 선생은 폐대간소한 태양인에게 간장의 기운을 조절하는 약재를 처방하고
있다.일단 태양인의 폐는 크며 기가 강하고 간이 작아 기가 허하다.소변을 자주 보고
대변은 활하며 양이 많다.자주 걸리는 병은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하여 한기를 받으면
종아리가 저리고 다리에 통증을 일으켜 생긴 병으로 발열,오한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한다.또한 우리의 몸은 목구멍에 가까운 곳이 건조하면 음식물이 넘어가기가 어려워지
는데 태양인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위장의 양의 기가 너무 왕성해지므로 음식물이 식
도에 막혀 내려가지 못하고 음식물을 먹은 즉시 토하는 반위가 나타난다.그밖에 소장의
이상으로 복통,설사,이질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적합한 식품은 다래,조개,붕어,오징어,포도,모과,감앵두,사과,메밀,멥쌀 등으로
채소류는 될 수 있는 데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금기 식품으로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지방질이 많은 음식과 무우,마늘,
설탕,조기,고추 등과 같은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좋다.
식사습관중 식성이 아주 까다롭거나 아주 무심한 편인 2가지 타입이 있다.담백하고
냉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으로 자극성이 있거나 뜨거운 기름기 음식은 피한다.
태양인에게 효과적인 한약은 아래의 표 <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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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태양인 체질에 맞는 식품

종 류 특 성

노 근 목이 잠겨 말하지 못하거나 헛구역질을 일으킬 때 좋으며 오열,
번민에 효과가 있다.

포도근 진하게 달여서 조금씩 복용하면 구역,딸꾹질을 멎게 한다.

다 래 달여서 마시면 즉시 음식물을 토해내는 반위에 효과가 있다.등은
즙을 내어 위가 막히고 구역질이 날때 사용한다.

메 밀 기력을 강하게 하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한다.

순나물 반위,소화불량,신트림에 붕어와 함께 국을 끊여 먹는다

목 과 달여 마시면 구역질을 그치게 한다.

송절(소나무마디)다리에 힘이 없는 증세에 효과가 있다.

오가피 다리가 약하여 저리고 통증이 있는 증세를 다스린다.
어린 아이가 잘 걷지 못할 때에 복용해도 좋다.

방 합 반위,음식물을 토할 때에 좋다.

붕 어 반위를 치료한다.

미후도 열이 막혀서 반위증이 된데 쓴다.

합조개 주로 반위와 토식을 치료한다.

저두강 열격증을 다스린다.소화가 안 되고 목구멍이 막힌 데 쓴다.

햅조개 반위증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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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소소소양양양인인인

이제마 선생은 비대신소하여 비위의 체적과 기능이 실하고 신장의 기능이 허한 소양
인에게 장중경의 [상한론]속에서 소양인 병에 대한 경험방으로 10방문을 설정하고 중
국의 원,명대 2대 의가들의 저서 속에서 9가지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소양인이 자주 걸리는 병은 비가 한하게 되면 발열,오한이 나고 땀이 나지 않는다.
또 두통,설사를 일으키며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소양인의 병은 화와 열로 생기기 때
문에 병세가 급격히 변화하므로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또 위가 열하게 되면 갑자기
구토를 일으키거나 코피,토혈을 하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된다.체질상 소화력은
왕성하나 신장이 약한 편이므로 신장,방광에 신경 써야 한다.그밖에 당뇨병,반신마
비,만성기능장해(정력부족)등에도 걸리기 쉽다.
적합한 식품은 돼지고기,오리고기,가물치,자라,해삼,북어,전북,녹두,팥,조 ,보
리,참외,사과,토마토,딸기,미나리,가지,배추,오이,호박,우엉,감자 등으로 음을
보하는 것이 좋다.
금기해야 할 식품은 쇠고기,닭고기,땅콩,우유,꿀,엿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사습관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조급한 성격 때문에 식사 중에도 계속 얘
기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따라서 식사속도도 빠르게 되고
급히 먹게 됨에 따라 음식의 막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게 된다.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는 식이다.자연히 식성도 까다롭지 않아서 소양인증에는 미식가나
식도락가는 거의 없다.그러나 음식의 맛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대신에 대화나 음식
의 모양에 신경을 써서 누용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체질적으로 열이 많아서 더운
음식보다는 차가운 음식을 좋아해 한겨울에도 냉면 등 차가운 음식을 찾는 사람도 있
다.
소양인의 체질은 양이 많고 음이 적으므로 양의 기운을 없애고 보완하는 청량보음을
위주로 생활해야 한다.마음은 항상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성을 내지 말고 두려움,공
포 등을 떨쳐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양인 약재는 신장의 기운을 조절하는 약재로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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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소양인 체질에 맞는 식품

