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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ly, food and medicines are considered as having common roots. That is, their energies share the same source

(藥食同源), which has created a unique food culture, and nurtured a unique academic area of dietary medicine (藥膳食料

學).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desirable dietary life-style based on the oriental dietary medicine theorem originated

from the schema of four qi as well as five flavors of foods (四氣五味), originated from the yin-yang and five phase theory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of a modern point of view, and experimental analysis of nutrients and dietary effects of clear

heat effect materials. This study can promote more healthy life-styles and prevent adult diseases by following oriental dietary

medicine theory. We should develop a Yack-sun theory and dietary culture that is suitable for physical and genet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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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는 개

념에 입각한 다양한 형태의 음식이 발전해 왔으며(Bok et al.

2005; Park & Kim 2010; Kim 2014) 최근에는 약선(藥膳)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건강음식으로 부각되고 있다(Park

& Kim 2010). 또한 최근에는 여러 모임들을 통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Lim & Cha 2013) 이러한

움직임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중심으로 효능을 접근하

는 서구적 식품영양학에 대한 보완적 방향으로 식품이 가지

는 전체적인 기(氣)를 기반으로 식품의 효능을 판단하는 동

양적 사고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식품의 가장 적절한 활용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이루어

진다면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식생활의 새로운 패러다

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식품영양학계에는 서구 과학의 영향

을 받아 여러 유기체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기능을 균형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나 음식을 통해 5대 영양소

와 특정 기능성 성분의 올바른 섭취가 건강·영양관리 체계

의 중심 방법이라 인식해왔다고 본 연구자는 판단된다. 그러

나 서구적 현대 영양학에서 강조하는 영양소나 특정 성분 중

심의 기능적 접근은 식품이 가지는 전체적인 기운보다는 식

품이 함유한 특정 성분의 함량에 기초한 접근이므로 식품이

한 면만을 보는 접근이 될 수 있는 맹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Han 2015).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방안을 동양의 전통적 사유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그 중의 하나가 전통 기미론(氣

味論)에 기초한 약선 식생활 문화라고 판단된다(Han 2015).

이처럼 기미에 따라 재료가 가지고 있는 효능 및 작용을

판단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식품이나 음식이 가지는 효능에

대한 동양적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기미론적인 개념을 바탕

으로 한 동양적 식품 효능의 접근은 5대 영양소나 각종 기

능성 성분의 종류 및 함량으로 그 식품이나 음식의 효능을

언급하는 서구적 식품영양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

실이며 기미론적인 식품의 효능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

들의 관습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통해 그 섭취효능이 제시·

입증되었기 때문에 향후 동·서 영양학의 합리적인 접목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청열(淸熱)”이란 체표 부위의 열을 발산시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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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체 내부에 존재하는 열, 즉 이열(裏熱)을 식히는 치법

으로 한의학 이론 중 “열은 한으로서 다스린다(熱者寒之)”라

는 치료원칙에 따라 청열의 효능을 가지는 재료들은 대부분

성질이 한량(寒凉)하고 여러 열증(熱證)에 활용된다(Compilation

committee of Chinese Medicine Thesaurus 2003; Tam 2003).

이때의 열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현대

의학적인 개념의 체온상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외관상의 체

온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대개 두통, 입마름,

목마름, 얼굴색의 붉어짐, 눈의 충혈 및 대변이 굳어서 변비

가 있고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고 화끈거리며 손바닥과

발바닥 및 가슴이 답답하고 열감을 느끼는 증상들을 나타내

는 경우가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사기(邪氣)가 체내로 침입

한 다음 열로 변하여 발생하거나 체내에서 기가 울체되어 열

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Choi 1997; Compilation committee

of Chinese Medicine Thesaurus 2003). 현대인들에게서 발

생하는 눈이 붉어지는 경우, 피곤이 쌓이는 증상, 혈액순환

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판단

할 때, 체내의 간열을 포함한 불균형하게 과도한 열, 과도한

스트레스, 눈의 혹사,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노폐물 적체 및

기혈순환의 불충분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Choi 1997). 따라서 이런 상태를 제거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열을 주된 효능으로 가지는 재료들을 활

용한 다양한 약선의 개발이 요구되며 약선재료들의 청열 효

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허가

된 재료들 중 본 연구자가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청열효능

을 가진 차류의 소재로 사용이 가능한 포공영, 감국, 금은화

및 치자를 선정하여 이들을 동양의 기미론을 기반으로 그 섭

취효능을 정리하고 동시에 서구 식품영양학적 방법을 이용

하여 그 영양가치와 항산화활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

까지는 동, 서 식품 효능가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

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동·서

식품효능에 대해 명확하게 상호 연관정도를 언급하기에는 부

족한 실정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식품의 효능을 그 식품

이 지닌 총체적인 기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기미론과 성분함

량 중심의 현대적 식품영양학적 입장이 조화된 식품효능 접

근 방법을 구축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치료의 보조

및 치료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식이관리 모델의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실험재료의 준비

본 연구 재료인 포공영과 치자는 2012년 전라남도 화순군

에서 재배되어 건조상태로 판매되는 것을 구매하였고 감국

과 금은화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2012년 재배되어 건조된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2. 문헌에 기초한 청열 재료의 기미론적 효능 분석

포공영, 감국, 금은화 및 치자의 기미, 귀경 및 효능 등을

중「중약대사전」등을 토대로 분석·고찰을 통하여 약선

식료학적인 특징과 효능가치를 분석하였다.

