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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was study about identifying fine seed herbs that are highly mixed together: Celosiae Semen, Celoisae 
Cristatae Semen, Cuscutae Semen, Perillae Semen. 
Methods: In non-distinctive herbs through sensory test, we can find accurate discriminative points by using a 
stereoscope. As a result, a new discriminative key was completed.
Results: We identified a comparison of herbs which are mixed up in distribution. 

1) In the case of Celosiae Semen and Celoisae Cristatae Semen, Celoisae Cristatae Semen which is mixed up is 
bigger and more glossy and especially have the sunk umbilicus. 
2) In the case of Cuscutae Semen and Perillae Semen, Perillae Semen is discriminated by characteristic morado 
netting surface and impression of fruit stalk in the single-ended. 
3) In the case of Cuscutae Semen which is distributed in three species, we discriminated by beak shape, location 
of umbilicus and vomiting thread shape or not when put in water. 

Cuscuta chinensis has a weak beaky shape, an umbilicus in center and is vomiting thread shape when put in 
water. 

C. australis has very weak beaky shape, an umbilicus beneath and is vomiting thread shape when put in water. 
C. japonica has clear beaky shape, an umbilicus beneath and is not vomiting thread shape when put in water. 

Conclusions: A stereoscope can be effectively used for identifying fine seed herbs hardly distinguishable by sensor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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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 Herbal region of original plant Official compendium

Celosiae Semen Semen of  Celosia argentea L. KHP, CP

Celosiae Cristatae Semen Semen of  Celosia cristata L. CP

Cuscutae Semen  Semen of Cuscuta chinensis LAM.KHP, CP) or related species in the same 
genusKHP) KHP, CP

Perillae Semen Semen of Perilla frutescens (L.) BRITT. CP

(260)

서 론

예로부터 한약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약재의 기원

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노력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약재의 진품 및 상중하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효능과 부작용 등에 직결

되는 문제이므로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부작용의 경우, 최근 발생된 여러 의료사고(예 : 

의 등칡 Aristolochia manshuriensis사용, 
및 의 혼용 등)의 예를 보면 그 심각성은 매우 높

다고 보겠다. 이런 면에서 한약재의 기원에 따른 정

확한 분류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접근으로 한약재의 주된 사용국인 동양

3국의 경우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표준한약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표준한약재 개발연구1)와 한

의본초활용기반구축-본초자원 은행 구축2)등이 있었

다. 아울러 대학 및 개인차원의 연구로는 

의 3)과 Cinnamic acid, 
Cinnamaldehyde의 부위별 정량을 통한 의 

규격연구4) 및 외부형태와 Chromatographic 
Fingerprient를 이용한 전호류 약재비교연구5)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한약재 감별연구는 대부분이 뿌리, 

잎, 줄기와 같은 육안상 구별이 가능한 부분에 집중

되어 있으며, 과실 종자중 육안상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더욱이 이런경우 

돋보기와 같은 확대경을 사용하는 것도 한계점에 노

출되어 있다. 따라서 광학현미경과 확대경의 중간단

계에 해당되는 확대현미경(Stereoscope)를 사용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이에 저자는 1차

로 한약재 감별에서 크기가 작아 상호 혼입의 개연성

이 높고 실제로 혼입되어 유통되어지고 있는 대표적

인 미세과실 종자류 4품목 한약재( , , 
, )를 대상으로 확대현미경(Stereoscope)를 

이용한 감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바, 유의성이 있

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 한약재 4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Table 1). Sample은 1차적으로 자연상태에

서 동정을 거쳐 채집하였으며, 시중에 유통되어지고 

있는 대상 한약재는 전국 4개권역(서울권역, 대전권

역, 전라권역, 경상권역)에서 구입한 후 본대학 본초

학교실의 동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2. 대상 한약재 4품목에 대한 한의학적 

효능차이(Table 2)

이상과 같이 많은 문헌에서 Celosia 
argentea와 Celosia cristata 그리고 

Cuscuta chinensis 와 P. frutescens 효능을 구

분하고 있다. Celosia argentea는 중 

에 속하고 Celosia cristata는 

중 으로 분류된다. 또한 Cuscuta 
chinensis는 중 에 속하고 P. 
frutescens은 중 에 속한다.

