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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의효능과과학적우수성
고성권

세명대학교인삼산업연구센터장

고려인삼의한방적효능을검토해보면, 조선시대의『방약합편』의‘약성가’에인삼의약성

을“인삼미감보원기지갈생진조 위(人蔘味甘補元氣止渴生津調榮衛)”라고표현했다. “인

삼미감(人蔘味甘)”은인삼은맛이달다는뜻으로, 동양의학의기본이론중하나인오행론(五

行論)을 검토해보면, 감(甘)은 오미(五味)의 한 요소로 오행의 토(土)에 해당하며, 오장(五臟)

에서는비(脾)에해당하는것으로『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보는바와같이인삼이오장

을다보하지만, 주로비장(脾臟)으로약성이작용한다는의미이다. 

“보원기(補元氣)”는 우리 몸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신진대사와 사지기육층(四肢肌肉層)의

혈액순환을담당하는원기(元氣)를보한다는뜻이다. 원기는우리신체가우주의천기(天氣),

즉태양열에너지를호흡을통해받아들이고지기(地氣), 즉우주의물질에너지는음식을취

함으로써받아들여폐포에서천기와지기가만나서형성되는무형의에너지를말하는데, 이

와같은원기의선천적또는후천적부족이나부조화를바로잡는다는뜻을함축하고있다.

“지갈생진(止渴生津)”은갈증을멎게하고진액을생성시킨다는뜻이다. 여기서진액은체

내에서필요로하는 양액, 즉물질액을가리키는것으로현대의약학적해석으로는호르몬

이나효소또는생체조절물질같은물질을생성시킨다는의미이다. 이와같은약성은오늘

날확인된인삼의생리활성중항당뇨활성에대한고전적효능이라고설명할수있다.

“조 위(調榮衛)”는 기(榮氣)와 위기(衛氣)를 조절한다는 뜻이다. 원기는 우리 신체에서

위기와 기라고하는두에너지로작용하는데, 위기는사지기육층의경맥(經脈)을순환하며,

우리신체를방위호위해밖에서침범해오는병사기(病邪氣)를막아주고, 체온조절을담당하

는 역할을 한다. 기는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물질액을 산생하는

작용을한다. 인삼은이같은위기와 기를조절해주는효능을갖는다는뜻이다.

중국중약(中藥)에서의인삼의효능과주치(主治)를살펴보면, 『중약대사전(中藥大事典)』에

“대보원기(大補元氣), 고탈생진(固脫生津), 안신(安神), 치로상허손(治勞傷虛損), 식소(食少),



권태(倦怠), 반위토식(反胃吐食), 대변활설(大便滑泄), 허해천촉(虛咳喘促), 자한폭탈(自汗暴

脫), 경계(驚悸), 건망(健忘), 현훈두통(眩暈頭痛), 양위(陽萎), 빈뇨(頻尿), 소갈(消渴), 부녀붕

루(婦女崩漏), 소아경만(小兒慢驚), 급구허불복(及久虛不復), 일절기혈진액부족지증(一切氣血

津液不足之證)”으로기록되어있다. 

이와같은효능을풀어서해석하면, 우리신체오장육부의신진대사와사지기육층의혈액

순환을담당하는생명의원천에너지인원기를보강하고조절하며, 인체의생리활동에필요

한물질액, 즉호르몬과효소(enzyme)를비롯한모든생리조절물질의산생을도우며, 정신

을안정시키는효능을보여주고있다. 또한피로감을해소하고, 위장기능을항진시키며, 호

흡기기능을정상화해천식을치료하고, 가슴이두근거리는자율신경실조증상을개선하며,

기억력을증진시키는뇌인지력향상효과를나타내고, 성기능부조를바로잡으며, 당뇨병을

치료하는효과를보이는인체의모든기₩혈₩진액(氣₩血₩津液) 부족증상에사용한다고기록되

어있다.