3.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법(AOAC 1990)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즉, 105oC 상압건조법, 조백질의 함량은 semi-micro kjeldahl

법(kjeltec 1030, Auto Analyzer, Tecator, Sweden), 조지방

의 함량은 soxhlet 추출법, 조회분 함량은 550oC에서 직접회

화법으로 분석하였다. 당질은 총 100에서 수분, 조단백, 조지

방 및 조회분의 함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여 구하였다. 모든

결과는 3회 반복실험의 평균으로 정리하였다.

4. 무기질 조성 분석

무기질 분석은 AOAC법(AOAC 1984)에 따라 습식분해

후 정량하였다. 즉, 황산과 질산을 넣어 분해시킨 후, 어느

정도 맑은 액이 되었을 때 과염소산을 넣고 10분 정도 더 가

열하여 방냉 후, 여과하여 100 mL로 정용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측정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photometer (ICP, Plasmacan 7.0, Labtest, Australia)

를 이용하여 무기질 각각의 파장에서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고,

이때 각 무기질 분석을 위한 기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5. 유리당 함량 분석

Richmond et al. (1981)의 HPLC 분석조건을 응용하였다.

즉, 시료 5 g을 칭량하여 80% 메탄올 100 mL를 넣고 13,000

rpm에서 3분 동안 균질화하였다. 이 균질체를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추출장치에 옮긴 후 80oC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한 후

여과하였다. 이 추출조작을 2회 반복하여 모은 여액을 45oC

에서 감압, 농축한 후 증류수를 넣어 100 mL로 정용하였다.

이렇게 조제한 시료용액은 −70oC에서 냉동 보관하면서 분석

하였다.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Waters,

USA)의 분석조건으로 Sugar-Pak I column (Waters, USA,

 <Table 1> ICP condition for mineral contents analysis

ICP condition 

Power 1KW for aqueous

Nebulizer 3.5 bars for meinhard type C

Aersol flow rate 0.3 L/min

Carrier gas flow 0.3 L/min

Cooling gas 12 L/min

Wavelength

(nm)

Mg 279.533 Ca 393.336

K 766.490 Fe 238.204

Na 588.995 Cu 224.796

P 213.618 Zn 76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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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mm×6.5 mm)을 사용하였고, 용출용매는 Ca-EDTA(500

mg/L)를 사용하였다. 전 처리된 시료 1 mL를 취하여 0.45

µm 여과지로 여과한 후 column에 20 µL 주입하였다. 이때

의 컬럼의 온도는 90oC를 유지하였다. 용출용매는 0.5 mL/

min로 흘려보냈으며, 검출은 refractive index (RI) detector

를 이용하였다. 표준품 용액과 시료의 유리당 peak를 직접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정량은 각 표준품의 검량곡선을 따로

작성한 후 peak의 면적에서 산출하였고, 3회 반복 실험에 의

해 그 평균치를 구하였다.

6. 항산화활성 분석

1)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측정

재료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에 의

한 전자공여능(Electron Doncting Abilities, EDA)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한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DPPH에 의한

전자공여능 측정은 시료 5 g에 70%에 에탄올 50 mL을 가하

여 80oC에서 1시간 가온하면서 추출하고 여과한 후 50 mL

로 정용하였다. 각 시료 0.5 mL에 2×10−4 M-DPPH 2.0

mL를 넣고 섞어주고 30분 동안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활성을 비교한 합성항산화제는 BHT (Butyl Hydroxy

Toluene)을 이용하였다. 흡광도를 측정한 후 다음의 계산식

에 계산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전자공여능

 =

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는 Moreno et al.의 방법(2000)에 따라 추

출물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및 1M-

potassium acetate 0.1 mL,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으며, quercetin (Sigma Co, USA)을 표준물질로

하여 얻어진 표준검량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으며, 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7.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 통계처리는 SAS Package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정리하였으며 재료간의 유

의적인 차이특성은 ANOVA (analysis of variance) model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 유의성

을 평가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청열 효능을 가진 약선재료의 기미론적 의미

<Table 2>에는 포공영, 감국, 금은화 및 치자의 기미, 귀경

및 효능을 정리하였다.

모든 식재와 약재의 섭취 효능은 음양(陰陽)이론에 기초를

둔 기미론(Qi-Flavor Theory)으로 전개하는 것이 동양에서의

효능 접근방법이다(Kim 1997; Nam et al. 1997; Cui &

Lee 2010). ‘기미(氣味)’라 함은 한량온열(寒凉溫熱)의 사기

(四氣)와 산고감신함(酸苦甘辛鹹)의 오미(五味)로 정리되며 식

재, 약재의 효능을 추정하는 이론이다(Kim 1997; Nam et

al. 1997). 이 이론은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유효성분 함량의

분석으로 효능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면서 전체

성을 띤 이론으로, 인간과 자연현상을 일치시켜 효능을 분류

하는 원리이다(Hwang et al. 1999; Kim 2014). 그래서 모

든 만물을 음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생산되는 식

재와 약재들을 음양에 귀속시켜 기미이론으로 섭취 효능을

대별하는 것이다(Ahn 1999; Hwang et al. 1999; Kim 2014).

