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진쑥의 생장특성

인진쑥관련국내·외연구동향

기 술 정 보 팀

학 명 A rtem isia cap illaris T H U N B ., A . cap illaris var. arbuscula MI Q

국
가
명

한 국 사철쑥(인진쑥, 애탕쑥, 더위지기), 漢名: 茵陳蒿

일 본
かわらよもぎ
茵蔯蒿: A rtem is iae cap illaris Flos

중 국 全草: A rtemis iae cap illaris Herba

속 명
<神農 本草經>

茵陳蒿, 茵陳, 因陳蒿- 사철쑥 및 同屬 近綠植物의 어린 줄기와 잎

서 식 지 물가 모래땅, 산야 저지대

분 포 전국 각지에 야생하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 만주, 대만, 필리핀에 분포

약 효
퇴황달(退黃疸), 청열이습(淸熱利濕), 해열, 이담(利膽), 소염이뇨, 전염성 간염 A에
효과가 있다

특 성 성질은 약간 차고(微寒) 맛은 쓰고 매우며(苦辛) 독이 없다

생장특성

다년초
높이: 30∼100 cm
줄기: 밑부분은 목질이 발달하여 나무처럼 되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잎: 꽃이 피지 않는 가지 윗부분의 잎은 葉柄이 길며 원줄기를 둘러싸고 길이 1.5∼

3.8 cm로서 2회 羽狀으로 갈라지며 裂片은 실같이 가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잎이
작아지며 엽병은 길이 2∼6.5 cm

꽃: 8∼9월에 피고 길이 1.2∼1.5 mm, 나비 1∼1.2 mm로서 피기 전에는 밑으로
처지며 원줄기 끝에 큰 원추화서(圓錐花序)에 달리며 花梗은 길이 1∼2 mm이다.
총포(總苞)는 둥글고 털이 없으며 包는 3∼4줄로 배열되고 외편은 난형 鈍頭로서
뒷면에 능선이 있으며 내편도 타원형 圓頭로서 능선이 있다. 암꽃은 6∼12개이고
兩性花는 2∼7개이다

열매: 수과(瘦果)는 길이 0.8 mm

특 집 식용식물 자원의 이용(Ⅱ)



식품기술 제13권 제3호 (2000. 9) 33

2. 인진쑥 유사식물(근연식물)

학 명 개똥쑥(A rtem is ia annua LI N N E )

속 명
全草: 黃化蒿, 臭蒿, 菁蒿(Artemisiae Ching- Hao Herba)
果實: 黃化蒿子

분 포 제주도, 서울 근교, 경기, 평북, 함북에 야생하며, 중국, 일본, 대만에 분포

약 효
청열(淸熱), 말라리아에 의한 뇌성마비, 양혈(凉血), 조열(潮熱), 도한(盜汗), 해열제로
결핵의 열, 만성 간헐열, 산욕열, 황달, 신경성 열병, 지혈, 변혈(便血), 봉독(蜂毒)에
외용함

학 명 쑥(A rtem is ia princeps var. orientalis )

속 명
艾, 艾蒿
애엽(艾葉)- 잎을 말린것

분 포 전국 각지에 야생하며, 지리적으로 일본, 만주에 분포

약 효 뜸쑥의 제조원료, 통경(通經), 지혈(止血), 지통(止通), 수렴성 지혈, 부인대하, 복통, 건위

학 명
황해쑥(A rtem is ia argy i LE V L et VA N T )
A rtem isia p rinceps var. orientalis (PA M P A N .) HA R A

속 명 艾葉, 醫草, 灸草, 黃草, 甛艾, 艾

분 포 초지, 황야에 나며 중부지방에 분포

약 효
抗菌작용, 溫經, 止血, 안태(安胎)의 효능, 복부의 冷症에 의한 통증, 설사전근(瀉泄轉筋),
만성하리(慢成下痢), 토혈(吐血), 월경불순, 대하(帶下), 태동불안, 옹양(癰瘍: 큰 부스럼),
개선(疥癬)

학 명 개사철쑥(A rtem isia ap iacea HA N C E )

