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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의 연구현황
- 생약류의 생물활성 중심으로 -

李玉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민소득이 증 

대됨에 따라 식생활패턴도 크게 달라져 그 

동안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늘 문제가 되어 

왔던 칼로리의 부족이나 단백질 섭취 부족 

과 같은 여러 가지 부족의 문제는 어느 정 

도 해결된 수준에 이르렀다. 오히려 일부 

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 증가나 과식으 

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및 과잉영양이 문 

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료서비스와 보건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암.고혈압.당뇨병 등의 성 

인병의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뇌졸증•고혈압•심장병 등을 포함한 

순환기계통 질환과 암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율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위와 같은 만성 성 

인병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치료책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인병 

을 예방 또는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들 질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소위 “건강식품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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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되고 이러한 배경에서 생리적으로 

기능성이 입증된 기능성 식품들이 일본을 

위시하여 미국 및 국내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능성 식품의 정의 

와 주요 기능성 인자의 작용 및 그 함유식 

품들을 살펴보고 특히 한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약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능성 

연구들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 고유 

생약재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 인자의 탐색 

과 활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1. 기능성 식품의 정의

기능성 식품은 쉽게 말하여 반건강상태 

로부터 원래의 건강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반건강상 

태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뚜렷한 병으로 판정되지 않는 상태, 또는 

질병의 소인이 조금씩 눈에 띄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같은 ■상태에서는 약을 먹기에 

는 아직 이르며 무언가를 섭취함으로 반건 

강상태에서 건강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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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에 대한 일본 후생성의 정의 

를 보면 "식품의 성분이 생 체방어• 신체 리 

듬조절•질병의 예방과 회복 둥 생체조절기 

능을 발현하도록 설계 가공된 식품”으로서 

이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법적으로 "특정보건용 식품”으로서 효능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목적 지향적이고 효과가 발현되어야 하며, 

화학구조가 해명된 기능성 인자가 함유되 

어야 하고, 기능성 인자의 생체내 작용기 

작이 분자수준에서 해명되어야 하고, 경구 

섭취에 의해 효과가 있어야 하며, 유효 섭 

취량과 위험량이 안전하게 설정되고, 식품 

중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식품으로서 수 

용성이 있어야 한다.

기능성 식품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미국 

에서는 "designer foods”라는 용어가 사용 

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89년 미국국립암 

연구소(NCI)의 Herbest Pierson박사에 의 

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특별한 기능 

즉 지방감소, 질병의 예방과 치료, 특정 그 

룹의 특정 목표에 부합하는 식품, 천연의 

식용식물로부터 암을 예방하는 성분을 추 

출하여 강화시킨 식품, 질병예방, 골다공 

증, 기타질병을 예방하도록 가공 또는 유 

전자조작에 의해 변환된 식품, 특정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품으로서 수용되고 

허용될 수 있는 식물체 화학물질(phyto- 
chemicals)을 함유한 과채류 베이스의 식 

품,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여 건강 

에 유익한 식품 또는 식품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성분물질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Designer foods라는 용어 이 

외에도 engineered foods-probiotic foods- 
novel foods - foodaceuticals • nutraceu
ticals 등의 용어들이 다양한 기능성 식품 

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식품공전을 보면 건강 

지향적인 식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영 

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 특수 

영양식품에는 이유식•식이섬유가공식품 및 

조제분유가 있고 건강보조식품에는 뱀장어 

유가공식품•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 

코사헥사엔산 (DHA) 함유식 품 •로얄젤리가 

공품 •효모식품 •화분가공식품 •스쿠알렌식품 

•효소식품 •유산균식품 •클로렐라식품 •스피 

루리나식품•달맞이꽃 종자유식품,배아유가 

공식품. 대두레시틴. 옥타코사놀식 품 •알콕시 

글리세롤식품•포도씨유식품•식물추출물 발 

효식품. 단백식품. 엽록소함유식품. 버섯가공 

식품 •알로에식품. 매실추출물식품 •칼슘함유 

식품.자라가공식품 등이 포함되 어 있다6).

