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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oriental therapeutic menu(Yak-sun) through the recognition 
and necessity of oriental medicine diet in stroke patients admitted to K Oriental Medical Hospital. From May 
to July 2007, the 73 stroke patients were surveyed for the recognition and necessity of oriental therapeutic 
menu. The oriental therapeutic menu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literature of oriental medicine books and 
research papers. The developed two week cycle of menus were then reviewed by the experts and specialists. 
The sensory evaluation and nutritional analysis of the menu were followed. The stroke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did not know about the oriental medical diet, however, 61.6% of the patients had 
interest. Most of the patients expected the efficacy of oriental therapeutic diets. Total of forty three medical 
herbs and ten herb-combined prescriptions were used in the menu. The daily average calorie of developed 
menu was 2,031 ± 57.6 kcal and the most of nutrients met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KDRIs). 
The caloric ratios of carbohydrates, protein, and lipid were 61.3%, 18.7%, 20.0%, respectively. The average 
values of cholesterol(194 ± 57.5 mg/day), sodium(3,078 ± 678.5 mg/day), calcium(1,099 ± 140.1 mg/day), and 
dietary fiber(33 ± 7.0 g/day) were met Korean dietary guide line for stroke patients. Oriental therapeutic diet 
might be unfamiliar to the hospital patients even though they had interest in and favorable thought about it. 
Implements of oriental therapeutic diet to the hospital patients might be useful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in th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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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건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1). 과거와는 달리 의
료서비스의 일환으로써 병원급식 및 치료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병원급식은 환자
에게 적합한 양을 공급하여 치료효과를 증진시키
고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주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3). 따라서 병원에서의 환
자급식은 치료의 한 부분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4). 이와 같은 급식의 중요성과 의료서비
스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환자위주의 새로운 치료
식 개발은 병원급식 분야에서 담당하여야 할 시급
한 과제이다(3).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병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50세 이상에
서 사망 원인 1위는 뇌졸중으로 보고되었으며 세계
적으로 인구 1,000명당 1명의 발생률로 매년 뇌졸중
에 의해 4,50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5). 미국
에서는 매년 300억불 이상을 뇌졸중 치료 경비로 
지출하고 있어 뇌졸중은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6). 

1998년에 실시한 ‘양방과 한방에 대한 인식 조사’
에 의하면 중풍 환자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한방병원(63.9%)이었으며 환자가 한방 치료에서 실
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1.0%로 나
타났다(7). 2004년 연구에서도 진료기관에 따른 뇌졸
중 입원환자 현황을 살펴 본 결과 한방병원(52.9%)
이 양방병원(47.1%)보다 많아 중풍 환자에서 한의학
적 치료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한의학에서 중풍(中風)이란 현대의학의 뇌졸중
(stroke)에 해당하며 뇌혈관의 손상과 관련하여 뇌기
능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뇌혈관장애를 총칭한다
(9,10). 이는 발병 후 장기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질
환으로 재활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 또

한 늘고 있다(11). 한의학은 자연원리에 순응하고 체
질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추구
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의학이다(12).

한의학에 근본을 두고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의식동원(醫食同源)’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 
하여 의약품과 식품의 근원을 동일하게 보아왔다
(13). 동양 의학의 사상과 이론은 식품이 가지고 있
는 특성과 약재의 기능적 특성을 조화시켜 음식의 
맛을 내면서 동시에 질병을 예방하고, 체질을 개선
하는 치료식을 강조하 다(14,15). 따라서 음식으로 
병을 치유한다는 개념으로 약선(藥膳)을 개발하여 
전통적인 식이치료로 질병 예방 및 치료는 물론 보
건양생, 노화방지, 장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게 적용하 다(16).

약선에서는 식품을 차거나 시원(寒凉)한 식품 혹
은 따뜻하거나 뜨거운(溫熱) 식품, 즉 한(寒), 량(凉), 
온(溫), 열(熱) 4가지(四氣)로 분류하고, 쓴맛(苦), 단
맛(甘), 매운맛(辛), 짠맛(鹹), 신맛(酸) 등 5가지 기본 
맛(五味)으로 구분하여 식품의 성질과 기능을 중요
시해 왔다(15,16). 음식은 약물보다 기(氣)의 편향이 
적어서 인체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으나 식습관
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보
다 인체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식단과 건강식품 및 음식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이론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를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적용하기 위
한 전문가들의 검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뇌졸중은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
렷한 양관리 방법 및 식이치료법이 확립되어 있
지 않다. 또한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
하면 한방병원 전체 입원환자 중 1위(14,926명)가 중
풍 후유증으로 약 40% 가량이 중풍 관련 입원환자
로 나타났다(11,17). 이와 같이 뇌졸중 환자들이 한
방치료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한방식이치료에 대
한 연구는 전무하며 현재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식
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뉴도 그 적용에 대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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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치료식 인지도
와 요구도를 조사하고 현대 양학과 한방 양학
을 접목한 약선 치료식단을 개발하고자 하 다. 

1) 대상자
서울 소재 K 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

단받은 환자 중 활력징후(vital sign)가 안정적이고  
7일 이상 기존의 병원 급식을 섭취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 다. 연구기간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로 총 73명이 설문에 응답하 다.

2) 설문조사
식단 및 치료식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위하여 선

행연구(18)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
정하여 한방 약선 치료식의 인지도와 요구도를 조
사하 다. 설문내용에는 약선에 대한 인지경로, 약
선에 대한 관심정도, 약선 개발의 필요성과 그 이유, 
약선 치료식의 선택의향 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
되었다. 

 

1) 한방 약선에 관한 문헌고찰 및 분석
한의학 문헌(19-32)과 연구논문(33-55)을 통하여 

뇌졸중 치료에 이용된 식 · 약재를 검색하여 식품공
전(56)에 식품으로 등재된 재료를 확인하 다. 또한 
약선 서적(57-59)을 통하여 뇌졸중과 관련된 식이처
방 및 조리법을 조사하 다. 뇌졸중 식이처방에 사
용된 식 · 약재의 성분 및 효능을 고찰하고 이를 근

거로 한방 뇌졸중 치료식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분
석하 다. 