속 명
全草: 菁蒿, 蒿, 草蒿, 方
뿌리: 菁蒿根
果實: 菁蒿子

분 포 제주, 충남, 강원, 경기, 황해도에 야생하며, 일본, 중국, 만주에 분포

약 효 淸熱, 서병(暑病), 황달

성 분
꽃: 정유, 7-hydroxy-8-methoxycoumarin, artemisiaketone, α-ponene, daphnetin
뿌리: 7- isopentenyloxy- 8- methoxycou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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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더위지기(A rtem isia iwayomogi KI T A M U R A )

속 명 茵蔯蒿: 말린 莖葉

분 포
표고 100∼1,800m, 수평적으로 전북(덕유산), 경기, 경북, 충북, 강원, 황해, 평남, 평북,
함남에 야생하며, 지리적으로 일본, 사할린, 알타이 지방, 시베리아, 다후리아, 몽고, 만주에
분포

성 분 경엽(莖葉): esculetin- 6- methylether, esculetin- 7- methylether

3. 인진쑥의 한방활용

3.1 동의보감에 나타난 인진쑥의 이용

한방효능 해 설
처방

번호

茵蔯五 散 황달로 온몸이 누렇게 되고 소변이 벌건 것을 치료한다 1

茵蔯三物湯 황달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2

酒煮茵蔯湯 주달(酒疸)에 쓰인다 3

遇 仙 丹 蟲積을 치료한다 4

澹 五淋散
몸푼 뒤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임병(五淋), 즉 고림, 석림, 냉림, 열림 등을 치

료한다
5

通 散
서습(暑濕)으로 설사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수분과 찌꺼기를 잘 갈라지게 하

고 번열(煩熱)을 없앤다
6

當歸 痛湯 습열로 생긴 각기로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7

茵蔯蒿湯 태음병으로 황달(黃疸)이 온 것을 치료한다 8

陶氏茵蔯湯 황달 때 열이 성하여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9

茵 蔯 散 습열로 생긴 황달을 치료한다 10

鍼 砂 丸 곡달, 주달과 습열로 생긴 황달 등을 치료한다 11

蔯 湯

黃 散
황한을 치료한다 12

茵蔯茯笭湯 음황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번조하면서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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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의보감에 의한 병증에 따른 처방

처방
번호

처 방 전 歷代醫方

1 인진 40g, 오령산(五 散) 20g을 가루내어 한번에 8g씩 미음에 타서 먹는다 입 문

2 인진 12g, 치자·황련 8g을 각각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입 문

3 40g을 청주에 달여서 먹는다 의 감

4

견우자(절반은 생것으로 절반을 볶아서 가루를 낸다) 160g, 삼릉·봉출·인진·
빈랑(생것) 각각 20g을 가루내어 섞어 160g, 밀가루 40g, 조협(조각) 20g을
물에 불렸다가 주물러서 짜낸 즙으로 쑨 풀에 반죽하여 벽오동씨만하게 알약을
만들어 한번에 12g씩 새벽에 찻물로 먹는다. 병이 경(淺)하면 한번만 먹어도 효
과가 있으나, 심하면 두 번 이상 먹되 반드시 궂은 것(惡物)이 다 나올때까지
써야 한다

의 감

5
치자인 6g, 적복령·적작약 각각 4g, 목통·활석·감초 각각 3.2g, 죽엽·인진
2g을 각각 썩어서 1첩으로 하여 빈속에 물에 달여 먹는다

영 류

6
택사, 백출, 저령, 적복령, 목통, 인진, 구맥, 차전자 각각 4g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등심초 1묶음, 맥문동 10알을 넣고 물에 달여 먹는다

득 효

7

강활·인진(술여 출여 볶은 것)·황금(술에 축여 볶은 것)·감초(볶은 것) 4g,
지모·택사·적복령·저령·백출·방기 각각 2.4g, 인삼·고삼·승마·갈근·당
귀·창출 1.6g을 각각 1첩으로 하여 물 2잔에 잠깐 동안 담가 두었다가 절반이
되게 달여서 아침 빈속과 잠잘 무렵에 각각 한번씩 먹는다