이와 같이 1차 감별대상인 4품목의 한약재는 효능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혼입되어 사용되

어서는 안되며, 이런 면에서 감별기준점의 설정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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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ia argentea Celosia cristata Cuscuta chinensis Perilla frutescens
Propertie

s and 
flavors 

of drugs

Little Cold17,26,27,38)  Cool7,31)

Bitter7,17,26,27,31,38) Cool⦁Sweet7,17)
Warm27,31,38)

Pungent7,11,17,26,27,31) 
Sweet7,11,17,26,27,31,38) 

Warm⦁Pungent7,11,17,26,27,31,38

)

Meridian 
tropism Liver7,17,27,31) Liver7,17) Large intestine17) Liver⦁Kidney7,17,27,31)  

Spleen17,27,31) 
Lung7,17,27,31) 

Large intestine7,17) 

Effect

Dispelling wind and 
heat7,17,24,27,31) 

Purge the liver of 
fire7,17,24,26,27,31,38) 

Remove nebula to improve 
vision17,24,26,27,31,38)

Dispel heat from blood to 
stop bleeding7,17)

Clear the liver of heat to 
improve eyesight17,24)

Strengthen liver 
Kidney⦁improve essence 
and blood7,11,17,24,26,27,31,38)  

Improve eyesight7,11,24,26,27, 

31,38)  
Arrest diarrhea17,24,27,31,38) 
Consolidate Ki, calm the 

fetus11,17,24,31,38)

Descending Ki, eliminating 
phlegm7,11,17,24, 26,27,38)  

Antiasthmatics7,17,24,26,27,31,38)  
Relaxing the 

bowels7,17,24,26,27,31,38) 

Chief 
virtue

Liver fever bloodshot 
eyes17,27,31) 

Cataract and nebula7,27)

Dizziness due to 
liver-fire27,31)

hypertension⦁epistaxis⦁s
kin itching 

syndrome⦁scabies7,17,27)

red-white 
dysentery⦁metrorrhagia7,

17)

stranguria with turbid 
discharge7) 

redness, swelling and pain 
of the eyes17)

aching of lumbar, knee27)  
seminal 

emission⦁diabetics27,31)  
diarrhea due to 

hypofunction of the 
spleen27) 

adverseness of Ki due to 
accumulation of phlegm27,31)  

cough with dyspnea27,31)  
Constipation7,27,31) 

Classific
ation Antipyretics27) Hemostasis7) Tonics27) 

Phlegm-transforming and 
antitussives and 
antiasthmatics27) 

Subclass
ification

Drugs for reducing intense 
internal heat27)

Dispel heat from blood to 
stop bleeding7) Yang tonics27) Antitussives and 

antiasthmatics27) 

(261)

3. 연구방법

위의 4품목 한약재에 대해서 1)자연상태와 한약재

상태를 문헌에 따라 정리 검토 하였고, 2) 자연상태에

서 채집⦁동정하여 표본품으로 확정하였고, 3)유통품

목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기본적으

로 육안상으로 1차분류를 하였으며 미흡된 부분에 대

해서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이용해서 감별점을 

확보하였다. 감별점의 기준은 정품의 형태기준 

혼입의 정도 정품과 혼입품의 기준점 설정이다.

결과 및 고찰
 

1. 대상한약재 4품목의 문헌 및 현장확인의 

자연상태 분류

감별에 필요한 특이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청상자( ) - 개맨드라미 Celosia 

argentea(Fig. 1)
크기 : 30~90cm8,17,28,30) 60~80cm23,26)

꽃- : 8,9,16,17,20,23,24,26,30,42) 
16,17,20,23,26) 10,29) 8,17,23,26,28,30) 

 : 8,17,23,26,28~30) 20)

과실 : 8~10,16,17,20,23,26,28~30) 29) 
약간 광택9,16,17,20,23,26,28~30)

2) 계관자( ) - 맨드라미 C. cristata(Fig. 2)
크기 : 60~100cm8~10,20,26) 60~100cm9)

