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언

복분자 딸기(R ubus coreanus Miq)는 장미과

(Rosaceae)에 속하는 낙엽 활엽성 관목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분포는 우리나라 제주도 및 남부지방·

중부지방과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의 해발 50∼

1,000m 지역 산기슭 양지에 자생한다. 줄기는 자줏

빛이 도는 붉은색이고, 백분(白粉)으로 덮여 있으며,

구자(鉤刺)가 있고, 잎은 호생(互生)하고 우상복엽(羽

狀複葉)이며, 소엽(小葉)은 3∼7개이고, 난형 또는 타

원형이며, 예두(銳頭)이고 넓은 예저(銳底) 또는 원

저이며, 길이 3∼7㎝로서 불규칙하고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면모(綿毛)로 덮여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뒷

면 맥(脈)위에만 약간 남으며, 엽병(葉炳)에 가시가

있다.

5∼6월에 꽃이 피고 꽃은 연한 홍색이며, 산방화

서( 房花序)는 가지 끝에 달리고 털이 있으며, 꽃

받침잎은 털이 있고 난상 피침형이며, 꽃잎은 꽃받

침보다 짧고 도란형으로 연한 홍색이며, 자방(子房)

은 털이 있다.

7∼8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핵과(核果)는 둥글고

붉은색으로 익지만 나중에는 흑색으로 된다. 잎 뒷면

에 털이 전혀 없는 것을 청복분자딸기 (for . concolor

Nakai)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R ubus coreanus

Miq종만을 약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창지역의 야산계곡에 자생하고

있고 현재는 고창 선운사 인근 아산면 일대의 산비

탈 및 휴경지에 100여 농가 약 4만5천평에서 재배

생산되어(년간 40,000 kg) kg당 6,000∼10,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수확비용 이외의 생산비는 적게 들

어 고소득 작목으로 이 지역 농가 소득에 지대한 공

헌을 하고 있다. 또한 복분자 재배 농민이 주체가

되어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전라북도와 고창군의 적

극적인 지원하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원산지로 알려진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R.parvifolius

L., R. crataeg ifolius , R. chinchi, R. ideaus L.

등의 20여종의 R ubus속 식물의 미성숙 과실을 증기

로 쪄서 햇볕에 말린것- 복분자로 정의하여 강장제

등 약용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은 1873년(명치 6년)에 소도 당시의 북해도

개척자가 미국에서 raspberry 14품종을 도입 동경관

원에서 묘목을 육종하여 보급한 이래 현재 R ubus

속 식물이 70여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キイチゴ ミジ

イチゴ, エゾクマイチゴ エビガリチゴ バライチゴ의

과실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산 복분자는 R. coreanus

MiQ(トクリイチゴ 토쿠리이찌고)라 분류하고 있으

며, 일본 농림수산성 북해도 농업시험장에서 유망한

품종으로 인정되어 재배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에서도 Rubus속 식물의 열매를 Raspberry

류로 통칭하며 이 속에 속하는 식물은 400여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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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되지만 red raspberry, purple raspberry, black

raspberry류로 대별한다.

우리나라의 복분자와 가장 근연한 품종은 purple

raspberry로서 red raspberry와 black raspberry

의 교잡종이며 red raspberry는 줄기가 직립성이

이지만 흑색 및 자색은 줄기 끝에서 수직으로 내려

가 아치형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raspberry

류에 대한 그 효능성분이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모으

고 있다.

재배 적지는 복분자류는 이상과 같이 그 품종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R ubus속(나무딸기류)에 속하고

있으므로 기후 조건 등 약간의 제약이 있어서 일반적

으로 熟期는 고온이 적합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냉량

한 한지 또는 고랭지에 적합하다. Red raspberry는

내냉성이 강하고, purple raspberry, black raspberry

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복분자관련 고문헌 조사

2.1 생장특성

국내·외 고문헌 및 연구문헌에 나타난 복분자의

분류학적 체계에 따른 품종명과 생장 특성을 조사하

여 요약한 결과는 <표 1∼3>과 같으며 복분자와 성

분이 유사하여 용도 및 효능이 유사한 근연식물은

표4와 같다.

2.2. 한방활용에 관한 조사

한의약서에 의한 활용예와 처방예를 요약하면 <표 2>

와 같다.