보 감

8

인진호 40g, 대황 20g, 치자 8g을 각각 썰어서, 먼저 인진을 물 3잔에 넣고
절반이 되게 달인 후 여기에 2가지 약을 넣고 다시 절반이 되게 달인다. 그리고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하여 하루 두 번 먹는다. 그러면 오줌이 잘 나오며
그 색이 벌겋다. 그리고 배가 점차 꺼지면서 황달이 오줌으로 빠진다

중 경

9
인진 8g, 대황·치자·후박·지실·황금·감초 각각 4g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생강 2쪽, 등심 1웅큼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데는
오령산(五 散)을 섞어서 쓴다

입 문

10
인진·치자·적복령·저령·택사·창출·지실·황련·후박·활석 각각 4g을 썰
어서 1첩으로 하여 등심 1웅큼과 함께 물에 달여 먹는다

회 춘

11

침사 300g, 향부자·창출 각각 160g, 신국·인진·맥아 각각 80g, 백작약·당
귀·생지황·천궁·청피 각각 60g, 삼릉·봉출·진피 각각 40g, 치자·강황·
승마·건칠 각각 20g을 가루내어 식초에 쑨 풀로 반죽하여 벽오동씨만하게 알
약을 만들어 한번에 60∼70알씩 생강을 달인 물로 먹는다

정 전

12
석고 8g, 황기, 적작약·인진·맥문동·약전국 각각 4g, 감초 2g을 각각 썰어
서 1첩으로 하여 생강 5쪽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입 문
단 심

13
인진 12g을 1첩으로 하고 여기에 백복령·저령·활석·당귀·관계 각각 4g씩을
넣어서 물에 달여 먹는다

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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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진쑥의 성분

4.1 일반성분의 종류 및 함량

분 류 성 분 명 및 함 량

부

위

별

생줄기
수분 45.8, 단백질 1.5, 지질 0.8, 탄수화물 50.7, 회분 1.2 (단위 %)
무기질(칼슘 107.4 mg 나트륨 3.5 mg, 칼륨 424.7 mg, 인 51.2 mg, 철분 1.3 mg)

생뿌리
수분 59.5, 단백질 1.6, 지질 1.5, 탄수화물 32.5, 회분 4.8 (단위 %)
무기질(칼슘 82.8 mg, 나트륨 20.8 mg, 칼륨 344.2 mg, 인 82.1 mg, 철분 42.6 mg)

건조잎
수분 12.2, 단백질 18.1, 지질 7.7, 탄수화물 52.8, 회분 9.2 (단위 %)
무기질(칼슘 322.2 mg, 나트륨 14.6 mg, 칼륨 3238.3 mg, 인 1114.9 mg, 철분 24.5 mg)

가

공

제

품

별

생 즙
수분 97, 단백질 0.5, 지질 0.2, 탄수화물 1.8, 회분 0.5 (단위 %)
무기질(칼슘 33.6 mg, 나트륨 1.6 mg, 칼륨 205 mg, 인 34.3 mg, 철분 0.4 mg)

엿

인진쑥을 물에 삶은후 농축하여 만든 인진쑥엿
수분 10.7, 지질 5.0, 단백질 10, 탄수화물 60.8, 회분 13.5 (단위 %)
무기질(칼슘 263.6 mg, 나트륨 36.2 mg, 칼륨 12203.3 mg, 인 1146.7 mg,
철분 110.8 mg)

환
수분 4.4, 단백질 10.0, 지질 1.2, 탄수화물 72.4, 회분 12.0 (단위 %)
무기질(칼슘 292.3 mg%, 나트륨 25.0 mg%, 칼륨 11745.8 mg% 인 935.4 mg%,
철분 78.9 mg%)

지 방 유
Stearic acid, palmit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arachidic acid,
montanic acid

비 타 민
생체 100g 중에 총 비타민 A 7,940 IU, 베타카로틴 4,100 μg, 비타민 B1 0.44 mg,
비타민 B2 0.06 mg, 나이아신 4.5 mg, 비타민 C 20 mg

출처번호 LA000404

4.2 유용성분의 종류별 특성

분 류 종 류 및 효 능

생리활성

물 질
정유

capillarin, capillin, capillone, capillene, cineol, β- pinene, dimethylescritin
등으로 全草 0.27%, 果穗 1% 함유