꽃- : 8,9,20,26,29,42) 8,9,29) 
8,9) 

 : · · · · 
8,10)

과실 : 8~10,20,26) 짙은 광택9,10,20,26)

3) 토사자( )
3)- 갯실새삼 Cuscuta chinensis(Fig. 3-1)

서식지 : 바닷가목본식물(주로 순비기나무)
에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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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 실같이 가늘다7,8,20,28,29)

   : 8,9,11,15~17,20,23,26,40) 26)

꽃- : 2개8,9,11,15,17,20,23,26,40) 
 : 7,11,17,20,23,26)

과실 : 이 보다 길어 는 

하는 으로 둘러 싸인다11,15,17,23,40)

종자 : 2 4개7~11,16,17,23,40)

                   
3)- 실새삼 C. australis(Fig. 3-2)   

서식지 : 들판, 밭두둑(주로 콩밭)에 기생

줄기- : 실같이 가늘다24,28,29)

   : 24,28,29)

꽃- : 2개17) : 17)

과실 : 이 보다 짧아 는 

하는 으로 아래 부분만 둘러 싸인다
17,28,29)

종자 : 2 4개17)

        
3)- 새삼 C. japonica(Fig. 3-3)

서식지 : 산기슭의 목본식물에 기생

줄기- : 7,9,17,29) 굵다15)

 : 9,10,29) 9,17,24) 7,15)

꽃- : 1개로 합해진다7,9,10,15,17,29) 
 : 2 7,9,10,15,17,29)

종자 : 1 2개9,17,29)

        
4) 자소자( ) - 자소( ) P. frutescens 

(Fig. 4)
성상 : 1년생초본9~11,14~16,20,23,26,28~30,40,42) 

9,11,15,16,23,24,26,40)

줄기 : 10,14,20,26,28,30,40) 에 

혹은 의 9~11,16,23,29)

꽃 : 9~11,14~16,20,26,28,30,40,42) 
20,23,24,26,28,30,32) 한쪽으로 핀다9,11,16,23,26,29)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자연상태의 채집 후 

동정을 거친 4품목 한약재의 식물형태의 분류기

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상에서 혼입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개맨드라미( )와 맨드라미( )의 

자연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1. 상대적으로 작으며, 꽃은 이고 

이며 많이 하고, 은 약간의 광택이 

있다--------------개맨드라미 Celosia argentea
1. 상대적으로 크며, 꽃은 이고 등 

다양하며 하지 않고, 은 광택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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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맨드라미 Celosia cristata

(2) 임상에서 중등도의 혼입율을 나타내는 

와 의 자연상태의 감별 검색표

(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는 다음과 같

이 작성되었다.

1. 초본으로 넝쿨성이며 줄기는 이고, 
꽃은 이다---------------------------------

-------------------------갯실새삼 Cuscuta chinensis
1. 일년생초본으로 하며 줄기는 가 

있고, 꽃은 로서 한쪽으로 핀다    

--------------------------자소( ) P. frutescens 

(3) 특이하게 의 이름으로 3종이 유통되

고 있는 바, 이 3종 에 대한 자연상태의 감

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1. 줄기가 실같이 가늘며 이고, 가 2
개이고 는 이며, 는 2 4개이다

2. 바닷가목본식물(주로 순비기나무)에 기생하

며, 이 보다 길어 는 하는 

으로 둘러 싸인다---------------------------
--------------------갯실새삼 Cuscuta chinensis  

2. 들판, 밭두둑(주로 콩밭)에 기생하며, 
이 보다 짧아 는 하는 으

로 아래부분만 둘러 싸인다--------------------
-------------------------------실새삼 C. australis 

1. 줄기가 굵으며 이며 가 

1개이고 는 2 하며, 는 1 2개이

며, 주로 산기슭의 목본식물에 기생한다------
-----------------------------------새삼 C. japonica 

2. 약재상태의 문헌적 정리 및 stereoscope상의 

확인모습 

감별에 필요한 특이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그

러나 이러한 문헌적 내용은 실제 관능검사상 구

분이 가능하지 않았다.