기(氣)는 하늘에서 주어진 기운, 미(味)는 땅에서 만들어진

기운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융합되

어 생성되고 태어나게 된다(Nam et al. 1997; Bok et al.

2005; Park & Kim 2010). 모든 물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가지고 탄생하므로(Ahn 1999; Hwang et al. 1999) 하늘과

땅, 즉 이 두가지 기운이 생명체내에는 모두 존재하고 이 기

운이 그 생명체의 특성이 되는 것이며 약선을 구성하는 재

료들은 바로 그 기운이 그 재료의 효능이 되는 것이다

(Hwang et al. 1999; Park & Cui 2006). 하늘은 생명체에

게 보이지 않는 기를 부여해주고 땅은 하늘이 부여해준 기

를 담아둘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미라는 특성을

생명체에게 부여해주는 원리인 것이다(Ahn 1999). 따라서 하

늘의 기운인 기는 4가지, 땅의 기운인 미는 5가지로 분류하

여 그 효능을 판단하는데 이를 사기오미(四氣五味)라 한다.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시료대조구의 흡광도–

대조구의 흡광도
-----------------------------------------------------------------------------------------------------–

⎝ ⎠
⎛ ⎞ 100×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four medicinal plants1)

Material Properties (氣, 味) Channels entered (歸經) Effects

P’ogongyong cold/bitter liver, stomach clear heat & detoxify, drain diuresis

Kamkuk slightly cool/bitter, sweet lung, liver clear heat & detoxify, disperse wind, improve vision

Kumunhwa cold/sweet  lung, stomach, large intestine clear heat & detoxify

Ch’icha cold/bitter heart, liver, lung, stomach downbear fire, clear heat, cool the blood,

1)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On Traditio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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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사성(四性)이라고도 하며 식재나 약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며, 기능을 총체적 개괄한 것으로 한·량·온·열의

네 가지로 나눈다. 열은 부드럽게 하는 특징(軟), 온은 흩어

지게 하는 특징(散), 한은 단단하게 하는 특징(堅), 량은 거두

어 드리는 특징(收)을 가지며 한과 량, 온과 열은 정도의 차

이가 있는 같은 효능 범위로 이해하면 된다. 사기는 음양이

론에 근거하여 작용 특성으로 나눌 때 한량의 기운은 음에,

온열의 기운은 양으로 분류 한다. 4가지 성질 외에도 특성상

한량과 온열의 두 종류에 뚜렷하게 치우쳐 있지 않은 특성

을 가진 재료들은 성질이 평(平)하다고 한다(Choi 1997;

Kim 1997). 그러나 평하다 해도 실제로는 아주 약간씩 한량

과 온열로 치우쳐 있어 사기라 칭하는 것이다(Choi 1997).

이런 평성(平性) 재료로 구성된 음식은 기가 강하지 않은 것

들로 성질이 온화하여 치료 약선보다는 건강증진이나 보양

(保養)의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따라서 건강 약선에 폭넓게

사용한다. 어떤 재료든지 하나의 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 재료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준중의 하나인 것이다.

“熱者寒之, 溫者淸之(열은 한하게 하고 온은 청하게 한다)”

는 즉 한량한 재료는 온열성(溫熱性) 병증 또는 체질에 사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Bae 2005). 또한 “寒者熱之, 凉者溫之

(한은 열하게 하고 량은 온하게 한다)”는 한량성의 병증이나

체질에 온열성 재료를 이용하여 평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Bae 2005).

오미란 식재나 약재는 모두 오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산·고·감·신·함, 다섯 가지 맛을 말하며 미각으로 느

껴지는 맛 뿐 아니라 임상에서 반영되어지는 효능에 근거해

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미각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비슷하

지만 어떤 재료는 미각으로 느낄 수 없거나 미각과는 다른

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 담미(淡味)나 삽미(澁味)를 더하기도

하는데 그 효능 특성상 담미는 감미(甘味)에, 삽미는 산미(酸

味)에 분류한다. 이 오미의 작용 특성상 신 및 감은 양에 속

하고, 산, 고 및 함은 음에 속한다. 각 재료의 기는 꼭 하나

지만 미는 하나 이상이 되기도 한다(Choi 1997; Ahn 1999;

Hwang et al. 1999; Park & Cui 2006).

신맛은 섭취하면 가장 먼저 간으로 들어가서 간의 작용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는 맛으로 간은 흩어지려는 성질을 가

지는데 신맛의 수산(收散), 속완(束緩)작용이 간의 흩어지려

는 기능이 너무 항진되는 것을 조절하여 간의 기능이 균형

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Choi 1997; Ahn 1999). 쓴맛

은 심의 작용을 조절해주므로 섭취하면 가장 먼저 심으로 들

어가며 쓴맛을 먹으면 내뱉거나 삼켜버리는 등 몸 밖으로 내

보내려는 경향이 있어 설강(泄降)의 효능이 있다(Choi 1997;

Ahn 1999). 따라서 위로 뻗어 오르려는 심장의 특성을 조절

해주므로 심기능을 원활히 해준다(Choi 1997; Ahn 1999).