2)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 개발의 원칙
한방 치료식단 개발은 문헌고찰(15,19-32,57-62)과 

식품공전(56)을 통하여 식재료로써 사용이 가능한 
재료만을 치료식단에 포함시켰다. 즉, 방풍, 행인, 
반하, 석고는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배제하 으
며 매괴화, 속단, 고본, 화마인, 귤홍, 연교, 황백, 지
모, 용뇌, 양각은 식품공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식단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으
로 분류되어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상심자(오디), 
홍화도 식단에서 제외하 다.

선별과정을 통하여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약리
작용이 있는 식품 및 식단으로 쓸 수 있는 식약재
를 이용하여 2주의 식단(각 끼니별 메뉴 32가지)과 
단일메뉴(일품요리) 10가지를 개발하 다. 조리법은 
단체급식으로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 으며, 메뉴에
는 음식명, 식재료명, 조리방법, 1인 분량 등을 명시
하 다. 식단은 계절의 향을 고려하여 각 계절에 
맞는 식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 으며, 일일 
식단의 열량은 기본적으로 2,000kcal로 구성하여 환
자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고혈압
과 고지혈증을 동반질환으로 가지는 환자를 고려하
여 기본적으로 소금(salt)과 콜레스테롤 함량 등을 
한국인 고지혈증 치료지침(63)에 맞게 작성하 다 
(표 1). 또한, 한국인 양섭취기준(64)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열량 및 양소가 공급되도록 하

다. 식단은 뇌졸중을 포함한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의 질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당뇨식품교
환표를 기준으로 작성하 다. 고지방 어육류군은 피
하고 기름기가 적은 육류부위(홍두깨, 사태, 대접포)
를 선택하 으며 닭 껍질 등 눈에 보이는 지방은 
모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3) 전문가의 자문 및 실험조리
개발 원칙에 의해 완성된 한방 치료식단은 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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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일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의 식품군별 단위 수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유제품군 과일군

단위수 10 5 7.5 4 2 2

조식  3 2 2.5 1.3 1 0

중식  3.5 1 2.5 1.3 0 1

석식  3.5 2 2.5 1.3 1 1

고려사항 :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 60-65 : 15-20 : 15-20
           Na < 4,000mg/day, Cholesterol < 200mg/day

야( 양학, 한의학, 조리학)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되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양학
적으로나 한의학적으로 상호보완작용이 있을 수 있
으며 두 가지 이상의 식품을 함께 섭취하 을 경우, 
상반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
가 이를 분석, 검토하 다. 

자문 내용으로는 모든 식단의 음식명, 재료명, 1인 
분량, 식약재량, 조리방법, 제공방법 등이 포함되었
고 일별, 주별 분류로 전체적인 조화도 고려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모든 식단의 양소 분석 
결과도 검증되었다. 

전문가에 의해 수정, 보완된 식단의 조리는 총  
35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험 조리는 메뉴분석, 효
율적인 조리방법 등 조리과정을 확립한 후에 이루
어졌으며, 6명의 전문조리사가 실시하 다. 다양한 
조리방법을 이용하 고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인 점
을 감안하여 맛과 색 등을 고려하 으며, 부드럽고 
소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조리방법을 채택하 다. 

실험 조리를 통하여 문제점 파악 및 1인 분량 등
을 재확인 하 고 실험 조리 후 맛, 외관 등을 평가
하 으며 메뉴별, 식단별 사진 촬 을 통하여 메뉴
의 조화도 고려하 다.

4) 관능검사 결과의 적용
개발된 치료식단의 조리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

다. 관능요원은 대학원생과 연구원, 병원에 내원한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본 실험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관능검사에 응하도록 하 다. 외관
(appearance), 1인 분량(portion size), 색(color), 맛(taste), 

조직감(texture), 향(flavor), 전반적인 식단의 기호도
(overall preference) 등 7개의 항목을 5점 평점법(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으로 조사하 다.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견
을 수용하여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의 조리법을 수
정, 보완하 다. 또한 식재료 조정 및 조리법을 달
리하여 다른 느낌으로 메뉴를 수정하고 겹치는 식
감을 조정하 다. 식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리순서나 
불필요하고 복잡한 조리법을 수정하여 단체급식에 
적합하게 하 다. 또한 식약재의 진한 향이나 맛은 
약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
하여 수정하 다. 수정한 메뉴를 다시 조리하여 관
능검사를 재실시 하 다.

5)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의 양소 분석
개발된 식단에 함유된 양소를 CAN Pro version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
양학회, 2006)을 이용하여 열량 양소,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질, 콜레스테롤 등의 함량을 분석
하 다. 직접 섭취하는 인삼, 녹차, 구기자, 산약 등
의 양소 함량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끓여서 추
출한 식약재의 양소 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1) 뇌졸중 환자에서 한방 치료식의 인지도
서울 소재 K 대학교 한방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식의 인지도와 요구
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약선에 대하
여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4.0%가 ‘전혀 모른다’ 26.0%가 ‘잘 모른다’로 응답
하여 약선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선에 대한 설명 후 약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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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방 치료식(약선)의 인지도 및 요구도
N=73

인지정도 N(%)
전혀 모르고 있음
잘 모르고 있음

54(74.0)
19(26.0)

한방 치료식에 대한 관심정도 N(%)
없음
보통임
높음

11(15.1)
17(23.3)
45(61.6)

한방치료식 개발의 필요성 N(%)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9 (12.3)
9 (12.3)
55(75.4)

한방 치료식 필요성의 이유 N(%)(N=55)
질병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임

양상태가 호전될 것임
맛이 좋을 것임

23(41.8)
19(34.6)
12(21.8)
 1( 1.8)

한방 치료식 선택의 의향 N(%)
없음
보통
있음

10(13.7)
10(13.7)
53(72.6)

대한 관심정도는 총 73명 중 45명(61.6%)이 ‘관심이 
높다’라고 응답하 으며, 질병 치료에 약선 치료식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에 대
한 설문에는 78.1%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고 응답하 다. 약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
상자의 7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그 이유
로는 질병예방 및 치료에 도움(41.8%), 건강 증진
(34.6%), 양상태 호전(21.8%), 맛(1.8%)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약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한약 
냄새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5건, ‘한약으로 치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2건 있었다. 약
선을 병원 치료식에 적용할 경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질병예방 및 치
료(54.8%), 양적인 면(21.9%), 조리방법(16.4%), 맛
이나 모양(5.5%), 저장성과 위생성(1.4%) 순으로 답
하 다. 또한 약선 치료식이 개발되었을 경우, 선택