종 류 특 성
고 삼 음을 보하여 장풍,하혈을 치료한다.위가 약한 사람은 복용을 금한다.
여정실 풍을 없애주고 허를 보하며 신장에 이롭다.근골을 튼튼하게 해준다.
마치현 종창과 이질을 없애주며 갈증을 없애준다.
목 통 소장의 열폐를 풀고 체증을 없애준다.
생지황 습열,번로,어혈을 없애준다.
강활 방풍 풍사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
차전자 소변을 이롭게 하여 혈뇨,혈림 등을 다스리고 안적에도 효과가 있다.
형 개 표한을 없애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한다.풍창,어혈을 다스린다.
석 고 위의 화를 없애주며 두통,갈증을 없애준다.

신장의 기운을 돋우는 으뜸가는 음식이다.
숙지황 신장의 기운을 돋으며 온화하게 한다.
산수유 신장의 기운을 바르고 튼튼하게 한다.
복 령 신장의 기운을 곧고 바로 세운다.
지 모 신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안을 지키는 힘이 있게 한다.
택 사 신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게 한다.
목단피 신장의 기운이 이리저리 뒤얽혀 있는 것을 고르게 한다.
황 백 신장의 원기를 거두어 들인다.

상심 구기자 정기와 의지를 안정시킨다.
석화 동변 골수를 차고 넘치게 한다.
과루인 죽력 신장의 담을 뚫리게 한다.
황련 치자 신장의 진기를 깨우쳐 일으킨다.
활석 저령 신장의 더러운 기운을 깨끗하게 씻는다.
맥아 지골피 신장의 위기를 열어주며 음식 소화를 잘 시키고 입맛을 돋우어 준다.
경 분 신장의 오랜 병을 없앤다.
감 수 신장의 기운을 통하여 결흉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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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소양인 체질에 맞지 않는 금기식품

종 류 특 성
계 육 온몸에 홍역과 같이 붉은 반점이 돋아나는 양독이 나타난다.
부 자 발열승독이 된다.
인 삼 발열승독이 된다.
조 각 구토,구역을 일으킨다.
심 향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구갈증세를 나타낸다.

333)))태태태음음음인인인

폐소간대한 태음인에게 이제마 선생은 장중경의 [상한론]속에서 태음인 병에 대한
경험방으로 4방문을 설정하고 중국의 당,송,명대 3대 의가들의 저서 속에서 9가지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태음인 자주 걸리는 병은 위에 한을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허리,골절이 쑤시며 오한
이 나게 된다.이때에는 땀이 나지 않고 숨이 차는데 이런 증상을 가만히 두면 장질부
사가 된다.또 간에 열을 받으면 얼굴에 비단무늬 같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발진티
푸스에 걸리게 된다.그밖에 고혈압,저혈압,대장염,맹장염,변,천식,심장병,노이로
제에 걸리기 쉬우며 문둥병,두드러기 등 피부병을 자주 유발한다.
적합한 식품으로는 쇠고기,무우,버섯,콩,고구마,연근,토란,도라지,마,율무,찹
쌀,김,미역,호두,호박,자두,땅콩,복숭아,들깨,더덕,고사리,등이 좋다.
금기식품은 돼지고기,닭고기,달걀,염소고기,개고기,사과,배추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태음인의 식사습관은 체질적으로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 냄새에 민감하다.비교
적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식성이 좋아서 모양보다는 음식의 양에 치중한다. 식사중
에서도 다른 대화보다는 묵묵히 밥먹는 일에만 치중한다.식사중에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태음인이다.먹는 음식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때문에
폭음 폭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태음인은 특히,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다.
태음인은 조그마한 일에도 겁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더욱 발전하면 정충증이
되기 쉽다. 평소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항상 즐겁
고 명랑한 밝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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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음인의 약재는 주로 폐장의 기운을 조절하는 약재 처방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다.