인삼지상부 서양삼지상부 전칠삼지상부

그림 1. 삼류 생약지상부

서양삼은 200여년전중국청나라본초서인『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및『본초비요

(本草備要)』에 처음으로 약용 본초로 인류 역사에 등장한 생약으로서“익폐음(益肺陰), 청허

화(淸虛火), 생진지갈(生津止渴), 치폐허구수(治肺虛久嗽), 실혈(失血), 인건구갈(咽乾口渴),

허열번(虛熱煩)”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폐의 음액(陰液)을 보충하고 인체의 음

액, 즉물질액부족으로인한허화(虛火)를내리고, 물질액을보충해갈증을멎게한다고기록

되어있다. 또 폐가허약하여오는오래된기침과허열(虛熱)로 인한갈증및가슴답답함을

치료한다고기록되어있다.

이와같은효능은고려인삼이갖고있는대보원기작용으로서보기제(補氣劑)의개념이아

니고, 음액(陰液) 보충제로서약성을나타낸다고할수있으며, 고려인삼은기₩혈₩진액을전

부보충하지만, 서양삼은진액보충에국한된효능을나타내고있으며, 본초학적으로는전통

의약에서사용하는사삼(沙蔘: 더덕, 잔대)이나타내는효능과비슷하다. 

또 동양의학에서 오랜 세월 고려인삼과는 또 다른 한약으로 사용해온 중국의 전칠삼

(Panax notoginseng)은 본초서에“산어지혈(散瘀止血), 소종정통(消腫定痛), 치객혈(治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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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 토혈(吐血), 육혈( 血), 변혈(便血), 붕루(崩漏), 외상 출혈(外傷出血), 흉복자통(胸腹刺

痛), 질박종통(跌撲腫痛)”이라고 하는 효능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인체의 혈액이 잘 순환하지

않아서생기는증상인어혈(瘀血)을다스리며, 이로인한출혈에지혈작용을하고염증을가

라앉히며, 진통작용을하는효능이있다고기록되어있다. 또 치료효능으로폐출혈, 위장

출혈, 코피, 외상에대한지혈작용과가슴₩배통증과염증성통증을다스린다고기록되어있

다. 이와같은효능은인체의혈(血)에작용하는생약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인삼은기₩혈₩진

액을전부다스리지만서양삼은진액, 전칠삼은혈에만작용하는생약으로볼수있다(표1).

표 1. 인삼과기타삼류생약의본초학적구분및효능

삼류생약 본초학적구분 약능 효능
보기제(보원기제) 기₩혈₩진액 대보원기(大補元氣)

인삼(人蔘) 보충(氣₩血₩津液補充) 보비익폐(補脾益肺)
(Panax ginseng) 생진지갈(生津止渴)

안신익지(安神益智)

서양삼(西洋蔘)
보음제(진액보충제) 진액보충(津液補充) 익폐음(益肺陰)

(Panax quinquefolium)
청허화(淸虛火)
생진지갈(生津止渴)

전칠삼(田七蔘) 지혈및구어혈제 지혈(止血) 및 구어혈 산어지혈(散瘀止血)
(Panax notoginseng) 작용(驅瘀血作用) 소종정통(消腫定痛)