표 3.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에 사용된 식·약재 분류
식 · 약재

식품원재료 주원료 부원료
구기자, 갈근, 감초, 
소엽, 산약, 당귀, 
계지, 둥굴레, 박하, 
수삼, 결명자, 

지버섯, 녹차, 
녹차잎, 용안육 
(총 15종)

진피, 하수오, 국화, 
형개, 나복자, 황금, 
솔잎, 황기
(총 8종)

맥문동, 적복령, 백출, 
곽향, 하엽, 산사, 
인동잎, 치자, 천궁, 
생지황, 천문동, 
하고초, 울금, 강황, 
연자육, 적작약, 감잎, 
사인, 백복령, 인동
(총 20종)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2.6%가 약선치료식
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다. 이와 같이 약
선치료식이 아직까지 뇌졸중 환자에게 생소하나 그 
관심정도가 높고 약선 개발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약선이 되는 음식을 이용하여 병
원급식에 접목시켰다.

1) 문헌고찰에 근거한 한방 치료식 개발
문헌고찰 결과, 한방에서 뇌졸중 환자에게 처방된 

식약재는 총 87종이 있었으며 이중 식품공전(56)에 
식품원재료, 주원료, 부원료로 분류되어 식단 개발
에 이용된 식약재는 총 43가지이었다(표 3). 식품공
전에 의하면 식품원재료는 식용 근거자료가 확실하
고 알려진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재료이며, 주원
료는 어떤 형태로든 조리 및 가공이 가능한 원료로 
독성검사를 통한 안전성이 입증된 재료이다. 식품부
원료는 음식 조리 시 제한된 양만을 사용하여야 하
는 식재료이며 사용 시 양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하
는 것으로 식품공전에서 밝히고 있다(56).

본 연구에서 식품공전에는 사용가능한 식약재로 
표기되어 있으나 유통경로에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식약재는 식단에서 제외 혹은 성질이 유사한 
식약재로 대체하 다. 이 부류에 속하는 재료로는 
형개수, 지각, 오룡차가 있었다. 형개수는 형개 또는 
박하로 대체하 으며, 지각은 지실, 대복피, 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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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헌고찰을 통한 한방 뇌졸중 치료의 복합처방과 효능
복합처방 : 식약재 문헌고찰을 통한 효능(참고문헌)

도담탕(導痰湯) : 지각, 적복령, 감초, 생강 중풍과 담음 치료 효과(33,34)

청폐사간탕(淸肺瀉肝湯) : 갈근, 황금, 나복자, 
길경

태음인의 열울(熱鬱), 울담(鬱痰), 열담(熱痰), 소갈(消渴), 중풍(中風), 역절풍(歷節風), 조열
증(燥熱症) 등의 치료 효과(22,35-37)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 : 곽향, 소엽, 백복령, 
백출, 진피, 길경, 감초, 생강, 대추 뇌허혈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 중풍의 진행 억제 효과(38-40)

소풍탕(疎風湯) : 당귀, 천궁, 적복령, 진피, 계지, 
감초, 생강

중풍 초기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진 처방, 초기 뇌혈전증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반신불
수(半身不遂), 언어장애(言語障碍), 의식장애(意識障碍) 등의 악화를 막는데 일정한 효과
(22-28,41)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당귀, 진피 中氣不足(중기부족)으로 인한 중풍, 심장질환 등에 활용(29,42)

양격산화탕(凉膈散火湯) : 생지황, 인동, 치자, 
박하, 형개

뇌허혈로 인한 뇌혈류량 감소의 회복, 뇌손상 면적과 체적의 축소에 유의한 작용, 사상체
질의학 중 소양인에 유효(43,44)

청심환(淸心丸) : 천문동, 맥문동 뇌졸중에서 화기(火氣)를 내리고 고혈압 치료에 이용(45,46)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 감초, 황금, 길경, 천궁, 
당귀, 생강, 적작약, 박하, 형개, 백출, 치자

졸중풍구급(卒中風救急)에 이용, 동의학사전(東醫學事典)과 동의처방대전(東醫處方大全)에 
중풍 또는 풍열로 말을 못하는데 유효(28,30-32,47-49)

이진탕(二陳湯) : 적복령, 감초, 생강 담음[심통(心痛), 흉비(胸痺), 정충(怔忡), 수종(水腫), 현훈(眩暈), 천증(喘證), 중풍(中風)]치
료(痰飮治療)의 기본방(基本方)으로 사용(50-53)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 : 황금, 치자, 산약
갈(葛)의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에 수록. 약리작용으로는 혈압강하작용, 혈중지질저하작
용, 항산화작용, 혈관이완작용 및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보호효과. 뇌신경세포 보호하여 
공간인지능력과 기억력에 효과(54,55)

진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진피
로 대체하 다. 오룡차는 효과를 대체 할 식약재를 
찾기 어려워 식단에서 제외시켰다. 

문헌고찰의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조리서
인 식료찬요(食療纂要)(57)에서는 풍을 제거하는데 
좋은 식품으로 오골계를 제시하 고 중풍에 걸려 
언어가 어눌하고 수족을 쓰지 못하며 대장이 막힌 
것을 치료하는데 의이인(율무)죽을 이용하 다. 오골
계는 병원급식에 적용하기에 고가식품이며 기호의 
폭이 클 것을 고려하여 제외하 다. 형개라는 약재
는 그 약성이 맵고 약간 따뜻한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그 향과 맛이 소엽, 생
강, 겨자와 비슷하다고 하 으며 거풍해표(祛風解表)
의 효능이 있다고 하 다(31). 하엽은 성질이 서늘하
고 맛은 쓰고 떫으며, 맵고 약간 짠데 뇌두풍(雷頭
風), 현훈(眩暈)을 치료하는 데 이용하 다(32). 국화

는 약간 찬 성질이 있으며 맛은 달고 쓰며 약리작
용으로는 관상동맥 확장 작용과 혈류 촉진 효과가 
입증되었고 혈청 지질강하 작용이 보고되어 있어(61) 
식단에 포함하 다.