2. 주요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인자

일본에서 현재 기능성 식품(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허가되었거나 또는 허가를 신청 

중인 주요 기능성 인자들은 표 1과 같다 

7). 이들 기능성 식품 인자들을 작용에 따 

라 분류해 보면 벼비방지 및 정장작용 소 
재로서 식이섬유.'폴리덱스트로스•올리고당 

류•유산균과 비피더스균 등이 있고 콜레스 

테롤 저하 등 순환기계 질환 예방작용 소 

재로서는 키틴•키토산•에이코사펜타엔산 

(EPA)•도코사헥사엔산 (DHA)•알파-리놀레 

산 •레시틴 •수퍼 옥사이 드디 스뮤타제 (SOD) • 
에리스로포이에틴(EPO) 강화식품 등이 있 

으며 기타 간기능 개선 소재로서 타우린• 

콘드로이틴 강화식품이 있으며, 칼슘흡수 

촉진소재로서 카제인 포스포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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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성분 기능성분 예상작용 함유식품,원료;

오피오이드 펩타이드 

(opioid peptide) 
강화우유 및 소맥등

오피오이드 펩타이 
드

중추신경조절 

장관연동억제 ..
모유

헥산 강화빵 및 

어류등
헥산,

호흡기능조절 

순환기계개선 

성욕감퇴예방. 

피부기저세포부활 

골수세포부활 

시각장애개선 

뇌노화방지 등

해조류 및 어류

소맥배아강화식품
옥타코사놀 

(octacosanol)

항스트레스 

근육피로회복 

항종양

소맥 배아

알파-리놀렌산

(a -linolenic acid)
알파-리놀렌산

알레르기감소 

항염증

달맞이꽃 종자유 

모유

렉 틴 (rectin) 강화식 품 렉틴 임파계자극 두류

키틴, 키토산 강화식 
품 키틴•키토산

세포면역강화 

혈액응고저지
갑각류

해산클로렐라 클로렐라 고혈압방지 클로렐라.

콘드로 이 틴 (chondroi 
tin) 강화가공식품

콘드로 이틴

간지 방예 방 

콜레스테롤제어 

신질환치 료

신경통 •관절통치료

콘드로 이틴

SOD 강화식품 

(superoxide 
dismutase)

수퍼옥사이드 디스 

뮤타제

활성산소장애예방 

지질과산화억제
SOD

EPA 강화식품 

(eicosapentaenoic 
acid)

에이코사펜타엔산
콜레스테롤억제 

혈소판응집억제
어류

DHA 강화식품 

(docosahexaenoic 
acid)

도코사헥사엔산
뇌기능개 선 

순환기계기능개선
어유

EPO 강화식품 

(erythropoietin)
에리스로포이에틴

콜레스테롤억제 

혈소판응집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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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기능성 식품 또는 기능성 인자

김네마 실베스타 

(gymneme 
sylvestre)

김네마 실베스타 당뇨병 예방 김네마 실베스타

식이섬유 식이섬유
변비 방지

콜레스테롤저하
채소, 해조

폴리덱스트로스 

(polydextrose)
폴리텍스트로스

변비 방지

콜레스테롤저하
포도당

타우린 (taurin) 타우린 간기 능개 선 소담즙 어패류

레시틴(lecithin) 레시틴 콜레스테롤저하 대두 및 난황

유산균 비피더스균 유산균 비피더스균
정장작용 

면역향상
요구르트

CPP(casein 
phophopeptide)

카제인포스포 펩타 

이드
칼슘홉수촉진 우유

옥타코사놀 

(octacosanol)
옥타코사놀

체력 증강 

운동기능향상

쌀배아 

소맥 배아

파라티 노스 

(paratinos)
파라티노스 충치 예방 설탕

이드(CPP), 진통 및 신경안정 소재로서 오 

피오이드 펩타이드(OPP), 충치예방을 위한 

파라티노스, 당분흡수를 억제하는 김네마 

산 등이 있다.