1) Celosia argentea 
약재상태의 문헌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7,9,10,16,17,19~21,23,26,27,32,38,41) 

9,19,21,26,27,30,32,33,36,38)  8,28,33) 
27,36) 8) 23) 측면이 오목하여 

( )7~9,10,16,17,19~21,23,26,27,30,32,33,36) 중간

이 약간 9,16,17,19~21,26,27,30,32,33,36) 중심이 

가장자리에 비교해서 비교적 7,8,26,28,30)

직경 : 1~1.5mm7~9,16,19,21,23,26,30,32) 1~2mm27, 

33,36) 1mm10,41) 1~1.8mm17,20)

두께 : 0.5mm7,26) 0.5~0.7mm8,30)

- : 7~9,10,16,17,19~21,23,26~28,30,32,33,36,38) 
9,16,17,19~21,23,26,27,30,32,38) 27,36) 

8) 10)

: 7~9,10,16,17,19~21,23,26~28,30,32,33,36) 
7)

: 7,8,20,26) 손에 쉽게 달라붙는

다17)

: 17,20,27) 8,10,17,20,27)

: 8,28) 8) 8)

: 간혹 의 7,20) 종자상단에 남

아있는 7)

: 의 9)는 7,20) 길
이는 4~6mm20,21) 4~5mm7) 3~4mm9) 

: 7,9,10,16,17,19~21,23,26,27,30~33,36,38) 
7,9,16,17,19~21,23,26,27,30,32,33,36,38) 쉽게 부서진다
7,10,26) 이 7,26)

: 8,9)~ 8,9,20) 
17,20)

-( ) : 구부러진 가 형성19) 
에 2 이 바깥에 명확19)

( ) : 과 이 의 양측 

가장자리에 위치19)

: 9,10,16,17,20,23,26,27,33,36) 7,8,21,30,32,38)

: 16,21,23,26,27,30,32,33,36,38) 8,9,17,20) 
10)

이상의 내용을 stereoscope를 활용하여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하면, 이 약은 대개 

이고 지름 1 2 이며, 종자가 쉽게 손에 달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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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upper part of umbilicus

1) Sinked umbilicus

(264)

는다. 바깥면은 이며 매끄러워 광택

이 있다. 확대경으로 관찰해보면 그물 모양의 무

늬가 모양을 이루며, 중간부위는 조금 

볼록하고 가장자리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에 

이 있다(Fig 5-1). 는 얇고 쉽게 부서지며, 
는 2개이고 이 명확하다. 단면은 

으로 약간 냄새가 있다. 전체적으로 냄새와 맛이 

없다. 
유통품중에는, 의 윗부분에 의 

이 마치 모자모양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끝에 가는 실모양의 0.4 0.5cm의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 5-2). 이것이 유사품인 

와 구별point가 되기도 한다.

2) -Celosia cristata 
약재상태의 문헌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와 비교하여 혹은 

8,9,21,30,33) 19,26) 9) 20) 
20) 8,9,21) 20)

-1 - : 19,20,26)

    : 19,20,26) 의 8,9,21)

: 한 7)

: 위에 남아있는 7~9,21,30,33) 길
이는 0.2~0.3cm로7~9,21,33) 의 보

다 정도로 짧다7~9,21,30,33)

: 20,26) 20,26)

: 20) 26)

: 20,26)

이상의 내용을 stereoscope를 활용하여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하면, 이 약은 모양(
), 크기, 색( ) 및 광택은 와 구분하기 

어렵다(Fig 6-1, 6-2).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다른 점은 씨가 대개 납작하거나 약간 크고 광택

이 짙다는 점이다(Fig 6-3). 약재중에 섞여있는 

는 열매위에 가 달려있으며 길이 2 3cm
정도이다. 에 비하여 열매위에 남아있는 

는 0.2 0.3cm( 의 1/3전후)로 짧다(Fig 
6-4). 확대경으로 보면 세밀한 그물모양무늬와 함

몰된 작은 ( )이 있다. 는 얇고 깨지기 

쉬우며 은 이다. 전체적으로 냄새가 없

고 맛이 담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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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uscuta chinensis 
약재상태의 문헌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8,9,11,13,15~20,26,28,29,35,39) 