<표 1-5>태음인 체질에 맞는 식품
종 류 특 성
갈 근 상한을 풀고 온학을 다스리면 장풍,번갈을 멎게 한다.
길 경 가슴이 막힌 것을 열어주고 인후종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대두황권 근육의 경련을 멎게 하고 무릎의 통증을 없애준다.
대 황 어혈을 없애고 장을 윤활하게 하며 적취를 제거한다.
동 아 소갈을 풀고 대소장을 윤활하게 해준다.냉한 사람 복용시 몸이

여윈다.
녹 용 신장을 보신하고 허손을 보하는 효능이 있다.붕루,대하를 다스린다.
맥문동 허열을 제거하고 청폐보심하며 번갈을 없애준다.
마 황 땀을 잘 나게 하며 신열풍한을 없애준다.
오미자 폐의 기운을 튼튼하고 바르게 한다.
사 당 폐의 기운을 굳게 하고 바로 세운다.
산 약 폐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안을 지키는 힘이 있게 한다.
우 황 폐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게 한다.
석창포 폐의 기운이 이리저리 뒤얽혀 있는 것을 고르게 한다.
황 금 폐의 원기를 거두어 들인다.
산조인 전신과 뜻을 안정시킨다.
용안육 전신과 뜻을 안정시킨다.

천문동,감국 피모를 열어준다.
상백피,행인 폐의 가래를 부드럽게 한다.
마황,관동화 폐의 사기를 푼다.
연육,의이인 폐의 기운을 열어 위기로 하여금 음식 소화를 잘하게 한다.
백과,황률 폐의 기운을 열어 위기로 하여금 음식 소화를 잘하게 한다.
웅 담 폐의 기운을 돋우는 으뜸가는 음식이다.

원지,저근백피 폐의 진기를 깨우쳐 일으킨다.
사 향 폐의 오랜 병을 없앤다.
대 황 폐의 기운을 통하게 하여 이질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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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태음인 체질에 맞지 않는 금기식품

444)))소소소음음음인인인

신대비소한 소음인에게 장중경의 [상한론]속에서 소음인 병에 대한 경험방으로 23방
문을 설정하고 중국의 송,원,명대 3대 의가들의 저서 속에서 13가지 처방과 파두약
6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또한 이제마 선생 자신의 소음인 병에 대한 약방 24가지를 새
로 정했다.소음인의 약재는 주로 비장의 기운을 조절하는 약재들이다.소음인은 신장
의 기능이 실하고 비장의 기능이 허하다.
소음인 자주 걸리는 병은 신에 열을 받으면 열이 오르고 두통이 나며 몸이 쑤신다.
또 오한이 나고 땀이 줄줄 흐르게 된다.위가 한사를 받을 때에는 배꼽아래가 얼음같
이 차고 냉기가 심하며 두통,구토 증세를 일으키며 변비가 생긴다.그밖에도 급․만
성 위장병,위하수증,위산과다증,상습적 복통 등을 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한다.적합
한 식품은 개고기,양고기,염소고기,닭고기,꿩고기,토끼고기,뱀장어,쏘가리,숭어가
있다.

<표 1-7>소음인 체질에 맞지 않는 금기식품
종 류 특 성
갈 근 딸꾹질을 일으킨다.
대 황 설사를 일으킨다.
영 사 수족궐로 손과 발이 뒤틀리는 증세가 나타난다.
이 자 딸꾹질이 난다.
일 수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설사를 일으킨다.
마 황 입안이 마르고 땀을 많이 흘리며 오한이 난다.
석 고 궐을 일으키고 설사를 유발한다.
황 백 구역질을 일으킨다.
황 련 두통을 일으킨다.