3. 생약재의 기능성 검색 

연구동향

생약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원시시 

대부터 부상과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 

되어 왔다. 생약재는 본래 야생상태에서 

채취되어 이용되어 왔으나 요즘에는 농가 

에서 재배하는 생약식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바 그 종류는 국내에서만도 40여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 

께 일반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과 동시에 한방 의료보험이 실시되 

면서 생약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 

었고, 특히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국산 생약재에 대한 선호도가 증 

가되었으며 재배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이 

들 생약재의 생산량과 생산액은 증가추세 

에 있으며 생약생산을 위한 생약식물의 재 

배기술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약재는 현재까지 단순 건조하여 

한약재로 이용되는 것 이외에는 가공방법 

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현대적 수요경향에 

맞는 기호성과 영양.약리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음료 등 가공식품의 개발은 시급 

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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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수산부는 우리 나라 500여 생 

약재중에서 비교적 많이 재배되거나 생산 

되는 것으로서 농민소득에 영향이 큰 품목 

인 강활•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 만삼• 맥문 

동•목단. 방풍. 백지 ,사삼• 산수유• 산약• 시호 

. 의이인.오미자.작약.지황. 지모 천궁. 택사 

• 패모• 하수오• 향부자• 반하• 황기 • 황금• 결명 

자 등 28종의 생약재를 주요 재배 생약식 

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재배 약용 

식물을 중심으로 검색된 기능성들은 항균 

활성•항산화작용•돌연변이 억제작용•항암 

활성•체내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간기능 

활성에 대한 연구•보체계활성화작용•효소 

활성의 저해물질에 대한 연구•아질산염소 

거작용 등이다（표 2 참조）. 그 예로서, 강 

활의 항균작용과 항산화작용, 길경의 항균 

작용과 혈청• 간장•분변의 지질함량에 미치 

는 영향, 결명자의 아질산염소거작용, 구기 

자의 항균작용과 간장장애 및 당뇨에 미치 

는 영향, 당귀의 항균작용, 목단의 항균작

용 및 항산화작용, 산수유의 면역세포 활 

성화에 미치는 영향, 오미자의 항산화 및 

항균활성과 당뇨에 미치는 영향, 독성과 

알콜대사에 미치는 영향, 혈청성분에 미치 

는 영향, 패모의 항산화효과, 향부자의 항 

균작용, 황금의 항암작용, 황기의 항산화효 

과 등이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한방과 민 

간에서 약리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102종의 생약을 대상으로 1기종의 생물활 

성이 검색되어 135편의 논문에 보고되어 

있다. 이것은 생약류를 이용한 기능성 식 

품의 개발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와 달리 활성분획을 

식품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인지 

추출물 수준의 활성 확인의 연구에서 더 

진전된 결과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지며 기능성 식품의 과학적인 근거 제 

시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서도 

유효성분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식물명 생물활성 유효성분（시험분획）

가시오갈피 

가자

갈참나무

감잎

감초

강활

항보체 활성

Thiamine 분해능 

항산화작용 

면역세포 활성화 

항균작용 

소화효소활성 저해 • 항균작용 

돌연변이원성 항돌연변이원성 

암성장억제 • 항돌연변이효과 

균증식억제효과 

균주생 육 • Aflatoxin 생 성 

과산화지 질 • 지 방산분포에 

미치는 영향

다당류

물추출액

에테르추출물 •페놀성물질 

물추출물

추출물의 분획별 

페놀성물질 

페놀성물질 

헥산분획

75% 에탄올추출물 

CHC13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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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랙 . [

금은화

길경

꾸지뽕나무잎

결명자 

계피 

구기자

녹각

녹나물 

느릅 

단삼 

닭의장풀 

당귀 

대복피 

대황 
匸5 
〒甘，

두릅나무껍질 

리기다 

마황 

메꽃 

며느리배꼽 

모과，

목단 

목단피

목향 

미연

세互성장억제작용 . I
항균작용 

항균작용 

혈청•간장•분변의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

항균활성

항염증활성

아질산염소거작용 

항보체활성 

항균작용

간장장애 및 당뇨에 미치는 영 

간손상 억제 및 재생효과

항암작용

항균 작용

항균효과

혈당강하효과

균주생육, Aflatoxin생성 

항보체활성 및 작용양식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돌연변이 억제작용 

항돌연변이효과 

당뇨개선효과

항균작용

면역세포 활성화에.미치는 영향. 

혈당강하효과

혈당강하효과

소화효소활성 저해, 항균작용, 

돌연변이원성 • 항돌연변이원성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균주생 육 - Aflatoxin 생 성

.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방부효과
[ 항암작용 .