또한 뇌졸중에 처방되는 복합처방(탕류) 중 본 식
단개발에 응용된 9가지 복합처방의 효능을 표 4에 
나타내었다. 9가지 복합처방은 도담탕(導痰湯), 청폐
사간탕(淸肺瀉肝湯),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 소풍탕
(疎風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양격산화탕(凉膈
散火湯),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이진탕(二陳湯), 황
련해독탕(黃連解毒湯)이었다. 이 중 도담탕(導痰湯)
은 송나라의 한의학의서인 <제생방(濟生方)>에 처음
수록되었으며 중풍과 담음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다(33). 또한 도담탕 및 그 가미방(加味方)이 뇌혈
류량을 유의성있게 증가시키고 혈압은 감소시킨다
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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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문가의 의견과 수정, 보완내용
분야 전문가 의견 수정, 보완 내용

한의학
(4명)

성질이 찬 식약재와 더운 식약재가 체질과 맞지 않은 식단의 
조정이 요구됨

체질에 따라 식약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

식약재의 양 조정 요망(증량 또는 감량) 허용 범위 내에서 맛을 고려하여 수정함
전체적으로 각 식단에 첨가된 식약재의 종류가 다양하며, 사
상체질 중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임. 단, 환
자 개인 상황에 맞는 식단이 제공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됨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 진료 후 의사와 양사의 의견 교환으로 
개개인에 맞는 식사가 제공되도록 요망함

모든 식단에 첨가된 한약재의 용량은 소화 장애(소화불량, 변
비, 설사 등)를 우려할 수준이 아님

식단특성상 장기간 복용 후 환자에게 불편한 증상을 초래할 수
도 있으므로 메뉴 싸이클을 2주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식의 경우, 소화에 부담이 되는 식단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
하면 좋을 것 같음

조식에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
하는 방법으로 수정함

양학
(5명)

계절적인 재료로 수정을 요함 계절에 따라 식재료를 달리 제시함
중복되는 식재료의 조정을 요함 식재료 선택 및 조리방법을 달리하여 중복되는 식단을 수정함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인임을 감안하여 칼국수에 밥을 함께 내
는 것 등은 피할 것을 요함

대상자(노인, 뇌졸중)에 적합한 식감을 선택하고 노인들이 선호
하는 식단으로 조정함

조리학
(3명)

복잡한 조리법을 효율적인 조리법으로 수정요함 단체급식에 적합한 조리법으로 지적사항을 수정함
식단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 조리원의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확인 요망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주지함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은 급성기 중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처방(38-40)으로 뇌허혈에 의한 신경
세포 보호효과가 있음이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밝
혀졌으며(39), 중풍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

으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변비를 들고 있어 본 
연구의 개발 식단에서는 변비에 도움이 되는 아욱
잎, 보리, 현미, 배, 표고 등을 이용하여 이 점을 보
완하 다. 당귀, 천궁, 적복령, 진피, 계지, 감초, 생
강으로 이루어진 소풍탕(疎風湯)은 중풍초기에 우선
적으로 사용된 처방으로 뇌혈전증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인 반신불수(半身不遂), 언어장애(言語障碍), 의
식장애(意識障碍) 등의 악화를 막는데 일정한 효과
를 보 다(22-28,41).

2) 전문가에 의한 자문
개발된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총 14일 식단)에 대

하여 한의학 분야 4명, 양학 분야 5명, 조리학 분
야 3명으로 총 12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개별 메뉴의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여러 자문
위원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

고, 그 결과를 다시 전문가가 재확인 하 다(표 5). 

3)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의 관능평가
실습조리는 1주차(1~7일 메뉴)와 2주차(8~14일 메

뉴)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간에 맞
춰 7일간의 메뉴(42식단)에 대하여 관능평가가 이루
어졌다(표 6). 1주차와 2주차의 메뉴에 대한 관능평
가에서 대부분 항목의 평균값이 5.0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주차 메뉴에서는 전
반적인 식단의 기호도와 식단의 질 총점이 각각 
4.1±0.6점, 4.1±0.7점이었으며 2주차의 메뉴 평가에서
는 각각 4.2±0.9점, 4.2±0.8점으로 1주차의 메뉴와 유
사하게 높은 점수를 보 다.   

4)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의 예 
본 연구에서는 총 14일 식단(일품식 10식 포함)을 

개발하 다(표 7). 이 중에서 하루의 식단을 뽑아 음
식명, 효능, 1인 기준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 등을 
표 8에 제시하 다. 또한 식단의 조화도를 볼 수 있
도록 사진을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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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발된 식단의 관능평가
외관 1인 분량 색 맛 조직감 향 전반적 식단의기호도 전체 식단의질

1주차
(1~7일 메뉴)  4.0±0.31) 4.2±0.3 4.0±0.4 3.9±0.8 4.2±0.4 3.8±0.3 4.1±0.6 4.1±0.7

2주차
(8~14일 메뉴) 4.2±0.5 4.0±0.5 4.1±0.6 4.2±0.7 4.3±0.6 4.1±0.8 4.2±0.9 4.2±0.8

1) 평균±표준편차
표 7. 한방 뇌졸중 약선 치료식단(2주 : 14일 메뉴)

제 1 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제 5 일 제 6 일 제 7 일

조
식

구기자 차조밥
송이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국화 율무밥
산사 맑은 조개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오이초절이
저지방 요거트

당귀 흑미밥
천궁 김치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하엽 팥밥
하수오 된장찌개
외 주찬, 부찬 

2가지
무생채

저지방 요거트

길경 복령밥
진피소엽콩나물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생지황 현미밥
약선 근대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오이초절이

저지방 요거트

산약찹쌀밥
북어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중
식　

온 임자수탕과 죽
외 찬 2가지

백김치
과일

갈근 오곡밥
우거지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과일

둥굴레밥
황기감초인삼탕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과일

밤밥(다시마)
적복령쇠고기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과일

결명자밥
강황배추들깨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과일(1/2단위)