종 류 특 성
감 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지는 듯한 통증을 수반한다.
계 지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양독이 나타난다.
영 사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바짝 바짝 마르는 구갈이 생긴다.
시 호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줄줄 흘러 내린다.
황 백 소변을 보려고 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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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멥쌀,들깨,양배추,부추,파,냉이,쑥갓,당근,아욱,시금치,감자,꿀 등로 온
을 보하는 음식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금기해야 할 식품은 배추,메밀,보리,녹두,팥,고구마,밤,호두,수박,배,오이,참
외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음인의 식사습관은 성격적으로 꼼꼼한 편이라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꼭꼭 씹어 먹
는 경향이 있다.게다가 미각도 발달되어 있어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며 분

<표 1-8>소음인 체질에 맞는 식품
종 류 특 성
가 자 폐의 화를 없애주는 설사를 멎게 한다.

건강,육두구 허열을 다스리고 냉을 없애준다.
두 충 신장을 보호하고 소변입력,요슬,슬통에 효과가 있다.
유 황 피부병을 없애주고 한열,사기를 없애준다.
목 향 위를 조화시키고 체기를 사라지게 한다.
반 하 해수,구토를 다스리는 효능이 있다.
백작약 복통과 이질을 다스린다.
사 인 위를 도와 식욕을 증지시키고 통증을 없애준다.
오 약 심복창만을 다스리고 소변횟수를 조절한다.
향부자 숙식을 없애고 통증을 없애준다.
인 삼 비장의 기운을 돋우며 온화하게 한다.
백 출 비장의 기운을 튼튼하고 바르게 한다.
감 초 비장의 기운을 굳게 하고 바로 세운다.
당 귀 비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안을 지키는 힘이 있게 한다.
천 궁 비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게 한다.
관 계 비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안팎을 충족시키는 힘이 있게 한다.
진 피 비장의 기운이 이리저리 뒤얽혀 있는 것을 고르게 한다.
곽향,사인 기운과 넋을 편하게 한다.
반하,남성 비장의 담을 없앤다.
도인,행화 비장의 표시를 없앤다.
봉출,삼릉 비장의 더러운 기운을 깨끗하게 씻는다.
포부자 비장의 기운을 돋우는 으뜸가는 약이다.
목향,정향 비장과 위장의 기운을 열어주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입맛을 나게 한다.
향부자 비장과 위장의 기운을 열어주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입맛을 나게 한다.
자하거 비장의 오랜 병을 없앤다.



- 50 -

위기를 중시한다.음식에 대한 집착력과 욕심이 강하여 맛과 모양에 신경을 쓰며 반찬
의 가짓수가 많은 것을 좋아한다.또,음식을 담을 때에도 푸짐한 것보다는 정갈스럽
게 오밀조밀하고 예쁘게 차려 놓는다.
체질적으로 위장의 기능이 약하여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으며 찬 음식보다는 더운
음식을 먹는 것이 몸에 이롭다.
소음인의 체질은 탈형과 탈기(脫氣)가 되기 쉬운 체질이므로 온을 보하는 것을 위주
로 생활해야 한다.항상 명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며 다급한 일에도 당황하
지 않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다음은 소음인에게 효과적인 한약들이다.

222...체체체질질질에에에 맞맞맞는는는 차차차888222)))
<표 1-9>내 체질에 맞는 차,맞지 않는 차

체 질 맞는 약차 맞지 않는 차

태양인 솔잎차,감잎차,녹차,보리차,모과차,
미역차,다시마차,오가피차 등

인삼차,꿀차,도라지차,은행차,
영지버섯차,호두차,더덕차,땅콩차,
율무차,차조기차 등

소양인 보리차,산수유차,구기자차,녹차,
박하차,영지버섯차 등

더덕차,마차,현미차,도라지차,
생강차,인삼차,꿀차,쌍화차 등

태음인

율무차,칡차,땅콩차,도라지차,더덕
차,미역차,다시마차,오미자차,둥글
레차,맥문동차,차조기차,버섯차,매
실차,귤차,들깨차,설록차83)등

보리차,결명자차,녹차,인삼차,
꿀차,생강차 등

소음인

쑥차,현미차,차조기차,옥수수차,귤
차,대추차,미역차,인삼차,영지차,꿀
차,생강차,쌍화차,감초차,당귀차,천
궁차,두충차,계피차,음양곽차 등

보리차,율무차,결명자차,오미자차,
녹차 등

82) 김태정․신재용 : 「우리 악초로 지키는 생활한방 2」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1, p.202-205.