유효성분

eucaripton, artemisiaketone, scoparone(개화기 全草: 1.98%), scopoletin(幼苗),
p- hydroxyacetophenone, esculetin- 6,7- dimethylether (개화기 잎: 2%),
chlorogeinc acid, caffeic acid, arcapillin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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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종류 및 효능

利膽 작용

Esculetin-6,7- dimethylether, capillarisin, chlorogeinc acid, scopoletin, scoparone
(6,7- dimethoxycoumarin), capillarisin, p- hydroxyacetophenone, caffeic acid,
arcapillin

혈압 강하 Scoparone(6,7- dimethoxycoumarin)

止喘, 利尿작용 정유성분인 β- pinene, capillen, dimethylescritin, chlorogenic acid

최담 작용 Capillarisin, 6,7- dimethylescuretin (cholerectic activity)

피 부 의

광 감 작

촉진작용

인진쑥의 주요 생리활성물질은 hydroxycoumarin류에 속하며 aesculetin, scopoletin,
umbelliferone, daphnetin 등이 있으며 그중 capillarin은 isocoumarin 골격을 가짐

Coumarin 중에는 피부의 광감작 촉진작용(skin photosensitization), 발아 억제작

용, 혈관 확장작용, 살충작용, 항혈액 응고작용, 항균작용, 항착상 작용, 약물대사 효

소 억제작용, 간보호작용 등이 있는 화합물이 있어 의약품 개발에 좋은 대상 화합물임

생체방어

리듬조절

소염, 해열, 이뇨, 구충, 발한, 진통, 두부백선, 변비, 풍습, 안질, 학질, 피로, 원기회복,
식욕부진, 건위, 수족찬데, 피부가려움, 월경불순, 불임, 냉대하, 정혈, 타박상, 창질,
세안, 두통, 눈을 밝게하는 등의 효능이 있음

황달, 요독증, 급성열병, 담낭염, 담석증, 입안이 허는 증세, 장염,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널리 사용해 왔으며 특히 급만성 간염, 간경화증을 비롯한 간기능 개선작용을

비롯하여 돌연변이 억제작용, 항염증작용, 항균작용, 항산화작용을 나타냄

출처번호 4

4.3 유용물질의 성분별 분석

분 류 특 성 및 효 능 출처번호

돌연변이

억 제

쑥(A 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사철쑥(A rtemisia cap illaris),

황해쑥(A rtemisia argyl), 덤불쑥(A rtemisia rubripes), 구와쑥(A rtemisia

laciniata) 등 5종의 A rtemis ia속 식물에 대해 AFB1을 이용한 항돌연

변이 효과를 검색한 결과, 덤불쑥의 MeOH 추출물이 1.25 mg/plate에서

79%, 2.5 mg/plate에서 91%의 강한 활성이 관찰되었고 나머지 Artemisia

속 식물들의 저해효과도 인정되었음

쑥의 분획물중 n-BuOH 분획물이 비교적 강한 항돌연변이 효과가 나타났으

며, 활성성분 연구를 위해 EtOAc 분획물에서 분리한 4,5- dicaffeoylquinic

acid는 1.0 mg/ plate에서 75%의 돌연변이 억제활성이 관찰되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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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능 개선

인진쑥 순(bud)의 추출물은 antihepatotoxic activity를 갖으며

flavonoids와 coumarin (6,7- dimethylesculetin) 성분에 기함

사철쑥 다당체 추출물을 정제하여 얻은 2종의 다당체 분획(ACP- UMF,

ACP- ULF)) 중 ACP- UMF 분획 결과 중성당 71.9%, uronic acid

27.6%, 분자량 약 17,000D, 당조성 arabinose 10.05, xylose 1.67,

mannose 5.45, galactose 39.06, glucose 15.43%였으며, ACP-

ULF 분획은 중성당 54.6%, uronic acid 45.4%, 분자량 약 5,500D, 당

조성 arabinose 11.60, xylose 11.15, mannose 6.37, galactose

32.47, glucose 18.35% 이였음

사염화탄소로 독성을 입힌 간세포에 대한 정제된 각 다당체의 회복효과를 알

아본 결과, 사염화탄소로 독성을 입게 되면 GPT가 배양액 중으로 유출되면

서 그 값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데 ACP-UMF는 1, 10, 100 μM의 농