12,13,16,18,20,22,23,26,30,32,37,38,40) 
8,9,11,16,17,19,28,29,35,39) 7,15) 27,33) 

27,33) 7) 하다12,20,26) 한쪽 끝에 

돌기가 한쪽방향으로 있다20,21,26) 의 

이 21) 상단이 21)

직경 : 1~1.5mm8,9,11,13,15,16,18~23,25,26,32,35,37,39, 

40) 1~3mm27,33) 
긴 것은 1.5mm28,29) 1.4~1,6mm17) 
짧은 것은 1mm28,29) 0.8~2mm12) 

0.9~1.1mm17) 
: 9,11,13,15,17,20,21,26,28,29,35,39) : 

11~13,16~18,21~23,28,30,32,35,37~40) 7,11~13,16, 

17,21,22,23,30,32,35,37~40) 8,9,18,20,26,28,29) 
8,29) 15,33) 20,26) 9) 

12) 15) 27) 27) 
33)

: 28,29)

: 세밀하고 짙은 색의 존재
8,11,12,15~17,19,20,22,23,25,28~30,32,33,35,37,39,40) 세밀한 

9,13,18,28) 
: 한쪽 끝에 한 9,11-13,16~19, 

21~23,28-30,32,33,35,39,40) 8,9,13,15,17,18,27~29)

17) 한쪽 끝에 9,12,20,26, 

28,29) 중앙에 20,26) 
: 이어서 를 덮는다

13,17,20)

: 하여 잘 부서지지 않는다
8,9,11~13,15~18,21~23,26~30,32,33,35,38~40)

물에 : 이 28) 
9,11,13,16,17,19,20,25,26,28,29,32,35.37,38,40) 

가 벗겨지면 13,16,17,20,21,26,28,32,38) 
혹은 8,9,11,12,19,25,35,39,40)의 의 

가 노출8,9,11,12,13,16,17,19~21,25,26,28,32,35,37~40) 
9,11~13,16,17,19,26,32,35,38~40)

: 7,12,13,16,21~23,27,30,32,35,38,40) 
8,9,11,15,18,20,26,28,29,33)

: 8,9,12,13,16,20~23,27,30,32,33,38,40) 
7,11,15,18,26,28,29,35,39) 11,15,18,26,28,29,35) 혀를 

찌르는 감18)

이상의 내용을 stereoscope를 활용하여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하면, 이 약은 

으로 된 작은 알맹이 모양이고, 이 명확

하며 양측은 보통 오목하게 함몰되어 있다(Fig 
7-1- ). 지름 0.1 0.15cm이고, 100개의 무게는 

100 정도이다. 바깥 면은 이며 

흰가루모양의 작은 과립으로서 돌기된 작은 점이 

세밀( )하게 나 있다. 윗부분은 점차 좁아

져서 약간 구부러져서 약한 부리( )모양을 나타

내며, 한쪽 끝에 옅은 색의 이 있고 중앙에는 

약간 오목한 의 이 있다(Fig 7-1- ). 바

깥면을 확대경으로 보면 미세하고 불규칙한 짧은 

점 모양의 무늬와 의 일정하지 않은 실모양

의 이 있다. 질은 단단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도 깨지지 않는다. 는 이며 으로 구

부러져 있고 및 이 있으며, 는 단

단하고 반투명하다. 물에 넣으면 점액이 만져지

며, 물에 넣어 가열하면 가 파열되면서 

가 마치 실을 토하듯이( ) 나타난다(Fig 7-1-
). 전체적으로 냄새는 별로 없고 맛은 담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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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기가 있다.
이 약은 바깥면이 황색에 가깝고 지름 2mm이

상이며 이 단단한 것이어야 한다.