83) 김진돈 :「한방체질약차 110% 활용법」 서울:도서출판 한방미디어,2002,p.31.



- 51 -

자신의 체질을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약재에 이어 약차에 이르기까
지 자신의 체질과 연관하여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음용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한 좋은 예비 작업이 되 줄 것이 분명하다.굵은 표시가 된 내용들은 본 논문에 소개되
어 있는 약재들을 표시해 본 것이다.약재들이 사용되는 처방분야와 처방원리들을 아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맞는 것과 맞지 않는 이유들을 발견하
고 이해하는데 체질과 연관하여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한 건강 원리가 될 것이다.그런면
에서 본다면 위의 <표1-9>에서처럼 체질과 연관해서 음용해야 할 차들을 하나씩 자신에
게 적용시켜 볼 때 누구에게는 좋았던 약재처방이 나에게는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33...체체체질질질에에에 맞맞맞는는는 한한한약약약재재재
<표 1-10>체질과 약재

체 질 약 재

태양인 노근,포도근,다래,메밀,순나물,목과,송절(소나무마디),오가피,방합,
붕어,미후도,합조개,저두강,햅조개

소양인
고삼,여정실,마치현,목통,생지황,강활 방풍,차전자,형개,석고,
숙지황,산수유,복령,지모,택사,목단피,황백,상심 구기자,석화동변,
과루인 죽력,황련 치자,활석 저령,맥아 지골피,경분,감수

태음인
갈근,길경,대두황권,대황,동아,녹용,맥문동,마황,오미자,사당,산
약,우황,석창포,황금,산조인,용안육,천문동,감국,상백피,행인,마
황,관동화,연육,의이인,백과,황률,웅담,원지,저근백피,사향,대황

소음인
가자,건강,육두구,두충,유황,목향,반하,백작약,사인,오약
향부자,인삼,백출,감초,당귀,천궁,관계,진피,곽향,사인,반하,남
성,도인,행화,봉출,삼릉,포부자,목향,정향,향부자,자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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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한한한약약약재재재의의의 생생생리리리활활활성성성 및및및 유유유효효효성성성분분분 연연연구구구현현현황황황888444)))
<표 1-11>대표적인 한약재 연구현황

식물명 학명 또는 생약명 생리활성 추출물 및 유효성분
가시오가피 Acanthopanaxenticosus 항보체활성 다당류

참 당 귀 Angelicagigas 균주생육,
면역세포활성화

클로로포름추출물
다당류(angelan)

산 수 유 Cornusofficinalis 간기능,면역세포활성화
정자 운동성 증진

물추출물, furan유도체,
oleanolicacid

산 조 인 Ziziphusjujuba(대추) 진정작용 sanjoinine-A
오 갈 피 Acanthopanaxsessiliflorus 지방축적 저해효과 열수추출액
음 양 곽 Epimedium koreamum 항산화효과 tocopherol,flavonoid류

가 자 Terminaliachebula 항산화작용
면역세포활성화

물추출액,에테르추출물
페놀성물질

모 과 Chaenomelessinensis 항균,항돌연변이원성
면역세포활성화 페놀성물질,물추출액

복 분 자 Rubuscoreanus 면역세포활성화 물추출물
빈 랑 Arecacatechu 면역세포활성화 물추출물
소 목 Caesallpiniasappan 면역세포활성화 물추출물
지 유 Sanguisorbaoffcinalis 면역세포활성화 물추출물

555...한한한약약약재재재의의의 다다다양양양한한한 사사사용용용

<그림1-1>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관련 특허의 국적별 현황

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ISTI 기술동향분석보고서」2004,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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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한약재를 이용한 음료제품의 예

한약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상황은 <그림1-1>에서
처럼 우리나라가 단연 돋보인다.다양한 제품들의 출시는 한약재와의 친숙한 접근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천연재료의 사용과 유기농 제품들의 출시로 기존 제품들의 건강의 유
용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개발이 용이한 분야는 다류
(茶類)로써 생강,구기자,오미자,당귀,두충,가시오가피,대추,산수유 등을 비롯한 수십
여 종에 이르며,점차 다양화 되고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85)
본 논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대추,인삼,산수유,맥문동,음양곽,오가피,당귀,
황정 등도 많은 문헌과 다양한 자료 등에서 인선한 것으로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기호품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임상결
과들을 민간에 공개하고 다양한 접근 경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약효가 뛰어난 우리 주변의 흔한 풀들을 이용한 약초 활용법들이 좀 더 구체적인 과정
을 통해 홍보되고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비파,쇠뜨기,매실,마름,번행초,산나리,노