적작약 완두콩밥
고사리육개장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과일

일품 
쇠고기호두구이

우엉수제비
외 찬 2가지

백김치
과일

석
식

차수수밥
진피시금치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요거트
과일(1/2단위)

복령보리밥
새우아욱국(진피,

백출)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우유
과일(1/2단위)

생지황찰밥
인동잎감자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요거트
과일

호박고
외 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과일(1/2단위)

보중익기 쇠고기찜
황기보리밥
외 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요거트
과일

소엽 아귀탕
좁쌀밥 

외 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우유
과일(1/2단위)

무밥
감잎 관자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요거트
과일

　 제 8 일 제 9 일 제 10 일 제 11 일 제 12 일 제 13 일 제 14 일

조
식

국화밥
녹차 순두부 찌개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솔잎 강낭콩밥
하엽 무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요거트

적복령 계지 연근 
호두밥

진피 천궁 계란국
외 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우유

울금 콩밥
산사 홍합 미역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오이초절이
저지방 요거트

백출 팥밥
곽향 복령 나물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우유

이동잎 이육밥
치자 수제비국
형개 사태찜
외 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요거트

고구마 보리밥
적복령 호박오가리 

찌개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중
식

총엽밥
갈근아욱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과일

찹쌀 흑미밥
길경 콩나물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과일

소엽밥
곽향 황기 
청국장찌개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과일

찹쌀 현미밥
황금 버섯 매운탕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과일

하고초 완두콩밥
산약맑은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오이초절이
과일(1/2단위)

곤약초탕(적작약,  
황금, 백출)
길경 치자 
조밥(감초)

외 찬 2가지
저염 물김치

과일

갈근 율무밥
길경 배추속대 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오이초절이
과일

석
식

불고기 보리비빔밥
+ 약고추장

치자 대구 맑은국
외 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요거트
과일

만두전골(길경,백복
령,곽향,생강)

주먹밥
외 찬 2가지
오이초절이
저지방 우유

과일

박하밥
형개 치자 

고등어매운탕+쌈
외 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요거트

과일

천문동 보리밥
천문동 콩비지 

찌개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과일

인삼진피밥
백출 곽향 황태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요거트

과일

적복령 수수밥
소엽 가지국
외 주찬, 부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우유
과일

사인쇠고기냉채
감잎밥

부추 애호박국
외 찬 2가지

백김치
저지방 우유

과일



44  | 한방치료식의 인지도 ･ 요구도 조사 및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藥膳) 개발

표 8. 한방 뇌졸중 약선 치료식단의 예(1일)

양소 
분석

(1인 1일 
기준)

열량(kcal) 2,069 탄:단:지 = 61.8:18.6:19.6 비타민B2(mg) 1.8 비타민C(mg) 147 칼륨(mg) 4,398 SFA(g) 4.3

탄수화물(g) 320 섬유소(g) 29 비타민B6(mg) 3.0 비타민E(mg) 13.0 철분(mg) 17 MUFA(g) 8.9

단백질(g) 96 비타민A(㎍RE) 1,667 나이아신(mg) 22.3 나트륨(mg) 2,977 인(mg) 1,141 PUFA(g) 5.7

지질(g) 45 비타민B1(mg) 1.2 엽산(㎍) 432.6 칼슘(mg) 1,148 콜레스테롤(mg) 149 P:M:S = 1:1.5:0.7

조

식

식단 사진 효능

국화밥
녹차 순두부 찌개

죽순 구기자 꽁치조림
더덕 묵 무침
하수오샐러드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우유

<질병에 따른 양 · 한방 식사요법(60)>의 고혈압편에 소개된 약재를 근거로 식단을 작성하 다. 식
약재로 구기자, 하수오, 녹차, 국화가 포함되었다. 본 식약재들은 간신(肝腎)을 보하는 효능이 있으
므로 고혈압과 간신이 약한 경우를 치료한다. 뇌졸중 환자에서 가장 흔한 동반질환인 고혈압에 도
움이 되는 식단이다. 국화는 성질이 약간 차고(微寒) 맛은 달고 쓰다(甘苦). 약리작용으로는 관상동
맥 확장 작용, 혈류 촉진 효과, 혈청 지질강하 작용이 입증되었다. 녹차의 맛은 쓰고 달며 성질은 
서늘하여 열기를 풀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구기자는 성질이 평(平)하고 맛이 
달다(甘). 근골을 보하고 풍을 없애며, 폐(肺)를 촉촉하게 한다. 항노화작용, 혈당강하작용, 혈중 지
질강하 작용과 혈압을 내리고 생장 촉진 작용이 있다. 따라서 뇌혈관질환 노인의 치료와 신체 보
호에 적합하다. 하수오의 성질은 따뜻(溫)하고 독이 없으며 맛은 쓰고 달며 떫다(苦, 甘, 澀). 간을 
보하고 신의 기능을 도우며 혈을 자양하고 풍을 없앤다. 장관(腸管)이 건조해서 일어나는 변비증
에 통변(通便) 작용을 나타낸다.

메뉴명 재료(1인 기준) 만드는 방법 요약

국화밥 국화 1g(끓인 물 80ml), 쌀 80g 
① 국화를 깨끗이 씻어 물 300ml에 넣고 끓여 면포에 거른다. 
② 쌀은 씻어 30분 정도 불린다.
③ 불린 쌀에 국화 끓인 물을 넣고 밥물을 맞추어 밥을 짓는다.

녹차 순두부 
찌개

다시마 1g, 멸치 2g, 녹차 잎 1g, 
순두부 200g, 대파 10g
양념장 : 간장 1g, 물 5ml, 붉은 고
추 2g, 통깨 0.1g, 실파 3g

① 냄비에 물 250ml와 다시마, 멸치와 녹차잎을 함께 끓인 후 건지를 건져내
고 체에 받쳐 밑 국물(220ml)을 만든다. 

② 냄비에 준비된 ①을 붓고 ①에서 건져낸 다시마를 채 썰어 넣고 불에 올
려 끓어오르면 순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 후 어슷 썬 대파를 넣어 완성
한다. 양념장을 혼합하여 상에 낸다.