도에서 GPT 수치를 감소시켜 정상상태의 28.9, 31.3, 62.8% 수준까지

회복 효과를 나타냈으며, ACP-ULF도 각 농도에서 GPT 수치를 감소시켜

정상상태의 23.9, 31.3, 62.8% 수준까지 간세포 회복 효과율을 나타냈고

사염화탄소는 간의 약물대사 효소인 cytochrome P- 450 dependent

mixed function oxidase에 의해 ·CC13과 CC100·의 매우 강한 반

응성을 가진 자유기들로 변화하는데 이들이 세포의 지질 및 단백질에 결

합함으로써 지질 과산화를 초래하며, 간에서 합성되는 triglyceride의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지방간을 일으키는데 이에 지질 과산화의 지표인 MDA 생

산량을 측정함으로 알아본 결과, ACP- UMF를 작용시키면 100μM에서

정상상태의 23.8%, ACP- ULF는 10 μM과 100 μM에서 각각 정상상

태의 34.3, 38.1% 수준까지 회복시켜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를 나타냈음

4, 6

항 산 화

효 과

인진쑥 추출물을 Sprague- Dawley계 rat에게 4주간 급여 사육하고

brain homogenate와 반응시켜 MDA를 측정하여 항산화활성을 검색한

결과, rat의 간장 cytosol 중의 GST와 glutathione의 농도를 증가시키

고 MDA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간장에서 생성되는 유해활성 산소에 의한

damage로부터 생체보호 효과를 나타냄

인진쑥에서 분리한 신규한 flavone 성분(5,2' ,4' - trihydroxy- 6,7,5' -

trimethoxyflavone)은 choleretic action(催膽작용)을 갖음

3, 7, 8



식품기술 제13권 제3호 (2000. 9) 39

4.4 유용물질의 산업적 이용

4.4.1 기능성식품 분야

분 류 이 용 분 야

숙취해소

여러 영양성분과 활성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며

체내 독성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어 간을 깨끗이 하고 간의 해독기능을 도와 지방

대사를 원활히 하여 피로회복, 체력개선에 효과적임

변비해소

쑥에 함유된 양질의 섬유소와 탄닌의 흡수작용을 통해 대장의 수분대사조절, 묽은 변을

해소시켜 주며, 장의 연동운동과 점액분비를 원활히 하여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하여주

며, 또한 배의 냉증을 몰아내어 몸을 따뜻하게 하므로 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통해 규칙

적인 배변의 촉진효과를 가짐

비만방지

살이 찌면 어혈(혈액순환이 나빠 오래된 피가 고여있는 상태)이 생기고 살이 찌는 악순

환이 반복되는데, 인진쑥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가 있어 체중감소에 도움이 되며,
피를 맑게 하고, 혈액에 남아 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혈압 조절, 어혈 해소, 지방 대

사를 정상적으로 도우며 지방분해, 특히 여성의 비만에 효과적임

충치억제 사람 및 동물의 충치균인 S trep tococcus mutans 생육 억제작용

피 부 병

완 화
인진쑥과 고삼(苦蔘)을 같이 쓰면 두드러기 등에 효과적임

출처번호 7

4.4.2 화장품 분야

분 류 이 용 분 야

노화방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인진쑥은 비타민 A1 , B1 , B2 , C 그리고 칼슘 철분 등이 많으며

비타민 A는 쑥에서 그 모체인 카로틴 성분으로 존재하여 노화의 원인인 과산화지질

농도를 억제함

사철쑥 다당체 추출물은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를 가짐

여러 flavonoids (scoporetin, scoparone)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의 방지

에 효과적임

미백작용 다당체 추출물은 미백효과가 있음

피부미용 피부로부터 흡수하는 클로로필의 작용으로 혈액을 맑게 해주고 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

게 하며 내장을 따뜻하게 하여 몸 기능의 정상화 작용을 하며 원활한 수분대사로 피부

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함

출처번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