단맛은 우리가 섭취하면 비로 들어가서 비의 작용이 원활히

되도록 비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맛으로(Choi 1997; Ahn

1999) 보익(補益), 화중(和中), 완급지통(緩急止痛) 및 윤조

(潤燥)의 효능을 가진다(Choi 1997; Ahn 1999). 매운맛은 우

리가 섭취하면 폐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폐의 작용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폐가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

록 해주는 맛이다(Choi 1997; Ahn 1999). 즉, 매운맛은 발

산(發散)의 작용이 있어 거두어 들여서 아래로 내려 보내려

는 특성을 가진 폐의 기능이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조절해

준다. 짠맛은 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맛으로 섭취하면

가장 먼저 신으로 들어가서 작용한다(Choi 1997; Ahn

1999). 신은 단단하게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연견(軟堅)의 작용이 있는 짠맛은 신의

기능을 조절하여 신기능을 유지해준다. 연견작용이 있어 대

변조결(大便燥結), 나력( ) 및 담핵(痰核)에 사용하고, 윤

조, 양혈 및 자음효능이 있어 간신의 정혈부족(肝腎精血不

足)에 활용한다(Choi 1997; Ahn 1999).

본 연구재료인 포공영은 기운은 차고 쓴맛의 기미를 가지

며 간과 위로 귀경하여 열을 내리고 해독, 이뇨의 작용을 가

지고 있다(Compilation committee of Chinese Medicine

Thesaurus 2003). 감국은 약간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쓰고

단맛을 가지며 폐와 간으로 귀경하는 재료로 청열해독, 소풍

(疎風) 및 명목(明目)의 효능을 가진다(Compilation committee

of Chinese Mdicine Thesaurus 2003). 금은화는 찬기운과

단맛을 가지고 폐, 위, 대장으로 귀경하여 청열해독의 효능을

가지며(Compilationcommittee of Chinese Medicine Thesaurus

2003), 치자는 찬기운, 쓴맛의 기미를 가지면서 심, 간, 폐,

위 등에 귀경하면서 청열하고 화를 내리고 혈액의 열을 제

거하는 효능을 가진다(Compilation committee of Chinese

Medicine Thesaurus 2003).

청열 즉, 체내의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고 열과 함께 존재

하는 독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진 재료들은 모두 약간 서늘

하거나 찬기운을 가졌고 대개 열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을 가

지는 쓴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내 열과 독을

제거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재료인 포공영, 감국, 금은화 및

치자 등은 기미이론에 따라 판단할 때 충분히 체내의 열을

제거하는 효능을 발휘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동의보감」이나「임원십육지」등에는 식품들의 기미,

귀경을 통한 효능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적용하도록 알려

주고 있는 책으로 우리들은 이 서적들을 통해 선인들이 식

품의 기미의 작용을 질병치료에 응용하였고 이들의 조리법

을 개발하고 섭취하여 인체에 유효하게 활용하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Cha et al. 2006). 따라서 식품의 효능을 현대

분석적인 과학원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성분중심의 접근과 동

시에 기미로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식품의 전체 기운을 중

심으로 하는 접근을 함께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올바른 식품

의 섭취효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약식동원

의 개념이 깃든 전통음식의 올바른 해석과 활용이 이루어져

서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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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et al.(2013)은 “식품 영양 연구, 정책,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활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

개된 정보를 단순 정보의 검색 뿐 아니라 영양관리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표준화된 식

품성분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런 제언에 본

연구자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나 컨텐츠의 개발에 우리 전

통의 기미론에 기초한 식품의 기능이나 섭취효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가하여 동, 서 보완적인 식품의 효능을 정

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청열 효능을 가진 약선재료의 식품학적 특성

1) 일반성분 함량

<Table 3>에는 청열 효능을 가진 포공영, 감국, 금은화 및

치자의 일반성분 함량을 정리하였다.

기미론적으로 청열의 효능을 가진 포공영의 수분 함량은

13.09%, 당질 함량 44.13%, 조단백 함량은 16.60%, 조지방

함량 5.12% 및 조회분 함량 21.06%로 분석되었다. 감국의

경우에는 22.19%의 수분, 46.62%의 당질, 17.18%의 조단백

질, 6.01%의 조지방 및 8.00%의 조회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금은화와 치자의 수분 함량은 각각 11.00%

및 12.09%, 당질 함량은 각각 53.34% 및 56.86%, 조단백

질 함량은 각각 14.55%, 및 8.05%, 조지방 함량은 각각

13.10% 및 11.10%, 조회분 함량은 각각 8.01% 및 11.90%

로 분석되었다. 감국의 수분 함량이 포공영, 금은화 및 치자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조단백질은 치자의 함량이 다른

세가지 재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또한

조지방의 경우에는 포공영과 감국의 함량이 금은화와 치자

에 비해 유의적으로 그 함량이 낮았고 조회분은 감국과 금

은화의 함량이 치자와 포공영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최근의 보고에서는 감국의 수분 함량은 23.12%이었고

48.96%의 당질, 2.46%의 총 식이섬유, 5.00%의 조지방,

5.10%의 조회분 및 15.36%의 조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고 분석되었고 금은화의 수분 함량은 8.88%, 당질 함량은

60.34%, 총 식이섬유 함량은 4.11%, 조지방 함량은 4.44%,

조회분 함량은 5.01%, 조단백질 함량은 17.22%로 보고되었

다(Han 2015).