수침 액기스 

물. 에탄올추출물 

물•에탄올추출물 . 

Saponin

EtOAc 분획 

EtOAc, BuOH분획 

MeOHex/瓦 OAc 가용부 

다당류 

물, 에탄올추출물 

메탄올추출물 

물, 80%메탄올, 

에테르추출물 

물, 유기용매추출물 

추출물의 분획별 

물. 에탄올. 헥산추출물 

분말

CHC13 추출물 

다당류 

물주출물 

가열 즙 

생즙 

메탄올추출물 

추출물의 분획별 

물추출물 

분말 

분말 

페놀성물질 

페놀성물질 ' 

물주출물 

CHC13 추출물 

물•에탄올추출물

一 gallic acid - 
epigallocatechin 
epigallocatichin gallate 
물, 유기 용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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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항균작용 , 항산화작용 추출물의 분획별

방기 균증식억제효과 75% 에탄올추출물

백두옹 균주생 육 • Aflatoxin 생 성 CHC13 추출물

백작약 균주생 육 - Aflatoxin 생 성 CHC13 추출물

백출 균주생 육 - Aflatoxin 생 성 CHC13 추출물

복분자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물추출물

봉출 균주 생 육 - Aflatoxin 생 성 CHC13 추출물

부자 항보체 활성 다당류

붉나무 항산화효과 순차용매추출물

항산화효과 에탄올추출물

비파엽 항산화효과 올솔 레 산

빈량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물추출물

산사 항산화작용 에테르추출물

항산화작용 페놀성물질

산수유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물추출물

산쑥 항산화효과 물. 에테르추출물

산채 근 방부효과

산초 장운동성 물추출물

소리쟁이 돌연변이억제작용 가열즙

소목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물추출물

소엽 방부효과

솔잎 항산화작용 furanone
송화분 혈청•간장의 지방•콜레스테롤

저하효과 탈지 송화분

쇠비름 항산화효과 순차용매분획

쑥씨 미생물 생육 정유성분

알로에 항궤양작용 분말

알팔파 혈청 콜레스테롤농도 saponin
어성초 항산화효과 순차용매분획

항돌연변이효과 생즙

연교 항균작용 물. 에탄올추출물

오갈피 지방축적저해효과 열수추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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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대사, 항산화활성 부위별 물추출물

Alloxan유도 당뇨에 미치는 효 열매 물추출물

CC14독성에 미치는 효과 열매 물추출물

알콜대사에 미치는 효과 열매 물추출물

항균작용 물，에탄올 주출물

혈청성분에 미치는 영향 메탄올 추출물

오배자 방부효과

용담초 방부 효과

울금 항보체 활성 다당류

원추리 돌연변이 억제작용 가열즙

유백피 항세 균작용 메탄올추출물

율무쌀 성장 분말

은행 혈소판응집억제효과 지용성 성분

은행잎 혈소판응집억제효과 지용성 성분

항보체 활성 다당류

음양곽 항산화효과 tocopherol, flavonoid류
익모초 간장장애•고혈당에 미치는 영향 녹즙

위액분비기능에 미치는 영향 녹즙

인동 항보체 활성 다당류

자근 간기능개선효과 수침 액

자초 항균 작용 물. 에탄올추출물

잔대 돌연변이 억제작용 가열즙

장뇌 방부효과

정향
1

급만성위염•위손상에 대한 효과 

방부효과

메탄올 추출물

면역세포 활성화. 뚤추출물

조각자 항보체 활성 다당류

지 유 면역세포 활성화 물추출물

진달래화분 간Aniline Hydroxylase 활성증가 물, 부탄올분획

간독성회복효과 화분

진달래화분립 간기능장애 예방 및 치료효과

진황정 백혈구감소성 methylfructose polymer

질경이 항균작용 추출물의 분획별

항산화효과 용매별추출물

참나물 돌연변이억제효과 효소갈변반응생성물

참마 혈당강하효과 ....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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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나무 항염증, 진통효과 