인삼의 본초학적 효능인 대보원기(大補元氣), 즉 오장육부의 에너지 순환과 사지기육층의

기순환및혈액순환을주관하는생명의원천에너지인원기를보한다는고전적인효능에대

한약리학적약효해명연구의일환으로표2에서보는바와같이①심장기능강화작용으로

인삼을투여한흰쥐와투여하지않은흰쥐의심장을떼어내어시간경과에따른수축력퇴화

를비교₩관찰한결과, 인삼을투여한쥐의심장수축이더오래지속되는것을확인했다. ②

항피로작용은ginsenoside Rg1과maltol에서확인했는데, 일본긴키대학(近畿大學)의구보

(久保) 교수는 유 시험을 통해 확인했고, 소련의 약리학자 브레크만은 운동지구력의 증가

효과를발표했다. 또인삼의강장(强壯) 효과라는개념을“비특이적저항력을증대시키는현

상”이라고하여생체의유해한환경조건에대해저항력을증대시킴으로써방어능력을비특

이적으로증진시킨다고했다. 이러한인삼의효과를‘아답토겐(Adaptogen: 적응소혹은순

응성)’효과라고했다. ③면역기능증강작용으로는세포내에서면역기능을담당하고있는

망내계(網內系) 기능을면역억제약물투여등으로저하시킨다음홍삼사포닌을투여했더니

망내계기능이정상으로회복되었으며, 산성다당체(panaxan Q-U)에서도면역증강활성이

확인되었다. ④ 항방사선 작용으로는 치사량(致死量)의 엑스선을 조사해 골수장애를 일으킨

실험동물에인삼추출물을투여함으로써적혈구및혈소판수의회복효과를확인했다. 또고

려인삼추출물에서열안정성단백질분획을분리, 동물실험을통해이들성분이방사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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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촉진하는효과가있음을밝혀냈다. 이와같은결과는항암치료시방사선요법의스트

레스로부터벗어나는데도움을줄수있는결과라고사료되며, 면역독성을줄여줄수있을

것으로기대된다. ⑤AIDS바이러스증식억제작용은고려홍삼을AZT와병용할경우유효한

데, 역시면역계의정상화와 접한관련을고려할수있다. ⑥ macrophage 활성화작용은

oleanane type의인삼사포닌인ginsenoside R0에서확인되었다. 

보비익폐(補脾益肺)에 대해서는 ① 항궤양 작용으로 실험적으로 각종 위궤양을 발병시킨

수컷고양이에게홍삼진액을사용한결과유의적으로위궤양을억제했으며, 이는결국위점

막의혈류개선에의한것임을알았다. ②위산증가억제작용은인삼사포닌이약물이나스

트레스에의한위산증가를억제하는효과가있었다.

표 2. 인삼의본초학적효능과현대약리

본초학적효능 약리작용
심장기능강화작용
항피로작용(ginsenoside Rg1,  maltol)

대보원기 면역기능증강작용(홍삼 사포닌)
(大補元氣) 항방사선작용(인삼단백질)

AIDS바이러스증식억제작용(홍삼)
macrophage활성화작용(ginsenoside R0)

보비익폐 항궤양작용(홍삼 사포닌)
(補脾益肺) 위산증가억제작용(인삼사포닌)
생진지갈 항당뇨작용(인삼사포닌분획물, ginsenoside Rb2)
(生津止渴)

항스트레스작용
안신익지 두뇌활동촉진작용(ginsenoside Rg1, Rb1)
(安神益智) 혈압강하작용(PD  사포닌, 지용성분획) 

혈관확장작용(ginsenoside Rg3)-내피유래혈관확장이완물질(NO)의 분비
중추신경억제작용(ginsenoside  Rb1)
간기능촉진작용(홍삼, ginsenoside R0)
간장애개선작용(홍삼, ginsenoside R0)
숙취제거작용

명목(明目), 개심(開心) 항트롬빈작용(ginsenoside R0)
(신농본초경) 혈소판응집억제작용(ginsenoside R0, ginsenoside Rg2)

동맥경화및고혈압예방
혈류개선작용(홍삼)

연년(延年)
과산화지질의생성억제작용(홍삼 ether 가용성분획, maltol, 

(신농본초경)
salicylic acid, vanilic acid)
항노화작용(홍삼 비사포닌성분 , phenolic copounds)
항염증작용(ginsenoside R0)

기타 항암작용(panaxydol, ginsenoside Rh2, Rg3)
단백질합성능력 촉진작용(ginsenoside R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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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진지갈(生津止渴)에 대해서는 항당뇨 작용으로 인삼 사포닌 분획물과 ginsenoside Rb2

가 당뇨유발물질인 alloxan, streptozotocin 등으로유발된고혈당을저하시켰다. 인삼의

혈당강하작용의특징은정상혈당상태에서는작용하지않지만, 고혈당상태로되면인슐린

분비를촉진해혈당강하작용을나타낸다. 