2) 무기질 조성

<Table 4>에는 청열 효능을 가진 포공영, 감국, 금은화 및

치자의 무기질 함량을 정리하였다.

포공영의 인 함량은 622.12 mg%, 칼슘 432.011 mg%, 나

트륨 8.98 mg%, 칼륨 351.20 mg%, 마그네슘 758.10 mg%,

철분 4.94 mg%, 구리 3.88 mg% 및 아연 4.09 mg%가 함유

되어 있었다. 감국의 인 함량은 189.10 mg%, 칼슘 함량은

398.90 mg%, 나트륨 함량은 18.33 mg%, 칼륨 함량은

668.98 mg%, 마그네슘 함량은 470.09 mg%, 철분 함량은

23.12 mg%, 구리 함량은 13.35 mg% 및 아연 함량은 3.33

mg%이었다. 금은화는 441.31 mg%의 인, 600.09 mg%의 칼

슘, 29.12 mg%의 나트륨, 473.44 mg%의 칼륨, 348.02 mg%

의 마그네슘, 20.92 mg%의 철분, 7.78 mg%의 구리 및 5.51

m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었고, 치자는 177.01 mg%의 인,

669.20 mg%의 칼슘, 3.47 mg%의 나트륨, 518.19 mg%의 칼

륨, 708.97 mg%의 마그네슘, 21.01 mg%의 철, 7.77 mg%의

구리 및 4.12 m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었다. Han의 연구

(2015)에서는 감국의 인 함량은 200.00 mg%, 칼슘 함량은

444.55 mg%, 나트륨 함량은 33.33 mg%, 칼륨함량은 558.97

mg%, 마그네슘 함량은 170.01 mg%, 철분 함량은 28.12

mg%, 구리 함량은9.15 mg% 및 아연 함량은 2.54 mg%이었

다. 금은화는 259.33 mg%의 인, 500.01 mg%의 칼슘, 24.99

<Table 3> General nutrient composition of materials (%, dry basis) 

Material Moisture Carbohydrat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P’ogongyong 0013.09±0.341)2)a 44.13±3.12 16.60±4.07a 05.12±1.99a 21.06±0.91a

Kamkuk 22.19±4.17b 46.62±8.31 17.18±4.38a 06.01±0.55a 08.00±0.43b

Kumunhwa 11.00±1.51a 53.34±3.49 14.55±4.33a 13.10±3.10b 08.01±0.57b

Ch’icha 12.09±4.11a 56.86±5.00 08.05±3.31b 11.10±0.54b 11.90±0.09a

1)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f 3 times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Mineral contents of materials (mg%)

Material  P Ca Na K Mg Fe Cu Zn

P’ogongyong 666.12±39.101)2)a 432.01±31.87a 08.98±1.10a 351.20±29.10a 758.10±46.22a 04.94±1.20a 03.88±0.21a 4.09±0.01

Kamkuk 189.10±40.14b 398.90±40.12a 18.33±1.21b 668.97±38.15b  470.09±37.01b0 23.12±3.11b 13.35±1.11b 3.33±0.18

Kumunhwa  441.31± 43.51c 600.09±38.96b 29.12±5.13b 473.44±44.12b 348.02±66.20b 20.92±1.21b 07.78±0.21a 5.51±0.32

Ch’icha 177.01± 29.01b 669.20±42.24b 03.47±0.31a 518.19±50.17b 708.97±30.11a 21.01±0.77b 07.77±0.20b 4.12±0.24

1)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f 3 times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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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의 나트륨, 412.44 mg%의 칼륨, 148.02 mg%의 마그네

슘, 15.92 mg%의 철분, 4.78 mg%의 구리 및 3.59 m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었고 보고하였다.

구성재료들의 무기질 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은 무기질은 아연이었고, 이를 제외한 무기질은 재료간의 유

의적인 함량의 차이를 보였다. 즉, 인의 경우에는 포공영의

인 함량이 다른 3가지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은 금은화였으며 감국과 치자는 서로 같은 수준으로 네 가

지 재료들 중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칼슘의 함량은 금은

화와 치자는 서로 같은 수준으로 그 함량이 포공영, 감국보

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나트륨의 함량은 포공영과 치자가 같

은 수준으로 금은화와 감국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

다. 칼륨의 함량은 포공영이 감국, 금은화 및 치자보다 유의

적으로 낮은 함량으로 분석되었으며 마그네슘은 함량은 포

공영과 치자는 같은 수준이고 감국과 금은화가 같은 수준이

었으며 그 농도는 포공영과 치자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미량 무기질의 경우, 철분 함량은 포공영이 다른 세 가지

재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였다. 구리의 경우에

는 포공영과 금은화가 같은 수준으로 감국과 금은화의 함량

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3) 유리당 함량

<Table 5>에는 청열 효능을 가진 포공영, 감국, 금은화 및

치자의 유리당 함량을 정리하였다.