죽순 구기자 
꽁치조림

꽁치 50g, 죽순 10g, 구기자 5g,  
대파 5g, 붉은 고추 2g, 풋고추 2g
양념장 : 간장 2g, 고춧가루 0.2g, 
다진마늘 2g, 청주 1g, 깨소금 1g, 
참기름 1g, 후춧가루 0.1g

① 꽁치는 토막을 내고 깨끗이 손질한다. 
② 죽순은 손질하여 빗살무늬가 보이도록 납작하게(2×3cm) 썰어 끓는 물에 

데치고 30분 이상 물에 담가 아린맛을 없앤다. 
③ 구기자는 깨끗하게 씻고, 대파와 고추는 어슷썬다.
④ 냄비에 어슷 썬 대파와 죽순을 깔고 꽁치를 올린다.
⑤ ④의 냄비에 앙념장과 구기자, 물 40ml를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 고추 썬 것을 넣고 조린다.

더덕 묵 무침

도토리묵 40g, 더덕 10g, 오이 10g, 
깻잎 2g, 치커리 5g
양념장 : 진간장 1g(물 2ml), 다진 
파 1.5g, 다진 마늘 0.5g, 통깨 1g, 
참기름 1g, 고춧가루 0.5g, 후추가
루 0.1g

① 도토리묵은 정육면체 모양으로(2×2×2cm) 썬다.
② 더덕은 깨끗이 씻어 어슷하게(2×2cm) 썬다.
③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썰기하고, 치커리는 더덕과 비슷한 길이로 잘게 

뜯는다. 깻잎은 깨끗이 씻은 후 채썬다.
④ 준비된 채소를 얼음물에 30분간 담근 후 물기를 제거한다.
⑤ 도토리묵, 더덕, 오이, 치커리, 깻잎을 양념장으로 무쳐 낸다.

하수오
샐러드

하수오 3g, 양상추 10g, 양부추 
5g(봄:달래), 무순 3g, 로메인 5g, 미
니 파프리카 10g, 땅콩 2g, 잣 2g, 
호박씨 1g
드레싱 : 오렌지 주스 20ml, 오렌
지 마멀레이드 7g, 레몬즙 2ml, 하
수오 끓인 물 10ml

① 하수오는 깨끗이 씻은 후 20ml의 물을 붓고 끓여 건지를 건져내고 하수
오 끓인 물을 만든다.

② 채소(양상추, 양부추, 무순, 로메인)는 깨끗이 씻어 한입크기로 다듬는
다. 냉수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뺀다.

③ 미니파프리카는 깨끗이 씻고 동그랗게 썬다.
④ 견과류는 팬에 볶아 칼로 다진다. 분량의 재료를 섞어 드레싱을 만든다.
⑤ 그릇에 준비된 모든 채소와 견과류를 고루 섞어 담고 드레싱을 뿌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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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중

식

식단 사진 효능

총엽밥
갈근아욱국

형개 닭 불고기
율무 떡볶이
얼갈이 나물

백김치
과일

식료찬요(食療纂要)(57)라는 고조리서의 ‘제풍(諸風)’ 편에 서술된 식약재 및 식품을 사용하여 작성
하 다. 식료찬요에는 풍을 제거하는데 좋은 식품으로 오골계를 들고 있으나 병원급식으로의 적용
이 부적합하여 본 식단에서는 닭불고기로 대신하 다. 율무(의이인)는 중풍에 걸려 언어가 어눌하
고 수족을 쓰지 못하며 대장이 막힌 것을 치료하는데 율무와 화마인(식품공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포함시킬 수 없음)을 이용하 다. 총엽은 그 성질이 맵고(辛), 따뜻하며(溫) 감기로 인한 두통, 
코 막힘, 얼굴과 눈의 부종, 중풍, 타박상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 총엽은 거풍발한
(祛風發汗)으로 풍(風)이 일으키는 증상을 없애고 땀을 내서 땀과 함께 사기(邪氣)가 나가도록 한
다. 음선정요(飮膳正要)에 따르면 갈근은 중풍, 언어장애, 손발의 마비를 치료한다고 하 으며 약
리실험 결과 뇌와 관상혈관의 혈액 흐름량을 늘리는 것으로 밝혀졌고 동물실험 결과 뇌혈류량 증
가, 기억력 증강작용이 있었다. 또한 관상동맥 확장작용 및 심장기능 개선효과가 있어 뇌졸중 환
자를 위한 본 식단에 포함시켰다.

메뉴명 재료(1인 기준) 만드는 방법 요약

총엽밥 대파(흰부분) 15g, 쌀 80g 

① 파의 아래쪽 부분(흰부분)을 송송 썬다. 
② 끓는 물 ①의 채 썬 파와 소금(데치는 용)를 넣어 살짝 데친 후 건져둔다

(데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좋다). 
③ 쌀은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밥물을 맞추어 밥을 짓다가 끓으면 파를 

얹고 뜸을 들인다.

갈근아욱국
갈근 3g, 아욱 60g, 보리새우 5g, 
쌀뜨물 300ml, 된장 6g, 대파 6g, 
다진 마늘 3g, 고춧가루 0.3g

① 갈근은 씻어 300ml의 쌀뜨물을 붓고 끓여 건지를 건져 낸다.
② 아욱은 다듬은 후 주물러 깨끗이 씻는다.
③ ①을 냄비에 붓고 보리새우를 넣어 맛이 우러나면 ②의 아욱과 어슷 썬 

대파,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된장을 풀어 넣어 푹 끓인다.

형개 닭 
불고기

형개수 1g, 닭다리살 40g, 청주 
1ml, 대파채 10g, 깻잎 2g, 대추 
1g, 올리브유 2g
양념장 : 고추장 1.5g, 고춧가루
0.3g, 생강즙 0.2g, 깨소금 0.5g, 참
기름 0.3g, 후춧가루 0.01g, 다진 
마늘 1g, 참치액 1g, 다진 파 2g, 
물엿 2g, 형개수 끓인물 10ml

① 형개수를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물 20ml를 부어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인 후 식혀 건지를 건져 낸다.