<표 1> 복분자의 생장특성

학 명 R ubus coreanus Mique

국 가 명

한국:복분자딸기 중국 : 覆盆子 Fupenzi

일본: キイチゴ ミジイチ, エゾクマイチゴ エビガリチゴ バライチゴ

fuku- bon- shi Fu- pen- zi

속 명 교맥포자(蕎麥抛子), 마루(馬瘻), 삽전비(澁田批), 삽전포(澁田葡), 조사매(鳥沙梅)

자 생 지
일본·중국 및 우리나라 제주도 및 남부지방·중부지방의 해발 50∼1,000m 지역

산기슭 양지에 자생한다.

생장특성

높이- 낙엽관목으로 높이가 3미터에 달한다.

줄기- 끝이 휘어져 땅에 닿으면 뿌리가 내리고 자주빛이 도는 백색분으로 덮여 있음

잎- 어긋나며 홀수깃 모양의 겹잎으로써 작은잎은 5∼7개로 불규칙하고 예리한 톱니가

있으나 솜털로 덮여있어 점차 없어지지만 잎자루에는 가시가 있다.

꽃- 산방화는 가지 끝에 달리며 털이 있고 5∼6월에 꽃이 피며 꽃받침잎은 털이 있고

꽃받침잎은 털이 있고 卵狀披針形이며 꽃잎은 꽃받침보다 짧고 卵形으로서 연한

홍색이다.

열매- 자방은 털이 있으며 둥글고 7∼8월 적색으로 익지만 나중에는 흑색으로 된다.

출처번호 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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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분자의 한방활용 현황

한 방 효 능 해 설
처방
번호

출처번호

補肝 明目 縮尿明眼
腎臟强化

피로로 인한 간 손상을 보하며 눈을 밝게 함, 오줌량을 늘
이며 폐의 虛汗증을 낫게 함, 혈액을 맑게 함

6 1∼9

胎生 不姙
子宮發育不振
小兒遺尿小兒夜尿

여성의 자궁발육부진 자궁내 질환으로 인한 불임증, 요통, 소
아의 야뇨, 유뇨

3 1∼4

遺精 助陽 陰萎 夢泄
澁精

양기, 신기 부족으로 인한 유정 정액부족, 발기부전, 성기능을
높이고, 속을 덮게 하며 기운을 세게함

5 2,3,6

滋養 强壯 神經衰弱
氣管支

기운을 돕고 몸을 가볍게 하며 식욕을 돋움,
천식, 폐의 허한 것을 막아줌

2
3,4,5,
9∼11

皮膚病 活血 止血 입안이 헌데, 종기 부스럼 1 2,3,5

養毛 머리를 나게 하고, 희게 세는 것을 막아줌 4
2,3,
4,9

淸 止渴 갈증을 풀어주고 열을 내려줌 2
1∼5,
8,9

<표 3> 한방 및 경험방에 의한 사용방법

처방
번호

가공형태 가 공 방 법 출처번호

1 탕제 (외용) 생잎을 달여 식힌 다음 약간의 몰약을 섞어 1일 2∼3회 입가심 1

2 탕제 (음용) 복분자나 덩굴딸기의 뿌리 10 g을 달여 하루에 다 복용 2

3 탕제 (음용) 뽕잎 15장과 복분자 4 g, 차전자 4 g을 함께 달여 장복 3

4 탕제 (외용)
열매 100 g에 물 1ℓ 넣고 잘 달여서 그 물로 잠자기 전에 머리를
감거나 즙을 짜서 두피에 바름

4

5 散劑 丸劑
복분자 100, 산수유 80, 황백 50, 연근 60, 산약 100 g을 가루내
어 꿀을 넣어 둥근 알약을 만들어 한번에 5∼6 g씩 하루 3번 복용

5

6 술
복분자 200, 파극천, 육종용 각각 100, 술 1,000 ml 넣고 잘게 썰
어 술에 20∼30일 담가서 하루 2∼3번 한번에 5∼10 ml씩 식후에
복용

7
복분자차
복분자청

복분자를 깨끗하게 씻어 꿀이나 설탕과 같이 용기에 10일 정도 재워
서 밀봉하였다가 복분자청을 찻잔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음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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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복분자 근연(유사)식물

학 명 R ubus buergeri Miquel(겨울딸기)

속 명 한매(寒 ), 지매(地 )

재 배 지 일본·대만·중국 및 우리나라 제주도의 해발 700m이하 수림

활용부위 열매

용 도 지사, 음위, 강장, 청량음료재, 밀원자원

학 명 R ubus corchorif olius L. Fil(수리딸기)

속 명 현구자(懸鉤子), 속명 : 산매(山 ), 매(木 ), 수매(樹 ), 연구자(沿鉤子)