포공영은 2.20%의 포도당과 0.02%의 과당, 0.01%의 자당

을 함유하고 있었고, 맥아당의 함량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포

공영의 총 유리당 함량은 2.23%이었다. 감국의 경우 포도당

11.76%, 과당 9.46%, 자당 0.22% 및 맥아당 0.17%를 함유

하고 있으며, 총 유리당 함량은 21.61%이다. 금은화와 치자

의 포도당 함량은 각각 5.38% 및 11.90%, 과당 함량은

7.07% 및 9.41%이었다. 금은화의 자당 함량은 0.01%, 치자

의 자당 함량은 0.51%, 금은화와 치자의 맥아당 함량은 각

각 0.93% 및 0.06%이었고 총 유리당의 함유량은 금은화는

13.39%이고, 치자는 21.88%로 분석되었다.

포공영과 금은화의 포도당 함량은 감국이나 치자의 함량보

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포공영이 과당 함량이 다른 세 가

지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자당의 경우에는 치자의

함량이 다른 세 가지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맥아당의 함

량은 다른 세 가지에 비해 금은화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총 유리당 함량은 치자와 감국이 서로 같은 수준으

로 포공영이나 금은화에 비해 그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

다. Han의 연구(2015)에서는 감국의 경우 포도당 7.77%, 과

당 9.41%, 자당 0.25% 및 맥아당 0.11%를 함유하고 있으

며, 총 유리당 함량은 17.54%함유되어있었고 금은화의 포도

당 함량은 5.35%, 과당 함량은 6.07%, 금은화에는 자당이 함

유되어 있지 않았으며, 금은화의 맥아당 함량은 0.82%, 금은

화의 총 유리당의 함유량은 12.24%로 분석되었다.

4) 항산화활성

<Table 6>에는 청열 효능을 지닌 재료의 DPPH에 의한 전

자공여능의 결과를 정리하였고 <Table 7>에는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준물질로 사용한 BHT (Butylated Hydroxy Toluen)의

농도에 따라 전자공여능은 22.70~87.69%이었고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들의 전자공여능은 최저 27.62%~최고 66.14%수

준이었다. 감국의 전자공여능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치자의 전자공여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국은 BHT

100 ppm의 전자공여능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포공영과 금은

화는 BHT 200 ppm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치자는 BHT 200

ppm과 BHT 400 ppm의 중간 수준인 66.14%로 나타나 청

열효능을 지닌 재료들의 전자공여능을 통한 항산화활성은 매

우 유익한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산 생약재의 전자공여능에 대한 결과는 산사 42.18%

(Nam et al. 2015), 목단 65.0%, 황금 57.1% 및 산수유

245.8%로 보고되어 있다(Park et al. 2002; Kim et al.

2005; Kang et al. 2007). 또한 갈근, 감초 및 당귀 열수추

출물에서는 전자공여능이 각각 16.3%, 13.3% 및 15.8%로

분석되었다(Park 2007). 또한 감국의 DPPH에 의한 전자공

여능은 17.62%, 금은화는 21.08%로 보고되었다(Han 2015).

<Table 7>과 같이 포공영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4.11

mgQE/100 g, 치자는 38.20 mgQE/100 g으로 같은 수준으로

감국이나 금은화의 2.98 mgQE/100 g, 9.49 mgQE/100 g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약선차 재료의 항산화능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금은화의 경우 3.10 mgQE/100 g, 감국은

3.47 mgQE/100 g 수준이 보고되었다(Han 2015).

 <Table 5> Free sugar contents of materials (%, dry basis)

Material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Total free sugar

P’ogongyong 0002.20±0.281)2)a 0.02±0.01a 0.01±0.00a 0.00±0.00a 02.23±0.10a

Kamkuk 11.76±0.08b 9.46±0.07b 0.22±0.01a 0.17±0.14a 21.61±1.00b

Kumunhwa 05.38±0.09a 7.07±0.02b 0.01±0.00a 0.93±0.10b 13.39±0.05c

Ch’icha 11.90±0.11b 9.41±0.03b 0.51±0.02b 0.06±0.10a 21.88±0.10b

1)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f 3 times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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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는 전자공여능이라 하며 화합물 내 질소중심의 라디

칼 전자의 안정화된 구조의 화합물로서 항산화물질의 존재

하에서 환원되는 물질로, 보편적으로 항산화 능력을 측정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항산화능을 평가할 때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법(Son & Kang 2014)으로 일반성분과 마찬가

지로 기능성 식품 소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생약이나 한

약재료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다면 기능성 식품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현대인들에게는 산

화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부작용이 없는 항산화

활성이 있는 항산화제에 관심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청열재

료의 항산화활성을 활용한 여러 식품의 개발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3. 기미론과 영양성분에 대한 청열 효능의 통합적 고찰

현대 서양의학에 기반하는 식품영양학에서는 식품이나 음

식의 구성 성분들인 5대 영양소의 작용과 함량, 특정 기능성

성분의 함유 정도에 따라 그 영양적 가치와 섭취 효능을 언

급하고 있다. 즉 인체는 여러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5대

영양소와 기능성 생체조절 성분의 적절한 섭취가 건강의 중

요한 요인이 된다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Park & Kim

2010; Han 2015). 그러나 근래 들어 서구적 현대 식품영양

학의 맹점을 동양의 총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동·서

보완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의학계에 이

어 식품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최근에 동양철학 및 의학사상의 기초 원리인 기미론에