② 닭고기는 썰어(2×3cm) 청주를 뿌려 밑간을 해 둔다.
③ ①의 형개수 끓인 물과 양념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②의 닭고기

를 재워둔다.
④ 대파 흰 부분과 깻잎은 채 썰어 각각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뺀다. 대추

는 씨를 도려낸 후 채 썬다.
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③의 닭고기를 넣어 고루 익힌다. 닭고기가 다 

익으면 ④의 대파와 깻잎, 대추채를 넣어 섞은 후 불에서 내린다.
* 형개수 대신 형개(1g) 또는 박하(1.5g)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율무 떡볶이

율무 10g, 떡볶이 떡 50g, 표고(불
린 것) 20g, 당근 10g, 대파 10g, 
떡볶이소스 : 다진 마늘 1g, 간장 
3g, 참기름 0.5g, 깨소금 0.2g, 흑설
탕 2g, 후춧가루 0.1g, 율무 삶은 
물 30ml

① 율무는 먼저 가볍게 삶아 삶던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푹 삶아내서 
건진다. 삶은 물을 따로 둔다.

② 떡볶이용 떡은 하나씩 떼어놓고 불린 표고는 기둥을 떼어내고 0.5cm 두
께로 채썬다.

③ 당근은 1.5×4×0.5cm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데치고 대파는 4cm 길이로 
잘라 반 가른다.

④ 냄비에 떡볶이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살짝 끓인 후 준비해둔 ①, ②, ③
의 모든 재료와 율무 삶은 물을 넣어 떡이 물러지도록 끓인다. 완성그릇
에 담고 깨소금을 뿌린다.

얼갈이나물
얼갈이배추 70g, 소금 1g(데치는 
용), 붉은 고추 2g, 다진 파 3g, 다
진 마늘 2g, 사과즙 3ml, 깨소금 
1g, 참기름 1g

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얼갈이배추를 넣어 데친다.
② ①의 데친 얼갈이배추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다음 3cm 길이로 자

른다.
③ 붉은 고추는 송송 썬다.
④ ②에 붉은 고추, 다진 파, 마늘, 사과즙,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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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석

식

식단 사진 효능

불고기 보리비빔밥
약고추장

치자 대구 맑은국
산약 단호박 샐러드
황금 미역 초무침

저염 물김치
저지방 요거트

과일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을 기본으로 구성되었다. 葛의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에 수록되었으며, 주
요 약리작용으로는 혈압강하작용, 항산화 작용, 위장관 질환과 급성 간질환에 대한 보호효과, 소염
작용, 진정작용, 혈관이완작용 및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보호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황련해
독탕은 고지혈증의 효과가 입증되었다(54,55).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성 질환인 뇌혈관장애에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를 치료하는데 쓰이는 황련해독탕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약재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황련해독탕은 황련, 황금, 황백, 치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식단에서는 식품으로 이
용 가능한 황금과 치자를 사용하 다. 

메뉴명 재료(1인 기준) 만드는 방법 요약

불고기 
보리비빔밥

쌀 60g, 보리쌀 30g, 상추 10g, 치커
리 10g, 라디치오 10g, 배 10g, 콩나
물 30g, 고기(안심) 40g, 양파 10g
콩나물 양념 : 다진 마늘 0.2g, 참기
름 0.1g, 깨소금 0.2g
불고기 양념 : 간장 1g, 참기름 0.2g, 
설탕 0.4g, 배즙 2g, 다진 파 1g, 다진 
마늘 1g, 깨소금 0.5g

① 보리쌀과 쌀을 섞어 밥을 짓는다. 
② 상추, 치커리, 라디치오는 한입크기로 썬다. 
③ 배(0.5×0.5×3cm)를 썰고, 양파는 0.3cm 두께로 채썬다.
④ 데쳐서 식힌 콩나물에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

쳐 양념한다. 
⑤ 쇠고기는 얇게 저며 채썬 양파와 함께 분량의 불고기양념을 넣고 재운

다. 
⑥ 팬을 뜨겁게 달군 후 ⑤의 불고기를 볶는다. 
⑦ 밥 위에 상추, 치커리, 라디치오, 배, 콩나물, 불고기를 담는다.

약고추장
쇠고기(다진 것) 3g, 고추장 5g, 물 
10ml, 잣 0.2g, 참기름 0.2g, 다진 표
고 2g, 다진 파 2g, 다진 마늘 1g, 후
춧가루 0.1g, 꿀 2g 

① 바닥이 두꺼운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쇠고기를 넣어 볶다가 겉
이 하얗게 익으면 고추장과 물, 잣, 참기름, 다진 표고, 다진 마늘, 다
진 파를 넣고 낮은 불에서 저어가며 볶는다.

② 고루 볶아지면 꿀과 후춧가루를 넣고 완성한다.
③ 비빔밥에 곁들여 낸다.

치자 대구 
맑은국

치자 1g, 다시마 1g(3×3cm), 대구 50g, 
배추 25g, 팽이버섯 10g, 표고버섯 5g, 
붉은 고추 3g, 소금 0.5g, 미나리 5g, 
쑥갓 10g, 후춧가루 0.1g

① 치자를 씻고 다시마는 닦아 망에 넣고, 대구는 토막낸다(6cm). 
② 배추는 적당한 크기로 손으로 뜯거나 칼로 썬다(3×4cm).
③ 팽이버섯, 표고버섯은 손질하고 표고는 0.3cm 폭으로 썬다. 미나리, 쑥

갓은 씻은 후 5cm 길이로, 붉은 고추는 어슷하게 썬다.
④ 냄비에 물을 붓고(250ml) ①의 망과 대구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배추

와 표고버섯, 붉은 고추를 넣는다.
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생선이 익을 때까지 끓이고 ①의 망은 건져낸

다. 불을 끄기 직전 미나리와 쑥갓, 팽이버섯을 넣고 후춧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산약 단호박 
샐러드

산약 10g, 단호박 50g, 매실청 1g, 저
지방 요거트 1g, 볶은 호박씨 1g, 대
추꽃 0.5g

① 산약은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 사방 1cm 크기로 썰어 끓는 물
에 살짝 삶아 물기를 뺀다. 단호박은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큼직하게 
썰어 찜솥에 찐 후 볼에 담아 으깬다.

② ①에 볶은 호박씨를 부숴 넣고 매실청, 저지방 요거트, 산약을 넣어 섞
는다. 스쿱을 이용하여 담고 대추꽃으로 장식한다.