재 배 지
일본·중국 및 우리나라 제주도 및 남부지방,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해발 50∼900 m
지역의 산기숡 양지

활용부위 열매

용 도 명안, 지사, 음위, 공업용, 밀원용, 청량음료재

학 명 R ubus phoenicolasius Maximowicz(가시딸기)

속 명 붉은가시딸기

재 배 지 일본 및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심산지역 산기슭

활용부위 열매

약 용 지사제, 강장, 양모, 밀원용, 약용

학 명 R ubus idaeus Linne var . m icrophy llus Turczaninow (멍덕딸기)

속 명 리백현구자(裏白懸鉤子)

재 배 지
아무르·서백리아 및 우리나라 남부지방·중부지방·북부지방의 해발 500∼1,500m
지역 산야지, 특히 화전적지에 많이 자생

활용부위 열매

용 도 태생, 지사, 음위, 강장, 양모, 밀원용, 약용

출처번호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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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연구 내용

3.1 복분자의 일반성분

복분자 숙과에 대한 성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3.2 미숙과실의 성분

한방에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숙과에 대

한 성분연구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성숙정도에 따

라서 유기산 및 탄닌 성분이 줄어들고 기타 당성분

은 증가하였다.

<표 5> 복분자 숙과의 일반성분

분 류 성 분 명 및 함 량 (100 g/ %)

색 소 카로틴, 염화시아닌배당체, 벤즈알데히드

유 기 산

Isocitric acid, astragalin, isoquercitrin, citronenemalic acid, tartaric acid,
isocitric acid, astragalin, isoquercitric, citronene, citric acid, 레몬산(2.2%),
사과산, 포도주산, 살리실산, 카프론산, 개미산

탄수화물 포도당(43%), 과당(8%), 서당(6.5%), 펙틴

비 타 민
비타민 A 392 I.U, 비타민 B1 0.05 mg, 비타민 B2 0.04 mg, 니아신 0.4 mg,
비타민 C 29 mg

무 기 질 회분 0,5 g, 칼슘 4 mg, 인 32 mg, 철 0.9 mg, 나트륨 2 mg, 칼륨 170 mg,

지 방 산 씨- 기름(11.6%), 피토스테린(0.7%)

출처번호 19, 20, 21

<표 6> 복분자 미숙과의 성분

연 구 내 용 출처번호

과실이 성숙함에 따라서 유기산 농도, 폴리페놀 탄닌의 함량이 감소하고 당농도, 비타민 C 농

도와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의 농도는 증가
19, 20,
21, 23

80% 함수 아세톤으로 추출하여 얻은 엑스로부터 가수분해성 탄닌으로서 1종의 gallotannin과

3종의 ellagitannin을 분리하였다. 이를 물리화학적 성상과 각종 기기분석 소견 및 문헌과

의 비교를 통해 gallic acid, 2,3- (S)-HHDP-D- glucopyranose, sanguiin H-4, sanguiin

H- 6로 확인 동정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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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분자의 T erpenoids 성분 연구현황

복분자의 주 효능성분인 terpenniods류에 대한

연구분야는 <표 7>과 같다.

3.4 향기성분 연구현황

복분자의 향기성분에 대한 연구분야는 <표 8>과 같다.

3.5 생과의 유통연구 현황

복분자의 유통 현황에 대한 연구분야는 <표 9>와 같다.

<표 7> 복분자의 주효능 성분 분석

연 구 내 용 출처번호

열매에서는 ellagic acid, β- sitosterol와 diterpene 배당체를 분리하였다
19∼22,
24, 25

복분자 딸기잎을 추출 및 분리하여 화학적 실험을 한 결과, 6종의 화합물을 분리하였고 이
화학적 및 분광학적 실험결과로부터 그 6종의 성분은 Kaempferol, quercetin, quercetin
- 3- O- β- D- 글루루로니드의 나트륨염과 탄산나트륨염, 엘라긴산, Sanguiin H- 5 로 동정하
였다

26, 29

<표 8> 복분자의 향기성분

연 구 요 약 출처번호

Restronasla aroma simulator (RAS)와 gas chromatography olfactometry (GCO)를
이용하여 향 성분을 분석하였다. 신선한 raspberry의 특징적인 향 성분은 β- damascenone,
diacetyl, sotolon, 1- hexen- 3- one, 1- nonen- 3- one, 1- octen- 3- one, (Z)- 3- hexenal
등인데 열을 가하면 ketone이 증가하며 대체적인 향 성분이 증가하는 반면 크림을 첨가하면
향 성분의 감소를 볼 수 있다.