3-2) C. australis
약재상태의 문헌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Cuscuta chinensis와 유사17,18) Cuscuta 

chinensis보다 비교적 크다18) 17,20)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달라 비교적 차이

가 크다17,20)

직경 : 긴 것 0.7~2mm 짧은 것 

0.5~1.2mm17,20) 1~1.6mm18)

: 17,20) 17,20) 18)

: 이 불명확17,20) 한쪽 끝에 

으로 돌출되어 17) , 
에 위치17,20)

: 18)

: 18)

이상의 내용을 stereoscope를 활용하여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하면, 이 약은 Cuscuta 
chinensis와 유사한데 크기는 비교적 크고 

으로 지름 0.1 0.16cm이며, 하는 이 

불분명하고 부리모양( )의 돌기가 뚜렷하지 않다

(Fig 7-2- ). 바깥면은 으로 약간 짙

고 작은 과립으로서 돌기된 작은 점이 Cuscuta 
chinensis에 비해 세밀하지 않으며, 의 무늬도 

약하고, 은 끝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이고 이다(Fig 7-2- ). 는 이고 

이며 및 이 없다. 전체적으로 냄새는 

별로 없고 맛은 담담하다.

3-3) C. japonica 
약재상태의 문헌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Cuscuta chinensis에 비해 비교적 크다

8,9,17~19,21,29,33,37,40) 6,10,13,15,25,29,37) 
6,10,15) 25,37) 18) 13,29) 

에 13) 18)

직경 : 2~3mm8,9,13,18,21,25,33,37,40) 2~5mm6,10) 
긴 것 3.5mm15) 3mm17,29), 짧은 것 

2~3mm15,17,29) 3~5mm19) 
너비 : 2~3mm6,10)

두께 : 2mm6,10)

: 물질이 흩어져 있다6,10)

: 6,8~10,13,17~21,29,37,40) 
8,9,13,17,19,21,33,37,40) 6,10) 15,33) 

15) 29)

: 19,21,33)

: 에 존재20,21,33) 6,10) 
주변13) 21,33) 21,33)

: 6,10,13,15,18,29) 종피는 쉽게 부서지

지 않는다13,15,25,29,37) 물에 침포시키면 점성

이 없다25,37) 18,29)

: 13)

: 21,33) 과 은 없다
21,33) 하고 21,33) 13) 

29) 
: 21,33) 

: 13,15,18,29,33) 21)

: 13,15,21,33) 13,21,33) 15,29) 
18)

이상의 내용을 stereoscope를 활용하여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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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하면, 이 약은 Cuscuta 
australis와 비슷하나 크다(Fig 7-3- ). 지름은 0.2

0.5cm, 너비는 2~3mm, 두께는 2mm로 부리모

양의 돌기가 뚜렷하며 바깥면은 또는 

으로 옅은 편이며, 비교적 광택이 나며 짧은 

줄과 같은 무늬( )를 볼 수 있다(Fig 
7-3- ). 은 아래쪽으로 빠져 있으며 이

고 비교적 색깔이 짙은 이다(Fig 7-3- ). 
는 이고 이며 및 이 없다. 

는 질기고 단단하며 반투명하다. 전체적으

로 냄새는 별로 없고 맛은 쓰며 약간 달다. 씹으

면 비린내가 잔다. 물에 넣어 가열해도 표면에 

이 생성되지 않으며(일부는 형성) 열을 가

해도 가 파열되지 않는다(Fig. 7-3).

4) Perilla frutescens 
약재상태의 문헌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 14,19~23,26,28,30,32,38,39) 

14,16,19~23,26,28,30,38) 11,16) 39) 
14,19~23, 26,28,30,32,39)

길이 : 1.5mm11,16,19,22,26,28,30,32,39) 0.6~2mm20, 

21,23) 1.5~2.8mm14)

: 11,14,16,19~23,26,28,30,32,38,39) 
14,19~23,26,28,30,32,38,39) 11,16)

: 한 11,14,16,19,21,22,23,26,28,30,32,39) 
20) 비교적 뾰족한 한쪽 끝에 
11,14,16,19,21~23,26,28,30,32,39) 20) 

흔적 14)

: 얇고 단단하여 부서지기 쉽다
11,14,16,19~23,26,28,30,32,38) 쉽게 눌러서 부술 수 

있다11,14,16,19,20,22,23,26,28,30,32,38) 14,19,20,22,23, 

26,28,30,32,38)