따라 식품의 섭취 효능에 접근하고, 각 식품을 기미론에 입

각하여 배합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제공함으

로써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공헌할 수 있다는 동양의 전통

적 사유에 바탕을 둔 약선식료학이 구축되는 이유라 할 것

이다. 이를 기반으로 식품이나 음식의 섭취 효능을 분석하여

서구 영양학적 분석 자료와 비교·고찰하여 식품의 기미론

적 의미를 이해하고 동시에 식품영양학적 성분의 가치를 인

지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기

대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반건상 상태의 증상을 일으

키는 원인중의 하나는 체내에 불필요하게 축적되어 있는 열

과 독이다. 지나친 가공식품, 육류 및 밀가루 제품의 과도한

섭취 및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들이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기가 뭉쳐서 순환되지 않아 항상 피곤하

고 소화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Tam 2003; Han 2010)

동양의학에서 언급하는 청열 해독 섭취효능을 가진 식품이

나 음식의 섭취가 필요하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약선재료

들 중 대표적인 것이 포공영, 감국, 금은화 및 치자 등이다.

한편, 식품영양학 측면에서도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배변활동의 증진, 항산화 작용 증대를 통해 현대인들의

반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최근에 특히 항산화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적극적인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일반성분이나 무기질, 유리당 함량에

따른 청열해독 효능을 유추하기 어려우나 특징적인 것은 항

산화 작용이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분석 결과

로 나타났다.

동양적 기미론에 기초를 둔 약선식료학적 사고는 오래전

부터 우리의 식생활에 내재되어 식품의 효능을 접근해 왔으

나 오늘날 식품학계에서는 동양적 원리에 입각한 전통적 접

근 방법을 간과하고 현대영양학적 원리로만 접근하여 영양

분석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식품은 영양학적 측면과 기(氣)

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영양학적인 측면만을 부각

하여 기의 측면을 도외시한다면 우리 고유의 식생활이 지닌

장점이 사장되고, 우리의 고유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

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치유기능을 지닌 음식

으로서의 식품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Han 2010). 나아

가 오랜 기간 동안 익혀왔던 동양사상 구도에 입각한 식생

활과 생활습관 또한 점차 사라짐으로써 조화로운 건강과 전

통의 문화를 동시에 상실할 우려를 낳고 있다(Han 2010). 따

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식생활 사고에 입각한

식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동양적 사유의 식품학적 활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선 및 전통음식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식

품의 종류와 효능을 음양오행에 입각한 기미와 귀경 등의 관

점에서 분류하고 적용하는 원리적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

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청열’ 효능을 지닌 약선재료에 대하

여 현대적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더하여 영양학적 균형과 조

 <Table 6>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Material  Scavenging activity (%)

BHT 100 ppm 0022.70±2.121)2)a

BHT 200 ppm 44.00±3.08b

BHT 400 ppm 87.69±2.21c

P’ogongyong 39.33±3.04b

Kamkuk 27.62±2.81a

Kumunhwa 42.08±4.20b

Ch’icha 66.14±2.10d

1)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f 3 times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Total flavonoid contents of materials

Material Content (mg QE/100 g)

P’ogogyong 044.11±0.101)2)a

Kamkuk 2.98±0.15b

Kumunhwa 9.49±1.05b

Ch’icha 38.20±2.38a0

1)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f 3 times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청열 효능 약선재료의 기미론적 접근 49

화를 판단해 보았고 동양철학 사상을 기본원리로 하는 동양

의 식품영양학적인 약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여야 하

는 필요성을 인지하여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약선식료학의

원리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전통사상을 기반으로 현대인의 건

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식생활 패

더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미론에 따라 재료가 가지고 있는 효능 및 작

용을 판단하는 약선식료학에서의 재료나 음식의 효능 접근

방법을 통해 약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현재

식품영양분야에서 식품효능 접근 방법과 원활한 접목을 위

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기미론적으로 청열 즉, 체내의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고 열

과 함께 존재하는 독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진 재료들은 모

두 약간 서늘하거나 찬 기운을 가졌고 열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을 가지는 쓴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네

가지 재료들의 식품학적 분석 결과 특이할 점은 표준물질인

BHT 100 ppm 보다 모두 항산화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이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점과 청열의 효능과의 관

련 기전에 대해서는 동·서 식품영양학자들의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약선식료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처방된

약선의 식품영양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식품의 효능이

나 섭취방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약선이 현대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

하는데 이용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향후 식품영양관리의 체계는 동양철학의 기본원리에 기반

을 두고 그 효능을 정리하는 방법과 함께 현대영양학적 성

과가 조화되는 통합적인 식품효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

여지며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토대로 한 새로운 식이관리 모

델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

태에 있는 전통적 기미론에 기초한 식품효능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양적 전통사유와 서구적 영양분석이 고려된 방향

에서 식품산업이 형성되어질 경우 그 활용도가 매우 높고 시

장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방약선식의 올바른 이해와 보편화를 위해 식품의 종류와

효능을 음양오행에 입각한 기미 및 귀경 등의 관점에서 접

근하는 새로운 시도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

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Ahn KS. 1999. The essence of oriental medicine. Sonamoo

Publishing Co., Seoul, pp 11-54

A.O.A.C. 1984.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4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Washington,

D.C., p 453

A.O.A.C. 1990.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5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Washington,

D.C., p 788

Bae BC. 2005. Basic oriental medicine. Sungbo Co., Seoul, pp

72-73

Blois MS. 1958. Antioxidant determinations by the use of a stable

free radical. Nature, 181(0):1198-2000

Bok HJ, Lee GJ, Song JE. 2005. A research on the traditional

food materials for developing medicinal food and the

direction of applying the theories of oriental medicine. J.