49, 61

GC- sniffing techmique을 이용하여 분석한 주요성분은 ethanol(54.1%), linalool
(23.7%), α- terpineol(5.1%)등이었다. Linalool, nerol, geraniol등의 성분이 단맛과 장
미향으로 판단되었다.

60

Raspberry를 비롯한 과일, 향신료, 종자류 등 96가지 sample에 대해 anol, propylene,
glycol, glycerin, triacetin, diethylene ether, 1,3- butylene glycol 등 6가지 carrier
solvent로 GC 분석하였다. 결과 ethanol은 68 종류, propylene glycol 31 종류, glycerin
18 종류, triacetin 12 종류의 향 성분을 분석하였다

44, 51

<표 9> 복분자 생과의 유통방법

연 구 요 약 출처번호

Ionizing radiation처리 및 이를 열처리, 냉장, CA 포장 등과 병행하여 저장성을 조사하였
다. Strawberry의 유통과정중 저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1, 44

Heritage raspberry(R ubus ideaus L.)을 저밀도 polystylene에 포장하여 0, 10, 20℃
에서 저장하면서 실험하였다. 호흡률, ethanol 생성, 향성분 등에 기초하여 raspberry는
0℃에서는 산소농도 4 kPa, 10℃에서는 6 kPa, 20℃에서는 8 kPa 이상에서 보관하는 것
이 좋다. 20℃에서 steady- state의 이산화탄소 농도 3∼17 kPa는 산소흡수 또는 ethanol
생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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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근 효능 연구 현황

<표 10> 복분자의 효능에 관한 주요 연구내용

연 구 내 용 출처번호

오미자, 구기자, 사상자, 토사자 및 복분자 수침 Ext를 투여한 결과는 복분자 수침 Ext만이 인
삼 total saponin 분획물에서와 같은 뇌의 Norepinephrine과 Dopamine의 증가경향을 나타
내었을 뿐, 나머지 생약들은 control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9

시험관내에서 HBs항원과 결합능이 있고 HBV DNA억제하는 생약제인 가자, 지유, 복분자,
그리고 대황을 duck hepatitis Bvirus(DHBV) 감염 오리에 투여하여 감염후 2주와 4주후
의 혈청중 DHBV DNA와 DHBV DNA polymerase 활성도를 조사하였다. 가자를 투여한
오리에서는 4주후에 DHBV DNA polymerase 활성도가 생약 투여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
아졌으며, 지유를 투여한 오리에서는 투여전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분자
와 대황을 투여한 군에서는 DHBV와 DNA polymerase 활성이 다같이 유의한 저하를 보여
주었다. 기간중에 모든 오리에서 혈청중 transaminase 활성과 간장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18

한국에서 시판하는 생약제 151 종의 증류수 추출액을 사용하여 시험관 내에서 HBs 항원과
의 결합능과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dml DNA polymerase 억제능을 시험하고 그중
자유, 대황, 복분자, 그리고 가자의 4 종류에서 특히 HBs 항원과의 특이적 결합능력과 DNA
polymerase 억제효과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HBV DNA polymerase를 억제하는 9종
은 백서의 갈락토사민 유발 간염에 대한 효과와 대식세포의 종양괴사인자 유리에 미치는 효
과도 시험하였다.

14

식품의 효소적 갈변을 일으키며 생체 내에서는 melanin 생합성을 촉매하는 효소인 tyrosinase
의 저해제를 천연물로부터 탐색하기 위하여 mushroom tyrosinase와 L-3,4-dihydroxyphenyl
alanine을 이용한 효소반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소류, 과실류 및 약용식물류 등의 식용
129종 및 수용성 화합물 15종의 tyrosinase 활성저해능을 측정하였다. 엽경채류의 경우 무
순 > 레드치커리 > 냉이 > 쪽파 > 브로콜리 > 꽃양배추의 순으로 50% 이상의 높은 저해능을
보였으며 근채류, 및 다류에서는 무, 마늘, 팽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녹차, 홍차가
50% 이상의 저해능을 보였다. 과채류의 경우 홍고추 > 모과 순으로 높은 효소저해 효과를
보여 50% 이상의 저해능을 나타내었으나 과실류는 전반적으로 저해능이 낮은 편이었다. 약용
식물류에서는 오매 > 계피 > 복분자 > 상백피 > 측백엽 > 갈근 > 작약 > 산사자의 순으로 50%
이상의 효소활성 저해능을 보였으며, 초본류의 경우 올스파이스, 정향, 계피, 겨자가 50%
이상의 저해능을 보였다. 한편, 분석한 몇가지 수용성 화합물에 있어서는 4-hexylresorcinol,
L- cysteine, glutathione, sodium bisulfite, kojic acid가 강력한 tyrosinase활성 저해효
과를 나타냈다.