안신익지(安神益智)에 대해서는① 항스트레스작용으로인삼이스트레스 방어체계와관

련한호르몬분비를촉진함으로써항스트레스효과를발휘한다. ②두뇌활동촉진작용은흥

분과진정의양면적작용을선택적으로조절해심리적안정상태를유지해준다. 디올(diol)계

사포닌: 중추신경진정작용, 트리올(triol)계사포닌: 중추신경흥분작용을나타낸다. 또인

위적으로건망증을일으킨쥐와22∼24개월노령쥐의기억상실증에기억력증진과학습능

력촉진에현저한효과를나타냈다. 특히만성스트레스를받은성행동감퇴와학습능력감

퇴에대해인삼추출물및ginsenoside Rg1, Rb1이방어효과가있다고발표했다. ③혈관확

장과혈압강하작용으로는ginsenoside Rg3가내피유래혈관확장이완물질(NO)을분비함

으로써작용한다. 

동양에서가장오래된본초서인『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의효능인명목(明目)에대해서는

①간기능촉진작용이홍삼과 ginsenoside R0에서확인되었다. 흰쥐의간을 3분의 2 절개

한 다음 홍삼을 투여한 결과, 간의 재생률이 인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對照群)에 비해

34%나촉진되는것을확인했으며, 이러한유효성분군을‘단백질합성촉진인자’라하여‘프

로스티솔(prostisol)’이라명명했다. ②간장애개선작용은홍삼과 ginsenoside R0에서확

인되었으며, 사염화탄소, 갈락토사민, 페나세틴(phenacetin) 같은간독소물질에의해일어

나는간세포의괴사(壞死) 등조직학적병변을경감시켰다. ③숙취제거작용으로알코올대

사계에관여하는각종효소들의활성이인삼의사포닌성분처리에의해증가되는것을관찰

했으며, 10일간연속해알코올과인삼을병용투여한쥐의간세포는알코올만투여한쥐의간

세포에비해, 간손상정도가훨씬적었다는사실을전자현미경으로확인했다. 또성인 10명

을대상으로한임상실험에서홍삼진액과함께술을마신경우, 술만마신경우에비해혈중

알코올농도가낮다는사실을발견했는데, 이러한결과는인삼이체내에서알코올을빨리분

해해준다는것을의미한다고했다. 

개심(開心)에관해서는①동맥경화및고혈압의예방으로콜레스테롤을다량함유한사료

를토끼에게투여해고지혈증(高脂血症)에미치는홍삼효과를조사한결과, 지질대사와관련

한각종효소의활성이촉진되어혈중콜레스테롤함량이저하되고, 고지혈증으로나타나는

죽종(粥腫: 모세혈관벽에지방입자가발생한상태) 형성이예방되었다. 또당뇨병으로인해

2차적으로고지혈증을일으킨환자67명을대상으로홍삼분말을투여한임상실험에서도혈

중콜레스테롤, 트리 리세라이드및혈소판점착이저하되었고, 고 도지질단백질(HD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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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 ② 항트롬빈 작용과 혈소판응집 억제 작용은 ginsenoside R0에서 확인되었고,

③혈류개선작용은홍삼이피부혈류개선효과를나타냈다. 

연년(延年)에 대해서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해 ① 과산화지질의 생성 억제 작용이 홍삼

ether 가용성분획, maltol, salicylic acid, vanilic acid 등에서확인되었고, ②항노화작용

은홍삼비사포닌성분과 phenolic copounds에서 확인되었는데, 조직의퇴행성(退行性) 변

화에중요한역할을하는활성산소의유해작용을홍삼의비사포닌성분이억제한다고했으

며, 이는활성산소에대한인삼의소진(消盡) 효과에기인한다. 

그 외의확인된약리작용은①항염증작용이 ginsenoside R0에서 모세혈관투과성억제

작용과 carrageenin, compound 48/80 유발족부종의억제작용을나타냈다. ②항암작용

은 panaxydol, ginsenoside Rh2, Rg3에서확인되었으며, L1210에대한세포독성과에를리

히(Ehrlich) 복수암세포에대해항암효과를나타냈다. 또폐암에걸린생쥐를대상으로 1년

에걸쳐고려홍삼을투여, 연구실험을실시한결과홍삼이암세포를죽일수있는생체내자

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의 활성증진에현저한효과가있다고발표했다. 이와같은

인삼의약리작용은고려인삼의우수성과고전적효능에대한약효해명에일부기여하는결

과라고사료된다.

[사진제공｜고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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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인삼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