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ISTI 기술동향분석보고서」2004,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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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경이 차조기,칡,진달래,잇꽃,석산,왕고들빼기,모과,결명자,부추,냉이,쑥,미
나리,민들레,산해박,야관문,예덕나무,까마중,조릿대,비단풀,소루장이 등 생명력으로
무장한 대자연의 흔하고 이름 없는 풀들이 인간의 항상성과 생명력 활성화를 위해 준비
되어져 있다.86)87)
로즈마리,세이지,마요라나,클로버,컴프리,라벤더,라즈베리 등의 외국산 허브88)들을
국내의 토양과 기후에 맞게 토착화 시키고 아로마테라피적인 요소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풀,꽃과 나무,그리고 열매와 뿌리를 가지고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려는 이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상품의 출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인체
의 항상성을 고려해주는 생산자의 충분한 배려가 약재의 개발로 이루어져 건강을 염원
하는 우리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86) 홍원식 : 「자연과 약초에 의한 건강법」 서울:도서출판 효성,1993,pp.33-223.
87) 최진규 :「약이 되는 우리 풀,꽃,나무1」 서울:한문화,2001,pp.46-292.
88) 이인성 : 「약초의 활용과 가정한방」 서울:가림출판사,1996,pp.3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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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신농본초경에는 한약재가 365종,대관본초는 1,746종 본초강목에는 1,892종이 수록되
어 있다.이와 같이 많은 한약재 중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를 가지고
특정한 항원에 의한 항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비 특이성을 가지고 면역을 강화하
므로 예방의학적으로 응용하여 국민보건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많은 문헌고찰과 한
약재 연구결과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인삼,대조(대추),당귀,황정,음양곽,오가피,산
수유,맥문동을 가지고 음료로도 이용하여 건강을 지킬 수 가 있다.이와 같은 비 특
이성 강화는 한약재로 신체허약 증상을 정상으로 유도하며 체내에서 저항물질을 생성
해 내므로 면역기능을 강화 촉진시켜 질병예방에 기여하므로 국민건강 및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능들은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연적으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다.또한 한약재들의 효능을 밝히는 것은 약효성분이나 동물실
험,또는 임상적으로도 쉽게 구획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려움을 갖게 된다.그
러나 무진장한 약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개개의 한약재의 치료 작용을 서로 알고
있고 또한 모든 한약재의 신비한 효력은 수 천년동안 임상적으로 확인되어 왔기 때문
에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한약재가 우리 몸에 무조건적으로 좋아진다는 관념론에 빠
져서 그 효능에 대한 설명을 기피하고 때로는 효능을 현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에 궁
색했던 것도 사실이다.한마디로 왜 좋은지를 모르고 임상해왔던 것이다.
여기에서 서술한 한약재에 대한 현대과학적인 효능의 체계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본

초학에 기술되어진 효능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약효 성분과 동물을 이용한 효
능검토와 임상적인 연구 성과는 환자를 이해시키고 치료자가 치료에 확신을 갖게 함
과 동시에 응용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최근에 들어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식이요법에 관해서 특히 보약을 복용하면서 보조적으로 식이 할 수 있
는 식료품 보약으로 응용될 수 가 있다.
한약재는 단방으로서의 효능보다 환자의 체질에 맞는 복방 효과가 탁월한데 본고에

열거된 내용을 참고하면 건강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문헌고찰과 검증된 약효 분석 등을 종합하여 면역을 증진시

키는 한약재를 선별하였고,한약재의 면역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면역이론과 면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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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을 나열하므로 연구 필요성과 이해를 돕고자 했다.
결국 우리주변의 한약재들이 가진 성분의 우수성이고,그것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각종 면역강화 기능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유용한 한약재의 성분들을 가지고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의 노인인구를 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왜냐하면 선
진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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