: 11,16,19,22,23,26,28,30,32,38)  
14,19,21,22,23,26,28,30,32,38) 안에 2 이 있고
11,14,16,19,22,23,26,28,30,32,38) 이 풍부14,19~23,26, 

28,30,32,38)

: 부수면 특이한 향11,14,16,19~23,26,28,30,32,38)

: 11,14,16,19,21~23,26,28,30,32,38) 
20)

이상의 내용을 stereoscope를 활용하여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하면, 이 약은 또는 

으로 지름이 약 0.06 0.2cm이며 100알의 

무게는 0.2g정도이다(Fig 8-1). 표면은 또

는 으로 약간 융기한 ( )의 그

물모양의 무늬( )가 있다(Fig 8-2). 는 

조금 뾰족하고 의 모양( )의 의 

흔적이 있다(Fig 8-3). 는 얇으면서 부스러지

기 쉬우며, 는 으로 인데 는 

막질이며, 은 2개이고 이다. 전체적으

로 거의 냄새가 없으나 씹으면 특이한 향기가 있

고 맛은 텁텁하고 조금 맵다.
이 약은 알이 크고 충실하며 고르고 쭈그러진 

것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4품목 한약재의 약재

상태의 분류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상에서 혼입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개맨드라미( )와 맨드라미( )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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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s)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1.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광택이 적고 

이 얕으며 가 길다---------------------------
-------------------------- Celosia argentea 

1.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광택이 짙고 이 

깊으며 가 짧다-------------------------------
--------------------------- Celosia cristata

(2) 임상에서 중등도의 혼입율을 나타내는 

와 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

(discriminative Key in Herbs)는 다음과 같이 작성

되었다.
1. 이며 융기된 암자색의 그물모양의 무

늬가 특징적이고, 한쪽에 회백색의 점 모양

의 의 흔적이 뚜렷하다----------------------
---------------------------- Perilla frutescens

1. 이며 융기된 표면의 돌기된 작은 점이 

세밀하고, 윗부분은 약한 부리모양을 띈다

----------- (갯실새삼) Cuscuta chinensis

(3) 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3종 

에 대한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1. 약용부위는 이다

2. 지름 0.1 0.15cm정도로서 작으며, 윗부분

의 부리모양( )이 약하며, 물에 넣어 가열

하면 한다

3. 표면에 돌기된 작은 그물모양의 이 세

밀하며, 중앙에 약간 오목한 이 있다

-------------------갯실새삼 Cuscuta chinensis
3. 표면의 돌기된 이 세밀하지 않으며, 아

래쪽에 이 있다----------------------------
-----------------------------실새삼 C. australis

2. 지름 0.2 0.5cm정도로 크며, 윗부분의 부

리모양( )이 뚜렷하며, 물에 넣어 가열해

도 하지 않는다.
4. 표면이 광택이 나며 짧은 줄과 같은 무늬

가 있고, 아래쪽에 이 있다-----------
------------------------------새삼 C. japonica

결 론

유통한약재 중 관능검사를 통해서는 감별이 곤

란하여 혼란을 빚고 있는 과실종자류 한약재 4품

목( )을 Stereoscope
를 활용하여 감별기준을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와 의 구별은, 혼입품인 

가 더 크며 광택이 짙고 특히 의 함몰이 

깊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와 의 구별은, 의 경우 

특징적인 의 그물모양과 이 흔적

이 확연하게 한쪽 끝에 나타나는 점으로 구

분되었다.
3. 특히 3종이 유통되어지고 있는 의 경

우, 부리모양과 의 위치 및 물의 넣을 

경우에 여부로 구분되었다.
1) 갯실새삼(Cuscuta chinensis)은 부리모양

이 약하고 중앙에 이 있으며 물에 넣

을 경우에 한다.
2) 실새삼(C. australis)은 부리모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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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며 아래쪽에 이 있으며 물에 넣

을 경우 한다.
3) 새삼(C. japonica)은 부리모양이 뚜렷하며 

아래쪽에 이 있고 물에 넣어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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