East Asian Soc. Diet. Life, 15(3):346-356

Cha BC, Lee BW, Choi MY. 1998 Antioxidative and

antimicrobial effects of nut species. Korean J. Pharmacogn.,

29(1):28-32

Cha GH, Song YJ, Lee HG. 2006. Focused on Sikgamchalyo of

Jeongjoji in Limwonsibyukji and Tangaekpyeon in

Donguibogam. Korean J. Food Cook. Sci., 23(5):690-701

Choi US. 1997. Introduction of oriental medicine. Daesung

Publishing Co., Seoul, pp 11-54

Compilation committee of Chinese Medicine Thesaurus. 2003.

Chinese Medicine Thesaurus. Jungdam Publishing Co.,

Seoul, pp 4583-4613

Cui X, Lee DH. 2010 Study on the drug treatment of drugs to

treat ‘Feiri’ by “Qiweilun”. J. Appl. Orient. Med.,

10(2):49-55

Han IJ. 2010. Study for the healthy food, medicinal food made of

tea. Master’s degree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pp 8-22

Han IJ. 2015. Integrated Research of Qi-Flavor Theory Meaning

and Nutritional Composition in Myeonghwa Yacksun

Cha. Doctoral degree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pp 102, 108, 115 

Hwang KH, Ma JY, Kin IR. 1999. The studies on the thory of

kimi by the activity of monoamine oxidase,. Korean J.

Herbol., 14(1):1-14

Hwang MT, Ho CT, Lee CY. 1992. Phenolic compounds in food.

In Phenolic Compounds in Food and Their Effects on

Health II. Maple Press, USA, pp 154-164

Kang MH, Kim TS, Park WJ. 2007. Effects of antioxidant

activity and changes in vitamin C during storage of Lycii

folium extracts prepared by different cooking method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6(8):1578-1582

Kim KT, Kim JO, Lee GD, Kwon JH. 2005. Antioxidative and

nitrite scavengering activities of Polygonatum odoratum

root extracts with different steaming and roasting

conditions. Korean J. Food Preserv., 12(2):166-172



50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1, No. 1 (2016)

Kim IR. 1997. A study on the literal research kimi-theory. Korean

J. Ori. Med., 3(1):169-181

Kim YM. 2014. A study on the traditional foods through Yin Yang

and five elements. Master’s degree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pp 2-3

Lim HJ, Cha WS. 2013. Review of application of medicinal

porridges by King-Injo of the Joseon Dynasty. J. Korean

Soc. Food Cult., 28(5):438-449

Lim SH, Kim JB, Cho YS, Choi YM, Park HJ, Kim SN. 2013.

National standard food composition tables provide the

infrastructure for food and nutrition research according

research according to policy and industry. Korean J. Food

& Nutr., 26(4):886-894

Moreno MIN, Isla MIN, Sampietro AR, Vattuone MA. 2000.

Comparision of the free radical scavengering of propolis

from several region of Argentina. J. Enthropharmacology,

71(1):109-114

Nam BH, Lee MY, Kim CS, Lee HG. 1997. A modern approach

to the nature of drug (I). J. Appl. Pharmacol., 5(1):8-11

Nam SM, Kang LJ, Shin MH. 2014. Anti-diabetic and anti-

oxidative activities of extracts from Crataegus pinnatifida.

J. East Asian Soc. Diet. Life, 25(2):270-277

Park SH, Kim GY. 2010. Oriental diet therapy area approach of

Reajerksodo-tang. Korean J. Food & Nutr., 23(2):285-290

Park SH, Cui HS. 2006. Characteristics and nutrirional approaching

of Sun-Jup in oriental medicinal diet therapy. Korean J.

Oriental Physiol. & Pathol., 20(3):753-758.

Park SJ, Choi YB, KO JR, Rha YA, Lee HY. 2014. Effects of

drying methods on the quality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Blueberry. Korean J. Culin. Res., 20(1):55-64

Park SJ, Kwon MS, Hwang YJ, Choi MS, Rha YA. 2014. Effects

of antioxidant ctivities of small colored potatoes by using

ultra high pressutr extraction process. Korean J. Culin.

Res., 20(4):27-36

Park YJ, Kim MH, Bae SJ. 2002. Enhancement of anti-

carcinogenic effect by combination of Lycii fructus with

vitamin C. J. Korean Soc. Food Sci. Nutr., 31(2):143-148

Park YS. 2007. Development of functional beverages using

distilled extract of Korean medicinal herb. J. East Asian

Soc. Diet. Life, 17(3):384-392

Richmond ML, Brandao SCCC, Gray JI, Markakis P, Stine CM.

1981. Analysis of simple sugar and sotbitol in fruit by

HPLC. J. Agric. Food Chem., 20(1):4-7

Son JH, Kang KO. 2014. Antioxidant properties of commercial

noodles supplemented with functional ingredients. J. East

Asian Soc. Diet. Life, 24(2):183-18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O Library Cataloguing in Publication,

pp 22-23

Received July 22, 2015; revised January 26, 2016; revised

February 23, 2016; revised February 24, 2016; accepted

February 11,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