황금 미역 
초무침

황금 0.2g(끓인 물 5ml), 사과 15g, 오
이 10g, 불린 미역 35g, 식초(레몬즙) 
3g, 설탕 3g, 간장 2.5g, 실파 1g

① 황금을 씻어 황금 끓인 물을 만들어 식힌다(500ml→50ml).
② 사과는 껍질째 납작하게 썬다(0.2×2×3cm).
③ ①의 황금 끓인 물에 ②를 넣어 물을 들이고 5ml은 남겨둔다.
④ 오이를 깨끗이 씻어 반으로 가른 후 어슷하게 썬다. 
⑤ 미역은 불려서 주물러 씻은 후 3cm 길이로 썰어 물기를 짠다. 
⑥ 식초(레몬즙), 설탕, 간장, 황금 끓인 물을 넣어 섞은 후 사과, 오이, 미

역를 넣어 무친다. 그릇에 담고 실파를 썰어 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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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개발메뉴의 양소 분석(1인 1일 기준)

양소 평균 ± SD 범위 양섭취기준1)(50~64세)

남자 여자
열량(kcal) 2,031 ±  57.6 1,988 ~ 2,119 2,200 1,800

당질(g)  ,311 ±  13.6  ,298 ~ 328

단백질(g)  , 95 ±   5.5  , 89 ~ 102 50 45

지질(g)  , 45 ±   2.2  , 42 ~ 49

당질 : 단백질 : 지질(%) 61.3 : 18.7 : 20.0 55~70 : 7~20 : 15~25

콜레스테롤(mg)  ,194 ±  57.5  ,107 ~ 273 ＜ 300 ＜ 300

나트륨(mg) 3,078 ± 678.5 1,094 ~ 3,429 2,000 2,000

칼슘(mg) 1,099 ± 140.1  ,921 ~ 1,220 700 800

칼륨(mg) 4,657 ± 382.3 3,812 ~ 4,922 4,700 4,700

철분(mg)  , 19 ±   4.4  , 12 ~ 28 10 9

인(mg) 1,051 ± 214.3  ,828 ~ 1,345 700 700

비타민 C(mg)  ,193 ±  45.5  ,143 ~ 218 100 100

섬유소(g)  , 33 ±   7.0  , 21 ~ 46 26 22
1) 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 각각의 양소는 다음의 기준으로 비교함
 열량 : 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단백질, 칼슘, 철분, 인, 비타민 C : 권장섭취량(Recommended Intake)
 칼륨, 섬유소 :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나트륨 : 목표량

5) 개발된 한방 뇌졸중 치료식단 양소 분석
개발된 식단의 양소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식단의 1일 평균 열량은 2,031±57.6kcal로 환자의 필
요열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2005년 
국민 양조사 결과(65)에 따르면 1일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50~64세에서 73.9g, 65세 이상 노령자에서
는 58.7g이었으며 단백질의 급원식품은 대부분 식물
성 이었고 동물성 급원은 각각 30.9g, 21.3g이었다. 
본 식단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총 단백질의 
60% 이상으로 하 고, 주로 저지방 또는 중지방의 
동물성 급원 식품을 이용하 다. 한편, 우리나라    
1일 평균 지방 섭취량은 50~64세에서 35.3g(총 열량
의 16.1%), 65세 이상이 24.0g(총 열량의 13.2%)으로 
본 연구의 1일 평균 지방 섭취량 45g(총 열량의 
19.9%) 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지방을 
주로 사용하 고, 조리 시 사용된 기름까지 100% 
섭취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었다. 

또한 노인층에서 가장 부족되기 쉬운 칼슘과 섬

유소 함량은 개발된 식단에서 각각 1,099㎎/day, 
33g/day로 우리나라 각각의 평균 섭취량인      
578.1㎎/day, 8.4g/day에 비하여 충분히 공급하 으며, 
나트륨 함량은 평균 3,078㎎/day로 우리나라 평균섭
취량인 5,670㎎보다 낮추어 개발하 다. 오랫동안 짠
맛에 익숙해진 대상자들에게 2,500㎎/day정도의 나트
륨 감량섭취가 한국인 양섭취기준의 나트륨 목표
량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음식으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병원에 입
원한 환자들 또한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도가 매우 
높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뇌졸중 환자 및 고혈압이
나 고지혈증을 동반질환으로 가진 뇌졸중 환자를 
위한 한방 치료식단(약선)을 개발하여 치료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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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고 차별화된 병원식으로 입원 환자들의 만
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식단은 대상자가 환자이고 
연령이 높다는 것, 단체급식 조리 시의 문제점, 식
약재의 용량, 양소의 조화, 환자의 기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실제로 병원식으로 적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 다. 또한 여러 관련 전
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메뉴를 완성하 으며, 관능평
가를 통해 보편적인 입맛에 맞추려 노력하 다. 1일 
열량을 2,000kcal 기준에 맞추었으며 양소의 함량
도 뇌졸중 치료식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뇌졸중 입원 환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반신
(半身)이 불편하여 수저의 사용 등 미세한 동작이 
미숙하 으며 치아상태 또한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식욕저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식사 제공 시 환자의 치료효과나 만
족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
라 뇌졸중 환자들은 한방(韓方)치료를 선호하고 있
어 실제로 한방병원에서 뇌졸중 한방치료식이 개발
된다면 그들의 양상태 뿐만 아니라 질병의 호전
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까지 환자들에게 한방치료식(약선)은 생소하
나 환자들의 요구도나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뇌졸중식 뿐만 아니라, 당
뇨치료식, 비만치료식 등 다른 질환의 한방치료식도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방 치료식이 단순한 급식 기능이 아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환자의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식단을 특색있는 치료식단으로 
구성하여 적용하면 병원급식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식단에 식약재를 포함하
는 것에 있어 제도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계획
하 던 다양한 식약재보다는 식품으로서 유통이 가

능한 식약재만을 선택하 다는 점이다. 또한, 단체
급식의 현실상 다수의 식약재를 조리에 포함시킬 
수 없어 단순화된 점이 없지 않았으며, 고가인 식약
재는 식단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여러 
문제로 한방 치료식(약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
으로 식약재의 위생상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더욱 활발한 한방치료식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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