16

최근 수행된 연구 중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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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식품제조 분야

1) 주요 연구내용

<표 11>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제품의 연구내용

주 요 연 구 내 용 출처번호

Rapberry를 pulp fermentation, depectinized juice, pasteurized depectinized juice 세가

지 방법으로 wine을 제조하여 anthocynine 및 색을 조사하였다. 가장 불안정한 anthocyanine

인 cyanidin-3- glucoside는 발효 중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으며 depectinized, pasteurized

wine은 저장 후에도 색상이 안정하게 유지되었다.

43

뉴질랜드산 raspberry로 제조한 wine 중 fermenting flash pasteurized pectinized

juice extract를 monomericanthocyanin 함량이 높은 것이 저장 후 가장 갈변이 적었고

polymer에 의한 색상 변화는 없었다. 이는 SO2와 HT ST 과정 중 산화 효소가 불활성화된

것이다.

47

Rapsberry 주스의 냉장 중에 일어난 혼탁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물리화학적 실험 결과 저

온과 낮은 pH 환경에서 분자량이 큰 단백성 물질과 glucose 또는 mannose polysaccharidies와

의 침전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또한 raspberry의 펙틴분해에 의한 limit -

substrate, A sp erg illus nig er가 분비한 물질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48, 62

Raspberry 다당류를 분석하면 arabinans, arabinogalactans type II, rhamnogalacturonans

등이다. 이 중 arabinan류는 arabinases 처리에 의해 감소시킬 수 있으나 나머지는 일반적

인 pectin enzyme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 그 밖에 세포벽 다당류가 있는데 주로 고분자의

β- glucan로 이 β- glucan이나 펙틴류를 제거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53, 57

Californian raspberry liqueur의 저장중 암적색의 혼탁의 원인이 되는 것은 ellagic acid

이다. 이를 Fourier Transform IR Spectroscopy와 UV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ellagic acid는 원래 raspberry의 구성성분으로 농축물 kg당 10 mg 이상 검출되었다.

55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제품에 관한 연구내용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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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분자 관련 주요 제품조사

<표 12> 복분자 관련 가공제품

제품명 나라 판매원 특징

Raspberry candy 미국 Golden Farm 무설탕, 무염, 후미가 없는 캔디

Herbal blend 미국 Nutri- net Raspberry등 허브의 복합 정제

Pastry충전용 raspberry 미국 Baker pastry 제조용

무카페인 raspberry 차 미국 Bigelow 천연 및 인공향 함유

Raspberry향 차 미국
Celestial
Seansoning

신선한 raspberry향이 함유된 무카페인
차

음료용 믹스 미국 Crystal Light

Gell- O 미국 Gell- O 무설탕 raspberry gelatin

Gell- O gelatin mix 미국 Gell- O 무지방 raspberry gelatin mix

캔디 프랑스 La Vosgienne raspberry향 함유 캔디

Drops 프랑스 La Vosgienne raspberry향 함유 drops

비스켓 벨기에 LU Le Pim raspberry 함유 비스켓

시럽 미국 Vermont Inc 향이 우수한 raspberry 시럽

소스 미국 Mott raspberry와 사과를 이용한 소스

Cereal bar 미국 Nutri- Grain
저지방의 밀, 귀리와 raspberry를 이용한
cereal bar

Cran- raspberry refill 미국 Ocean Spray raspberry와 cranberry 농축액

Cran- raspberry juice 미국 Ocean Spray Light style의 음료

Cran- raspberry juice 미국 Ocean Spray 음료

All fruit raspberry 미국 Polaner 병조림

All fruit seedless
raspberry

미국 Polaner 씨를 뺀 raspberry 병조림

Red raspberry
Preserve

미국 Smucker Red raspberry 쨈

Black raspberry
spread

프랑스
St. Dalfour
Deluxe

Black raspberry 스프레드

Red raspberry spread 프랑스
St. Dalfour
Deluxe

Red raspberry 스프레드

Orange raspberry
juice

미국
Tropicana
Twister

오렌지와 raspberey 함유 음료

Raspberry preserve 영국
Wilken & Sons
Ltd

Raspberry 쨈

Raspberry sedless
preserve

영국
Wilken & Sons
Ltd

씨를 뺀 raspberry 쨈

국내·외에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