항염증, 진통효과

quercetin 
메탄올추출물

천마 국소적 관상순환기능에 

미치는 영향

물, 50% 에탄올추출물

초피 항돌연변이 , 암세포증식 억 제효과 과피 메탄올추출물

측백 열매 혈장콜레스테롤, 혈당 과피의 물추출물

치자 항균작용 물. 에탄올추출물

칡뿌리 소화효소활성 저해, 항균작용 페놀성물 칠

돌연변이원성 , 항돌연변이원성 페놀성물질

돌연변이 억제작용 crude saponin
항산화효과 메탄올추출물

컴프리 항돌연변이효과 생즙•가열즙

케일 호르몬.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녹즙

택란엽 항산화효과 용매별추출물

토란대 Thiamin 분해능 물추출 액

토룡분 성장 •혈액성분 시판제품

토사자 간기능장애개선효과 메탄올추출물

패모 항산화효과 순차용매분획

포공영 항산화효과 용매별추출물

해동피 간기능장애회복효과 메탄올추출물

향부자 균주생 육 - Aflatoxin 생 성 CHC13 추출물

화살나무 항보체 활성 다당류

환심 덩굴 항균성 , 항산화성 용매분획 별

황금 항암작용 물 •유기용매 추출물

황기 항산화효과 용매별추출물

황백 방부효과

항균작용 물•에탄올추출물

항암작용 물 •유기용매추출물

4. 생약재를 이용한 음료의 

유통현황

국내 생약재를 이용한 식품 특히 음료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표 3）, 강원도 태백농협에서 생

산 유통하고 있는 고원-D, 늘푸른-D 등 8 
개회사 10여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 

으며 이들 음료류는 특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고조, 재배기술의 향상 그리고 국산 

생약재의 선호도 증가 등으로 이들 유사제 

품의 생산 및 유통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농협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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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들이 생산 유통하고 있는 음료업계 

에서는 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고 유사제 

품이 범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품질개선 

과 유통조직의 현대화로 이를 극복하는 것 

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음료는 갈증 

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품화가 이루어졌지 

만 최근에는 건강지향 및 기능성을 추구한 

다양한 제품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따라서 생약재를 이용한 음료

Hyungok J Kor Med 2 : 13~2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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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에 있어서 건강을 생각하고 기능성 

을 추구한다면 앞으로 생약음료의 시장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어 : 기능성 식품, 생리활성, 생약재

제품명 제조원 주성분 부성분

고원-D 태백농협 당귀추출액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늘푸른-D 태백농협 천궁추출액

글루타민산. 고과당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구기자 비봉농협 구기자추출액

글루타민산 •고과당 

계피. 건강. 대추,

액상차

구기 영차 （주） 운무원식품 구기자엑기스

고과당 •구연산 

영지엑기스 •오미자엑기스,

당귀 영차 （주）운무원식품 당귀 엑기스

대추엑기스. 벌꿀

대추엑기스•영지엑기스,

영비천에이 일양약품（주） 영지 추출액

벌꿀 •고과당

벌꿀. 사과과즙 •정제수 •고과당

영비 천골드 일양약품 （주） 영지추출액 가시 오카피 추출액 • 사과과즙,

오미 영차 （주）운무원식 품 오미자엑기스

벌꿀. 액상과당. 에탄올. 정제수 

구기자엑기스. 대추엑기스 •

운지 천 광동제약 운지 추출물

벌꿀. 고과당

가시오가피 추출물 • 로얄젤리 •

사천칡 즙 사천 Co. 칡

벌꿀. 액상과당. 솔비톨.

모과과즙

과당•설탕•정제수 •꿀

산에산에칡수 한일종합식품 칡즙 설탕•정제수

홈대 추 미원음료（주） 대추추출 액 액상과당 •설탕

흠영지 미원음료（주） 영지 추출액 액상과당. 설탕 •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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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research of designer foods 
-Biofuntions of herbal medicines -

Ock-sook, Yi*

*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alifornia 95616, U.S.A.

Modem medicine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caused by many intractable, 
chronic and aging related diseases hence more people have come to recognize the 
role of foods for the promotion of good health as well as prevention from illness. 
Further more, controlled diet are proven to be used as effective cures for certain 
diseases.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functional factors and mechanisms of 
designer(funtional) foods are reviewed. Especially, the biofuntional activities of herbal 
medicines which also can be treated as designer foods are intensively noted in this 
paper.

Key Words : Designer foods, Biofuntion, Herbal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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